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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캡슐 조립장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캡슐보호관 및 취급공구의 설계개선 

보고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는 국가 중점 거대시설의 하나이며, 이를 이용한 다

양한 핵재료(nuclear materials)에 대한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이용자

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조사기술과 조사시험시설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재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보호관, 체결볼트 및 취급

공구의 설계검토가 이루어졌다. 2005년도에는 이미 설계․제작된 모의 캡슐조립 

장치를 이용하여 2004년도에 수행된 캡슐 조립시험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향후 하나로에서 사용할 장치와 관련된 설계 자료를 확보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으로 하나로에서 사용할 캡슐 조립장치와 재조사시험용 캡슐 보

호관, 취급공구 설계재원의 최적화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주요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격 조립용 캡슐 보호관(protection tube)의 직경변화에 따른 조립용이성 

시험용 부품제작 및 시험평가

- 기존모델을 이용한 캡슐의 구조 건전성해석 및 평가

- 캡슐 조립시 사용 원격 취급공구들의 설계개선 검토  

 Ⅳ. 연구개발결과

 

   원격 조립용 캡슐 보호관의 직경변화에 따른 조립 용이성 시험은 일차로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캡슐본체는 동일하게 제작하고 캡슐 본체와 연결되는 보호관 

하단부에 배관 규격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3가지의 테이퍼부(tube reducer) 

를 설계․제작하여 캡슐 조립시험을 수행하 다. 캡슐 모컵 조립시험 수행중 볼

트(bolt) 체결용 취급공구의 접근 각도, 작업성 등을 고려한 체결용 볼트 설계 개

선도 이루어졌다. 3차의 시험을 통해 보호관 및 체결용 볼트설계가 최적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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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부는 43mm 로 유지하고 테이퍼부(tube reducer) 길이를 80mm로 변경, 볼

트 해드(bolt head) 길이 7mm), 최종 조립시험이 이루어졌으며, 원격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조립 가능함이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캡슐재원과 유사함에 따라 조사시험 중에 우

려되는 캡슐의 진동안전성은 기존의 핵연료 캡슐에 대한 진동특성과 같은 특성

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조립성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3가지의 설계안

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한 

응력해석이 이루어졌고, 해석결과 최대변위는 1.57mm, 응력강도는 약 21 MPa로

서 스테인레스 강 304 재료의 항복응력을 205 MPa로 고려한다면 1/10 수준의 

응력이 작용하 다. 또한 테이퍼부(tube reducer) 의 길이 변화는 기존 캡슐과 비

교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캡슐 보호관의 원격 조립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나로 수조에서 캡슐본체와 보호관을 조립할 때 사용할 취급공구들은 스테

인레스 강을 이용하여 개발된 공구이다. 이에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성 및 취급성

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가볍고 중량대비 인장강도가 우수한 알루미늄(A6061 /T6) 

소재가 최적으로 판단되어, A6061TD/T6 를 이용한 공구제작과 이를 이용한 노

외 조립시험이 이루어졌다. 소재 교체로 약 50%의 중량감소가 이루어졌으며 보

다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설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캡슐 조립장치를 이용한 재조사시험용 캡슐 

본체와 보호관의 조립시험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로 작업수조에 설치될 조립장치, 

캡슐 주요 부품들에 대한 설계제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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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sign Improvement of the Capsule Components and the Handling Tools 

for an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Capsule Assembly Machine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Various in-pile test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new fuels and 

materials are planned for the HANARO reactor. To meet the demands for the 

required tests such as the high-fluence- and high-burnup-related tests at 

HANARO, new capsule assembling technology is required in the HANARO 

reactor.  For this reason, a series of analyses and experiments was performed 

in 2005 and it had three main objectives; namely an attempt to evaluate the 

assembly workability of the capsule components, to review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apsule in the HANARO reactor, and to improve the design of 

the handling tools for improving their workability in the reacto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are the major activities for the performance and design 

improvements of the capsule components as well as the capsule assembly 

machine. 

(1) Assembly workability of the capsule components with different design 

features

(2) Vibrational and structural analysis of the proposed design model 

(3) Design improvements and tests of the tools

Ⅳ. Results

  From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design improvements of the capsule  

and the capsule assembly machine,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delineated as below.

1. For the assembly workability tests of the capsule components, three 

different kinds of protection tubes and two different shapes of the locking 

bolt heads were proposed and tes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newly 

designed protection tube with the introduction of a lon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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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r(dimensions: tube diameter 43mm, tube reducer length 80mm) and  

bolts with a short bolt head length (from  8mm to 7mm in length) worked 

quite well without any problems. 

2. Since the new protection tube structure is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ly used capsule for fuel irradiation tests, it was assumed that an 

additional vibration test and seismic analysis would not be needed. 

Through the stress analysis of the three proposed structures by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NSYS, it showed that the maximum 

displacement and stress intensity for the tube reducer were 1.57mm and 

21MPa, respectively. As the yield stress of the stainless steel 304 is about 

205 MPa, it was found to be considerably lower than the allowable stress 

for the material used.

3. To improve the workability and handling capability of the bolting and 

clamping tools of stainless steel 304, Al6061/T6 was selected as one of the 

candidates and thus new tools were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based on the assembly procedure. The assembly test resulted showed that 

the new tools were found to be useful for executing key tasks such as a 

bolting and a clamping and they were much faster than the old tools made 

of stainless steel, thereby increasing the workability rate and lowering the 

manufacturing costs. 

V. Proposal for Application

  Analyses and experimental data prepared by this study are to be directly 

used for solving the expected problems during an assembling of the capsule 

components and for developing a capsule assembly machine to be used for 

the HANARO reactor potential safety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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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하나로에서의 고연소도 핵연료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방사능을 띤 핵연료

를 포함하는 새로운 캡슐 제작기술과 재 계장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03년도에 캡슐 조립 모의장치가 설계·제작되었고 2004년도에는 캡슐 

조립 모의장치의 성능 평가와 하나로 작업수조에서 캡슐을 조립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향후 하나로에서 사용할 장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 다. 그러나 조립 성능 시험중에 몇 가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제기되었

으며 다음과 같다.

1. 종래에 사용하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과 비교시 원격조립용 캡슐 보호관의 

직경이 상이하므로 내진해석 및 구조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가능하

다면 이러한 추가의 해석 없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위한 원격조립용 캡슐의 설

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히 캡슐 보호관을 설계 개선하여, 캡슐 모컵을 제작

하고 이를 이용한 원격 캡슐조립시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2. 아울러 종래의 캡슐과 원격 조립 가능한 캡슐 재원의 상이함으로 하나로에 장

전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할 시 캡슐의 구조 건전성 특히 진동안전성을 다시 검토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캡슐제원의 상이함이 큰 경우는 해석 모델을 다시 

개발하고 필요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하나로 수조에서 캡슐본체와 보호관을 조립할 때 사용할 취급공구들은 스테인

레스 강을 이용하여 개발된 공구를 사용하도록 관련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가볍고 튼튼한 원격취급공구의 설

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적용하여 노외 조립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2005년도에는 위에 언급된 업무내용을 토대로 요구되는 시험 및 해석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본 기술 보고서는 설계개

선안 도출, 부품 설계․제작, 원격 캡슐 조립장치를 이용한 제작된 부품들의 조

립시험 및 평가와 원격취급공구들의 설계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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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원격 조립용 캡슐 보호관의 직경변화에 따른 조립

용이성 시험용 부품제작 및 시험평가

1. 종래의 캡슐모컵 설계특성

2004년도 원격 캡슐 모의장치의 종합 성능 시험시에 이용한 캡슐 모컵은 다음

과 같이 제작하 다.[1-3] 조사캡슐 모컵 본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 캡

슐의 규격으로 직경 58㎜ x 길이 886㎜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외경 60.5㎜ x 

53.5㎜ 규격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304 외경을 58㎜로 가공하여 핵연료 캡슐과 동

일하게 제작하 다. 캡슐 본체 상단부 플랜지(flange)에는 보호관 구조물의 원격

조립이 용이하도록 상단부가 테이퍼 가공된 안내핀(guide pin) 2개를 설치하 고, 

보호관 체결을 위하여 상단부 플랜지에는 볼트홀 피치원직경(pitch circle 

diameter) 47㎜ 위치에 M8 규격의 탭(tap) 4개를 가공하 다.

보호관 구조물과 조사캡슐 모컵의 조립은 M8 볼트 4개를 원격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보호관 플랜지 상단부 4㎜에 M8 탭을 가공 후 하단부에 직경 8.5㎜ 

구멍을 가공하여 M8 볼트를 체결함으로써 하나로 수조의 원격조립․해체 작업

도중 장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 다.

원격 취급공구(remote tool)를 이용한 조사 캡슐본체 모컵과 보호관의 체결공

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안은 보호관의 최대 외경을 20㎜로 설계하 고, 외

경 20㎜ x 내경 18㎜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그러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호관 외경이 43mm 인 점을 감안 할 때 원격 취급공구

를 이용한 체결․해체의 실증시험 단계에서 보호관의 크기를 가능한 키우기로 

실무 협의되었다. 그러므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립시험에서는 체결볼

트, 가이드 핀 등을 고려한 최대치인 외경 22.3㎜ x 내경 19.9㎜ 규격의 스테인레

스 구조용 파이프로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외경 22.3mm 규격으로 재 제작하

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2.  보호관 설계 개선 방안 및 부품제작

2차 조립 시험에서는 원격조립용 캡슐본체와 보호관의 조립이 하나로 멘브리

지(manbridge)에서 작업자가 캡슐을 조립하여 조사시험에 사용할 캡슐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로 멘브리지에서 수직방향으로 상부에

서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것만 고려하 으므로 2005년도에는 하나로 수

조에서의 작업 효율성과 조사 시험중 캡슐의 구조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종래 사

용하던 보호관 직경을 유지하 을 때를 고려하여 보호관 몸체는 종래의 규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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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제작하고 하단부만 점진적으로 직경이 줄어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그

림 2와 같은 설계 개선안이 이루어졌다. 

그림 1. 원격 조립시험용 핵연료 캡슐보호관(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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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격 조립시험용 핵연료 캡슐 보호관(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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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캡슐 보호관 제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캡슐 제작방법과 동일하게 제작

하고 캡슐 하단부에 사용 배관 규격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테이퍼부(tube 

reducer)  를 제작하여 43 mm 보호관 하단부에 용접하여 캡슐을 조립할 수 있

도록 설계·제작하 다.  보호관 하단부의 상세한 설계도는 최적화를 위한 조립시

험을 거쳐 설계도면이 확정되었다.  이 안은 캡슐 조립시 멘브리지 위에서 작업

자가 긴 길이의 금속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업용 취급공구가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캡슐 모컵 본체

를 보호관과 조립할 수 있도록 공작실에 설치한 원격 캡슐 모의 장치와 원격 취

급공구를 이용하여 두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사각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

여 설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체결볼트 등의 부품도 설계 개선하는 기법을 이

용하 다.  이 시험을 통하여 설계된 보호관의 설계 최적화가 이루어 졌으며 테

이퍼부(tube reducer)  규격은 그림 2와 같으며, 제작된 캡슐 모컵은 그림3과 같

다.

그림 3. 캡슐 보호관 하단부  

        테이퍼부 및 캡슐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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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시험 및 평가

 캡슐 조립 모의 장치를 이용한 캡슐 모컵 조립시험은 2004년도에 수립된 캡

슐 조립절차에 따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작실 북쪽에 설치된 원격 캡

슐 부품 조립 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시험에서는 특히 캡슐 조립

시 요구되는 조립 용이성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중 구조건전성 확보가 되도록 

설계한 캡슐 모컵을 이용한 시험이었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용 캡슐 설계가 이미 진동시험 및 내진해석이 수행되어 개발되었기 때문

에 가능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캡슐 설계제원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도면을 토대

로 제작하여 시험 수행을 하 다. 아울러 시험 수행중 볼트 체결용 취급공구의 

접근 각도, 작업성 등을 고려한 캡슐본체와 보호관의 체결용 볼트 설계 규격 또

한 2004년도 개발된 제품보다 조립시 원격 취급공구의 접근성 및 작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수차례의 조립시험을 통하여 하나로 수조에서의 캡슐 조립환경을 모사한 공작

실 현장에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설계 제작한 보호관과 캡슐 본체

의 조립시험이 성공리에 수행되었다.  최종 설계 제작된 보호관과 체결볼트(그림 

3 참조)의 주요 설계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종래 사용하던 핵연료 계장캡슐의 보호관 직경은 동일하게 수용한다.

2) 캡슐본체와 보호관 조립시 사용하는 체결볼트(Locking Bolt) (그림 5)의 해드

   부분 수정 : 4 Ea

그림 4. 원격 캡슐 조립장치를 이용한 조립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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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내용 : 체결 볼트의 6각 해드 길이를 8mm 에서 7mm 로 수정 

- 수정사유 : 원격 취급공구를 이용한 볼트 체결후 공구 인출이 용이하지 않음.

그림 5. 설계개선 전․후의 

체결볼트 

3) 캡슐보호관 하단부에 있는 플랜지와 외경이 43mm인 보호관 사이에 테이퍼부

(tube reducer) (그림 3 참조)의 수정

- 수정내용 :  기존의 테이퍼부(tube reducer) 길이를 20mm 에서 80mm 로 수

정 제작

- 수정사유 : 원격 취급공구(Handling Tool) 로 볼트 체결시 조립장치 테이퍼부

(tube reducer) 상부 부분과의 간섭을 줄이기 위함.

- 수정효과 :  원격 취급공구로 볼트 체결시 보호관(Protection Tube)과의 경사

각 완화(측정 실험결과 : 8.5 - 9.0도 에서 4.5 - 5.0도로 경사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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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모델을 이용한 구조 진동안전성 및 건전성 해석 및 
평가

1. 캡슐 보호관의 테이퍼부(tube reducer) 변경에 따른 해석

1) 개요

   캡슐조립 모의 장치와 관련한 2003-2004년도 연구에서 조립장치 시험용 캡슐 

보호관은 22.3mm의 직경을 갖는 모컵으로 제작하여 기본적인 성능시험이 이루

어졌다[1-2]. 그러나 실제 핵연료 캡슐의 보호관은 외경 42.7mm, 두께 2.8mm의 

치수를 갖기 때문에 치수 변경에 따른 툴을 이용한 원격 조립성의 평가가 필요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핵연료 캡슐의 보호관과 동일한 치수의 모컵을 제작하여 조

립시험을 수행하되, 조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부품의 부분적인 수정안들

이 제시되었다. 즉 캡슐 보호관의 규격은 가능한 유지하고 보호관 하단부에 서로 

다른 테이퍼부(tube reducer)를 설계하여 테이퍼부 부분의 치수 변경에 따른 진

동 시험 및 분석은 별도로 수행할 필요성이 없게 함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핵연

료 캡슐제원과 테이퍼부 부위만 차이가 있어 진동 안전성 해석은 종전에 수행하

던 결과[4]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선안들에 대한 건전성 평가 측면에서

의 응력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추후 하나로 수조에서 관련기술을 사용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 으며, 그 결과를 기술하 다. 

2) 해석모델

  핵연료 캡슐의 구조상 비교적 취약한 부위는 그림 1의 부품 ③, ④와 같이 본

체와 보호관의 테이퍼부(tube reducer)이며, 부품 ③은 테이퍼부(tube reducer), 

부품 ④는 직경이 22.3mm인 직관부이다. 테이퍼부는 길이 20mm이고, 직선부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22.3mm와 50mm이다. 위의 조건에서 툴을 이용한 조립시험

을 수행하 으나 테이퍼부의 길이가 너무 짧아 체결볼트(locking bolt)를 조이는

데 불편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툴의 접근 각을 줄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테이퍼

부의 길이를 20mm에서 80mm로 수정하 으며, 시험결과 볼트의 체결이 불편함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림 2는 최근 개선된 보호관의 도면을 나타내었

다.

  본 문서에서는 캡슐 본체와 보호관이 결합되었을 때의 취약부인 테이퍼와 직

관부의 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모델은 다음의 세 경우를 

고려하 는데, Case 1은 핵연료 캡슐 보호관의 초기 치수를 나타내고, Case 2는 

최근 개선한 보호관 치수를 반 한 모델로서 테이퍼부의 길이를 변경한 경우이

다. 마지막으로 Case 3는 테이퍼부를 20mm로 유지하고 직관부를 110mm로 변경

하여 직관부 길이의 향을 고찰하 다.

   1) Case 1 : 테이퍼부 20mm, 직관부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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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se 2 : 테이퍼부 20mm 에서 80mm로 변경, 직관부 50mm 유지

   3) Case 3 : 테이퍼부 20mm유지, 직관부 50mm에서 110mm로 변경

3) 해석방법 및 조건

  위의 세 모델에 대한 응력해석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5]를 사용

한 정적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 모델의 생성은 쉘요소(SHELL63)를 사용하

으며, 캡슐 본체와 보호관의 길이는 각각 800mm와 3,700mm이고, 두께는 2mm

로서 쉘요소의 특성 값으로 고려하 다. 경계조건은 캡슐 양 끝단이 단순 지지된 

경우로 고려하 고, 자중을 하중조건으로 하여 처짐과 캡슐 연결부에 작용하는 

응력강도를 비교하 다. 

4) 결과 및 고찰

   표 1은 세 경우의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의 비교를 나타내었고, 그림 6-9는 

테이퍼부(tube reducer)에 작용하는 응력강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자중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변위나 응력 값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중에 

의한 변위는 1.57mm, 응력은 약 21 MPa로서 스테인레스 강 304 재료의 항복응

력을 205 MPa로 고려한다면 1/10 수준의 응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Case2는 

Case1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테이퍼부(tube 

reducer)에서의 응력은 오히려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테이퍼부의 길

이를 20mm에서 80mm로 늘리는 것은 캡슐 보호관의 원격 조립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ase 3는 최대응력이 다소 

낮아졌으나(지지 점에서 발생) 변위는 상대적으로 약간 증가하 다. 그림 6-8의 

응력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력은 테이퍼부(tube reducer)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며, 특히 직경이 다른 보호관과 외통의 불연속 연결부에서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력집중은 제작시 직각이 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곡률을 주어 응

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는 Case2에 대한 전체 모델

의 응력분포 및 변위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굽힘이 큰 부분에 응력이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제안된 캡슐 구조물의 최대 변위 및 응력강도

  

                     Case

   Results
Case 1 Case 2 Case 3

 Max. Displacement (mm) 1.575 1.578 1.61

 Max. Stress Intensity (MPa) 21.5 21.1 17.3

 최대응력부위 테이퍼부 테이퍼부 단순 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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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se 1 테이퍼부(tube reducer) 응력강도

  

그림 7. Case 2 테이퍼부(tube reducer)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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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se 3 테이퍼부(tube reducer) 응력강도

  

그림 9. Case 2 캡슐 구조물의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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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 캡슐 조립장치에 사용할 캡슐 보호관의 테이퍼부(tube reducer) 변경에 따

른 강도를 검토하 으며, 자중에 의한 해석결과 변위는 1.57mm, 응력강도는 약 

21 MPa로서 스테인레스 강 304 재료의 항복응력을 205 MPa로 고려한다면 1/10 

수준의 응력이 작용하 다.

   - 테이퍼부(tube reducer)의 길이를 20mm에서 80mm로 늘리는 것은 캡슐 보

호관의 원격 조립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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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격취급공구 설계개선 및 시험

1. 설계 개선방안

 2004년도 개발된 "원격 취급공구" 중 조립장치에 본체를 잡아주는 clamping 

tool(A-type)과 캡슐본체와 부품인 캡슐보호관을 체결하는 bolting tool(B-type)

를 설계개선 주요 대상으로 하 다. 편의상 이제까지 사용하 던 스테인레스 강 

304를 주재료로 제작한 취급공구를 취급공구-I(Handling Tool-I) 이라하고 2005

년도 설계개선 작업으로 설계․제작되는 취급공구를 취급공구-II(Handling 

Tool-II)라 명칭을 하기로 하 다. 

 기존의 취급공구는 사용재료가 모두 스테인레스 강(STS304/비중:7.93) 재료로 

제작되어“A-Type"의 경우 중량이 약 12.3kg, "B-Type"은 약 8.9kg 이었다. 그러

나 2004년도 조립시험시에 현장에서의 작업자가 취급공구를 쉽게 취급하고 작업

의 효율성이 사용재료가 비교적 무거워 어려운 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강(STS304) 보다 가볍고 견고한 소재(중량대비)로 개선

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제작하기로 하 다. 

  상기의 요구조건을 감안할 때 개선되어야 할 원격 취급공구의 소재는, 우선 가

볍고 중량대비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등)이 우수한 알루미늄(A6063/비중:2.85)소

재가 최적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이 소재로 개선/제작한 예상(계산치) 중량

은 다음과 같다.

  * 취급공구-II (A-Type) : 약 7.5kg (취급공구-I 대비 60%)

  * 취급공구-II (B-Type) : 약 5.0kg (취급공구-I 대비 56%)

  단, 기존의 원격 취급공구-I (STS304) 과의 중량대비 재료규격을 비교하여 볼 

때 취급공구 소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구강 파이프(A/B-Type)의 경

우 스테인레스 강(STS304) 파이프 보다 알루미늄(A6063/T6) 파이프는 시판되는 

재료의 규격이 한정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능한 종전의 취급공구와 유

사하게 설계․제작 하기로 하 다. 최종 선정된 재료규격은 다음과 같다.

   * 취급공구-II (A-Type) : ∅35 x 5t (A6063/T6) 

   * 취급공구-II (B-Type) : ∅25 x 5t (A6063/T6) 

  실제 알루미늄(A6063/T6) Pipe 규격의 경우, 스테인레스 강(STS304) 파이프 

규격과 비교할 때 외경 및 파이프 두께가 스테인레스 강(STS304) 파이프 보다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또한 파이프의 길이도 3m로 한정되어 시판되고 있어 공구

강 파이프(A/B-Type 공통) 중앙에 이음매(Connector)(A-4 /B-5)를 설계하여 제

작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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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취급공구의 설계․제작

  취급공구-II (B-Type)의 경우 공구강 파이프(B-4)와 용접/조립되는  

Con-Rod(B-3) 알루미늄 재료규격을 대비하면 Al-Pipe: ∅25x5t (A6063/T6)와 

Al-Rod: ∅20(A6061)의 비틀림 응력에 대한 재료의 단면적을 비교하여 볼 때 

314.2㎟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취급공구 작업시 경사각을 보호관의 수직각(0도)

기준으로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구 소켓(Tool Socket) 하단부에서 상방향으로 

300mm 까지는 최소직경으로 설계/제작이 이상적임으로 원격 취급공구-II 

(B-Type)로 체결볼트(M8) 체결시 테이퍼부(Reducer Tube) 상단부와의 간섭이 

최소화가 예상된다.

  원격 취급공구-I/II(Handling Tool-I / -II) 의 주요 설계개선/제작 내용은 다음

의 표 2와 같으며 설계된 도면은 그림 10-12와 같다.

표 2. 원격 취급공구의 주요 설계개선 전 후의 특성

형별
Handling Tool-I 

(재질/규격)

Handling Tool-II 

(재질/규격)
비 고

(A-

Type) 

- Socket (STS304)

 (∅40 x 40L) : 1 Ea

- Tool Pipe (STS304)

 (∅34x3t x 4935L): 1 Ea

- Handle (STS304)

 (∅60 x 58L) : 1 Ea

 (∅20 x 250L) : 1 Ea

- Socket (STS304)

 (∅40 x 60L) : 1 Ea

- Tool Pipe (A6063)

 (∅35x5t x 2430L) : 2 Ea

- Handle (A6061)

 (∅60 x 63L) : 1 Ea

 (∅20 x 250L) : 1 Ea

- Connector (A6061)

 (∅35 x 120L) : 1 Ea

- Lock Pin 추가

 (∅8x35L): 1Ea

- 추가 부품

(B-

Type) 

- Socket (STS304)

 (∅22 x 30L) : 1 Ea

- Tool Pipe (STS304)

 (∅21.7x3.7tx4945L): 1 Ea

- Handle (STS304)

 (∅60 x 58L) : 1 Ea

 (∅20 x 250L) : 1 Ea

- Socket (STS304)

 (∅22 x 50L) : 1 Ea

- Tool Pipe (A6063)

 (∅25x5t x 2300L): 2 Ea

- Handle (A6061)

 (∅60 x 63L) : 1 Ea

 (∅20 x 250L) : 1 Ea

- Connector (A6061)

 (∅25 x 90L) : 1 Ea

- Con-Rod (A6061)

 (∅20 x 285L) : 1 Ea

- Lock Pin 추가

 (∅5x25L): 1Ea

- 추가 부품

- 추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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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lamping(A-type) 및 bolting(B-type) 취급공구 조립도



- 16 -

그림 11.  Clamping(A-type) 취급공구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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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olting(B-type) 취급공구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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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공구의 작업효율성 및 취급성 시험 및 평가

  취급공구의 작업효율성 및 취급성 시험은 하나로 수조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

한 공작실 현장에서 설계 개선되어 제작된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또

한 사용한 캡슐 부품도 제 2 절에서 설계 최적화되어 제작된 캡슐 보호관과 캡

슐본체를 이용하 고, 모의 조립장치를 이용하여 조립할 때 이미 개발된 취급공

구들(스테인레스 강을 이용하여 개발된 공구)과 비교하여 작업성 및 취급성이 평

가되었다.

  조립작업의 효율성은 새로 제작된 취급공구가 가볍고 중량대비 인장강도가 우

수한 알루미늄(A6061 /T6) 소재로 제작되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소재 교체로 약 50%의 중량감소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작업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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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2005년도에는 캡슐 조립 모의장치의 성능 평가시 제기되었던 원격조립용 

캡슐 보호관의 직경이 상이하므로 내진해석 및 구조해석의 필요성 여부, 진동 안

전성 및 조립할 때 사용할 취급공구들의 작업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개선과 노외 

조립시험 평가업무가 진행되었다.

첫째, 원격 조립용 캡슐 보호관의 직경변화에 따른 조립가능성 평가시험

을 위하여 모의 캡슐부품 설계/제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캡슐 제작방법과 동

일하게 하고 캡슐 하단부에 사용 배관 규격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테이퍼부

(tube reducer)를 제작하여 직경 43 mm 보호관 하단부에 용접하여 캡슐을 조립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다. 캡슐 조립 모의 장치를 이용한 캡슐 모컵 조립시

험은 2004년도에 수립된 캡슐 조립절차에 따라 수행하 으며 수행중 볼트 체결

용 취급공구의 접근 각도, 작업성 등을 고려한 캡슐본체와 보호관의 체결용 볼트 

설계 규격 또한 2004년도 개발된 제품보다 조립시 원격 취급공구의 접근성 및 

작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3차의 시험을 통해 설계 최적화된 보호관을 제작하여 조립시험이 이루어졌으

며, 원격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조립 가능함이 확인 되었다. 

 최종 설계 제작된 보호관의 주요 설계변경 내역(그림 2 참조)은 다음과 같다.

- 종래 사용하던 핵연료 계장캡슐의 보호관 직경은 동일하게 수용한다.

- 체결볼트(Locking Bolt)의 6각 해드 길이를 8mm 에서 7mm 로 수정 

- 캡슐보호관 하단부에 있는 플랜지와 외경이 43mm인 보호관 사이에 기존의 테

이퍼부(tube reducer) 길이를 20mm 에서 80mm 로 수정 제작

둘째, 기존 모델을 이용한 진동안전성해석은 직경 43 mm 보호관을 캡슐 

본체와 원격으로 조립할 수 있음이 시험을 통하여 확인됨으로써 캡슐에 대한 진

동안전성은 기존의 핵연료 캡슐에 대한 진동특성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한편 조립성 평가를 위하여 캡슐 보호관의 테이퍼부(tube reducer) 길

이는 세 경우가 고려되었다. 첫째, 핵연료 캡슐 보호관의 초기 치수(테이퍼부 

20mm, 직관부 50mm), 둘째, 직관부는 유지하고 테이퍼부 길이를 80mm로 변경, 

셋째, 테이퍼부를 20mm로 유지하고 직관부를 110mm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조

립성 평가 및 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한 응력해석은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 고, 양단이 단순 지지된 캡슐에 대하여 자

중으로 인한 처짐과 캡슐 연결부에 작용하는 응력강도를 비교, 평가하 다. 조립

성 평가 및 해석결과, 테이퍼부의 길이가 80mm인 두 번째 경우가 최적의 조건

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경우에 최대변위는 1.57mm, 응력강도는 약 21 MPa로서 

스테인레스 강 304 재료의 항복응력을 205 MPa로 고려한다면 1/10 수준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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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하 다. 또한 테이퍼부의 길이 변화는 기존 캡슐과 비교하여 안전성 측면

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캡슐 보호관의 원격 조립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취급공구의 작업효율성 및 취급성 시험은 하나로 수조와 유사한 환

경을 모사한 공작실 현장에서 설계 개선되어 제작된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이루

어졌다. 또한 사용한 캡슐 부품도 제 2 절에서 설계 최적화되어 제작된 캡슐 보

호관과 캡슐본체를 이용하 고, 모의 조립장치를 이용하여 조립할 때 이미 개발

된 취급공구들(스테인레스 강을 이용하여 개발된 공구)과 비교하여 작업성 및 취

급성이 평가되었다.

  조립작업의 효율성은 새로 제작된 취급공구가 가볍고 중량대비 인장강도가 우

수한 알루미늄(A6061 /T6) 소재로 제작되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소재 교체로 약 50%의 중량감소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작업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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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앞으로 하나로 캡슐조립 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하나로 작업 수조에서의 캡슐 조립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하나로에서 사용할 장치 설계·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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