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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주된 목표는 원전의 대규모 출력증강을 가능케 하는 이중냉각 핵연료 개

념을 실제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도록 핵연료 구조부품을 기본설계하는 것이며, 이
와 함께 이중냉각 핵연료의 가장 큰 특징인 이중 피복관의 연료봉 구성부품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지구조체, 안내관 및 계측관, 그리고 상

하단고정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기능요건 및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

술현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술현안을 해석적, 실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구조부품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으로 한 한국표준원전(OPR-1000)과의 구

조적 양립성을 확인하였다. 이중냉각 연료봉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기본 제원 및

배열을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부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적인 기계설

계 방법과 유한요소 해석을 적용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또한, 조사시험을 위

한 연료봉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이중냉각 연료봉 용접방법 및 전용 용접기를 설계, 
개발하는 성과를 추가로 달성하였다. 연료봉을 포함하여 기본설계 완료된 구조부품

들의 제원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도면을 생산한 후 부분집합체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이중냉각 핵연료를 실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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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이중냉각핵연료 구조설계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원

자력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에너지원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로 인하

여 원자력 에너지를 꺼려 왔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바로 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을 다시

시작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원의 발생형태로서 초임계원자로, 고속증식로 등과

같이 기존에 주로 상용보다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왔던 제 4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 3세대의 원자로에 의

한 에너지 공급은 앞으로도 최소 30~40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기존 원

자로의 대규모 출력증강이 가능하다면 더욱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

게 되어 현 세계의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본 ‘초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과제는 이러한 현존하는 상용 원자

로의 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기 대과제는 소결체, 피복관, 성능 등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이

중냉각 핵연료를 실제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핵연료의

구조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본 세부과제(이하 ‘본 과제’라
칭함)인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과제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우선 1단계 3개년 간(2007.3. ~ 2010.2.) 이중냉각 핵연료

의 구조부품인 지지구조체, 안내관 및 계측관,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기본설계를 완

료하고 각각의 유력후보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

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생산되는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게

되므로 기존 원자로의 출력증강이 요구될 때 우리 고유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과제의

필요성을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측면

-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개념 및 구조부품의 설계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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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범위

이중냉각 핵연료 기술현안 도출

Ÿ 기존노심/핵연료와의 구조적 양립성관련

현안 도출

Ÿ 핵연료 설계기준 및 요건관련 현안도출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기능

요건 및 기준 도출

Ÿ 기계적 기능요건 도출

Ÿ 열수력적 기능요건 도출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개념

설계 및 주요 설계항목 개발

Ÿ 핵연료 구조개념 개발

Ÿ 개념설계 및 주요 설계항목 개발

Ÿ 기하학적 적합성검토

Ÿ 개념모형/치구 제작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Ÿ 유한요소모델링 방법 개선

Ÿ 해석방법 개선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Ÿ 형상 및 치수설계

Ÿ 구조/강도 설계

Ÿ 양립성 분석/검토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Ÿ 기계적 강도 및 거동 해석/평가

도전으로서 이 분야의 핵연료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
- 국제 원자력계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원전 출력증강을 위한 핵연료의 고유 원

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핵연료기술을 현저히 제고하고 원자력 해외진출을

위한 핵심적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 경제적 측면

- 핵연료 온도저감을 위한 이중냉각 개념이 실제 핵연료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

개념 및 주요 구조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원전 출력증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

현할 수 있다.
-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개발을 통해 확보할 고유 원천기술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

술수출 항목이 될 수 있으며 핵연료 수출을 위한 기술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

다.

¡ 사회적 측면

- 신개념 핵연료의 국제적 기술선점으로 원자력 기술강국 진입이 가능하여 우리나

라의 brand 가치를 제고하게 된다.
-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가 수반된 원전의 출력증강이 가능하므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 원전 출력증강을 통해 전기공급 가격의 저감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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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기본성능 해석 및 평가 Ÿ 유동 및 온도해석/평가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전성 분석 및 평가

Ÿ 연료봉 지지건전성관련 건전성 분석 및

평가

Ÿ 좌굴/충격강도관련 건전성 분석 및 평가

Ÿ 진동/FIV관련 건전성 분석 및 평가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Ÿ 지지구조체 및 연료봉과의 연계기능시험

Ÿ 상단/하단고정체 기능시험

Ÿ 시편/치구제작 및 시험기 정비

이중냉각 연료봉 부품 개념설계

Ÿ 봉단마개 개념설계

Ÿ 플리넘 스프링 개념설계

Ÿ 연료봉 구조해석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개발

Ÿ 지지구조체 후보개발

Ÿ 상단/하단고정체 후보개발

Ÿ 안내관/계측관 후보개발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Ÿ 기능 요건 및 기준 결정

Ÿ 시편/치구제작 및 시험기 정비

Ÿ 기능 검증시험 및 평가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성능 및 건전성 분석/평가

Ÿ 지지구조체 성능 및 건전성

해석/시험/평가

Ÿ 상단/하단고정체 성능 및 건전성

해석/시험/평가

Ÿ 안내관/계측관 성능 및 건전성

해석/시험/평가

이중냉각 연료봉 기본설계
Ÿ 연료봉부품 기본설계

Ÿ 연료봉 기계적/열적 성능해석

Ⅳ. 연구개발결과

¡ 이중냉각 핵연료 기술현안 도출

- 기존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 노심과의 구조적 양립성을 위해 이중냉각 핵연

료는 노심의 제어봉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핵연료와 동일한 안내관/계
측관의 개수, 위치 그리고 내경을 사용하여 제어봉의 원활한 삽입과 인출이 가능

토록 하였다. 아울러, 노심 상/하단 연결부(upper core plate의 extension tube와
lower support plate의 fuel insert pin)에 대한 1차적인 구조적 양립요건(노심설치 및

positioning)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중냉각 핵연료의 상/하단 고정체는 기존 핵연

료 상/하단 고정체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존 핵연료와의 양립성 요건은 천이노심설계에만 해당되는 고려사항으로, 인접

연료의 외각에 위치하는 연료봉들 사이에 충돌하는 상황을 엄밀히 제한해야할 필

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력적 혹은 구조적인 상위 설계요건 등에 의해 지지구

조체의 개수가 변화되어도 중간 지지구조체의 위치를 기존 핵연료와 일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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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 핵연료 설계기준 및 요건과 관련한 기술현안으로서, 핵연료집합체 인양 시의 상

단 및 하단고정체의 허용응력 등 총 25종의 현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기술현안 및 분석보고서’로 생산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기능요건 및 기준 도출

- 지지구조체 기능요건 및 기준은 1) 연료봉에 대한 축 및 횡방향에 대한 지지구조

를 제공하며 연료봉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연료봉의 과도한 축방향, 횡방향

및 회전운동을 구속하고 연료봉의 열팽창 및 성장 차이를 허용하며, 동시에 유체

유발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스프링력을 가지는 반면 연료봉에

과도한 국부응력을 가하지 않을 것 3) 노심에 핵연료집합체 장입 및 인출 시 횡

방향 가이드 역할을 할 것 4) 집합체 휨에 대한 충격면을 제공할 것 등이다.
- 안내관 및 계측관의 기능요건 및 기준은 1) 제어봉집합체(CEA, Control Element 

Assembly), 가연성 독봉(Burnable poison rod), 중성자원(neutron source) 봉 집합체

및 계측 prove의 안내기능 2)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인출이나 비상낙하가 가능토

록 핵연료 집합체의 안내관은 정렬상태와 적정 강성을 유지할 것 3) 제어봉집합

체가 비상낙하(scram 또는 reactor trip)할 때, 수력적 완충(hydraulic buffer)기능을

제공할 것 4) 핵연료 골격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안내관/계측관은 핵연료 집합체가

감당해야할 모든 종류의 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성과 구조적 건전성

을 유지할 것 5) 골격체의 다른 구성요소인 지지격자 및 상/하단 고정체와 기계적

으로 건전하게 연결되어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핵연료 집합체의 길이방향으

로 나란하게 위치하는 지지격자들을 정위치 시킬 수 있을 것 6) 안내관/계측관 내

부에 위치하는 삽입물 혹은 내부유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내부 혹은 간극에 유동

과 유공(flow hole)이 존재하여 적절히 냉각할 수 있을 것 등이다.
- 상단고정체의 기능요건은 1) 핵연료 취급공구(fuel handling equipment)의 체결위치

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핵연료집합체를 노심, 연료 저장 랙 등으로부터 장전 또

는 인출 시 핵연료집합체를 안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2) 외부하중

(thermal, irradiation effect)으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서 원자로의 상부 안내

구조물에 대해 축 및 횡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누름스프링을

이용하여 발전소 정상운전기간동안 냉각재의 수력에 의한 핵연료집합체의 들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3) 핵연료봉을 분리하거나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및 교체가 가능하고, Center nozzle을 이용하여 계측기의 삽입범위를 center post가
한정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4) 핵연료봉이 flow hole로의 삽입 또는 관통하

여 위쪽으로 이탈되는 것을 제한하고, 냉각유량을 최소 열수력 요구조건 이하로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핵연료집합체를 빠져 나가는 냉각재 유량의 분포를 균일하

게 할 것 5) 누름스프링은 열 및 조사에 의한 원자로의 상부안내 구조물과 핵연

료집합체와의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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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고정체의 기능요건은 1) 노심지지구조물 위에 핵연료집합체를 안착시키고, 핵
연료봉이 핵연료집합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연료봉 내/외부의 채널

을 통하여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냉각수 유로면적을 제공할 것 2) 노
내 계측기(in-core instrumentation)의 원격 조정/설치를 위하여 lead-in structure로서

center nozzle과 hole을 제공할 것 등으로 정리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개념설계 및 주요 설계항목 개발

- 지지구조체의 개념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현안은 이중냉각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기존의 핵연료에서 보다 현저히 좁아지므로 기존의 핵연료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지구조체의 스프링 및 딤플의 위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지구조체를 기존의 지지격자체

형태를 적용할 경우 연료봉 지지점을 지지격자 셀의 중앙으로부터 지지격자판의

교차점 또는 그 가까이 이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연료봉 지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존의 지지격자체 형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1) 교차점 원통삽입형(이하 ‘삽입
형’) 2) 지지중심 이동형(이하 ‘중심이동형’) 3) 적층형 및 4) 와이어형의 개념을

개발하였으며 각각을 국내외 특허출원하고 일부는 국내특허로 등록되었다.
- 한편, 기존의 지지격자체 개념을 탈피한 신개념의 지지구조체로서 기존에 세로로

배치된 지지격자판을 가로로 배치하고 다공판 형상으로 하며 연료봉을 분할하여

분할된 연료봉을 고정할 수 있는 다공판형 지지구조체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측면 좌굴 및 충격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트러스

구조물을 삽입한 보강형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개념도 개발하다.
- 안내관 및 계측관의 개념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현안은 연료봉 사이의 간

격에 비해 안내관/계측관과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넓어 핵연료집합체 단면의 열

수력적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의 원형 및 사

각관을 채택하는 개념을 개발함으로써 안내관/계측관과 연료봉 사이의 간격을 줄

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 다른 안내관 및 계측관의 중요한 기술현안은 기존

핵연료의 경우 상하단고정체 각각의 유로판에 있는 유로구멍의 위치가 연료봉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연료봉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이중냉각 핵연료의 경우 연료봉 내부로 유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

료봉의 위치에 유로구멍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유로구멍의 크기 및 형상

을 새로이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주제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만

족하는 유로구멍의 형상, 치수, 위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 그 외 각 구조부품의 개념설계에 따른 기계적/열수력적 데이터를 ‘Data summary' 
보고서로 생산하였다.

- 각 구조부품에 대한 개념설계 단계에서 지지구조체 관련하여 인접 연료봉 사이의

간격감소 등 5종, 안내관/계측관 관련하여 안내관/계측관 주변의 열수력적 균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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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3종, 상단 및 하단고정체 관련하여 인양력 22.241 kN (5,000 lbf)에 대한 유

로판 응력해석 등 5종의 주요설계 항목을 도출하였다.
- 개념설계 단계에서 핵연료집합체당 우라늄의 질량이 기존 핵연료와 거의 동일하

여야 하므로 기존의 16☓16 배열로부터 연료봉의 직경이 증가된 12☓12 배열이

고안되었다. 기존 배열과의 차이점을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변경된

치수를 준용한 12☓12 단면모형을 제작하였다.

¡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 핵연료봉이나 제어봉과 같은 관 군(tube bundle) 구조물들은 유체-구조, 열-구조 그

리고 유체-열-구조가 연성된 경계조건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 연

성이 고려된 해석기술 및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경계조건에 대한 부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현상이 연성된 상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신규 해석코

드 ADINA를 도입하였다.
- 도입한 ADINA 코드를 이용하여 제어봉의 노심 내에서의 낙하거동을 해석하였으

며 해석결과가 in-house 코드인 SCRAM의 결과와 아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코드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 또한 해석방법의 개선으로서, 기존의 방법에 의하면 소결체의 열팽창 및 팽윤해

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여러 현상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방법론

을 수정하였으며 팽윤뿐만 아니라 고밀화에 의한 소결체의 수축현상까지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 지지구조체의 기본설계에서는 기존 지지격자체 개념을 적용한 원통 삽입형, 중심

이동형 및 적층형 지지격자체 등 4종의 지지격자체 후보 및 연료봉 분할을 고려

하여 횡으로 배열된 다공판을 이용한 신개념 지지구조체 후보 1종에 대한 형상, 
치수, 강도설계를 완료하였다. 한국특허 3건 및 미국특허 2건을 출원하였으며 32
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하였다.

- 안내관 및 계측관의 기본설계에서는 이중 원형관을 갖는 안내관 후보에 대해 형

상, 치수를 설계하였으며 굽힘강성 및 좌굴강성을 해석하여 기존 안내관에 비해

각각 약 2.8배와 3.2배로 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중 원형관을 갖는 안내

관 및 계측관과 상하단고정체와의 조립방법을 설계하였으며 이중 안내관 후보에

대해 미국특허 1건을 출원하고 5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하였다.
-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기본설계에서는 연료봉 이탈방지 및 내부유로의 유동 확보

를 위한 최적 유로형상, 유로배열 및 치수를 설계하고 기존 핵연료 대비 상단고

정체 0.7%, 하단고정체 6.5%의 유로면적 증가로 압력강하 저감을 달성하였다. 각
각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으로 강도설계기준이 만족됨을 검증하였으며 총 6종의 기

본설계도면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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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부품의 OPR-1000 노심구조물과의 양립성을 위해 상부 및 하부 노심판과 접

촉하는 상단고정체 및 하단고정체 부품의 형상 및 치수를 설계하여 기하학적 양

립성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부피, 
질량, 접수면적 계산 및 Data Summary 2종을 생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는 기존 핵연료집합체에 비해 부피 0.2-0.9%, 질량 0.7-1.4%가 증가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부양력을 분석하여 노심 구조물

과의 구조강도 양립성이 만족됨을 보였다.
- 한편,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및 연료봉 진동특성의 양립성을 위해 FIV해석 및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등을 분석하였으며 집합체 당 9개의 지지구조체 개수를 제

안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성능 해석 및 평가

- 기계적 강도 및 거동 해석/평가에서는 도입한 ADINA 코드에 의한 제어봉 낙하

시 충격속도 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어봉낙하 시 상부구조물의

강도 건전성을 확인하고 핵연료취급 하중에 대한 상하단고정체 응력해석을 수행

한 결과 해당재료 항복강도의 40~66%로 성능요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이중냉각

연료봉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 개발된 최고 효율의 이물질여

과장치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 외부하중에 대한 상단고정체 center post의 강도 건전성확인을 위해 center post에
작용되는 초기 인가하중과 누름 스프링력을 평가하였다.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총 중량이 기존 핵연료에 비해서 최대 1.4%가 증가하였으나 center post에는 Type 
304 Stainless Steel 항복강도의 최대 64%정도의 응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집합체 무

게 증가가 center post의 강도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

었다.
- 안내관/계측관 및 상하단고정체에 대해 유동 및 온도를 해석하기 위해 사각관 및

이중 원형관 안내관의 수력 및 가열직경과 MDNBR을 계산하였다. 이중냉각 연료

의 경우 연료봉의 수력적 직경에 대한 안내관 수력적 직경의 비가 1:1.12로서 유

동분할에 의해 연료봉 측으로의 유동에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료봉 내부의

유동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전성 분석 및 평가

- 연료봉 지지건전성 평가에서는 지지구조체 한 셀 당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는 최

소 하중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연료봉과 하나의 지지부 사이 접촉력을 7 N으로

결정하였다. 앞서 고안된 삽입형, 반구형 돌출부를 이용한 중심이동형 및 외팔보

형 지지부를 이용한 중심이동형에 대해 각각의 지지부 특성을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하중-변위 특성곡선을 해석으로 구하였으며 그 결

과, 삽입형, 중심이동형 지지구조체 순으로 강성과 하중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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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연료봉과의 최소 접촉력은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좌굴 및 충격강도 관련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지구조체의 수치해석용 모델을 개

발하였다. 이때, 격자판 수의 감소에 따른 이중냉각 핵연료 지지구조체의 설계기

준 만족여부를 해석적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해석 방법은 최대 임계하중

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고, 이를 기존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 결과와 비교하

여 격자판 개수의 감소에도 0.3 g 설계기준인 약 28 kN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하였

다. 결과적으로,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임계 충격력은 28.6 kN으로 예측할 수 있었

다. 이는 기존 연료에 비해 약 3.25 배 증가된 값으로, 격자판의 개수가 감소하고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임계 충격력이 상당히 증가되어, 설계기준을 충분

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진동 및 FIV 관련 건전성 분석을 위해 우선 지지점이 없는 내부피복관의 유동유

발진동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펠렛이 없는 빈 이중관과 여기에 펠렛을 장입시킨

시험봉 각각을 대상으로 일련의 동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내부 피복관의 유동유

발진동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냉각 시험봉에 전자기 방식

(electromagnetic)의 가진기를 이용하여 순수 랜덤파형의 가진력을 인가한 후, 비접

촉식 레이져 진동계를 이용하여 내측봉과 외측봉의 응답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펠렛이 없는 빈 시험봉의 내측봉 응답특성은 외측봉의 응답과 확연히 구분

되는 특성을 갖으며, 빈 관의 랜덤 가진 응답스펙트럼에서 주요한 주파수 성분들

은 해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펠렛 삽입 시험봉의 랜덤가

진 응답스펙트럼에서는 내측봉과 외측봉의 응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내부 피복관이 지지되지 못

하더라도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과다진동 및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 한편 이중냉각 연료봉의 동적 안정성 분석결과, 불안정화 되는 임계유속이 기존

연료봉에 비해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점 손실에 따른 상대적

안정성 여유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내/외 부수

로의 유속차이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동적특성에 대한 민감도가 무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 지지구조체 및 연료봉의 연계 기능시험을 위해 이중냉각 핵연료 지지구조체의 특

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용 시험기를 개발하였다. 시험기는 하

나의 셀과 12×12 지지구조체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하중 부가속도를 조절가능

토록 하였으며, 지지구조체 내 지지부(스프링/딤플)의 위치에 무관하게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곡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LabVIEWⓇ
를 이용하

여 DAS를 구축하였다.
- 또한 상단고정체의 누름스프링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를 개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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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의 개념은 앞의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기와 유사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상대

적으로 큰 힘을 전달하도록 누름판의 두께를 증가시켰고 대용량 로드셀 및 대변

위 LVDT를 설치하였다. 데이터처리를 위해 지지구조체 특성 시험기와 동일하게

LabVIEWⓇ를 이용하였다.
- 한편, 기 보유 중인 유체유발진동 시험루프를 이중냉각 핵연료 4×4 부분 시험집

합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연료봉의 외경이 현저히 증가한 이중냉각

연료봉과 지지구조체 지지부와의 접촉에 의한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기존의 마멸시험기를 수정하였다.

¡ 이중냉각 연료봉 부품 개념설계

- 봉단마개 개념설계에서는 이중냉각 핵연료봉의 과도한 내부 피복관 진동을 저감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분할 연료봉의 봉단마개를 설계하였으며 국내특허를

출원하였다. 이것은 유동유발 진동을 저감함과 동시에, 상부 분할연료봉의 하부

봉단마개에 유로 구멍을 존재하게 하여 하부 분할연료봉의 냉각수 상류 위치에

이물질 등이 잔류하여 유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 이 유로 구멍을 통해 내부 수로

에 냉각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냉각 연료봉의 핵비등이탈 발생 가

능성을 저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부 봉단마개는 냉각수의 보충 수로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이중냉각 연료봉을 구성하고 있는 내측 관을 지지할 수 있어

내측 관이 유동유발진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변위를 억제할 수 있다.
- 플리넘 스프링 개념설계에서는 플리넘 공간의 확보 및 경제적인 코일형 플리넘

스프링 적용이 용이한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 및 플리넘 스프링의 개념을 개발

하고 제원을 설계하였다.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는 가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개수로 분리가 가능하며, 스페이서 외면에 원형

및 타원형 등의 다양한 형상을 가진 공극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내부 플

리넘 공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플리넘 스프링의 적용성 측면에서도 경제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연료봉 구조해석에서는 이중냉각 연료봉 피복관의 가장 큰 기술현안인 외부 피복

관의 두께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상용 핵연료의 피복관 지름 및 두께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피복관의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이 0.058 ~ 0.069의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0.06의 비율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0.060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15.9 mm 지름의 외부

피복관 두께가 0.954 mm로 증가되어, 소결체 부피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소결

체 부피의 감소는 핵연료의 우라늄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출

력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내부피복관의 안지

름 및 외부피복관의 바깥지름을 유지할 경우 두께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수로형 핵연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가 감

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냉각 연료봉에 적용 가능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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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는 설계식과 이를 검증할 목적으로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최적의 외부피

복관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중냉각 연료봉 외

부 피복관의 지름을 15.9 mm로 할 때, 두께를 0.87 mm로 하였으며 이때 탄성좌

굴에 대한 안전율이 2.33이 되는 것을 보였다.
- 개발된 이중냉각 연료봉의 용접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전용 TIG 용접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이 TIG 용접장치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원주방향 전둘레 용접을 위해

피용접물을 회전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회전 각도의 제어가 가능토록 설계

하였다. 용접기는 국내 Welmate사의 Micro TIG 용접기(모델: TW-10/100)를 선택하

였고 진공챔버를 비롯한 구동 및 제어장치를 별도로 설계,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

하여 6개의 조사시험용 연료봉 시편을 제작하고 용접부 인장시험, 용입깊이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수행하고, 추가로 헬륨기체 누출검사와 헬륨기체 자체의 분석

등의 품질보증을 수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을 완료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개발

- 기본설계 완료한 지지구조체 후보 4종(삽입형, 중심이동형 2종, 다공판형), 이중관

안내관/계측관 2종 및 상하단고정체 각 1종에 대해 기하학적 적합성 및 제조 관

점의 기본적 평가를 위해 모형을 제작하였다.
- 지지구조체 모형은 4×4 배열로 하였고, 안내관/계측관은 전체 길이의 1/2 정도, 그
리고 상단 및 하단고정체는 실물크기로 하여 전체 핵연료집합체의 약 1/2 길이에

해당하는 집합체를 구성하였다.
- 특히,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경우 3차년도의 위탁과제(전남대)에서 제작한 카고메

트러스를 포함하였으며 분할된 이중냉각 연료봉이 다공판 지지구조체와 함께 핵

연료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 기본설계가 완료된 지지구조체 후보들에 대해 연료봉 정렬 및 지지기능, 연료봉

의 과도한 축방향, 횡방향 변형 및 회전운동 구속기능 등 총 4종의 주요 기능에

대해 만족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때, 지지기능 확인을 위해 지지구조체로부터 연료

봉을 인출할 수 있는 하중을 측정하는 시험이 필요하여 지지력 특성곡선 시험기

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 한편, 인접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면 제공기능은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지지구조

체의 개수가 변경될 경우 기존 상용 원통형 핵연료집합체와의 혼합노심 상태에서

는 주요 기술현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단계의 연구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는 혼합노심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 안내관/계측관에 대해서는 비핵연료 노심부품 및 노심계측소자의 안내기능 등 총

6종의 주요 기능의 만족여부를 평가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한 이중 원형관을 갖

는 안내관/계측관은 내측관이 기존 원통형 핵연료에서와 같으므로 모든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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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주요 기능으로서 핵연료 취급공구와의 체결기능, 연료봉

이탈방지 기능 등 총 12종에 대해 기본설계 완료한 후보들의 만족성 여부를 평가

하였으며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이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자중, 수력하중 및

부력을 고려한 부양력을 견딜 수 있으며 OPR-1000 노심 상부구조물의 강성에도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단고정체가 노심 하부구조물과 양립함을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성능 및 건전성 분석/평가

- 지지구조체의 연료봉 지지특성, 충격, FIV 및 마멸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

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연료봉 지지특성 및 충격강성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해석과 시험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여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각각

구조부품의 건전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경우, 누름 스프링의 특성을 시험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유로판의 응력해석 과정에서 핵

연료 설계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ASME 응력설계 기준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응

력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기준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 안내관의 경우 제어봉 낙하시간 및 속도, 굽힘/충격강성에 대해 검증된 유한요소

해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설계기준 및 건전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
어봉 낙하충격 완충을 위한 이중 안내관의 외측관에 형성하여야 하는 유로구멍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설계하였다.

¡ 이중냉각 연료봉 기본설계

- 특허출원한 다공성 스페이서, 플리넘 스프링의 상세 제원을 생산함으로써 이중냉

각 연료봉을 구성하는 부품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 120% 출력증강용 이중냉각핵연료봉의 열적/기계적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타 세부과제(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에서 개발된 DU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20% 출력증강용 핵연료봉의 제원 및 출력조건을 입력으로 하여 핵연

료 온도 및 기계적 성능 인자들을 평가하였다.
- 열적 성능해석 결과에서는, 기존 원통형 핵연료 대비 43% 이상의 최대 핵연료 온

도 감소로 인해 열적 안전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기계적 성능해석

으로 수행한 피복관 탄성좌굴 저항성 분석에서는 안전율 2.33으로서 건전성을 확

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개발된 고유의 구조부품 및 구조설계기술과 우리기술로 개



- xii -

발한 국산 핵연료 HANA 피복관과 고연소도용 UO2 소결체의 고유기술을 접목하

여 이중냉각 핵연료의 자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 본 과제를 통해 기능, 성능 및 건전성이 검증된 이중냉각형 핵연료 구조 및 구

조부품 후보군은 출력증강을 위한 신 핵연료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될 때, 
신속하게 이의 후보군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획기

적으로 경감하게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신개념 또는 기술 중 많은 부분

은 기존의 상용 경수로 핵연료 구조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의 핵연

료 개선 및 개량에 활용이 가능하다.
¡ 이중냉각 핵연료는 기존 경수로 핵연료에 비해 핵연료 중심온도가 낮고 출력을

대규모로 증강할 수 있어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미래의 제4세대 원전용 핵

연료로서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부품

및 구조설계기술을 활용하면 개발기간 및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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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Dual-Cooled Fuel Structure

Ⅱ. Ob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o far and even in the near future, it is difficult to find an appropriate energy 
source other than the nuclear to prevent the global warming. Even the countries who 
were reluctant to use the nuclear energy from the environmental concern are considering 
it again just for the environment, so a term 'Nuclear Renaissance' appears nowadays.

As for the nuclear energy production, the generation IV such as the SCWR and 
FBR are now under development much more deeply than ever. However, it is readily 
anticipated that the current genration III reactors will be continuously used at least 
30~40 years owing to the time demand for ver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eneration IV reactors. In this circumstance, it is apparently beneficial for the industry 
development if the power of the current nuclear plant can be uprated with a great scale.

The purpose of the project ‘High Performance Fuel Technology Development’ is 
to develop a dual-cooled fuel with which the power uprate of the current conventional 
plants can be achieved. To this end, the projec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dual-cooled fuel's claddings, pellets and performance analysis. In addition to 
those, the project also includes the development of structural components for the 
dual-cooled fuel, which is the very important purpose of the present project,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Dual-Cooled Fuel Structure’.

The scope of the first stage (2007.3. ~ 2010.2.) is to finish a basic design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i.e. a supporting structure, a guide thimble, an instrumentation 
tube, a top end piece and a bottom end piece of the dual-cooled fuel and to develop 
their candidates. The research on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the dual-cooled fuel has 
never been done in the world. So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cannot be 
overemphasized since the result of the project must be a leading technology in the area 
of the power-uprating fuel technology. The necessity of the present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echnological aspects
- Preoccupation of the dual-cooled fuel technology is possible since the challen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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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Contents

Determination of the technical issues

Ÿ Structural compatibility issues between fuel 
and reactor internals

Ÿ Technical issues on the fuel's design 
criteria and requirement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Ÿ List of the mechanical functions
Ÿ List of the thermalhydraulic functions

Conceptual design and determination of 
the design tasks

Ÿ Development of the fuel structure concept
Ÿ Conceptual design and design tasks
Ÿ Geometrical compatibility check
Ÿ Fabrication of the conceptual mockups

Upgrade of analysis methods and 
tools

Ÿ Enhancement of the finite element 
modelling

Ÿ Upgrade of the analysis tools

Basic design of the structural 
component candidates

Ÿ Shape and dimension design
Ÿ Structural strength design
Ÿ Verification of the compati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mponents' major performances

Ÿ Mechanical strength and behavior
Ÿ Flow and temperature behavior

develop its structural components has never been done.
- Core technology for entering the world nuclear market is acquired through acquiring 

the source technology of a nuclear fuel for power uprating.

¡ Economical aspects
- Economical befit is acquired by realizing the power-uprating dual-cooled fuel for a 

conventional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fuel structural components are to be 
developed.

- The present technology can be a strong infra for exporting the nuclear fuel.

¡ Social aspects
- The brand value of our country can be enhanced by entering the world nuclear 

leading countries through preoccupying the technology of a new concept fuel.
- The reliability on the nuclear energy from the public can be enhanced since the 

feature of the power-uprating fuel is the upgarde of the economy and safety.
- The decrease of the electricity price through power uprate can contribute to the 

economical satisfaction of the public.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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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andidates' integrity

Ÿ Supporting integrity of the fuel rods
Ÿ Buckling and impact integrity
Ÿ Vibration/FIV related integrity

Development of functional test 
methods

Ÿ Interaction between supporting structure 
and fuel rods

Ÿ Top and bottom end piece functions
Ÿ Preparation of the tests

Conceptual design of dual-cooled fuel 
rod's components

Ÿ End plugs
Ÿ Plenum spring
Ÿ Structural analysis of fuel rod

Development of structural component 
candidates

Ÿ Supporting structure candidates
Ÿ Top and bottom end piece candidates
Ÿ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candidates

Verification tests of major functions of 
the component candidates

Ÿ Determination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is

Ÿ Fabrication of the specimen and fixture; 
test equipment check

Ÿ Function verification tests and evalu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mponent candidates' performance 
and integrity

Ÿ Supporting structure candidates
Ÿ Top and bottom end piece candidates
Ÿ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candidates

Basic design of a dual-cooled fuel 
rod

Ÿ Fuel rod component design
Ÿ Analysis of the mechanical and 

thermalhydraulic performances

Ⅳ. Results of the Project

¡ Determination of the technical issues
- For a structural compatibility of a dual-cooled fuel to the OPR-1000 reactor, the 

location, number and inner diameter of the guide thimble needs to be same as those 
of the conventional fuel in ordre to accommodate the insertion of the control rods. In 
addition, the overall shape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of the dual-cooled fuel 
follows that of the conventional fuel in order to be inserted into the extension tube 
of the upper core plate and the fuel insert pin of the lower support plate of the 
OPR-1000 reactor internals.

- The compatibility with the conventional fuel is considered for the mixed core. In this 
case, the impact between the adjacent fuel assemblies should be prohibited. The 
location of the supporting structures (spacer grids) needs to be coincident with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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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al fuel even though the number of them would be altered.
- Totally 25 technical issues were driven from the fuel design criteria and requirements, 

and were published as the 'Technical Issues and Analysis Reports' including the 
resolution methods.

¡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supporting structure are: 1) to support 

the fuel rods axially and transversely so that a gap between the fuel rods should be 
maintained; 2) to prohibit an excessive rotation of the fuel rods, to allow the fuel 
rods' thermal and irradiation growth as well as its difference, and to provide a 
sufficient spring force to prevent a fretting damage due to the flow-induced vibration 
but the force should be less than that causes a excessive local stress on the fuel 
rods; 3) to provide a lateral guide during loading/unloading of the fuel assemblies 
into/from the reactor core; 4) to provide a surface for impact in the case of a fuel 
assembly's bowing.

-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are: 
1) to provide a guide for the control element assembly, burnable poison rod, neutron 
source and in-core instrumentation probe; 2) to maintain proper alignment and 
stiffness to enable the control rods to be inserted/withdrawn to/from the guide 
thimble, which includes the emergency scram of the control rods into the guide 
thimble; 3) to provide a hydraulic buffer during the control rods' emergency scram; 4) 
to maintain sufficient stiffness and structural integrity to withstand every kinds of the 
loads exerted to the fuel assembly; 5) to compose a skeleton of a fuel assembly by 
providing proper mechanical joints with the top/bottom end pieces and supporting 
structures (spacer grids) that should be positioned along the fuel assembly axis; 6) to 
provide flow holes to cool down the fluid and parts inside the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top end piece are: 1) to provide a 
clamping location of the fuel handling equipment and a guide of a fuel assembly 
during its loading/unloading into/from the reactor core, fuel storage rack; 2) to 
prohibit the axial and transverse movements of the fuel assembly's upper region 
caused by the thermal, irradiation effects at the upper guide structure of the reactor 
core by using a holddown spring, and to prevent the fuel assembly's lift-off due to 
the coolant force during normal operation; 3) To enable the remote handling and 
replacement to remove and relocate the fuel rods, and to limit and protect the in-core 
instrumentation probe and its insertion range by using the center post; 4) to prevent 
the fuel rods from being inserted and penetrated into the flow holes, and to ma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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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flow distribution of the coolant; 5) to make the holddown spring 
accommodate the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upper guide structure and fuel assembly 
caused by the thermal and irradiation effects.

-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bases of the bottom end piece are: 1) to make a 
fuel assembly be seated on the lower core plate, to prevent the fuel rods from being 
escaped, and to provide a sufficient flow area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flow 
channels of a fuel rod; 2) to provide the center nozzle and hole as a lead-in structure 
for remote installation and control of the in-core instrumentation.

¡ Conceptual design and determination of the design tasks
-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issues of a dual-cooled fuel is that it is 

impossible to adopt the location of the springs and dimples of a conventional fuel's 
spacer grid since the gap between the fuel rods is considerably reduced. To resolve 
this issue, the location of the fuel rod supports (e.g., springs and dimples) needs to 
be moved to the cross point of the grid straps or close to it from the center of the 
strap if a current spacer grid type is to be used. Alternatively, a completely new 
concept of fuel rod supporting method should be developed.

- As for the method of using the current spacer grid type: 1) a circular tube insertion 
('insertion') 2) a support center move (‘center move’) 3) a layer stacking and 4) a 
wire insertion concepts were developed and patent-pro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me of them were patent-registered domestically.

- As for a new concept of a supporting structure, a multi-hole plate type was 
developed. It uses a horizontal plate with holes where the sectioned fuel rods are to 
be clamped. In addition to that idea, a truss-reinforced multi-hole supporting structure 
was also developed by inserting a truss structure into the original multi-hole 
supporting structure to enhance the lateral buckling and impact strength.

-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issues of the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is that a thermalhydraulic balance would be lost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aps of the adjacent fuel rods, and the fuel rod and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i.e. latter would be larger than the former. To resolve this issue, an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circular or square outer tube out side the original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was develop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fuel rod 
and the original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Another issue is the location of 
the flow holes. In the case of the contentional fuel, the location coincides with the 
subchannel between the fuel rods to prevent the rods from being escaped through the 
hol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al-cooled fuel, those should coincide with the 
fuel rod location to supply a coolant to the internal flow passage of a fuel rod. So 



- xviii -

the shape, size and location of the flow holes were developed.
- Mechanical and thermalhydraulic data corresponding to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were produced as a 'Data Summary Report' after the conceptual 
design was completed.

- As for the design tasks, 5 for a supporting structure; 3 for the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5 for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were derived.

- The array of the dual-cooled fuel was determined to be 12☓12 from the conventional 
16☓16 to comply with the uranium content per fuel rod. A mockup of 12☓12 
dual-cooled fuel rod array has been fabricated to visually investigate the array 
difference.

¡ Upgrade of analysis methods and tools
- Fuel rods and control rods are tube bundle structures subjected to a coupling 

condition of the fluid and structure, the thermal and structure, and 
thermal-fluid-structure. To analyze such a coupled problem, a specific finite element 
computer code, the ADINA was procured through resolving an inaccurate boundary 
conditions due to the coupled physics.

- It was verified that the code ADINA could simulate the scram time and behavior of 
a control rod assembly through comparing with the in-house code result.

- For the problem of a pellet's swelling and thermal expansion that occurs 
simultaneously, the analysis technology was enhanced to deal with each physics 
simultaneously, which could not be done previously. In addition, the enhanced method 
included the densification phenomenon together.

¡ Basic design of the structural component candidates
- As for the basic design of the supporting structure, the shape, dimension and strength 

analysis were finished for the candidates such as the insertion type, the center move 
type and the multi-hole plate type and so on. Three domestic patents and two USA 
patents were applied, and 32 basic design drawings were produced.

- As for the basic design of the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the shape and 
dimension of the coaxial circular tubes were determined. It was found that the 
bending stiffness and buckling strength were increased by 2.8 and 3.2 times from 
those of the conventional tubes. Method of assembling the coaxial tubes with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was designed. A USA patent of the coaxial guide tube was 
applied, and 5 basic design drawings were produced.

- As for the basic design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the optimized shape and 
array and the dimension of the flow holes were designed. Resultantly, when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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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nventional fuel, the flow area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were 
increased by 0.7 and 6.5%, respectively. The increase of the flow area reduces the 
pressure drop. Although the flow area increased, the strength criteria was found to be 
satisfied. 6 basuc design drawings were produced.

- To comply with the OPR-1000 reactor internal structures, the dimension and shape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were designed accordingly to meet the geometrical 
compatibility. Two releases (Release 2 and 3 after Release 1 produced after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Data Summary' report were produced with the candidates of 
the basic designed structural components. Resultantly, the volume increase of 
0.2~0.9% and mass increase of 0.7~1.4% were found for the currently designed 
dual-cooled fuel if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fuel. From the mass and volume 
calculation result, it was also shown that the uplift force of the dual-cooled fuel 
assembly will comply with the design criteria of the upper core plate of OPR-1000.

- As for the compatibility of a fuel assembly and a fuel rod's vibration, the 
flow-induced vibr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s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supporting structure would 
be 9 from the conventional 11.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mponents' major performances
- As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strength and behavior, the 

reliability of the ADINA code was verified by analyzing the impact velocity during 
the control rod's drop.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upper core structure was 
checked. The stress analysis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showed that the 
maximum value was 40~66% of the 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 The applicability 
of the previously developed debris filtering device of the highest efficiency was 
checked to prevent the debris from entering the internal flow passage of a fuel rod.

- The applied load to the center post and the holddown force were evaluated to 
validate the strength integrity of the center post of top end piece subjected to the 
external load. Although the weight of a dual-cooled fuel assembly was increased by 
1.4% from that of a conventional fuel, the maximum stress in the center post was 
around 64% of the yield strength of Type 304 Stainless Steel so it was predicted that 
the weight increase of the fuel assembly would not cause a structural integrity 
problem of the center post.

- The hydraulic diameter and MDNBR of the square tube and coaxial circular tube 
were calculated to analyze the flow and temperature around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as well as the guide thimble and instrumentation tube. In the case of the 
dual-cooled fuel, the ratio of the hydraulic diameter of a fuel rod to that of 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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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mble was 1:1.12 so some loss of flow to a fuel rod would happen. But it was 
anticipated that the flow loss can be compensated by the flow of the internal flow 
passage.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andidates' integrity
- In the study of fuel rod integrity evaluation, it was determined conservatively that 7 

N for each support (i.e., spring or dimple) was necessary to support a fuel rod. 
Force-deflection curves (i.e.,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for each support of the 
patent-applied supporting structures by using the commercial code ABAQUS. The 
result showed that the stiffness and the maximum force of the 'Insertion type' is 
greater than those of the 'Center move' type. Nevertheless, the contacting forces of 
both types were found to be larger than the minimum contact force (7 N).

- Finite element model was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the buckling and impact 
related integrity of a supporting structure. The purpose of the element was to check 
the compliance of the design criteria of the support structure composed of smaller 
number of straps owing to the reduced array by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compliance can be met if the maximum critical load exceeds 28 kN that is necessary 
for 0.3g criteria. As a result, the critical value was calculated as 28.6 kN, which is 
larg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pacer grids by about 3.25 times. It was 
concluded that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conventional grid type for the dual-cooled 
fuel could sufficiently meet the buckling and impact related design criteria.

- In the study of the vibration and FIV related integrity, the FIV of an inner cladding 
was considered. FIV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using the test fuel rods with 
and without annular pellets.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test rod were 
investigated. For the vibration source, a random signal was applied to the test rods 
by using an electromagnetic actuator, and the responses of the outer cladding inner 
cladding tubes were measured by using the non-contact type laser vibrometer. As a 
result,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outer and inner claddings were apparently 
different if the test rod has no pellets. However, the difference diminished when the 
test was carried out with the test rods with pellet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inner cladding's vibration due to the coolant flow (i.e., FIV) would not cause any 
integrity-related problem although it was not supported.

- From the dynamic stability analysis, it was anticipated that the critical flow velocity 
for the loss-of-stabilization would decease by 20~30%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 
fuel rod but the stability margin would increase in the case of the loss-of-support. It 
was also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flow velocity between the outer and inner 
cladding tubes could be regarded negligible to the sensitivity of the dynam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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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functional test methods
- A new tester of fuel rod supporting characteristics was developed. It accommodates a 

cell as well as a full size supporting structure (like 12×12). The load exertion speed 
was designed as variable. The characterization tests can be done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supports in a cell. A commercial software, LabVIEWⓇ was used for 
data processing.

- A new tester of holddown spring characteristics was also developed, whose 
mechanism was almost the same as the support characterization tester. The difference 
was a greater capacity of measuring range such as load and displacement. It also 
used LabVIEWⓇ for data processing.

- Flow-induced vibration test loop (FIVPET) was modified to test the 4×4 partial 
assembly of the dual-cooled fuel. Fretting were tester was also modified to 
accommodate the dual-cooled fuel rod of increased diameter.

¡ Conceptual design of dual-cooled fuel rod's components
- A fuel rod end cap was newly suggested for a sectioned fuel rod, which was 

suggested to alleviate an excessive vibration of the inner cladding. The feature of it 
was that additional flow holes were formed in the end cap so that an additional 
coolant passage could be supplied. This is especially necessary if the lower part of 
the sectioned fuel rod was blocked inside (i.e., inner cladding) due to trapped debris. 
This end cap was applied to the domestic patent.

- In the conceptual design of a plenum spring, the concept and preliminary dimension 
of a porous spacer and a coil spring for the dual-cooled fuel rod's plenum volume 
was developed. The porous spacer can be divided into multiple pieces to 
accommodate actual condition of the fission gas volume.

- In the study of structural analysis of a dual-cooled fuel rod, the thickness of the 
outer cladding was determined by consulting relevant theories, formulae and 
experiments. Data on the currently used commercial fuel rod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thickness to diameter ratio is within 
the range of 0.058~0.069, and 0.06 is mostly used ratio. However, the thickness of 
the outer cladding becomes 0.954 mm if the ratio (=0.06) is adopted for the outer 
cladding whose diameter is 15.9 mm presently, which results in a shortage of 
uranium content in a fuel rod. The uranium shortage cannot be allowed for the 
targeted power uprate of present dual-cooled fuel. Finally, the ratio was reduced after 
not only studying the background of the relevant design formula based on the elastic 
buckling theory but also verifying the formula through the experiments.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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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ckness of the outer cladding was determined to be 0.87 mm with a safety 
factor against the elastic buckling being 2.33.

- A new TIG weld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manufacture a dual-cooled fuel rod 
specimen for an irradiation test at the HANARO. The welder had a rotating device 
for the butt welding of the cladding tubes and end caps, and the rotating angle was 
adjustable. A Micro TIG welder (model: TW-10/100, Welmate Co.) was purchased and 
a vacuum chamber, a driving and a control system were designed and assembled with 
the welder. Totally 6 fuel rod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using the welder and 
every quality assurance tests were carried out successfully before they were loaded in 
to the HANARO.

¡ Development of structural component candidates
- To evaluate the geometrical compatibility and manufacturability of the developed 

candidates, mockups of the basic designed structural components were fabricated (4 
kinds of the supporting structure, two kinds of the guide thimble, 1 top end piece 
and 1 bottom end piece).

- The size of the mockups were: the array of the supporting structure being 4×4; the 
length of the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being around a half of the full 
length; actual full size for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By assembling those, 
around a half length fuel assembly of the dual-cooled was fabricated.

- Especially, a multi-hole supporting structure with a KAGOME truss, supplied from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as also used in the mockup fuel assembly, which 
showed the compatibility of it as a supporting structure candidate.

¡ Verification tests of major functions of the component candidates
- Totally 4 functional requirements such as the fuel rod alignment and support, the 

confinement of the fuel rod's excessive axial and transverse deformation and rotation 
etc., were analyzed to check whether the basic designed candidates of the supporting 
structures satisfied those requirements. For the analysis, it was necessary to measure 
the extraction force of a fuel rod from the supporting structure. It was also done by 
modifying the developed supporting force measuring tester.

- The function of providing a face for an adjacent fuel assembly's impacting will 
become an issue when a dual-cooled fuel whose number of supporting structure 
would be loaded into the reactor with the conventional one (i.e., in the case of a 
mixed core). The task of mixed core of a dual-cooled fuel is one of the topics for 
the next (2nd) stage of the project, it will be done during the stage 2.

- As a whole, 6 functional requirements were analyzed to check whether the basic 



- xxiii -

designed coaxial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satisfied those requirements. Since 
the inner tube of the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was designed to be the same 
as those of the conventional fuel,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guide 
thimble/instrumentation tube was found to be satisfied.

- Totally 12 functional requirements such as the connection with a fuel handling tool, 
the prevention of fuel rod's escape etc., were analyzed to check whether the basic 
designed candidates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satisfied those requirements. 
Especially, it was checked that the holddown spring could have an integrity of the 
fuel assembly's uplift force and the upper core structure of the OPR-1000 had a 
strength margin to that force. The geometrical compatibility between the bottom end 
piece and the lower core plate was verified by using both mockups.

¡ Verification tests of major functions of the component candidates
- Test results of the fuel rod's supporting capability, the supporting structure's impact 

strength, the flow-induced vibra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the integrity of each component was verified.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methods for evaluating the fuel rod's supporting characteristics 
and supporting structure's impact strength were verified from the comparison.

- In the case of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lddown 
spring was tested and compared with the analysis results. It also showed the 
validation of the analysis method. Especially, a stress linearization was conducted 
during the stress analysis to check the stress criteria according to the ASME Code 
Section III. The result showed that the ASME criteria was also met with a 
considerable margin.

- In the case of the guide thimble, the control rod's drop time and velocity, and the 
strength were analyzed by using the verified finite element method. Those were found 
to satisfy the corresponding design criteria and integrity. The flow hole on the outer 
tube of the guide thimble for damping of the impact was designed analytically.

¡ Basic design of a dual-cooled fuel rod
- The basic design of the fuel rod components was completed by producing the detail 

dimension of the porous spacer and plenum spring.
- Thermal and mechanical performance for the power uprate of 120% was evaluated. 

The software DUOS, developed in the project, 'Irradiated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Development', was used to evaluate the fuel temperature and the 
parameters of mechanical performance of a fuel rod of 120% power uprate.

- It was found that the thermal safety increased considerably since the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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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of a dual-cooed fuel decreased by 43%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 fuel 
rod from the result of the thermal performance analysis. The mechanical integrity was 
reverified since the outer cladding of the dual-cooled fuel rod had a safety factor of 
2.33 in the elastic buckling calcul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 Our own brand can be produced by applying the technology of the HANA cladding 
and the UO2 pellet to the presently developed structural components and relevant 
structural design technology.

¡ Presently developed structural components of a dual-cooled fuel can reduce the time 
and effort in developing those for the fuel of power uprate in future since those 
should be strong candidates of them with the pre-verified performance and integrity.

¡ Presently developed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conventional fuel as well so it 
can contribute the fuel vendor's improvement of the conventional fuel technology.

¡ Since the dual-cooled fuel has a considerably lower temperature and higher power 
uprate capability so it can be a strong candidate for the Generation IV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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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0년 UN총회에서 제안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약칭 기후협약)’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의무를 수

행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화석연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원

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현재까지는 가장 경제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과

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발전으로 에너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근래에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 공업국가의 경제발전에 의해 에너지 소

비증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매우 크며 많은

나라들이 신규 원전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구 여러 나라들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생산을 다시 고려하고 있어 세계적

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용어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든가 기존의 원

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

으로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존 원전의 출력증강은, 건설 당시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원전 계통 및 핵연료의 당초 설계여유도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수 % 수준의 출력증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 핵연료의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수십 % 정도의 대규모 출력증강

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것이 본 과제의 연구내용이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수십 % 정도의 대규모로 증강시킬 수 있는 핵연

료 설계기술의 핵심은 기존 핵연료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

내 냉각수와 접촉하는 핵연료봉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는 기존의 연료봉과 같이 연료봉의 외부가 냉각수와 접촉하는 것에 더하여

연료봉의 내부에도 유로를 형성시켜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연료봉이

내부피복관과 외부피복관을 가지며 내부와 외부피복관 사이에 도우넛 모양의 환형

소결체가 장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냉각 연료봉은 기존의 연료봉에

비해 냉각수와 접촉하는 면적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온도를 저감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냉각 핵연료를 기존의 원자로에서 연소시킬 수 없다면 경제적

인 원자력에너지 생산 증대라는 이중냉각 핵연료 연구의 큰 장점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신규 원전을 이중냉각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건설하는 것도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에 비해 대규모의 출력증강이 가능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기존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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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 비해서는 큰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과제

에서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력 원자로인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에

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를 개발함으로써 출력

증강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

술적 난제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과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 도전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된 과제라 할 수 있다.

OPR-1000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이중냉각 핵연료의 개발을 위해 본 과제는 기

계/구조적인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였다. 본 과제가 극복하여야 하는 기술적 난제는

핵연료가 이중냉각의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존 원자로의 핵연료가 만족하여

야 하는 제원 및 기능요건과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OPR-1000 노심에 양

립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를 간단히 서술하면 이중

냉각 핵연료의 외곽치수, 원자로 제어 및 계측을 위한 안내관 및 계측관의 위치 및

제원,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핵연료와의 접촉부위에 대한 형상 및 제원의 변경불가, 
이중냉각 연료봉 제원 변경에 따른 각 핵연료 구조부품의 강도설계 기준의 만족 등

을 열거할 수 있으며 그 외 핵연료의 노내 거동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

항을 포함한다. 핵적, 열수력적 해석에 의해 이중냉각 핵연료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도 실제 핵연료집합체 단위로 구성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

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과제는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를 실제 OPR-1000 노심에

장전하여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7년 3월에 출발한 본 과제는 2010년 2월까지 3개년 간 과제 1단계로서 이

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인 지지구조체, 안내관 및 계측관, 그리고 상단 및 하단고

정체를 기본설계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중냉각 연료

봉의 구성부품에 대한 기본설계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제원이 기

존 연료봉에 비해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구조적 기술현안을 연

료봉의 핵적, 열적 성능평가에 앞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 년도(2007.03.~2008.02.)에는 각 구조부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

각의 기능요건 및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현안을 도출하였다. 2차
(2008.03.~2009.02.) 및 3차(2009.03.~2010.02.)년도에는 1차 년도에 도출된 기술현안을

해석적, 실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구조부품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이중

냉각 연료봉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기본 제원 및 배열을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2차 년도에 구성부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적인 기계설계 방법과 유한요소

해석을 적용하여 3차 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특히 2차 년도에는 환형 소결

체의 연소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로에서의 연소시험을 위한 연료봉 시편을 제

작하였으며 이때 이중냉각 연료봉 용접방법 및 전용 용접기를 설계 개발하는 성과

를 추가로 달성하였다. 연료봉을 포함하여 기본설계 완료된 구조부품들의 제원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도면을 생산한 후 부분집합체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이중냉각 핵

연료를 실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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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과제 1단계는 과제 시작 시 설정한 Gate check 기준을 만족

함을 보임으로써 종료하였다. 이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2단계에서는

기본설계된 이중냉각 핵연료에 대한 유체유발진동, 동특성 등과 같은 기계적 거동

을 해석 및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기계적 강도 및 프레팅마멸 등의 핵연료 건전성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이중냉각 핵연료의 상용화 시 인허가에 필수적인

각종 시험 데이터 및 해석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본 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아래에 도시하였다.

본 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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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기술개발 현황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

던 것이나 실제 설계단계로까지 연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원전운용의 혁신

적 경제성 제고를 위해 이중냉각형 핵연료에 대한 개념설계가 미국 MIT의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Center에서 주축이 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
개년 간 NERI과제(과제번호: 01-005, 과제명: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로 수행되었다. 이 과제에는 국제 원자력발전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Westinghouse, Framatome-ANP 및 AECL과 그 외 Gamma Engineering Corporation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그 외 현재까지 고출력을 지향하는 이중냉각형 핵연료에 대

한 국외의 선행연구는 없다.
상기 연구에서 고려한 이중냉각형 핵연료의 기본 개념은 기존 경수로형 원전

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통형 우라늄 펠렛을 단순한 튜브형상의 피복관에 장전한 연

료봉의 형상과 달리 우라늄 펠렛을 환형으로 하고 이를 동심을 갖는 서로 다른 지

름의 튜브(중공튜브)에 장전함으로써 피복관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도 원자로 냉각

수가 흐르도록 하여 연료봉의 온도를 낮추고 이로부터 출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중냉각형 핵연료는 기존의 17X17 웨스팅하우스형 상용 원자로

에서 연소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OPR-1000 원자로에서 연소할

수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핵연료 구조에 관한 연구내용으로는, 원자로와 구조적 연계가 있

는 부품인 상단 및 하단고정체 외곽치수 및 정렬핀 위치와 치수, 그리고 제어봉 삽

입을 위한 안내관의 위치 및 구경은 기존의 핵연료와 동일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외곽치수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연료봉

배열이었으며 기존의 17X17을 변경한 13X13, 14X14 및 15X15 형을 제안하고 각각

에 대한 연료봉 내외경을 결정하였을 뿐, 그 외의 핵연료집합체 구조부품에 대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한편,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 관점에서의 분석은 원자로 냉각수 유

동에 의한 유체유발진동 및 지지격자체와의 접촉에 의한 연료봉 마멸, 그리고 연료

봉과 집합체의 들림에 대한 것이다. 이때 이중 냉각 핵연료 주위를 흐르는 유량에

대해 기존 17X17형 핵연료의 경우에 비해 1.5배까지 평가하였다.
유체유발진동에 대해서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안쪽 유로를 흐르는 유체하중에

의한 Buckling instability, 연료봉 외부의 교차류에 의한 Vortex shedding, 펌프날개의

회전에 기인하는 Acoustic resonance, 그리고 교차로와 축류의 유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Fluid-elastic instability와 Turbulence buffeting 등을 현재까지 제안된 공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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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연료봉의 변위량과 유동의 임계속도에 의한 평가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유량의 1.5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체유발에 의한 진동의 크기가 기존

17X17형 핵연료에 비해 작은 것을 보였다. 그러나 Acoustic resonance의 경우, 연료

봉의 길이를 줄이거나 펌프에 의한 맥동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료봉 마멸에 있어서는 충격마멸, 미끄럼마멸 및 프레팅마멸 각각에

대해 기존에 제안된 충격응력식 및 마멸식에 대입하여 기존의 17X17형 핵연료의

경우에 비해 마멸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냉각수 유동에 의한 연료봉 및 집합체의 들림 분석에서는 기존 유량의 1.5배

조건에서의 이중냉각 핵연료와 기존 유량조건에서의 17X17형 핵연료를 비교하였으

며 연료봉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격자 스프링 힘에 비해 약 5.2배
이상, 그리고 집합체 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누름 스프링(Holddown spring) 힘은 약

4.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구조건전성 분석에서 이중냉각 핵연료에 대한 파라미터로서

연료봉 배열과 지름만이 결정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집합체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17X17형 핵연료를 고려하였다. 연료봉의 배열과 지름이 달라지면 지지격자체의 형

상이 연동되어 달라질 뿐 아니라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유로형상, 안내관과 계측관

의 외경 및 두께 등 거의 대부분의 집합체 형상변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

에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 관련 연구는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보고서에 있는 각각의 분석항목에서 평가를 위해 적용한 공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즉, 유체유발진동의 경우, 매우 단순한 튜브배열에 대한 준실험

식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중공형상인 이중냉각 연료봉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

는 문제가 있으며, 마멸의 평가에 있어서도 연료봉을 지지하는 형상(지지격자 스프

링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멸형상을 단순히 가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마멸경향과 매우 동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끄럼마멸의 경우 마멸깊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에서 지지격자 스프링이 연료봉 원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비보수적으로 가정한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프레팅마멸의 예측에서

사용한 일률모델(보고서에는 "Archard wear equation"으로 되어 있음) 중 마멸계수를

기존의 17X17형 핵연료에서 적용하였던 것과 같다고 가정한 것은 마멸계수가 접촉

물체의 재질 뿐 아니라 접촉형상, 마멸환경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실제 이중냉

각 핵연료를 구성하였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국외에서 수행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에 대한 연구

는 연료봉의 배열 및 지름 등 연료봉에 대한 기본 치수 외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

으며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 관점에서의 연구 역시 지극히 기초적인 것

만 다루었다. 또 연료봉을 제외한 핵연료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수행되었으

므로 실제 구성이 가능한 이중냉각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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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념부터 새로이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국내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표준 원전인 OPR-1000 원자로에 연소

할 수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배열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12X12형의 배열을 제안하였다. 이 선행 연구 중 핵연료 구조에 대해서는 연료봉

의 바깥지름이 현재의 16X16형에 비해 증가하므로 안내관 및 계측관의 지름에 대

한 기초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연료봉 지지를 위한 지지격자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그러나 연료봉, 안내관, 계측관 및 지지격자체를 제외한 핵연료집합체 구조

부품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대한 연구의 수준은 앞의 1절에서 서

술한 MIT 주관의 연구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고 평가되며,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나 선진국에서 선행된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연구의 수준이 매우 기초적인 것이라는 점과 그 정도보다는 더욱 우수한 기술이 이

미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으며 단지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7 -

부품명 Item Sub-Item 내용 및 체계 요약

핵연료

집합체

Criteria 
& Bases1)

1. Description of 
condition I, II, III & IV

각 condition 설명, 해당 상황 기술

2. Structural Integrity 
criteria

각 condition에서의 허용응력 기준 기

술
3. Interface criteria FA2)와 접촉하는 Reactor internal과

CEA3)와의 양립성 관련 기술

4. Capture of fuel rod 어떤 상황에서도 Top과 Bottom grid
가 FR4)

을 capture할 것
5. Prevention of FA 
lift-off

260℃(500℉)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FA가 lift-off되지 않을 것

6. Control of grid 지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기술현안 및 구조개념 개발

1. 핵연료 설계체계

이중냉각 핵연료를 기존의 OPR-1000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구조부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원통형 핵연료에 비해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특징적으로 변하는 연료봉 지름의 증대

가 구조부품의 설계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OPR-1000 원자로와의

양립성을 만족하기 위해 연료봉 지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집합체의 외곽 치

수는 기존 핵연료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필연적으로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구조체의 형상, 안내

관/계측관의 지름, 상단 및 하단고정체 유로구멍의 위치 및 크기가 기존 핵연료에서

의 그것과 달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구조부품을 설계변경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다른 구조부품도 설계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기계/구조설계 매뉴얼에서는 각 구조부품의 기능요건 및 설계기준

을 제시한 후 이를 만족하기 위한 설계방법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때 각 구조부품 상호 간의 간섭을 고려하므로 각 구조부품의 설계는 상호 연계된 체계를

갖고 있다. 이중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의 설계를 위해서도 최종 상용화 시 핵연료 설계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과제 중에 기존 핵연료에 대한 기계/구조설계

체계를 파악하였다. 기존 핵연료로는OPR-1000 원자로용 핵연료의 기본형인 ABB-CE사 핵

연료의 설계매뉴얼을 검토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이중냉각 핵연

료에서의 핵연료집합체 및 주요 구조부품에 대한 설계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핵연료집합체 및 주요 구조부품 설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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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 with external 
forcing functions

든 FR이 공진되지 않도록 Grid의 개

수 및 간격이 결정될 것
7. Resistance to 
vibration damage

CEA 진동으로 인한 GT5)의 마멸

/scratch가 FA의 구조건전성을 위해하

지 않을 것

8. Thermalhydraulic 
criteria

Ÿ DNBR6) 기준

Ÿ 냉각수 펌프 blade 진동수; 원자

로 하부노심판의 횡방향 운동; 축
류에 의한 FR FIV7); CEA/GT의
수력 진동이 FA에 미치는 영향분

석 필요

Design 
Methods

1. FA mechanical design 
procedures

ABB-CE사의 핵연료기계설계 관련

조직 및 설계절차 기술
2. Basic design 
parameters

각 구조부품의 재료상수 항목 등 핵

연료기계설계그룹에서 생산하지 않

는 각종 parameter 종류 나열
3. Structural design 
methods

Ÿ Seismic & LOCA8) 시의 핵연료집

합체 응력해석

Ÿ RUMBLE, RUMCOM, TSOLVE, 
SIGREEP, DSHAPE, CESHOCK 
등 전용 CODE 사용

Ÿ FR & GT 응력해석(RUMBLE)
Ÿ GT & TEP9)/BEP10) 응력해석

(RUMCOM)
4. Structural loads & 
design

FA 정적좌굴(Buckling) 해석

5. Shoulder gap & 
growth

GT의 치수변화는 SIGREEP code 이
용

6. FA thermal expansion 260℃(500℉)에서 FA의 열팽창과

Internal의 열팽창을 수계산으로 해석

하여 Internal이 FA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
7. Tilt, bow, twist limits 최종 FA제작 후 측정으로 확인

8. Handling accident FA가 Pool 내에서 Handling tool로부

터 이탈하여 수직으로 낙하하거나, 
수평으로 낙하하거나 또는 수직에서

수평방향으로 넘어져서 Pool 바닥에

충격하는 경우 충격량을 계산함

지지

구조체

Criteria 
& Bases

1. Structural criteria Ÿ 횡방향 운송하중 5g
Ÿ OBE11), SSE12), LOCA에서 좌굴건

전성

Ÿ Axial slip force가 FR의 과도한

bowing, buckling을 일으키지 않을

것, 축방향 운송하중 5g에서 FR
의 no sli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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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xial 750 lbs 또는 combined 
friction이 bottom grid의 건전성을

위해하지 않을 것; 같은 하중이

grid와 GT의 용접부 건전성을 위

해하지 않을 것
2. Interface criteria Ÿ FR의 scratch (<0.001"), wear depth 

(<0.005")
Ÿ FR의 공진주파수를 만나지 않도

록 grid의 수, 간격 결정

Ÿ Top & Bottom grid는 FR을 반드

시 capture할 것

Ÿ FR이 TEP, BEP의 flow hole에 빠

지지 않도록 FR 배열

Ÿ Grid width는 FA간 간격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변형거동할 것
3. Strips, springs & 
dimples

Ÿ BOL13)-Cold spring force는 FR에
심각한 프레팅마멸손상이 없도록

할 것

Ÿ EOL14)에서 Grid tab의 cumulative 
fatigue damage factor < 0.8

Ÿ FA 취급 시 인접 FA와의 hang-up
이 없도록 할 것

4. Material 
considerations

Ÿ Zr-4 strip 규정

Ÿ Inc-625 strip (bottom grid) 규정

Design 
Methods

1. Static strength Ÿ by Test, Test summary 기술
2. Dynamic strength Ÿ FR axial slip force, buckling, 

bowing 관련

Ÿ by calculation, calculation method 
기술

3. Spring characteristics Spring stiffness 규정
4. Initial spring force Ÿ Grid axial restraint

 - FR axial slip force, buckling, 
bowing 1-c 관련

 - Axial slip force, Load limit (FR 
buckling, FR bowing, uplift force, 
shipping load) calculation
Ÿ Interference/Clearance bet. FR & 

Grid
 - by analysis (GRID1 code)

5. Fatigue analysis of 
spring

Fatigue analysis of spring tab
 - by calculation

6. Grid width analysis by analysis (SIGREEP code)
7. Anti-hangup design FA 취급 시 hang-up 관련
8. FR vibration & wear Ÿ Grid 간격과 FR 고유진동수

 - FR 공진주파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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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calculation
Ÿ Axial FIV on FR
 - Paidoussis formula 이용 calculation
Ÿ 횡방향 5g 관련

 - FR 횡방향 운송하중, scratch, wear 
depth 관련

 - by claculation
9. Attachment of 
grid/GT & lower 
grid/flow skirt/LEF

Ÿ Zry grid attachment weld strength
 - Bottom grid 건전성 및 GT/Grid 용
접건전성 관련

 - by calculation
Ÿ Inc grid attachment weld strength
 - Bottom grid 건전성 및 GT/Grid 용
접건전성 관련

 - by calculation
Ÿ Retention of FRs within top/bottom 

grids
 - Top & Bottom grid의 FR capture
관련

 - by calculation
10. Thermalhydraulic 
interface

Grid 기계설계분야와 T/H분야와의

Interface 기술

안내관 및

계측관

Criteria 
& Bases

1. Mechanical interface 
criteria

Ÿ GT는 hydraulic damping을 수행, 
CEA scram에 의한 충격이 CEA에

unaccep표 stress를 발생시키지 않

을 것

Ÿ GT의 윗부분은 인접 FR의 인출/
장입에 간섭되지 않도록 할 것, 
SST wear sleeve 관련 내용 기술

Ÿ IT15)의 dimple에 대한 응력 기준

기술
2. Thermalhydraulic 
requirements

Ÿ GT/IT의 flow hole에 대한 규정

Ÿ CEA와 GT의 간격은 full insertion 
때 CEA가 과도하게 가열되지 않

도록 할 것, 21℃(70℉)와 full 
reactor flow 조건에서 CEA가 부

양하지 않을 것
3. Guide tube structural 
loads

Ÿ CEA scram 시 압력 pulse가
Condition I에서의 파로조건과 합

쳐 damage factor<0.8일 것, 또한

허용응력을 넘지 않을 것

Ÿ GTs는 5000 lbs의 축방향 인장하

중을 견딜 것, Hot & Cold 상태

에서 Condition I & II event 때

최대 holddown force의 두 배 이



- 11 -

상의 압축하중을 견딜 것
4. Guide Tube Wear CEA의 진동에 의해 FA design 

criteria에서 규정한 정도 이상의 wear
나 scratch가 GT에 발생하면 안 됨.

5. CEA scram time 
criteria

규정된 scram time을 만족할 것

6. Material consideration GT 각 부의 재료를 규정

Design 
Methods

1. Structural loads & 
design

Ÿ Stress level과 Fatigue limit를 규정

Ÿ by calculation
2. Thermalhydraulic 
Design interface

Ÿ CEA의 cooling과 관련하여 flow 
hole에 대한 기술, Flow hole로의

유동유입에 의한 CEA 진동문제

를 고려해야 한다고만 언급

Ÿ Grid Design Method 10-a와 연계
3. Wear evaluation Ÿ GT wear & scratch에 대한

concern
Ÿ TF-2 test facility (similar to 

PLUTO)와 PALO VERDE 1에서

의 wear data를 이용한 wear test
로부터 wear rate를 구하고 이를

extrapolate하여 마멸건전성 분석

4. Dimensional control 
with scram time analysis

Diametral clearance, Bleed & coolant 
holes, Axial clearance에 대해 문장으

로 기술
5. Interface with 
CEA/FRs

Ÿ GT 상부 및 SST wear sleeve 관
련

Ÿ by calculation
6. Interface with in-core 
instrumentation

Ÿ IT의 dimple size와 배열에 관한

규정, Dimple은 지지격자체 위치

에 있지 않도록 할 것

Ÿ by calculation
7. Guide tube joints Ÿ GT와 End fitting과의 체결 건전성

에 대한 응력 및 피로관점에서의

분석

Ÿ by calculation

상단

고정체

Criteria 
& Bases

1. Structural loads Ÿ Condition I에서 Fuel handling에
적용되는 5000 lbs 축방향 인장하

중 조건에서 응력조건 만족할 것

Ÿ 어떤 경우에도 holddown spring의
전단응력이 전단항복강도보다 작

을 것

Ÿ Center post는 reconstitution 시

holddown spring 하중을 Condition 
I의 응력조건 이내로 만족할 것

2. Interface/dimensional Ÿ Post의 lead-in chamfer는 UGS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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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extended tube의 chamfer와 함께

고려할 때, nominal position으로부

터 횡방향으로 0.5“ 이내의 차이

가 나도록 할 것.
Ÿ Post가 UGS extended tube에 삽입

되었을 때, clearance가 0.003“ 보
다는 클 것

Ÿ Condition I에서 extended tube와
post의 최소 engage 길이는

chamfer부를 제외하고 0.3“보다

클 것, 다른 condition에서는

engage 되어야 한다고만 서술

Ÿ Condition IV를 제외하고는

holddown spring의 working height
와 solid height 사이의 차이가

0.05“ 이상일 것, Condition IV에

서는 FA가 lift-off되더라도 제자

리에 reseat되도록 할 것

Ÿ FA hangup을 방지하기 위해 flow 
plate의 외곽에는 chamfer를 가공

할 것

Ÿ IT에 삽입된 thermocouple이
Holddown plate에 의해 block되지

않도록 center post가 설계될 것, 
Center post가 flow plate에
permanent attach 될 것

Ÿ Extended tube 끝단의 구멍과 flow 
plate의 외곽과의 사이에 clearance
가 없을 것

3. Reconstitutability Ÿ 핵연료수리 시 upper end fitting이
tool에 의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Ÿ 핵연료수리 시 GT의 삽입이 용이

하도록 Flow plate의 아랫면 GT 
위치에 chamfer 가공

4. Material 
considerations

Ÿ UEF 각 구성부품의 재료를 기술

Design 
Methods

1. Structural design Center post의 응력 calculation
2. Thermalhydraulic 
design considerations

없음

3. Interface with reactor 
internals

Ÿ Post의 lead-in chamfer, clearance, 
engage 및 Holddown spring 관련

Ÿ by calculation
4. Holddown plate stress 
simulation

Ÿ 5000 lbs의 lifting load가 작용할

때, outer guide post, 모든 joint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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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GT, LEF에 걸리는 stress 
calculation

Ÿ FA lifting 및 recon. 시 holddown 
plate 응력을 PATRAN code로 해

석한 결과를 부록으로 기술
5. Holddown spring 
performance

FA의 Design Method 5으로 갈음

하단

고정체

Criteria 
& Bases

1. Structural loads & 
design

Condition I에서 연료봉 무게의 총합

이 작용할 때 허용 응력범위를 만족

할 것
2. Interface with core 
insert pin

FA가 core support structure에 안착하

였을 때, core insert pin과 LEF 접촉
면의 반경방향 clearance가 0.003“를
넘지 않을 것, 축방향으로는 center 
nozzle이 core support structure면에 닿

지 않을 것
3. Interface with in-core 
instrumentation

Center nozzle은 instrumentation nozzle
과 일치하도록 위치할 것, Center 
nozzle면은 instrumentation probe가 용

이하게 삽입되도록 단이 없을 것
4. Interface with FRs LEF plate는 FR이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5. Interface with 
thermalhydralic design

LEF flow hole의 design에는 T/H 
criteria를 만족하도록 할 것

6. Material selection LEF 각 구성부의 재료를 기술

Design 
Methods

1. Structural loads & 
design

가장 severe한 load는 5000 lbs의
lifting load임. Seismic & LOCA 경우

외에는 더 이상의 하중이 LEF에 작

용하지 않음
2. Interface/dimensional 
control

Ÿ Radial clearance bet. LEF & Insert 
pin calculation

Ÿ FR이 UEF와 LEF의 flow hole (or 
slot)로 이탈하지 않도록 FR end 
cap과 end fitting 사이의 interface 
기술; by calculation

Abbreviations:
1)Criteria and Bases (abb. C&B), 2)FA (Fuel Assembly), 3)CEA (Control Element 
Assembly), 4)FR (Fuel Rod), 5)GT (Guide Tube), 6)DNBR (Departure from Nuclear 
Boiling Ratio), 7)FIV (Flow-induced Vibration), 8)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9)TEP (Top End Piece) or UEF(Upper End Fitting), 10)BEP (Bop End Piece) or LEF 
(Lower End Fitting), 11)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12)SSE (Safe Shutdown 
Earthquake), 13)BOL (Beginning Of Life), 14)EOL (End Of Life), 15)IT (Instrumentation 
Tube), 16)UGS (Upper Guide Structure)

2. 구조부품 기능요건 및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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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지구조체

(1) 기능요건

(가) 연료봉을 안내관에 대해 적절히 위치 및 정렬해야 한다. 지지격자체는 연료봉

에 대한 축 및 횡방향에 대한 지지구조를 제공한다. 노심 내에서 연료봉 피치는 핵

적, 열수력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지지격자의 스프링 및 딤플

은 셀 내부와 연료봉의 중심을 일치시켜 연료봉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나) 가동 중 연료봉의 과도한 축방향, 횡방향 및 회전운동을 구속하여야 한다. 연료

봉의 열팽창 및 성장 차이를 허용하며, 동시에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한 충분한 스프링력을 가지는 반면 연료봉에 과도한 국부응력을 가하지 않아

야 한다.
(다) 노심에 핵연료집합체 장입 및 인출 시 횡방향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 집합체 휨에 대한 충격면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노심 내에 장입되어 가동

중 온도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해 집합체의 휨이 발생할 때 집합체 사이의 충격면을

제공하여 연료봉들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천이노심에 장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면을 반드시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구조 요건

1) 지지격자체의 배열 및 설계는 핵연료집합체의 운송 시 5 g의 횡하중을 받더라도

연료봉 및 지지격자에 심각한 영구변형을 갖고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지격자의 횡방향 강도는 Condition II Seismic Incident (OBE), Condition IV 
Seismic Incident (SSE) 및 냉각수 유로가 막히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냉각능력을 상

실하게 하는 Condition IV LOCA 조건에서도 충분하여야 한다.
3) 지지격자가 축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하중은 연료봉 및 Gd 봉의 열팽창 및 조사

성장에 따른 과도한 휨 및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핵연료 운송

시 5 g의 하중에서도 연료봉의 축방향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일 최하단 지지격자가 하단고정체에 부착되는 구조를 가질 경우, 3336.2 N 
(750 lbs)의 축하중 또는 모든 연료봉의 마찰력 합이 작용하더라도 부착된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나머지 지지격자체에 위와 같은 하중이 작용하

더라도 안내관과의 용접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간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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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격자 배열 및 설계는 제조 시 깊이 0.025 mm (0.001 inch)의 긁힘 및 원자로

가동 시 깊이 0.125 mm (0.005 inch) 이상의 마멸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지지격자의 개수 및 간격은 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의 고유진동수가 예상되는

외부의 가진 주파수와 충분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상하단 지지격자의 축방향 위치는 모든 연료봉이 지지격자에 의해 완벽하게 지

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료봉 또는 Gd 봉의 보수를 위한 용접 시 감소되는 길이의

최댓값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지격자는 연료봉이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냉각유로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5) 지지격자 폭은 집합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하며, 이
때 설계 조사량의 누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 및 딤플 요건

1) BOL-COLD 시의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지지격자 사이의 프레팅/마멸에 따른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EOL에서 누적 피로 손상계수는 0.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집합체 장입/제거 및 연료이송장비 사용 시 외부 지지격자판은 인접 집합체나 내

부 구조물사이의 Hang-up 확률이 최소화되는 형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외부 지지

격자판의 상하 탭면은 외곽 연료봉의 횡방향 접선면과 동일하거나 내부로 굽어야

한다. 지지격자체의 모서리부에는 반경 및 경사를 이용하여 날카롭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라) 재료 요건

핵연료집합체는 다수의 지르코늄 합금 지지격자체와 인코넬 지지격자체를 가진다. 
지르코늄 지지격자체는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 및 가동 환경에 대한 내식성을 가

진다. 인코넬 지지격자체가 위치한 하단고정체 부근의 국부적인 Inlet Turbulence 영
역에서는 지르코늄 합금에 비해 우수한 강도 및 이완 저항성을 가진 인코넬 합금을

사용한다. 인코넬 합금은 높은 연성 및 부식 저항성을 가지며 537.8 ℃ (1000 ℉)이
하의 중성자 조사 온도에서 우수한 안정성을 가진다.

1) 지르코늄 재질

지르코늄 재질은 우수한 특성을 가진 원자력용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 합금 sheet, 
strip 및 plate로 제작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 혹은 첨부사항을 가진다.

Ÿ 화학적 특성: O, C 및 Si의 함량은 제한된다.
Ÿ 금속학적 특성: 최대 평균 결정크기는 제한된다.
Ÿ 기계적 특성: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 ASTM E18 (Standard Test Method for 

Rockwell Superficial Hardness of Metallic Materials)에 따른 경도 실험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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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ckwell 경도 값은 적절한 재료의 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값을 제한한다.
Ÿ 열팽창 계수

Ÿ 조사 특성: 항복 및 인장강도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증가한다. 가동온도에서

조사와 함께 응력이완은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진행한다. 
2) 인코넬 재질

인코넬 지지격자판은 ASTM B443에 따라 Ni-Cr-Mo 합금으로 제조된다. 이 재료는

특정한 굽힘 및 경도 요건을 통과하도록 요구된다.

나. 안내관 및 계측관

(1) 기능요건

(가) 제어봉집합체(CEA, Control Element Assembly), 가연성 독봉(Burnable poison 
rod), 중성자원(neutron source) 봉 집합체 및 계측 소자의 안내기능: 안내관/계측관은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한 노심 삽입물 및 계측 소자의 안정적인 삽입/인출이 가능하

도록 건전한 삽입 채널(channel)을 제공해야한다. 계측관의 경우, 계측 소자의 삽입

이 용이하도록 지지격자체의 선택적 위치에 dimple이 성형되어야 한다.
(나) 제어봉집합체 비상낙하에 대한 기능요건: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인출이나 비상

낙하가 가능토록 핵연료 집합체의 안내관은 정렬상태와 적정 강성이 유지되어야 한

다.
(다) 수력적 완충기능: 안내관은 제어봉집합체가 비상낙하(scram 또는 reactor trip)할
때, 수력적 완충(hydraulic buffer)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서로 다른 직경을

사용하는데, 상단부의 큰 직경은 상대적으로 넓은 환상영역을 제공하여 제어봉집합

체가 빠르게 낙하되며, 두 번째 지지격자의 상단에 위치하는 작은 직경으로의 천이

영역에서 수력적인 완충효과가 발생하여 제어봉집합체 낙하속도는 급감하게 된다. 
안내관의 하단은 작은 유공을 갖는 end plug에 의해 하단 노즐에 고정되며, 상기 유

공은 안내관의 내부에서 유체의 정체(stagnation)에 따른 비등발생을 막고, 상기 수력

적 완충기능을 도모한다.
(라) 구조부재로서의 기능: 핵연료 골격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안내관/계측관은 핵연

료 집합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종류의 하중을 골격체만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정

한 강성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 연결 및 지지기능: 안내관/계측관은 골격체의 다른 구성요소인 지지격자 및 상/
하단고정체와 기계적으로 건전하게 연결되어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핵연료 집

합체의 길이방향으로 나란하게 위치하는 지지격자들을 정위치 시킬 수 있어야 한

다. Top grid sleeve는 expansion joint(bulge joint) 혹은 용접방식으로 안내관과 계측관

의 상단에 기계적으로 고정되며, top grid sleeve는 다시 상단 노즐 adapter plate에 용

접한다. sleeve가 용접된 중간 지지격자체는 sleeve와 안내관 및 계측관을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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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혹은 용접으로 고정한다. 안내관의 하단은 나사산을 갖는 안내관 end plug를
갖는데, thimble screw는 하단 노즐 plate를 통과해서 안내관의 end plug에 삽입 고정

된다. Thimble screw에는 작은 유공을 형성시켜 안내관의 내부가 중성자 혹은 감마

열원(neutron or gamma heating)에 의해 비등되지 않도록 하고, thimble screw의 나사

산이 풀리지 않도록 locking wire를 설치하고 다시 용접한다. 아울러, 좁은 간격*)으

로 배열되고 상대적으로 큰 직경을 갖는 연료봉 및 그 배열에 대하여 새롭게 고안

된 지지격자체와 구조적으로 양립하고 기계적으로 건전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 기존연료(16x16)의 봉간 간극 대 봉반경 비율(3.35/4.75=0.705)은 이중냉각 핵연료

12x12 배열의 값(1.23/7.95=0.155)과 약 78% 차이(기존 간극의 약 3/4정도가 줄어듬)
를 갖는다.
(바) 안내관/계측관 삽입물에 대한 냉각기능: 계측관/안내관 내부에 위치하는 삽입물

혹은 내부유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내부 혹은 간극에 유동과 유공(flow hole)이 존재

하여 적절히 냉각되어야 한다. 안내관 유공의 수와 위치는 상기 수력적 완충기능과

냉각기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구조적 설계요건

1) 안내관/계측관의 변형(휨 및 뒤틀림)은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한 노심 삽입물 및

계측 소자의 안정적인 삽입/인출이 가능하도록 핵연료 집합체 및 골격체에 대한 변

형 설계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핵연료 집합체가 냉각 가능한 형

상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2) 안내관/계측관은 인장, 압축, 축방향 좌굴 등에 대한 구조적인 건전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 즉, 집합체에 작용하는 예상 설계하중들에 대하여, 안내관/계측관의

dashpot영역, 기타 용접부, 하단 end plug의 나사산 연결부에서 발생되는 응력은 설

계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제어봉집합체 비상낙하 시, 집합체 상단 노즐에 작용된 충격하중에 의해, 안내관

및 계측관에 규정치 이상의 충격응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제어봉집합

체가 dashpot영역을 지날 때 순간적인 압력변화 하중과 Scram의 반복에 따른 반복하

중이 발생해도 dashpot 영역의 응력발생은 피로손상이나 구조적 불건전성에 대한 허

용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반복하중에 대한 안내관의 누적 피로손상 계수를 0.8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안내관/계측관의 상단은 인접 연료봉의 인출과 삽입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계측관 딤플의 크기 및 배열에 대한 설계요건은, 딤플에 발생되는 응력성분이

ASME 코드 Section III의 설계기준에 따라 규정치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Condition III의 경우 Pm < 1.5 Sm, Pm+Pb < 1.5 Fs*Sm, Condition IV의 경우 Pm <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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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b < FsSm', 여기서 Sm' = 2.4 Sm 와 0.7 Su 중 작은 값을 의미한다. 단면 형상계

수 Fs 는 Mp/My이며, Mp는 단면전체를 항복시키는데 필요한 굽힘모멘트를, My는 단

면의 한 점(extreme fibers) 만을 항복시키는데 필요한 굽힘 모멘트를 의미한다.
6) 안내관의 마멸에 따른 국부적인 두께의 감소(안내관 두께에 대한 설계요건을 만

족)와 이에 따른 구조적인 건전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전 시 상단부

안내관의 내면과 제어봉집합체 끝단의 진동과 상호작용에 의하거나 제어봉집합체

비상낙하 시에 안내관과 내면과의 충돌/접촉/미끄럼 등에 의한 안내관 내면의 기계

적인 마멸량(마멸깊이)이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제어봉집합체 비상낙하 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안내관의 내경, Buffer 
영역의 내경, 천이구간의 길이, 완충구멍 및 flow hole 등을 설계해야 한다.

(나) 열수력 설계요건

1) 안내관의 flow hole 수, 크기, 위치와 제어봉집합체와의 간극은 제어봉집합체 비

상낙하 시 시간(수력적 buffer기능)과 제어봉집합체 및 neutron source 봉의 냉각에

대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계측관의 경우는 계측 소자의 냉각을 위해서, 계측관의 cooling hole과 상단 end 
fitting center post hole과의 조합으로 적정한 냉각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3) 제어봉집합체가 핵연료집합체 내로 완전히 삽입된 조건에 있을 때, 제어봉집합체

봉과 안내관 사이의 냉각재 유량은 제어봉집합체의 overheating(과열)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커야한다. 그러나 상온의 full reactor flow 조건(Cold zero power) 하에서 상기

간극에서의 유량과 압력강하가 extension shaft와 연결되어 있는 제어봉집합체의

upward float가 생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한다. 

다. 상단고정체

(1) 기능요건

(가) 핵연료 취급공구(fuel handling equipment)의 체결위치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핵

연료집합체를 노심, 연료 저장 랙 등으로부터 장전 또는 인출 시 핵연료집합체를

안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외부하중(thermal, irradiation effect)으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서 원자로의

상부 안내 구조물에 대해 축 및 횡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Holddown feature (helical springs)를 이용하여 발전소 정상운전기간동안 냉각재

의 수력에 의한 핵연료집합체의 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연료봉을 빼내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제거 또는 교체가 가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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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enter nozzle을 이용하여 계측기의 삽입범위를 center post가 한정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연료봉이 flow hole로의 삽입 또는 관통하여 위쪽으로 이탈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냉각유량을 최소 열수력 요구조건 이하로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핵연료집합체

를 빠져 나가는 냉각재 유량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아) 누름스프링은 누름력을 유지하면서 열 및 조사에 의한 원자로의 상부안내 구조

물과 핵연료집합체와의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구조적 하중

1) 상단고정체는 핵연료 취급공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착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Condition I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급 시 축방향 하중 22.241 kN (5,000 
lbs)에 대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누름스프링에 걸리는 전단응력은 어떤 설계조건 하에서도 항복전단응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Center post는 Condition I 응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재조립동안 누름스프

링으로부터 가해지는 축방향 하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 취급공구

가 부착될 때 핵연료가 들려지는 것을 고려하여 핵연료집합체의 wet weight와 동일

한 축방향 하중도 스프링으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간섭 및 치수 요건

1) 상단고정체의 outer posts에 있는 lead-in chamfer는 상부 안내 구조물의 extended 
tube chamfer와 조립될 수 있어야 하며, 핵연료집합체가 core내의 공칭위치로부터 횡

방향으로 12.7 mm (0.5 inch) 이내의 변위로 상부 안내 구조물과 조립될 수 있어야

한다.
2) 핵연료집합체가 원자로 상부 안내 구조물과 조립될 때, extended tube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단고정체의 outer posts와 상부 안내 구조물의 extended tube와
의 반경방향 간격이 충분하여야 한다.
3) Condition I 조건에서의 상단고정체의 outer post와 상부 안내 구조물의 extended 
tube와의 최소 축방향 접촉 길이는 chamfer 길이를 제외하고 7.62 mm (0.3 inch) 이
고, Condition I 조건에서의 최소 누름판 접촉은 2.54 mm (0.1 inch) 이다. 모든 다른

운전조건하에서 상단고정체의 outer posts는 상부 안내 구조물의 extended tube와 접

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누름 스프링의 working height와 spring solid height의 차이는 Condition IV를 제외

한 모든 운전조건 하에서 최소 12.7 mm (0.5 inch) 이어야 한다. Condition IV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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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지지진,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에는 스프링의 특성, 핵연료집합체 그리고 원

자로 내부 구조물들의 길이가 조합이 되어 노심지지 구조물로부터 들림 후에도 핵

연료집합체가 재 안착될 수 있어야 한다.
5)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가장자리 표면은 핵연료집합체 취급과정에서의 hangup 가
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누름판의 상부 및 하부 모서리를 따라 모따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Center post 설계는 운전기간동안 core exit thermocouple (CET)이 누름판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Center post와 CET사이의 반경방향 간격과 축방향 위

치, 그리고 CET가 있는 위치에서의 Center post 두께 등은 열수력적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또한 Center post는 유로판에 용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
7) 누름판의 outer edge와 상부 안내 구조물의 extended tube base에서의 opening 사이

에는 반경방향 간격이 없어야 한다.

(다) 재 조립성

1) 상단고정체는 재조립동안 Center post에 체결되는 공구의 삽입과 체결을 위해 충

분한 lead-in과 반경방향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Center post에 체결되는 공구

의 목적은 핵연료집합체로부터 상단고정체를 재조립하기 위해 안내관으로부터 outer 
posts를 제거할 때 누름판(holddown plate)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2) 재조립 시 안내관의 상부 끝단과 최초로 접촉하는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하부 표

면에는 조립을 용이성을 위해서 lead-in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 재료요건

1) 유로판과 누름판은 ASTM A744 Grade CF-8에 따라 SS-304 (주조)로 제조되며, 
열처리는 설정된 냉각속도를 만족시켜야 하고 delta ferrite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야 한다. 
2) Outer post와 Center post는 ASTM A269에 따라 SS-304 (기계가공)로 제조되며, 용
접되는 곳에서의 carbon content는 일정 값 이하로 제한된다. 이 재료는 적절한 강도

와 우수한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CE형 원자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가압경수로 내부조건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 누름스프링은 AMS 5699C에 따라 Inconel X-750로 제조되며, copper contamination
을 방지하기위해서 specific lubrication coating을 행한다.

라. 하단고정체

(1) 기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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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심지지구조물(core support structure)위에 핵연료집합체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료봉이 핵연료집합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

다.
(다) 연료봉 내, 외부의 채널을 통하여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냉각수 유

로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노내 계측기(in-core instrumentation)의 원격 설치를 위하여 lead-in structure로서

center nozzle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구조하중과 설계: 하단고정체는 Condition I에서 응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료봉의 총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 설치 핀(core insert pin)과의 위치 경계요건: 핵연료집합체가 원자로 지

지구조물위에 안착될 때, 하단고정체와 핵연료의 안착을 담당하는 support surface와
의 반경방향 간격은 0.076 mm (0.003 inch)보다 커야한다. 또한 축방향 간격은 center 
nozzle이 seating surface와 맞닿지 않아야 한다.
(다) 원자로 계측기와의 경계요건: 하단고정체의 center nozzle은 instrumentation 
nozzle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하고 center nozzle의 입구와

instrumentation nozzle의 출구가 맞닿는 부위에 단차가 생성되지 않는 lead-in surface
를 제공해 주어서 노내 계측기의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료봉 움직임과의 경계요건: 하단고정체의 유로판은 설계 시 연료봉이 아랫방

향으로 떨어지는 어떠한 경우에 연료봉을 축방향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열수력설계와의 경계요건: 핵연료의 적정한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체 수

력하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로구멍 및 기하학적 형상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재료요건: 하단고정체는 SUS-304(주조)로 제조되며 이 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우수한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이 재료는 현재 가동 중인 모든 CE 원자

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가압경수로 내부조건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
단고정체는 ASTM A744 Grade CF-8에 따라 제조되며 열처리는 설정된 냉각속도를

만족시켜야 하고 delta ferrite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3. 기술현안 도출

가. 구조부품 관련 기술현안

(1) 지지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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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료봉 사이 간격감소

기존의 16x16 핵연료집합체에서 12x12 이중냉각 핵연료로 설계가 변경될 때

인접 연료봉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아지므로 연료봉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

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을, 대부분의 기존 상용핵연료에서와 같이, 연료봉 단면의 중

심선에 형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16x16 지지격자에서 최외곽 지지격자판 (Perimeter strip)의 두께

(tp)가 0.664 mm, 내부 strip의 두께(ti)는 0.457 mm, 연료봉의 외경(Do)이 9.5 mm 이
므로 지지격자 셀의 폭(w)은 다음과 같다.



··
   (1)

따라서 연료봉 외경을 고려하면 실제 각 strip 판에서 연료봉과 지지격자판 사

이의 간격은 1.42 mm이다. 이와 같은 간격을 이용할 때, 스프링 및 딤플을 연료봉

단면의 중심선에 위치시키더라도 연료봉 지지를 위한 탄성 변위 및 스프링 상수 값

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이중냉각 핵연료에 사용되는 지지격자판의 두께를 기존의 16x16 핵연료

집합체용 지지격자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때 지지격자 셀의 폭(w)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만일, 외부 연료봉의 외경을 15.9 mm로 가정하였을 경우, 연료봉과 내부 격자

판 사이의 거리는 0.35 mm 밖에 되지 않는다. 지지격자의 형상이 기존의 16x16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경우(즉, 하나의 셀은 두 개의 스프링 및 네 개의 딤플로 구성

됨.), 두께 0.457 mm의 스프링 또는 딤플이 연료봉의 삽입에 의한 변형 후 지지격자

판으로부터 0.35 mm의 높이로 돌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역학

적으로 정상적인 스프링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지격자 형상을 근간으로 이중냉각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연료봉 단

면의 중심선을 벗어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위치에 스프링 또는 딤플을 형성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연료봉 치수 변화에 따른 최적 지지격자체 특성 결정

현재까지 제안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치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하나의 연료봉

의 무게는 4.716 kg으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기존의 16x16 핵연료인 2.67 kg에 비

해 77%정도 무게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한 셀 당 연료봉을 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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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스프링력 또한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중냉각 핵연료 외경 증

가에 따른 연료봉의 강성 변화는 전체 집합체의 진동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집합체의 진동 특성은 지지격자체의 개수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므로 열

수력적 특성인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연료봉을 지

지하는 스프링력이 충분히 크다면 지지격자체 개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

로, 지지격자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셀당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료봉 무게 변화와 지지격자체 개수에 따른 한

셀 당 최소 스프링력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 지지격자판 개수 감소에 따른 충격강도 확보

지지격자의 충격강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지지격자의 개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x12인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될 지지격자판의 두

께가 기존의 16x16과 동일하게 되면 충격강도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지지격자의 충격강도는 각각의 지지격자판의 용접특성, 최외곽 격자판의 두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16x16용 지지격자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지지

격자판으로 12x12 지지격자를 구성하였을 때 허용 충격강도를 만족하는 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격자판의 두께로 충격강도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

우, 반드시 격자판의 두께를 변화시켜야 하고 이는 구조설계 전에 핵적, 열수력적

성능검토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핵연료집합체 진동관점의 양립성을 고려한 지지구조체 개수

핵연료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료봉의 동적특성은 운전 중

노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진 주파수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수명기간 동

안 외부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제안된 이중냉각 핵연

료의 12×12 연료봉 배열에 대해 기존 OPR-1000 노심과의 양립성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노심의 운전조건에 대하여 최적화되고 장기간의 사용이력으로

검증된 기존 16×16 연료봉 배열의 핵연료가 갖는 동특성과 유사하도록 지지점 수

(핵연료집합체 당 지지구조체 수)와 스팬길이를 조정하여 이중냉각 연료봉의 기본

동특성을 설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기본 동특성 분석을 위한 이중냉각 연료봉의 해석모델은 장전초기(BOL) 

모형을 대상으로 하고, 스팬길이의 설계문제는 초기노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장전초기 모형이란 피복관과 소결체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열려(open 
gap) 일정간격을 유지함으로 인해 연료봉의 굽힘강성이 피복관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이상적인 모델로, 피복관과 소결체의 열 및 조사변형으로 이들 둘 사이의 간격

이 소멸(closed gap)되는 장전후기 모형과는 상반되는 개념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델

은 연료봉 내에서 펠렛들이 길이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적층되는 실제 조건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대상 연료봉의 굽힘강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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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통상 핵연료 집합체의 횡방향 굽힘강성 제고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큰 난류와

교차류가 형성되는 핵연료 하단의 입구 쪽에 짧은 스팬을 위치시킨다. 그러나, 실제

기존 핵연료와의 천이노심에 적용 가능한 이중냉각 핵연료의 스팬길이 설계문제는

지지격자의 충격면 제공에 대한 설계요건에 의하여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향후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와 기존 핵연료집합체와의 천이노심이 요구될 경우 인접 핵

연료와의 충격면 제공이라는 지지격자체의 설계요건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프레팅마멸

프레팅마멸은 접촉부의 형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 특히 이중냉각 연료봉

의 외경 증가에 따른 접촉면의 곡률변화는 동일한 스프링형상 및 접촉하중에 대하

여 접촉응력이 반경에 반비례하므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연료봉 질량 증가에

따라 FIV에 의해 가진될 때 연료봉에 인가되는 하중의 크기 및 특성이 변하게 된

다. 특히 중성자 조사 및 온도에 의해 스프링이 이완되어 충격 미끄럼 마멸로 천이

될 경우 충격하중의 증가로 인해 마멸이 더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

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안내관 및 계측관

(가) 안내관/계측관 주변의 열수력적 균형유지

핵연료집합체 내 유동분포는 연료봉 내부에서 이산화우라늄의 핵분열 반응

결과로 발생되는 열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냉각재인 물은 감속재

(moderator)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핵연료 집합체 내부의 특정위치에 냉각재가 집중

되면 감속되는 중성자의 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력 분포(power distribution)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핵분열에 필요한 중성자는 핵분열 직후에 생성된 고속중

성자(fast neutron)가 아닌 물에 의해 감속된 열중성자(thermal neutron)이며, 이러한

열중성자가 많은 위치에서 핵분열 반응이 집중되므로 출력 분포의 집중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각재 유동분포의 수력적 불균형이 열수력학적 측면에서 초래하

는 문제점으로는 압력손실의 차이에 따른 유동분리와 이로 인한 열 분리문제를 들

수 있다. 핵연료 집합체 내 안내관 주변의 유동과 연료봉 주변의 유동은 열수력학

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열이 발생되는 연료봉 주변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큰
수력직경을 사용함)이 흐르도록 설계하는데, 이것은 연료봉의 MDNBR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중냉각 핵연료의 경우,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매우 협소하게 되므로 기존의

안내관과 계측관을 사용할 경우 연료봉과 안내관(또는 계측관) 사이의 간격이 상대

적으로 넓게 되어 상기 조건에 반대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



- 25 -

집합체의 안내관 형상과 외경의 제원을 MDNBR관점에서의 열수력학적인 균형을 갖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제어봉집합체의 낙하시간과 충격속도에 대한 설계요건 만족

설계변경된 이중냉각 핵연료 안내관은 제어봉 집합체의 낙하시간과 충격속도

에 대한 설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어봉 집합체의 비상낙하 모

사(simulation)를 위한 해석과 시험이 필요하다. 

(다) 구조건전성

원자로 비상정지 시, 제어봉집합체의 비상낙하로 인해 안내관의 Buffer 영역
(Dashpot 영역)에서 발생되는 순간적인 압력변화 하중에 따른 국부적인 응력발생과

제어봉집합체가 상단 노즐 집합체에 충돌할 때 발생되는 축방향 응력을 평가하여, 
핵연료 집합체가 구조적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관/계측관의 형상/제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라) 핵적 특성

안내관/계측관 주위의 열수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내관/계측관의 치

수 및 형상을 변경할 경우 핵연료집합체의 핵적 특성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

료 집합체의 핵적 특성은 무한증배계수(혹은 반응도계수)와 power peaking factor로
대별된다. 무한증배계수는 핵연료집합체의 중성자 경제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동일

한 핵연료라 해도 핵분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라늄 장전 양에 비해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이나 감속재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 핵분열 반응에 필요한

중성자가 일정하게 감소(증배계수 혹은 반응도계수가 빨리 감소하게 되어)되어 원하

는 출력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속재와 연료량 사이의 비율(Vm/Vf)에 따른 증배계수와 burnup에 따

른 감소비율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Vm/Vf를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Power 
peaking factor는 평균적인 선출력과 국부적인 선출력의 비로서, 특정 위치에서 출력

이 집중되면 인접 연료봉의 DNBR을 위협하게 되므로, 노심과 핵연료 단면에 걸쳐

서 가능한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만일 안내관/계측관 주위의 열수력적 균형유지를 위해 안내관/계측관의 지름

을 증가시킬 경우, 감속재인 물의 양이 증가하므로 안내관 주위에 Vm/Vf의 비율이

증가되어 power 분포에 있어서의 집중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내관/계측관의 구

조와 제원에 따른 power peaking factor의 값에 대한 parametric study가 필요하다.

(3) 상단 및 하단고정체

(가) 집합체 총 무게 증가에 따른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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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및 구조부품의 제원이 변하게 됨에 따라 핵연료집

합체의 무게가 변하게 된다. 핵연료집합체 무게의 변화는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력

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름스프링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집합

체 중량, 부력 및 부양력의 3가지 입력데이터가 필요하다. 핵연료집합체 자체중량과

부력은 집합체의 무게와 연관이 있고 부양력은 집합체의 측면마찰면적(side friction 
surface area)과 관련이 있다.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전체 질량을 이용하여 수력하중에 의해서 집합체가

들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스프링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고려사항은 핵연료집합체의 조사 성장량, 열 팽창량, 스프링의 조사 이완, 
노내 열수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식 (3)에 의거 적절한 스프링력을 산출할 수 있다. 
OPR-1000 원자로 내부구조물과의 양립성을 위해 누름 스프링은 집합체 당 4 개를

설치하게 되므로 계산된 스프링력의 1/4을 이용하여 스프링의 자유길이, 내경, 외경, 
소선길이 등의 설계변수 등을 조절하여 스프링 설계사양을 확정할 수 있다.

 ×  (3)

여기서,  : Required spring force,  : Hydraulic lift force on fuel assembly, 

 : Buoyant force,  : Fuel assembly weight 이다.

(나)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유로구멍 배열 및 구조강도

이중냉각 연료봉이 상단고정체의 유로판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로구멍을 적

절하게 수정하고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연료봉 배열에 맞도록 유로구멍의 치수

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히,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내부유로를 형성하여야 하

므로 유로구멍의 위치와 연료봉의 위치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원통형 핵연료의 상단고정체 유로판에 비해 가장 큰 차이가 된다. 고안된 유로구멍

의 형상 및 배열에 대하여 수력해석코드 등을 이용하여 압력강하 값을 계산함으로

써 고안된 유로구멍의 형상 및 배열 중 주후보 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핵연료집합체를 취급할 때 작용되는 22.241 kN(5,000 lbs)의 축방향 하중

에 대하여 상단고정체의 각 구성부품들의 응력을 계산하고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유로구멍

형상 및 배열 후보모형에 대하여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을 취하고 5,560 
N(1,250 lb) 인장하중 인가 시 어떤 위치에서도 소성변형 없이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야 한다. 또한 Outer guide post에서 발생하는 인장, 전단응력을 계산하여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다) 상단고정체 Center post의 응력해석

상단고정체 Center post는 재조립동안 누름스프링에 의해 가해지는 축방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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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누름스프링력

이 변하게 되면 스프링하중이 부과되는 Center post에 대한 응력해석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중핵연료 집합체의 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축방향

하중, 즉 스프링하중과 집합체 중량을 합한 정도의 하중에 대한 Center post의 건전

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Center post의 설계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로판의 중앙 유로구명 치수에 대한 설계변경을 병행하여야 한다. 

(라) 하단고정체 유로구멍 배열 및 구조강도

이중냉각 핵연료는 기존의 상용 핵연료와 달리 연료봉에 내부유로가 추가적

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 외부유로로 균일하게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판

의 유로구멍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및

외부(부수로) 유로와 동일한 위치에 기존 핵연료 하단고정체 유로면적과 동일한 크

기의 유로구멍을 형성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유로구멍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예로써 연료봉 내부 및 부수로 위치 모두

를 원형으로 하는 방법 또는 부수로 위치에는 모서리가 라운딩된 사각구멍으로 구

성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제안할 경우, 기존의 상용 핵연료집합체의 하단고정체에 있는

최외곽 유로구멍보다 바깥쪽에 유로구멍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유로구멍의 외주면이

하단고정체 다리 지지부와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내관과 체결되는

너트를 위하여 유로판에 counterbore된 부분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부분의 간섭을 모두 피하기

위해서는 하단고정체 다리 지지부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유로판을 하단고

정체 다리와 분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상단고정체의 경우에서와 같이 22.241 kN(5,000 lbs)의 핵연료집합체 인양력이

작용할 때 하단고정체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하단고정체의 가장

취약한 부위(즉, 단면적이 가장 작은 부위)에서의 전단응력을 구하여 허용치를 초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대상물은 대칭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1/4 model에 대하여 5560 N(1,250 lbs) 작용 시 구조물의 응력을 정적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해석에서는 하단고정체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해 총 4 개인 안내관

에서 각각의 연결부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5560 N(1,250 lbs)의 1/4를 고려하면

된다.

(마) 이물질 여과기능

기존 원통형 핵연료의 연료봉에 대한 이중냉각 연료봉의 가장 큰 특징은 연

료봉 내부로 냉각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료봉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

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물질 여과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하단고정체에 이물질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이물질 여과격자체를 하단고정체



- 28 -

노형 회사명 연료명 배열
피복관

두께

연료봉

외경

두께/외경

비

PWR

KNFC

OFA 14 0.62 10.16 0.061
KSFA 16 0.63 9.7 0.065
PLUS7 16 0.57 9.5 0.060

ACE7 16
17

0.57
0.57

9.14
9.5

0.062
0.060

Mitsubishi 14
15

0.62
0.62

10.72
10.72

0.058
0.058

와 연료봉 사이에 설치하는 방법 또는 연료봉 하단 봉단마개에 이물질 여과기능을

갖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물질 여과장치 또는 여과격자체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고 선행연구로 수행하였던 신형핵연료개발과제에서 고안된 것으

로 성능이 입증된 여과장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연료봉구조 관련 기술현안

(1) 피복관 및 연료봉

(가) 외부피복관 두께

이중냉각 핵연료 연료봉의 바깥 피복관의 지름은 기존의 원통형 핵연료보다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료봉과 같이 압력을 받는 두께가 얇은 관

의 설계에서 응력관점의 건전성유지를 위하여 관두께는 관 지름에 비례하여 증가시

키게 된다.
OPR-1000 노심에 양립성을 갖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바깥지름이 기존

의 9.5 mm로부터 15.9 mm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중냉각 핵연료의 외부 피복

관 두께를 상용 핵연료 피복관 최소두께인 0.57 mm보다 크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핵연료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는 피복

관 두께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나 방법론을 적용한 경험

이 없다.
현재 중수로 핵연료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핵연료를 조사

하였을 때, 피복관의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은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0.058 ~ 0.069의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0.060의 비율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0.060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15.9 mm 지름의 외

부 피복관 두께는 0.954 mm가 된다. 이 경우, 개념설계에서 내부 피복관의 바깥지

름을 9.0 mm로 하였으므로 표 3과 같이 소결체 부피가 20.16% 줄어든다.

표 2. 기존 상용 핵연료의 피복관 두께(출처: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Sep. 
2006,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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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57 9.5 0.060

ENUSA
Lo-lopar 14 0.62 10.72 0.058
MAEF+ 17 0.57 9.5 0.060

AREVA NP

Mk-B 15 0.635/0.6 10.9/10.6 0.058/0.057
Mk-BW17 17-12' 0.57 9.5 0.060

AFA 3G

14
15
16

17-12'
17-14'

18

0.62
0.62
0.725
0.57
0.57
0.64

10.72
10.72
10.75

9.5
9.5
9.5

0.058
0.058
0.067
0.060
0.060
0.067

AGORA A 17-12'
15

0.57
0.635

9.5
10.77

0.060
0.059

       7H
AGORA 7HL
        7HE

17-12'
17-14'

17-13.8'

0.57
0.57
0.57

9.5
9.5
9.5

0.060
0.060
0.060

HTP

14
15
16
17
18

0.725
0.725
0.725
0.61
0.64

10.77
10.75
10.75
9.55
9.5

0.067
0.067
0.067
0.064
0.067

Westinghouse ROBUST 17 0.57 9.5 0.060

Westinghouse 
CE

14
16

0.66
0.635

11.18
9.7

0.059
0.065

System 80 16 0.635 9.7 0.065

Westinghouse/
ENUSA 
alliance

RFA900 17 0.57 9.5 0.060
RFA900 Zirlo 17 0.57 9.5 0.060

RFA1300 17 0.57 9.5 0.060
RFA1300 Zirlo 17 0.57 9.5 0.060

Upgrade 15 0.62 10.72 0.058
RFA-2 17 0.57 9.5 0.060

RFA-2 XLR 17 0.57 9.5 0.060

Performance+ 16
18

0.725
0.64

10.75
9.5

0.067
0.067

NFI
14
15
17

0.66
0.66

0.57/0.64

10.72
10.72

9.5/9.5

0.062
0.062

0.060/0.067

BWR

AREVA NP

ATRIUM 10A or 
B 10 0.605 10.05 0.060

ATRIUM 10XP 10 0.62 10.28 0.060
ATRIUM 10XM 10 0.62 10.28 0.060

Westinghouse

SVEA-96 Optima 4X
(5X5-1) 0.63 9.62/10.3 0.065/0.060

SVEA-96 Optima2 4X
(5X5-1) 0.605 9.84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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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India)

LEU 6 0.87 14.3 0.061
MOX 6 0.87 14.3 0.061

NFI NFI 9X9B 9 0.70 11.0 0.064
GNF 9X9A 9 0.71 11.2 0.063

VVER

Mashinostroi-
telny zavod

VVER 440 Serial HEX 0.63 9.1/9.07 0.069/0.069
VVER 440 Serial 

U-Gd Fuel HEX 0.63 9.1/9.07 0.069/0.069

VVER 440 
Advanced CFA HEX 0.63 9.1/9.07 0.069/0.069

VVER 1000A HEX 0.63 9.1 0.069

Westinghouse
440 HEX 0.55 8.9 0.062

Vvantage 6 1000 HEX 0.57 9.14 0.062

RBMK Mashinostroi-
telny zavod

RBMK-1000 Circular 0.85 13.63 0.062
RBMK-1500 Circular 0.85 13.63 0.062

표 3. Volume decrease of annular pellet due to the outer cladding thickness increase 
from 0.57 mm to 0.954 mm (outer diameter: 15.9 mm)

외부피복관

두께/외경

(mm)

내부피복관

두께/외경

(mm)

피복관과 소결체

간격(내/외부 동일)
(μm)

소결체

외경/내경

(mm)

소결체 부피

(mm3)

0.57/15.9 0.57/9.0 65 14.63/10.27 852.66
0.954/15.9 상동 상동 13.862/10.27 680.80

주) 소결체 부피의 계산에서 높이를 10 mm로 가정함.

소결체 부피의 감소는 연료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내부 피복관의 치수 및

외부 피복관의 바깥지름을 유지할 경우 두께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

수로연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가 적용되지 못하고

감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

(나) 내부 및 외부피복관 신장 차이

원자로 내에서의 연소 중 연료봉은 열적, 조사적 현상으로 연료봉의 길이가

신장하게 된다. 이때 신장량은 모든 연료봉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연료봉 단

연소도의 차이, 재료의 불균일성 등과 같은 매우 복잡한 요인에 기인한다. 같은 이

유로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내부와 외부피복관의 신장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

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외부피복관 신장량이 다르면 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용접

부에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연료봉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료봉 구조건전성 관점에서 허용가능한 신장량 차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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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체유발진동에 따른 구조건전성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유로는 축류에, 외부유로는 축류와 횡류가 혼합된 유

동조건에 놓임에 따라 유체유발진동현상이 매우 복잡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체유발에 의한 연료봉 진동진폭이 과대할 경우 연료봉 구조건전

성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유동에 의한 내부 관의 좌굴안전성을 평가하고, 4가지 유체유

발진동발생 기구 중 3가지, 즉 와류여기(vortex shedding), 음향공진(acoustic 
resonance), 유체탄성 불안정(fluidelastic instability)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및 개발

1. 지지구조체

가. 설계방안 및 결과

(1) 기술현안 해결 및 검증

(가) 연료봉 사이 간격감소

1) 해결방안

앞서 기술현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료봉과 인접 지지격자판 사이의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상용 핵연료집합체에서와 같이 연료봉 단면의 중심선 위치

에 스프링 또는 딤플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중

냉각 연료봉의 셀 내부에서 스프링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각선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료봉과 내부 격자판의 교차

점 사이 거리(d)는 다음과 같다.



·
  (4)

따라서 대각선 방향에 스프링을 위치시킬 경우 기존의 16☓16 핵연료집합체

에서의 인접 거리인 1.42 mm 보다 약 2.67배 정도 넓은 간격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각선 위치 혹은 이와 유사하게 지지격자판의 교차점에 가까운 위치에 스프

링 및 딤플을 위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각선

위치에 스프링 및 딤플을 위치시킬 경우 열수력적 단면적을 최소로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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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상의 스프링을 가지더라도 대각선 방향의 열수력적 단면적을 최소로 하지

않으면 압력손실 등의 열수력적 인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 및 딤플

을 설계할 때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보

지지구조체를 고안하였다.

2) 기존 지지격자체 개념의 지지구조체

가) 삽입형 지지격자체[1]

일반적인 지지격자체와 같이 수평 격자판과 수직 격자판을 서로 교차시켜 일

정한 크기의 격자체를 형성한 다음 연료봉을 기존 격자판의 수직방향으로 지지하지

않고 격자판의 교차점에서 대각선방향으로 지지하기 위해 교차부에 스프링 또는 딤

플이 형성된 독립적인 구조물(사각, 원형, 마름모 등)을 삽입하여 연료봉을 지지하거

나 교차부 삽입물 자체의 강성을 이용하여 연료봉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이때 지지부는 지지격자체 격자판 교차점에 여러 기하학적 형상의 삽입물을

조립하여 연료봉을 지지하게 되는데 격자판 간의 교차점과 격자판과 삽입물 사이의

교차점에는 용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 간을 고정한다. 본 과제에서는 삽입물

의 형태로서 원통형을 선정하여 상세설계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레이저 용

접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에는 원통형 삽입체를 이용한 삽입형 지지격자체의 개

념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원통형 삽입체를 이용한 삽입형 지지격자체 개념도.

나) 중심이동형 지지격자체[2]

지지격자체의 연료봉 지지부가 단위 격자판의 세로 중심선에서 부수로 중심

방향으로 이동되며, 지지부의 형상으로서 반구 또는 타원 형상으로 돌출되거나, 외

팔보형 판스프링 형상으로 되거나, 또는 단위 격자판의 세로 변을 따라 반 실린더

형상으로 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단위 격자판의 전면과 배면에 대칭적으로 반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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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돌출시킨 지지격자체와 외팔보형의 지지격자체 2 종을 상세설계하고 제작도면

을 작성하였다. 한편 지지격자판의 교차점에는 레이저 용접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2 및 3에는 각각의 개념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반구형 돌출부를 이용한

중심이동형 지지격자체 개념도.

그림 4. 외팔보형 지지부를 이용한

중심이동형 지지격자체 개념도.

다) 적층형 지지격자체[3]

적층형 지지격자체의 기본 개념은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좁아진 연료봉과 지지격자체사이에 스프링 및 딤플을 형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형

성이 용이한 부수로에 파형의 단일 격자판을, 안내관 및 계측관을 고려하여, 형성하

고 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하나의 단위 지지격자체를 구성한 후 형성된 부

분집합체를 90°도로 회전시켜 하나씩 적층하여 하나의 지지격자체를 형성하는 방법

이다.

적층형 지지격자체의 장점은 기존의 연료봉에 비해 외경이 증가하고 인접봉

사이의 간격이 현저히 좁아진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

른 연료봉의 진동특성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

히 단위 지지격자체의 배열 및 적층을 이용한 구조는 격자판에 형성할 수 있는 스

프링 및 딤플의 개수 및 형상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지격자체

개수 및 위치 또한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다. 특히 배열 및 적층을 이용하여 냉

각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를 배제함으로써 열수력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연료봉사이의 좁은 간격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동시에 단위 지지격자체간

의 적층에 의한 결합은 지지격자체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단위 지지

격자체는 8개의 부분 격자판으로 구성되며 조립이 완료된 적층형 지지격자체의 개

념형상을 그림 4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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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층형 지지격자체 개념도.

라) 와이어형 지지격자체[4]

와이어형 지지격자체의 내부구조는 이중냉각 핵연료와 같이 연료봉의 외경

이 기존 연료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봉간 간격은 극히 좁아서 기존의 상용 지

지격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중심부에 볼록부를 갖는

다수의 와이어를 방사형으로 묶고, 이들을 다시 구조적으로 결합시키는 와이어지지

구조체를 이용하여 단위 스프링을 형성하며, 단위 스프링의 상하단의 결합기에서

연결격자 판의 교차점에 고정하여 전체 지지격자체 내부구조를 형성시키는 방식이

다. 묶여진 단위스프링에서 봉과 마주보는 와이어들의 한 측면인 제1 연료봉 지지

부가 직접 봉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와이어지지구조체는 와이어의 이동을 방

지하고, 구조적인 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 와이어형 지지격자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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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링 형상의 와이어 지지구조체에 conformal한 제2 연료봉 지지부를 형

성시켜, 와이어지지구조체의 네 모서리 사이의 연료봉을 바라보는 면에서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지지격자체를 구성한 궁극적인 이유는 좁은 부수로에

서 유로의 가림단면적을 최소화시켜 핵연료로서의 열수력적 성능향상에 기여하고,

연료봉을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지지하기 위함이며, 연료봉의 유동유발진동에 의한

프레팅마멸손상 저감 및 핵연료 압력손실 저감 등의 이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에는 와이어형 지지격자 내부구조와 격자체의 개념을 도시한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지지격자체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핵연료에 비

해 심각하게 좁아진 연료봉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연료봉 지지부 형성에 많은 제

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는 연료봉 지름의 증가를 피할 수 없

으므로 핵연료집합체 외곽의 치수가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지격자판이 연료봉 사

이에 위치하게 되면 지지격자판으로부터 연료봉 지지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지지격자판 두께만큼 냉각수 유로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격자체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연료봉 지지구조

체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지구조체를 기존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핵연료 지지격자체가 만족하여야 하는 설계요건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중 특히 인접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 면 제공, 충격강도 및 연료봉

신장허용 요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요건을 만족하는 새

로운 개념의 ‘다공판 지지구조체’를 고안하였다.

3) 신 개념 지지구조체

가) 다공판 지지구조체[5]

핵연료 연료봉 지지를 위해 종래에는 길이가 긴 연료봉을 일정 스팬에서 지

지격자를 구성하고, 이 지지격자에 형성된 지지부들과 연료봉들 간의 마찰력으로

연료봉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지지격자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연료봉 간의 간격이

약 1.0 mm 정도로 좁아지는 이중냉각 구조의 핵연료에 있어서는 종래의 격자판 중

앙에 지지부(스프링 및 딤플)를 성형하고 이 지지부들과 연료봉 간의 마찰력으로 봉

을 지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지지개념과는 다른 지지구조체의 필요

성이 대두되게 되고 이를 위해, 박판에 많은 수의 구멍을 가공하고 이 구멍들과 연

료봉 간의 연결에 의해 봉을 지지할 수 있는 다공판 지지구조체를 고안하였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내부피복관과 외부피복관의 이중 관 구조를 이루고

따라서 냉각수의 유동을 위한 부수로가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내부 수로에서의 유동은 세장비가 큰 내측 관에서도 유동유발 진동을 일으

키게 되고 이로 인해 내측 관의 진동변위가 커짐으로 인해 연료봉의 지지 건전성을

상실하게 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러한 연료봉 내부수로에서 냉각수의 유동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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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체가 유동하는 관의 진동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 진동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진동으로 인한 봉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공판 지지구조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박판에 다수의 구

멍을 가공하고, 이 구멍과 연료봉 봉단마개들과의 기계적 연결 및/혹은 용접을 통

해 연료봉 간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도 봉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구조체를 도출하고

자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다공판 지지구조체는 이중냉각의 내부피복관이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로만 지지되어 세장비가 큰 연료봉의 유동유발 진동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다수의 내부피복관 지지부를 제공해 줄 수 있

다.

또한 고안한 다공판 지지구조체는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 기준에 따른 내

진 설계기준을 0.3g로 상향 조정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한 충격강도의 확보로 보다

건전한 구조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래의 지지격자체는 박판이 연료

봉의 길이방향을 따라 구성되고 이들 박판들을 서로 용접으로 체결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측면에서 충격하중이 가해질 경우 과도한 소성변형에 의한 제어봉 삽입

경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경우 연료봉의 길이 방향이 아닌 횡 방향으로

판을 구성하게 되므로 측면에서 충격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 다공판 지지구조체가

연료봉과 일체가 되어 강체운동을 하게 되어 충격강도가 종래 지지격자체에 비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따라서 지진하중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보다

건전한 구조적 건전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상세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다.

판의 두께가 얇은 박판을 연료봉 길이방향에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이 박판에

연료봉의 외경에 해당하는 유로구멍을 가공한다. 이 유로구멍은 그림 6과 같이 이

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피복관 외경에 해당하는 크기로 단을 이루고 있어 연료봉의

외주 면을 다공판에 삽입하고 상부와 하부의 다공판 지지구조체 간에 용접을 하여

전체 집합체를 이루도록 하였다.

연료봉 주변 부수로를 구성하는 유로구멍은 이중냉각 연료봉의 외부피복관

직경과 동일하게 하고 그 주변의 두 대각선 방향으로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피복

관 직경과 동일한 작은 유로구멍 네 개가 하나의 부수로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

한 안내관 주변의 부수로는 연료봉의 부수로와는 달리 타원의 장축과 단축을 갖는

유로구멍 네 개로 부수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연료봉도 종래의 단일 연료봉과 달리 다공판 지지구조체를 채택하는 경

우 봉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수로 분할하여 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분할 연료봉은 다공판의 구멍을 이용하여 고정되며, 봉의 조사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외곽에는 핵연료의 장입 및 인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 탭 및 냉각수의 혼합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유동 혼합 날개가 번갈아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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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 탭 및 유동혼합 날개를 갖는 외곽의 네 모서리는 서로

접촉되고 이 접촉된 부분을 용접함으로써 하나의 다공판 지지구조체를 구성되게 하

였다. 이 다공판 지지구조체는 단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구성목적에 따라 상부와

하부 다공판 지지구조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서로 용접함으로써 한 쌍의 지지구조체

를 구성하여 연료봉을 지지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다공판 지지구조체는 내측 피복관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료봉 내측 수로를 통해 유동하는 냉각수에 의해 봉이 과

도하게 진동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연료봉과 접촉하는 지지부의 미끄럼 혹은 충격

하중으로 인해 프레팅마멸이 발생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감함으로써 연료봉의 손상

에 의한 원전 가동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연료봉 삽

입구멍과 부수로 구멍배열을 개략적인 형상 및 개념도를 각각 그림 7 및 8에 나타

내었다. 이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밑판과 측면 판의 두께는 본 과제의 종료 후 상세

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본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6.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구성 개략도.



- 38 -

그림 7.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구멍

배열. 그림 8. 다공판 지지구조체 개념도.

나)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6]

종래의 지지격자체와 같이 박판으로 이루어진 지지격자체에 격자 스프링과

딤플과 같은 지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는 구조적 강도와 열수력적 성능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울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 판 사이

에 직경이 가는 와이어나 얇은 관을 서로 엮어 트러스 구조로 만들고, 이 엮어진

트러스를 외부 판과 접합시켜 기계구조적 강도가 제고됨과 동시에 열수력적 성능도

크게 개선한 지지구조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연료봉을 트러스 구조 자체로 지지할 수도 있으며, 서로 꼬인 와

이어나 얇은 관에 냉각수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혼합날개에 의한 열수력적 성능 제

고보다 더 우수한 열수력적 성능 개선을 제공하는 지지구조체이다. 트러스로 보강

한 지지구조체는, 종래의 내부 판 대신에 그 직경이 가는 와이어나 내경이 상당히

작은 관을 복수 개로 서로 엮어 단위 트러스 구조를 이루게 하고, 이를 적절한 방

법으로 서로 접합한다. 이렇게 구성된 트러스 구조물을 일정한 패턴을 이루게 하고,

이 트러스 구조와 외부 판을 서로 접합시켜 트러스 구조로 보강한 지지구조체를 구

성하게 된다.

이들 트러스 구조는 연료봉의 외경을 둘러싸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며, 트러스

구조 내부에는 연료봉이 삽입되지 않고, 단순히 지지구조체의 기능인 측면에서의

충격 저항성 제고 및 열수력적 성능 제고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개념의 실시 예를 그림 9에 나타내었듯이 단위 트러스 구조가 원 기둥 형

상의 트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로 엮인 형상은 사면체(tetrahedral)를 기

준으로 하고 있다. 이 트러스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직경이 가는 와이어로 구성할 수

도 있으며, 와이어가 아닌 가는 관을 동일한 형상으로 엮어 동일한 트러스 구조를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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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 개념도.

하지만, 이 단위 트러스 구조는 사면체뿐이 아닌 다양한 형상의 트러스 구조

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연료봉을 트러스에 삽입 또는 삽입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

서도 다양한 형태의 트러스 구성이 가능하다.

트러스 구조는 이렇게 직경이 가는 와이어나 가느다란 관을 서로 엮고 이를

단 번에 브레이징(brazing)과 같은 공정을 통해 서로 결합시키므로 박판을 서로 끼

우고 접촉하는 부분을 용접하는 것에 비해 공정이 대폭 단축된다. 여기서 직경이

작은 와이어나 가느다란 관은 그 목적, 예를 들면 냉각수 혼합이나 측면에서의 충

격강도 제고 혹은 연료봉 지지성능의 제도 등,에 따라 단위 와이어나 관의 다양한

선택이 자유롭다.

이때 이 와이어나 관의 형상은 원형 뿐 아니라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 다양한

형상의 단면을 갖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성한 트러스 구조를 외부 판과

2차로 브레이징함으로써 종래 지지격자를 채택한 핵연료집합체와 혼합노심을 구성

하게 될 때 인접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면을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트러스 구조와 안내관과의 결합은 트러스에 안내관 외경에 해당하는 절

개부를 형성하고 이 절개부에 원통형 슬리브(sleeve)를 삽입하고 이 슬리브와 안내

관과를 레이저 용접함으로써 전체 골격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계구조적인 기능 외에 와이어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는 구조체의 상

류로부터 유입된 냉각수의 혼합성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축 방향 높이에서

냉각수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것은 종래 지지격자가 박판의 윗부분 -즉 냉각수의

하류-에 성형한 혼합날개를 통해 냉각수와 부딪히게 하고 냉각수의 흐름을 바꿔 냉

각성능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비교적 낮은 혼합날개는 핵연료의 축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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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합흐름 강도가 급격하게 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와이어로 구

성한 지지구조체는 여러 개의 와이어로 엮인 트러스 구조에 냉각수의 흐름이 변하

게 되어 종래 지지격자체에 비해 혼합성능이 제고될 뿐더러 이러한 흐름강도가 상

대적으로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게 된다.

(나) 지지부 특성

1) 해결방안

현재까지 핵연료 설계자료에서는 연료봉 무게에 따른 스프링력 산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며 기존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최소 스프링력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최소 스프링력을 계산하기 위한 스프링 상수, 허용 스프링 변위에 대

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각

셀 당 최소 스프링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우선 Combustion Engineering사의 설계자료에서는 BOL에서 16x16 연료봉 지지

력에 대한 설계한도가 2 N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중냉각 연료봉의 무게

비를 고려하여 BOL의 설계한도를 3.54(=2×1.77) N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최소

스프링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12x12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지지격자의 개수가 기존

16x16 배열과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각 셀 당 스프링력을 산출하였다.
만약 지지격자체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경험적 설계 한도인 3.54 N에 대한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계한도를 7 N으로 설정하면, 

 ××min . (5)

최소 스프링력(Fs,min)은 33.3 N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0.3은 경험치에 따른

BOL까지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스프링 마찰력 감소이며, 0.7은 온도 증가에 따른

감소된 탄성계수(Elastic modulus)에 따른 스프링 상수의 감소량이다. 즉,

 


 


 × (6)

여기서 최소 스프링 변위를 0.65mm로 가정하면 스프링 상수는 다음과 같다.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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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험상 수치인 연료봉과 지지격자 사이의 열팽창 및 냉각수 압력차이로

인한 스프링의 변위를 0.05 mm, 연료봉의 Creep Down에 의한 이완을 0.15 mm로

가정하면 전체 스프링 이완은 0.2 mm 이므로 최소 스프링력은 35.86 N/mm x 0.45 
mm = 16.137 N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은 허용한도 값으로 설정한 7 N에 비해 크므

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지지격자의 개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면 최

소 스프링력은 두 배인 32.274 N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연료봉이 장착

될 때 설계상의 스프링 이완거리, 형상에 따른 스프링 상수 값에 따라 변하므로 제

안될 지지격자의 스프링 및 딤플 형상에 대한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계수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검증시험 및 해석

외부 피복관 직경증가가 필수적인 이중냉각 핵연료를 지지하기 위해 개발 중

인 지지구조체의 특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최적

의 지지구조체 형상 및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시험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된 지지구조체의 지지특성 검

증과 함께 연료봉 장입 및 인출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기

본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험기 설계단계에서 이를 수용

하여 제작하였다. 수행된 검증시험결과는 지지구조체 시험편 제작 전에 수행한 해

석결과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가)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기 개발

① 시험기 개발 목적

제안된 지지구조체의 스프링 및 딤플의 특성과 연료봉 장입/인출력을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해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초기 설계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을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지지구조체 형상 및 특성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시험기 성능 요건

이중냉각 연료봉은 외부피복관 직경 증가와 함께 소결체 장입량이 변하므로

연료봉 하나의 무게가 변화한다. 특히 직경의 증가는 지지격자체에서 연료봉과 접

촉하는 스프링/딤플의 크기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작되는 시험기는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설계에서 도출된 치수를 검토한 결과로부터, 연료봉 하나

의 무게는 기존 연료봉 대비 약 1.9 배로 되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된 다

양한 형상의 지지구조체에 대한 특성분석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

다. 또한 스프링/딤플에 적용되는 하중의 크기 및 속도를 원활히 변화시킬 수 있어

야 하며 하나의 단품에서 실물크기인 12×12 배열의 지지구조체까지 모두 시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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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한편, 지지구조체의 지지력 특성이 과도할 경우 연료봉 장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안된 다양한 지지구조체에 따른 연료봉 장입/인출력을 상호 비교할 필요

가 있다. 본 과제에서 제작하고자하는 시험기는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시험을 충분

히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③ 시험기 상세 설계

특성 시험기를 설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하나의 단품에서 12×12 배열의 지지구조체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지구조체에 적용되는 하중 부가속도를 충분히 조절 할 수 있을 것

- 지지구조체 내 지지부(스프링/딤플)의 위치에 무관하게 실험을 수행할 것

- 하중 인가방향은 연직방향을 유지할 것

- 측정된 데이터가 기존의 범용 장비에서 측정된 결과와 연계성이 있을 것

- 연료봉 장입/인출력 시험을 간단한 치구 교환만으로 가능할 것

기본적인 시험기의 골격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DAS
가 구조에 장착되어 간결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직경 12 mm 볼 스크류

를 장착하여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과정에서 발생할 가능한 Backlash 오차를 최소화하

였다. 본 시험기에서 발생하는 Backlash 오차의 크기는 1 ㎛/300 mm 이며 이 값은

시험과정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직경 30 mm
의 연마봉을 두 축으로 사용하여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억제하는

동시에 연직방향으로의 누름판 이송을 원활히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0.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 개략도.

 

그림 11.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사진).

시험기의 상세구조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구동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누
름판과 하판에 시편을 장착하고 모터와 연결된 볼스크류가 회전할 때 누름판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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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서 하중을 지지구조체에 전달하며, 일정한 변위만큼 이동한 후 다시 원위치

로 돌아온다. 이때 발생한 하중, 변위 및 속도는 실시간으로 DAS에서 획득하게 되

며 이 결과를 분석하여 지지구조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작된 시험기의 형상을 그

림 11에 나타내었다.

④ 시험 변수 측정 및 DAS 구축
지지구조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된 하중 및 변위와 함

께 하중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로드셀, LVDT 및 큰 하중을 수

용할 수 있는 정밀 스테핑 모터가 필수적이다. 본 시험기에서는 상용으로 공급되는

로드셀(모델: Bongshin CDES-100)과 LVDT(모델: Vishay HS-25)를 사용하였고 스테

핑 모터(모델: Oriental motor SCK296AP)와 모터제어기(모델: VEXTA SC8030J-U)를
적용하였다.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DAS 설치 공간에 하중 및 변위 센서 앰프와 모

터 제어기를 설치하였으며 내부에 소형의 USB형 DAS (NI USB 6009)를 장착하여

신호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하중, 변위 및 모터의 속도는 실

시간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이를 범용 DAS 프로그램인 LabVIEWⓇ를 이용하여 자체

개발하였으며 구축된 DAS의 순서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3. DAS의 순서도.

         

그림 13. 표준 분동(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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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로드셀 및 LVDT 교정

시험기 제작을 완료한 후 로드셀 및 LVDT의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로드셀
의 교정은 그림 13과 같이 정밀분동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교정결과를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교정결과로부터 센서의 하중민감도는 거의 완전한 선형 기울기(R=1)
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로드셀 출력의 보정값은 48.3793 N/V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14.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 로드셀 교정결과.

 

그림 15.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 LVDT 교정결과.

또한 LVDT의 교정결과 또한 거의 선형 기울기(R=0.99985) 값을 보였다. 결과

로부터 LVDT의 출력 보정값은 그림 15와 같이 0.735667 V/mm의 값을 가져 자체

제작한 DAS 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그림 16은 LVDT의 교정에 사용한 자체 제작

된 교정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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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LVDT 교정장치.

나) 시험방법

① 시편 제작 및 설치

이중냉각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격자체로서 현재까지 스프링/딤플 5 종
의 형상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수의 형상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시험기에서 다양한 형상의 지지격자체의 특성시험을 수용하기 위하여 그림

17과 같이 하판에 20 mm 간격으로 6×9 개의 M4 나사탭을 설치하여 간단히 치구를

이용하면 여러 형상의 지지격자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시험이 수행될

지지격자체의 위치는 누름판에 부착된 로드셀의 연직방향 아래에 중심을 두어 설치

된다.

그림 18. 지지격자체 혹은 단품 스프링 및 딤플 시편설치용 M4 나사탭.

시험기에 설치된 지지격자체의 개념도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누름

판의 높이를 조절하면 단품의 지지격자 스프링/딤플 시편도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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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지지격자체 시험방법 개념도.

② 접촉점 조절

서로 다른 형상 및 위치를 가지는 스프링/딤플로 구성된 지지격자체는 초기

연료봉과의 접촉점이 서로 다르다. 또한 설치를 위해 제작된 치구의 형상도 달라져

야 하므로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접촉점의 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초기 접촉점의 위치는 하판에 위치한 M4 구멍을 기준으로 지지격자체를 설치

한 후, 시험하고자하는 지지격자체에 연료봉을 삽입한 다음, 연료봉과 로드셀을 연

결하는 치구의 높이를 조절한다. 이때 치구의 높이는 모터의 회전으로 조절이 가능

하며 시험준비가 완료되는 위치에 오면 로드셀과 연료봉을 치구를 이용하여 고정한

다. 이때 로드셀의 신호를 관찰하여 접촉점을 다시 한 번 미세하게 조절한다.

③ 시험조건 입력

시험을 위한 점촉점 조절이 완료되면 시험조건을 입력한다. 시험조건의 입력

은 그림 19의 모터 제어기에서 모터의 회전속도, 회전량(누름변위), 회전방향을 방

향키, mode키 및 set키를 이용하며, 참고로 모터의 1회전에 따른 수직방향의 변위는

6 mm이다.
이에 따라 모터의 최소 회전각은 한 스텝 당 0.9 이〫므로 이론적인 최소 수직

방향 분해능은 6 mm/400 (즉, 360 /〫0.9〫= 400) = 0.015 mm (= 15 ㎛)이다. 이 값은

변위센서에서 검출된 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값을 이용하여 회전량을 조

절할 수 있으며 모터 제어기에 입력된 값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원점으로 복귀하

므로 지지격자체 특성곡선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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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모터제어기 상세 설명도.

④ DAS 프로그램 설정

그림 20에 지지격자체 특성 시험을 위해 개발된 DAS 프로그램의 작동방법을

상세히 나타내었다. 본 프로그램은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하중, 변위 및

모터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실험하는 동안 하중 및 변위에 따른

특성곡선을 바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 저장되는 파일

의 위치와 이름을 설정하고 하중 및 변위센서의 출력값을 영점조절하면 시험에 대

한 준비가 완료된다. 

그림 20. 구축된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 DAS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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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4×4 지지구조체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시편이 설치된 모습.

다) 시험기 개발 결과 요약

이중냉각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형상의 지지격자체의 특성

을 신속히 검증하기 위하여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를 제작하였다. 본 시험기는 단

품단위의 지지격자 스프링 혹은 딤플에서부터 12×12 full size 지지격자체까지 시험

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며 특히 스프링 및 딤플의 위치가 연료봉 직경증가에 따

라 변화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하중 정밀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여 하중인가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으며 시험과정동안 하중 및 변위 신호를 실시간으로 획득이 가능하도록 DAS 프로

그램을 자체 제작하였다. 시험기 성능시험 중 로드셀 및 LVDT 교정결과로부터 신

호의 정밀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시험기를 이용하여 현재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 지지구자체의 후보모

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최적

의 특성을 가지는 지지격자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은 제작 완

료된 특성시험기에서 4x4 지지구조체 시험을 위한 시편이 설치된 모습이다.

라) 시험 및 해석 결과

① 4x4 지지구조체 특성시험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는 지지구조체 중에서 그림 22와 같

이 외팔보형, 돌출형 및 삽입형 4x4 지지구조체에 대한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
험은 제안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외부 피복관 직경과 동일한 더미 연료봉을 그림 23
과 같이 삽입한 후 각 위치에서 최대 30 N의 하중을 인가하면서 각각 5회 시험을

수행하여 각 부분에서의 하중-변위 곡선을 구하였다. 하중을 인가한 위치는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하여 두 측면 및 내부로 이어지며 인가방향은 화살표와 같다. 본 실

험에서는 4곳에서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중 인가에 따른 지지구조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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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여 모서리 및 두 측면에서만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서리에서 수행한 대

표적인 결과를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3. 4×4 지지구조체 시험편(좌측부터 외팔보형, 돌출형 및 삽입형).

그림 24. 4×4 지지구조체에서 하중인가 위치 및 방향.

그림 25. 지지구조체 형상에 따른 대표적인 특성변화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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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치에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산출된 강성 값은 30 N
이하의 하중에서 선형성을 보이는 구간의 기울기를 산출한 결과이며 실험과정에서

선형성의 판단이 어려운 오차가 발생한 결과는 배제하였다.

형상 위치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5차 시험 평균값

외팔보형

0 63.4 64.6 78.6 84.9 78.7 74.0

1 68.6 66.7 70.7 69.7 - 68.9

2 - 83.9 83.6 84.2 79.1 82.7

돌출형

0 1101.6 1058.8 1078.0 1120.5 1057.4 1083.3

1 1039.5 1437.6 - - 1504.1 1327.1

2 1337.4 1435.5 1436.9 1417.0 1445.0 1414.4

삽입형

0 1174.9 1277.0 1300.2 1360.5 1354.3 1293.4

1 1521.3 1737.9 1916.9 1880.0 1976.0 1806.4

2 2608.5 3376.6 3912.2 3775.9 4083.0 3551.2

표 8. 4×4 지지구조체 특성 시험결과 요약(단위: N/mm) 

결과로부터 시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성값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모

든 시편조건에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연료봉과 접촉하는 스프링/딤플의 소성변형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강성값이 크게 변한 것으로부터 연료

봉 더미 시편을 삽입한 후 특성 시험을 수행하게 되면 인접 연료봉의 영향이 나타

나 강성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지지부 하중-변위 특성 해석결과

Data Summary에 의하면 이중냉각 연료봉 하나의 무게는 Release-1에서 4.716 
kg, Release-2에서 4.899 kg, Release-3에서 4.887 kg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부피복관의

바깥지름은 15.9 mm로 동일하나 내외부 피복관의 두께 및 내부피복관의 지름이 변

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결체의 치수 및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Release-1에
대해 Release-2에서는 외부피복관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내부피복관의 안지름이 감

소하였고 Release-2에 대해 Release-3는 내부피복관의 안지름과 두께가 증가하였다. 
이는 피복관의 좌굴안전성과 우라늄 양의 증가가 필요한 데에 기인하였다. 결론적

으로 이중냉각 연료봉 지지력 설계관점에서 연료봉 하나의 무게를 보수적으로

4.899 kg으로 고려하였다.
앞에서 연료봉 사이의 간격 감소로 인해 고안한 지지격자체들에 있어 하나의

셀 내에 있는 지지부의 개수는 지지격자체 형상에 따라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하나

의 지지부에서 요구되는 연료봉과의 접촉하중을 일괄적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지지격자체 한 셀 당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하중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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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핵연료집합체에 사용하는 지지격자체의 개수를 n이라 하면 한 개의

셀이 연료봉 지지를 위해 담당하게 되는 하중 F는, 지지부와 연료봉 사이의 마찰계

수를 0.3이라 가정할 때,

≥








(9)

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핵연료집합체 당 지지격자체의 개수는 9 ~ 11 개이므로

지지격자체 셀 당 지지부의 최소 접촉력 합은 14.55 ~ 17.78 N이 된다. 만일 삽입형

지지격자체와 같이 하나의 셀 내에 네 곳의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지부

당 최소 접촉력이 3.64 ~ 4.45 N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원자로 내의 온도조건인 32
0℃에서의 탄성계수 이완율을 상온 때의 70%라 하면 최소 접촉력은 5.2 ~ 6.36 N이

된다.
현재까지 고안된 3 가지 형상의 지지격자체의 경우, 셀 당 지지부 개수가 4 

개 이상이므로, 앞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지지부 당 접촉력의 최솟값을 6.36 N으

로 할 수 있다. 이 값은 기 제출한 개념설계보고서에 제시하였던 7 N과 거의 비슷

한 값이다.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지지를 위해 지지격자체 개념을 사용

할 경우 연료봉과 하나의 지지부 사이 접촉력의 최솟값을 7 N으로 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고안된 지지격자체 중 원통형 삽입체를 이용한 삽입형), 반구

형 돌출부를 이용한 돌출형 및 외팔보형에 대해 각각의 지지부 특성을 상용 유한요

소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지지격자체는

모형제작이 가능하도록 공차를 포함한 상세치수를 결정하였다. 
특성해석을 위해 사용한 유한요소로는 상대적으로 강성이 높은 연료봉을 강

체요소로, 연료봉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는 지지격자판과 스프링을 셀 요소로 모델

링하였다. 사용된 강체요소는 4-node Bilinear Quadrilateral Element인 R3D4이고, 셀
요소는 3-node Triangular General-purpose Shell Element인 S3과 4-node Doubly Curved 
General-purpose Shell Element인 S4를 사용하였다.

해석방법은 연료봉을 모사한 가상의 가중봉을 이중냉각 연료봉의 바깥지름과

동일한 15.9 mm인 Curved Plate로 모델링하여 가중방향에 위치한 스프링을 제외한

스프링들과의 간섭을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성곡선을 구하고자 하는 여러 형상

의 스프링과의 초기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중방향(y축)으로 0.5 mm 이동시켜 초

기 틈새를 모사한 후 반대방향으로 1.0 mm까지 이동시키면서 0.01 mm 단위로 변위

증분에 따른 반력을 구하였다.
결과로 얻은 특성곡선에서 Origin 프로그램의 Linear Curve Fitting 기능을 이용

하여 Correlation Coefficient가 99 %를 넘는 구간을 선형탄성 영역으로 채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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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기울기를 스프링의 강성으로 하였다. 각각의 해석결과를 그림 25~27에 나타

낸다. 또한 그림 28에는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나의 그래프로 도시하였으며

대표적인 결과를 표 5에 요약하였다.
이들을 서로 비교할 때, 원통형 삽입체를 이용한 삽입형, 반구형 돌출부를 이

용한 돌출형, 외팔보 지지부를 이용한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순으로 강성과 하중이

작아지며 특히 이들 값의 상호 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료봉

이 장입되었을 때의 변위까지 하중-변위 관계가 거의 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특성곡선.

그림 27. 돌출형 지지구조체 특성곡선.



- 53 -

그림 28. 원통삽입형 지지구조체의 특성곡선.

그림 29. 외팔보형, 돌출형 및 삽입형 지지구조체 특성곡선 비교.

지지구조체 형상 외팔보형 돌출형 삽입형

연료봉 장입시 간섭량 [mm] 0.32 0.20 0.09

연료봉 장입시 하중 [N] 9.3 85.0 93.1

선형부분의 강성 [N/mm] 30.2 415.2 1213.3

최대하중 [N] 23.2 249.4 306.7

표 9. 지지구조체 특성해석 결과 요약

한편 지지격자체 간의 강성 및 하중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향후 본 해

석방법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향후 프레팅마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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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도 연료봉 지지하중 및 강성의 차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3 종의 지지격자체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후보모형에 더하여 기존 핵연

료에 대한 분석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 형상이라 판단된다.

③ 시험 및 해설 결과 비교

3 종의 지지구조체 지지부에 대한 특성 시험 및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시

험에서 나타난 값이 해석결과에 비해 2~3배 이상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험

에서는 돌출형과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강성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해석 및 시험결과의 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4x4 지지구조체 시험편의 제작은 10개의 격자판을 각각 5개씩 교차시키고 교

차점에 대한 용접을 수행한다. 이때 제작공정의 오차로 인한 뒤틀림 현상이 발생

가능하여 시험 시 강성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료봉 삽입과정에서 외

팔보, 반구형 돌출부 및 원통형 삽입물에서 변형이 발생해야 하나 인접 격자판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중-변위 곡선의 초기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험결과가 해석결과에 비해 다소 큰 값

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구조체 형상에 따른 강성값의 변화경향을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료봉 인출력 특성분석

가) 인출력 시험기 수정

제안된 지지구조체의 특성과 함께 연료봉 장입 및 인출력 또한 중요한 검증

사항이다. 외경이 증가된 이중냉각 연료봉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지지하는 지지구

조체 셀 내부에서는 측면으로 중심이동된 스프링/딤플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

라 집합체에서 9~11개 정도의 지지격자체 내부에 연료봉을 삽입할 때 걸리는 하중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3종의 지지구조체에 대한 연료봉 장입/인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기의 치구부분을 그림 29와 같이 수정하였다.
인출/장입력 측정시 사용한 로드셀, 변위센서 및 DAS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

지구조체 특성시험기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앞 절을 참조할 수 있다. 제작된

지그의 특징으로는 현재 4x4 지지구조체 시험편은 가공 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중심

에 연료봉 삽입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연료봉 삽입과정동안 자체적으로 중심을 찾아

가도록 설계하였다.

나) 인출 및 장입력 측정결과

3 종의 4x4 지지구조체 시편을 시험대 바닥에 고정시킨 후 15.9 mm 연료봉

시편을 셀 내부에 일정 거리 삽입한 후 다시 인출하여 장입력을 측정하였다. 1x1 
셀 내부는 지지구조체 형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외팔보형 및 돌출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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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지구조체 상부에 중심이동된 스프링 형상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90° 
회전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측정된 마찰하중은 두 개의 피크를 가지는 반

면 삽입형의 경우 4곳의 모서리에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접촉하중이 서서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출 및 장입력의 측정은 지지구조체 스프링 형

상별로 각각 5회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인 결과를 그림 30에 나타내었다. 

그림 30. 인출 및 장입력 측정을 위해 제작된 치구의 개략적인 형상.

그림 31. 연료봉 장입 및 인출력 시험에서의 대표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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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같이 연료봉 삽입 및 장입력은 지지구조체 하중-변위 특성시험의 강성

값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외팔보형의 경우, 초기 접촉점에서 약 5 N 정도의 피

크 하중이 관찰되었으며 큰 변화 없이 진행하다가 아래쪽 스프링과 접촉하면서 9 
N 정도의 하중값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반구형상의 돌출형은 초기 피크 하중이 약 30 N까지 증가하나

급격히 감소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가 아래쪽 스프링과 접촉하면서 다시 30 N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부 스프링에서의 접촉하중의 급격한 감소는 반구형상

의 돌출형의 접촉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마찰하중이 작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삽입형 시험결과는 예상과 같이 초기 단계부터 서서히 증가하며 삽입된

깊이가 증가할수록 마찰하중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약 25 mm 삽입하였을

경우 최대 마찰하중은 약 44 N 값을 보이고 있다.

(다) 격자판 감소에 따른 충격강도

1) 해결방안

핵연료 지지구조체의 기능요건은 첫째, 연료봉이 횡 방향 및 축 방향으로 정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사고나 운전하중 조건에서도 연료봉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셋째, 냉각재의 혼합을 촉진하고 넷째, 정상운전 중이나 사고 시 제어

봉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안내관을 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로 운전 중 지지구조체에 가해지는 외부조건으로는 냉각수 유동에 의한

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의 진동, 열, 방사선 조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얇은 판상의

기계구조물이 건전성을 유지하기에 매우 가혹한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지지구조체

의 기본적인 기능이 연료봉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가혹

한 조건 하에서도 연료봉 지지부가 만족할만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즉 노내의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연료봉과 지지격자 지지부 사이의 마찰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시에는 지지부뿐만 아니라 연료봉 피복관

의 재질에 대한 기계적, 열적 특성과 조사거동을 고려하여 초기의 지지력을 결정하

며, 이것은 지지구조체 판의 두께와 지지부의 형상 및 치수를 최적화함으로써 달성

할 수 있다.

한편, 비정상 운전 시에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제어봉의 삽입경

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냉각수로를 이용한 열전달 기능의 저하와 연료봉의

파손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하중에 대해 지지

구조체의 기계적인 영구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구조적인 측

면에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지구조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예비설계한

지지구조체의 수치해석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현안으로서, 기존 OPR-1000용 상용 핵연료의 지지격자체가 16

☓16셀의 형상을 가져 이로부터 내부 격자판의 개수가 가로 및 세로 판 30 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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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게 되나,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지지격자체의 경우 현재의 설계를 반영할 때

12☓12셀을 갖게 되므로 내부 격자판의 개수가 22 개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격

자판 개수의 감소는 외부 충격하중에 저항하는 임계 좌굴강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건전성을 위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격자판 개수의 감소에도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해석적 방법

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석 방법으로서 지지격자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임계하중을 유한요소 해석

을 통해 얻었고, 이를 기존 지지격자체의 해석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격자판 개수의

감소에도 임계 충격강도가 상온, 0.3 g 설계기준인 약 28 kN 을 만족하는가를 평가

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해석은 explicit 코드로 구현되어 비교적 수렴속도가 빠

르고,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ABAQUS/explicit[7]를 사용하였다.

2) 검증시험 및 해석

지지구조체의 충격강도에 대한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크

기의 시편을 제조하고 이의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설계개념을 정립하는 단

계이므로 네 개의 셀을 갖는 모형시편을 제조하고 이의 해석을 통해 해석모델의 신

뢰성을 검증한 후 이의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지구조체의 상온 하에서

의 충격강도를 구하고자 하였다.

l 진자식 충격시험

▷ 충격시험기

지지구조체의 충격시험은 상온 및 운전온도의 조건에서 집합체 하나의 스팬

질량에 해당하는 충격해머를 일정한 초기각도로부터 지지구조체 시편에 충격을 가

하고 이때의 충격력 및 반발높이를 얻어 이전의 충격각도에서 얻은 충격력과의 비

교를 통해 지지구조체 시편에 좌굴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고 좌굴이 발생하기 이전

의 최대 충격력을 임계 좌굴하중으로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진자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시험 장치는 메인 프레

임, 충격해머, 전자석 해머 고정장치, 해머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 고온 로, 온

도 컨트롤러, 신호앰프, 시편 고정치구, 센서(가속도계, 힘 변환기) 및 데이터 수집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8]. 충격해머는 부분 격자체 한 스팬(span)에 해당하는 질량

을 가지며, 초기 정해진 충격각도로 전자석 해머고정치구에 의해 고정된다.

그림 32에 나타낸 충격해머는 4개의 연결봉(connecting rod)에 의해 머니퓰레

이터에 고정되게 되는데, 이것은 시편의 크기변화에도 최저점에서 격자체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 전후 및 해머의 길이를 가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면의 충격 팁

에 힘 변환기가 위치하며, 이 충격 팁과 해머의 질량부 사이에 가속도계가 나사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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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진자식 충격시험기의 구조.

Force Transducer
(PCB 202B)

Accelerometer
(PCB 353B03)

q

그림 32. 충격해머 및 센서위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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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은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격자체 시편을 브라켓으로 고정하며, 고

정치구의 전면에는 충격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한 평판이 있고, 이 평판은

네 개의 볼트로 고정된다. 또한 이 볼트에는 압축스프링을 내재시켜 외부의 충격하

중에 의해 시편에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충격 시 해머와 시편 간에 간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33. 지지구조체 시편 고정치구.

▷ 충격시험 결과

①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

격자판 교차부에 작은 직경을 갖는 원통을 삽입한 지지구조체의 진자식 충격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 셀의 수는 4☓4셀을 가지며, 안내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연료봉 셀로만 구성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편 번호
임계 충격각도

( o )

임계 충격속도

(m/s)

임계 충격력

(N)

원통 삽입형

1

2

3

4

5

9

8

8

8

7

0.361

0.321

0.321

0.321

0.281

4855.7

5556.0

4715.6

5929.5

4435.5

5098.5

표 10.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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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충격각도는 7°에서 9°의 범위를 가졌으며, 평균 임계 충격력은 5099 N으

로 나타났다. 시험을 수행하기 전 원통 삽입형 격자체는 용접 개소가 이전의 지지

격자에 비해 많고 격자판에 절개부가 없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큰 충격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진동시험을 위해 연료봉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성변

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통을 격자판에 용접한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따

라서 충격력이 예상보다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400 410 420 430 440 450

0

2000

4000

6000

8000
 No1
 No2
 No3
 No4
 No5

F(
N)

t(ms)

Cylinder Inserted Type

그림 35.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시편별 충격력 이력.

그림 34에는 각 시편별 충격력 이력 선도를 도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지지격

자체 좌굴이 발생하는 초기 충격각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을 나타내어 시편별 충격

시점 및 충격파형이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34의 결과로부터 원통삽입

형 지지구조체는 이전 지지격자와 그 기하학적 형상이 유사하여 충격력 유지시간도

약 5 ms 으로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가졌다.

② 반구형 지지구조체

격자판 자체에 반구형의 돌출부를 형성한 지지구조체의 진자식 충격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표 7에 요약하였다. 기하학적 형상은 원통 삽입형과 동일하다.

임계 충격각도는 5°에서 7°의 범위를 가졌으며, 평균 임계 충격력은 5164 N으

로 나타났다. 총 다섯 개의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고, 원통 삽입형 지지

구조체와 달리 시편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구형 지지구조체의 경우는 격자판에 절개부가 없으나 판이 서로 겹쳐지는

교차부의 용접이 이전의 지지격자와 동일하여 충격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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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번호
임계 충격각도

( o )

임계 충격속도

(m/s)

임계 충격력

(N)

원통 삽입형

1

2

3

4

5

5

7

6

7

6

0.201

0.281

0.241

0.281

0.241

5182.5

5509.3

4855.7

5649.4

4622.2

5163.8

표 11. 반구형 지지구조체의 충격시험 결과

그림 35에는 각 시편별 충격력 이력을 도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지지격자체

좌굴이 발생하는 초기 충격각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을 나타내어 시편별 충격시점

및 충격파형이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반구형 지지구조체도 이전 지지격자

와 그 기하학적 형상이 유사하여 충격력 유지시간도 원통 삽입형과 마찬가지로 약

5 ms 인 값을 가졌다.

400 410 420 430 44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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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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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No5

Vortex type

그림 36. 반구형 지지구조체의 시편별 충격력 이력.

③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격자판에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한 외팔 보 형상의 스프링을 성형한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진자식 충격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표 8에 요약하였다. 셀의 수는 4☓
4셀을 가지며, 안내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연료봉 셀로만 구성한 시편을 사용하였

다.

임계 충격각도는 5°에서 7°의 범위를 가졌으며, 평균 임계 충격력은 3058 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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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경우 이전 지지격자와 유사하게 격자판에 절

개부를 형성하는 구조체로 되어 있어 이들 부분이 격자판의 유효 길이를 감소하게

하며, 이는 임계 충격력을 작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따라서 다른

후보 형상의 지지구조체에 비해 가장 작은 임계 충격력을 나타내었다.

시편 번호
임계 충격각도

( o )

임계 충격속도

(m/s)

임계 충격력

(N)

원통 삽입형

1

2

3

5

5

5

7

5

0.201

0.201

0.281

0.201

2334.5

2708.0

3174.9

4015.3

3058.1

표 12.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충격시험 결과

그림 36에는 각 시편별 충격력 이력을 도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지지격자체

좌굴이 발생하는 초기 충격각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을 나타내어 시편별 충격시점

및 충격파형이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역시 이전 지지

격자와 그 기하학적 형상이 유사하여 충격력 유지시간도 원통 삽입형과 마찬가지로

약 5 ms 인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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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충격력 이력 선도.

④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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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다공 판 사이에 보강한 트러스는 앞서 기술한 대로 두 개 층, 세 개 층

및 네 개 층으로 구성하였고, 각 형상별 시편의 개수는 다섯 개를 사용하여 상온

하에서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셀의 수는 4☓4셀을 가지며, 안내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연료봉 셀로만 구성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험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고, 임계 충격가속도를 나타내는 초기 해머의 충

격각도는 두 개 층 트러스 구조체의 경우 13°~14°까지의 범위를 가졌으며, 세 개 층

의 경우엔 13°~16°까지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두 개 층과 세 개 층 구조체의 임계치

가 시험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다. 네 개 층 구조체의 경우는 16°~19°까지를 나타내

었고, 이들은 두 개 층이나 세 개 층 트러스 구조체에 비해 큰 값을 가졌다.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경우 비록 네 개의 연료봉 셀만으로 구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지지구조체에 비해 높은 충격강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실제 12

☓12셀로 구성한 경우엔 설계기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두 개 층

구조체와 세 개 층 구조체의 임계 충격강도가 차이가 없고 유사한 것은 시편을 제

조 시 외부 두름판과 내부의 트러스를 브레이징할 때 엄밀한 시편품질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편 번호
임계 충격각도

( o )

임계 충격속도

(m/s)

임계 충격력

(N)

두 개 층

구조체

1

2

3

4

5

13

14

13

13

14

0.521

0.561

0.521

0.521

0.561

11158.7

12932.9

13353.1

12279.3

15967.7

13138.3

세 개 층

구조체

1

2

3

4

5

14

14

14

16

13

0.561

0.561

0.561

0.640

0.521

12599.4

13073.0

14146.8

14707.1

12185.9

13334.4

네 개 층

구조체

1

2

3

4

5

18

19

17

16

17

0.720

0.759

0.680

0.640

0.680

18115.4

18442.2

15967.7

15967.7

16014.4

16901.5

표 13. 진자식 충격시험을 통한 트러스 구조체의 특성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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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9에는 각각 두 개, 세 개 및 네 개 층의 트러스로 보강한 구조체의

시편별 충격력 이력을 도시하였다. 트러스 보강 구조체의 경우 시편별 좌굴 발생시

점이나 충격력 파형이 상당히 균일하게 나타났다. 충격력 유지시간은 다른 지지구

조체들보다는 약간 작은 약 3 ms 인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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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두 개 층 트러스로 보강한 구조체의 충격력 이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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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세 개 층 트러스로 보강한 구조체의 충격력 이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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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네 개 층 트러스로 보강한 구조체의 충격력 이력 선도.

l 지지구조체 충격해석

▷ 배 경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지지격자체 시편과 시험조건을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지

지격자체를 구성하는 내․외부 격자판들은 박판을 성형하여 이루어지므로 6방향 자

유도를 갖는 쉘 요소(shell element)를 선택하였고, 충격해머로 모델링한 강체 면은

한 스팬을 갖는 질량요소가 정의된 강체 요소(rigid element)로 모델을 작성하였다.

충격시험 조건을 고려한 경계조건으로 지지구조체 모델의 하단을 바닥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속하고 하중조건으로 지지구조체 상단 위의 강체 면 중앙에 일

정한 초기속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접촉부분의 처리는 기존의 접촉 알

고리즘 중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적용하였고, 용접 부분의 처리는 몇몇 상용 코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접 요소를 사용하는 대신 용접부분의 공유 절점의 위치 및

공유 절점의 수를 결정함으로써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시험결과를 정리하여 그 결

과에 근접할 수 있는 적절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올바른 임계 충격하중

을 얻어낼 수 있도록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사용될 지지구조체의 격자 크기는 행과 열로 각각

12 개씩의 단위격자를 가지고 있는 12×12셀의 형상으로 이에 대한 비선형 동적 충

격해석을 수행하였다.

▷ 사용 해석코드 및 요소의 선정

지지격자체는 연료봉과 직접 접촉하여 봉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격자판(inner strap)과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외부 격자판(outer strap)으로 구성

된다. 그림 40은 후보형상 중 하나인 삽입형 지지격자체로 내부 격자판의 교차부

중앙에 원통형 기둥을 삽입한 12×12셀 배열의 전체 형상인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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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체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전처리 프로그램으로는

Solidedge[9]를 이용하였으며, 구조체의 형상이 비교적 복잡한데 비해 유한요소

mesh 또한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렬격자로 유한

요소 망을 생성하기 위해 가능한 사각형 요소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충격시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

한 모델 개발을 위해 상용 구조해석 코드로는 비교적 계산 성능이 우수하고, 비선

형 해석능력이 우수한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BAQUS/explicit을 사용하여 격

자 구조체의 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1에는 이렇게 작성한 4☓4셀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을 도

시하였다.

그림 41. 12×12셀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 해석모델.

그림 42. 4☓4셀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

해석모델.

지지구조체 시편은 원통형 지지부를 격자판의 교차부에 삽입하고, 단위 셀 내

에 삽입한 네 개의 원통형 지지부가 연료봉이 삽입되면서 발생하는 초기 변위에 의

해 봉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통형 지지부는 격자판과 레이저 용

접을 시행하므로 지지구조체의 상단 및 하단의 용접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절점을 공

유하게 하였다. 또한 원통형 지지부의 슬릿부는 격자판과 서로 끼워지기 위한 갭을

두고 접촉을 정의하였고, 격자판의 가로 판과 세로 판은 상단 및 하단의 용접비드

크기에 해당하는 절점은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가로 판과 세로 판이 끼워지기

위한 슬릿부는 서로 상호 접촉하므로 접촉조건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단위 셀 하나

의 용접개소는 상단 및 하단을 합하여 24 개의 용접개소를 갖는다.

이렇게 작성된 지지격자체 충격해석을 위한 최종 유한요소 모델은 절점수가

210,782개, 요소 수가 189,483개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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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재의 물성

기하학적 형상 외에 지지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재질인 지르칼로이-4의 탄성계

수는 99.3 GPa, 프와송 비는 0.37을 사용하였다. 충격에 의해 지지구조체에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탄성 물성에 더해 소성역역의 물성을 적용하여

탄소성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편과 동일한 재료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응력-변형률 관계를 얻었

고, 이를 탄소성 해석에 적용하였다. 재료의 항복강도는 379.47 MPa이고, 등방성 경

화라 가정하여 표 10과 같은 재료의 탄성 및 소성영역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비선형 탄소성 해석을 위해 적용하였다.

탄성
탄성계수

프와송 비

밀도

99.3 GPa
0.37

6560 kg/m3

소성

응력 (MPa) 변형률

379.470
419.950
472.670
505.578
529.212
579.014
595.460

0.0
0.01152
0.03644
0.06471
0.09787
0.20870
0.27052

표 10. 충격해석에 사용된 지르칼로이 판재의 물성

▷ 하중 및 경계조건

지지구조체 한 스팬의 질량을 가진 충격해머를 한 스팬 길이를 갖는 진자 길

이로 충격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이로부터 시편의 고정상태 및 시험절차를 고려하였

다. 충격시험 시 시편이 시편 고정치구에 고정되므로 구조체 밑면의 연직방향의 변

위를 구속하였다.

하중은 시험 시 충격해머가 시편의 상부 면에 충격을 가하므로 모델의 상면

에 접촉하는 강체 면(rigid surface)을 R3D4 강체요소로 모델링하고 이 강체 면에

충격해머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요소(mass element)를 정의하였다. 여기에 이 강체

면에 연직방향 만으로의 초기속도를 부여하여 지지구조체 상면에 충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42는 하중조건과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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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지구조체 충격해석을 위한 하중 및 경계조건.

강체 면에 부여한 초기 속도는 격자 셀의 크기를 고려하여 0.4 m/s 에서부터

증분을 0.1 m/s 로 하여 초기속도를 증가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강체 질점에

정의하는 초기속도로 인해 나타나는 충격력이 이전의 단계에서의 해석결과와 그 기

울기가 달라지는 단계까지 해석함으로써 임계 충격력을 결정하였다.

▷ 용접부 모사 방법

지지구조체는 내부에서 연료봉을 직접 지지하는 내부 격자판들과 이 격자들

을 둘러싸는 외부 격자판으로 구성되어 구조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구

조적 단순함과는 별도로 격자들과 외부 격자판 사이의 용접부위와 격자판들의 교차

지점들에서의 용접 부위를 유한요소 모델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

반적 방법으로 두 개의 판 사이에 용접부 비드크기에 해당하는 질점들을 공유하는

가장 적절한 경우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3은 원통형 지지부가 내부 격자판과의 연결 및 외부 격자판과 내부 격

자판의 용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접 길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절점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접부분 구현 방법으로 내

부 격자판들의 교차 지점에서는 교차 지점의 양끝의 절점들을 공유하도록 하였고,

외부 격자판 간의 용접은 에지를 따라 용접을 하게 되므로 상호 일치하는 절점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원통형 지지부와 내부 격자판 간의 연결은

상․하부의 용접 지점에서 모든 절점들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용접개소는

종래 지지격자체의 용접에 비해 그 개소가 훨씬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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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교차부 및 내/외부 용접형상.

▷ 접촉부 모사 방법

지지구조체 내에서 접촉의 형태는 물체들 간의 운동에 의한 접촉, 구조물의

붕괴 과정에서의 접촉 등이 있다. 충격시험을 위한 모델의 경우 충격해머와 시편과

의 접촉이 발생한다. 접촉을 고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첫째는 두 물체가 접촉하였다가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접촉면을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배치에서도 두 물체가 서로를

관통할 수 없다는 비침투(non-penetration)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촉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주종 탐색법을 사용하였다. 비침투 조

건을 위해서는 Lagrange 승수법과 벌칙함수법이 있으며, 두 방법은 해의 정확성과

계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벌칙함수법은 어느 정도 계산

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면에서 Lagrange 승수법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벌칙함수법을 사용하였다.

이전에는 격자판 간 서로 연결되는 에지들이 서로 인접한 격자판의 에지들과

연계되어 거동하도록 하는 다중 구속조건(multi constraints condition)을 적용하였으

나, 본 해석모델은 격자를 구성하기 위한 내부 격자판들 간 혹은 내부 격자판과 외

부 격자판 사이에 절점 대 면(node to surface) 접촉만을 정의하여 해석모델을 작성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그림 44에 표현한 것처럼 격자판 간 서로 연결을

위해 필수적인 슬릿부의 절점들과 반대 격자판의 표면(surface)과의 접촉을 절점 대

면 간의 접촉(node to surface)으로 정의하게 되고, 또한 원통형 지지부의 슬릿부들

도 격자판 간의 연결과 동일한 접촉이 정의되게 된다. 이것은 가로 판이 세로 판과

접촉하게 될 때 격자판 표면과의 접촉에 의해 격자판 표면 방향으로의 변위는 구속

되게 되고, 격자판과 나란한 방향의 변위는 자유로운 상태를 모사할 수 있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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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해석모델의 작성이 가능하였다.

node of surface

node of edge

insert

inner strap

inner strap

그림 44. 원통형 지지부와 내부 격자판 간의 접촉형상.

▷ 지지구조체의 충격해석 결과

①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

￮ 4☓4셀 지지구조체

지지구조체 시편에 대한 충격시험이 4☓4셀 부분 지지구조체를 대상으로 수

행하였으므로 해석모델의 타당성 비교를 위해 같은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해석모델

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충격시험에서 기술하였듯이 원통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경우 용접개소가 이전

지지구조체에 비해 많으며, 격자판 내에 절개부가 없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충격강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시험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석에서는 각 용접부를 원통과 격자판 간의 절점을 공유하도록 하여

강체 거동을 하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큰 임계 충격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45를 살펴보면 임계 충격력은 약 14.5 kN으로 시험결과인 약 5 kN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충격력 유지시간 또한 약 10 ms으로 2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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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해석결과가 구조물의 강성이 실제 시편이 용접에 대

한 균질성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해석모델의 수정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였다.

￮ 12☓12셀 지지구조체

박판으로 성형한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충격해석을 진자식 충격시험에서 해머

의 초기각도가 14 인〫 경우에 해당하는 561 mm/s의 초기속도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46의 데이터는 이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가속도 이력 선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충격속도에서 시간영역에서의 충격력 변화를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충격

력 이력은 기존 상용 지지격자체에서 관찰되었던 것과 같이 충격력이 명확한 피크

선도를 그리지 못하고 각 격자판 간의 복합적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변화가 심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0.000 0.002 0.004 0.0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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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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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Inserted Type

그림 45. 원통삽입형 4☓4 부분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

그림 46. 12×12 원통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서 해머의 가속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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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12×12 원통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서 충격력이력 선도.

그림 48에는 이 초기 충격속도에서 지지구조체의 변형형상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머의 충격 후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소성변형이 발생

한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후 지지구조체의 변형 형상은 종래의 16×16셀의 지지구조체와 거의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지지구조체는 임계 충격속도에 이르면 해머와 접촉하

는 세 번째 및 네 번째 행의 셀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12×12형 지지구조체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8. 임계 초기 충격속도에서 지지구조체의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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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시험의 결과는 최대 가속도가 대체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다 어느 지점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쉽게 임계 충격하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의 경우는 충격가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충격 가속도가

미세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석결과로부터 적절한 임계 충격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격 가

속도의 증가거동에서 최초로 분기되어져 나오는 순간을 임계 충격하중으로 하였다.

좌굴이 발생한 이후에도 최대 충격력은 감소하지 않고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 561 mm/s 에서 최대 충격력은 25,747 N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종래 지지격자체에 대해 충격해석을 수행한 결과가 실제

시편으로 충격시험을 수행한 결과보다 약 11% 작게 예측하는 것을 고려하면, 삽입

형 지지구조체의 최종 임계 충격력은 28,579 N 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종래

지지구조체의 동일한 초기 충격속도에서의 최대 충격력인 7,912 N 에 비해 약 3.25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종래 지지구조체에 비해 격자판의 개수가 감소하였으나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특징이 내부 격자판 교차부에 원통형 지지부가 삽입됨으로 인

해 충격력은 상당히 제고되었다. 또한 이 해석은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은 지지구조

체인 경우에 수행된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력이 크게 제고된 것은 측면

에서의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이전 지지구조체에 비해 훨씬 제고되어 설계기준

인 0.3 g 하에서의 임계 충격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반구형 지지구조체

￮ 4☓4셀 지지구조체

반구형 4☓4셀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을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 및 해석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림 49. 반구형 4☓4셀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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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을 살펴보면 임계 충격력은 약 12.6 kN으로 시험결과인 약 5 kN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충격력 유지시간 또한 약 10 ms으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해석결과가 구조물의 강성이 실제 시편이 용접에 대

한 균질성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해석모델의 수정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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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반구형 4☓4셀 부분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

③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 4☓4셀 지지구조체

외팔보형 4☓4셀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을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 및 해석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림 51. 외팔보형 4☓4셀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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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반구형 4☓4셀 부분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

그림 52의 결과에서 임계 충격력은 약 5.7 kN으로 시험결과인 약 3 kN에 비

해 반구형과 마찬가지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충격력 유지시간 또한

약 10 ms으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해석결과가 구조물의 강성이 실

제 시편이 용접에 대한 균질성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해석모델의 수정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④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

▷ 접촉부 모사 방법

종래 지지격자와 달리 트러스로 보강한 지지구조체는 와이어 간의 접촉부 모

사가 해석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는 다수의

와이어가 서로 엮이는(woven) 구조로 되어 있어 와이어 간의 접촉도 매우 많고 또

한 그 형상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 층별로 매크로를 작성해 일

일이 접촉부를 정의해주지 않고, 단번에 모든 접촉부를 정의하도록 하였다.

지지구조체는 모두 솔리드 요소(SOLID164)를 선택하였고, 충격해머는 지지구

조체의 측면에 균일한 충격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쉘 요소(SHELL63)를 선택하였

다.

와이어는 그 직경이 약 0.7 mm에 지나지 않으나 원형을 비교적 잘 모사하기

위해 원형 단면을 기준으로 여섯 개로 분할하였다. 이렇게 원형의 와이어를 분할하

지 않으면 와이어 간에 서로 침투(penetration)현상이 발생하여 와이어의 강성에 큰

에러를 발생시켜 해석이 시험결과를 잘 모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지지구조체의 외부 격자판과 트러스의 접촉면은 하나의 절점을 공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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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체 거동을 하도록 하였고, 외부 격자판과 아주 미소한 거리를 두고 강체 요

소가 질량을 갖도록 하여 시험 시 충격해머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공

판과 외부 판 간의 접촉부 역시 하나의 절점을 공유시켜 강체 거동을 하도록 하였

다.

한편 와이어 간의 접촉은 모든 와이어가 서로 접촉하고 있으므로 접촉면을

정의해 주는 것 이외에 어떠한 구속조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트러스를 서로 엮기

위한 와이어는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원형을 모사하기 위해 단면에 여섯 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를 모델링하

였다. 이의 개략을 그림 53에 도시하였다.

(a) 정면

(b) 윗면 (c) 측면

그림 53. 트러스를 구성하는 와이어 해석모델의 개략도.

전체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은 충격 면의 반대쪽에 역시 강체 요소를

정의해 충격 시 이 강체 면에 발생하는 반력의 합이 시험을 통해 얻는 충격력이 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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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는 해석모델을 두 개 층과 네 개 층 구조체만 작성하

였다. 와이어의 모델링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종래 지지격자 해석모델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 트러스의 각 층별 절점 수 및 요소 수를 표 11에 요약하였다.

두 개 층 네 개 층

절점 수 요소 수 절점 수 요소 수

SOLID164 79,733 32,117 479,155 293,251

SHELL63 45,089 44,599 48,282 48,041

총 124,822 76,716 527,437 341,292

표 11. 층별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 해석모델

그림 54에는 두 개 층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을 개략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 55에는 각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을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격자체 구조 내에 좌굴이 발생하게 되면 반복충격 해석에서처럼 미소하

게 충격력이 증가하든 단일충격 해석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충격력이 증가하든 충격

력 유지 이력 선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격자체 충격해석에서는

초기 충격속도가 0.4 m/s에서 좌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4. 두 개 층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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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두 개 층 트러스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 선도.

그림 56에는 임계 충격력이 발생하게 되는 초기 충격속도에서 강체면의 충격

후의 응력 상태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푸른색으로 도시된 부분이 충격 면과 구속

조건이 적용되는 반대 면을 나타내며, 여러 색으로 도시된 부분이 강체면의 충격

후에도 잔류하게 되는 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지지구조체에 좌굴이 발생

한 후의 상태이므로 재료의 항복응력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예상한 대로 외부 판과 트러스를 구성하기 위한 와

이어 간의 연결부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대 von Mises 등가응력은 약 535 MPa로

나타났다.

그림 56. 두 개 층 트러스 보강 구조체의 좌굴발생 후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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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강체면을 포함한 네 개 층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7은 네 개 층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에 충격 면을 포함하여 도시하였

다. 그림 상 좌측의 강체 면이 충격해머로 모사한 것으로 이 강체 면이 구조체의

외부 표면에 초기 충격속도로 충격을 가하게 하였다.

그림 58에는 각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을 나타내었다. 네 개 층

트러스 보강 구조체의 경우에도 좌굴이 발생하는 초기 충격속도는 0.4 m/s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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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네 개 층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초기 충격속도에 따른 충격력 이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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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네 개 층 트러스 보강 구조체의 좌굴발생 후 등각응력 분포.

그림 59에는 네 개 층 보강 구조체의 경우와 같이 임계 충격력이 발생하게

되는 초기 충격속도에서 강체면의 충격 후의 응력 상태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푸

른색으로 도시된 부분이 충격 면과 구속조건이 적용되는 반대 면을 나타내며, 여러

색으로 도시된 부분이 강체면의 충격 후에도 잔류하게 되는 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지지구조체에 좌굴이 발생한 후의 상태이므로 재료의 항복응력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예상한 대로 외부 판과 트러스를 구성하기 위한 와

이어 간의 연결부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대 von Mises 등가응력은 약 500 MPa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개 층 보강 구조체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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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트러스 보강 층 수에 따른 임계 충격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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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층별 임계 충격강도를 그림 60에 나타내었다. 임계

충격강도는 충격 유지시간을 통해 구한 값을 비교하였다. 물론 트러스의 층에 따라

임계 충격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좌굴이 탄성거동임을 고려하면

세 개 층의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임계 충격강도는 이 두 개 층과 네 개 층 사

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는 종래 지지격자체와 달리 외부 충격 시 충격력 유

지시간이 매우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와이어로 구성한 트러스 구조체가

판을 서로 엮은 계란 판 모양의 구조체에 비해 상당히 탄성거동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에는 충격시험의 결과와 해석을 통해 구한 지지구조체의 결과를 비교하

였다. 해석결과가 종래 지지격자와 기하학적 형상이 유사한 세 종류의 지지구조체

에 비해 해석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층의 보강에 관계없이

약 1.2배의 해석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력 유지시간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해석에 의한 결과

가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편을 사용해서 구한 충격특성과 달리 해

석모델은 기하학적으로 완전하고 그 구조물의 강성도 실제 시편에 비해 균질성과

완전성이 확보되어 충격력 유지시간은 항상 시험에 의한 결과보다 작은 값을 얻게

된다.

표 12. 트러스 보강 지지구조체의 충격해석 결과와 진자식 충격시험 결과와의 비교

구분

임계 충격력(N) 충격 유지시간(ms)

시험 해석 시험 해석

2 층 13,138 16,888 3.0 1.7

3 층 13,334 - 2.9 -

4 층 16,901 19,594 2.8 1.4

이들 트러스 보강 층 수에 따른 지지구조체의 해석결과를 다섯 개 시편을 시

험하여 평균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해석결과가 시험결과에

비해 크게 예측하는 것은 이 결과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해석이 동적인 것을 감안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부분 셀로 구성한 부분 지지구

조체임에도 큰 임계 충격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전체 셀을 구성했을 시 지지구조

체의 설계 기준인 28 kN은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 지지구조체 개수

1)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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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는 노심의 극한 운전조건 및 사고조건에서도 구조적으로 건전해야함과

동시에 핵연료로서의 본연의 기능인 핵분열 열을 냉각재로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현재의 경수로 핵연료 설계 안은 극한 운전조건에서 운용되는 구조체로서의 안전성

을 추구하고 이와 함께 핵연료로서의 순수 기능에 부합하려는 두 가지 상반된 이해

의 타협점인 셈이다. 동적인 핵연료 설계 관점에서, 핵연료 집합체는 정상운전과 과

도, 사고조건을 포함하는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핵연료

의 고유진동수가 운전 중 노심에서 발생되는 외부 가진원(혹은 주파수)과 일치되어

공진이 발생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10].
운전 중 노심 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외부 가진 주파수(external excitation 

frequency)에는 펌프 회전맥동에 의한 맥동주파수(펌프 회전축의 여기 주파수 포함)
와, 집합체의 길이방향 위치에 따른 달라지는 와류여기(Vortex shedding) 주파수, 그
리고 원자용기 아래의 냉각재 유입 구에 위치하는 하단 지지구조물의 주기적인 움

직임 등을 들 수 있다[11,12].
상기와 같은 근거에 따라, 이중냉각 연료봉의 동적특성(고유진동수)은 운전 중

노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진 주파수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수명기간 동

안 외부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이 발생되지 않아야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중냉각 연

료봉의 동적설계관점에서, 기존 노심 양립성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노심의 운전조건에 대하여 최적화되고 장기간의 사용이력으로 검증된 기존 핵연료

의 동특성과 유사하도록(주로 진동주파수 관점에서) 지지점 수와 스팬길이를 조정하

는 방안이 제안되었다[13].
한편, 핵연료의 동특성은 노내 환경과 연소 이력에 따라 시변적 및 비선형적

으로 변화되어 특성파악이 어렵고, 노내 외부 가진원과 주파수는 원자력 발전소의

노형과 운전조건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핵연료 설계 시에는 이러한 동적인 안정성

보다 우선되는 여러 가지 상위 설계 및 성능요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이중냉각 핵연료가 기존 OPR-1000 원자로 노심에서 동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설계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료봉의 기본 동특성 분석을 위한 해석모델은 장전초기 모형을 대상으로 하

고, 스팬길이의 설계문제는 초기노심 설계로 한정하였다. 장전초기 모형이란 피복관

과 소결체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열려 일정간격을 유지함으로 인해 연료봉의 굽힘

강성이 피복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피복관과 소결체의 열 및 조

사변형으로 이들 둘 사이의 간격이 소멸되는 장전후기 모형과는 상반되는 개념모형

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연료봉 내에서 펠렛들이 길이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적층되

는 실제 조건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대상 연료

봉의 굽힘강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중냉각 연료봉

과 동일 제원을 갖는 이종 재질의 시험봉과 환형 구리 펠렛을 제작/조립하여 굽힘

강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상사성을 근거로 실제 지로코늄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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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굽힘강성 값을 추정하였다. 굽힘강성 측정시험은 외팔보로 구성된 대상 시

험봉을 초기변위로 가진하고, 측정된 시간이력을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스펙트럼의

최대 진폭 주파수 성분이 구조물의 1차 고유진동수에 대응되는 관계를 이용하였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이중냉각 연료봉의 굽힘강성을 근거로, 스팬길이와 비율에

따른 해석모델을 구성하고,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자유진

동해석을 수행하여, 연료봉에 대한 6차까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얻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한국표준형 핵연료의 연료봉에 대한 동특성 자료와의 근접성

을 근거로, 이중냉각 핵연료에서의 지지구조체 개수를 제안하였다.

2) 해석결과

상용해석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하고, 연료봉에 대

한 6차까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얻었다. 지지점 수(핵연료집합체 당 지지구

조체 수)에 따른 이중냉각 연료봉의 진동모드별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그림 61에 도

시하였고, 기존 연료의 고유진동수와 비교하였다. 지지점의 수가 기존 연료에 비해

2개 감소되는 경우, 이중냉각 연료봉의 1차와 2차 고유진동수가 기존 연료봉의 고

유진동수에 상당히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2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지지점 수에 따른 진동모드형상을 나타낸다. 스

팬의 길이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지점의 수를 변화시킨 이유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진동 모드형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지지점 수가 증가될수록 고차모드에서

의 굴곡형상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이중냉각 연료봉의 지지점 수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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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지점 11개

(b) 지지점 9개
그림 62. 이중냉각 연료봉의 지지점 수에 따른 진동모드형상.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기존 연료와 같이 기존 OPR-1000 초기 노심에서 동적

으로 건전하기 위해서, 이중냉각 연료의 지지점 수를 하나 혹은 두 개 감소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기존 노심에 대해 이미 최적화되고 장기간의 사용이력

으로 검증된 기존 한국표준형 핵연료의 동특성 해석결과에서 주요한 저차 모드들에

대한 주파수 근접성 평가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다만, 제안된 연료의 지지점 위치는 기존 연료의 스팬 간 길이비율을 근거로

재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천이노심 설계가 고려될 경우,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지점 위치는 지지격자 충격면 제공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위치

별 지지격자체 기능상의 중요도, 집합체의 횡방향 굽힘변형 양상, 위치에 따른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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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유동의 수력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참고로, 감소된 지지구조체

위치에는 구조부품이 아닌 중간유동 혼합기(Intermediate Flow Mixer; IFM)을 채택하

여 다소나마 인접한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기술현안은 향후 별도의 설계해석 및 시험으로 검증될 것이다.

(마) 마멸

1) 해결방안

원자로 내 냉각수 유동에 의해 연료봉에 유체유발진동(FIV)이 발생할 때, 연
료봉과 지지구조체(지지격자체)의 접촉부위에서 발생하는 프레팅마멸 손상은, 현재, 
경수로형 핵연료의 노내 손상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경우에도 핵연료 노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필

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 연료봉의 프레팅마멸 현상에 대해 이중냉각 연료봉에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프레팅마멸 특성 및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 외경증가에 따라 연료봉과 지지격자체 사이의

간격감소는 기존 핵연료 지지격자체의 스프링 및 딤플의 위치가 중심에서 이동되어

지지격자판 교차점으로 변경될 수 있는 동시에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형상 또

한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될 지지구조체는 기

존의 핵연료 집합체에 사용하고 있는 지지격자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그

특성은 매우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연료봉의 프레팅마멸은 접촉부의 형

상 및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연료봉 외경 증가에 따른 곡률변화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적용될 지지구조체 스프링 및 딤플의 특성변화 사이의 내마멸

성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레팅마멸 특성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

른 마멸특성 검증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간격에 스프링 및 딤플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지점이 이동

된 지지격자체를 형성할 때 기존 핵연료와는 전혀 다른 접촉특성을 가지므로 예상

되는 연료봉의 진동특성에 따른 이중냉각 연료봉의 마멸특성을 검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연료봉의 직경이 증가할 때 장입되는 소결체의 형상 및 무게 변화

가 발생하므로 지지격자체 고유의 역할인 연료봉 지지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핵연

료에 적용된 지지격자체 개수가 동일할 경우 보다 큰 하중 조건을 가져야 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것은 접촉형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접촉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형상변화와 함께 접촉력 변화에 대한 마멸특성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연료봉의 진동특성 또한 무게 및 형상의 차이로 변하므로 실제 예상되

는 진동특성 또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봉 FIV 특성 변화에 따른 접촉부의 상

대미끄럼 크기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연료봉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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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위는 기존의 핵연료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 미끄럼 변위의 감소 및

접촉력 증가는 기존의 프레팅마멸현상이 노심초기에 고착마멸이 보다 우세할 것으

로 예상되는 동시에 지지격자체에 형성된 스프링 및 딤플에서 프레팅피로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지격자체 스프링 및 딤플은 노심 내에서 중성자 조사 및 온도

의 영향 하에서 이완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핵연료에 비해 스프링 및 딤플의 강

성이 연료봉 무게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이완의 정도를 고려한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강성 감소를 고려한 프레팅마멸현상도

시험으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구조체의 형상이 결정된 후, 전체 핵연료집합

체 혹은 부분 집합체 단위의 이론적 해석 및 시험을 통하여 내마멸성에 필요한 시

험변수를 결정한 후 스프링 및 딤플의 형상변경에 따른 내마멸성이 검증되어야 하

며 이때 기존의 시험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프레팅마멸은 접촉부의 형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며 이중냉각

연료봉의 외경 증가에 따른 접촉면의 곡률변화는 동일한 스프링형상 및 접촉하중에

대하여 접촉응력이 반경에 반비례하므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연료봉 질량 증가

에 의해 FIV에 의해 가진될 때 연료봉에 인가되는 하중의 크기 및 특성이 변하게

된다. 특히 중성자 조사 및 온도에 의해 스프링이 이완되어 충격 미끄럼 마멸로 천

이될 경우 충격하중의 증가로 인해 마멸이 더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지격자 형상의 결정 후 FIV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연료봉의 직경증가 및 스프링과 딤플의 형상

변경에 따른 마멸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멸실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실험적 분석

가) 모사 시험편 제작

현재까지 제안된 지지구조체를 실제 형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금형을 제

작하여야 하나 비용측면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

에서는 결정된 지지구조체 형상을 모사할 수 있는 특별한 치구를 제작하여 지지구

조체 형상에 따른 프레팅마멸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지지구조

체에 형성된 대표적인 형상 중에서 돌출형과 삽입형 두 가지 형상에 대한 모사 시

험편을 고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프링의 강성은 시험 및 해석 결과로부터 하중이 인가될 때 접

촉 스프링 형상 변화보다는 격자판 혹은 격자판과 스프링 연결부의 탄성변형의 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사 스프링 시편 형상 자체는 지지구조체와 동일

하며 스프링 특성은 일반적으로 스프링 강으로 사용되는 베릴륨-동 합금의 두께 변

화를 이용하여 스프링 강성을 모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된 돌출형 및

삽입형 프레팅마멸 모사 시험편의 개념을 그림 63과 6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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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돌출형으로 제작된 프레팅마멸시편.

그림 64. 삽입형으로 제작된 프레팅마멸시편.

일반적으로 상용 핵연료 지지격자 스프링은 프레팅마멸 관점에서 두 가지 방

향의 강성 값을 고려할 수 있다. 연료봉 축방향으로의 강성과 반경방향의 강성값이

실제 연료봉 마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모사시험편은 축방향의 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탄성변형 거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라 보다 정확한 접촉형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강성 해석 및 프레팅마멸 시험결과

동일한 지지구조체 형상에 대한 강성변화를 생성시키기 위해 적용된 베릴륨-
동 합금의 두께는 각각 0.5, 1.0 및 1.4 mm로 설정하였으며 범용 해석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강성을 분석하였다.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ANSYS (Ver.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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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지지구조체 형상과 접촉하는 곳에 균일한 하중을 가하여 해

석하였다. 그림 65에는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5. 두께 0.5 mm 베리륨-동판 탄성변형 해석의 대표적 결과.
   
해석결과로부터 베릴륨-동 합금의 두께가 0.5, 1.0 및 1.4 mm로 증가할 때 스

프링의 강성변화는 각각 34.4, 246.9 및 746.3 N/mm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지지구

조체 특성 해석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작은 값일 수 있으나 실제 연료봉을 지지하

는 기존 상용 핵연료 지지격자 스프링의 강성 값과 무게 증가를 수반하는 이중냉각

연료봉을 고려해보면 강성증가에 따른 프레팅마멸특성 변화를 관찰하기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기를 이용, 치구만을 수

정하여 그림 66과 같이 강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3에 비교하였다. 그림
에서와 같이 이중냉각 연료봉과 지지구조체 스프링 모사 시험편의 접촉은 설계와

동일하게 중심이동된 위치이며 아래쪽 치구는 모사 시험편의 분해 및 재조립 없이

그대로 마멸시험기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66. 돌출형 프레팅 모사시험편의 강성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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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해석결과 실험결과 오차

0.5 mm 34.4 N/mm 32.1 N/mm 6.7 %

1.0 mm 246.9 N/mm 252.5 N/mm 2.3 %

1.4 mm 746.3 N/mm 726.9 N/mm 2.6 %

표 13. 베릴륨-동판의 두께에 따른 강성변화 분석결과

다) 프레팅마멸 시험

제작된 2 종의 프레팅마멸 모사 시편을 이용하여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시험조건은 기존 핵연료 내마멸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시험변수 중에서 가장

결과비교가 용이한 10 N의 접촉하중, 100 ㎛의 미끄럼 진폭, 30 Hz의 주파수하에서

100,000 사이클 동안 상온 대기 중에서 수행하였다. 모사 시험편의 시험은 기존의

상온 프레팅마멸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연료봉 및 스프링 치구만을 변경하여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7과68에 나타내었다.

그림 67. 돌출형 프레팅마멸 모사시편을 이용한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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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삽입형 프레팅마멸 모사시편 시험결과.

그림 69. 반구형상의 돌출형 모사시편 프

레팅마멸 흔적.

     
그림 70. 삽입형 모사시편 프레팅

마멸 흔적. 

지지구조체 형상에 따른 마멸부피결과로부터 접촉형상이 변할 때 마멸특성이

매우 급격히 변함을 알 수 있다. 돌출형의 경우, 초기 접촉이 점접촉이 예상되며 강

성이 증가할수록 스프링시편에서 연료봉 모사 시편으로 마멸입자의 전달현상이 우

세하게 나타난 반면 선접촉을 하고 있는 삽입형의 경우 전달현상이 현저히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돌출형에서는 마멸부피가 대부분 지지구조체 시편에서 생성

된 반면 삽입형에서는 연료봉 모사시편에서 마멸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프링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마멸부피는 모두 증가하는 공통적

인 특징은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봉의 지지력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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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마멸 측면에서는 마멸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마멸시험을 수행한 후 마멸면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69 및 70에 나타내었다.  

3) 프레팅마멸 특성

시험결과로부터 돌출형의 전체 마멸부피는 스프링 강성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나 삽입형의 경우 강성 증가의 영향이 서서히 둔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돌출형의 경우, 실제 연료봉에서의 마멸 건전성은 연료봉 두께감소량

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내마멸성은 다소 우수한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지르코늄 합금이 아닌 스테인레스 강을 이용한 모사시

험이므로 기존의 지르코늄 합금에서는 전달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깊이방

향으로 과도한 마멸이 발생하거나 접촉변 내부의 마멸입자에 의한 과도한 마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삽입형의 경우 지지구조체 연직방향으로 연료봉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으로 접촉 길이가 증가하게 되나 실제 마멸은 양쪽 끝단에서 발생하므로 국부적인

과도한 마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삽입형의 양쪽 끝은 곡면처리 등과 같은 설

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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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제작

(1) 모형 제작방법

부분집합체 모형에서 지지구조체는 이중냉각 핵연료 전체배열인 12x12로 구

성하지 않고 4x4 크기로 제작하되 연료봉과 함께 두 다발로 구성하였다. 한 다발은

상부로부터 반구형, 외팔보형, 반구형, 외팔보형, 삽입형 지지구조체로 구성하고 연

료봉은 1,110 mm로 제작하였다. 그림 106의 평면도에서 붉은 색 원으로 표기된 부

분의 봉은 이중 관으로 구성하고 내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부에 window
를 만들어 주었다. 이중냉각 연료봉은 ∅9.525 mm inner tube, ∅15.875 mm outer 
tube, plenum spring, 모의 annual pellet과 end plug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106. 부분집합체 개념도(평면도).

  

그림 107. 부분집합체 개념도(사시도).

다른 한 다발은 그림 107과 같이 상부로부터 반구형, 외팔보형, 카고메, 외팔
보형, 삽입형 지지구조체로 구성되는데 카고메 지지구조체는 두 판 사이에 격자체

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와이어를 여러 번 비튼 후 서로 brazing하여 만든 것으로

기존의 지지구조체와 같이 연료봉이 지지구조체를 통과하고 지지구조체의 내부지지

부(스프링, 딤플 등)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연료봉의 봉단마개가 카고메

지지구조체 두 판에 사이에 기계적으로 체결되는 구조이므로 연료봉을 전체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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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인 550 m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그림 106과 같이 안내관과의 체결을 위하여 지지구조체의 한쪽 모서리

에서 총 4개의 셀을 제거한 후 안내관과 용접하여 고정시켰다. 지지구조의 내부 지

지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지구조체를 A, B type으로 구분하여 최외곽 면 중 두 셀

정도의 크기를 와이어커팅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그림 107과 같이 상부로부터 A, B type을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연료봉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 지지구조체 간 간격은 그림 108과 같이 제조하

였다. 

그림 108. 모형 부분집합체의 각 지지구조체 간 간격.

(2) 모형사진

그림 109. 외팔보형 지지구조체.

      

그림 110. 원통삽입형 지지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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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반구형 지지구조체.

       
그림 112. 2단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

 

그림 113. 3단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

         
그림 114. 4단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

2. 안내관 및 계측관

가. 설계방안 및 결과

(1) 기술현안 및 설계방안

(가) 열수력적 균형 유지

1) 해결방안

12×12형 이중냉각 연료봉 배열에서 안내관 주변의 부수로 크기는 봉 다발 내

에서의 유동분포 및 온도분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내관 및 계측관

의 형상 및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핵연료 내에서의 부수로를 고려하였으며 이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16×16형 상용 핵연료의 배열과 유사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16×16형으로부터 12×12형으로 변경되면서 연료봉 주변의 수력직경이

12.63 mm 에서 7.60 mm 로 크게 작아졌으며 안내관 주변 유로의 경우엔 수력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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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원 단위 기존 연료 이중냉각 핵연료

배열 16×16 12×12

봉 피치 mm 12.85 17.13

집합체 폭 mm 205.6 205.56

피복관 외경 mm 9.5 15.9

봉 간 간격 mm 3.35 1.23

안내관 직경 mm 24.9 24.9

안내관 수 4 4

계측관 직경 mm 24.89 24.89

계측관 수 1 1

연료봉 수 236 124

단일 외곽 채널

표 14. 안내관 열수력적 균형을 위한 기하학적 인자 비교

이 약 1.3 배, 가열직경은 약 1.1 배 정도 커졌다. 또한 연료봉 네 개로 이루어진 일

반 부수로에서는 수력직경은 약 1.9 배, 가열직경은 약 2.4 배로 기존 핵연료에 비

해 두 배 정도 큰 값을 갖는다.

이는 일반 부수로에 비해 안내관 주변의 유동면적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부수로 및 안내관 주변 부수로의 열수력적 불균형이 심

각할 경우 의도했던 냉각수의 유동이 어려워지며, 결국 핵연료의 성능저하를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수로에서의 열수력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내

관의 외경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 안내관의 단면을 기존의 원형이 아닌 사각 관

을 채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중 안내관을 채택하여 안내관 주변 부수로에서의 수력

직경 및 가열직경을 일반 부수로에서의 것과 유사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였다.

기존 16×16형 및 이중냉각 구조를 갖는 12×12형의 핵연료에 대한 기하학적

인자들을 표 14에 요약하였다. 또한 그림 115에는 연료봉 주변 및 안내관 주변 부

수로의 형상을 도시하였으며, 이중냉각 구조를 갖는 핵연료의 격리된 내부 수로는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가) 큰 외경을 갖는 안내관

기존 안내관의 외경만 증가시킨 경우를 우선 고려하였다. 냉각수 유속 및 온

도 (또는 엔탈피)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료봉의 열유속이 균일하다면, 일반 부수로

와 안내관 주변 부수로의 수력직경 및 가열직경이 동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내

관 외경의 크기에 따른 수력직경 및 가열직경의 변화를 평가해 보았다. 안내관 외

경 조사 범위는 기존의 크기인 24.9 mm부터 1 mm 씩 증가시켜 최대 33.5 mm[14]

로 하였다. 이때 안내관 주변의 부수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사해 보았다. 첫 번째

는 안내관 주변 전체를 하나의 부수로로 보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안내관 주변을 여

덟 개의 세부 부수로로 나누어 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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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둘레 mm 29.8 50.0

가열 둘레 mm 29.8 50.0

유동 면적 mm2 94.2 94.9

수력직경 mm 12.63 7.60

가열 직경 mm 12.63 7.60

안내관 면적

정사각 채널 면적 mm2 1486.1 2640.9

안내관 막힘 면적 mm2 487.0 487.0

봉 막힘 면적 mm2 354.4 992.8

유동 면적 mm2 644.7 1161.2

가열 둘레의 수 5 5

가열 둘레 mm 149.2 249.8

젖은 둘레 mm 227.5 328.0

수력직경 mm 11.3 14.2

가열 직경 mm 17.3 18.6

(a) 하나의 부수로로 가정한 경우 (b) 부수로를 여덟 개로 나눈 경우

그림 115. 큰 외경 안내관에서의 해석을 위한 부수로 형상.

① 안내관 주변 전체를 하나의 부수로로 가정한 경우

이 경우의 부수로는 그림 115(a)의 안내관 주변의 빗금친 영역에 해당된다. 안

내관 외경이 증가할수록 수력직경 및 가열직경이 감소하는데 최대 직경인 33.5 mm

인 경우도 각각 8.6 mm 및 12.3 mm 로서 일반 부수로의 값인 7.60 mm 까지는 줄

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 외경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안내관 주변을 여덟 개의 세부 부수로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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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을 중심으로 주변 수로를 그림 115(b)와 같이 여덟 개의 작은 부수로로

나눈 경우 이 부수로들은 실제로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모서리 부수로와 측면 부

수로이다. 모서리 부수로의 수력직경 및 가열직경이 측면 부수로의 것들 보다 큰데,

안내관 외경이 작은 경우는 약 12%이고 최대 외경에서는 47%이다. 따라서 외경이

커질수록 안내관 주변의 세부 부수로 간 수력직경의 불균형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표적으로 안내관 외경이 33.5 mm일 때 이중냉각 핵연료의 다양한 수

력직경들을 비교해 보면 각각 7.6 mm(일반 부수로), 8.6 mm(안내관 전체 부수로),

9.7 mm(안내관 주변 모서리 부수로), 6.6 mm(안내관 주변 측면 부수로)로서 안내관

주변 모서리 부수로가 가장 크고 안내관 주변 측면 부수로가 가장 작다. 이를 일반

부수로를 기준으로 볼 때, 안내관 부수로는 -13% ~ +28%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중

냉각 핵연료의 부수로 간 크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열수력적으로 부정적

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6. 큰 외경을 갖는 원형 안내관을 채택한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의 단면.

나) 사각형 안내관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안내관을 그림 116과 같이 큰 외경을 갖는 안내관인

외경 33.5 mm 와 그림 117과 같이 유동면적이 같은 크기 29.7 mm 의 사각형 관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각형 안내관의 열수력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거의 동일한 온

도 및 엔탈피 상승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수로별로는 원형 안내관에 비해 사각형 안내관이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형 안내관의 MDNBR이 5.05 인데 비해, 사각형 안내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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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으로 오히려 사각형 안내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열수력적 관점으로는 원형 안내관에 비해 사각형 안내관이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5.56

그림 117. 사각 관을 채택한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의 단면.

다) 이중 관 구조의 원형 안내관[17]

이중의 원형 안내관은 그림 118처럼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안내관도 이중

냉각 연료봉과 같이 이중 구조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때 내측의 안내관은 기존 제

어봉과의 양립성을 위해 동일한 제원을 갖도록 하였으며, 외측의 안내관은 연료봉

과 안내관 주변의 유동분할로 인한 냉각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력학적 직

경 관점에서 연료봉과 안내관의 수력적 직경을 유사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

식 (10)을 이용하여 연료봉의 수력적 직경은 8.105 mm이며, 안내관의 수력적

직경은 9.047 mm인 것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수력적 직경을 얻기 위하여 안내관의

외경이 33.50 mm이었고, 내경은 31.50 mm의 것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표 15에 요약하였다. 이중냉각 연료의 경우 연료봉의

수력적 직경에 대한 안내관 수력적 직경의 비가 1:1.12로서 유동분할에 의해 연료봉

측으로의 유동에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료봉 내부의 유동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향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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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히 기존 안내관과 내경을 같게 하고 두께만 증가시킴으로써 안내관

의 외경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

이 있어 안내관 역시 이중의 구조를 갖도록 하여 연료봉과 안내관의 수력적 직경이

유사하면서도 중성자 흡수 단면적의 증가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연료에 비해 증가되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

토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05.56

33.50

25.00
23.00

그림 118. 이중 안내관을 채택한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의 단면.

Flow Area (mm
2
) 기존 핵연료 이중냉각 핵연료

@inlet 26674.08 ￩
@dashpot region 24255.18 23194.81

@active region 24009.18 23194.81

Hydraulic diameter (mm)

@fuel rod 12.46 8.105

@guide thimble 9.56 9.047

Neutron absorption area (mm
2
)

@active region 382.6 886.65

표 15. 기존 핵연료와 이중냉각 핵연료의 수력학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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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봉집합체 낙하시간 및 충격속도

1) 개요

안내관은 핵연료집합체에서 축 방향 및 횡 방향의 외부하중에 저항하는 구조

부품이며, 제어봉집합체, 중성자 선원집합체 등을 노심에 장전하는 안내 경로를 제

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안내관에는 축 방향으로 여러 위치에서 지지구조체를

안내관 슬리브와 용접함으로써 핵연료집합체가 받게 되는 모든 외부하중에 저항하

는 구조적 기능을 갖는다.

안내관 내로 삽입되는 제어봉집합체는 붕소 카바이드 (B4C) 혹은 인코넬 슬러

그로 이루어진 독물질을 통해 노심의 출력 분포와 원자로심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

능을 갖는다. 기존의 상용 16×16형 핵연료집합체에는 크게 세 종류의 제어봉이 설

계되었는데, 이는 네 개의 부분강으로 구성된 4-PS (4 finger part strength), 네 개

의 전강 제어봉으로 구성된 4-FS (4-finger full strength) 및 열 두 개의 전강 제어

봉으로 구성된 12-FS (12-finger full strength)로 이루어진다.

각 제어봉집합체 별 기하학적 및 열수력적 설계인자들을 표 16에 요약하였다.

구 분
배제 체적 (mm3)

무 게 (kg)
제어봉집합체 신장축 소 계

4-봉 부분강 (4-PS) 9524.2 7488.9 17013.1 124.2

4-봉 전강 (4-FS) 9524.2 7488.9 17013.1 97.0

12-봉 전강 (12-FS) 26802.7 7488.9 34291.6 156.5

표 16. 제어봉집합체의 기하학적 및 열수력적 설계인자

제어봉집합체의 낙하시간 및 낙하 종료 시 핵연료집합체에 가해지는 충격하

중에 의한 건전성 평가는 설계자 코드인 SCRAM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본 과제에서는 설계자 코드인 SCRAM을 사용하지 않고 상용 유한요

소 해석코드이면서 유체-구조 연성해석에 강점을 가진 상용코드 ADINA[15]를 사용

하여 이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기존의 SCRAM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해석모델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해석은 세 종류의 제어봉

구성 중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열 두 개의 전강 제어봉집합체에 대해서 수행

하였다.

SCRAM 코드해석을 위한 설계변수들을 표 17에 요약하였고, 운전주기 초 핵

연료집합체 안내관과 제어봉 간의 초기 위치 및 SCRAM 후 최종 제어봉의 위치를

그림 119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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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값

안내관 내경 (mm)

버퍼영역에서의 안내관 내경 (mm)

안내관 외경 (mm)

버퍼영역에서의 안내관 외경 (mm)

제어봉의 외경 (mm)

제어봉의 낙하 질량 (kg)

안내관의 길이 (mm)

22.86

21.23

24.90

23.26

20.73

13.04

4160.0

표 17. SCRAM해석을 위한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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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 간의 축 방향 위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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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핵연료집합체의 안내관 내로 삽입되어 그 기능을 하는 제어봉과 핵연료집합

체 간의 관계를 그림 120에 나타내었다. 제어봉은 운전주기 초에는 상단고정체 홀

다운 판(holddown plate)과 유로판(flow plate) 사이에 위치한다. 운전 중에는 제어

봉 구동장치에 의해 안내관 내를 상하로 이동하게 되며, 원자로 긴급정지를 위해서

는 제어봉 구동장치로부터 해제되어 제어봉과 신장축의 자중에 의해 안내관 내로

삽입되게 된다.

제어봉집합체의 비상정지 시간은 안전해석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설정된 3.5

초(지연시간 배제) 이내로 제한된다. 제어봉의 낙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들로는 제어봉의 무게, 배제체적 및 안내관과 제어봉 간의 기하학적 인자 등이 있

으며, 가장 낙하시간이 긴 것은 12 개의 봉으로 구성된 전강 제어봉이다. 이것은 제

어봉의 자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배제체적이 가장 커 냉각수가 유동하

지 않는 안내관 내로 삽입될 때 가장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는 보수성을 고려하여 12 개 봉으로 된 전강 제어봉의 설계인자들을 사용

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해석모델에서는 제어봉 및 안내관 각각의 단면이 원통 형상이고 축 대칭이므

로 2차원으로 1/2 모델을 작성하였다. 안내관은 2-D 고체요소로, 냉각수는 2-D 유

체요소로, 그리고 제어봉이 낙하하면서 유체가 빠져나가게 되는 안내관의 유로구멍

은 갭 요소를 사용하여 이의 닫히고 열림을 통해 제어봉의 낙하현상을 모사하고자

하였다.

해석을 위해 적용된 경계조건은 우선 제어봉은 연직하향으로 낙하할 수 있도

록 z 방향의 자유도만 자유로 하고, 다른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 제

어봉에 z 축 방향의 중력가속도를 설정하여 자유 낙하하도록 하였다. 안내관 내벽

과 유체가 맞닿은 부분과 유체의 상단 면은 유체-구조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두 개의 갭은 초기에 열린 상태로 있다가 제어봉이 낙하하며 이 위치를 지나게 되

면 닫히도록 시간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유체가 이 갭을 통

해 배출되는 것이 모사되도록 하였다. 총 해석시간은 제어봉 낙하시험 및 SCRAM

해석결과에서 얻은 낙하시간을 적용하여 5 초까지로 하였다.

안내관, 제어봉의 물성은 각각 지르칼로이-4 및 인코넬의 냉각수 온도 하에서

의 값을 사용하였다. 유체는 비압축성이라 가정하였으며, 냉각수의 노심 내 운전온

도 하에서의 물성을 사용하였다. 갭의 크기는 원형의 유로구멍을 통해 유체가 빠져

나가게 되나 해석모델이 2차원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원통형 실린더의 유로구멍과 등

가의 갭 크기를 계산하여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제어봉의 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그림 12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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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안내관과 제어봉의 초기 상태 개략도.

그림 121. 제어봉의 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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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안내관의 낙하시간 및 충격속도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해 적용한 이중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을 고려하였고, 이 이

중 관 구조의 안내관 중 내측 안내관은 기존의 안내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하였다. 외측 관의 경우, 부수로에서의 유동분할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낙하시간 및 충격속도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해 이중 관 구조가 아닌 다른 형상의 안내관을 채택한다면 이에 대한

재해석 여부는 향후 상세설계 과정 중에 고려하여야 한다.

표 18에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12개 전강 제어봉

으로 구성된 12-FS 의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RAM 해석결과와

ADINA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와의 차이는 약 2 %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제어봉의 낙하해석은 기존의 설계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상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DINA를 사용하여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그림 122에

보여주듯이 SCRAM 결과나 ADINA 해석결과나 모두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어봉집합체 삽입 (%)

낙하시간 (sec.) 25 50 75 90

설계기준 1.25 2.05 2.90 3.50

SCRAM 코드 결과 0.859 1.651 2.513 3.060

ADINA 해석 결과 0.802 1.602 2.448 2.989

표 18. 제어봉의 낙하 해석결과 비교

그림 122. ADINA를 사용한 제어봉의 낙하해석 결과 비교/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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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어봉이 자유낙하하여 정지할 때 제어봉집합체의 스파이더가 상부안내

구조물에 충격을 가하는 충격하중에 의한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그림 123에 보

여주는 것처럼 스파이더가 핵연료집합체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는

OPR-1000 노심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와의 기하학적 조립 관계로부터 충격하중이

핵연료집합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림 123. OPR-1000 노심 상부구조물, 제어봉집합체 및 핵연료집합체와의 조립관계.

(다) 구조적 건전성

1) 굽힘 강성 측면

단면 2차 모멘트 및 굽힘 응력은 다음과 같다.

 


 


(11)

 

·
(12)

식 (11) 및 (12)에서 d1, d2는 관의 내경 및 외경이며, 는 굽힘 응력, Mb는 굽

힘 모멘트, y는 단면 중심으로부터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 I는 단면 2차 모멘트이다.

이중냉각 핵연료의 안내관이 이중 관으로 형성될 때 굽힘에 의한 응력을

ABAQUS[7]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기존 핵연료 안내

관의 중앙 부분에 변위를 8 mm 주었을 때 이론 해와 해석 해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중심부의 한 절점에 변위를 준 경우와 중심부 원주에 형성된 전체 절점에 변

위를 준 경우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보다 합당한 해석방법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한 기존 핵연료 안내관의 제원과 하중을 그림 124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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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4
1

5
9
.7

4
 m

m

d2 = 24.90 mm

d1 = 22.86 mm

d = 8 mm

그림 124. 기존 안내관 제원 및 하중 조건.

안내관의 경우 상하단 고정체에 용접을 통해서 구속이 되어 있으므로 상하단

의 3축 방향 자유도(x, y, z translation)를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그림 125와 같이

재료역학의 양단이 구속된 보 문제로 하여 이론해를 구했다.

dmax   

그림 125. 양단 고정된 보의 처짐.

 





 


    (13)

max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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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

×
   (16)

유한요소해석은 SolidWorks[16]로 기하학적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

된 모델을 ABAQUS를 이용하여 굽힘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요소의 종류

는 C3D8I 요소이며 790,560개의 절점과 124,800개의 요소 수를 사용하였고 관의 양

끝단에 3축 방향의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그림 126은 변위를 준 후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의 요소로 4개의

요소가 하나의 절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절점에서의 굽힘 응력을 구하기 위해

서는 공유 절점에 대한 각 요소에서의 굽힘 응력을 구한 후 평균값을 취하였다. 각

요소에서의 굽힘 응력을 표 19에 나타내었다. 즉, 해석을 통한 최대 굽힘 응력은

13.86 MPa 이며, 안내관의 위쪽과 아래쪽에서의 반력은 12.08 N 으로 해석모델이

수치 해인  = 13.72 MPa, P = 11.58 N 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126.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중앙의 네 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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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 62111 62608 62491 62488

굽힘 응력 13.8613 13.8594 13.8613 13.8594

표 19. 기존 안내관의 최대 굽힘 응력 (단위 : MPa)

한편, 중앙의 한 절점에 변위를 적용한 경우(case 1)와 중심부 원주 부위에 위

치하는 전체 절점에 동일한 변위를 적용한 경우(case 2)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그림 127과 128은 case1과 case2에서의 굽힘 응력을 나타낸다.

그림 127 및 1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절점에 변위를 준 경우와 중심부

에 위치한 전체 절점에 변위를 준 경우는 하중을 준 부위의 응력분포가 서로 다르

게 나타나긴 했지만 응력분포 값은 두 경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습득한 해석방법과 해석모델을 이중냉각 핵연료 안내관에 적용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그림 129는 이중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의 제원과 하중을

나타낸다. 사용한 요소는 C3D8I로 동일하고 총 840,000개 정도의 절점과 610,000개

의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내, 외부 안내관의 양단을 3축 방향으로 고정하였으며 중

심부의 원주방향에 위치한 전체 절점에 동일한 변위를 주었다. 또 내측 안내관의

바깥 면과 외측 안내관의 안쪽 면은 서로 접촉이 발생하도록 정의해 주었으며 이때

사용된 마찰계수는 0.2이다.

그림 127. Case 1 에서의 굽힘 응력. 그림 128. Case 2 에서의 굽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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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24.9 mm

d4 = 22.86 mm

그림 129. 이중 관 구조 안내관의 제원 및 하중 조건.

그림 130은 8 mm 변위를 준 후 굽힘 응력분포를 나타내며 그림 131과 표 20

은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절점을 공유하는 4개의 요소와 굽힘 응력을 나타낸

다.

그림 130. 이중 관 구조 안내관의 굽힘

응력 분포.

그림 131.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중앙

의 네 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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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 62758 62761 62638 62641

굽힘 응력 16.9884 16.9898 16.9885 16.9898

표 20. 이중 관 구조 안내관의 최대 굽힘 응력 (단위 : MPa).

해석 해는 16.99 MPa 이며, 반력은 34.66 N이다. 따라서 기존 안내관의 경우

보다 굽힘 응력이 22% (3.13 MPa)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을 적용 시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기존 핵연료집합체의 결과와 비

교해 보기 위해 집합체 전체의 강성을 식 (17)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기존의 단일 관 구조로 되어 있는 집합체의 강성은 1.51 N/mm이었으며, 이

중 관 구조로 되어 있는 집합체의 강성은 4.33 N/m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

한 변위를 집합체에 가하였을 경우 집합체가 받는 응력은 이중 관 구조 집합체의

값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약 22 % 증가하나 집합체의 강성은 이중 관 구조 집

합체가 약 286.8% (≅ 186.8 + 100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17)

그림 132. 이중 관 구조 안내관의 굽힘 응력.

이것은 그림 1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집합체에 가해지는 횡 방향 변위에 의

해 외측 안내관이 굽힘을 일으키다가 이 외측 안내관이 내측 안내관과 접촉하는 시

점부터는 내․외측 안내관이 접촉한 상태에서 계속 굽힘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안내관보다 등가 단면 2차 모멘트의 증가에 의한 굽힘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



- 146 -

인다. 이것은 핵연료집합체에 동일한 횡 방향 하중을 가하는 상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위가 가해졌을 경우에 어느 구조가 보다 더 외부 변위에 저항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이기 때문에 집합체에 발생하는 응력은 이중 관 구조

를 갖는 집합체가 크나 집합체의 굽힘강성은 기존 집합체에 비해 이중 관 구조 집

합체가 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 좌굴강성

안내관을 양단고정이라 가정하면 임계 좌굴하중은 기둥의 좌굴하중 공식인

식 (18)로 계산된다.

 


. (18)

식 (18)을 이중 관 구조의 안내관에 대해 계산하면 외측 및 내측 관이 동시에

핵연료집합체 횡 방향의 하중에 저항하게 되므로 기존의 Solid 핵연료에 비해 좌굴

하중이 328.5 %(= 228.5 + 100%)로 증가하므로 좌굴강성이 증가한다.

3) 결론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하기 위한 안내관을 큰 직경을 갖는 안내관, 사각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 및 이중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을 적용하든 기계/구조적 건전

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단일 관 구조의 안내관에 비해 더욱 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열수력적 측면에서는 사각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 부수로의 불균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각 형상의 안내관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

한 사각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을 채택할 경우 제어봉과의 연계를 위한 설계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어봉이 노심 내로 삽입되기 위해서는

안내관이 삽입경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나 사각 관과 제어봉 외경과의 공간이 넓어

짐으로 인해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 관

내부의 냉각수가 채워진 공간이 확대됨으로 인해 제어봉의 자유낙하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안전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측면을 종합해 보면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 중 하나인 안내관을 이중 관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핵적 특성

1) 해석 방법

핵연료 집합체 배열의 핵적특성은 무한증배계수(Infinite Multi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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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혹은 반응도계수와 첨두출력 지수(Power Peaking Factor)로 대별된다. 무한

증배계수는 핵연료집합체의 중성자 경제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핵분열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우라늄 장전 양에 비해 지로코늄 구조재료나 감속재인 물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 핵분열 반응에 필요한 중성자가 노심에서 일정하게 감소되어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18].

따라서, 감속재와 연료의 비율에 따른 증배계수 변화와 연소도에 따른 이 값

의 감소비율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감속재와 연료비가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아울

러, 첨두출력 지수는 평균적인 선출력(linear power)과 국부적인 선출력의 비로서,

핵연료 단면 내의 특정 위치에서 출력이 집중되면 인접 연료봉의 핵비등 이탈율

(DNBR)에 대한 핵연료 설계 제한조건을 위협하게 되므로, 노심과 핵연료 단면에

걸쳐서 이 값이 가능한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핵연료 배열이 설계되어야 한다.

Ref*) Water Filled Air filled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IGT-OD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24.9

IGT-ID 22.86 22.86 22.86 22.86 22.86 22.86 22.86 22.86 22.86

OGT-OD 33.5 34 32.48 30.48 28.48 34 32.48 30.48 28.48

OGT-ID 31.5 31.96 30.44 28.44 26.44 31.96 30.44 28.44 26.44

THK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표 21. Guide Tube Dimensions of Conventional Fuel and Dual-Cooled Fuel

*) Dimensions of the conventional fuel

Note) IGT-OD outer diameter of the inner guide tube

IGT-ID inner diameter of the inner guide tube

OGT-OD outer diameter of the outer guide tube

OGT-ID inner diameter of the outer guide tube

THK thickness of inner and outer guide tube

이중구조 안내관은 기존 안내관의 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외부 관을

추가하여, 핵연료 뼈대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핵연료 단면에서 안내관 주변

부와 그 외 부수로 간의 유동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안내관 주변부 감속재 영역의 증가에 따른 출력 집중과 외부관의 추가에 의

한 무한증배계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구조 안내관의 치수와 간극 매질

에 따른 이중냉각 핵연료 집합체 단위의 핵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계산 도구로서 HELIOS 1.8 버전과 47군 중성자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1/8 핵연료 집합체를 모델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HELIOS 코드[19]는 핵연료의 2차

원 격자 배열을 대상으로 연소도와 시간에 따른 노심 내부 중성자 및 감마선의 분

포를 예측하는 설계코드이다. 표 21에는 기존 안내관과 해석에서 고려한 이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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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설계 치수를 비교하였다.

2) 해석 결과

가) 초기 무한 증배계수

그림 133은 기존 안내관과 이중 안내관의 치수와 매질에 따른 초기무한 증배

계수 값을 도시한다. 안내관 치수에 따른 중성자 경제성은 초기 무한증배계수의 값

으로 평가되는데, 이중 안내관은 단일 실린더 안내관의 경우보다 초기 무한증배계

수가 약 0.8 %정도 감소되었다. 참고로, 기존 핵연료 대비 이중냉각 핵연료의 초기

무한증배 계수의 감소량은 약 2 % 정도이다.

이중 안내관의 내부가 물로 채워진 경우에 비해 공기로 채워진 경우는 0.3 %

작은 초기무한 증배계수의 값을 갖는데, 이것은 이중 안내관의 내부가 감속재로 채

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가능 한 열중성자(핵분열 반응에 필요한 중성자)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 증배계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0 1 2 3 4 5 6 7 8
1.400

1.404

1.408

1.412

1.416

1.420

1.424

(Case 1 ~ 4)
(Case 5~6)

Ref.(Solid GT)

Air Filled

In
itia

l K
in

f

Case 1~8, 0:Ref.

Water Filled

그림 133. 초기 무한증배 계수 비교.

나) 연소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변화

그림 134는 기존 연료와 이중 안내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무한 증배계수

변화를 도시한다. 해석결과로부터, 연소도에 따른 무한증배 계수는 안내관의 구조나

간극 매질에 따라 큰 변화가 없지만, 이들의 차이는 연소도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관점에서, 무한증배 계수가 1.0이 되는 연소도를 기준으

로 보면, 이중 안내관의 경우가 다소 짧지만 기존 값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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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연소도에 따른 무한증배 계수비교.

다) 이중안내관의 치수에 따른 무한 증배계수

그림 135는 안내관의 내부가 물과 공기로 채워진 경우, 안내관 치수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변화를 도시한다. 안내관의 치수변화에 따른 무한 증배계수의 차이는

두 가지 내부 매질에 대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핵연료의 전체 길이가 동일

하므로 안내관의 두께가 다소 변화되어도 그 차이와 영향이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0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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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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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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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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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a) 안내관 내부가 물로 채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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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내관 내부가 공기로 채워진 경우

그림 135. 안내관 내부에 물 또는 공기가 있는 경우의 무한증배 계수 비교.

라) 출력집중의 문제

이중 안내관 해석모델의 모든 경우 수(Case1~Case8, 표 21 참조)에 대하여,

power peaking은 중심 안내관에 인접한 연료봉에서 발생되며 그 값은 기존 연료에

비해 같거나(물로 채워진 이중 안내관) 다소 증가(공기로 채워진 경우)되지만 그 차

이는 1% 미만이다. 따라서 power peaking 문제는 이중냉각 핵연료에서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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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내관의 경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해석결과

상기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중 안내관의 개념은 외부 안내관의 추가에 따라

감소되는(1% 미만) 중성자 경제성의 측면을 제외하면, 연소도에 따른 무한 증배계

수의 변화와 첨두출력 집중의 측면에서 핵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연소도에 따른

무한 증배계수의 변화가 미미한 것과 매질조건에 둔감한 첨부출력 변화를 고려하

고, 내부가 공기로 채워지는 경우는 가열되는 것을 고려하면, 초기 무한 증배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큰, 안내관의 내부를 감속재인 물을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

(2) 상단 및 하단고정체와 안내관의 연결구조 설계

안내관의 후보로서 기계/구조적 관점, 열수력적 관점 및 제조성 등을 고려하

여 이중 원형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을 선정하였다. 이때 내측의 관은 기존 핵연료

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외측 안내관은 열수력적 측면의 부수로 불균일의 최소

화 및 상하단고정체와 같은 구조부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외경을 33.5 mm로 결정

하였다.

FLANGE

FLOW PLATE

OUTER GUIDE POST

CONTROL ROD

(a) 상단고정체와의 연결

END FITTING

LOWER END FITTING

LOWER NUT

LOCKING DISC

(b) 하단고정체와의 연결

그림 136. 이중 관 구조를 갖는 안내관과 상하단고정체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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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에는 안내관과 상하단고정체와의 연결 구조를 개략적으로 표현하였

다. 안내관과 상단고정체와의 연결은 그림 13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봉과의

적합성을 위해 플랜지를 종래 제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외측 안내관은 유

로판(flow plate)의 하단에 슬릿을 가공하여 삽입되게 한 후 전 둘레 용접을 수행함

으로써 상하단고정체와 안내관과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골격체의 강성이 설계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측 안내관은 엔드 핏팅의 상단에 접촉하여 전 둘레 용접하고, 이 엔드

핏팅은 (b)에 보듯이 하단고정체의 유로판 구멍에 삽입한다. 그리고, 하단고정체의

하부에서 하부 너트를 체결하고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 디스크를 덧씌운 후 이

체결 디스크를 하단고정체 유로판 하부에서 점용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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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제작

(1) 모형제작방법

안내관 4개는 단일관으로 제작하고 계측관은 1개로서 이중관으로 제작하였다. 
사용된 외부관의 외경은 34 mm이며 내부관의 외경은 기존 핵연료에 사용된 안내관

과 동일한 24.9 mm이다. 또한 상부에 window를 구성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상단고정체에는 안내관과 계측관이 기계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홈

을 만들어주고 하단고정체는 안내관과 계측관 4 개소에 점용접하여 체결된

end-fitting과 lower nut를 이용하여 체결하였다. 안내관과 계측관의 길이 및 다른 핵

연료집합체 구성품과의 간극은 그림 144와 같다.

그림 144. 모형 부분집합체 각 구성품별 길이 및 간격.

(2) 모형사진

안내관

그림 145. 이중 안내관과 단일 안내관.

      

외부계측관

내부계측관

그림 146. 이중 계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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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 및 하단고정체

가. 설계방안 및 결과

(1) 기술현안해결 및 검증

(가) 상단 누름스프링 설계

1) 기존 누름스프링 평가

상단고정체의 누름 스프링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집합체 중량, 부력

및 부양력의 3가지 입력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연결 및 체결부품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설계된 각 구조부품과 연료봉에 대한 무게, 부피, 그리고 표면적

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Data summary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까지 설계되어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무게는 기존

OPR-1000용 핵연료에 비해서 0.7~1.4 % 증가하였고 부피는 0.2~0.9 % 증가하였다. 
한편, 부양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중냉각 핵연료가 사용될 원자로 시스템에

서의 펌프압력, 냉각수 유속, 온도 등 열수력적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가능한 것이

없으므로 우선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접수면적이 기존 핵연료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부양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입력데이터를 아래의 누름 스프링력 산출식에 대입하면 누름 스프링

력은 기존 사용핵연료의 값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에

서의 누름 스프링 제원을 기존 OPR-1000 핵연료에서의 누름 스프링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19)

여기서, : 누름 스프링력(Required spring force), : 부양력(Hydraulic lift 

force on fuel assembly), : 부력(Buoyancy force),  : 핵연료집합체 자체중량

(Fuel assembly weight).

2) 검증시험

가) 누름스프링 시험기

Ÿ 시험기 개발 필요성 및 성능 요건분석

상단고정체의 누름스프링은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주요 부품 중의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전체 질량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누름스프링을 그대로 사용하

지 못하므로 누름스프링의 특성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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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형상의 시제품은 그 특성을 실험적으로

반드시 검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누름스프링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최적의 형상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름스

프링 시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은 OPR-1000 노심에 구조적

으로 양립성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국내 기존 원자력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내외부 피복관의 직경, 핵연료 소결체의 형상 및 크기, 지지격자체, 안내관 및 계측

관, 그리고 상하단고정체의 형상이 변화되어 최종적으로 핵연료집합체 하나의 질량

및 부피를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노심 내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일정한 위치로 유지하기 위한 부품인

누름스프링의 특성 또한 변하게 된다. 기존의 핵연료집합체의 질량에 비해 이중냉

각 핵연료집합체의 질량은 적용될 지지격자체 형상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으나 대

략 한 집합체당 650~670 kg 사이로 계산된다. 따라서 개발된 누름스프링 특성 시험

기에서 수용할 하중의 범위는 이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Ÿ 시험기 상세 설계 및 DAS 구축

개발된 이중냉각 핵연료 집합체용 누름스프링의 특성 시험을 위한 하중은 상

대적으로 지지격자체 지지부의 하중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핑 모터

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누름 스프링의 특

성시험에서 요구되는 하중의 정밀도는 지지격자체와 비교해 볼 때 크지 않기 때문

에 본 시험기에서는 모터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보다 큰 힘을 적용할 수 있는 대구

경 볼스크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시험기의 개념은 지지격자체 특성시험기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큰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누름판의 두께를 증가시켰으며 대용량 로드셀 및 대변위

LVDT를 설치하였다. 이를 위한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기의 개념 형상을 그림 147에

나타내었다.

시험기는 크게 프레임, 상판, 하판, 누름판, 대구경 연마봉 및 대구경 볼스크

류로 구성하였다.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아래판에 설치되었으며 누름판과

연마봉 사이에 변위센서를 설치하였다. 적용된 하중센서는 Bongshin CDES-2T이며

변위센서는 GEFRAN PA1-F-100S이다. 실험과정동안 하중 및 변위데이타를 획득하

기 위하여 지지격자체 특성 시험기와 동일하게 LabVIEWⓇ를 이용하여 DAS를 구축

하였다. 제작된 시험기를 그림 14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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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기의 개념도.
그림 148. 제작된 누름스프링

특성 시험기.

그림 149.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기 LVDT 교정 결과. 

Ÿ 로드셀 및 LVDT 교정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기를 제작한 후 시험기에 적용된 로드셀 및 LVDT의 교

정작업을 수행하였다. LVDT의 교정은 지지격자체 LVDT의 교정에 사용한 교정기

에 치구를 변경하여 수행되었다. 교정결과로부터 변위와 출력값사이에는 완전한 선

형 기울기(R=1) 값을 보였다.



- 163 -

결과로부터 LVDT의 출력 보정값은 그림 149와 같이 8.20883 mm/V의 값을

가졌으며 이 값을 DAS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로드셀의 교정은 제작업체에서 출

고 시 수행된 보정값을 사용하였으며 보정값은 1000 N/V (앰프 여기전압 10V일

때)이다.

나) 특성 시험방법

Ÿ 시편 설치

코일형 누름스프링 시편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판에 위치한 로드셀 위에 치구

를 장착한다. 이 치구는 시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프링의 좌굴 및 이탈을 방

지하기 위하여 누름스프링의 내경보다 작은 크기로 돌출되어 있다. 누름스프링 시

편을 장착한 뒤 로드셀 신호의 영점을 조절한다. 그 후 로드셀 위에 장착된 스프링

치구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 치구를 누름판에 장착하고 수직을 유지하면 시편의 설

치는 완료된다. 시편이 설치된 모습을 그림 150에 나타내었다.

Ÿ DAS 프로그램 구동 및 하중 인가

시편이 장착되면 그림 151과 같이 DAS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로드셀 및 변위

센서의 신호를 초기화 한다. 이때 누름판의 자중에 의한 변위 및 하중변화에 주의

해야 하며 변위의 영점은 하중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설정해야 한다. 실험결과가 저

장될 파일이름을 입력한 뒤 실험을 수행한다.

시험준비 후 로딩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누름스프링에 하중을 인가한다.

DAS 프로그램상의 하중 및 변위 신호를 확인하면서 최대 인가하중 혹은 변위까지

누름스프링을 압축시킨 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영점으로 되돌아온다. 누름판

의 위치가 영점으로 돌아오면 초기 접촉위치보다 더 높게 하여 자중에 의한 누름스

프링의 구속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DAS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Ÿ 시험결과 분석

LabVIEWⓇ의 데이터 파일 확장자는 *.lvm이며 시간, 하중 및 변위의 값이 연

속적으로 출력된다. 본 시험기에서 누름스프링과 누름판사이의 접촉점 초기 설정은

시험 후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수행한다. 즉 시간에 따른 하중신호를 분석

하여 하중의 증가가 시작되는 시점을 변위센서의 영점으로 설정한 후 하중-변위 곡

선을 획득하여 누름스프링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에 적용 가능한 누름 스프링의 후보모

형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제

에서는 누름 스프링의 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전용 시험기를 설계, 개발하였으며

향후 누름 스프링의 후보모형에 대한 검증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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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누름스프링 시편의 설치.

그림 151. 누름스프링 특성시험 시험기

DAS.  

그림 152. 누름스프링 시험기 설치 및 시험.

다) 누름스프링 검증시험 결과

개발된 누름스프링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존 경수로형 누름스프링에 대한 검

증시험을 그림 152와 같이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누름스프링은 dummy 스프

링 1개와 4 개의 상용 누름스프링이며 dummy 누름스프링 시편으로 시험기 설치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4 개의 상용 누름스프링으로 본 시험을 수행하였

다.

4개의 상용 누름스프링의 로트 넘버는 각각 LW-03-HS-1905, LW-03-HS-1908,

LW-03-HS-1906 및 LW-03-HS-1907 이며 시편 번호를 각각 1~4로 부여하였다. 시편

을 설치한 후 하중을 서서히 인가하여 스프링의 변위와 이때의 반력을 측정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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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선형구간의 강성을 측정하였다. 시험은 각 시편 당 3 회

를 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스프링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결과를 그림

153~156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시험의 라벨이 HDS_12는 1번 시편의 두 번째 시험

결과이다.

그림 153. 1번 누름스프링의 대표적인 결과.

그림 154. 2번 누름스프링의 대표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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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3번 누름스프링의 대표적인 결과.

그림 156. 4번 누름스프링의 대표적인 결과. 

대표적인 누름스프링 특성시험 결과로부터 초기 하중인가에서는 스프링 시편

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초기 하중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5 mm 이상에서는 원래의

위치로 고정되어 선형적인 구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시험의 결과는 기존의 상용 누름스프링의 강성값 허용구간을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 제작된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기는 향후

개발된 누름스프링의 특성시험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시

험결과로부터 산출된 누름스프링의 강성값을 표 2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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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라벨 1회 2회 3회 평균

1 29.525 30.183 30.712 30.140

2 31.037 30.591 30.294 30.641

3 30.935 30.481 31.213 30.886

4 30.768 30.851 30.470 30.696

평균 30.574 30.527 30.672 30.591

표 22. 누름스프링 특성시험결과 요약(단위: N/mm)

(나) 상단유로구멍 배열 및 유로판 구조강도

1) 해결방안

그림 157(a)는 기존 16×16형 상용 핵연료의 연료봉 위치와 상단고정체 상부유

로판을 중첩한 그림이다. 상부유로판의 유로구멍이 핵연료의 부수로에 정확히 위치

하여 아래로부터 흘러들어온 냉각수가 유로판의 막힌 부분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

고 위쪽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유

로 배열은 유로면적이 최대가 되면서 취급 시 축방향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최

적화되어 있다. 이때 상부에서 투영한 면적은 22494.9 mm2 이다.

(a) 기존 연료봉과의 배열

   

(b) 이중냉각 연료봉과의 배열

그림 157. 기존 16×16형 핵연료의 상부유로판 유로배열과 기존 16×16형 핵연료 및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위치.

그러나 이를 연료봉의 외경이 15.9 mm이고 배열이 12×12인 이중냉각 핵연료

집합체에 사용할 경우 그림 157(b)와 같이 유로판의 유로구멍이 이중냉각 핵연료의

내외부 유로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냉각수가 배출될 때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유로판의 유로구멍 설계를 수행하여 그림 158과 그

림 159와 같은 두 가지 후보형상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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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상부 유로판의 마름모형 유로구멍 형상.

그림 159.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상부 유로판의 X자형 유로구멍 형상.

그림 158과 159에서 알 수 있듯이 유로 배열을 위해 전체적으로는 마름모형

과 X자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 외부유로로 유로판에 의한 간섭

없이 냉각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상부에서 투영한 면적은

각각 21498.4 mm2와 21338.57 mm2이다. 기존 상단고정체 유로판과 새로 고안된 두

종의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유로면적은 각각 18992.18, 20075.36, 20258.99 mm2이다.
기존대비 유로면적은 마름모형 형상의 경우 5.7%, X자 형상의 경우 6.6% 증

가하였다. 유로면적의 증가는 상부유로판에 의한 유로간섭면적이 감소하여 유로판

에 의한 압력강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름모형 형상보다 X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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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0.9%정도 압력강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후보형상 모두

누름 스프링이 결합되는 부분은 두께를 증가시켜 축방향 하중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2) 해석결과

앞서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상단고정체의 상부유로판 설계에서 누름 스프

링이 결합되는 부분의 두께를 증가시켜 축방향 하중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등가하중(Von-Mises stress)을 구하고

설계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1 - Subsection NB, Class 1 components 의 condition I and II 에서의 stress 
intensity limits를 만족하는지를 응력선형화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등가하중

을 이용한 상부유로판 두 가지 후보형상의 건전성확인을 위한 해석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부유로판의 경우 4개의 guide post와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고 상부유로판

아래에 위치한 프랜지(flange)와 상부기둥이 나사체결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상부

유로판은 프랜지의 탭에 얹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취급 시 발생되는 하중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도 건전성의 확인을 위해 22.241 kN의 인양력이 작용할

때 각 부분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하였다. 해석을 위해 상용패키지인 ABAQUS[7]을
이용하였다.

정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물성치는 Type 304 Stainless Steel의 온라인상의

MatWeb에 공개된 값을 이용하였다. 즉, 적용한 값은 탄성계수 E = 193×103 MPa, 
프와송 비 ν = 0.29, 항복강도는 215 MPa 이다. x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구조이므

로 1/4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들을 구성하였으며 사용된 요소는 C3D10로 10-node 
quadratic tetrahedron을 사용하였다. Solid element이므로 사용된 자유도는 변위방향

자유도(translational D.O.F.)이며 하중과 경계조건은 각각 그림 160과 161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림 160. 마름모형 유로판 하중조건.

  

그림 161. 마름모형 유로판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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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은 누름 스프링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마름모형 상부

유로판의 경우 작용하중은 압력 값으로서 총 하중의 1/4(= 5,560 N)을 접촉면의 면

적(= 945.28 mm2)으로 나눈 값(= 5.88 N/mm2)을 연직방향으로 작용시켰다.
경계조건은 프랜지(flange)와 접촉하는 부분의 절점들에 대하여 모든 자유도(x, 

y, z directional translational D.O.F.)를 구속시켰으며 해당되는 면의 절점들에 대하여

대칭조건(x-symmetric, y-symmetric condition)을 주었다. 마름모형 상부 유로판 해석모

델을 위해 총 사용된 절점수와 요소 수는 각각 316,153개와 200,800개 이다.
X자형 상부유로판의 경우, 작용하중은 압력 값으로서 총 하중의 1/4(= 5,560 

N)을 접촉면의 면적(= 927.05 mm2)으로 나눈 값(= 6 N/mm2)을 연직방향으로 작용시

켰다.
경계조건은 마름모형과 동일하게 프랜지(flange)와 접촉하는 부분의 절점들에

대하여 모든 자유도(x, y, z directional translational D.O.F.)를 구속시켰다. 또한 해당

되는 면의 절점들에 대하여 대칭조건(x-symmetric, y-symmetric condition)을 주었다. 
X자형 상부 유로판 해석모델을 위해 총 사용된 총 사용된 절점수와 요소수는 각각

298,094개와 188,255개 이다.

 

그림 162. X자형 유로판 하중조건.

   

그림 163. X자형 유로판 경계조건.

해석결과를 그림 164 및 165에 보여주고 있다. 최대 Von-Mises 응력은 각각의

그림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기된 부분에서 발생하며 마름모형과 X자형에 대하여 각

각 56.8MPa과 41.97 MPa로서 재료의 항복강도인 215 MPa의 26.4%와 19.5 %정도였

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마름모형 및 X자형 상부유로판 모두 축방향 하중에 대한

구조강도 건전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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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강도해석 결과(Von-Mises stress, MPa).

그림 165. X자형 상부유로판의 강도해석 결과(Von-Mises stress, MPa).

다음으로 ASME code를 이용한 두 가지 상단고정체 하부유로판 후보에 대한

건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ASME NB-3200에는 응력선형화를 위한 응력범주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막응력(membrane stress)은 총응력(total stress)에 대하여

임의의 응력분류선(stress classification line; SCL)의 길이로 나눈 평균값이고, 굽힘응

력(bending stress)은 평균값을 제외한 등가의 직선성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단고정

체와 같은 다공경판(perforated head or shell)은 응력분류평면(stress classification 
plane; SCP)에서의 평균값을 막응력으로 정의하고 ligament 폭에 대한 평균값으로 굽

힘응력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평면’이라는 말은 관심단면(응력 분류면)을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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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opening)와 개구부를 잇는 최단거리의 단면을 설정하고 이 단면의 ligament에 대

하여 응력선형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SCL에 대한 막응력 및 굽힘응력의 정의가 변

경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SCP에 대한 막응력 및 굽힘응력은 SCP를 구성하는 SCL들
의 막응력 및 굽힘응력을 평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값은 각각의 SCL에
대해 계산된 응력성분을 평균하여 이에 대해 주응력 및 최대응력강도를 다시 계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공경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표

23에 나타내었다. 

Vessel part Location Origin of 
Stress Type of Stress Classification

Perforated 
head or shell

Typical 
ligament in a 
uniform pattern

Pressure

Membrane (averaged 
through cross section) Pm

Bending (averaged 
through width of 
ligament, but gradient 
through plate)

Pb

Peak F

표 23. Classification of stress intensity in vessels for some typical cases (originated 
from Table NB3217-1 of ASME NB-3200)

① ③

②

SCL

그림 166. 마름모형 상부유로판 응력분류면과 응력분포선.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경우 maximum Tresca stress가
발생하는 부분에 그림 166과 같이 SCP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SCP가 직사각형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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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166과 같이 총 3개의 직사각형(①, ②, 
③)으로 분할하여 각 평면을 구성하고 평면의 종방향 두 끝 절점을 이용하여 SCL을
형성하고 초록색 화살표방향으로 SCL을 추가하여 각 SCP에서의 막응력과 굽힘응력

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각 평면에 대한 평균응력성분은 표 24와 같다.

Area Classification      

1

 -5.01193 0.031881 0.612811 0.77898 0.187082 -0.15069

 at 
point A

-8.16244 0.511561 3.143999 0.016448 0.028201 -0.7864

 at 
point B

-1.86141 -0.4478 -1.91838 1.541514 0.345963 0.485015

2

 -10.0904 -0.23749 -0.05884 0.970936 -0.00789 0.052784

 at 
point A

-3.83973 0.43654 2.487777 -0.78359 -0.61455 -0.52512

 at 
point B

-16.341 -0.91153 -2.60546 2.725457 0.598765 0.630685

3

 -5.03717 -0.227 -0.1853 0.701818 0.039668 0.01952

 at 
point A

-4.13877 0.44649 2.087717 1.603887 0.329719 -0.4445

 at 
point B

-5.93558 -0.9005 -2.45831 -0.20025 -0.25038 0.483535

표 24.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응력분류면에서의 평균응력성분

* point A, B : SCL의 시작점과 끝점, 단위 : MPa

SCL에 대한 평균을 취함으로써 각 SCP에 대한 응력성분을 구하였고 식 (20)
을 이용하여 주응력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을 도출해낸다. 여기서 x는
max./mid./min. Principle stress를 의미한다. 3차 방정식은 Mathematica V3.0을 이용하

여 계산하고 구해진 주응력은 표 25와 같다. 또한 ASME stress intensity limits는
Tresca stress를 이용함으로 구해진 주응력을 이용하여 식 (21)과 같이 주응력 차의

절댓값 중 최댓값을 Tresca stress로 취하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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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1)

Area Classification Max. Principle 
stress 

Mid. Principle 
stress

Min. Principle 
stress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1

 0.649575 0.120175 -5.13699 5.786565 215

 at 
point A

3.36107 0.294596 -8.16255 11.52362 322.5

 at 
point B

0.677629 -2.05375 -2.85147 3.529099 322.5

2

 -0.0341411 -0.167405 -10.1851 10.15096 215
 at 

point A
2.64232 0.495714 -4.05345 6.69577 322.5

 at 
point B

-0.223607 -2.80962 -16.8248 16.60119 322.5

3

 -0.117492 -0.194233 -5.13775 5.020258 215
 at 

point A
2.2015 0.867816 -4.67388 6.87538 322.5

 at 
point B

-0.749407 -2.58599 -5.95899 5.209583 322.5

표 25.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Principle stress, Tresca stress 및 SUS304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

* 단위 : MPa

이상과 같이 구해진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대한

응력강도는 SUS304의 stress intensity limits를 모두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X자형 상부유로판의 경우 maximum Tresca stress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림 167에 나타나 있다.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한 부분의 단면을 SCP로 설정하고

응력선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름모형 상부유로판과 동일하게 SCP가 직사각형으

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분의 균일한 SCP로 나누고 각 SCP에 대한 SCL을
형성하여 응력성분의 평균을 취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응력평균성분은 표 26과 같

다.
마름모형 상부유로판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SCL에 대한 평균을 취하여 SCP

에 대한 응력성분을 구하였고 식 (20)을 이용하여 주응력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

을 도출한 후 Mathematica V3.0을 이용 3차 방정식을 계산하여 max./mid./min. 
Principle stress를 구한다. 또한 ASME stress intensity limits는 Tresca stress를 이용하

기 때문에 식 (21)을 이용하여 Tresca stress로 취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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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mid./min. Principle stress와 Tresca stress는 표 27과 같다.

그림 167. X자형 상부유로판 해석결과(Tresca stress; MPa).

Area Classification      

1

 -4.9276 -0.35862 -0.1848 0.896102 0.371742 0.006443

 at 
point A

-2.25277 0.213378 2.655563 1.476378 0.117582 -0.00395

 at 
point B

-7.6024 -0.93062 -3.02515 0.315825 0.625902 0.016837

2

 -9.49606 -0.2627 0.531718 0.961259 0.39575 0.066059

 at 
point A

-4.01788 0.439633 3.32374 -0.83473 0.336622 0.297633

 at 
point B

-14.9743 -0.96502 -2.26031 2.757255 0.454877 -0.16552

3

 -4.10253 -0.22331 0.266111 0.908906 0.140283 -0.05643

 at 
point A

-7.473 -0.26156 1.499118 0.567138 0.116843 -0.11059

 at 
point B

-0.73206 -0.18506 -0.9669 1.250674 0.163723 -0.00228

표 26. X자형 상부유로판의 응력분류면에서의 평균응력성분

* point A, B : SCL의 시작점과 끝점, 단위 :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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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lassification Max. Principle 
stress 

Mid. Principle 
stress

Min. Principle 
stress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1

 -0.0967517 -0.25036 -5.1239 5.027148 215

 at 
point A

2.65887 0.902668 -2.94537 5.60424 322.5

 at 
point B

-0.914661 -2.9428 -7.70071 6.786049 322.5

2

 0.562014 -0.179218 -9.60983 10.17184 215
 at 

point A
3.3629 0.571339 -4.18875 7.55165 322.5

 at 
point B

-0.438531 -2.24644 -15.5146 15.07607 322.5

3

 0.273028 -0.0229626 -4.30979 4.582818 215
 at 

point A
1.50679 -0.223164 -7.51907 9.02586 322.5

 at 
point B

0.827366 -0.951512 -1.75986 2.58723 322.5

표 27. X자형 상부유로판의 Principle stress와 Tresca stress 및 SUS304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

* 단위 : MPa

이상과 같이 구해진 X자형 상부유로판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대한 응력강

도는 SUS304의 stress intensity limits를 모두 만족하였다.

(다) 상단 center post 응력

상단고정체의 Center post는 재조립동안 누름 스프링으로부터 가해지는 축방향

하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핵연료 취급공구를 이용하여 핵연료를 인양할

때 핵연료집합체의 중량과 동일한 축방향 하중과, center post를 상부유로판에 조립

시 torque에 의한 초기 인가하중도 center post에 가해지는 하중에 포함된다. 이러한

외부하중에 대한 center post의 강도 건전성확인을 위해 center post에 작용되는 초기

인가하중과 앞 절에서 계산한 OPR-1000용 핵연료의 누름 스프링력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본 보고서 2절 4.에 나타낸 Data Summary에 의하면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총 중량이 기존 핵연료에 비해서 최대 1.4% 증가하였으므로 중량증가

에 의해 center post에 작용되는 하중증가만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center 
post의 경우 Type 304 Stainless Steel 항복강도의 최대 64%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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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에서 최대 1.4%의 중량증가가 center post의 강도

건전성에는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냉

각 핵연료의 상단고정체 center post 제원을 기존 핵연료와 같이 하더라도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라) 하단유로구멍배열 및 구조강도

1) 해결방안

하단고정체의 하부유로판은 원자로내의 냉각수가 유입되는 부분으로 냉각수

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부분보다 요구된다. 상부유로판에서도 언급하였지

만 기존의 16×16형 연료봉 배열의 경우에는 그림 168(a)와 같이 연료봉의 부수로에

하부유로판의 유로구멍이 일치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상부에서 투영한 면적은

25840.94 mm2 이다.

(a) 기존 연료봉과의 배열

    

(b) 이중냉각 연료봉과의 배열

그림 168. 기존 16×16형 핵연료의 하부유로판 유로배열과 기존 16×16형 핵연료 및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위치.

그러나 상부유로판에서와 같이 기존의 하부유로판을 현재의 이중냉각 핵연료

에 사용할 경우 그림 168(b)와 같이 연료봉의 내외부 유로와 간섭이 발생한다. 따라

서 유로구멍의 형상 및 배열을 재설계하여 그림 169와 170과 같은 두 가지 후보형

상을 개발하였다.
두 후보형상의 큰 차이점은 유로구멍의 형상인데 첫 번째 후보형상은 원형으

로 유로구멍을 형성한데 반해 두 번째 후보형상은 사각형으로 유로구멍을 형성하였

다. 두 경우 상부에서 투영한 면적은 24257.91 mm2와 25416.32 mm2로서 기존의 하

부유로판보다 원형의 경우 약 6.1%, 사각형의 경우 약 1.6%가 감소하였다.
기존 하단고정체 유로판과 새로 고안된 두 종의 하단고정체 유로판의 유로면

적은 각각 16837.66, 18425.65, 17267.24 mm2이다. 기존대비 유로면적은 원형 유로구

멍의 경우 약 9.4%, 사각형 유로구멍의 경우 약 2.6% 증가하였다. 상부유로판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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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로면적의 증가는 유로간섭면적이 감소하여 유로판에 의한 압력강하량이 감소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각형보다 원형 형상이 6.8% 정도 압력강하량이 줄어

들어 수력적 특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69.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하부 유로판의 원형 유로구멍 형상.

그림 170. 12×12형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하부 유로판의 사각형 유로구멍 형상.

2) 해석결과

앞서 이중냉각 핵연료를 위한 하부유로판을 설계하였으며 이때 유로면적을

기존에 비해 증가시켰으며 유로구멍의 개수와 위치를 재배치시켰다는 것을 서술하

였다. 또한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안내관 및 계측관을 이중 관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들과의 조립을 위해 하부유로판 내 안내관 및 계측관 위치 주변에 존재하였

던 유로구멍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라 하부유로판이 핵연료집합체 취급 시 축방향 하중에

대하여 강도 건전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하단고정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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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정체와 동일하게 등가하중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설계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ASME code의 stress intensity criterion을 만족하는지를 응력선형화과정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그림 171. 원형구멍 하부유로판 하

중조건.

      
그림 172. 원형구멍 하부유로판

경계조건.

먼저 등가하중을 이용한 하단고정체 두 가지 후보형상의 건전성확인을 위한

해석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건전성 확인을 위해 상부로부터 최대 축

하중을 받는 경우인 22.241 kN의 인양력이 작용할 때를 고려하였으며 하단고정체

각 부분에 걸리는 응력을 상용패키지인 ABAQUS[7]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상부유

로판과 동일하게 정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물성치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탄성계수

E = 193×103 MPa, 프와송 비 ν = 0.29, 항복강도는 215 MPa).
상단고정체에서와 같이 형상의 대칭성에 따라 1/4 model을 해석하였으며 사용

된 요소는 C3D10로 10-node quadratic tetrahedron을 사용하였다. Solid element이므로

사용된 자유도는 변위방향자유도(translational D.O.F.)이며 원형 유로구멍의 하단고정

체의 경우의 하중과 경계조건은 각각 그림 171 및 172와 같다.
하중은 하단고정체와 접촉하는 부분전체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총 하중의

1/4(= 5,560 N)을 접촉면의 면적(= 348.979 mm2)으로 나눈 값(= 15.93 N/mm2)을 연

직방향으로 작용시켰으며, 경계조건은 하부 노심판(lower core plate; LCP)과 접촉하

는 하단고정체 다리부분의 전체 nodes에 대하여 모든 자유도(x, y, z directional 
translational D.O.F.)를 구속시켰다. 또한 해당하는 각 면의 nodes에 대하여 대칭조건

(x-symmetric, z-symmetric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총 사용된 절점수와 요소수는 각

각 605,478개와 400,293개 이다.
사각형 유로구멍의 하단고정체의 경우의 하중과 경계조건은 각각 그림 173 

및 174와 같다. 하중과 경계조건은 원형 유로구멍의 하단고정체와 동일하며 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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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절점수와 요소수는 각각 588,953개와 400,293개 이다.

그림 173.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

하중조건.

      

그림 174.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

경계조건.

해석결과는 그림 175 및 176과 같으며 원형구멍 하부유로판의 경우 최대 등

가응력값은 171.9 MPa로서 항복강도인 215 MPa의 80% 정도이고 사각형구멍 하부

유로판의 경우 최대 등가응력값은 204.9 MPa로서 항복강도인 215 MPa의 95% 정도

이다.

그림 175. 원형구멍 하부유로판 Von-Mises stress 해석결과(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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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6. 사각형 하부유로판 Von-Mises stress 해석결과(MPa).

 

다음으로 ASME code를 이용한 두 가지 하단고정체 하부유로판 후보에 대한

건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77. 원형구멍 하부유로판 Tresca stress 해석결과(MPa).

상부유로판과 동일하게 maximum Tresca stress가 발생하는 부분을 SCP으로 취

하려고 하였으나 원형구멍 하부유로판의 경우 maximum Tresca stress가 발생하는 부



- 182 -

분은 그림 177에 붉은색(아래쪽) 원형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하단고정체

다리부분(leg)으로 모서리부분에서의 응력집중에 의한 값으로 전체 구조물의 강도

건전성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응력선형화는 최

대 등가응력발생 부분대신 유로구멍과 인접 구멍사이의 단면(파란색 원, 위쪽 원)에
서의 응력을 분석하였다. SCP을 그림 178과 같이 설정하였으나 SCP이 균일하지 않

기 때문에 균일한 2 개의 SCP로 분할하고 각 SCP에 대한 SCL을 형성하였다. 모든
SCL에 대한 응력성분을 구하였고 각 SCP별로 평균하여 응력성분의 평균을 취하였

다. 이렇게 구해진 응력평균성분은 표 28과 같다.

① ②

SCL

그림 178. 원형구멍 하부유로판 응력분류선.

Area Classification      

1

 -1.70766 3.720809 11.07093 0.766036 -0.58999 5.504814

 at 
point A

1.993367 56.56654 103.3798 -0.45431 0.135215 43.49226

 at 
point B

-5.40869 -49.1249 -81.2377 1.986381 -1.31519 -32.4826

2

 -9.15706 -38.4333 -38.1172 3.366936 -3.36789 -28.0745

 at 
point A

-0.26438 -2.40502 -2.11618 4.2395 -4.30076 4.150083

 at 
point B

-18.0498 -74.4615 -74.1182 2.494375 -2.43503 -60.2991

표 28. 원형구멍 하부유로판의 응력분류면에서의 평균응력성분

* point A, B : SCL의 시작점과 끝점, 단위 :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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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CL에 대한 평균을 취함으로써 SCP에 대한 응력성분을 구하였고 식

(20)을 이용하여 주응력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을 도출해낸다. 여기서 x는
max./mid./min. Principle stress를 의미한다. 3차 방정식은 Mathematica V3.0을 이용하

여 계산하고 구해진 주응력은 표 29와 같다. 또한 ASME stress intensity limits는
Tresca stress를 이용함으로 구해진 주응력을 이용하여 식 (21)과 같이 주응력의 차의

절댓값 중 최댓값을 Tresca stress로 취하였다.

Area Classification Max. Principle 
stress 

Mid. Principle 
stress

Min. Principle 
stress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1

 14.0164 1.10069 -2.03294 16.04934 215
 at 

point A
129.364 30.5897 1.98588 127.3781 322.5

 at 
point B

-5.17015 -29.1855 -101.416 96.24585 322.5

2

 -4.88795 -14.4694 -66.3501 61.46215 215
 at 

point A
3.44645 1.88221 -10.1142 13.56065 322.5

 at 
point B

-11.9867 -20.0535 -134.589 122.6023 322.5

표 29. 원형구멍 하부유로판의 Principle stress와 Tresca stress 및 SUS304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

* 단위 : MPa

이상과 같이 구해진 원형구멍 하부유로판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대한

응력강도는 SUS304의 stress intensity limits를 모두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의 경우 maximum Tresca stress가 발생하는 부

분은 그림 179에 붉은색 원형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한 부분

의 단면을 SCP로 설정하고 응력선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SCP를
그림 180과 같이 균일한 두 개의 SCP로 분할하여 구성하였다. 각 SCP에 대하여

SCL을 형성하고 각 SCL에 대하여 응력성분의 평균을 취하여 SCP의 막응력과 굽힘

응력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평균응력성분은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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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9.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 Tresca stress 해석결과(MPa).

SCL

① ②

그림 180.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 응력분류선.

원형구멍 하부유로판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SCL에 대한 평균을 취하여 SCP
에 대한 응력성분을 구하였고 식 (20)을 이용하여 주응력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

을 도출한 후 Mathematica V3.0을 이용 3차 방정식을 계산하여 max./mid./min. 
Principle stress를 구한다. 또한 ASME stress intensity limits는 Tresca stress를 이용하

기 때문에 식 (21)을 이용하여 Tresca stress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max./mid./min. Principle stress와 Tresca stress는 표 31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구해진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대

한 응력강도는 SUS304의 stress intensity limits를 모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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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lassification      

1

 -1.49874 2.51795 12.59413 0.529142 -0.42445 3.989588

 at 
point A

4.125811 51.3388 118.6555 -0.61117 0.46062 34.07564

 at 
point B

-7.12329 -46.3029 -93.4673 1.66945 -1.30952 -26.0966

2

 -9.15313 -38.4643 -38.5118 3.383057 -3.31789 -27.9879

 at 
point A

-0.23696 -3.01117 -2.77984 4.262399 -4.24717 3.87204

 at 
point B

-18.0693 -73.9174 -74.2437 2.503718 -2.38862 -59.8478

표 30.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의 응력분류면에서의 평균응력성분

* point A, B : SCL의 시작점과 끝점, 단위 : MPa

Area Classification Max. Principle 
stress 

Mid. Principle 
stress

Min. Principle 
stress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1

 13.9858 1.27662 -1.6491 15.6349 215
 at 

point A
132.893 37.1178 4.10886 128.7841 322.5

 at 
point B

-6.96799 -34.8644 -105.061 98.09301 322.5

2

 -5.04069 -14.6126 -66.4759 61.43521 215
 at 

point A
3.34486 0.976455 -10.3493 13.69416 322.5

 at 
point B

-12.1951 -20.1067 -133.929 121.7339 322.5

표 31. 사각형구멍 하부유로판의 Principle stress와 Tresca stress 및 SUS304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

* 단위 : MPa

(마) 이물질여과

1) 종래의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설계 개념

이중냉각 핵연료의 경우 연료봉 내부로도 유동이 존재하게 되며, 이 내부 수

로가 막히게 된다면 심각한 핵비등이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

한 내부 유동이 막히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자로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이

물질이 핵연료 내부로 유입되는 것이다.

핵연료집합체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은 연료봉과 접촉하여 냉각수 유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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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속적으로 연료봉과 마찰은 일으키게 되며 연료봉에 천공을 유발할 경우가 있

다. 이때의 연료봉 천공은 ‘이물질 프레팅 손상(Debris fretting damage)’이라고 하

며 연료봉 내부의 핵분열 생성기체가 원자로 내로 유출되도록 하므로 지지격자체와

연료봉의 마찰에 의한 프레팅마멸과 같이 원자로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대

표적인 핵연료 손상이다.

이물질 프레팅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종래 방법은 하단고정체의 유로판에 이

물질 여과 채(sieve)를 부착하든가, 하단고정체 바로 위에 이물질여과를 위한 추가적

인 지지격자체(예, protective grid 등)를 설치함으로써 하단고정체를 통과하는 이물

질들을 여과하는 것 등이다.

본 이중냉각 핵연료개발과제에 앞서 ‘97-‘00년도에 수행하였던 ‘경수로용 신형

핵연료개발’ 과제 시의 1단계에서 총 9종의 이물질 여과판 후보모델 및 기존 하단

고정체 여과판 5×5 부분모형(partial model)에 대하여 이물질 여과성능을 분석하였던

적이 있으며 이때 2 종의 최적 후보모델인 비닐하우스형과 사각유로판형 여과판

[20]을 선정한 후 전체모형(full model)에 대하여 철사, 금속조각 등을 포함한 15 가
지 형태의 이물질을 각각 10 개씩 150개를 투입하여 이물질 여과성능을 시험하였

다.
시험 결과, 사각유로판형 여과판의 경우 집합체를 통과한 이물질의 양이 10%

수준인 반면 비닐하우스형 여과판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닐하우스형 여과판은 집합체 길이방향으로 곡률이 존재하여

사각유로판형 여과판에 비하여 이물질의 운동을 방해하는 작용이 탁월할 뿐만 아니

라 비닐하우스형 및 사각유로판형 여과판에 있어서 전체 면적에 대한 통과 가능한

면적의 비가 54.5%, 61.4%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통과할 확률이 비닐하우스형 여과

판의 경우에서 더 낮기 때문이었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는 연료봉의 손상방지의 목적 외에도 연료봉의 열전달성

능 확보를 위해 연료봉 내부로의 이물질이 유입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과제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상기의 여과장치 중 성능이 우수한

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과율이 뛰어난 비닐하우스형

이물질유입방지 필터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중냉각 핵연료의 하부유로판

상부에 용접의 방법으로 조립하도록 설계하였다.

l 트러스 구조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상기의 기존 이물질 여과장치의 채택과는 별도로 본 과제에서 개념을 도출한

분할 연료봉에 있어 이를 지지하기 위해 새로이 고안된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

를 이물질 여과격자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였다.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의 경우 두 판 사이에 격자체의 강도를 높이기 위

하여 촘촘히 사용된 와이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물질 여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즉,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를 핵연료집합체의 최 하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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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하여 이물질 여과격자체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이물질 여과 지지구

조체를 설계하였다.
그림 91~105에서 볼 수 있는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의 경우 두 개 층으로

부터 네 개 층으로까지 적용가능하나 이물질여과 기능을 가지면서도 압력강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층수를 고려하여 현재에는 세 개 층으로 구성된 이물질

여과용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를 설계하였다. 이때 하단고정체는 이중냉각 연료

봉의 배열에 적합한 유로구멍을 갖는, 기 도출된 하단고정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

였으며, 이 하단고정체의 윗면에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의 외부판을 용접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181에는 트러스로 형성한 이물질여과 지지구조체를 하단고정

체에 설치한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181.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조체가 설치된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개략도.

한편 와이어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는 기계적 강도뿐 아니라 냉각수가 통과할

때 냉각성능의 제고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하부로부터

유입되어 하류로 흐를 대 냉각수가 이들 와이어와 부딪히게 되고 이들 와이어들은

그 흐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종래 냉각수의 혼

합성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지격자에 혼합날개를 형성하는 것보다 구조체 전체 높이

에 따라 구성된 이들 트러스 구조가 열/수력적 기능제고에도 우수할 것으로 예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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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제작

(1) 모형제작방법

 상, 하단고정체는 12×12 이중냉각 핵연료 집합체 전체크기로 제작하였다. 상

단고정체의 경우 유로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 즉, guide post, holddown spring,

holddown plate는 해석결과 기존의 제품을 이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존 부

품을 이용하였다. 상부유로판은 마름모형으로 center post는 기존과 동일한 치수로

제작하고 기존의 부품과 조립하여 상단고정체를 구성하였다. 하단고정체는 이중냉

각 핵연료 배열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두 가지 후보모형 중에서 원형구멍의 하부유

로판을 가지는 것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된 상부유로판, center post, 하단고

정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아노다이징을 통하여 경화처리 하였다.

(2) 모형사진

       

               (a) 상부 (b) 하부

그림 185. 상단고정체 모형(사진).

       

               (a) 상부 (b) 하부

그림 186. 하단고정체 모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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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집합체

가. Data summary
본 수행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은 지지구조체, 안

내관 및 계측관 및 상단 및 하단고정체 등 5 개 부품이다. 이와 함께 본 과제에서

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부품에 대한 개념설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 상 대부분

의 핵연료부품을 설계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품들 외에 안내관 및 계측관의 슬리브를 비롯한 각

종 연결 및 체결부품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계는 본 과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핵연료집합체를 설계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고정체의 누름 스프링(Holddown Spring)을 설계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집합체의 무게와 부피를 구하고 이로부터 부양력과 부력

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핵연료집합체 무게 및 냉각수와 접촉하는

접수면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종 연결 및 체결부품들을 제외하고 앞서 기

술한 5 가지의 구조부품과 연료봉에 대한 무게와 부피 및 표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Data Summary로 이르고 엑셀파일로 생산하였다.
작성된 엑셀파일은 각 부품의 기본치수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게, 부피

및 표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계산되도록 함으로써 본 과제의 수행 중 수정되는 치수

가 있을 경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Data 
Summary는 과제 2차년도인 2008년도 현재까지 제안 또는 개발된 상기 부품들의 치

수를 이용하여 2 종을 생산한 것이며 각각 Data Summary Release-1, Release-2라 하

였다. 향후 개정 때 마다 Release 번호를 순차적으로 일련으로 부여하게 된다. Data 
Summary Release-1 및 Release-2를 위해 사용한 각 부품의 기본치수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l Data Summary Release-1
- 연료봉 외부피복관: 바깥지름 15.9 mm, 안지름 14.75 mm, 두께 0.575 mm
- 연료봉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10.15 mm, 안지름 9.0 mm, 두께 0.575 mm
- 안내관 및 계측관은 특허출원된 이중안내관[17]을 적용하고 내측관은 영광 3,4
호기의 치수, 그리고 외측관은 열수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14]를 이용하여

바깥지름 33.5 mm, 안지름 30.44 mm, 두께 1.53 mm로 함

-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제원은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각각의 유로면적을 기존의

OPR-1000 노심용 핵연료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신형핵연료에서 개발

된 치수를 사용함

- 지지구조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허출원된 원통삽입형[1], 외팔보형, 돌출형

및 물결형을 실시예로 갖는 중심이동형[2] 및 적층형[3] 각각에 대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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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ata Summary Release-2
Release-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료봉의 치수와 외부안내관 및 외부계측관의

치수가 개정되었다.
- 연료봉 외부피복관: 바깥지름 15.9 mm, 안지름 14.16 mm, 두께 0.87 mm
- 연료봉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9.42 mm, 안지름 8.4 mm, 두께 0.51 mm
- 외부안내관 및 외부계측관 : 바깥지름 33.5 mm, 안지름 31.46 mm, 두께 1.02 

mm
l Data Summary Release-3

Release-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료봉 내부피복관의 치수 및 소결체와 내외부

피복관 사이의 간격을 개정하였다.
- 연료봉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9.66 mm, 안지름 8.5 mm, 두께 0.58 mm
- 소결체와 내부 피복관 사이의 간격: 70 μm
- 소결체와 외부 피복관 사이의 간격: 60 μm

본 절의 이하에는 계산된 Data Summary Release-1, Release-2 및 Release-3를 수

록하였다. 또 각각의 경우, 핵연료집합체 무게를 보여주고 있으며 OPR-1000용
16×16형 핵연료로서 초기노심 때의 ABB-CE 핵연료, GuardianTM 핵연료 및 최근 한

전원자력연료(주)에서 개발한 개량핵연료인 PLUS7과의 무게비교를 나타내었다. 현
재까지 고안된 지지구조체를 하나의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에 11개 적용할 경우, 
기존의 모든 핵연료에 비해 약 -1.7% ~ +3.7%의 무게차이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1) Data Summary Release-1
l 상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Spring Inconel 
x-750 116981.89 8.44×10-6 0.987 4 467927.56 3.949 

2 Outer guide 
post (Outer) SS-304 98561.89 8.00×10-6 0.788 4 394247.56 3.154 

3 Outer guide 
post (Inner) SS-304 79389.47 8.00×10-6 0.635 4 317557.88 2.540 

4 Holddown 
plate SS-304 254531.74 8.00×10-6 2.036 1 254531.74 2.036 

5 Center post SS-304 18728.51 8.00×10-6 0.150 1 18728.51 0.150 

6 Flow plate SS-304 331422.73 8.00×10-6 2.651 1 331422.73 2.651 

Total　 1784415.98 14.481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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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Bottom End 
Piece SS-304 775555.027 8.00×10-6 6.204 1 775555.027 6.204 

2 Debris Filter 
(house type) SS-304 35551.54 8.00×10-6 0.284 1 35551.54 0.284 

Total 811106.567 6.489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l 안내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17394.360 6.56×10-6 2.082 　 336383.689 2.207

2 outer 
tube Zircaloy-4 638240.797 6.56×10-6 4.187 437114.589 638240.797 4.187

Total　 6.394 　 974624.486　 6.394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Outer tube의 치수정보는 TI-CF-GA-04와 YGN 3&4 FA design calculation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l 계측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17394.360 6.56×10-6 2.082 　 317394.360  2.082 

2 outer 
tube Zircaloy-4 640027.958 6.56×10-6 4.199 437114.589 640027.958 4.199 

Total　 6.281 　 　 6.281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Outer tube의 치수정보는 TI-CF-GA-04와 YGN 3&4 FA design calculation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Dimple은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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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료봉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Pellet UO2 844.133 1.05×10-5 0.009 　 324991.244  3.419 

2 Clad tube Zircaloy-4 182978.228 6.56×10-6 1.200 318223.006 182978.228 1.200 

3 Upper 
end plug Zircaloy-4 1508.621 6.56×10-6 0.010 134.939 1508.621 0.010 

4 Lower 
end plug Zircaloy-4 1953.921 6.56×10-6 0.013 134.939 1953.921 0.013 

5 Plenum 
spring

Inconel 
718 8828.873 8.44×10-6 0.075 　 8828.873 0.075 

Total　 520260.886  4.716 

* 사용된 치수정보는 annular fuel data list rev. 0 제원을 사용하였다.
* 소결체의 개수와 봉단마개의 높이는 DOWSER의 입력값을 사용하였다.
* 봉단마개는 실린더로 가정하였다.
* SA : surface area, clad의 경우는 side friction area를 의미하며 end plug의 경우는 projection surface area를 의미한

다.
* CA : component assembly

l 지지구조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urface Area (mm2)

Projection Side friction Total

1 Stack Zircaloy-4 70437.947 6.56×10-6 0.462 3318.200 293852.880 300489.280 

2 Cantilever Zircaloy-4 82387.960 6.56×10-6 0.540 3208.600 386833.440 393250.640 

3 Convex Zircaloy-4 91435.400 6.56×10-6 0.600 5148.404 408693.948 418990.756 

4 Wave Zircaloy-4 91558.510 6.56×10-6 0.601 2288.724 425494.828 430072.276 

5 Insertion Zircaloy-4 185646.000 6.56×10-6 1.218 4714.760 799370.290 808799.810 

* Total surface area = side friction surface area + 2 × projection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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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핵연료집합체

Num Name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SA per CA 
(mm2)

Q'ty per 
FA (ea)

Vol per FA 
(mm3)

Mass per 
FA (Kg)

SA per FA 
(mm2)

1 TEP 1784415.980 14.481 　 1 1784415.980 14.481 　
2 BEP 811106.567 6.489 　 1 811106.567 6.489 　
3 OGT 974624.486 6.394 437114.589 4 3898497.945 25.574 1748458.355 
4 CGT 957422.318 6.281 437114.589 1 957422.318 6.281 437114.589 
5 FR 520260.886 4.716 318223.006 124 64512349.876 584.843 39459652.744 

6

SG(#1) 70437.947 0.462 293852.880 11 774817.417 5.083 3232381.680 
SG(#2) 82387.960 0.540 386833.440 11 906267.560 5.945 4255167.840 
SG(#3) 91435.400 0.600 408693.948 11 1005789.400 6.598 4495633.428 
SG(#4) 91558.510 0.601 425494.828 11 1007143.610 6.607 4680443.108 
SG(#5) 185646.000 1.218 799370.290 11 2042105.998 13.396 8793073.190 

Total

with SG 
(#1)

72738610.103  642.751 44877607.368 

with SG 
(#2) 72870060.246 643.613 45900393.528 

with SG 
(#3)

72969582.086 644.266 46140859.116 

with SG 
(#4) 72970936.296 644.275 46325668.796 

with SG 
(#5)

74005898.684 651.064 50438298.878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FA : fuel assembly

l 핵연료집합체 무게 비교

Fuel Name Weight (kgf)
Ratio to 

OPR-1000
Ratio to  
Guardian

Ratio to 
PLUS7

OPR-1000 654.028 1.000 　 　
Guardian　 651.910 0.997 1.000 1.020 
PLUS7 639.380 0.978 0.981 1.000 

DUO

with Grid #1 642.751 0.983 0.986 1.005 
with Grid #2 643.613 0.984 0.987 1.007 
with Grid #3 644.266 0.985 0.988 1.008 
with Grid #4 644.275 0.985 0.988 1.008 
with Grid #5 651.064 0.995 0.999 1.018 

   

Note : DUO Grids
Grid #1 Stack
Grid #2 Cantilever
Grid #3 Convex
Grid #4 Wave
Grid #5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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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Summary Release-2
l 상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Spring Inconel 
x-750 116981.89 8.44×10-6 0.987 4 467927.56 3.949 

2 Outer guide 
post (Outer) SS-304 98561.89 8.00×10-6 0.788 4 394247.56 3.154 

3 Outer guide 
post (Inner) SS-304 79389.47 8.00×10-6 0.635 4 317557.88 2.540 

4 Holddown 
plate SS-304 254531.74 8.00×10-6 2.036 1 254531.74 2.036 

5 Center post SS-304 18728.51 8.00×10-6 0.150 1 18728.51 0.150 
6 Flow plate SS-304 331422.73 8.00×10-6 2.651 1 331422.73 2.651 
7 Flange SS-304 11699.478 8.00×10-6 0.094 1 11699.478 0.094 

Total　 1796115.458 14.575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l 하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Bottom End 
Piece SS-304 775555.027 8.00×10-6 6.204 1 775555.027 6.204 

2 Debris Filter 
(house type) SS-304 35551.54 8.00×10-6 0.284 1 35551.54 0.284 

Total 811106.567 6.489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l 안내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36383.689  6.56×10-6 2.207 　 336383.689 2.207 

2 outer 
tube Zircaloy-4 426603.989 6.56×10-6 2.799 431373.564 426603.989  2.799 

Total　 6.394 　 762987.678 5.005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Outer tube의 치수는 OD=33.5, ID=31.46, t=1.02, L=4098.8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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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fitting은 고려하지 않았다.
* SA : surface area, CA : component assembly

l 계측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17394.360 6.56×10-6 2.082 　 317394.360  2.082 

2 outer 
tube Zircaloy-4 433461.801  6.56×10-6 2.844 438308.048 433461.801  2.844 

Total　 4.926 　 750856.160 4.926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Outer tube의 치수는 OD=33.5, ID=31.46, t=1.02, L=4164.71 mm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Dimple은 무시하였다.

l 연료봉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Pellet UO2 817.718 1.05×10-65 0.009 　 314821.559  3.312 

2 Outer clad 
tube Zircaloy-4 167113.086 6.56×10-6 1.096 203202.642  167113.086 1.096 

3 Inner clad 
tube Zircaloy-4 58073.782 6.56×10-6 0.381 107352.339 58073.782 0.381 

4 Upper end 
plug Zircaloy-4 1600.292 6.56×10-6 0.010 853.489 1600.292 0.010 

5 Lower end 
plug Zircaloy-4 2072.650 6.56×10-6 0.014 1105.413 2072.650 0.014 

6 Plenum 
spring

Inconel 
718 10155.356 8.44×10-6 0.086 　 10155.356 0.086 

Total　 553836.725 4.899 

* 사용된 치수는 소결체 OD=14.02, ID=9.56, h=9.9
* 외부피복관 OD=15.9, ID=14.16, t=0.87, L=4068.0132, 내부피복관 OD=9.42, ID=8.4, t=0.51, L=4068.0132 mm
* Pellet과 cladding 사이는 내측, 외측 동일하게 0.07 mm로 가정하였다.
* 소결체의 개수와 봉단마개의 높이는 DOWSER의 입력값을 사용하였다.
* 봉단마개는 실린더로 가정하였다.
* SA : surface area, clad의 경우는 side friction area를 의미한다.
* CA : compon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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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지구조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urface Area (mm2)

Projection Side friction Total

1 Stack Zircaloy-4 70437.947  6.56×10-6 0.462 3318.200 293852.880 300489.280 

2 Cantilever Zircaloy-4 82387.960 6.56×10-6 0.540 3208.600 386833.440 393250.640 

3 Convex Zircaloy-4 99189.526 6.56×10-6 0.651 4295.320 390760.240 399350.880 

4 Wave Zircaloy-4 91558.510 6.56×10-6 0.601 2288.724 425494.828 430072.276 

5 Insertion Zircaloy-4 132990.005 6.56×10-6 0.872 3353.944 722911.112 729619.000 

* Total surface area = side friction surface area + 2 × projection surface area

l 핵연료집합체

Num Name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SA per CA 
(mm2)

Q'ty per 
FA (ea)

Vol per FA 
(mm3)

Mass per 
FA (Kg)

SA per FA 
(mm2)

1 TEP 1784415.980 14.575 　 1 1796115.458  14.575 　
2 BEP 811106.567 6.489 　 1 811106.567 6.489 　
3 OGT 974624.486 5.005 431373.564 4 3051950.711 20.021 1725494.255 
4 CGT 957422.318 4.926 438308.048 1 750856.160 4.926 438308.048 
5 FR 520260.886 4.899 312513.884 124 68675753.858 607.470 38751721.582 

6

SG(#1) 70437.947 0.462 293852.880 11 774817.417 5.083 3232381.680 
SG(#2) 82387.960 0.540 386833.440 11 906267.560 5.945 4255167.840 
SG(#3) 91435.400 0.651 390760.240 11 1091084.786 7.158 4298362.640 
SG(#4) 91558.510 0.601 425494.828 11 1007143.610 6.607 4680443.108 
SG(#5) 185646.000 0.872 722911.112 11 1462890.055 9.597 7952022.232 

Total

with SG 
(#1) 75860600.171 658.563 44147905.566 

with SG 
(#2) 75992050.314 659.426 45170691.726 

with SG 
(#3) 76176867.540 660.638 45213886.526 

with SG 
(#4) 76092926.364 660.087 45595966.994 

with SG 
(#5) 76548672.809 663.077 48867546.118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FA :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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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핵연료집합체 무게 비교

Fuel Name Weight (kgf)
Ratio to 

OPR-1000
Ratio to  
Guardian

Ratio to 
PLUS7

OPR-1000 654.028 1.000 　 　
Guardian　 651.910 0.997 1.000 1.020 
PLUS7 639.380 0.978 0.981 1.000 

DUO

with Grid #1 658.563 1.007 1.010 1.030 
with Grid #2 659.426 1.008 1.012 1.031 
with Grid #3 660.638 1.010 1.013 1.033 
with Grid #4 660.087 1.009 1.013 1.032 
with Grid #5 663.077 1.014 1.017 1.037 

   

Note : DUO Grids
Grid #1 Stack
Grid #2 Cantilever
Grid #3 Convex
Grid #4 Wave
Grid #5 Insertion

(3) Data Summary Release-3
l 상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Spring Inconel 
x-750 116981.89 8.44×10-6 0.987 4 467927.56 3.949 

2 Outer guide 
post (Outer) SS-304 98561.89 8.00×10-6 0.788 4 394247.56 3.154 

3 Outer guide 
post (Inner) SS-304 79389.47 8.00×10-6 0.635 4 317557.88 2.540 

4 Holddown 
plate SS-304 254531.74 8.00×10-6 2.036 1 254531.74 2.036 

5 Center post SS-304 18728.51 8.00×10-6 0.150 1 18728.51 0.150 

6 Flow plate SS-304 302733.856 8.00×10-6 2.422 1 302733.856 2.422 

7 Flange SS-304 11699.478 8.00×10-6 0.094 1 11699.478 0.094 

Total　 1767426.584 14.345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 Flow plate는 새로 고안된 형태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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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단고정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Q'ty per 
CA (ea)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Bottom End 
Piece SS-304 678273.43 8.00×10-6 5.426 1 678273.43 5.426 

2 Debris Filter 
(house type) SS-304 35551.54 8.00×10-6 0.284 1 35551.54 0.284 

Total 713824.97 5.711 

* 사용된 치수정보는 신형 핵연료 제원을 사용하였다.
* CA : component assembly
* Bottom End Piece는 새로 고안된 형태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l 안내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36383.689  6.56×10-6 2.207 　 336383.689 2.207 

2 Outer  
tube Zircaloy-4 427254.487 6.56×10-6 2.803 432031.335  427254.487  2.803 

3 Flange Zircaloy-4 9806.010 6.56×10-6 0.064 4503.505 9806.010 0.064 

4 End 
fitting Zircaloy-5 14312.200 6.56×10-6 0.094 14312.200 0.094 

Total　 5.009 　436534.840 763638.176 5.009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l 계측관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Inner 
tube Zircaloy-4 317394.360 6.56×10-6 2.082 　 317394.360  2.082 

2 outer 
tube Zircaloy-4 433461.801  6.56×10-6 2.844 438308.048 433461.801  2.844 

Total　 4.926 　 750856.160 4.926 

* 이중안내관을 고려하였다.
* Inner tube의 치수정보는 YGN 3&4 FA design calculation내 DOWSER에 의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Dimple은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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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료봉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A
(mm2)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1 Pellet UO2 778.015 1.07×10-5 0.008 　 302473.244  3.249 

2 Outer clad 
tube Zircaloy-4 167113.086 6.56×10-6 1.096 203202.642  167113.086 1.096 

3 Inner clad 
tube Zircaloy-4 67304.805 6.56×10-6 0.442 108630.343 67304.805 0.442 

4 Upper end 
plug Zircaloy-4 1585.452 6.56×10-6 0.010 857.001 1585.452 0.010 

5 Lower end 
plug Zircaloy-4 2053.430 6.56×10-6 0.013 1109.962 2053.430 0.013 

6 Plenum 
spring

Inconel 
718 9043.999 8.44×10-6 0.076 　 9043.999 0.076 

Total　 549574.017 4.887 

* 사용된 치수는 소결체 OD=14.04, ID=9.8, h=9.8
* 외부피복관 OD=15.9, ID=14.16, t=0.87, L=4068.0132, 내부피복관 OD=9.66, ID=8.5, t=0.58, L=4068.0132 mm
* Pellet과 cladding 사이는 내측은 0.07 mm로 외측은 0.06 mm로 하였다.
* 소결체의 개수와 봉단마개의 높이는 DOWSER의 입력값을 사용하였다.
* 봉단마개는 실린더로 가정하였다.
* Pellet의 density는 98%를 기준으로 하였다. (release 1 및 2에서는 96%)
* Active length를 3,810 mm로 하였다.

l 지지구조체

Num Name Material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Surface Area (mm2)

Projection Side friction Total

1 Stack Zircaloy-4 70437.947  6.56×10-6 0.462 3318.200 293852.880 300489.280 

2 Cantilever Zircaloy-4 82387.960 6.56×10-6 0.540 3208.600 386833.440 393250.640 

3 Convex Zircaloy-4 99189.526 6.56×10-6 0.651 4295.320 390760.240 399350.880 

4 Wave Zircaloy-4 91558.510 6.56×10-6 0.601 2288.724 425494.828 430072.276 

5 Insertion Zircaloy-4 132990.005 6.56×10-6 0.872 3353.944 722911.112 729619.000 

* Total surface area = side friction surface area + 2 × projection surface area
* Convex와 insertion은 제작시 설계치수를 이용하여 새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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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핵연료집합체

Num Name Vol per CA 
(mm3)

Mass per 
CA (Kg)

SA per CA 
(mm2)

Q'ty per 
FA (ea)

Vol per FA 
(mm3)

Mass per 
FA (Kg)

SA per FA 
(mm2)

1 TEP 1784415.980 14.345 　 1 1767426.584  14.345 　
2 BEP 811106.567 5.711 　 1 713824.970 5.711 　
3 OGT 974624.486 5.009 436534.840  4 3054552.703 20.038 1746139.360  
4 CGT 957422.318 4.926 438308.048 1 750856.160 4.926 438308.048 
5 FR 520260.886 4.887 313799.949 124 68147178.141 605.932 38911193.687 

6

SG(#1) 70437.947 0.462 293852.880 11 774817.417 5.083 3232381.680 
SG(#2) 82387.960 0.540 386833.440 11 906267.560 5.945 4255167.840 
SG(#3) 91435.400 0.651 390760.240 11 1091084.786 7.158 4298362.640 
SG(#4) 91558.510 0.601 425494.828 11 1007143.610 6.607 4680443.108 
SG(#5) 185646.000 0.872 722911.112 11 1462890.055 9.597 7952022.232 

Total

with SG 
(#1) 75208655.975  656.034 44328022.775  

with SG 
(#2) 75340106.118 656.896 45350808.935 

with SG 
(#3) 75524923.344 658.109 45394003.735 

with SG 
(#4) 75440982.168 657.558 45776084.203 

with SG 
(#5) 75896728.613 660.548 49047663.327 

* SA : surface area
* CA : component assembly
* FA : fuel assembly
* TEP와 BEP에서의 projection area는 flow plate의 값이다.

l 핵연료집합체 무게 비교

Fuel Name Weight (kgf)
Ratio to 

OPR-1000
Ratio to  
Guardian

Ratio to 
PLUS7

OPR-1000 654.028 1.000 　 　
Guardian　 651.910 0.997 1.000 1.020 
PLUS7 639.380 0.978 0.981 1.000 

DUO

with Grid #1 656.034 1.003 1.006 1.026 
with Grid #2 656.896 1.004 1.008 1.027 
with Grid #3 658.109 1.006 1.010 1.029 
with Grid #4 657.558 1.005 1.009 1.028 
with Grid #5 660.548 1.010 1.013 1.033 

   

Note : DUO Grids
Grid #1 Stack
Grid #2 Cantilever
Grid #3 Convex
Grid #4 Wave
Grid #5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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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제작

(1) 부분집합체 사진

외측피복관

내측피복관

Plenum spring

환형소결체

그림 187. 이중냉각 연료봉 모형(사진).

          

분할형 

연료봉 

다발

일체형 

연료봉 

다발

그림 188. 부분집합체 모형

(사진).

앞서 기본설계 완료된 각 구조부품을 이용

하여 부분집합체 모형을 제작하였다. 부분집합체

의 구성을 위해 연료봉부분을 두 개로 나누어

한쪽은 전체 길이를 갖는 일반적인 연료봉 4×4 

배열로 하여 원통삽입형, 외팔보형 및 반구돌출

형 지지구조체를 삽입하였으며(일체형 연료봉

다발), 나머지 한쪽은 분할연료봉 4×4 배열을

구성하여 분할된 위치에 카고메 트러스 지지구

조체를 삽입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분집

합체의 조립을 성공함에 따라 기본설계한 구조

부품을 이용하여 OPR-1000용 이중냉각 핵연료

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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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설계 도면

부부집합체 모형제작을 위한 지지구조체, 상하단고정체 및 안내관/계측관의

설계도면은 앞서 수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이중냉각 연료봉 모형제작을 위한 설계

도면 만을 나타낸다.

그림 189. 모의 소결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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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설계에의 영향 평가

(1) 개요

앞의 Data summary에서 볼 수 있었듯이 12×12 배열의 이중냉각 핵연료는 기

존의 16×16 배열 상용 핵연료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달라진다. 또한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기존 핵연료 경우의 3.35 mm보다 현저히 작은 1.23 mm가 된다. 이로부터

원자로 내에 핵연료가 장전된 후 냉각수 유동으로부터 핵연료가 갖는 부양력이 기

존 핵연료와 달라지며 핵연료에 의한 압력강하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되므로

원자로 상하부 노심판에 미치는 하중 및 응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과제 1단계에서 이중냉각 핵연료가 구조적으로는 OPR-1000 노심에 양

립할 수 있도록 각 핵연료 부품의 형상 및 제원이 설계되었으나 OPR-1000 노심구

조물 구조강도 측면에서의 양립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기본설계 완료

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제원이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결정되지는 않았으

나 한계해석을 통한 예비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예비평

가를 위해 한국표준형 핵연료의 개량핵연료인 PLUS7에 대해 노심구조 건전성을 평

가하였던 한국전력기술(주)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그 결과를 수록하였

다.
한국전력기술(주)의 원자로 설계부서에 의뢰한 내용은 핵연료의 설계변경에

따라 압력강하량이 증가할 경우 OPR-1000 노심구조물 응력의 설계여유도의 변화정

도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좁은 연료봉 간격에 의해 기존의 상

용 핵연료에 비해 압력강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만일 압력강

하량이 감소할 경우는 응력관점의 설계여유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별도의 평가가 필

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핵연료의 설계변경에 따른 원자로 내 수직방향으로의 수력하중은 핵연료의

무게, 부피 및 핵연료 내부로 냉각수가 통과하는 부분의 단면적, 지지구조체의 개

수, 상하단고정체의 유로면적, 연료봉 및 지지구조체와 냉각수가 접촉하는 접수면적

과 표면마찰 등 매우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압력강하량에 의해 결정된다.
앞의 Data summary-release 3에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무게는 적용하는 지지구

조체의 종류에 따라 OPR-1000 초기노심용 핵연료(초기의 Combustion Engineering사
의 핵연료), Guardian 및 PLUS7의 무게에 비해 각각 0.3~1.0%, 0.6~1.3%와 2.6~3.3%
가 증가하였다. 한편, 타 세부과제인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타당성 평가’에서는 이중

냉각 핵연료의 압력강하량을 OPR-1000 초기노심용 핵연료 대비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강하량의 증가에 대해 OPR-1000 노심구조물

의 구조강도 건전성에 대한 설계여유도가 만족되는지를 한국전력기술(주)에 자문하

였다.

(2) 핵연료집합체 설계 변경 시 수직방향 수력하중 증가를 고려한 OPR-1000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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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조물의 건전성 검토(한국전력기술(주) 자문 결과)

한국전력기술(주)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핵연료의 변경에 의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건전성 관련 설계여유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계분야 뿐 아니라 유

체설계분야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설계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제원정보를

이용하여 대규모 과제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례로 PLUS7 핵연료의 경

우 이러한 해석을 위해 십억 원 이상의 예산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은 지극히 기초적인 평가결과라 볼

수 있다.
OPR-1000 노심구조물 중 가장 작은 설계여유도를 갖는 것은 원자로 상부의

Tube Bank 집합체로서 핵연료집합체로 삽입되는 제어봉집합체가 관통하는 부분이

다. Tube Bank 집합체 외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의 변경에 따른 수력

하중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설계여유도를 갖고 있다.

Tube Bank 집합체는 초기의 OPR-1000 핵연료가 장전된 경우 약 8% 정도의 설계

여유도를 갖고 있으며 핵연료집합체 변경에 따른 수력하중 증가 시 이 값이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를 평가하였다. Tube Bank 집합체의 응력해석을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다양한 하중조합(Load Case)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수직방향 수력하중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Tube Bank 집합체의 응력해석 결과를 보면, 펌프맥동 하중이나

수평방향 수력하중의 경우가 전체적인 응답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며, 수

직방향 수력하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다. 그보다는 노심과 서로 연결되

어 있는 구조물(Fuel Alignment Plate 또는 Lower Support Structure)에서의 동적

거동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PLUS7 핵연료의

경우 동적해석에 좀 더 주안점을 갖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

은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이 수력하중의 크기에 선형적 비례관계

가 있다는 단순한 가정을 이용하여 Tube Bank 집합체의 설계여유도를 평가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32에 나타내었다. 앞서 이중냉각 핵연료의 압력강하량 증가가 약

25%였으며, 이 값이 모두 수력하중의 증가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Tube Bank의

설계여유도는 보간법에 의해 약 6.33%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 장전에

따른 OPR-1000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건전성이 만족된다고 할 수 있다.

수력하중 증가량(%) 0 30 50 100
Tube Bank 설계여유도(%) 8 6 4.5 1

표 32. 수력하중 증가에 따른 OPR-1000 Tube Bank 설계여유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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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료봉 기본설계

1. 피복관 및 연료봉

가. 피복관 두께 설계

(1) 외부피복관 두께

(가) 기술현안

이중냉각 연료봉은 내부유로의 형성 및 출력증강을 위한 소결체 우라늄양의

확보를 위해 바깥지름을 15.9 mm, 안지름은 8.5 mm로 설계하고 있다. OPR-1000형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핵연료는 바깥지름이 9.5 mm이므로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바깥기름은 기존 연료봉 피복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이로

부터 기존 연료봉의 피복관 두께인 0.57 mm를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에 적용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자로 내에서 연료봉은 외부로부터 원자로 내의 압력을 받으며 내부에서는

초기의 헬륨 충진압과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기체 압력을 받으므로 연

료봉 피복관은 내부 및 외부에서 압력을 받는 두께가 얇은 압력관이 된다.
일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두께가 얇은 관의 설계에서, 응력관점의 건전성유지

를 위하여, 관 지름이 증가할 때 관두께도 따라서 증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중

냉각 연료봉의 외부피복관 두께를 상용 핵연료 피복관 최소두께인 0.57 mm보다 크

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핵연료 개발 및 상용화 과

정에서는 피복관 두께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나 방법론을

적용한 경험이 없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핵연료의 피복관 지름

및 두께에 관한 자료조사와 설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는 제1절 3.나.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즉, 현재 중수로 핵연료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경수로 핵

연료의 피복관 두께를 조사하였을 때, 피복관의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은

0.058 ~ 0.069의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0.060의 비율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0.060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15.9 mm 지름의 외

부 피복관 두께는 0.954 mm이 되어 0.57 mm로 한 경우에 비해 소결체 부피가 현저

히 감소하게 된다.
소결체 부피의 감소는 핵연료의 우라늄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중냉각 핵

연료의 출력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외부피복관의 두께를 최대

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수로형 핵연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깥지름에

대한 두께의 비가 적용되지 못하고 감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참조하여 연료봉 피복관 두께와 관련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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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결과로서, 이중냉각 연료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설계식을 찾고 이의 근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
계식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두께가 얇은 압력관의 두께결정 방법론 분석

l KEPIC 방법론(ASME 방법론)[21,22]
KEPIC MNB는 원자력기계 중 1등급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기술하고 있으

며 원통형 동체 및 관제품에 대해서는 외압을 받는 경우와 내압을 받는 경우로 분

리하고 있다. 이는 각각 좌굴강성과 인장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외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관의 두께에 대한 외경의 비(Do/t)가 10 이상 및 미만의

경우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길이

는 기존의 OPR 1000에 사용되는 상용 연료봉의 길이와 같도록 설계할 예정이므로

Do/t >> 10 이 된다.
이 경우, 외압을 받는 관제품의 두께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

다.
1) 임의의 두께 t를 정하고 L/Do 및 Do/t를 계산한다. 여기서 L은 연료봉의 길

이에 해당한다.
2) 원자력 재료의 허용응력 값을 표로 나타낸 KEPIC MDP를 이용한다. 즉, 1)

의 L/Do 와 Do/t 값으로 KEPIC MDP 부록 VIII의 그림 G에서 계수 A 값을 읽는다.
3) KEPIC MDP 부록 VIII의 해당재료에 대한 그래프를 찾고 2)에서 구한 A 

값에 해당하는 계수 B 값을 구한다.
4) 다음의 공식에 대입하여 최대 허용외압 Pa를 계산한다.

 


(22)

만일 A 값이 그래프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Pa를 계산한

다.

 


(23)

여기서 E는 사용 온도에서의 재료 탄성계수이다.
5) Pa가 작용 외압보다 크면 1)에서 정한 t를 두께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용 외압보다 Pa가 커질 때까지 t를 증가시키며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한편, 내압을 받는 관의 최소두께(tm)에 대한 KEPIC에서의 공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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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24)

 

 (25)

여기서, Pi는 설계내압(플리넘 스프링i 또는 kPa), Sm은 KEPIC MDP 부록 IIA 및 IIB
에서 찾는 값으로서 설계온도에서의 최대허용응력강도(플리넘 스프링i 또는 kPa), d
는 관의 안지름, y=0.4, C는 관의 이음 등을 위해 가공하는 나사, 홈 등을 보상하는

추가두께이다.
그러나 연료봉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KEPIC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유

는 MDP에 나와 있는 지르코늄 합금재료로서 702(Zircaloy-2)와 705(2.5 Nb) 만이 규

정되어 있을 뿐 연료봉 재료인 Zircaloy-4가 없다는 것이다.

l 러시아 방법론[23]
일체형 원자로의 설계에서는 KEPIC(ASME) 외에 러시아의 설계방법론을 적용

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이를 같이 검토하였다. KEPIC 기준에 비하여 러시아 기

준은 특정재료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KEPIC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Zircaloy-4 재질에 대해 러시아 기준을 적용하게 되

었다.
러시아의 기준은 배관재료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소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를 이용하여 임계압력을 계산하고 이를 허용 외압과 비교함으로

써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용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내압을 받는 경우: [σ] = Min[Rm
T/2.6, Rp0.2

T/1.5] (26)
- 외압을 받는 경우: [σ] = Min[Rm

T/2.6, Rp0.2
T/2] (27)

여기서, Rm
T 및 Rp0.2

T
는 각각 사용온도 T에서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2) 외압을 받는 배관의 최소설계두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28)

여기서, tR은 허용응력과 외압을 고려한 두께이며 c는 여유두께로서 tR의 12.5%를 취

한다. 또, Po는 외압의 크기이며 φ = 1을 취한다.
3) 좌굴 안전성의 평가는 다음의 절차 및 공식을 이용한다. 이때 우선 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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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길이(Lcr)를 계산하여야 한다.

 




 (29)

여기서, Dm은 배관의 중립면 지름(= (Do+Di)/2, 이때 Do, Di는 각각 배관의 외경 및

내경)이며, t는 임의로 설정한 배관두께로서 식 (28)의 (tR+c) 로 할 수 있다.
4) 실제 배관의 길이(L)와 식 (29)에 의한 임계길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각 경우의 임계응력(σcr)을 계산한다.

- L ≥ Lcr일 때

  

 


(30)

- Lcr ≥ L ≥ Dm/3일 때

  


 

 


(31)

여기서, ET는 사용온도 T에서의 탄성계수이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길이를 OPR-1000형 상용 연료봉의 길이와 동일하게

할 때 약 4090 mm이고, 외부 피복관의 지름 및 두께를 각각 15.9 mm와 0.57 ~ 1 
mm로 하면 식 (29)에 의한 임계길이가 대략 102 ~ 74 mm의 값을 갖게 되므로 식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임계응력으로부터 임계압력(Pcr)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32)

6) 마지막으로 허용 외압(Pa)을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Pa = 0.5×ξ×Pcr (33)

여기서 ξ는 수정계수로서 다음으로부터 계산한다.

ξ = Min[0.7, 


], 그리고 




(34)

7) 작용 외압이 Pa 보다 작으면 배관의 좌굴안정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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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3. Material properties of Zircaloy-4 and design pressure for the input values of 
KWU design formula of cladding thickness

탄성계수(MPa) 인장강도(MPa) 항복강도(MPa) Poisson ratio 설계압력(MPa)
70140.361) 423.591) 324.921) 0.251) 10.52)

1) 재료상수는 CE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50℃의 값임.
2) 설계압력은 연료봉의 외압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Hot Zero Power 일 때를 고려

하여 원자로 및 연료봉 내압의 차인 (15.5 - 5.0) MPa로 계산함.

이상과 같은 러시아 방법론을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에 적용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때 각각의 공식에 적용한 Zircaloy-4의 재료상수 및 설

계압력은 표 33과 같다.

1) 허용응력 [σ] = Min[423.59/2.6, 324.92/2] = 162.46 MPa (식 (27) 적용)

2) 수정계수,  










 i f 




 i f 

, (식 (34) 적용) (35)

여기서, 표 33의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와 식 (34) 및 (30)에 정의된 λ 및 σcr을 이용

하여 t/Do의 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

 



 ×× 

 


(36)

식 (36)에서 여유두께 c는 두께의 12.5%로 하였다. 이제 식 (35)를 t/Do에 대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 f


 




 i f


 

(37)

3) 허용압력, Pa의 계산 (식 (30), (32) 및 (3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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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8)

4) 허용압력이 표 33의 설계압력인 10.5 MPa보다 커야하므로, 피복관 두께결

정을 위한 최종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Ÿ 최소두께 결정을 위한 요건(식 (28) 적용)




≥××


  (39)

피복관의 외경, Do가 결정되면 식 (39)에 의해 tR을 구하고 이에 여유두께, 
c(=0.125tR)를 더하여 최소두께, t는

t = 1.125 × tR (40)

으로 한다.
Ÿ 좌굴안전성을 고려한 두께결정 요건(식 (38) 적용)

i) t/Do > 0.0463인 경우

 ×× 

×× 

 (41)

여기서 ≡


이다. 식 (41)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3차 부등식이 되고

0.05775K3 + 10.5K - 284.28081 < 0 (42)

해는 K < 13.5106 이므로, t/Do > 0.0689이다.

 ii) t/Do < 0.0463인 경우



- 217 -

  

×
  (43)

해는 K < 15.1042 이므로, t/Do > 0.0621이 된다. 이것은 조건에 위배되므로 모

순이다.
이상의 계산결과로부터 최소두께를 위한 공식과 좌굴안전성을 고려한 두께결

정 공식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욱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방

법론을 적용할 경우 t/Do > 0.0689로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조할 때, 러시아에서 제조되는 VVER 핵연료 피복관

의 t/Do를 0.069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l Westinghouse사의 방법론[24]
연료봉 피복관의 두께를 산출하기 위해 간략히 수식화된 방법론은 없다. 단, 

어떤 피복관의 두께에 대해 반경, 원주 및 축방향의 응력의 조합으로서 단위부피에

대한 유효응력(a volume averaged effecctive stress)의 크기가 재료의 조사후 항복강도

보다 작게 되도록 결정한다. 이의 계산을 위해 In-house code인 PAD를 이용하고 있

다.
한편, 피복관 좌굴에 대한 평가를 위해 In-house code인 COLLAP을 이용하여

피복관이 flattening되는 시간을 계산하며 그 결과가 핵연료의 수명시간보다 길 경우

연료봉의 좌굴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 Combustion Engineering(CE)사의 방법론[25]
연료봉 피복관의 두께를 산출하기 위해 간략히 수식화된 방법론은 없다. 그러

나 피복관 응력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Westinghouse 사에 비해 좀 더 세분하

고 있다. 즉,
- Condition I과 II에서는 인장응력으로 일차 막응력과 굽힙응력의 합이 사용온

도에서의 조사 전 항복강도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ondition I, II 및 III에서 압축응력으로 하며, 일차 막응력과 굽힙응력의 합

이 사용온도에서의 조사전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ondition IV의 지진 및 LOCA(기계적 가진만 고려) 시,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Ÿ 일차 막응력 ≤ Sm'
Ÿ 일차 막응력과 굽힙응력의 합 ≤ Fs × Sm'

여기서 Sm' = Min[2.4Sm, 0.7Su], Sm은 사용온도에서의 항복강도의 2/3이며 Su는

인장강도이다. 또한 Fs = Mp/My의 값을 의미하며 이때 Mp는 재료의 단면 전체가 소

성역이 될 때의 굽힘모멘트, My는 단면에서 소성이 시작될 때의 굽힘모멘트이다.
한편, 피복관 좌굴에 대한 평가를 위해 In-house code인 CEPANFL을 이용하여



- 218 -

피복관이 함몰되는 시간을 계산하며 그 결과가 핵연료의 수명시간보다 길 경우 연

료봉의 좌굴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 Kraftwerk Union(KWU)사의 방법론[26]
외압을 받는 튜브인 연료봉의 건전성을 탄성좌굴과 소성변형의 두 가지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각각의 설계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탄성좌굴관련 공식

 


·max

min 


(44)

여기서 Pcr,el은 탄성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외압, E는 탄성계수, ν는 Poisson 
ratio, tmin은 피복관의 최소두께이며 rm,max는 피복관 중립면의 최대반지름으로서 다음

과 같이 구한다.

max 

max  (45)

이때, Do,max는 피복관 외경의 최대값이며 Di는 피복관 내경으로서 Di = Do - 
2tmin으로부터 구한다.

- 소성변형관련 공식

 min
min (46)

여기서 Pcr,pl은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외압, Rp0.2는 항복강도이다.
결과적으로 식 (44) 및 (46)의 Pcr,el과 Pcr,pl이 설계압력보다 크도록 피복관의 최

소두께를 결정하여 연료봉의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설

계압력은 원자로 내부의 압력과 연료봉 내압과의 차이를 말한다. 즉, 설계압력을 PD

라 할 때, 안전율(Safety margin), Sel 및 Spl(하첨자 el 및 pl은 각각 탄성 및 소성을

의미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각각이 1보다 커야하는 것이다.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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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KWU 방법론을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때에도 각각의 공식에 적용한 Zircaloy-4의 재료상수 및

설계압력은 표 33을 이용하였다.

- 탄성좌굴을 고려한 두께결정 요건

 


·max

min 




×
·min

min 


 


 

(48)

여기서 ≡min

min
이다.

식 (48)의 해는 K < 24.2444 이므로, tmin/Do > 0.0396이 된다.

- 소성변형을 고려한 두께결정 요건

 min
min

××min

min 



 

(49)

식 (49)의 해는 K < 61.8895 이므로, tmin/Do > 0.0159이 된다.

이상으로부터 탄성좌굴 및 소성변형을 고려한 두께결정 공식을 고려할 때 전

자가 더욱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WU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설

계하였던 KOFA 핵연료의 경우, tmin/Do = 0.060이었다(14×14 핵연료: tmin = 0.65 mm, 
Do = 10.75±0.05 mm; 16×16 및 17×17 핵연료: tmin = 0.57 mm, Do = 9.5±0.05 mm). 
이를 이용하여 식 (48) 및 (49)를 계산하고, 식 (47)을 적용하면 표 34에 나타내고

있듯이 피복관 두께에 대한 안전율을 약 3.7 ~ 4.2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크기의 안전율에 대한 근거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경험치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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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Safety margins of the elastic buckling (Sel) and plastic deformation (Spl) of the 
KOFA fuel rods

Fuel Type Pcr,el Sel Pcr,pl Spl

14×14 39.884 3.799 44.138 4.204
16×16 & 17×17 38.913 3.706 43.777 4.169

주) Pcr,el과 Pcr,pl의 계산에서 연료봉의 외경은 nominal 값(14×14의 경우 10.75 mm, 
16×16 및 17×17의 경우 9.5 mm)을 사용함.

그림 193에는 식 (44), (46) 및 (47)을 이용하여 현재의 경우와 같이 설계압력

이 10.5 MPa일 때에 tmin/Do의 변화에 따른 탄성좌굴 및 소성변형 안전율을 보여준

다. 이것은 KWU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료봉의 외경과 피복관 두께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3. Safety margins of the elastic buckling (Sel) and plastic deformation (Spl) with 
respect to the minimum thickness to outer diameter ratio of a fuel rod cladding by 
using the KWU methodology.

l 이중냉각 핵연료에의 적용성 검토

이중냉각 연료봉의 외측피복관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기준을 적

용할 경우, 현재의 외경 15.9 mm일 때 두께가 15.9×0.0689 = 1.096 mm가 되어 소결

체 부피가 상당히 감소한다. 따라서, 러시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KWU사의 기준을 적용할 때, 탄성좌굴에 대한 안전율을 1로 할 경우

tmin/Do = 0.0396이므로 외경 15.9 mm의 피복관 최소두께는 15.9×0.0396 = 0.630 mm
가 된다. 이때 두께 0.57 mm인 한 경우에 비해 소결체 부피는 약 3.2%가 감소한다. 
그림 194는 참고를 위하여, 외경 15.9 mm의 피복관 두께를 0.630 mm부터 1.0 mm



- 221 -

까지 증가시킬 때 두께 0.57 mm인 경우에 비하여 감소하는 소결체 부피의 감소율

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간격은 외부 및 내부 모두

0.065 mm로 가정하였다.
그림 194를 사용하는 예로서, 그림 193에서 안전율을 2.0보다 크게 하기 위해

tmin/Do = 0.05를 선택할 경우 두께는 15.9×0.05 = 0.795 mm가 되고 이때, 두께 0.57 
mm일 때에 비하여, 소결체 부피 감소율은 약 12%가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194. Volume decrease rate of annular pellet during the cladding thickness increase 
from 0.57 mm. Outer diameters of the outer and inner claddings are 15.9 and 9.0 mm, 
respectively.

결론적으로 KWU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중냉각 핵연료 외부 피복관의 최소

두께를 결정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는 tmin/Do > 0.0396이 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안전율을 줄이는 것은 특히 인허가 시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할 소지가 있으며, KWU사의 설계공식의 근원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성

을 확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복관과 같이 압력경계

를 갖는 얇은 관의 안정성 해석에 관한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함과 동

시에 피복관에 대한 다양하고 엄밀한 기계적 시험을 통하여 건전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두께가 얇은 셸구조물의 탄성좌굴 이론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현재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두께를 결정하

기 위한 설계공식으로는 KWU사의 탄성좌굴 기준 식 (4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연료봉에 이 공식을 적용할

경우, 피복관 두께의 안전율이 약 3.7 ~ 4.2 정도이며 이를 이중냉각 연료봉에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율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 값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식 (44)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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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에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식 (44)의 얇은 압력 관의 탄성좌굴 문제는 고체역학적으로 얇은 셸 구조의

안정성문제에 포함된다. 이때 얇은 압력관 탄성좌굴의 정의는 “원형 단면을 갖는

튜브에 있어, 튜브 외부 압력의 변화 시 튜브에 발생하는 원주방향의 응력(Hoop 
stress)이 재료의 탄성한계를 초과할 경우 피복관에서 순간적인 함몰(Collapse)이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오래 전에 많이 수행되었으며, 특별히 본 보고서에서는

Timoshenko와 Gere[27], Morgan[28] 및 Griffin[29,30]을 참조하여 식 (44)의 근거를 분

석하였다. 한편, 연료봉 피복관의 건전성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형거동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중 여기서는 탄성좌굴에 관하여서만 분석하는 것임을 알고 있

어야 한다.

l 피복관의 변형거동 종류

- 비탄성 함몰(Inelastic colla플리넘 스프링e): 피복관 내부에서 소결체와 같은

지지물체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순간적인 함몰현상

- 크립 함몰(Creep colla플리넘 스프링e): 비탄성 좌굴보다 작은 외압의 조건

하에서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함몰현상

- 비탄성 변형(Inelastic deformation): 함몰 시의 하중과 유사한 하중 하에서 크

립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타원형(Ovality) 형상과 같은 변형

- 지름방향 수축(Diametral shrinkage): 타원형 변형과는 별도로 피복관 지름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변형

- 딤플 형성(Dimpling): 피복관 함몰 시 소결체와 소결체 사이의 틈새 위치에

서 발생하는 피복관의 국부적 좌굴현상

- 축방향 주름 형성(Axial wrinkling): 피복관과 소결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 경

우 피복관 축방향을 주름이 발생하는 변형

그림 195. 외압을 받는 얇은 관의 기하 모델.

그림 195와 같은 외압을 받고 있는 길이가 긴 얇은 관의 응력상태는 다음과

같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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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외압 p에 의해 튜브의 중립면이 원주방향의 각도 θ = 0, π/4, π/2에서 각각

δ, 0, -δ 만큼 반경방향으로 변형되며 원주방향으로는 0, β, 0의 변형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형형상이 각 사분면에 동일하게 반복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
러서, 튜브 중립면의 원주방향(θ), 반경방향(r) 그리고 축방향(x) 변위는 그림 19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96. 외압 작용 시 튜브 중립면의 변형형상[29].

 sin  cos   (51)

식 (51)과 같은 변형이 발생할 때 튜브의 단면에 발생하는 Energy는 다음과

같다.

- Strai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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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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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ential energy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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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55)

로 표현되며 Es = Secant modulus, Et = Tangent modulus, ν = Poisson's ratio 이다.
탄성계수를 Es, Et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튜브재질의 응력-변형율 선도가 비

선형 탄성을 보이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서 각각은 그림 197과 같이 정의된다[31].
식 (54)의 Potential energy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게 되므로

(Minimum potential energy theorem의 적용), 다음과 같이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 변위

(각각, δ 및 β)의 관계와 탄성좌굴을 발생시키는 외압, pcr을 구할 수 있다.

그림 197. 각종 탄성계수의 정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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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만일 튜브 재료가 선형탄성 거동을 갖는다면, 식 (56)의 pcr에서 Es = Et = E가
되고 이에 따라, A22 = 1, μ = 1이 되므로

 
 

 


(57)

가 되며, 이때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두께의 최솟값(tmin)과 중립면 반지름의 최댓

값(rm,max)을 대입하게 되면

 
 max

min 


(58)

이 되므로 식 (44)와 같이 유도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유도 방법 외에 미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27].
우선 피복관 외부에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튜브단면의 중립면을 따라 그림

198과 같은 변형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튜브에 외압, q가 작용할 때 좌굴을

발생시키는 하중, S와 모멘트, M에 대해 각각 평형조건을 적용하면

     (59)


  (60)

그림 198. 외압작용 시 튜브 중립면의 변형형상[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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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o는 좌굴되었을 때 θ = 0 위치에서 반경방향으로의 변형량이며 R은 튜브

의 중립면 반지름이다.

튜브 반경방향으로의 변형 w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61)

여기서, E는 탄성계수(일정한 상수를 취한다는 것이 식 (55) 및 (56)과 다르다)이고, 
I는 단면 2차모멘트이므로 EI는 강성계수가 된다. 식 (61)의 일반해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

sincos


  (62)

여기서  
 

이다. (63)

식 (62)에서 계수 A1, A2는 다음의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구한다.

   


 ⇒  

  


 


 ⇒ sin  

(64)

이로부터, 0이 아닌 w의 최솟값은 k = 2일 때 나타난다. 이를 식 (64)에 대입

하여 외압 q(= qcr)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65)

이때 단위길이의 튜브 두께요소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 I = t3/12이며, 평면변

형율 문제로 해석할 경우 E = E/(1-ν2)이므로 이를 식 (6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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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t 대신 두께의 최솟값(tmin)과 R 대신 중립면

반지름의 최댓값(rm,max)을 대입하고 동일한 기호사용을 위해 qcr을 pcr로 표기하면 식

(66)은 식 (44) 및 (58)과 완벽히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max
min 



 (67)

한편, 식 (66)은 얇은 관에 걸리는 압력에 의한 원주방향 응력이 재료의 비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 (68)

여기서, D는 튜브 단면의 중립면을 따르는 지름이며 σpl은 비례한도 응력값

(Proportional limit)이다. 따라서, 원주방향 응력이 비례한도를 초과할 경우 식 (67)의
pcr은 보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Timoshenko와 Gere[27]에 의하면 이때에는 탄성계수

E 대신 Tangent modulus Et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KWU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복관의 탄성좌굴 검증 식 (44)

는 재료의 탄성구간이 완전한 선형이라 가정하여 유도한 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의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약 3.7 ~ 4.2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경우, 안전율을 1로 하였을

때 tmin/Do = 0.0396임을 고려하여 외경 15.9 mm의 피복관 최소두께를 15.9×0.0396 = 
0.630 mm으로 결정하는 것은 보수적이지 않으므로 두께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실험적 검증

앞서 현재 적용가능한 탄성좌굴 식의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이중냉각 연료봉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율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
기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제 탄성좌굴 현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해서는 연료봉 피복관에 고온상태로 외압을 가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 경수로용 핵연료의 경우 원자로 내의 약 15 MPa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5 MPa에서 피복관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수로용 핵연

료의 피복관을 시험을 위한 압력 관 튜브시편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험장치의 가

압능력이 15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유하고 있는 실험장치의 가압

가능 범위를 초과하였다.
한편 중수로용 핵연료의 경우 열전달의 극대화를 위해 원자로에 장입되어 가

압되는 순간 탄성좌굴에 의한 함몰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보유하고 있는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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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경수로용 핵연료 피복관에 비해 지름이 크므로 이중

냉각 연료봉의 피복관에 대한 본 실험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는 중수로용 핵연료의 피복관을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식 (44)의 검증을 위해 수행

한 실험에서 적용한 재료상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l 피복관 시편

- 최소 두께(tmin) 및 최대 바깥지름(Do,max): 0.38 mm, 13.12 mm[32]
- 시편치수: 길이 20 mm(양쪽 봉단마개 용접 후)
- 재질 및 재료상수: Zircaloy-4, E350℃ = 114.8 - 0.0599*T(K) = 114.8 - 

0.0599*(350+273.15) = 77.4733 GPa[33], ν = 0.30[34]

l 실험방법

- 피복관 시편의 최소 두께 및 최대 바깥지름을 식 (44)에 적용하여 계산한

탄성좌굴 압력 pcr = 4.51839 MPa(= 45.1839 bar)이므로 약 2 ~ 10 MPa(20 ~ 100 
bar)의 범위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압력을 가한 후 피복관의 함몰 여부를 관찰함

- 실험조건은 양단 봉단마개 용접된 피복관 시편을 Autoclave에 장입한 후 각

단계별 압력조건에서 350℃로 약 1 시간 유지함.

외부 압력(bar) 내부 압력(bar) 압력 차(bar) 시편 수량(개) 함몰 여부
96.53

2.1 (동일)

94.43 1

함몰

78.60 76.50 1
55.16 53.06 1
48.27 46.17 1
44.13 42.03 1
42.75 40.65 1
41.71 39.61 3 2 개 함몰
41.37 39.27 1 비함몰
41.03 38.93 3 1 개 함몰
40.34 38.24 3

비함몰37.23 35.13 1
24.82 22.72 1

표 35. 중수로용 피복관을 이용한 탄성좌굴 실험결과

위의 실험결과, 각각의 압력조건에서 관찰된 피복관의 함몰여부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이 표로부터 탄성좌굴이 발생한 압력 차는 38.24와 38.93 bar(= 3.824
와 3.893 MPa)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피복관 함몰상태를 그림 199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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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차(bar) 피복관 함몰상태

39.61

38.93

그림 199. 탄성좌굴 실험에서 나타난 피복관 함몰상태의 예.

표 35의 결과를 근거로, 본 실험에서, 탄성좌굴 압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pcr = 3.824 MPa(= 38.24 bar)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식 (44)에서 계산 한 값

인 4.51839 MPa는 실제 탄성좌굴 압력에 비해 약 18.2% 정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식 (44)가 비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KWU에서 사

용하고 있는 3 이상(3.7 ~ 4.2)의 안전율은 식 (44)의 비보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

히 안전한 설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이중냉각 연료봉 피복관 두께 결정

앞의 실험결과에서 탄성좌굴을 고려한 식 (44)가 비보수적임을 알았다. 이를

고려하여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KWU에서 사용하고

있는 3 이상의 안전율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매우 두꺼운 외부피복관을 설계하

게 된다. 이는 연료봉 당 필요한 우라늄 충진량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중냉각 연료봉의 외부피복관 두께로서 식 (44)의 비보수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탄성좌굴 안정성이 확보되는 값 이상으로서 필요 우라늄 양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의 결과로서, 현재 이중냉각 연료

봉 외부피복관의 바깥지름과 두께는 표 36과 같이 설계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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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지름(mm) 안 지름(mm) 두께(mm)

15.9 14.16 0.87

표 36. 이중냉각 핵연료 연료봉 외부피복관 제원

표 36의 피복관 제원과 표 33에 나타낸 Zircaloy-4의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식

(44)를 계산하면 탄성좌굴 압력을 구할 수 있다. 결과로 얻은 값은 실제 좌굴이 발

생하는 압력에 보다 18.2% 큰 값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안전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산 결과를 1.182로 나눈 후 이를 표 33에 기술한 설계압력 10.5 MPa로 나누어 구

하게 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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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제원을 표 36과 같이 할 경우 탄

성좌굴에 대해 2.3 이상의 안전율을 얻게 된다.

(2) 내부피복관 두께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피복관은 관 내부의 압력(원자로 내압)이 관 외부의

압력(연료봉 내압) 보다 훨씬 큰, 반경방향으로의 인장을 받는 하중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외부피복관과는 달리 탄성좌굴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바

깥방향으로 인장하중을 받는 얇은 두께 튜브의 원환응력(hoop stress, σθθ)과 축방향

응력(axial stress, σzz)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반경방향의 응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71)

여기서, p는 압력, R은 튜브 중립면 반지름이며 t는 두께이다.
앞의 외부피복관 두께를 결정한 후 필요 우라늄 양을 고려한 내부피복관의

제원을 표 37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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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지름(mm) 안 지름(mm) 두께(mm)

9.66 8.5 0.58

표 37. 이중냉각 핵연료 연료봉 내부피복관 제원

표 33 및 37을 이용하여 식 (71)에 p = 10.5 MPa, R = 4.54 (=(8.5+0.58)/2) 
mm, t = 0.58 mm를 대입하면 σθθ = 82.19 MPa, σzz = 41.09 MPa을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을 표 33의 항복강도(324.92 MPa)와 비교하면 내부피복관의 소성변형에 대한

안전율이 최소 3.95(σθθ의 경우)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37과 같이

이중냉각 연료봉 내부피복관 제원을 결정하였다.

나. 연료봉구조 해석 및 설계방안

(1) 내부와 외부피복관의 신장차이

내외부 피복관 신장차이에 대한 해석은 3차년도인 2009년도 현재까지 제안된

이중냉각 연료봉치수를 이용하여 2 종을 생산한 것이며 각각 TI-FR-14-Rev1,

TI-FR-14-Rev2로 기술현안 및 분석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여기에 사용한 각 부품의

기본치수는 다음과 같다.

l TI-FR-14-Rev1
- 연료봉 외부피복관: 바깥지름 15.9 mm, 안지름 14.66 mm, 두께 0.62 mm
- 연료봉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9.94 mm, 안지름 8.8 mm, 두께 0.57 mm

해석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0은 위탁연구기관인 MIT에서 제공한 annular fuel data[35]와 영광 3,

4호기 핵연료도면의 봉단마개(endplug) 치수를 이용하여 구성한 해석 모델의

geometry이다. 사용된 요소종류는 8-node biquadratic axisymmetric, reduced

integration element인 CAX8R를 사용하였으며 총 617,865개의 nodes와 226,933개의

elements를 이용하였다. 환형소결체의 유한요소모델은 rigid element를 이용하였다.

봉단마개는 피복관과 같이 Zircaloy-4 material property를 사용하였다. 경계 및 구

속조건은 그림 200에서 피복관의 아래 edge부분에 Y축 방향 변위와 Z축 방향 회전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reference point of rigid element for pellet에 대해서는 6

D.O.F.를 구속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입력데이터로서 material property는 320℃에서의

Zircaloy-4의        이며 그림 201과 같이 true

stress and strain curve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복관의 신장차이에 대한 가상 열팽창

계수는 다음 식 (72)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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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 The geometry of a dual cooling fuel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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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True st1ress and strain curve of Zircaloy-4 at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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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여기서,  4072.03 mm, ∆100℃ 이며 ∆는 3∼10 mm까지 1 mm 단위로 증

가시켰다.

신장차이가 6 mm일 때 피복관의 최대등가응력이 항복응력을 넘었으며 보다

정확한 신장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5.5∼6 mm 범위에서 1/10 mm 단위로 신장차이

를 증가시켜 최대 신장차이를 구하였다. 이때 신장차이에 대한 가상 열팽창계수는

표 38과 같다.

표 39는 내, 외부피복관의 신장차이에 따라 피복관에 발생하는 최대 등가응력

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재료의 항복응력(163.45 MPa)을 넘지 않는 최대 신

장차이는 5.7 mm이며 그때의 최대 등가응력은 161.2 MPa이다.

그림 202는 신장차이가 5.7 mm일 때 연료봉에 발생하는 최대 등가응력분포

도이며 내부 피복관은 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을 구성하였으므로 최대 등가응

력은 상대적으로 신장이 적은 내부 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접착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L

(mm)



(1/℃)

3 7.36733E-06

4 9.82311E-06

5 1.22789E-05

5.5 1.35068E-05

5.6 1.37524E-05

5.7 1.39979E-05

5.8 1.42435E-05

5.9 1.44891E-05

6 1.47347E-05

7 1.71904E-05

표 38. 내외부 피복관 신장차이에 따른

가상열팽창계수(per TI-FR-14-Rev1)

dL

(mm)

VonMises

(MPa)

3 84.83

4 113.1

5 141.4

5.5 155.5

5.6 158.4

5.7 161.2

5.8 164

5.9 169.7

6 194.2

7 1.71904E-05

표 39. 내외부 피복관 신장차이에 따른

최대 등가응력(per TI-FR-14-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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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 신장차이가 5.7 mm일 때 최대 등가응력 및 발생부위(TI-FR-14-Rev1).

l TI-FR-14-Rev2
Rev-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료봉의 치수가 개정되었다.
- 연료봉 외부피복관: 바깥지름 15.9 mm, 안지름 14.16 mm, 두께 0.87 mm
- 연료봉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9.66 mm, 안지름 8.5 mm, 두께 0.58 mm

해석방법은 TI-FR-14-Rev1과 동일하며 해석결과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신장차이가 5.5 mm일 때 피복관의 최대등가응력이 항복응력을 넘었으며 보다

정확한 신장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5.1∼5.5 mm 범위에서 1/10 mm 단위로 신장차이

를 증가시켜 최대 신장차이를 구하였다. 이때 신장차이에 대한 가상 열팽창계수는

표 40과 같다.
표 41은 내, 외부피복관의 신장차이에 따라 피복관에 발생하는 최대 등가응력

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재료의 항복응력(163.45 MPa)을 넘지 않는 최대 신

장차이는 5.2 mm이며 그때의 최대 등가응력은 160.5 MPa이다.
그림 203은 신장차이가 5.2 mm일 때 연료봉에 발생하는 최대 등가응력분포도

이며 내부 피복관은 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을 구성하였으므로 최대 등가응력

은 상대적으로 신장이 적은 내부 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접착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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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mm)



(1/℃)

3 7.36733E-06

4 9.82311E-06

5 1.22789E-05

5.1 1.25245E-05

5.2 1.277E-05

5.3 1.30156E-05

5.4 1.32612E-05

5.5 1.35068E-05

- -

표 40. 내외부 피복관 신장차이에 따른

가상열팽창계수(per TI-FR-14-Rev2)

   

dL

(mm)

VonMises

(MPa)

3 92.6

4 123.5

5.0 154.3

5.1 157.4

5.2 160.5

5.3 163.6

5.4 166.7

5.5 169.8

5.6 172.9

표 41. 내외부 피복관 신장차이에 따른

가상열팽창계수(per TI-FR-14-Rev2)

그림 203. 신장차이가 5.2 mm일 때 최대 등가응력 및 발생부위(TI-FR-14-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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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개념의 분할 연료봉[36]

이중냉각 연료봉(dual-cooled nuclear fuel rod)에 사용되는 환형형상의 소결

체는 기존 상용 경수로 핵연료에서 사용하는 원통 형상의 연료봉에 삽입된 소결체

보다 두께가 얇고,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낮아 안전 여유도가 상대

적으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형의 소결체를 장입하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피복관은 연료봉 길이방향으로 지지되지 않으므로 유체유발진동에 취약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할 연료봉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본 절에서는 출원된 분할연료봉의 특징을 서술한다.

연료봉은 핵분열에 의해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우라늄 소결체가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에 의하여 싸여 있는 구조이다. 연료봉의 상부 및 하부 각각에는 상부

봉단마개와 하부 봉단마개가 결합하여 상기 연료봉의 피복관 내부에 충진되는 불활

성 기체의 외부 누출을 방지한다. 연료봉은 그 직경에 비해 길이가 상당히 긴 구조

물이다. 이렇게 세장비가 큰 구조물이 냉각수의 유동 하에 놓이게 되면, 냉각수의

유동에 의해 연료봉은 유동유발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유발 진

동을 저감하기 위해 지지격자체로 불리는 구조물을 연료봉의 전체 길이에 대한 일

정 구간에서 이를 지지하도록 설치함으로써 냉각수의 유동에 의해 연료봉이 진동하

는 것을 억제하였다.

하지만, 내측 관과 외측 관의 이중 관으로 이루어진 환형 공간에 핵연료를 장

입하는 방식을 따르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에는, 냉각수의 유동에 의한 연료봉

의 진동을 억제한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지격자가 그 구조상 연료봉의 외

측 관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지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세장비가 약 400

이 넘는 내측 관의 경우에는 상/하부 봉단마개에 의해 연료봉의 양 끝단만이 상하

단고정체로 지지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내측 관과 외측 관 사이에 이산화우라늄 소결

체가 존재하므로 이로 인해 내측 관의 진동이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 400을 초과하는 연료봉의 세장비를 고려할 때, 연료봉의 축 방향을 따라

지지격자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지지 점을 갖는 외측 관에 비해 내측 관의 진동 진

폭이 현저히 클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형태의 연료봉의 경우에는, 냉각수로가 연료봉의 외부에만 형성

되기 때문에, 노심 내 냉각수의 유동이 제한되는 현상은 주로 노심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물질이 노심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만 막아주면 연료봉의 냉각 성능은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주로 하단고

정체에 이물질 여과를 위한 장치를 더하거나 또는 하단고정체 위에 이물질 여과를

위한 지지구조체를 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핵연료의 중심온도를 낮추어 초고연소도에서도 핵연료의 안전성을 확

보하고 출력을 높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에는 문

제가 다르다. 이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에는 냉각수로가 연료봉의 외부에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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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지만, 냉각성능의 제고를 위해 연료봉의 내부로도 냉각수를 유동시키기 때문에,

연료봉의 내부에도 냉각수로가 형성된다. 이렇게 연료봉의 내부에 형성된 수로는

냉각성능을 제고시켜 핵연료의 출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일 내부에 형성

된 수로가 막혔을 때에는 핵비등이탈(DNBR)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 특히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수로는 그 유동 단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막히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수로가 막혀 냉각수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연료봉의 내부에는

냉각수가 유동하지 않아 정체되고, 이로 인해 핵비등이탈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연료봉에는 내부 수로가 없기 때문에, 이중냉각 연료봉을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

연료봉 길이의 절반 내지 1/4 길이를 갖는 분할 연료봉(그림 204 및 205)과 상기

분할 연료봉의 상하부에 장착되는 중간 봉단마개를 구성함으로써, 종래 연료봉이

그 양 끝단에서만 지지되었던 것을, 중간지점에서도 지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중냉

각 연료봉의 내부수로에서 유동하는 냉각수에 의한 진동 변위를 저감하도록 하였

다.

그림 204. 분할연료봉 조립 개념도. 그림 205. 분할연료봉 단면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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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료봉의 하단(즉 냉각수의 상류)에서 수로가 막히게 될 때 중간 분할된

연료봉의 하부 중간 봉단마개에 구비된 보충 유로 홀을 통해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이중냉각 연료봉의 전체 내부수로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핵비등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감하도록 설계하였다.

분할 연료봉용 상하부 중간 봉단마개는, 그림 2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이방

향을 따라 중심부에 관통 홀이 형성된 원통형상의 몸체로 이루어지되, 원형의 상하

면 중 어느 한 면에는 그 외주와 상기 관통 홀의 외주 사이로 환형의 그루브가 형

성되고, 다른 한 면에는 그 외주를 따라 돌출된 환형의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돌

출부의 내측으로는 평탄한 제1 결합 면이 형성된 제1 봉단마개 및 상기 제1 봉단마

개의 몸체 및 관통 홀과 동일한 직경의 몸체 및 관통 홀을 갖는 원통형상체로 이루

어지되, 원형의 상하면 중 어느 한 면에는 상기 제1 봉단마개의 그루브와 동일한

그루브가 형성되고, 다른 한 면에는 그 외주를 따라 상기 제1 봉단마개의 돌출부와

동일한 형상의 환형공간이 형성되도록 그 내측에 원통형의 삽입부가 구비되고 상기

삽입부의 상면은 평탄한 제2 결합 면인 제2 봉단마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봉단마개의 돌출부가 상기 제2 봉단마개의 환형공간으로 들어가 상기 제1/제2

결합 면이 상호 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 하부 중간 봉단마개 (b) 상부 중간 봉단마개

그림 206. 분할연료봉을 위한 봉단마개.

이때, 제1 봉단마개의 돌출부에는 그 일단이 개방된 "ㄱ" 자 형태의 결합 홈

이 형성되고, 상기 제2 봉단마개의 삽입부의 외주 면에는 상기 결합 홈에 끼워지는

걸쇠가 형성되어, 상기 제1/제2 봉단마개의 결합이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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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합 홈과 걸쇠는 동일한 개수로 형성되

고, 상기 결합 홈이 형성된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봉단마개의 삽입부의 외주

면에 상기 걸쇠가 형성된다.

특히, 상기 결합 홈의 안착 면에 산 모양으로 돌출된 이완 방지 턱이 구비됨

으로써, 상기 결합 홈과 걸쇠의 결합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상부 중간 봉단마개와 하부 중간 봉단마개가 서로 결합한 개략을 그림

207에 나타내었다.

그림 207. 분할연료봉의 봉단마개 체결 개념도.

한편, 상기 제1 봉단마개 및 상기 제2 봉단마개의 상하면 중 상기 그루브가

형성된 면의 내측 환형 면이 외측 환형 면보다 돌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제1 봉단마개와 상기 제2 봉단마개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상기 관통 홀과

연통된 보충 유로 홀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제1 봉단마개를 하부 중간 봉단마개로 구비한 상부

분할 연료봉과, 그리고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제2 봉단마개를 상부 중간 봉단마개

로 구비한 하부 분할 연료봉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중냉각 연료봉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중냉각 연료봉은, 종래의 이중냉각 연료봉에 비해 그 세장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두 개의 분할 연료봉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이중냉각 연료봉은, 상기 제2 봉단마개를 하부 중간 봉단마개로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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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분할 연료봉과, 그리고 상기 제1 봉단마개를 상부 중간 봉단마개로 구비한 하

부 분할 연료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제1 봉단마개는

상부 또는 하부 중간 봉단마개로서 자유로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

시 하부 중간 봉단마개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부 분할 연료봉과 하부 분할 연료봉의 사이에는, 상기 제1/제2 봉

단마개를 양단에 각각 구비한 중간 분할 연료봉이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이중냉각 연료봉이 세 개 이상의 분할 연료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분할 연료봉의 세장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상기 상부 분할 연료봉과 상기 하부 분할 연료봉 및 상

기 중간 분할 연료봉의 세장비를 100 내지 200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1 봉단마개와 상기 제2 봉단마개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상기 관통

홀과 연통된 보충 유로 홀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되고, 상기 보충 유로 홀이 상

기 상부 분할 연료봉을 향하여 기울어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상부 분

할 연료봉과 상기 하부 분할 연료봉 및 상기 중간 분할 연료봉의 내측 환형공간에

플리넘 스프링과 스페이서가 구비될 수 있다.

다. 연료봉 안정성 분석

(1) 유체유발진동 구조건전성

(가) 내부 피복관의 좌굴안전성 평가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부 피복관이 내부 유동에 의해서 발생된 수력하중에 의

해서 횡방향으로 미소변위하면, 봉의 미소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봉질량과 유체유동

에 의한 부가질량에 의한 관성력, 봉의 굽힘강성에 의한 탄성력 복원력, 주변 유체

압력, 유체유동에 의한 원심력(Centrifugal force), 유체유동에 의한 Coriolis력으로 구

성되며, 이들의 평형관계식으로부터 식 (73)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73)

봉의 구조감쇠효과에 의한 감쇠력과 유체의 정압력이외의 외력은 무시하고, 
정상상태를 가정하면, 힘의 평형방정식은 식 (74)와 같이 표현된다.

″″ 
″

 ″    ′ (74)

정상상태에서, 유동 중에 잠겨서 미소 변위한 유연봉은 자체의 굽힘강성에 의

한 탄성복원력(안정화되려는 힘)과 유체유동에 의한 원심력(불안정화하려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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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작용하게 되는데, 만일 불안정화하려는 원심력이 복원력인 탄성력보다 크게

되면, 유연봉의 횡방향 변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좌굴불안정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좌굴현상에 대한 임계유속은 간단히 상기의 식들을 등식으

로 놓고 풀면, 식 (75)와 같이 양단 단순지지 유연봉의 좌굴불안정 임계유속을 계산

할 수 있다. 단, 진동모드형상을   sin 으로 가정하였다.

   (75)

   
상기의 임계유속 식에서 보면, 내부유로의 유체압력 증가는 임계유속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된다. 상기 식 (74)에서 비정상항을 고려하게 될 경우, 계
산되는 임계유속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동적 항을 고려하게 된다.

″″ 
″

 ″
 ′ (76)

여기서,  라고 놓으면, 

″″
″

 ″
   (77)

식 (77)로부터 실수항 만의 조합으로 임계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구성하

고, 이로부터 다시 좌굴에 대한 임계유속을 계산하면, 식 (78)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78)

상기분석에 의하면, 내부피복관의 내/외 압력 차이에 의한 압력 기여항의 크

기가 다른 항들에 비해 한 order 정도 크기 때문에, 임계유속이 0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값들의 차이에 의해 좌굴 임계유속

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임계유속은 약 25 m/s 정도가 되고, 이 값은 내부유로의

예상 운전유속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식의 단순화에 따른 오차를 고려

할 때, 임계유속이 내부유로의 유동유속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

다. 다만, 유체유동에 의한 coriolis 력이 압력항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

면, 임계유속에 대한 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의 꼴이 되며 임계유속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변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평형방정식을 무차

원화하고 구성된 항들 사이의 mutual order를 확인하는 별도의 해석에 의해서 이루

어져야 한다. 
   만일 내부 피복관에 좌굴이 발생되면, 내부 피복관이 소결체를 밖으로 밀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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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피복관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 피복관에서 발생되는 최대 진동변위

(중심에서)는 간극 두께의 2배가 된다. 내부 피복관의 진동을 최대진폭으로 진동하

는 조화진동으로 가정하면, 최대 진동변위는 식 (79)로 단순하게 표현 가능하다.

  sin (79)

아울러, 진동하는 보에 작용되는 굽힘모멘트는 식 (80)과 같이 계산된다.

″ sin (80)

따라서, 좌굴 시에 내부 피복관에 작용가능한 최대 굽힘응력은 식 (81)로 계산

될 수 있다. 

max (81)

상기 식을 근거로 계산된 굽힘응력은 약 30 kPa정도로, 피복관의 항복응력을

감안하면, 내측관에 좌굴이 발생하여도 재료의 항복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와류여기진동 분석

실린더 봉 및 관 군이 횡류에 놓일 때, 봉 단면의 한쪽 끝에서 후류방향으로

일정한 주기의 와류형성과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의 와류주기는 횡류 유속에

비례하고, 봉의 직경에 반비례하며, 식 (82)로 표현되는데, S는 Strouhal number, V는
횡류유속, D는 봉의 직경이다.

fs = SV /D (82)

봉 또는 집합체에서 발생된 상기의 와류와 확산은 방향에 따라 2가지 형태의

교번하중을 형성 시키는데, 유동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항력과 수직한 방향

으로 작용하는 양력의 주파수는 각각 2fs와 fs가 된다. 이러한 교번하중의 주기가 구

조물의 고유진동수에 근접하거나 일치하게 되면, 구조물은 통상 구조공진과 같은

구조물의 진동변위가 급증하는 동적 불안정 현상을 나타내는데, 와류여기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험적 설계방법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이

러한 와류여기 주파수로부터 적어도 30%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30 % 
off-resonance rule) 감쇄를 크게 하는 것이다.

다만, 핵연료 집합체와 같이 축류에 놓인 가늘고 긴 유연봉들의 집합체의 경

우, 조직적인 와류여기 진동이 발생되지 않아, 설계 시에 큰 기술적인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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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즉, 예상되는 횡류발생의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와류여기 관점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되는 와류 주파수가 펌프회전에 따른

맥동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나 집합체 부수로를 흐르는 유체의 음향 주파수

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는 기존 핵연료와 이중냉각 핵연료의 제원을 근거로 계산된 와류여기

주파수를 보여준다. 봉간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피치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중

냉각 연료의 와류여기 주파수는 기존 연료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다.

구분 S1) U(m/s)2) Vp/U(=P/(P-D)) fs(Hz)

16x16 0.31 0.02 3.84 2.51

12x12 0.46 0.02 13.90 8.04

표 42. 와류여기 주파수

1) Fitzhugh(1973), p. 49 in [37]
2) 측정된 횡류유속(Westinghouse의 VIPER 시험결과)

30% 비공진 설계방법(30% off-rule)에 따라 횡방향으로의 와류여기 공진(Lock 
in)을 피하기 위한 최소 임계유속(횡류)을 식 (82)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기존 핵

연료와 이중냉각 연료봉에 대해 각각 1.01과 1.91 m/s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결과

로부터, 이중냉각 연료봉의 와류여기에 대한 공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S값은 봉의 배열구조와 간극비(P/D)에 따라 0.2~0.3 혹은 0.5까지

종속적으로 변화되기는 하나 현재의 이중냉각 핵연료 기본설계 안은 수력학적으로

기존 연료와 유사하게 설계되므로 S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핵연료 집합체의 내부 부수로나 인접유로에서 발생되는 횡류유

속 분포는 지지격자체와 혼합날개의 형상, 핵연료 인접 구성요소의 영향, 노심 핵연

료 내/외 유로형상을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 등과 복잡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이

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핵연료 집합체의 각 elevation에 따라 변화되

면서 발생되는 횡류유속, 와류여기 주파수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다) 음향공진 평가

팬, 펌프, 밸브, 엘보우(곡관), 유동장 내 방해물, 불연속 유로 등은 관내 유동

에서 고유한 음향파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음향주파수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만나게 되면 일종의 공진현상이 발생되어, 배관의 용접점이나 연결점 및 배관 내

내부 구조물의 피로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키게 된다. 아울러, 와류여기 주파수와

음향 주파수의 일치에 따른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구조물의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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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론적인 와류여기 주파수와 음향공진 주

파수가 일치하게 되더라도, 축방향 유동장에 놓인 핵연료 집합체에서 발생 가능한

조직화된 와류여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연료집합체와 같은 실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음향공진 평가에 대한

분석도구나 설계지침은 Ziada[38]에 의해서 제안된 평가 방법론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로, 와류여기 주파수와 음향공진 주파

수에 의한 공진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다만, 펌프회전에 의한 맥동주파수와 내부

피복관(관유동)에서 발생가능한 음향주파수의 공진 가능성만을 평가하였다. 양단이

개방된 가늘고 긴 관의 내부유동에서 발생되는 음향 주파수(fa)는 식 (83)으로 계산

된다.

  (83)

여기서, c는 음속, n=0,1,2,3은 차수이다. 
상기 식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 주파수는 상당한 고주파이다. 따라서 구조 진

동주파수 범위인 200 Hz 이하의 차수만 생각하면, 유체온도 573.15 K일 때, 음속의

범위는 약 1012.8 ~ 806 m/s이다. 평균음속은 909.4 m/s이며, 이때 내부 피복관 내

유동의 1차 음향 주파수는 111.07 Hz로 계산된다. 아울러, 관내 유동 음향 주파수는

harmonic한 특성을 갖게 되므로, 정수배인 2fa, 3fa의 음향주파수도 동기(synchronized)
되어 발생하게 된다. 표 43은 식 (83)을 근거로 계산된, 이중냉각 핵연료 내부유로

에서 발생 가능한 음향 주파수와 펌프회전맥동 주파수를 나타낸다.

구분 1차 2차 3차

내부피복관 내부유동의

음향 주파수 (Hz)
111.07 222.14 333.21

펌프회전맥동에 의한

가진주파수 (Hz)
120 240 360

표 43. 내부유로유동에서 발생가능한 음향주파수와 펌프회전맥동 주파수 비교(단

위: Hz)

상기의 분석결과, 통상의 설계 가이드라인인 이격주파수를 25% 정도로 볼 때, 
노심에 존재하는 펌프유기 가진주파수와 내부 피복관 유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음향

주파수 사이에는 일치하여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연료봉의 길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음향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원전에 사용되는

펌프의 회전수를 조정(즉, 펌프유기 가진주파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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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단순 관내 유동이나 단순 Duct 유동에 따른 음

향주파수 계산이 아닌, 핵연료 집합체 내부 유로형상 및 이중냉각 봉의 내/외부에

대한 음향주파수 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유체탄성 불안정 평가

횡류에 놓인 봉의 횡방향 진동문제의 경우,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봉의 횡방

향 진동변위가 완만한 기울기로 일정하게 증가되다가, 어느 특정 유속에서 봉의 진

동변위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체탄성 불안정

(Fluidelastic Instability) 현상이라 한다.
유체탄성 불안정은 이론적으로 유체유동에 의한 원심력과 Coriolis력이 유연구

조물의 감쇄특성을 음의 값(negative damping)이 되게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며, 
bluff body의 플러터나 divergence와 같은 동적 불안정현상의 일종이다. 여기서, 구조

물의 진동변위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특정 횡류유속을 임계유속(critical velocity)이
라 한다. 봉다발에서 발생되는 유체탄성불안정 현상에 대한 임계유속은 식 (84)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핵연료 집합체와 같이 좁은 간격을 갖는 4각 균

일 배열로 구성된 경우에는 배열구성과 P/D조건에 따라 별도의 Conner 상수를 사용

해야 한다.

  
 (84)

여기서, β는 Conner 상수, f는 고유진동수, ξ는 감쇠비(구조 및 유체에 의한 전체 감

쇠비), m은 봉의 선질량, n은 모드차수이다.
대상 구조물의 유체탄성 불안정 여유(Fluidelastic Stability Margin, FSM)는 식

(8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SM = Vc/Vp (85)

여기서, Vc는 유체탄성 불안정에 대한 임계유속이며, Vp는 pitch velocity라 하는데, 
free stream velocity(Vapproach)와는 달리, Vp=P×Vapproach/(P-D)로 계산된다. 만일, FSM > 
1 이면, 봉은 안정하다. 이중냉각연료 12x12배열의 피치유속은 봉간극이 좁아짐에

따라, 기존 연료에 비해 약 3.5배가량 크다.
표 44는 기존 연료봉과 이중냉각 연료봉에 대한 유체탄성 불안정 임계유속과

그에 상응하는 FSM을 계산하고 비교한 결과를 도시한다. 이중냉각 봉의 1차 고유

진동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정함에 따라 일부 FSM은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지

만, 문헌에 따르면, 지지격자에 인위적인 지지점 간격(loosely supported)을 부여한 상

용 핵연료 집합체의 열수력 성능시험에서, 최대 횡류유속 1.6 m/s까지도 유체탄성불

안정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있다[39]. 따라서, Conn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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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으로부터 얻어진 임계유속은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연료

연료봉

봉 선질량(Open 
gap/close gap)

f1(Hz) Vc(m/s) Vp
1) FSM=(Vc/Vp)

16x16 
0.182/ 
0.759

83.1/
69

1.394/
2.363

0.9971) 1.40
2.40

12x12
0.65

 1.584
110.2/
127.5

3.468/
6.207

3.6221) 0.96
1.71

표 44. 기존 연료봉과 이중냉각 연료봉의 유체탄성 불안정 여유도 비교

참고) 단, β=2.4, ξ=0.03
1) 횡류유속이 노심 축류유속(평균 5.2 m/s)의 1/20(0.26 m/s)이라고 가정하면, Vp는

기존 연료 16x16배열 및 이중냉각 연료 12x12배열에 대하여 각각 0.26×3.836=0.997 
m/s, 0.26×13.93=3.622m/s임. 이러한 결과는 큰 혼합날개를 상용핵연료 집합체에 대

한 열수력 성능시험에서 측정된 최대 횡류유속이 0.02 m/s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음.

l 유체탄성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무차원 축류 임계유속

축류에 놓인 가늘고 긴 봉다발에 대한 유체탄성 불안정 임계유속(축류)은 통

상의 운전유속보다 상당히 크다. 봉다발의 유체탄성 불안정은 단일봉과 유사하지만, 
봉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유체의 밀도가 높을수록 임계유속은 낮아진다. 
Paidoussis[40]는 축류에 놓인 관군의 유체탄성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무차원 임계유

속 식 (86)을 제안하였다. 

   < 1.5 (86)

여기서, U는 Given axial flow velocity(원자로 노심 운전유속, 4.4에서 5.3 m/s)이며 L
은 Span length로서 KSNP형에서 0.4 m, mrod은 이중냉각 봉의 선질량, 그리고 EI는
봉의 굽힘강성이다. 

식 (86)은 u*가 1.5보다 작을 경우 유체탄성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기존 16x16형 배열의 solid 연료봉과 12x12배열의 이중냉각 봉의 임계 무차원

유속(u*)을 계산하여 표 45에 제시하였다. 이중냉각 봉은 상기 의 결과와 같이 기존

연료봉에 비해 큰 여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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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료
봉선질량

(open/close)
봉강성(EI)
(open/close)

u*

16x16 0.182/0.758  13.02/37.45 0.246/0.296

12x12 0.650/1.584  81.85/266.89 0.185/0.160

표 45. 기존 연료봉와 12×12배열의 이중냉각 연료봉의 임계 무차원 유속 비교

단, U=5m/s, L=0.4 m.

(마) 결과요약

내측관의 좌굴 안정성 평가로부터,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좌굴 불안정이 발생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좌굴이 발생하여도 굽힘변형에 의한 내부 피복관의 항복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와류여기에 따른 공진 가능성도 기존 연료봉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와류여기 주파수나 횡류유속은 실험적으로 측정

및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
통상의 음향공진 설계 가이드라인인 25% rule에 따르면, 노심내부의 펌프맥동

주파수와 이중냉각 봉의 내부유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음향주파수가 일치하여 공진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연료봉의 길이를 변경하거나(음
향 주파수를 조정) 원전에 사용되는 펌프의 회전수를 조정(펌프유기 가진주파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단순 관내 유동에 따른 음향주파수 계산

이 아닌, 핵연료 집합체 내부 유로형상을 고려한 이중냉각 봉의 내/외부에 대한 심

화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유체탄성 불안정 임계유속에 대한 Corner 실험적 상관식에 따르면, 기존봉과

이중냉각 봉은 모두 안정적인 범위의 FSM(유체탄성불안정의 안정여유) 값을 갖는

다. 이중냉각 봉은 기존연료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임계 무차원 유속에 대한 안

전여유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내측 피복관의 과대 유체유발진동 문제

(가) 이론해석

1) 해석방법 및 결과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측 피복관은 외측 피복관과 달리, 중간 지지점이 없이

양 끝단의 봉단마개에 의해서만 지지되고, 내부 소결체와는 일정한 간극을 갖는다. 
이에 따라, 내부 냉각재 유동에 의한 상대적으로 큰 유체유동유발 진동 발생이 예

상된다. 만일, 내측 피복관이 환형 우라늄 소결체의 내부 간극을 간섭없이 자유롭게

진동하게 될 경우, 길이방향 중심부에 집중되는 큰 진동변위로 인하여, 우라늄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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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측면의 구조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위협(충격 혹은 마찰) 할 수 있으며, 내/외
측관의 진동차이로 인하여 봉단마개 연결부의 피로에 따른 손상발생 가능성이 크

다.
아울러, 좌굴 불안정 형태의 유체탄성 불안정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내측관의

휘어짐으로 인한 수력저항의 증가 혹은 부분적인 유로막힘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

다. 본 분석에서는 상기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평가를 위하여 내측관의 좌굴

불안정에 대한 임계유속과 Paidoussis가 제안한 상관식을 이용하여 내측관 중심부의

예상 진동진폭을 계산하였다.

l 주파수 특성

내측관의 고유진동수는 경계조건을 양단 단순지지(simply supported) 혹은 양단

고정지지(clamped)로 가정함에 따라 식 (8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제의 경계조

건은 내측관과 봉단마개가 기계적으로 접합(용접)되기 때문에, 고정지지에 가까운

조건일 것이다. 

   





 


(87)

상기 식에서, 고유치 특성 상수 는 단순지지 경계조건일 경우, 

     가 되고,양단 고정지지일 경우,     4.73, 7.8532, 10.9956, 

14.13717, 17.27876,...이 된다[41]. 표 46은 상기 두 식에 따라 계산된 내측관의 고유

진동수를 나타낸다.

모드차수
양단 단순지지 양단 고정지지

고유진동수(Hz) 고유진동수비 고유진동수(Hz) 고유진동수비

1 1.30 1.0 2.95 1.0

2 5.20 4.0 8.13 2.76

3 11.71 9.0 15.94 5.40

4 20.82 16.01 26.34 8.93

5 32.52 25.02 39.35 13.34

표 46. 단순 경계조건을 갖는 내측관 고유진동수
*)

*) 내측관의 직경은 9mm, 두께는 0.575 mm, 길이 4m로 계산했음.

상기의 내측관에 대해서 계산된 고유진동수는 핵연료집합체의 저차 고유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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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근접하는 낮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모드들로 소결체가 없을 경우, 다점지지된

외측관의 진동모드와는 별개로 이중냉각 연료봉의 동특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l 좌굴 불안정에 대한 임계유속

내측 피복관의 유체유발진동문제를 양단에서 지지되고, 내부 유체흐름(단순, 
정상유동)을 갖는 파이프진동(pipe with conveying fluid) 문제로 취급하면, 식 (88)에
의하여, 파이프가 좌굴되는 임계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 참고로, 양단 지지된 유체

이송관은 안정성 관점에서 conservative system이고, conservative system은 좌굴형태

(또는 divergence형)의 정적모드로 (유체탄성) 불안정이 발생된다. 한 단이 고정되고, 
다른 한 단이 자유로운 외팔 유체이송 파이프의 경우는 non-conservative system이라

부르고, 이 경우에는 flutter 형태의 system의 감쇄가 음의 값을 가짐으로 인해 발생

되는 동적 불안정이 발생하게 된다.

   





(88)

상기 식으로 좌굴이 발생되는 불안정 임계유속을 계산하면, 약 10.41 m/s가
되며,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을 단위길이 당 연료봉질량(식 (88)의 m)에 포함할 경우, 
임계유속은 8.33 m/s까지 감소하게 된다. 

내측 피복관이 내부 유동에 의해서 불안정화될 수 있는 임계유속은 상기 계

산결과와 같이 plant의 운전유속(5-6m/s)과 상당히 가깝다. 이러한 내측봉의 좌굴 불

안정 가능성은 MIT의 선행연구[42]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내측봉이 불안정화되

어도 내측 피복관에서 발생되는 굽힘응력이 재료의 항복응력보다 작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적인 측면의 과대변형을 동반하는 좌굴불안정 이후의 거동, 즉 후-

동적불안정 현상(post-instability)이 발생되어 내측관의 진동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선형 방정식과 단순 임계유속 계산식으

로 유추가 불가하며, 비선형이 고려된 복잡한 이론해석을 필요로 한다.

l 내측관 중심부 예상진동 진폭

내측관 중심부의 평균적인 진동변위 혹은 가능한 최대변위(upper bound 
concept)는 식 (89)와 같이 Paidoussis가 제안한 실험적 상관식을 통해서 대략적인 예

측이 가능하다. 다만, 식 (89)는 균일한 정상 외부유동에 놓인 실린더 봉 및 tube를
대상으로 제안된 식이며, “pipe with conveying fluid 문제”가 “외부 유동에 놓인 실린

더 진동 문제”와 갖는 큰 유사성을 감안할 때, 내측피복관의 진동진폭을 계산하기

위해 식 (89)를 적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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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여기서, K는 유동조건에 대한 상수(심한 난류인 경우 5), 단순지지 경계조건인 경우

α=π,  운전유속을 5 m/s로 가정하여, 무차원 유속 u, 질량비 무차원 변수 β, Re, 세
장비(L/D)를 계산하였다. 스팬중심에서의 최대변위(y*)는 4.475 mm정도로 계산되었

다. 
상기 계산된 진동변위는 upper bound의 개념으로, 랜덤 진동이 Gaussian 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최대변위(y*)가 실효값 진동의 약 1/3 이하가 될

확률이 99.7 %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y*의 크기로 진동할 확률은 전체 시간에

걸쳐서 약 0.3 %정도의 확률에 불과하다. 상기 최대변위는 상당히 큰 값이나, 통상

의 진동변위(rms 값)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진동이 4.475/3=1.492 mm이하에서 진동

하는 것으로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
 
2) 결과요약

상기의 결과는 내측 피복관이 연료봉의 전 길이에 걸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소결체의 내면과 떨어져 있어서, 내측 관이 내측 간극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진동하

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된 보수적인 결과로, 실제 연료봉의 경우는 전체 길이에

걸쳐서 삽입된 소결체와의 불규칙한 접촉으로 인하여 내/외측관이 환형 소결체와

불규칙하게 맞닿아 있으며, 이로 인해 내측 피복관의 진동변위는 인접하는 소결체

와의 불규칙한 접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계산된 내측피복관의 예상 진동진폭은 실제 핵연료 소결체와 내/외피복관의

간극을 고려할 경우, 비현실적으로 큰 값이다. 내측관-소결체 간극과 계산된 결과

값의 차이를, 내측관이 소결체 내면을 누르는 힘으로 환산하면, 그 하중은 약 0.5 N 
이하의 작은 값으로 평가된다.

상기에 제시된 이중냉각 연료봉 내측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소결체가 장전된 경우를 고려하여 내측관의 진동변위를 예측할 수 있

는 심화된 해석적 연구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며, 예측된 진

동이 핵연료 소결체나 봉단 마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영향성 평가도

필요하다. 

(나) 공기중 실험

 1) 개요

앞서 기술된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측관 과대 유체유발진동문제에 대한 실험

적인 연구로, 내측유로의 형성에 따른 이중냉각 연료봉의 진동특성과 소결체 삽입

이 내측 피복관의 유체유발진동에 미치는 제한효과(bounding effect)를 확인하기 위

하여, 소결체가 없는 빈 이중관과 소결체를 장입시킨 시험봉을 대상으로 일련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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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동특성 및 압축공기 인가 실험을 수행하였고, 내측관의 유동유발진동 관점에

서 고찰하였다. 

 2) 공기중 랜덤 파형 가진시험

이중냉각 축소 시험봉(외측봉 외경 9.5mm, 내측봉 외경 5mm)에 전자기 방식

의 가진기를 이용하여 순수 랜덤파형의 가진력을 인가한 후,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

계를 이용하여 내측봉과 외측봉의 응답을 각각 측정하였다. 입구영역의 와류여기나

펌프 회전익의 조화 주파수를 제외하고 실린더 표면에 작용되는 축방향 유동에 의

한 유동유발진동력은 백색잡음(white noise)에 가까운 스펙트럼 특성을 보이므로, 순
수랜덤 가진 파형에 대한 응답의 측정결과는 모달분석과 field 응답특성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랜덤파형에 대한 가진력 레벨과 주파수범위는 TDAS(Test Data Analysis 

Software)의 출력모듈과 source generator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가진위치는 2번째
스팬의 3/4위치로 하였고, 봉 전체로 가진 에너지가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와 모드형상의 절점(nodal point)를 피하여 선정하였다. 응답측정 위치로 내측봉

은 길이방향 중심에서 측정하였고, 외측봉은 세 번째 스팬의 중심위치에서 응답을

측정하였다. 측정점의 선정은 최대진폭 예상지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림 208은 시험

장치 setup을 나타낸다. 

그림 208. 공기중 랜덤 파형 가진시험장치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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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관과 소결체 삽입 시험봉에 대하여, 2 가지 크기의 가진력(0.16 rms N, 
0.23 rms N)을 인가하고, 이에 따른 응답측정 결과를 그림 209와 210에 각각 나타내

었다. 파란색 선(각각의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데이터)이 큰 가진력

으로 가진한 시험봉의 응답을 나타낸다.

(a) 내측봉

(b) 외측봉

그림 209. 빈 관의 내․외측봉 진동 응답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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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측봉

(b) 외측봉

그림 210. 소결체 삽입 시험봉의 내․외측봉 진동 응답스펙트럼 비교.

소결체가 없는 빈 시험봉의 내측봉 응답특성은 외측봉의 응답과 확연히 구분

되는 특성을 갖으며, 빈 관의 랜덤 가진 응답스펙트럼에서 주요한 주파수 성분들은

해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빈 관의 외측봉 응답스펙트럼에

나타난 7 Hz의 주파수 성분은 가진 장치와 가진기 stand의 부가 효과로 나타난 응

답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5 Hz에서 95 Hz 대역에 위치하는 주파수 성분은

방향성에 따른 차이이거나 내측봉의 고차모드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체 삽입 시험봉의 랜덤가진 응답스펙트럼에서는 내측봉과 외측봉의 응답

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큰 외측 간극

과 길이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적층/삽입된 소결체의 영향으로 주파수 특성함수(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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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응답)에서 첨점 성분들의 sharpness가 무딘 형상으로 나타났고, 빈 관의 특성시

험에서 확인된 내측봉의 저차모드들에 대한 국부 모드들이 소결체가 삽입되어 조립

된 시험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장입된 소결체가 이웃하는 내․외측봉과

불규칙하게 닿아있어 한 몸체처럼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압축공기 인가시험

이중냉각 연료봉에 대한 유동유발진동 특성시험은 냉각재 혹은 작동유체의

순환이 가능한 수력루프를 이용해야 하나, 이러한 수력시험 전에 압축공기를 내측

봉으로 인가하여 내·외측봉의 응답을 측정하는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상온 상압

냉각수 5 m/s의 내측관 유동과 동일한 Reynold 수(약 2500)를 갖기 위한 상온 공기

유속은 대략 510 m/s로 계산된다.
공기유속의 고속화에 따른 압축성의 고려문제와 가용한 시험장치의 한계로

인하여, utility로 공급되는 압축공기(평균인가 압력 4.5 kg/cm2)를 작동유체로 활용하

였다. 이때 압축공기 노즐출구의 공기유속(약 8.4 m/s)은 목표유속의 1.6%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다. 압축공기 노즐은 1/8″튜브 끝단 가스공을 2.5 mm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일정길이 만큼 내측관으로 삽입시켜 인가된 공기의 역류를 막고, 노즐이

시험봉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였다. 내측봉의 중심과 외측봉의 세 번 째 스팬 중심

의 횡방향 진동응답을 각각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빈 관과 소결체 삽입관의 내측봉 진동응답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211에 나타

내었다. 그림 211로부터 소결체 삽입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

은 소결체를 삽입하여도 내측봉의 진동진폭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 봉과

소결체 삽입관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동적특성을 갖는 구조물로서, 동일한 가진 조

건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단순한 기준(예를 들어, 응답진폭)으로 비교하는 것에 논

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림 211의 결과는, 소결체 삽입에 따른 주파수 특성의 증가(무게 및

강성의 증가)와 불규칙한 간극효과로 인한 내적 감쇠의 증가에 의한 응답진폭이 감

소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위배되는 시험결과로서, 상이한 스팬으로 다점 지

지된 이중관 구조의 봉이 갖는 특이성 혹은 자유단 스팬길이와 입구노즐이 위치하

는 입력조건에 따른 차이 등으로 생각되며, 수력조건에서의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유단 스팬길이와 입구노즐이 위치하는 입력조건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한 시험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는 입구 쪽 자유스팬의 길이를 길게 할 경우 소결체를

삽입시킨 시험봉의 진동진폭이 빈 관에 비해 작아져, 소결체 삽입에 의한 시험봉의

진동진폭 억제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빈 관과 소결체 삽입관의 응답

스펙트럼은 랜덤가진 응답측정시험에서 얻은 각각의 주파수 응답함수와 대동소이하

다.
한편 그림 212에 나타낸 소결체가 삽입된 시험봉의 내측관과 외측관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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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정결과 만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기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중냉각 시험봉에서 소결체 삽입과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간극은 빈 관에서 구분되어 나타났던 내측관 및 외측관 국부모드

의 소멸에 기여하며, 소결체와 인접한 봉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내적 감쇄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결체가 삽입된 시험봉의 내측 및 외측봉 간의 진

동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조건부(입구 쪽 스팬길이)로 소결체 삽

입으로 인한 이중냉각 시험봉의 진동진폭이 일부 억제됨을 확인하였으나, 통상의

연료봉처럼 짧은 자유단 스팬길이를 갖는 경우, 연료봉의 진동진폭이 오히려 증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상세한 내용은 수력시험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빈 관

(b) 소결체 삽입관

그림 211. 시험봉의 내(red)측 및 외측봉(green)의 진동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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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소결체가 삽입된 시험봉의 내측관(위)과 외측관(아래)의 진동측정결과.

(다) 수력실험

 1) 시험방법

상기의 이중냉각 연료 내측봉 과대 진동문제에 대한 집합체 단위의 수력실험

을 위하여, 관측창을 갖는 두 가지(빈관 및 소결체 삽입관) 시험용 이중냉각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고, 이들이 시험집합체의 외각에 위치하도록 시험집합체를 구성하

였다. 대상 시험봉의 관측창은 투명한 비닐 테이프와 특수 아크릴 관측창을 이용하

였고,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계의 관측용 레이져 빔이 투명한 아크릴 시험관과 관측

창을 통해서 시험관 내부 유동장에 놓인 대상 시험봉의 진동을 측정하게 된다. 그
림 213은 시험용 계측봉의 개략도이다.

그림 213. 내측봉 FIV 시험용 계측봉 구조(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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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계측봉에 삽입된 모의 소결체(재질: Cu).

그림 214는 계측봉 제작에 사용된 모의 소결체로서 구리로 제작하였다. 한편

모의 소결체와 내/외측관과의 간극은 70 ㎛로 유지시켰다. 그림 215는 관측창과 관

측위치를 나타낸다. 참고로, 관측공으로의 유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투명

한 비닐 테이프는 계통 내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관측부가 일부 변형되었고, 이로

인하여 레이져 진동계의 측정품질이 다소 저하(주로 신호대 잡음비와 초점 설정 불

안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특수 제작된 관측창도 실험 중에 소실되어, 
시험봉 내부로 유체가 유입되는 실험오류가 발생되어, FIV 내측봉 과대진동 현안에

대한 제한된 일부의 실험결과 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15. FIV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 시편의 관측창 및 관측위치.

  

   2)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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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은 소결체 삽입 유무에 따른 두 가지 시험봉의 내측관 진동결과로서

유속조건에 따른 시간이력을 나타내며, 표 47에서는 각 유속조건에서 소결체가 없

는 빈 계측봉과 소결체를 삽입시킨 계측봉의 내측봉 진동진폭의 크기를 rms기준과

최대-최소 진폭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16에서 Y축 진동진폭(변위)의 단위는 ㎛

이며, 위쪽 그림은 빈 이중관의 내측봉에 대한 결과이고, 아래쪽 그림은 소결체를

삽입 시험봉에 대한 측정결과이다.
통상의 예상과 같이, 소결체 삽입 시험봉 내측관의 진동은 빈 시험봉의 그것

보다 작으며, 측정된 내측봉의 진동진폭은 유속증가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되는 경

향을 보인다. 최대 유속조건에서, 빈 시험봉과 소결체 삽입 시험봉의 내측관은 각각

76 ㎛, 39 ㎛의 최대 진동진폭을 나타내었다. 소결체 삽입에 따라 시험봉의 진동진

폭은 대략 반 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소결체 삽입에 따른 간극 제한

효과와 함께, 내적 감쇠의 증가에 의한 응답진폭이 감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48은 내측봉 과대진동 평가용 수력시험의 시험조건으로, 측정된 유동데이터

를 나타낸다. 최대유속 7 m/s까지 목표유속과의 차이는 최대 0.71 %였으며, 수력루

프의 내부압력 증가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동이 증가되었다. 순환유체의 온도는

35 ℃ 부근으로 유지하였다.

(a) 평균유속 3m/s

그림 216. 유동조건에 따른 내측봉 FIV 진동시간이력(단위: ㎛, 위: 빈 이중관 시험

봉, 아래: 소결체를 삽입시킨 이중냉각 시험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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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균유속 4m/s

(c) 평균유속 5m/s

그림 216. 유동조건에 따른 내측봉 FIV 진동시간이력(단위: ㎛, 위: 빈 이중관 시험

봉, 아래: 소결체를 삽입시킨 이중냉각 시험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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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균유속 6 m/s

 (e) 평균유속 7 m/s

그림 216. 유동조건에 따른 내측봉 FIV 진동시간이력(단위: ㎛, 위: 빈 이중관 시험

봉, 아래: 소결체를 삽입시킨 이중냉각 시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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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m/s)
rms 진폭(㎛) 최대최소진폭(㎛)

빈봉 소결체삽입봉 빈봉 소결체삽입봉

3
4
5
6
7

4.05
5.18
7.58
7.65
8.97

2.05
2.94
4.28
4.40
4.92

30.66
40.04
55.03
61.70
76.09

15.39
22.57
31.77
34.28
39.01

표 47. 내측봉 FIV 진동진폭 비교

목표유속

(m/s)
측정유속

(m/s)
유속차이

(%)

유량

(x103)
(m3/min)

압력

(kPa)
온도

(oC)
펌프회전수

(rpm)

3
4
5
6
7

2.98 
4.01 
5.02 
6.02 
7.00 

0.71 
0.35 
0.32
0.29    
0.05

555.5 
748.5 
935.5 
1122.2
1306.1

91.2 
133.2
185.2
245.0
315.7

35.5
35.5
35.5
36.0
36.4

516
663
807
951
1095

표 48. 내측봉 FIV 수력시험의 시험조건

 
그림 217은 봉다발 유속 5 m/s에서 측정된, 동일한 빈 시험관의 내/외측 피복

관에 대한 진동시간이력 결과를 나타낸다. 다점 지지된 외측관과 중간 지지점 없는

내측관의 진동을 정성적으로 비교해 볼 때, 지지점 없는 내측관의 진동이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8은 유속 5 m/s일 때, 빈 시험봉의 내측관과 외측관의 속도 응답스펙

트럼을 비교한 것인데, 두 관의 주파수특성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실제 연료봉의 경우는 시험봉 내부로 소결체가 불규칙하게 삽입․적층되기 때

문에, 내/외측관의 특성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9는 빈 시험봉 외측관과 시험관 정면방향 진동응답 시간이력을 비교

한 결과로서, 시험부의 기저 진동응답의 스펙트럼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측정결과로 부터, 비닐 테이프를 관측창으로 이용한 이전 실험에 비해, 측정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3.5Hz 및 60~70 Hz성분은 시험부의 기전

진동응답 성분과 일치되므로, 시험집합체 유체유발 응답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 220은 유속변화에 따른 pelletless봉의 외측관 응답(속도) 스펙트럼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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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Pelletless관 외측관(위)과 내측관(아래) 변위 진동진폭 비교 (유속 5m/s).

그림 218. Pelletless 봉 내/외측관 속도 스펙트럼 비교(파란색이 내측관; 유속

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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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Pelletless봉 외측관과 test section정면방향 base 신호(붉은 색), y축 단위는

mm/s, x축 주파수 범위는 0-500Hz.
 

그림 220. 유속변화에 따른 pelletless봉 외측관 응답(속도 스펙트럼).

그림 221은 소결체가 삽입된 시험봉 내․외측관의 진동 응답을 비교한 것이

다. 제시된 바와 같이, 소결체 삽입된 이중냉각 시험봉의 내/외측관 진동은 주어진

관심주파수 범위에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런 결과는 소결체의 삽

입이 이중냉각 연료봉의 내측관이 만들어내는 국부 진동모드의 소멸에 기여하며,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불규칙하게 삽입 적층된 소결체가 내/외측관의 내

/외면과 불규칙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외관의 동특성 차이이를 발현하지 못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의 시험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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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측관 과대진동 문제에 대한 집합체 단위의 수력시험 결과, 소결체 삽입

유무에 따른 두 가지 시험봉의 내측관 진동응답 비교로부터, 소결체 삽입

에 따른 진동변위 제한효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중간 지지점이 없는 빈 시험봉의 내측관 진동은 동일한 시험봉의 다점지

지된 외측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진동변위를 나타내었다.
③ 소결체가 삽입된 시험봉의 내/외측관에 대한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는 내/외측관의 동특성이 내부 소결체의 삽입으로

인하여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1. 소결체 삽입 시험봉의 내측 및 외측피복관 진동응답 스펙트럼 비교.

(3) 부분집합체 단위 유체유발진동 시험

(가) 실험방법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 FIV)은 유동 안에 잠겨있는 구조물과 주

변 유동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조물에 진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용

핵연료 부분 집합체를 이용한 유동유발진동 시험의 목적은 원자로 노심에 위치하는

핵연료의 유동유발진동 현상과 부수로 냉각재 유동의 수력현상을 노외, 상온, 상압
조건에서 모사하여,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의 유동유발진동 및 수력특성을 평가/비교

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냉각 핵연료 내부 피복관의 진동거동 및 이에 따른 건전성

분석을 위해 유동유발진동 시험을 수행한다. 
이중냉각 핵연료의 기본제원으로 구성된 FIV시험용 부분집합체(4×4 배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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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치인 FIVPET의 시험부 유동관을 새롭게 설

계/제작하였다. 유동관은 시험 집합체를 원자로 노심과 동일한 수력적 기하조건으로

수용하고, 지지격자에 의한 압력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동관의

기본 진동특성이 시험집합체의 관심 주파수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설계되었

다. 그림 222는 FIVPET 개략도를 나타낸다. 

그림 222. FIVPET 개략도.

FIVPET에서 순환유체는 펌프 송출력에 의해서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공급관을

통하여 유동관 하단의 분배기와 노즐판을 거쳐 유동관 내부를 수직상승하면서, 시
험집합체의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유동한 후 노즐 상판을 통해 대기압 조건의 수조

로 다시 향하게 된다. 이 때 상·하단노즐판과 유동관은 시험집합체의 결합성과 기하

학적 조건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유동관은 투명한 아크릴 판

으로 제작하여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센서를 이용하여 유동관의 내부에 위치하는 시

험집합체의 횡방향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이중냉각 핵연료 기본제원에 대한 시험용 모의 집합체의 스팬길이 및 지지점

위치는 기존연료의 스팬길이와 비율을 우선적으로 모사하고, 기존연료에 대한 시험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중심 지지격자 위치를 기준으로 압력측정 공의 배열을 감안

하여 지지격자의 위치를 설정하였으며(시험봉의 최상단에서 중심 지지격자의 이격

거리를 950~1050 mm로 유지), 최하단 자유길이는 기존연료와 같이 20~25 mm로 유

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223은 시험집합체의 지지점 위치와 스팬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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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림 223. FIV 시험집합체 지지점 위치와 스팬길이.

시험집합체는 12 개의 dummy 시험봉(빈 이중관 조립체), 2 개의 고정봉, 2 개
의 계측봉(빈 봉 및 소결체삽입 봉)으로 총 16 개의 시험봉과 6 개의 지지격자의 조

합으로 구성된다. 표 49는 시험집합체 구성 시험봉의 주요제원을 나타낸다. Dummy 
시험봉은 두 개의 스테인리스 표준 관에 봉단마개를 용접하여 조립하였다. 고정봉

은 시험집합체 단면의 대각선 중심에 위치하여 시험집합체를 FIVPET loop에 고정

할 수 있도록 양단에 나사체결부를 구비하며, 내측유로를 갖지 않는다. 고정봉의 봉

단마개는 5 mm 가량의 길이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개의 계측관은 내측관 FIV 확인 시험용으로, 구리로 제작한 모의 소결체를

장입시킨 봉과 빈 봉에 내측봉의 진동측정이 가능하도록 관측창(view hole)을 구비

시켰다. 지지격자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4x4 배열 지지격자체를 제작하였으며, 그
림 224는 개별 격자판들의 교차점에 원통형 삽입물을 구비하는 삽입형 지지격자체

와 외팔형 지지격자 시험시편을 나타낸다.

구분 길이
외측관 내측관

소결체유무 비고
외경 두께 외경 두께

dummy
시험봉

2120 15.875 0.89 9.525 0.5 무
외측:인발관

내측:용접관

고정봉 2145 15.875 0.89 - - 무 외측:인발관

계측봉1 2120 15.875 0.89 9.525 0.5 무
외측:인발관

내측:용접관

계측봉2 2120 15.875 0.89 9.525 0.5 유
외측:인발관

내측:용접관

표 49. FIVPET 시험봉 주요제원(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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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FIV시험용 삽입형(왼쪽) 및 외팔형(오른쪽) 4x4 지지격자체.

그림 225. FIV시험용 부분 핵연료 집합체 조립.

시험집합체의 조립을 위하며 개별 구성 시험봉과 지지격자체를 먼저 준비한

후, 시험집합체의 지지점을 확인하고, 조립대에 지지격자체를 먼저 고정하였다. 삽
입저항이 작은 순서(고정봉, 외각봉, 상단위치에서 하단위치로)로 시험봉을 삽입하

였다. 삽입형 지지격자체의 경우 연료봉 장입에 따른 변형량이 약 0.15 mm이며 봉

삽입 시 상당히 큰 삽입저항이 발생하였다. 그림 225는 조립된 시험집합체를 나타

낸다. 

1) 시험 종류별 단위 시험계획

부분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한 FIVPET 시험의 종류는 통상 측정대상과 운전조

건 그리고 관심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6 가지로 구분한다.



- 268 -

§ 시험집합체의 정상상태 저주파수대역(0.1~50 Hz 미만) 응답측정(Steady, 
Assembly)

§ 구성(외각) 연료봉 각각에 대한 정상상태 중주파수대역(1~200 Hz 미만) 응
답측정(Steady, Rod)

§ 구성 지지격자의 고주파수대역(10 Hz~5 kHz) 응답측정(Steady, Grid)
§ 변속유동조건(혹은 유동소인조건, Sweeping 조건)에서 시험집합체의 응답

시간 이력(진폭거동) 측정시험 (Sweeping, Assembly)
§ 정상상태 유속조건에서의 지지격자 압력손실 측정시험(Steady, DP)
§ 내측봉 진동 시간이력 및 응답측정(관심주파수 범위 0.1~50 Hz) 시험

(Steady, Inner Rod)

이들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i) Steady State, Assembly's Low Frequency Vibration : 각 Grid의 중심(5~6개소)
에서 시험집합체의 저주파수 대역 응답성분 중 시험집합체 1차~3차 진동모

드에 해당하는 진폭의 크기와 주파수를 반복측정/확인하고, 유동조건에 따른

해당 집합체의 전역모드 특성(주파수, ODS 등)을 분석한다.
ii) Steady State, Rod's Medium Frequency Vibration : 각 스팬의 중심(4~5개소)
에서 시험집합체를 구성하는 개별 시험봉의 중주파수 대역(200 Hz) 응답성

분 중 시험봉의 1차~3차 진동모드에 해당하는 진폭의 크기와 주파수를 반

복측정/확인하고, 유동조건에 따른 해당 시험봉의 국부모드 특성(주파수, 진
동모드, 진동의 횡방향 궤적 등)을 분석한다. 또 이러한 국부 모드특성의 전

역모드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확인한다.
iii) Steady State, Grid's High Frequency Vibration : 중심 Grid의 단위 셀에서 10
개소 이상의 측정점을 대상으로 지지격자 판 고주파수 대역(10Hz~5kHz)의
진동을 측정하고, 최대 진폭과 주파수을 확인하여 유동조건에 따른 해당 지

지격자판의 고주파수 유동유발진동 설계특성을 분석한다.
iv) Sweeping, Assembly's Transient Vibration: 변속유동조건(sweeping condition)
에서 시험집합체의 과도 응답시간이력을 측정하고, 변속조건에서 발생가능

한 자려동기진동(self excited vibration)의 존재유무를 확인한다. 시험집합체

외곽과 유동관 내측면이 접하는 유동장에서, 과도조건의 미소동압을 측정하

여, 정상 유동조건에서의 값과 비교한다.
v) Steady State, Differential Pressure Measurement by Spacer Grids: 정상상태 유

동조건에서 시험집합체 및 그 구성요소의 진동측정과 동시에 지지격자의 압

력강하량을 측정하고, 장치검증(데이터 유효성확인)과 기존지지격자의 수력

특성비교 관점에서 분석한다. 압력강하 측정위치는 그림을 참고한다.
vi) Steady, Inner Rod: 내측봉 FIV현안분석을 위하여, 연료모사 구리소결체를

장입하고, 내측봉 진동관측을 위한 관측창(view window)이 설치된 계측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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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내측봉 중심의 중, 저주파수 대역의 응답과 시간이력을 측정, 분석

한다. 

2) 시험조건과 측정방법

시험의 유동조건은 정상조건과 유동소인조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상조건

응답측정시험은 시험집합체 통과(bare bundle 위치) 평균유속을 기준으로 3에서 7 
m/s까지 1 m/s 간격으로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대상 시험체와 시험봉의 진동응답

을 측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유동소인조건 응답측정시험은 최소유속에서 최대유속(약 7 m/s)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증가속도 혹은 감소속도로 펌프회전수를 조정하면서, 해당

시간동안의 정해진 위치의 시험집합체 응답 시간이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응답측정 시험 이전에 목표 유속과 해당 필요유량을 인가하는 펌프회전수를

결정하는 예비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동관 내부를 수직상승하는 순환유체는 순수를 사용하며, 냉각재 온도는 동

절기 운전조건을 감안하여 상온보다 약 5°에서 10° 높은 온도에서 운전하였다. 시험

집합체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진동측정은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계를 이용하여 광학적

인 방식으로 측정하며, 지지격자의 압력강하량은 차압계로, 관내 동압은 미소동압계

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되, 필요에 따라 측정기에 대한 교정정보를 확인 및 간이

교정을 수행하고, 오차발생가능성에 관해 사전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실험결과

  그림 226은 삽입형 지지격자체와 외팔형 지지격자체로 구성된 두 시험집합

체에 대한 유체유발진동 시험결과로, 시험유속 3에서 7 m/s까지, 정상상태 유동조건

에서 측정된 대상 시험봉의 진동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집합체와 개별 구성봉의 유동유발진동 응답은 외부 가진 주파수에 대하여 일

종의 대역필터(band pass filter)처럼 반응하게 되는데, 펌프회전 맥동주파수를 제외한

축방향 유동에 의한 가진 에너지가 백색잡음(white noise)에 가까운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므로, 시험 집합체와 시험봉의 응답 스펙트럼은 자신의 고유 진동수 주파수

대역에서 큰 에너지의 진폭을 나타낸다.
즉, 100 Hz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시험집합체의 주요한 저차모드에 해당

되는 주파수 성분들이 나타나고, 그 이상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시험봉의 주요 저차

모드들이 일정한 인접 주파수 성분(side band)을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폭

의 인접 주파수 성분들은 인접한 시험봉 들 사이의 연성(coupling)에 따른 결과로 보

인다.
시험집합체와 개별 시험봉의 진동응답은 시험봉의 고유진동수 주파수 대역에

서의 신호 성분들로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즉, 시험봉의 응답은 집합

체와 시험봉 자체의 주파수 성분들을 모두 포함하나, 중심 지지격자에서 측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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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합체의 응답 스펙트럼에서는 개별 구성 시험봉들의 모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

지 않는다.
외팔보형과 삽입형 지지구조체로 구성된 시험집합체 내부의 대상 시험봉에

대한 진동응답 스펙트럼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스펙트럼 분포를 보이지만, 상대적으

로 약한 스프링 지지력을 갖는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시험집합체가 관심 주파수

범위에서 비교적 큰 진동진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a) V=3.03 m/s

(b) V= 4.08 m/s

그림 226. 유체유발진동 응답비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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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 5.09 m/s

(d) V= 6.07 m/s

(e) V=7.07 m/s

그림 226. 유체유발진동 응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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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손실의 측정은 4번째와 5번째 중간 지지격자를 기준으로, 각각 개별 구간

길이 399 mm, 466 mm에 대한 차압 DP1, DP2를 각각 측정하고, 이 두 구간의 합

차압(DP3)을 측정하여 중첩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손실계수를 평가

하였다. 수력특성에 대한 이러한 측정결과는 유동시험조건에 대한 반복성 확인과

시험장치의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개별구간에서의 압력손실은 스팬 구간의 봉 마찰 손실과 지지격자가 위치하

는 구간에서의 형상손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두 구간의 압력손실 차이를 이용

하여 단위길이 당 봉 마찰 손실값을 추정할 수 있다. 표 50은 1구간에서 측정된 압

력손실 측정값에 대한 봉마찰 손실과 형상손실을 각각 계산하고, 이 두 값의 비를

기존 핵연료 지지격자에 대한 수력성능 시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삽입형 지지격

자에 대한 형상손실의 비는 기존 연료 지지격자에서 계산된 값과 근소한 차이를 갖

으며, 이로부터 압력손실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7은 이중냉각 시험집합체 1구간의 압력손실 측정값에서 유료단면적의

차이를 보정하고 기존연료 시험집합체의 동일 구간길이에 대한 압력손실 측정값과

비교한 것이다. ‘유로단면적 보정’이란 기존 연료 부분집합체의 유로단면적과 이중

냉각 핵연료 시험집합체의 유로단면적의 비(1.023)를 차압 측정결과에 곱한 것을 의

미한다. 한편 그림 228에는 원통삽입형과 외팔보형 지지구조체의 압력손실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복시험 시의 데이터 일관성과 참조 데이터와의 상대비교를 통하여, FIVPET 

수력시험시설과 이중냉각 시험집합체를 이용한 삽입형 지지격자체의 압력손실 측정

시험 방법 및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연료 지지격자 시험결과

(DP1과 동일한 구간길이)
이중냉각 연료 삽입형 지지격자

시험결과(DP1구간)

유속

(m/s)

스팬구간

마찰

손실

지지격자

형상손실

마찰손실/ 
형상손실

유속

(m/s)

스팬

구간마찰

손실

지지격자

형상손실

마찰손실/ 
형상손실

3.05

3.96

4.88

6.10

7.01

4.91 

8.07 

11.71

17.42

22.17

2.34 

3.75 

5.44 

8.50 

11.28

2.10

2.15

2.15

2.05

1.96

3

4

5

6

7

4.36 

7.26 

10.88

15.10

20.14

1.90

3.40

5.04

6.83

8.82

2.29

2.13

2.16

2.21

2.28

표 50. 압력손실 측정결과 비교(단위: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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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기존핵연료(Ref)와 삽입형 지지격자체(Duo)의 압력손실 측정값 비교.

그림 228. 원통삽입형(Insert)과 외팔보형(Canti.) 지지격자체 압력손실계수 비교.

2. 플리넘 스프링 및 스페이서

가. 플리넘 스프링 설계방안

(1) 기술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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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리넘 스프링 (Plenum spring)
연료봉의 구성 부품중 하나인 플리넘 스프링은 핵반응 중에 생성된 핵분열

생성기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연료봉 상부 봉단마개와 스페이서 사이의 플리넘에 위

치하여 노심 내에서 연료봉에 축방향으로 장입된 소결체를 일정한 하중으로 눌러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료봉에 적용된 플리넘 스프링의 형상은 코일

형 스프링 구조를 가지며 코일 내부 빈 공간에 핵분열 생성기체를 수용한다. 국내

원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플리넘 스프링의 규격을 표 51에 나타내었다. 

Spring rate (K) 4.137-4.982 (4.5595) N/mm

Free length (L) 282.4 mm

Plenum length (U) 250.0 mm

OD (Outside diameter) 7.77 mm

d (wire size) 1.448 mm

# of total turns 40

# of active turns 33

표 51. PLUS7 핵연료의 Plenum spring 규격

OPR-1000용 핵연료인 PLUS7의 플리넘 스프링 규격으로부터 스프링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연료봉 설계지침서에서는 연료봉에 장입되는 소결체 자중의 최

소 6배를 누를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결체의 밀도는 10.5 g/cm3, 
부피는 π × dpellet2 × H(active length)이므로 소결체의 무게는 약 2.11 kg으로 계산

되며 이를 힘으로 환산하면 20.7 N이다. 스프링의 탄성변형은 아래의 식 (90)으로부

터 간단히 계산된다.

· (90)

여기서, F는 하중, K는 스프링 상수(Spring Rate), X는 스프링 변형량이다.
표 51에서 K와 (L-U)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F = 4.5595 N/mm × 32.4 

mm = 147.7 N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은 연료봉 내부 소결체 자중의 7.14배
이다. 참고로 최솟값인 4.173 N/mm의 경우 자중의 6.55배, 최대값인 4.982 N/mm의

경우 7.8배이다. 한편 스프링 강성 K는 식 (91)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 ·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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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Shear modulus이며 스프링 재질인 Inconel X750의 경우 정확한 값을 획

득하기 어려우나 대략 70 GPa로 알려져 있다. d는 스프링 소선의 원형 단면적, D는

스프링 평균 지름이며 N은 Active turn 수이다. 위 표 51에 나타낸 PLUS7 플리넘

스프링의 치수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약 4.613 N/mm의 값을 얻을 수 있어 위 평균

값과 유사하다.

(나) 이중냉각 핵연료용 플리넘 스프링의 제한사항

만약 이중냉각 핵연료 플리넘 스프링의 자유길이가 기존의 핵연료와 동일하

다면, 평균 직경이 증가한 이중냉각 연료봉의 플리넘 스프링을 32.4 mm 만큼 압축

시켜야 하며 이때 필요한 힘은 최소한 장입된 소결체 무게의 6 배(6 g 기준)를 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스프링의 변형에 필요한 힘을 보수적으로 전체 장입된 소결체양의

7 배(7 g)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스프링 상수 K는 약 7.24 N/mm의 값을 얻을 수 있

으며 이것은 현재 결정된 소결체 무게를 3.419 kg(즉, 7 g는 234.54 N)로 고려한 경

우의 값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K값은 기존의 연료봉에 비해 봉단마개에

작용하는 하중을 약 60% 정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봉단마개의

용접부 건전성 평가 및 용접방법의 최적화가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

다.
이중냉각 핵연료에 사용되는 소결체의 형상은 내외부 피복관의 제한에 따라

도우넛 형상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스프링의 종류도 코일 스프링으

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핵연료

와 이중냉각 핵연료내의 플리넘 스프링 형상에 대한 개략도를 그림 22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이중냉각 연료봉 제원은 Data summary Release-1을 기준으로 함).

   (가) 기존 핵연료 (나) 이중냉각 핵연료

그림 229. 연료봉내 플리넘 스프링 형상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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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로부터,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될 수 있는 플리넘 스프링의 단면크

기와 외경은 내외부 피복관에 구속되어 변할 수 있는 자유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리넘 스프링이 연료봉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용할 수 있

는 스프링의 단면크기 또한 제한적이다.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용할 수 있는 코일 스프링 평균지름 D를 고려해보면, 

그림 229의 (나)에서와 같이 평균지름 D는 내부 및 외부 피복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Data summary Release-1에 따라 외부피복관의 외경을 15.9 mm, 내부피

복관 내경을 9.0 mm로 하고, 각 연료봉의 두께를 기존 연료봉과 동일하게 0.57 mm
로 가정할 때 쉽게 12.45 mm의 값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프링의 단면지름도 이중

냉각 핵연료에 적용할 수 있는 소결체의 크기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프링 상

수 산출식에서의 변수는 스프링 단면지름 d와 유효 권선 수 N이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중냉각 연료봉 내에 삽입되는 플리넘 스프링과 피복관 사이의 간극을

0.3 mm로 고려할 때 최댓값은 소결체의 두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max and max . (92)

이러한 결과로부터 N 과 d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 ·


·  ·   . (93)

만약 기존 핵연료와 같이 스프링 단면 지름 d를 1.448 mm로 하면, 유효 권선

수 N은 2.77 회로 매우 작은 값이 된다. 또한 최대 허용 단면지름을 1.7 mm로 하면

5.26 회가 된다(이때, 내외부 피복관과 스프링 사이의 간격을 기존의 핵연료와 유사

하게 각각 0.3 mm로 한 경우임). 이것은 스프링 상수 K가, 단면지름 d를 일정하게

할 때, 스프링의 평균반경의 3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중냉각 핵연료 치

수조건(즉, D가 12.45 mm에서 크게 변할 수 없는 이중냉각 연료봉)에서는 스프링

상수 K 및 재질특성인 G를 변화시켜야 하나 그 변화의 폭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플리넘 스프링의 유효 권선 수는 5 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 제약조건 하에서의 스프링 형상 도출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 권선 수, N이 5 회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플리넘 스프

링 길이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PLUS7의 플리넘 길이(U)인 250 mm를 보상하고

또한 플리넘 스프링과 소결체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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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spacer 등을 삽입해야할 필요가 있어 최종적으로 허용 플리넘 체적(Plenum 
Volume)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이중냉각 핵연료의 플리넘 체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플리넘 스프링과 Spacer의 길이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플리넘 체적은 연료봉 및 플리넘 스프링의 치수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간

단한 계산에 의해 이론적으로 산출된다.

  (94)

여기서 Vt는 전체 부피, Vp 및 Vs는 각각 플리넘 체적 및 플리넘 스프링의 부피이

다. 스프링 단면 지름(d)을 1.7 mm, 스프링 평균 지름(D)을 12.45 mm, 외부 피복관

의 내경(Do,i)을 14.757 mm, 내부 피복관의 외경(Di,o)을 10.143 mm로 하여 계산하면,

  




 
  




  · ·  

(95)

여기서 PL은 허용 플리넘 길이이며 (N+A)는 전체 권선 수, N은 유효 권선 수이다. 
유효 권선수로서 5 회를 대입하면(즉, (N+A)는 9 회), 플리넘 체적를 12.5 cm3으로

유지하기 위한 플리넘 길이는 154.9 mm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프링상수 산출식에서 N을 5로 하여 스프링 상수(K)를 산출하면 7.574 

N/mm의 값을 얻는다. 이에 따라 7 g(234.54 N)를 만족하기 위한 스프링의 변형량

(X)은 234.54/7.574 = 31.0 mm로 계산된다. 따라서 플리넘 체적을 12.5 cm3로 만족하

기 위한 플리넘 스프링의 free length는 185.8 mm를 얻게 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스프링의 피치를 계산해보면, 우선 유효 권선 수 (N)에 대

응되는 길이는 185.8 - 1.7×4 = 179 mm 이다. 따라서 179 mm의 길이에 5 회의 유

효 권선수를 가진 스프링의 형상은 그림 230과 같이 설계될 수 있으나, 이러한 형

상은 피치가 과도하여 스프링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0. 185.8mm 의 길이를 가진 플리넘 스프링의 개략적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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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냉각 연료봉에 적용할 플리넘 스프링의 개략적인 형상을 기존의 제약 조

건 하에서 분석한 결과, 기존 PLUS7의 플리넘 체적(12.45 cm3)와 플리넘 길이(250 
mm)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형상의 Aluminium oxide spacer를 적용할 때 스프링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넓은 피치를 가진 스프링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중냉각 연료봉의 플리넘 영역은 기존의 핵연료에 비해 새로운 개념의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플리넘 스프링과 스페이서를 동시

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설계방안

(가) 개념 도출

코일 스프링의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스프링의 외경, 단면적의 크기 및 유

효 권선 수이며 좌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효한 피치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코일 스프링은 제작이 용이하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적

용성 관점에서는 매우 매우 편리하다. 만약 이중냉각 연료봉의 외경증가와 플리넘

영역의 제한에 의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형상을 배제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를 가진 플리넘 스프링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코일 스프링을 적용

하는 동시에, 플리넘 공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를 제안하고 있다. 스페이서의 역할은 상술한 바와 같이 플리넘 스프링과

소결체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것이므로 길이의 증가에

대한 제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길어진 스페이서는 길이가 짧아진 플리넘 스프링의 플리넘 길이를 보

상하는 동시에 많은 공극을 가지고 있어 핵반응 중 생성된 핵분열 생성기체를 효과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의 플리넘 영역 구조와 기존 핵연료와의 비교를 그림 231에 개략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231. 기존 핵연료(위)와 이중냉각 핵연료(아래)의 플리넘 영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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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에서와 같이 이중냉각 핵연료의 플리넘 스프링은 기존 핵연료에 비

해 그 길이가 매우 짧아진 구조로서, 스프링 외경증가에 따라 적절한 피치를 가지

고 있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예로서 표현한 스페이서는 상대적으로 길어지

는 동시에 많은 공극을 가지고 있어 핵분열 생성기체의 수용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나) 플리넘 스프링 설계

코일 스프링의 설계 시 구하여야 할 변수는 압축력(보수성을 고려하여 소결체

무게의 7 g), 누름 변위 및 유효 권선 수이다. 또한 코일스프링에 압축력이 작용할

때 좌굴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냉각 연료봉 구조에서는 내외부 피복관의 구

속에 의해 좌굴 가능성이 희박하나, 근본적으로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가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좌굴 비(H/D; H는 스프링의 자유길이, D는 외경)의 값이 클수록

압축하중 하에서 좌굴이 발생이 쉽다. 이를 기존 핵연료용 플리넘 스프링의 치수에

적용하면 282.4/7.77 = 36.3 정도의 매우 큰 값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프링을 적용한 것은 연료봉 내면에서 스프링의 좌굴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중냉각 연료봉 플리넘 스프링의 설계 시 좌굴에 대한 건전성은 짧아진 스

프링의 자유길이와 증가한 스프링의 외경으로 인해 기존 연료봉의 플리넘 스프링보

다 낮은 좌굴 비를 가지므로 충분히 만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경의 절반 값(D/2)을 사용하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로부터 자동

적으로 결정되는 12.45/2 = 6.225 mm가 적절하다. 이를 이용하여 스프링 강성을 산

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96)

따라서 이중냉각 핵연료 내외부 피복관과 플리넘 스프링사이의 간격을 각각

0.2 mm로 하면 플리넘 스프링의 단면지름은 1.9 mm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값을 대

입하면 스프링 강성 값으로 11.81 N/mm 값을 얻는다.
이 값으로부터 이중냉각 핵연료에 장입되는 소결체를 7 g로 누른다면 스프링

의 변위는 약 19.8 mm의 값을 얻으므로, 이상의 결과로부터 스프링 강성 값으로

11.81 N/mm을 적용할 때 그림 232와 같이 평균지름 12.45 mm, 단면지름 1.9 mm 
및 5 회의 유효권선 수를 가진 코일 스프링을 플리넘 스프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설계로서 스프링 강성 값을 기존 핵연료(PLUS7)에서와 같은 4.56 
N/mm를 사용하고 앞서 서술한 Data summary Release-3에서의 연료봉 제원(즉, 외측

피복관의 외경 15.9 mm, 두께 0.87 mm; 내측 피복관의 내경 8.5 mm, 두께 0.58 
mm)에 대해 스프링 평균지름 D = 11.79 mm, 단면지름 d = 2 mm로 결정하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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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유길이 119.06 mm, 피치 5.895 mm와 유효 권선수 19 (총
권선수 23)를 갖는 플리넘 스프링을 설계할 수 있다[43]. 이 경우 플리넘 영역의 길

이를 기존 핵연료(PLUS7)와 같이 250 mm로 할 때, 소결체 총 무게의 7 배에 해당

하는 하중을 가하기 위한 스프링의 변위는 7.12 mm가 된다.

그림 232. 제안된 이중냉각 핵연료용 플리넘 스프링의 개념도.

결론적으로 직경이 증가하고 내부유로를 갖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플리넘 스

프링을 코일 스프링 형상으로 설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플리넘

스프링의 자유길이는 기존 스프링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짧아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스페이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중냉각

연료봉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스페이서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나. 플리넘 스페이서 설계방안

(1) 기술현안

기존 연료봉에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서의 역할은 플리넘 스프링과 소결체와

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술한바와 같이 이중냉각 핵연료에서는 연료봉 외경

증가에 따른 플리넘 스프링의 형상변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서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냉각 핵연료에 있어 외부 연료봉의 직경증가와 함께 내부 연료봉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플리넘 영역을 스페이서가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존 연료봉에 사용되던 디스크 형상의 스페이서 대신에 공

극을 많이 가진 스페이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냉각 연료봉에서 현저히 커지게 되는

스페이서 영역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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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의 제안

본 과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아진 플리넘 스프링의 길이를 보상하고 원자로

가동 중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기체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스페이서와는 다른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이중냉각 연료봉에 적합한 원통형 구조를 가지면서 구조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량의 공극을 가지는 형상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원형 공극을 가진 스페이서의 형상을 그림 23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리넘 스페이서는 알루미늄 산화물로서 충격강도에 매

우 약한 세라믹 재질이다. 이에 따라 스페이서에 공극을 가공하는 것은 다소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공이 용이하고 구조건전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다양한

형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형상을 그림 234에 나타내었다.

그림 233. 원형 공극을 가진 플리넘 스페이서.

그림 234. 플리넘 스페이서 내외면에 축방향으로 홈을 낸 스페이서와 공극

형의 조합을 이룬 플리넘 스페이서.

그림 235. 분할형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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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길어진 플리넘 스페이서의 제조 및 가공성을 고려하여 그림 235와 같이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스페이서를 적층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페이서의

길이는 제작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적층되는 수는 플리넘 길이

에 따라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 물론 다양한 형상의 부분 플리넘 스페이서를 혼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이중냉각 핵연료용 플리넘 영역 설계방안

기존 가압 경수로형 노심에 구조적 양립을 위해, 제안된 12×12형 이중냉각 핵

연료의 연료봉에 장입되는 소결체의 위치 및 높이는 기존의 핵연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연료봉 내부에 장입되어 있는 소결체는 핵반응에 의해 핵분열 생성기체를 필

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는 봉 내압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핵분열 생성기체 방출

에 의한 과도한 봉 내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 상부에 일정한 플리넘 영

역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때 플리넘 영역은 가동 중 연료봉 내부 소결체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스프링 상수를 가진 코일형 플리넘 스프링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핵

연료에서 플리넘 공간의 크기는 코일형 스프링의 직경, 권선 수 및 플리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코일 스프링의 설계공식을 이용하여 이중냉각 연료봉에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 제원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 스프링의 길이는 기존

의 것에 비해 짧아져야 하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플리넘 영역을 채우기 위한 스

페이서의 길이가 길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리넘 공간 확보 및 경제적인 코

일형 플리넘 스프링 적용이 용이한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를 제안하였다. 플리넘

스페이서는 기존의 연료봉 내부에 스프링과 소결체 사이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

하기 위해 삽입되는 부품으로서, 이중냉각 연료봉 부품으로 제안된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는 스프링의 외경 대비 정상적인 피치를 가지지 위해 짧아진 스프링 길이

를 보완하는 동시에 플리넘 영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본 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공성 플리넘 스페이서는 가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개수로 분리가 가능하며, 스페이서 외면

에 원형 및 타원형 등의 다양한 형상을 가진 공극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내

부 플리넘 공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플리넘 스프링의 적용성 측면에서도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조사시험용 연료봉시편 용접방법 개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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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에서 소결체의 열을 외부의 냉각수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소결체에서

발생한 열이 소결체와 피복관의 틈새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때 열전달율이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 이 틈새가 환형 형상인 소결체 외주면과

외부피복관의 내주면 및 소결체 내주면과 내부피복관의 외주면 사이, 2 곳에 형성

되므로 각각 틈새의 변화에 따라 연료봉 외부 및 내부유로로의 열전달율이 달라지

는 열분리(Heat split)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열분리 현상이 심화될 경우 연

료봉 내주면 또는 외주면에 핵비등 이탈(Departure from Nuclear Boiling; DNB)이 발

생하여 연료봉에의 손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알려진 대로,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결체는 고밀화(Densification), 팽윤

(Swelling) 등의 거동을 함으로써 치수(특히, 반경방향의 치수)가 변화하며 피복관 역

시 크립 및 열팽창 등으로 인해 치수(특히, 반경방향의 치수)가 변화하므로 위의 열

분리 현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틈새와 소결체의 제조공차는 공통적으로 수십 micrometer 정도이나 피복관의 형상

(Ovality 등) 및 치수공차는 그 보다 큰 값이므로 이중냉각 연료봉의 설계에 있어 이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핵연료 연소 중 피복관과 기존의 원통형 소결체 거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다. 그러나 환형 소결체의 거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므로

열분리 현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본 과제를 포함한 이중냉각 핵연료 관련 과제에

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예로서, 본 과제에서는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이용하

여 환형 소결체의 고밀화, 팽윤, 열응력 및 열팽창 거동을 해석하였으며[44-46], 변
형 거동을 제어하기 위해 환형 소결체 원주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C형 형상으로 한

분리형 소결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경험도 있다[47,48].
이와는 별도로 연분리 현상을 포함한 환형 소결체의 각종 연소거동을 파악하

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로 계

획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36과 같은 무계장 캡슐이 설계, 제조되었으며 여기에 장

입할 연료봉 부품을 설계하고 총 6 개의 연료봉 시편을 제조하였다.
연료봉 시편제조를 위해 가장 어려운 공정은 중 피복관과 상단 및 하단 봉단

마개의 용접이다. 이 용접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내부 및 외부피복관과 환형 소

결체의 치수 공차 및 상호 간 틈새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원주방향 둘레용접 시 내부피복관의 안지름이 작은 이유로 용접부에 용접 torch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특별한 용접

순서 및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용접장치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용접공정은 전자 빔 용접(Electron beam welding; EBW)과 TIG 용접

(Tungsten inert gas welding)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빔 용접은 외주

로 처리하고 TIG 용접을 위해서는 본 과제에서 Micro TIG Welder를 이용한 용접장

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 및 장치로 인해 용접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용입부 깊이 및 용접부 조직 등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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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연료봉 시편 6 개를 제조하였으며 노내 연소를 위해 하나로 조사

시험을 위한 품질보증 문서에 따라 전량을 검사하여 각각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중냉각 연료봉 시편 제조를 위해 개발한 연료봉 용접방

법 및 용접장치, 그리고 품질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그림 236. 이중냉각 연료봉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 캡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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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봉시편 설계

가. 피복관

조사시험용 연료봉의 내부 및 외부 피복관의 두께 및 내외경은 본 보고서 3
장 3절 1.가.에 기술한 피복관 두께설계 이전에 발주되었으며 이때의 제원은 과제 1
차년도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개념설계의 Data Summary Release-1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이에 적절한 제조공차를 고려한 후 nominal 치수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

여 제작발주 하였다.

- 외부피복관: 바깥지름 15.9 mm, 안지름 14.76 mm, 두께 0.57 mm, 길이

171.7 mm
- 내부피복관: 바깥지름 10.14 mm, 안지름 9.0 mm, 두께 0.57 mm, 길이 191.2 

mm

내부 및 외부피복관의 길이가 다른 것은 내부피복관의 경우 상단 봉단마개에

는 일부가, 그리고 하단 봉단마개에는 전체가 삽입되도록 하여 필렛용접을 하도록

하였고, 외부피복관의 경우에는 상하단 봉단마개와 맞대기 용접을 하도록 하였으므

로, 내부피복관이 삽입되는 부분의 길이만큼 더 길도록 설계한 것이다.
한편, 피복관의 재질로는 현재 설계된 지름과 두께의 지르코늄 합금 튜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용접변형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Stainless Steel 316-L로 하였으며, 
원통형 원자재로부터 심공 드릴을 이용하여 기계가공에 의해 외부 및 외부피복관을

제조하였다. 그림 237 및 238에 각각 외부피복관 및 내부피복관의 제작도를 보여준

다.

나. 봉단마개

내부 및 외부피복관과 용접되는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는 피복관과 같은

Stainless Steel 316-L 재질을 사용하였다.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는 취급공구를 위한

부분이 원주방향으로 가공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상단 봉단마개는 연료봉 조사시험

이 완료된 이후 무계장 캡슐로부터 인출하기 위한 Slot이 가공되어야 한다.
한편 고안한 용접방법에 따라 상단 봉단마개에는 일정길이에 대해 내부피복

관이 삽입될 수 있도록 안지름을 확장하여야 하며 삽입 후 필렛용접이 가능하도록

덧살을 형성시켜야 한다. 하단 봉단마개에는 상단 봉단마개에서와 같은 안지름의

확장이 전 길이에 대해 형성되도록 하여 내부피복관과 하단 봉단마개의 끝단에서

필렛용접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종 설계완료된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의

제작도를 그림 239 및 240에 보여준다.

다. 모의 소결체 및 스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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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시편 한 개 당 6 개씩의 환형의 우라늄 소결체와

우라늄 부분의 양 끝에는 세라믹 재질의 환형 스페이서가 각각 한 개씩 장입된다. 
시편제작 시에는 용접방법 개발 시의 검증을 위해 S45C 재질을 이용하여 최종 장

입될 우라늄 소결체와 동일한 치수의 모의 소결체를 제작하였다. 한편 Al2O3의 재질

로 실제 사용할 스페이서를 제작하였다. 그림 241 및 242에 모의 소결체 및 스페이

서의 제작도를 나타내었다.

라. 플리넘 스프링

연료봉 내에 소결체와 스페이서를 장입한 후 남는 영역에는 이들을 고정할

수 있는 플리넘 스프링을 삽입하게 된다. 이를 그림 243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재질

은 Stainless Steel 304L를 사용하였다.

그림 237. 조사시험 연료봉 외부피복관 제작도.

그림 238. 조사시험 연료봉 내부피복관 제작도.

그림 239. 조사시험 연료봉 상단 봉단마개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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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조사시험 연료봉 하단 봉단마개 제작도.

그림 241. 모의 소결체 제작도.
   

그림 242. 스페이서 제작도.

그림 243. 플리넘 스프링 제작도.

그림 244에는 이상과 같은 부품으로 조립된 조사시험 연료봉을 보여준다.

그림 244. 조사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 최종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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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용접방법 개발

가. 용접절차 개발

기존 연료봉의 경우에는 원통형의 소결체를 하나의 피복관에 장입하는 것이

므로 피복관의 한쪽 끝단에서 원통형 형상의 봉단마개와 용접한 후 소결체를 장입

하고 피복관의 다른 쪽 끝단을 봉단마개와 용접함으로써 연료봉 제작을 완성한다. 
그러나 이중냉각 연료봉의 경우에는 내부피복관과 외부피복관 사이에 환형의 소결

체를 장입하게 되어,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 중 하나와 내부 및 외부피복관을 용접

한 후 소결체를 장입하고자 하면 내부 및 외부피복관의 동심도, 형상 및 치수공차

를 비롯하여 용접 후의 변형으로 인하여 소결체 장입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소결체 장입 전 내부 및 외부피복관 중 하나만 우선 용접하고 소결체

를 장입한 후 나머지 피복관을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처음에 봉단마개

와 외부피복관을 용접할 경우 소결체를 외부피복관 내부로 장입한 뒤, 내부피복관

을 조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내부피복관과 봉단마개와의 용접을 외부피복관

과의 용접에 앞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내부피복관의 안지름은 8.4 ~ 
9.0 mm로서, 내부피복관과 봉단마개의 용접부가 연료봉 시편의 끝단으로부터 안쪽

에 위치하게 되면, 내부피복관 안쪽으로 용접토치를 접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피복관의 용접 전 설치 시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

중 하나에는 안지름을 내부피복관 바깥지름과 같도록 하는(단, 구멍 및 축의 공차설

정 방법을 이용하여 억지 또는 헐거운 끼워맞춤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단을 가공하

고 내부피복관을 삽입한 후 내부피복관과 봉단마개를 필렛용접(Fillet welding) 한다. 
또 다른 봉단마개의 안지름은 전체길이에 대해 내부피복관 바깥지름과 같도록 하여

내부피복관이 관통될 수 있도록 하며 내부피복관의 끝단이 봉단마개의 끝단보다 약

0.5 mm 정도 짧게 위치하도록 한 후 필렛용접 한다. 상부 봉단마개는 연료봉시편

취급을 위한 Slot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내부피복관과 끝단 필렛용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부피복관과 처음 용접하는 봉단마개로 상단 봉단마개를 사용하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은 용접절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Slot이 있는 상단 봉단마개 내부의 단까지 내부피복관을 삽입한 후 필렛용

접을 위해 가공한 덧살을 녹이며 용접한다. 이때, 용접 완료 후 소결체, 스페이서

및 플리넘 스프링을 내부피복관 바깥에 끼워야 하므로 내부피복관과 상단 봉단마개

의 평행도 유지를 엄밀히 제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용접은 TIG 용접보다 열

변형이 더욱 작은 전자 빔 용접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45 및 표 52에는 각각 상단

봉단마개와 내부피복관의 필렛용접에 사용한 전자 빔 용접기와 성능사양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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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전자 빔 용접기.

  

최대 가속전압 60 kV
최대 용접전류 100 mA
건 케이블 길이 3200 mm
챔버 외부 크기 500×500×500 mm3

챔버 내부 크기 420×400×400 mm3

전자방출 방식
텅스텐필라멘트 열전

자방출 방식

필라멘트 두께 0.05 mm
필라멘트 크기 0.75×0.75×20 mm3

필라멘트 수명 40 hour
구동방식 전동 로타리 구동

챔버 진공도 5×10-5 torr
건 진공도 5×10-6 torr

D/P 배관 진공 5×10-3 torr

표 52. 전자 빔 용접기 사양

2) 플리넘 스프링, 스페이서, 소결체, 스페이서를 순서대로 내부피복관에 끼운

다음 외부피복관을 삽입하여 상단 봉단마개에 결합한다. 상단 봉단마개와 외부피복

관이 맞닿은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전둘레 버트용접(Butt welding) 한다. 이때의 용접

방법은 TIG 용접으로서 이 용접을 포함한 이후의 용접은 모두 본 과제에서 개발된

Micro TIG 용접장치를 사용한다. 이 용접장치는 뒤에 별도로 설명한다.
3) 하단 봉단마개를 내부 및 외부피복관에 맞추어 삽입한다. 이때, 하단 봉단

마개와 외부피복관 사이에 약간의 틈새가 있는 상태로 하여 Micro TIG 용접장치의

진공챔버 내에 고정한다. 이 틈새는 용접 전 연료봉 내부로 헬륨기체를 충진하기

위한 것이다.
4) Micro TIG 용접장치의 진공챔버 내의 진공도를 5×10-2 torr 이하가 되도록

한 후, 순도가 99.999% 이상인 헬륨기체를 게이지압력 0.2 kg/cm2 (절대압력 약 1.2 
bar)로 채운다.

5) 하단 봉단마개를 외부피복관에 밀어 넣어 상호 간의 사이에 있던 틈새를

없앤다. 상단 봉단마개와 외부피복관이 맞닿은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전둘레 버트용

접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피복관의 끝단과 하단 봉단마개의 끝단을 필렛용접 함으

로써 조사시험용 연료봉제조를 완료한다.

위에 기술한 용접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246에 나타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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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개발된 조사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 용접절차.

나. Micro TIG 용접장치 개발

조사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의 용접방법으로는 전자 빔 용접과 TIG 용접이었

다. 이중 전자 빔 용접은 비교적 작업내용이 단순하고 용접기의 가격이 고가인 관

계로 외주에 의해 수행하였으나 TIG 용접을 사용하는 작업은 복잡할 뿐 아니라 용

접부에 용접 torch를 접근시키기 위해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여 전용 TIG 용접장치

를 설계, 개발하였다. 이 TIG 용접장치에 요구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원주방향 전둘레 용접을 위해 피용접물(봉단마개, 피복관 등)을 회전할 수

있는 장치가 설계되어야 하며 용입깊이가 충분할 수 있도록 1 회 용접 시 회전각도

가 360〫이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각도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외부피복관과 상단 및 하단 봉단마개의 용접은 버트용접이므로 연료봉과 용

접 torch의 각도는 90 가〫 되어야 하지만 내부피복관과 하단 봉단마개의 용접은 끝단

필렛용접이므로 이 각도가 약 30 ~ 60〫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각도의 제어가 가

능하여야 하며 버트용접용과 필렛용접용의 torch가 각각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 연료봉 내부로 헬륨기체를 충진한 후 하단 봉단마개를 외부피복관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구동장치 및 이송기구가 필요하다.
- 피용접물 회전장치 및 torch, 이송기구 등 용접기를 제외한 구성품들이 진공

챔버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가동 중 요구된 진공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기밀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능요건으로부터 용접기는 국내 Welmate사의 Micro TIG 용접기

(모델: TW-10/100)를 선택하였고 진공챔버를 비롯한 구동 및 제어장치를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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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247에 제작된 조사시험용 연료봉시편 용접장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
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247. 신규 제작된 조사시험용 연료봉시편 용접장치: (1) Micro TIG 용접기 (2)

진공챔버 (3) 제어반 (4) 진공게이지 (5) 헬륨봄베.

- 전체 치수(가로×세로×높이): 1500 mm×570 mm×1400 mm
- 용접전류 용량: 100 A
- 피용접물 최대 길이: 650 mm
- 피용접물 최대 직경: 250 mm
- 피용접물 고정장치: 3 jaw chuck
- Torch 최대 이송거리: 150 mm

다. 용접부 품질보증

하나로에서 조사시험될 이중냉각 연료봉시편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조단계에

서 최종 연료봉시편 제조 때와 동일한 절차로 용접된 별도의 연료봉시편에 대한 용

접부 인장시험, 용입깊이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수행하고, 최종 제조된 6 개의 연

료봉시편에 대해서는 전량 헬륨기체 누출검사와 헬륨기체 자체의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각각의 상세한 절차와 결과는 이중냉각 핵연료 조사시험용 소결

체 및 연료봉제조 보고서[49]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표 53에 각 항목

의 품질기준 및 결과의 요약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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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항목 품질 기준 검사결과 판정

인장시험

- 용접부 파단 불가 - 외부피복관: 용접부 외 파단

합격- 파단 시 응력 〉재료의

인장강도 (485 MPa)
- 내부피복관 파단응력(최소): 
625 MPa

조직검사

- 용접부 내외부에서

Expulsion 또는 blow 
hole이 없을 것

- 없음
합격

- 용접율 〉100% - 최소 192%

치수검사
- 도면치수와 As-built 
치수와의 비교

- 공차범위 내에서 일치함

- 최종 연료봉시편 제조 후

무계장 캡슐에 장입시험 통과

합격

헬륨기체분석
- Ar 제외 기체불순물

함량 〈 5000 ppm - 270 ppm 합격

헬륨누출검사
- 헬륨누출율 〈 5×10-7 
mbar․l/sec - 최대 4.0×10-9 mbar․l/sec 합격

표 53. 조사시험 연료봉시편 품질보증 검사항목, 기준 및 결과

한편 그림 248과 249에는 각각 용접부 인장시험을 수행할 때 사용한 만능인

장시험기와 피복관의 파단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50에는 인장시험을 위해 제

작한 시험치구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251에 최종 제조된 연료봉시편 6 개를 나타

내었다.

그림 248. 조사시험 연료봉 용접부

인장시험.

      
그림 249. 용접부 인장시험 시의 피복관

파단부(외부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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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조사시험 연료봉 용접부 인장시험 치구.

그림 251. 최종 제조된 조사시험용 이중냉각 연료봉 시편(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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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 평가

1. 개요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대한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국내 유일의 핵연료 제조기관인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위탁과제를 의뢰하였다. 위탁

과제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이중냉각 핵연료의 주요 구조부품의 제조요건, 제조방

법,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본 과제의 기간과 동일하

게 3개년 간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5절에서는 그 중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요약을 수록하였다.

기본적으로 핵연료 구조부품에 대한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는 각 부품의 상세설계가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들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개념적인 후보부품들이 도출된 상태이므로 도면 및 제

조시방서와 같은 제조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제조성 및 제조비

경제성평가는 도출된 후보부품에 대한 정보만으로 수행되었으며 상세 제원 등 제조

요건은 기존 경수로연료의 부품과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평가가 수행되었다.

2. 제조성 평가

본 과제에서의 이중냉각 핵연료는 한국 표준원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

고 있어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252에 보여주는 한국 표준형 핵연료와 유사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52. 한국표준형 핵연료집합체(PLUS7T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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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단고정체, 연료봉, 안내관, 지지격자체, 하단고정체등 주요부품은 기

존핵연료와 유사하나 이중냉각구조를 갖는 연료봉은 외경이 15.9 mm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핵연료의 16x16배열이 아닌 12x12배열을 갖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

다. 이 경우, 이중냉각 연료봉의 피치는 대략 17 mm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한국표준형 핵연료에서의 12.85 mm보다 약 4 mm정도 크게 될 것이다.

그림 253은 지지격자 셀 내에서 연료봉과 지지격자판의 상대적 배열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한국표준형 핵연료는 연료봉과 지지격자판 사이가 약 1.42 mm이

지만 이중냉각형 핵연료에서는 지지격자판과의 간격이 약 0.35 mm 정도로서 상대

적으로 매우 작은 값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료봉과 지지격자판의 좁은 간격은

연료봉간 간격 또한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한국표준형 핵연료 (나) 이중냉각 핵연료

그림 253. 한국표준형 핵연료 및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단면 비교(단위: mm)

이중냉각 핵연료는 연료봉뿐만 아니라 안내관도 이중 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

계되어 있다. 따라서 안내관은 내부 안내관과 외부 안내관으로 구성되고 내부 안내

관은 기존 한국표준형 핵연료의 안내관과 같이 제어봉을 안내하며 골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지지격자는 한국표준형 핵연료와 달리 외부안내관에 용접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냉각 연료봉과 이중 안내관 구조는 연료봉 및 집합체의 강성

을 매우 크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료봉의 강성증가에 따른 고유진동

수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성의 증가는 노내에서 기존 핵연료의 거동과는 다른 거동을

보이게 할 수 있어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핵연료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지구조체 수를 기존의 11개에서 9개로 감소시켰다(본 보고서 2장 2절

1-가-(1)-(라) 참조).

그림 254는 예상되는 이중냉각 연료봉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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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의 상하부 봉단마개는 연료봉 인출 및 연료봉 장입에 필요한 장치를 제공하

며 TIG용접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존 연료봉의 제조 경

험에 비추어 볼 때 제조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4. 이중냉각 연료봉 개념도.

이중냉각 연료봉의 상부에는 본 보고서 2장 3절의 2.에 서술한 대로 코일형

플리넘 스프링과 다공성 스페이서가 있다. 코일형 플리넘 스프링은 소결체를 보호

하며 노내에서 팽창 및 조사성장에 따른 길이변화를 수용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중

냉각 핵연료에서의 코일형 플리넘 스프링은 기존 핵연료의 연료봉에도 적용되고 있

는 스프링으로서 일반적인 기계부품이므로 제조에 문제가 없다. 다공성 스페이서는

소결체와 스프링사이에서 핵분열 생성기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스페이서의 재료로서 산화알루미나(Al2O3)가 사용될 예정이며

분말야금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구조체의 경우,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료봉 외경이 크고 내부 지지구조체

판과 연료봉의 간격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 경수로 핵연료의 지지격자체와 같은

스프링과 딤플구조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 또는

딤플이 지지격자 셀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제조성 평가는 본 보고서 2절 1.가.(1)-(가)에 열거한 후보 지지구조체로서

원통삽입형, 중심이동형(반구돌출형 및 외팔보형)과 적층형 지지구조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원통삽입형 지지구조체는 원통형 튜브를 내부 지지격자판의 교차점에 삽입하

여 스프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튜브형 스프링을 사용하는 지지

격자 개념은 기존 지지격자에 비하여 제조관점에서 단순해 보인다. 지지격자판을

교차용접하고 상부 쪽에 슬롯을 만든 다음 튜브를 삽입하고 브레이징 또는 레이저

용접을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팔보형 지지구조체는 통상의 지지격자판에 외팔보 스프링을 스탬핑하는 구

조이며 매우 간단한 제조기술로 제조가 가능하다.

반구돌출형 지지구조체는 딤플 4개 만으로 연료봉을 지지하는 구조를 갖는

지지격자 후보개념이다. 이와 같은 딤플형 스프링 역시 제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층형 지지구조체는 지지격자판 자체가 연료봉을 지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

다. 현재 제시된 형상으로는 지지격자판 형상이 매우 복잡하고 각 지지격자판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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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이중냉각 핵연료의 주요구조부품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안된 후

보부품의 제조성을 검토해 본 결과, 상하단고정체는 기존연료와 유사하므로 제조성

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중냉각의 연료봉, 안내관, 지지격자체는 제안된

후부보품들의 제조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개념단계이기 때문에 제조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기존연료의 해당부품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타부품과의 체결까지를

고려해 볼 때 제조공정이 다소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핵연료 대비 제조성

저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중냉각 연료봉은 기존 표준원전용 핵연료의

연료봉과 구조적으로 매우 상이하고 제조방법도 다르므로 상세설계 시 구체적인 제

조성 검토가 필요하며 노내성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3. 제조비 경제성 평가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후보부품에 대한

시제품이 제작되었으나 최종 상세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단가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설계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주요 구조부품을 대상으로 기존 상용연료와 비교를 통하여 대략적인 제조

단가변화를 평가하였다. 표 54는 현재까지 도출된 이중냉각 핵연료의 후보부품 또

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기존 상용공급연료인 PLUS7연료와 주요특징을 비교한 것이

다.

표 5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상하단고정체는 구성부품의 형상이나 수량이 기

존핵연료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조단가도 유사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지격자체는 기존 핵연료가 16×16형인 데에 비하여 이중냉각 핵연료는 12×12형이

므로 지지격자판 수량에 차이가 있지만 지지격자판 두께, 지지격자판 높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원자재의 소요량을 반영하여 제조단가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이

중냉각 핵연료는 집합체의 고유진동수를 기존연료와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지

지격자 개수를 감소시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지지격자 제조비의 산정에는 지

지격자체 형상 및 제조 요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수의 차이만으로 정확한

비교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략적인 형상의 유사성으로부터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지구조체 제조단가는 기존 핵연료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료봉은 표 54에서 보듯이 이중냉각 핵연료의 특성상 연료봉이 이중 피복관

으로 구성되어 피복관의 개수가 기존 핵연료보다 많으며 이에 따라 용접점의 개수

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안내관 및 계측관도 연료봉과 유사하게 이중 구조

로 구성되어서 기존연료 대비 원자재 수량이 증가되고 제조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

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료봉과 안내관 및 계측관에 있어서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제조단가가 기존 핵연료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지구조체, 상단 및 하단고정체 제조비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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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에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복관 및 안내관/계측관의 경우 이중 구조

를 갖게 되므로 원자재 수량이 증가되고 제조방법이 다소 복잡해 질 것으로 판단되

므로 이중냉각 핵연료의 제조단가는 기존 핵연료보다 증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부품 한국표준형 핵연료(PLUS7) 이중냉각 핵연료

상단고정체

유로판, 누름판,

스프링(4개),

외곽기둥(4개)등으로 구성

유로판의 유로구멍형상 및 패턴이

다르지만 유로판을 제외한

다른부품은 표준형 연료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

지지격자체

- 중간지지격자 9개

- 상하부지지격자 각 1개

- 보호지지격자 1개

수량은 표준형 연료와 유사하거나

중간지지격자가 1~2 개정도 감소할

것으로 가정

연료봉

- 연료봉 236개

- 피복관 236개(OD:9.5mm)

- 상하부 봉단마개 용접 2곳

- 연료봉 124개

- 외부피복관 124개 (OD:15.9 mm)

- 내부피복관 124개 (OD: 9.5 mm)

- 상하부 봉단마개 용접 4곳

안내관 및

계측관

- 안내관 4개

- 계측관 1개

안내관 8개(내외부 안내관고려)

계측관 2개(내외부 계측관고려)

하단고정체
- 유로판, 다리 및

계측관으로 구성

표준형 연료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

다만 유로판의 유로구멍형상 및

패턴이 다름

표 54. 한국표준형 핵연료와 이중냉각 핵연료의 주요부품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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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이중냉각

핵연료

기술현안 도출

▶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 및 제원과 OPR-1000 노심 내부

구조물과의 양립성 및 핵연료 설계기준이 만족될 수

있는 모든 기술현안을 도출함

1) 치수 및 형상조건, 유로배열 등 상하단고정체관련 현

안; 개수 및 위치조건 등 지지구조체관련 현안; 위치

및 형상조건 등 안내관/계측관관련 현안 도출; 기술현

안 및 분석보고서 2건 생산

2) 구조, 간섭, 재료적 기준 및 요건 등의 현안 도출; 기
술현안 및 분석보고서 2건 생산

100

주요 구조부품

기능요건 및

기준 도출

▶ 이중냉각 핵연료가 상용 핵연료로서의 기능을 만족하

기 위한 각 구조부품의 요건 및 기준을 도출함

1) 연료봉 지지, 피치유지 등 지지구조체 관련 기능; 유로

형성, 이물질여과 등 상하단고정체 관련 기능; 플리넘

공간 등 연료봉구조 관련 기능요건 도출; 기술현안 및

분석보고서 8건 생산

2) 부수로 면적을 고려한 안내관/계측관 기능; 유로위치,  
크기, 형상 등 연료봉과 연계한 상하단고정체 관련 기

능요건 도출; 기술현안 및 분석보고서 2건 생산

100

주요 구조부품

개념설계 및

주요 설계항목

개발

▶ OPR-1000 노심에 양립할 수 있는 이중냉각 핵연료의 개

념을 정립하였으며 도면을 포함하여 개념설계보고서를

생산

▶ 관련 내용으로부터 SCI 4편을 포함, 총 35편의 논문을 국

내외에 게재/발표하였으며 국내특허 4건을 출원함

1) 양립성, 기능요건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핵연료집합

체 구조를 위한 외곽 치수, 구조부품 형상화

2) 구조부품 개념설계도면 18종 및 개념설계보고서 생산

3) 지지구조체 5종, 안내관/계측관 3종 및 상하단고정체 5종
의 주요설계항목 개발

4) OD 15.9 mm, ID 9mm의 연료봉을 12×12로 배열한 핵

연료집합체 단면모형 제작; 이중냉각 연료봉 개념모형

및 시편 제작; 내부피복관과 봉단마개의 Micro TIG 용
접기 및 치구 제작; 연료봉 시편을 이용한 시험용접

100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 연료봉 내부유로를 추가로 갖는 이중냉각 핵연료 거동에

대해 보다 엄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중물리 해석

코드를 정비하고 해석방법을 개선함

▶ 관련 해석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1건을 국내 출원함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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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보유 유한요소해석 코드의 해석체계 정비; 유체-고체

연성 해석코드 도입/설치

2) 핵연료 열팰창/팽윤 통합해석 모델 개발 및 해석

3) 응력선형화 방법 분석; 제어봉 낙하거동에 대한 유체-
고체연성해석; 피복관 열응력, 플리넘 스프링 해석, 연
료봉 유체유발진동 해석 등 연료봉구조 관련 예비해석

수행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 형상, 구조강도 및 열수력적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구

조부품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보고서를 생

산하였음

▶ 지지구조체 관련 국내특허 3건, 미국특허 3건을 출원

(국내특허 2건 등록)하고 32종의 기본설계도면 생산; 
안내관/계측관 관련 미국특허 1건을 출원하고 국내특

허 1건이 등록되었으며 5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 
상하단고정체 6종의 기본설계도면 생산; 구조부품 후

보를 적용한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 Data Summary 2
종 생산

▶ 관련 내용을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3편으로 발표

1) 기존 지지격자체 개념을 적용한 원통 삽입형, 
중심이동형 및 적층형 지지격자체 등 4종 및 다공판을

이용한 신개념 지지구조체 1종의 형상도출 및

기본설계

2) 기존 안내관에 비해 굽힘/좌굴강성이 각각 약 2.8/3.2배
증가한 이중 안내관 및 계측관 형상도출 및 기본설계

3) 기존 핵연료 대비 상단고정체 0.7%, 하단고정체

6.5%의 유로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압력강하 저감을

달성한 상하단고정체 형상도출 및 기본설계

4) OPR-1000 노심의 상부 및 하부 노심판과 접촉하는

상단고정체 및 하단고정체 부품의 형상/치수설계로

기하학적 양립성 만족

5)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가

기존 핵연료집합체 대비 부피 0.2-0.9%, 질량 0.7-1.4% 
증가되며 핵연료집합체 부양력 분석으로 OPR-1000 
노심 구조물과의 구조강도 양립성 만족

6) 핵연료 진동특성 양립성을 위한 FIV(유체유발진동) 및
진동해석에 의해 집합체 당 9개의 지지구조체 개수

제안

7) 제어봉 낙하시간의 유한요소해석으로 설계기준 만족

확인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성능

해석 및 평가

▶ 상단고정체의 구조적 성능이 만족됨을 해석적 방법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안내관 제원을 결정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9편을 발표함

1)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제어봉낙하 시 상단고정체의

강도 건전성 확인

2) 핵연료취급 하중에 대한 상하단고정체 응력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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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의 40~66%로 성능요건 만족 확인

3) 안내관의 수력 및 가열직경, MDNBR 계산/평가

이중냉각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전성 분석 및

평가

▶ 거안한 지지구조체가 이중냉각 연료봉 무게를 고려한

7N의 최소지지력과 충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보였

으며 이중냉각 연료봉 내부 피복관의 지지부재로 인

한 과대진동 우려 현안을 해결하였음

▶ 관련 내용으로부터 SCI 2편을 포함 국내외 논문 12편
을 게재 및 발표하였으며 국내 프로그램 1건을 등록함

1) 연료봉 지지부 당 최소 지지력 및 특성곡선을

분석하여 출원된 지지구조체의 지지건전성을 확인

2)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출원된 지지구조체의 0.3g 충격
설계기준 만족 확인

3) 연료봉 내부피복관 지지부재 현안 분석 및 유체탄성

불안정 시 임계유속이 기존 연료봉에 비해 20-30% 
감소함

4) 연료봉 진동 안정성 여유로 인해 지지력 상실에 따른

연료봉마멸손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평가함

100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 지지구조체 및 누름스프링 기능시험을 위한 신규 시

험장비 2종 제작하고 시험방법개발보고서 생산하였음

▶ 시험방법에 대해 SCI 1편을 포함 국내외 논문 5편을

게재 및 발표함

1) 지지구조체 및 연료봉과의 연계기능시험과

상단/하단고정체 기능시험을 위해 각각 신규 시험기를

설계/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완료함

2) 이중냉각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에 관련한 진동시험과

마멸저항성 관련 기능시험을 위해 각각의 기존 보유

시험시설을 수정하였으며 성능시험을 완료함

3) 각각의 시험기 및 장비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구조부품의 기능시험을 위한

시험절차 및 방법을 개발함

100

이중냉각

연료봉 부품

개념설계

▶ 개념설계 도면으로서 봉단마개 5종, 플리넘 스프링 4종
및 다공성 스페이서 7종 생산하고 이중냉각 연료봉 외경

증가에 따른 피복관 두께 결정방법 도출하였으며 이중냉

각 연료봉 용접 관련 기술적 난제 해결 및 조사시험 이

중냉각 연료봉을 성공적으로 제조함

▶ 이중냉각 연료봉부품 및 조사시험 연료봉시편 제조보고

서 생산하였으며 국내특허 출원 2건과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6편을 발표함

1) 내부피복관이 관통하는 봉단마개와 분할연료봉의

상호체결을 위한 봉단마개 구조 및 형상 설계

2) 소결체 무게의 7g까지 건전성을 갖는 스프링 하중

234.54N, 스프링강성 11.81N/mm, 중심지름 12.45mm, 
소선지름 1.9mm의 플리넘 스프링 설계

3) 플리넘영역 및 Fission gas 부피를 고려한 다공성

스페이서 형상 설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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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핵연료공급자 설계공식 및 얇은 관의

탄성좌굴이론 분석을 통하여 외부피복관 두께결정

방법 수립

5) 탄성좌굴실험을 수행하여 기존 탄성좌굴 설계식이 약

18.2% 과대평가하고 있어 비보수적임을 확인

6) 내외부 피복관과 봉단마개를 용접할 수 있는 전용

Micro TIG 용접기 설계/개발 및 용접방법/절차 개발

주요 구조부품

후보 개발

▶ 고안된 전체 구조부품의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을 완료함

1) 지지구조체 후보 4종, 이중관 안내관/계측관 2종 및 상

하단고정체 각 1종의 모형 설계/제작

2)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측면충격을 보강하기 위한 카고

메 트러스 설계/제작

3)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중냉각 핵연료골격체 모형

설계/제작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 구조부품 모형을 이용한 기능 확인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구조부품의 모든 주요기능에 대한 만족성을 평가함

▶ 연료봉 인출력 시험을 위한 지지특성 시험기를 보완함

1) 지지구조체 주요기능 4종의 만족여부 평가 및 연료봉

인출력 측정시험 수행

2) 안내관/계측관 주요기능 6종의 만족여부 평가

3) 상하단고정체 주요기능 12종의 만족여부 평가 및 노심

상하부구조물과의 양립기능 시험 수행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성능 및

건전성

분석/평가

▶ 구조부품 모형을 이용한 성능 및 건전성 확인시험 을 수

행하여 각 구조부품의 모든 요구 성능 및 건전성을 만족

함을 보임

▶ 관련 내용을 SCI 1편, 국내외 논문 11편으로 게재 및 발

표함

1) 지지구조체의 연료봉 지지특성, 충격, FIV 및 마멸시험

수행 및 건전성 만족 확인

2) 상하단고정체 누름 스프링 특성시험 수행 및 응력선형

화 해석을 통해 건전성 만족 확인

3) 제어봉 낙하시간, 속도, 굽힘/강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안내관 건전성 만족 확인

4) 각 시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의 비교로

부터 해석방법의 타당성 검증

100

이중냉각

연료봉

기본설계

▶ 120% 출력증강용 이중냉각 연료봉의 기본설계 및 열

적/기계적 성능해석을 완료하였으며, 국외특허 2건 및

국내특허 1건을 출원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3편을

발표함

1) 연료봉 각 구성부품에 대한 상세제원 설계로부터

기본설계 완료

2) 외경 15.9mm, 두께 0.87mm의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

피복관의 탄성좌굴 안정성 관련 안전율이 2.33 
이상임을 확인

3) 기존 원통형 핵연료 대비 43% 이상의 최대 온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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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열적 안전성 증가 확인

총계 100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OPR-1000 원자로용 이중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대한 고안, 설계 및 시험/
분석기술은 경수로용 상용 핵연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며

상용 핵연료에 비해 이중냉각 핵연료의 독특한 기하학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결과를 기존 상용 경수로용 핵연료 기술의 제고에도 기여한 바

가 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냉각 핵연료에서 연료봉 사이간격이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지구

조체의 고안은 상대적으로 연료봉 사이간격이 넓은 기존 상용 핵연료의 지지격자체

에도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어 기존 핵연료를 위한 선택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본 과제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트러스구조를

이용한 다공판 지지구조체의 개념은 기존 상용 핵연료에서 이물질 여과격자체로 적

용할 수 있다.
이중냉각 연료봉의 배열 및 내부유로를 고려한 상단 및 하단고정체의 유로판

설계에서 수행한 ASME code 기준에 따른 응력선형화 방법수립은 향후 핵연료 구조

부품 뿐 아니라 원자력 관련 부품의 ASME 응력설계 기준만족 여부를 분석하거나

강도설계를 수행할 때에 활용할 수 있다.
제어봉 낙하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유체연성해석 프로그램의 적용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In-house code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것은 향후 안내관의 설

계가 변경될 경우 소유권에 구속되어 있는 In-house code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료봉 지지력 및 인출력 측정장치를 개발함으로 인해 이중냉각 핵연료의 지

지구조체 뿐 아니라 기존 상용 핵연료의 지지격자체의 연료봉 지지력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시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출력 측정장치는 지지구조체와 연료봉 사

이의 마찰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료봉 프레팅마멸 시험 및 해

석에 유용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외경이 현저히 큰 이중냉각 연료봉 외부피복관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

한 탄성좌굴 이론 및 이를 검증한 실험은 기존의 핵연료 설계 및 공급자들에 의해

엄밀히 분석되지 않았던 피복관 두께설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중냉각 핵연료의 유체유발진동 시험 및 분석연구를 통해 향후 기존 연료봉

의 진동거동 및 지지격자판의 고주파진동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을 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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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관련 기술을 다음과 같이 활

용할 수 있다.

¡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소유한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가치창출에 활용

본 과제에서는 OPR-1000 원자로용 이중냉각 핵연료를 구현하기 위한 지지구

조체, 안내관 및 계측관, 그리고 상단 및 하단고정체를 고안한 후 신규성이 있는 형

상에 대해 국내 및 국외출원을 완료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세계적으로 이중냉각 핵

연료가 실용화될 때 소유권을 갖는 우리 고유의 구조부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고유의 구조부품 및 구조설계기술과 피복관 및 소결체의 고유기술을

접목하여 이중냉각 핵연료의 자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어 기술선점에 의한

수출을 도모할 수 있다.

¡ 원전의 출력증강을 위한 대체 신 핵연료개발 시 건전성이 확보된 핵연료 구조

및 구조부품의 후보군으로 활용

본 과제를 통해 기능, 성능 및 건전성이 검증된 이중냉각형 핵연료 구조 및

구조부품 후보군은 출력증강을 위한 신 핵연료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될 때,

신속하게 이의 후보군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획기적

으로 경감하게 되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 국내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핵연료 구조부품 개선/개량에 활용

피복관과 소결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기간이 짧은 구조부품 및 구조설계

기술은 국내 산업체에서의 제조성 및 경제성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용이하므로 비

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과정

에서 도출된 신개념 또는 기술 중 기존의 상용 경수로 핵연료 구조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산업체에서 기존 핵연료의 개선 또는 개량에 활용할 수 있다.

¡ 미래 4세대 원자로 핵연료의 구조부품 연구에 활용

이중냉각 핵연료는 기존 경수로 핵연료에 비해 핵연료 중심온도가 낮고 고출

력을 낼 수 있어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미래 4세대 원전의 핵연료로 채택할 가

능성이 크다. 이때 본 과제에서 개발된 구조부품 및 구조설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발기간 및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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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 MIT의 이중냉각 핵연료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1)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 (MIT-NFC-PR-001, Nov. 
2001).

2)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 (MIT-NFC-PR-048, Aug. 
2002).

3)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 (MIT-NFC-PR-068, Oct. 
2004).

4)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 (MIT-NFC-PR-082, 2006).

¡ 피복관 탄성좌굴관련 논문

1) R. Morgan, Report on external collapsing pressure for ELK River reactor fuel 
element tubing, ACNP 64-509, 1964, USA.

2) D.S. Griffin, Inelastic buckling of long axially compressed curved plates, 
WAPD-TM-469, 1965, USA.

3) D.S. Griffin, Deformation and collapse of fuel rod cladding due to external pressure, 
WAPD-TM-591, 1967, USA.

¡ 국외 학술대회 Proceedings
1) 9th Conference on Flow-induced Vibration, Jul. 2008, Czech Rep.
2) 6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Nov. 2007, Korea.
3) 2007 International LWR Fuel Performance Meeting, Oct. 2007, USA.
4)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Aug. 

2007, Canada.
5)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Apr. 2007, Japan.
6) 2008 Annual Meeting and Exhibition STLE, May 2008, USA.
7) 9th Asia-Pacific Microscopy Conference, Nov. 2008, Korea.
8) 2008 Water Reactor Fuel Performance Meeting, Oct. 2008, Korea.
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Jul. 2008, Spain.
10)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tructures and Technology, Sep. 

2008, Greece.
11)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May 2008, USA.
12) 13th Asia Pacific Vibration Conference, Nov. 2009, New Zealand.
13)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ufacturing, Machine Design and Tribology, Jun. 

2009,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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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9 Water Reactor Fuel Performance Meeting, Sep. 2009, France.
15)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ational Engineering and 

Experimenting, Jun 2009,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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