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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용 핵연료 기술검증SMART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화석에너지의 매장량 제한과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에너지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태양력 풍력과 함께 원자력에너지가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에너지는 대형 발전소 위주로 비교적 에너지 수요가 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원자력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급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생산 목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중1000MWe

소규모의 전력생산 지역난방 해수담수화와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열병합 선박 추진동력원 같, , ,

은 새로운 수요처에서는 중소형 원자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형원자로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사의 급 피동형 경수로 사의 급600 MWe AP600, GE 600 MWe

비등경수로인 이며 일본의 경우는 급 일체형 경수로인 급SBWR , 600MWe SPWR, 600 MWe

형인 및 급 등이다Loop JPSR 300/600 MWe MS300/600, HSBWR .

국내에서는 원자로가 개발되어 표준설계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기술검증을 수행하SMART

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핵연료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에서 개발하고 있던. KNF

연료와 연료의 기반기술을 적용한 용 핵연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기HIPER X2-Gen SMART .

존 상용원자로와는 매우 다른 노심 및 열수력조건을 가진 원자로와 양립성을 유지하SMART

면서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핵연료기술검증이 요구된

다 더욱이 기존 경수로 발전소용 핵연료개발시 노내성능검증을 위한 시범집합체. (Lead Test

장전과 같은 노내건전성 입증이 어려운 용 핵연료는 보다 철저한 노외성Assembly) SMART

능검증시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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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원자로의 노심배열이 웨스팅하우스사의 형 발전소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SMART 17x17

용 핵연료도 웨스팅하우스 형으로 개발되었다 용 핵연료는 개발기간이SMART 17x17 . SMART

매우 짧고 시범장전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경수로용 핵연료에서 입증된 기술과 재료

를 적용하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유핵연료 및. KNF HIPER

의 기반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수출해도 문제가 없도록 개발된다X2-Gen .

본 과제에서는 및 연료의 부품을 후보부품으로 선정하고 적용성 평가를HIPER X2-Gen

수행하여 핵연료 적용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며 선정된 주 후보에 대한 최종 노외성능SMART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개발의 주요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용 핵연료 후보부품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시험계획 및 평가방법 수립SMART

� 특성시험을 위한 기존 후보부품의 시험용 시편 제조

� 기존 후보부품에 대한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평가하여 용 핵연료SMART

의 적용성 평가 자료 생산

� 주요설계기준 및 제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용화 타당성 시험용 부품 제조

� 핵연료 부품에 대한 실용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수행

� 용 핵연료 부품 및 집합체 상세 노외성능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제품 제조SMART

� 용 핵연료 부품 및 집합체 노외성능시험 수행SMART

� 부품 및 집합체의 노외성능시험결과를 정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 집합체 노외성능시험결과를 반영하여 인허가 심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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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Ⅳ

본 과제에서는 핵연료 및 제어봉 집합체의 노외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부품 및SMART

집합체에 대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노외성능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물은 다

음과 같다.

� Grid Assembly(5x5) for Freon CHF Test

� Grid Assembly(5x5) for Water CHF Test

� RCCA Specimen

� Grid Assembly(17x17) for ITL Test

� SMART Fuel Skeleton for FAMeCT Skeleton Bending Test

� SMART Fuel Assembly for PLUTO Pressure Drop and Vibration Test

� 핵연료 주요후보부품 평가보고서SMART

� 핵연료 주요부품 타당성 평가보고서SMART

� 핵연료 노외성능시험 계획 보고서SMART

� 핵연료 노외성능시험용 부품 제조 결과 보고서SMART

� 핵연료 주요부품 노외성능시험 보고서SMART

� 핵연료집합체 노외성능시험 보고서SMART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인 핵연료집합체 및 제어봉집합체의 기술검증결과는 안SMART

전성 입증과 표준설계 인허가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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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화석에너지의 매장량 제한과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에너지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태양력 풍력과 함께 원자력에너지가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에너지는 대형 발전소 위주로 비교적 에너지 수요가 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다양한 규모의 원자력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급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생산 목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1000MWe

있는 반면에 중소규모의 전력생산 지역난방 해수담수화와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열병합 선박, , ,

추진동력원 같은 새로운 수요처에서는 중소형 원자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형원자.

로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사의 급 피동형 경수로 사600 MWe AP600, GE

의 급 비등경수로인 이며 일본의 경우는 급 일체형 경수로인600 MWe SBWR , 600MWe

급 형인 및 급 등이다SPWR, 600 MWe Loop JPSR 300/600 MWe MS300/600, HSBWR .

국내에서는 원자로가 개발되어 표준설계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기술검증을 수행하SMART

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핵연료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에서 개발하고 있던. KNF

연료와 연료의 기반기술을 적용한 용 핵연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기HIPER X2-Gen SMART .

존 상용원자로와는 매우 다른 노심 및 열수력조건을 가진 원자로와 양립성을 유지하SMART

면서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핵연료기술검증이 요구된

다 더욱이 기존 경수로 발전소용 핵연료개발시 노내성능검증을 위한 시범집합체. (Lead Test

장전과 같은 노내건전성 입증이 어려운 용 핵연료는 보다 철저한 노외성Assembly) SMART

능검증시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핵연료 주요 부품별 후보모형들에 대한 선별시험 및 성능평가를SMART

통해 주후보모형이 선정된 과정 주후보모형들에 대한 핵연료에의 적용 타당성 평가, SMART

내용 부품 및 집합체에 대한 상세 노외성능시험계획과 노외성능시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공된 프레온 및 물 임계열속시험용 지지격자, ,

용 지지격자 제어봉집합체 핵연료집합체 등의 제조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부ITL 17x17 , , .

품 및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된 노외성능시험을 통해 핵연료의 건전성이 입증되었으SMART

며 노외성능시험 결과들은 표준설계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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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2.1 국외개발 현황

세계적으로 전력생산 목적의 중형급 급 이상 신형 원자로 개발은 주로 미국(500 MWe )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인 기술검증실험 및 시험 등이 상당히 수행되어

기술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건설된 원자로는 없다 이 범주의 대표적인 원자로는 미.

국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사의 급 피동형 경수로 사의 급 비등경600 MWe AP600, GE 600 MWe

수로인 이며 일본의 경우는 급 일체형 경수로인 급 형SBWR , 600MWe SPWR, 600 MWe Loop

인 및 급 등이다 이들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기술JPSR 300/600 MWe MS300/600, HSBWR .

외에 부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혼합되어 개발되고 있다 단순 전력생산 목적이외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목적은 중소규모 전력생산 지역. ,

난방 해수담수화와 전력생산을 동시에 병행하는 열병합 선박 추진동력원 등 매우 다양하며, ,

이들 대부분은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피동안전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 형태이

다 특히 년대에는 원자력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높은 안전성과 높은 활용범위를 가진 다. 2000

목적 중소형 원자로의 활용과 시장형성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경쟁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

는 상황이며 외국의 주요 개발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o

미국은 최근 에너지 공급 중시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원자력의 역할 이용개,

발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대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핵확산 저항성 원자로 개

발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원자력 이용개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기 출력. 50~150 MWe

범위에 대한 제 세대형 원자로 노형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조만간 노형 및 용량을 선정하여4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사가 주도하여 소형 일체형 원자로.

를 다국간 협력으로 개발중이며 초장주기 설계 핵확산 저항성 제고 경제성을 획기적으로IRIS , ,

향상시켜 발전단가를 이하 피동안전개념 도입 모듈개념확장 및 폐기물 생성량3 cents/kWh , ,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 본o

일본은 위에서 설명한 순수 발전 목적의 중형급 원자로 이외에 비전력 분야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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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추진동력으로 출력범위 급의 일체형 원자로 와 심해탐사정 동력100/200/300 MWt MRX

원으로 급 개발이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접목기술의150 KWe DRX

검증까지 완료하여 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용량의 신개.

념 원자로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 열출력.

이 인 피동형 일체형 원자로 를 개발하고 있으며 도심 지하에 건설하여 냉난100 MWt PSRD

방 온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에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러시아o

러시아는 중소규모 원자로 개발과 이의 비전력분야 활용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지형.

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소규모 지역난방 및 전력생산용 원자로 개발이 특징적인 것으로 주목받

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접목된 지역난방용 의 일체형 원자로 이 건설. 500 MWt AST-500

중이며 유사 출력규모의 원자로 개발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쇄빙선의 추진, .

동력 제공 냉난방 해수담수화를 통한 식수 및 용수 공급용의 원자로는 현재까지 약, , KLT-40

시간의 운전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원자로를 에 선적하여 전력생110,000 , Barge

산 및 해수담수화를 위한 플랜트 개발을 캐나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서방세계.

에 그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중소형 일체형원자로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

으로 독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 국o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자립화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다 발전용 원자로의.

독자설계 건설 수출 뿐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지역난방용 원자로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있, , ,

으며 기술수준도 건설 운영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일찍이 독일과 협력하여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 를 개발 건설하여 년간에. NHR-5 , 3

걸친 검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관련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용량이 격상된 급 지역난방용 을 개발 완료하여 건설중에 있다 원200 MWt NHR-200 . NHR

자로는 지역난방 뿐 아니라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의 우수성. NHR

은 외국에서도 인정되어 년대 후반 모로코와 열출력 의 개념을 정립하고90 10 MWt NHR-10

이를 톤 일 담수생산에 활용하는 플랜트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8,000 / .

도 칭화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온 가스냉각로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원자로와 기술개발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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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다.

아르헨티나o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독자기술을 이용하여 급 일체형 원자로 에 대한27 MWe CAREM

기본 설계와 주요한 열수력 검증시험 기기의 기계적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동 원자로는 소규모 전력 생산 해수담수화 에너지원 산업용 열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 , ,

는 원자로이다 원자력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기술도입 및 자립에 노력해온 아.

르헨티나는 부분적인 기술분야에서는 다소 두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수

준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캐나다o

캐나다는 지역난방용 소형원자로 시험가동을 성공한 바 있으며10 MWt SLOWPOKE

또한 러시아 정부와 원자로의 선적 활용 플랜트 개발에 대한 협력 약정을KLT-40 Barge

년 체결하여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형 원자로 개발 건설 운영 등1995 . CANDU , ,

을 통한 기술 및 경험의 축적으로 원자력 기술분야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

으며 원자력기술의 비전력분야 활용과 해수담수 기술개발에도 매우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남아공o

남아공은 년부터 전력회사인 사의 주도아래 전기출력 급 가스냉각1993 ESKOM 110 MWe

로인 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원자력 기술수준은 알려PBWR .

진 바 없으나 현재 을 다국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술수준은PBMR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그동안 중소형 원자로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발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년대 후반부터는 향후의 원자력 기술시장 전망이 중소형 원자로90

에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만간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기술수준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개발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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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현황2.2

연구용 원자로인 열출력 하나로가 독자적 기술노력 및 부분적 해외 협력으로30 MWt

년 완공되어 현재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제반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1995 .

독자적 노력에 의해 최초로 개발 건설 운영되는 비전력분야 활용 최초의 원자로이다, , .

열병합 목적의 소형원자로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정부주도로 년부터 년까지 추진1987 1991

되었으나 기술수준의 미흡과 비전력분야에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환경 부족,

기술필요성 인식부족 사회환경 미성숙 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개발이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다, .

가 년대 중반 원자력 에너지 활용분야 확대 독자적 기술 확보 기술의 선진화 등에 대한 인90 , ,

식과 환경변화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형원.

자로가 추구하는 안전성 제고라는 신기술 개발과 기술향상 목표로 고유 안전 및 피동안전기술

에 대한 기초 요소기술 연구개발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1994 7 1997 7

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동 연구개발 결과로 열병합 목적의 중소형 규모의 신형원자로 개.

념이 제시되고 안전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노형을 일체형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부분적인 핵심기술과 기본 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신개념의 신형원자로 개발의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환경변화로 원자력 기술의 해수담수화에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수담수화와 소규모 전력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열병합 목적의

급 일체형 원자로 개발이 한원연과 러시아와의 부분적인 기술협력으로330 MWt SMART

년부터 개념개발을 시작한 후 독자적으로 년 월부터 중장기원자력연구사업의 일환으1996 1997 7

로 개념설계를 착수하여 년 월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년 월부터 년 예정1999 3 . 1999 4 3

으로 기본설계개발을 추진하여 년 월 개발을 완료하였다2002 3 .

동 연구개발 기간 중에 원자로계통에 대한 설계개발 뿐 아니라 안전성 제고에 필수적 기

술인 고유안전기술 피동안전기술 모듈화기술 등이 개발되어 설계에 접목되었으며 기존 원자, ,

로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다른 개념의 증기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 주냉각재 펌프 등을 개발, ,

하고 설계와 해석에 필요한 전산체계 및 해석방법론 등을 개발하였다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다목적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다소 열등하고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

및 시험시설이 빈약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검증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다

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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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수로용 핵연료 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년대 초창기 국내 핵연료기술은 핵연료1980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전수계약을 통해 해외 핵연료 공급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이며 재장전 노,

심설계 운용기술 및 핵연료 양산 제조기술은 국제수준에 있다 핵연료 개발기술 노내외 실증. ,

시험기술 등과 같은 핵연료 개발관련 기반기술은 의 및 핵연료 개발 경험KNF PLUS7 ACE7

등을 통하여 빠르게 축적하였으며 현재는 독자기술권이 확보된 고성능 고유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핵연료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반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 ,

이며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와 는 기반기술 못지않게 필수적인Know-How Know-Why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용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기술 분야별 경수로 핵연료 국내기술수준을 살펴보면SMART

다음과 같다.

부품 및 집합체 상세설계 분야o

는 두 차례에 걸친 및 개량핵연료 개발을 통해 핵연료부품 및 집합KNF PLUS7 ACE7

체 상세설계기술을 이미 확보하였다.

부품 및 집합체 제조기술 개발 분야o

는 두 차례에 걸친 및 개량핵연료 개발을 통해 피복관 안내관 및KNF PLUS7 ACE7 ,

계측관 등 모든 핵연료 부품 및 집합체 제조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핵연료부품 중 유.

일하게 제조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던 튜브류 피복관 안내관 및 계측관 등 의 제조기술( , )

도 국가과제인 지르코늄합금 튜브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년 말까지 확보하였으며‘ ’ 2008

년부터 상용공급을 하고 있다2009 .

부품 및 집합체 노외실증시험 분야o

는 두 차례에 걸친 및 개량핵연료 개발을 통해 핵연료부품 및 집합KNF PLUS7 ACE7

체에 대한 노외실증시험기술 및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기술을 확보하였다 국내에는 이.

미 핵연료 부품단위의 성능검증에 필요한 노외실증시험시설들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

며 또한 집합체 단위의 성능검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외실증시험시설들을 포함한 집,

합체 내구성 검증시험시설 양립성 시험시설 충격시험시설 은 고유핵연료개발과제를 통( , )

해 확보하였다.



- 7 -

부품 및 집합체 제조자격인증 분야o

는 두 차례에 걸친 및 개량핵연료 개발을 통해 노내연소용 시범집KNF PLUS7 ACE7

합체제조를 위한 부품 및 집합체 제조자격인증기술을 확보하였다.

시범집합체 제조 분야o

는 두 차례에 걸친 및 개량핵연료 개발을 통해 시범집합체 제조기KNF PLUS7 ACE7

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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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3

후보모형평가 상세계획 수립3.1

주후보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에 나타난바와 같이 먼저 핵연료 개발3.1-1

및 성능요건을 수립하고 이에 타당한 후보개념을 도출하며 선별 및 예비평가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핵연료 및 제어봉 개발 기간이 매우 짧고 표준안전성평가. SMART

보고서 작성 시점이 촉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과제에서는 의 연료KNF HIPER (High

및 연료의 주요개념 및 부품을 후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 X2-Gen

보모형으로 선정하고 핵연료 및 제어봉집합체의 개발 및 성능요건에 적절한지SMART

여부를 평가하는 추진전략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개발절차 중.

핵연료 후보부품 선정을 위해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한다SMART .

주후보모형 선정절차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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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3.1.1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개념으로부터 유력 후보모형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 개

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지지격자와 관련한 모든. ,

설계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선적

으로 주요 개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력후보를 선별

하고 추후 유력후보에 대해 주요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면서 설계최적화를 수행하,

여 주후보모형을 선정한다.

표 지지격자 후보모형 평가3.1.1-1

성능인자 지지격자
평 가 방 법

필수 선택

프레팅 내마모성

내부 외부 안내관( / /

Cell)

ALL

특성 시험· Cell

열적이완 특성시험·

고온 프레팅마모시험·

유한요소 해석· Cell

접촉형상 분석·

유체유발진동 특성 ALL 고주파 진동시험· 진동 유한요소 해석· Cell

유동혼합 열적성능( ) MID, IFM 시험· CHF 열유동 수치해석·

걸림방지 ALL

평가· Inset

걸림시험·

내외부판 체결강도 시험·

내외부 체결 유한요소 해·

석

좌굴강도 MID
정적 좌굴시험·

동적 충격시험·
좌굴강도 유한요소해석·

압력강하 MID, IFM
부분집합체 압력강하 시·

험
열유동 수치해석·

내 외부 안내관/ / Cell

강성
ALL

셀 스프링 딤플 특성시· / /

험

시험· Single Grid Drag

스프링력 평가·

고온피로시험·

강성 유한요소 해· Cell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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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단고정체3.1.2

도출된 상하단고정체 후보개념으로부터 유력 후보모형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상하단

고정체 개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상하단고정체와. ,

관련한 모든 설계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므로 우선적으로 주요 개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

력후보모형을 선별하고 유력후보에 대해 주요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면서 설계최,

적화를 수행하여 주후보모형을 선정한다.

표 상단고정체 후보모형 평가3.1.2-1

성능인자 평가대상
평 가 방 법

해 석 시 험

구

조

적

건

전

성

누름력 최적화 누름스프링
수치해석 유한요소법 및( )

이론식에 의한 해석
정적 강성시험

응력 해석 상단고정체
수치해석 유한요소법 및( )

이론식에 의한 해석
강도 시험

양

립

성

해체 및 재조립성 상단고정체 모델 분석3D
해체 및 재조립

시험

연료봉 이탈 여부 유로판 도면 및 모델 분석3D -

노심 양립성 누름판 도면 및 모델 분석3D 양립성 시험

열

수

력

압력강하량
상단고정체

유로판( )

모델 분석 및3D

수치해석(CFD)
압력강하 시험

제

조

성

제조 경제성 상단고정체 도면평가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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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단고정체 후보모형 평가3.1.2-2

성능인자 평가대상
평 가 방 법

해 석 시 험

여과성능 이물질 여과성능
하단고정체

이물질여과체( )
모델 분석3D 이물질여과시험

구조적

건전성
응력해석 하단고정체

수치해석 유한요소법( )

및 이론식에 의한

해석

강도 시험

양립성

해체 및

재조립성
하단고정체 모델 분석3D

해체 및 재조립

시험

연료봉 이탈

여부
유로판

도면 및 모델3D

분석
-

노심 양립성 하단고정체 도면 해석 양립성 시험

열수력 압력강하량
하단고정체

이물질여과체( )

모델 분석 및3D

수치해석(CFD)
압력강하 시험

제조성 제조 경제성 하단고정체 도면평가 및 시제품 제작



- 12 -

안내관 연결부품 성능평가 인자 및 평가방법3.1.3

도출된 골격체 부품 후보개념으로부터 유력 후보모형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골격체

개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골격체와 관련한 모든 설계.

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주요 개발요건 및 성능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력후보를 선별하고,

추후 유력후보에 대해 주요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면서 설계최적화를 수행하여 주

후보모형을 선정한다

표 안내관 연결부품 후보모형 평가3.1.3-1

구 분 성능요건
평 가 방 법

필수 선택

상단고정체/

안내관 연결

구조적 건전성·

압력강하·

해체 조립 성능· /

양립성·

내진 성능· 0.3g

내하중 평가· 4g

유동면적 평가·

해체 조립 성능 평가· /

연료봉 플랜지 간섭량· /

평가

열변형 평가·

해석· SSE/LOCA

충격시험·

열적이완 특성시험·

안내관 계측관/ /

충격흡수관

운반 취급 하중· /

제어봉 낙하·

충격 및 속도

내진 성능· 0.3g

휨 강성·

내하중· 4g

평가· Scram

좌굴 하중·

피로 평가·

조사성장량 평가·

해석· SSE/LOCA

제어봉 낙하 시험·

조사 시험·

안내관/

지지격자 연결

구조적 건전성·

압력강하·

내진 성능· 0.3g

변위 평가· slip

수력 시험 또는 평가·

해석

시험· Hang-up

열적이완 특성시험·

충격 시험·

하단고정체/

안내관 연결

구조적 건전성·

내진 성능· 0.3g

내하중 평가· 4g

열변형 평가·

해석· SSE/LOCA

열적이완 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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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모형 선별시험 및 성능평가3.2

상단고정체3.2.1

가 누름스프링. (Holddown Spring)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주후보모형을 후보6

모형 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사유는 표 과 같다-6 , 3.2.1-1 .

표 누름스프링 주후보모형 선정 결과3.2.1-1

순위 후보모형 장점 단점

1

주후보( )

후보모형-6
� 누름력 최적화

� 최적의 들림력으로 집합

체휨 방지

� 초기 결합으로 인한

응력증가

2

후보모형-3
� 작동시 누름력이 증가하

는 비선형 특성

� 들림력에 대한 억제력

강화

� 스프링 공차에 의한

거동 예측오차 우려

� 응력 증가

3

후보모형-1

� 스프링 결합부위 설계 공

간 확보

� 스프링 피로 특성

및 두름판의 건전성

저하 우려

4

후보모형-2

� 스프링 작동시 비틀림 감

소 및 균일한 응력 분포

형성

� 구멍의 제조공차에

따른 특성 변화 민

감도 해석 필요

� 누름력 거동 예측

오차 우려

5

후보모형-4

후보모형-5

� 누름 변위 증가에 따른

누름력 증가의 비선형 특

성

� 들림력에 대한 억제력 강

화

� 응력 증가

� 누름력 거동 예측

오차 우려

� 제조 난이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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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스프링 후보모형- -1

① 장점

누름스프링 결합부위 끝단 설계 공간을 확보하여 스프링을 보다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

며 기존 스프링 덮개 부위의 구조적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② 단점

누름스프링의 작동시 번 스프링과 누름판과의 간섭 및 스프링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상3

부 면에서의 피로 특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2

① 장점

두께가 일정한 스프링판은 작동시 비틀림을 감소시키며 스프링에 작용하는 응력을 균일

하게 분포하여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② 단점

스프링의 원형 및 다각형 구멍은 제조 공정상 굽힘 과정 보다 먼저 가공하게 되는데 본,

후보모형은 굽힘 공정에서 구멍의 크기 및 위치가 일부 변하게 되어 정확한 스프링 거동 파악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3

① 장점

스프링이 곡선형으로 굽어져 있어 작동시 거동하는 스프링판의 길이가 짧아져 스프링력

을 증가시키는 비선형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 특성은 들림력이 증가하는 사고 조건.

에서는 들림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며 일반 운전 조건에서는 누름력을 감소하여 집합체의 굽

힘을 최소화 한다.

② 단점

스프링 제조 공차에 의한 정확한 거동 예측이 어려우며 작동시 짧아지는 스프링 판의 길,

이로 인해 응력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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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점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압축에 의해 스프링 변위가 내려가면서 번 스프링의 하부가 누름3

판에 접촉하여 누름력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비선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누름 변위가 증. ,

가할수록 누름력이 점점 증가되어 운전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누름력을 보장하며 사고,

조건에서는 들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한다.

② 단점

번 스프링과 누름판 및 번 스프링과의 접촉에 의해 응력 증가 및 접촉에 의한 정확3 1, 2

한 누름력 예측에 오차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짧은 스프링판 부위의 굴곡형상을 위해 제조시.

추가적인 굽힘 공정이 필요로 한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5

① 장점

후보모형 와 동일한 거동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짧은 번 스프링은 번 스프링과 함께-4 , 3 1, 2

작동하도록 되어있다.

② 단점

번 스프링의 급격한 응력 증가 우려가 있으며 스프링간의 간섭에 의해 정확한 누름력3

예측에 오차 발생의 우려가 있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6

① 장점

상부 개의 누름스프링 결합높이와 하부 번 누름스프링 결합높이를 다르게 하여 누름력2 3

여유도가 많은 전출력 운전조건 에서는 개의 스프링에 의해 최소의 누름력(Hot Full Power) 2

을 제공하고 운전개시조건 에서는 개의 누름스프링이 동시에 작동하여 기존과 유사(Startup) 3

또는 이하의 누름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모든 운전조건에서 집합체에 최적의 누름력을 제공.

함으로써 과도한 누름력으로 인한 핵연료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② 단점

번 스프링의 초기 결합 및 번 스프링의 누름력 증가로 인해 응력 증가의 우려가 있3 1,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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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름스프링 거동 예측 및 설계

번 누름스프링은 요구누름력을 만족하기 위해 강성을 증가 하였으며 번 누름스프링1, 2 , 3

은 기존과 유사한 누름력이 작용하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강성을 갖도록 설계 되었다 번. 1, 2

스프링은 두께 변화와 두께 감소 지점을 변경하여 강성을 증가 시켰으며 번 스프링Runout , 3

은 두께 변화를 통해 강성을 기존대비 감소 시켰다 설계된 누름스프링의 거동은 그림. 3.2.1-1

과 같다.

그림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거동 특성3.2.1-1 -6

그림 에서 보듯이 기존 누름스프링은 모든 조건에서 양의 요구 누름여유도를 갖고3.2.1-1

있으며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누름여유도가 운전개시 조건의 누름여유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보모형 은 번 누름스프링이 작동하는 전출력 운전조건에서는. -6 1, 2

기존에 비해 누름여유도가 감소되었으며 운전개시 조건에서는 모든 스프링이 작동하여 기존과

유사한 누름력이 작용하도록 설계 되었다.

상기의 누름스프링의 정확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응력 및 거동 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 해석 수행 결과ANSYS Workbench .

는 그림 와 같으며 스프링 거동 특성은 그림 과 같다3.2.1-2 , 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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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대 처짐에서의 응력 해석 결과3.2.1-2

그림 후보모형 변위 하중 특성3.2.1-3 -6 -

① 누름스프링 제조

후보모형 은 기존 누름스프링과 유사하여 제조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실제 제작된 시제-6 ,

품은 그림 와 같다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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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시제품3.2.1-4 -6

나 누름스프링 덮개. (Holddown Spring Clamp)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주후보모형을5

후보모형 로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사유는 표 와 같다-5 , 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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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누름스프링 덮개 주후보모형 선정 결과3.2.1-2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1

① 장점

순위 후보모형 장점 단점

1

주후보( )

후보모형-5

� 구조적 건전성 향상

� 방전가공에 의한 단부의

밀착결합으로 안정적인

누름력 보장

� 방전가공에 의한 제

조시간 증가

2

후보모형-1

� 누름스프링 상부 끝단의

결합높이 손실 방지

� 나사를 이용한 방법

으로 부품 및 제조

공정 증가

3

후보모형-3

� 덮개 상부의 구조적 건전

성 향상
� 제조 난이도 높음

4

후보모형-4
� 스프링 덮개 안쪽 가공

용이

� 상부 슬롯제거에 따른 건

전성 향상

� 용접 공정 추가 필

요

� 용접에 따른 치수

변화 우려

5

후보모형-2

� 기존 삽입핀 제거

� 덮개 고정용 핀 추

가 및 용접 공정 추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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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누름스프링 덮개 일체형 상단고정체에 핀이 아닌 나사로 스프링을 결합하여 스프링

상부 끝단 결합높이 손실을 방지하였다.

② 단점

나사를 이용한 결합방법으로 나사 및 탭 가공이 추가 되며 상부의 나사 삽입 구멍이 증

가되어 덮개 상부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2

① 장점

스프링 덮개 안쪽 가공이 용이하도록 상부 덮개를 따로 제작 하며 스프링은 누름판에 형,

성된 돌출핀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기존 스프링 고정 삽입핀을 제거하였다.

② 단점

덮개를 견고히 결합하기 위해 결합용 핀과 용접 공정이 추가로 필요하며 용접으로 인한

치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3

장점

덮개 상부의 구조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스프링 삽입구멍을 상단고정체 하부에서 가공하

는 특징이 있다.

① 단점

상단고정체 하부에서 가공하기 위해서는 두름판 두께 이상의 가공툴이 필요하며 긴 가공,

툴은 정밀 가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4

① 장점

스프링 덮개 안쪽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덮개를 따로 제작하며 상단고정체 두름판,

에 억지끼워 맞춤으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덮개 상부의 슬롯을 제거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향.

상되도록 하였다.

② 단점

덮개의 억지끼워 맞춤 후 견고한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접 공정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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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 치수 변화의 우려가 있다.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5

① 장점

덮개 스프링 삽입 안쪽을 주조방법으로 근사적으로 형성하고 최종 방전가공을 통해 가공

하는 방법으로 기존 슬롯을 제거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② 단점

기존 기계가공에서 방전가공으로 변경할 경우 제작 기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③ 누름스프링 덮개 설계

방전가공 시간을 최소화 하고 덮개 모퉁이 부위 응력 집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형상을

최적화 하였다 응력해석을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 ANSYS Workbench

하였으며 응력 해석 수행 결과는 그림 와 같다, 3.2.1-5 .

그림 누름스프링 덮개 응력 해석 결과3.2.1-5

④ 누름스프링 덮개 제조

후보모형 는 기존과 다르게 방전가공법에 의해 스프링 삽입 안쪽을 제작 하였으며 제작-5

된 시제품은 그림 과 같다 기존 기계가공방법 보다 가공 시간은 증가 되었지만 유로판3.2.1-6 .

의 일체형 주조방법에 의해 용접 공정 및 유로구멍 기계가공 공정이 제거 되어 전체적으로 기

존과 유사한 제조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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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 시제품3.2.1-6 -5

나 유로판. (Adapter Plate)

상단고정체 유로판 덮개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주후보모형을 후3

보모형 로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사유는 표 과 같다-2 , 3.2.1-3 .

표 누름스프링 덮개 주후보모형 선정 결과3.2.1-3

순위 후보모형 장점 단점

1

주후보( )

후보모형-2
� 구조적 건전성 향상

� 일체형 주조제작이 용이

하도록 방사형으로 유로

패턴 구성

� 유로면적 증가

�

2

후보모형-3
� 구조적 건전성 향상

� 일체형 주조제작이 용이

하도록 방사형으로 유로

패턴 구성

� 유로면적 증가

�

3

후보모형-1

� 일체형 주조제작이 용이

하도록 방사형으로 유로

패턴 구성

� 유로면적 증가

� 기존 형상대비 건전

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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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판 후보모형- -1

① 장점

후보모형 은 유로판의 유량분배 및 응력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패턴으로 형성-1 1/8

되어 있으며 기존대비 유로 면적이 증가 하도록 하였다, .

② 단점

주조제작이 가능하도록 슬롯과 원형의 구멍을 혼합 배치하였으나 기존 대비 구조적 건전

성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응력 해석

후보모형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1 Solidworks

을 사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 및 변위에 대한 해석 결과는 그림Simulation .

과 같다3.2.1-7 .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유한요소 해석 결과3.2.1-7 -1

유로판 후보모형- -2

① 장점

후보모형 의 유로구멍은 유량분배 및 응력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패턴으로 형-2 1/8

성되어 있으며 기존대비 유로 면적이 증가 하도록 하였다 안내관 체결 구멍을 제외한 유로구, .

멍은 일체형 주조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사형으로 배치하였다.

② 응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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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모형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2 Solidworks

을 사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 및 변위에 대한 해석 결과는 그림Simulation .

과 같다3.2.1-8 .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유한요소 해석 결과3.2.1-8 -2

유로판 후보모형- -3

① 장점

후보모형 은 유로판의 유량분배 및 응력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패턴으로 형성-1 1/8

되어 있으며 기존대비 유로 면적이 증가 하도록 하였다, .

② 응력 해석

후보모형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3 Solidworks

을 사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 및 변위에 대한 해석 결과는 그림Simulation .

와 같다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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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유한요소 해석 결과3.2.1-9 -3

지지격자3.2.2

지지격자는 핵연료집합체의 핵심 부품 중의 하나로서 스프링 딤플 형상과 관련하여 다수, /

의 후보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형상화 하여 주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모형을 제조하였

다 지지격자판 후보모형의 제조는 이전의 지지격자판 개발 및 상용공급시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고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지격자판 제조 경험이 풍부한 기존 업체를

활용하여 금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금형으로 시험용 지지격자판을 제조하였다, .

지지격자 후보모형 특성 평가(1)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모형들 중에서 주후보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스프링 특성 정적 좌굴,

특성 동적 좌굴 특성 프레팅 내마모성 유체유발 고주파 진동 제조성 혼합날개 패턴에 대한, , , , ,

평가를 수행하였다.

스프링 특성 평가-

지지격자체로 제작된 지지격자 후보모형에 대한 스프링 하중 변위 특성 시험을 수행6x6 -

한 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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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보모형 지지격자체의 스프링 및 딤플 하중 변위 특성치3.2.2-1 6x6 -

중간지지격자의 스프링력은 강성도는 정도가 적당한 범위이며 변5-10 lb, 250-650 lb/in ,

위는 이상인 것이 적합하다.010 in .

중간 카누형 지지격자 의 경우 중간지지격자의 스프링 딤플 및 셀의 하중 변(GRD-M1) , , -

위 특성으로 적합하다.

이중날개형 지지격자 와 형 지지격자 의 경우 스프링력이(GRD-M2) Wing (GRD-M3) , 5 lb

보다 작으며 강성도가 적절한 범위중 상당히 작은 쪽으로 치우쳐 있어 중간지지격자의 스프링

하중 변위 특성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

상부지지격자는 연료봉 성장을 허용하여 연료봉의 휨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스프링력은 가 적절하다2.5-5 lb .

상부 수직형 지지격자 의 경우 스프링력이 이고 셀 강성도가 로(GRD-T1) , 5 lb 280 lb/in

연료봉 휨 방지용 상부 지지격자로써 적합하며 상부 카누형 지지격자 의 경우 스프, (GRD-T2) ,

링력이 적절한 범위를 상회하여 상부 지지격자로써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하부지지격자는 핵연료집합체 수명말에 최소 이상의 스프링력을 가지고1 lb

있어야 하며 이물질여과형 하부지지격자의 경우 수명 초에 의 스프링력을 가지고 있, 4-10 lb

어야 한다.

하부 수직형 지지격자 와 하부 카누형 지지격자 모두 스프링력과 강(GRD-B1) (GRD-B2)

성도 관점에서 하주지지격자로써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물질여과형 하부지지격자,

의 경우 하중이 로서 요구되는 스프링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GRD-B3) , 8.5 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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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좌굴 특성 평가-

지지격자체로 제작된 지지격자 후보모형에 대한 정적 좌굴 특성 시험을 수행한 결과6x6

를 도식화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3.2.2-1 .

그림 후보모형 지지격자체의 정적좌굴강도3.2.2-1 6x6

중간지지격자 정적 좌굴 강도는 형 지지격자 카누형 지지격자Wing (GRD-M3),

이중날개형 지지격자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GRD-M1), (GRD-M2) .

동적 좌굴 특성 평가-

지지격자체에 대한 동적 좌굴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6x6

에 나타내었다3.2.2-2 .

그림 후보모형 지지격자체의 동적좌굴강도3.2.2-2 6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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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지격자 동적 좌굴 강도는 형 지지격자 카누형 지지격자Wing (GRD-M3),

이중날개형 지지격자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GRD-M1), (GRD-M2) .

프레팅 내마모성 평가-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과 연료봉 표면사이의 프레팅에 의한 마모량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Wear Volume = Wear Coefficient x Work Rate x Time

만일 수출선도형 고성능 고유핵연료 개발과제 관련하여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모형들에

대하여 마모 유발 에너지인 와 마모 발생 특성을 나타내는 및Work Rate Wear Coefficient

마모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후보모형간 도 역시 같아야 한다 이 경Wear Volume .

우 동일한 마모부피가 발생하지만 스프링과 딤플의 형상 차이에 따라 연료봉에 발생하는 마모

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본 평가에서는 마모 특성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형상 설계 단계에서 스프링과 딤플의 내

마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마모부피 마모깊이 관점에서 각 후보모형별 내마모성" VS "

을 평가하고자 한다 즉 및 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후보모. , Work Rate Wear Coefficient

형별로 특정 마모깊이에 도달하는 마모부피의 차이를 파악하여 프레팅 내마모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 경우 마모 부피가 클수록 프레팅 내마모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

스프링 및 딤플과 연료봉 사이에 프레팅이 발생하였을 때 마모는 모두 연료봉에서 발생

한다고 가정하며 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3.2.2-3 SolidWorks

후보모형들의 스프링 및 딤플과 직경 의 연료봉 사이 간섭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0.374 in .

때의 간섭량이 마모부피가 되고 연료봉 반경 방향으로의 간섭깊이가 마모깊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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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프링과 연료봉 사이 간섭량 측정3.2.2-3 (SolidWorks2007)

상기와 같이 구한 마모깊이에 따른 마모부피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후보모형별 마

모부피 마모깊이 그래프를 그림 및 와 같이 얻었다VS 3.2.2-4 3.2.2-5

그림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마모부피 마모깊이3.2.2-4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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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하부지지격자 스프링 마모부피 마모깊이3.2.2-5 vs

연료봉의 프레팅 마모깊이는 일반적으로 연료봉 두께의 로 규제하고 있으며10% ,

핵연료의 연료봉의 두께는 이므로 이의 인SMART 0.0225 (0.374-0.329) in 10% 0.00225 in

를 주 관심 대상이 되는 마모깊이로 볼 수 있다 마모 깊이에서 마모부피가 큰 순. 0.00225 in

으로 후보모형을 나열한 것을 표 에 나타내었다3.2.2-2

표 연료봉 두께 마모 깊이에서의 프레팅 내마모성 순위3.2.2-2 10%

유체유발 고주파 진동 평가-

판 형태의 중간지지격자 후보모형 종에 대하여 고주파 진동5 (High Frequency

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진동 특성인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유한요Vibration)

소해석을 통하여 얻었다.

해석 프로그램은 를 사용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면체 요소인ANSYS , 4 SOLID92

이며 모델의 격자 구조 및 경계 조건은 그림 과 같다, 3.2.2-6 .



- 31 -

그림 유한요소 모드해석용 격자구조 및 경계조건3.2.2-6

모드 해석을 통해 차 모드까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얻었으며 그림 에4 , 3.2.2-7

중간지지격자 모드해석 결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GRD-M3 .

그림 중간지지격자 셀 모드해석 결과3.2.2-7 GRD-M3

중간지지격자 후보모형들의 각 모드별 고유진동수를 표 에 나타내었다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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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보모형별 고유진동수3.2.2-3

상기 표에서 각 후보모형별 고유 진동수는 두께를 갖는 지지격자판의0.018 in Vortex

인 근처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주파 진동Shedding Frequency 2100 Hz , (High

에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Frequency Vibration) .

제조성 평가-

중간지지격자 및 상하부지지격자의 경우 기 양산중인 지지격자 공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

로 제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혼합지지격자의 경우 제조 과정이 기존 양산과 동일하여 모두 지지격, GRD-F1, F2, F3

자체까지의 제조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스프링 없이 딤플만 있는 혼합지지,

격자의 특성상 연료봉 접촉형인 에 연료봉이 장입될 때 딤플의 강한 강성도로 인해GRD-F2

연료봉 표면에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는 집합체 조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GRD-F2

로 평가되었다.

모든 지지격자에 적용될 외부격자판 후보모형은 자형 굽힘부와 굽힘부 상하 모서리의L

곡면 성형부가 특징이다.

자형 굽힘부의 조립성은 부분 시편을 만들어 검증이 수행되었으며 지지격자체 조립성L ,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혼합날개 패턴 평가-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연료봉 주변의 냉각수 흐름을 혼합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열적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 및 혼합 지지격자에 장착되는 혼합날개는 그 형상 자체도 중요하

지만 지지격자체 전체에 배열된 혼합날개의 패턴 역시 중요하다 혼합날개는 냉각수 흐름을.

혼합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며 이 힘들이 지지격자 중

심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발생시켜 지지격자의 진동을 초래하게 된다 핵연료 지지격. SMART

자의 혼합날개 패턴은 지지격자 중심에 대한 모멘트 합이 최소화되도록 구성되어 모멘트에 의

한 진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33 -

지지격자 주후보모형 선정(2)

상기 항에서 수행된 후보모형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후보모형(1)

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중간지지격자 주후보모형-

중간지지격자 후보모형 평가시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종합7

평가를 표 에 나타내었다3.2.2-4 .

평가 항목< >

스프링 특성a.

정적 좌굴 특성b.

동적 좌굴 특성c.

프레팅 내마모성d.

유체유발 고주파 진동e.

제조성f.

표 중간지지격자 후보모형 평가3.2.2-4

기존 지지격자 대비 우수 기존 지지격자 대비 동등 부적합(O: , : , X: )△

상기 평가 결과 중간지지격자 주후보모형으로 카누형 스프링을 갖는 이 선정되, GRD-M1

었다.

① 상하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

상하부지지격자 후보모형 평가시 다음과 같은 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종7

합 평가를 표 에 나타내었다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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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스프링 특성a.

프레팅 내마모성b.

제조성c.

표 상하부지지격자 후보모형 평가3.2.2-5

기존 지지격자 대비 우수 기존 지지격자 대비 동등 부적합(O: , : , X: )△

상기 평가 결과 상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으로 수직형 스프링을 갖는 이 선정되, GRD-T1

었으며 하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으로는 프레팅 마모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며 보호지지,

격자가 필요 없도록 이물질 여과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압력강하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가 선정되었다GRD-B3 .

혼합지지격자 주후보모형-

혼합지지격자의 가지 후보모형은 지지격자판과 혼합날개의 형상이 모두 동일하며 딤플3 ,

이 연료봉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딤플이 연료봉과 접촉하는 경우 딤플이(GRD-F1), (GRD-F2),

없는 경우 와 같은 세 가지 개념적 차이에 의해 도출되었다(GRD-F3) .

딤플이 연료봉에 접촉하는 경우인 는 집합체 제조 단계에서 연료봉 장입시 연료GRD-F2

봉 표면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조성 측면에서 배제되었고 딤플이 없는 경우,

인 는 연료봉과 혼합날개의 접촉으로 인한 연료봉 마모의 가능성이 크므로 배제되었GRD-F3

다.

따라서 혼합지지격자의 주후보모형은 연료봉 비접촉형 딤플을 갖는 으로 선정되, GR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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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외부격자판 주후보모형-

외부격자판 후보개념은 핵연료 집합체 취급 시 구조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외부격자판 찢

김 저항성 증대 모서리부 불연속면 제거를 위한 자 형상 모서리부 걸림 방지를 위한 곡면, L ,

성형등의 세 가지 장점을 갖는 외부격자판이 되도록 제안되었으며 구체적 형상에 대해 성형성

및 조립성 검증을 통해 주후보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혼합날개 패턴 주후보모형-

제안된 혼합날개 패턴 후보모형에 대해 지지격자 중심축을 기준으로 혼합날개 패턴에 의

한 모멘트 합이 최소화 되어 지지격자에 모멘트에 의한 진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으로써 제안된 혼합날개 패턴을 주후보모형으로 선정하였다, .

혼합날개 주후보모형-

연료의 혼합날개는 기존 연료에 장착된 혼합날개와 유사한 형태이며 압력강하SMART ,

는 낮으면서 열전달 성능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고 지지격자 조립 및 연료,

봉 장입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제안된 혼합날개 형상을 주후보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시험용 지지격자체 제조(3) CHF 5x5

도출된 중간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인 및 혼합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인 을GRD-M1 GRD-F1

적용하여 시험용 지지격자체를 그림 과 같이 설계 및 제조하였다CHF 5x5 3.2.2-8 .

그림 프레온 시험용 지지격자체 시제품 형상3.2.2-8 CHF 5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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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고정체3.2.3

가 유로판 후보모형.

유로구멍의 적용성 평가는 유로판 후보모형 의 가지 후보모형을 비교하여 평가하였-1~4 4

고 그 이외의 유로판 후보모형에 대해서는 적용 유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

유로판 후보모형- -1

유로판 후보모형 은 유로판 상부에 사각형 모양의 유로구멍을 기본으로 하여 안내관 주-1

위의 각형 유로구멍 외곽의 변형된 사각형 유로구멍 등을 가공하는 형상이다3 , .

① 장점

유로구멍형상 중 가장 넓은 유로 단면적을 확보 할 수 있다 동일 유로단면적의 원형 유.

로구멍에 비하여 유로구멍 사이의 프레임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우수하다.

② 단점

원형 유로구멍보다 유로구멍 가공시 가공성이 나쁘다.

③ 구조해석

유로판 후보모형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1

을 사용하였다Cosmos Simulation .

가정 해석에 도입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정적 하중은 개의 안내관이 접하는 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24 .

대칭성을 고려하여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1/8 .

하중 및 경계조건 하단고정체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의 정상가동하중: Condition I & II

과 의 비정상 운전하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하중 가운데Condition III & IV . Condition

의 운송 및 취급 하중이 가장 보수적이므로 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핵연료의 무게는I & II 4g .

이며 의 무게는 보수적으로 의 무게를 적용한다 따라서 안내관이845lbs CRA ACE7 RCCA .

접하는 면에 가해지는 하중은 이며 이 하중의 을 해석에 적용하였4X(851+147) = 3992 lbs 1/8

다.

해석결과 전술한 하중 및 조건을 적용하여 그림 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결: 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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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와 같이 후보모형 의 최대 응력강도는 설계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1 .

④ 유로단면적

유로단면적은 하단고정체 유로판 전체 면적(70.9 in 에서 안내관 및 계측관 구멍을 포함)

하여 닫힌면적을 제외하여 유로구멍의 면적만을 계산하였다 유로판 후보모형 의 닫힌면적. -1

은 44.13in이므로 냉각수가 유동 가능한 유로 단면적은 26.77 in이다.

유로판 후보모형- -2

유로판 후보모형 는 유로판 상부에 고전적인 형태의 대형원형의 유로구멍을 사용한다-2 .

모든 유로구멍을 대형 원형 유로구멍으로 가공 할 경우 안내관 구멍과 간섭이 발생하므로 안

내관 주위에는 소형 유로구멍을 사용하였다.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운송 및 취급하중 에서의 응력해석 결과3.2.3-1 -1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유로판 닫힌면적3.2.3-2 -1



- 38 -

① 장점

넓은 유로단면적을 확보 할 수 있고 이미 상용 원자로에서의 사용 경험이 충분하다 유로.

구멍 가공이 용이하므로 가공성이 높다.

② 단점

동일유로단면적 대비 사각 유로구멍에 비해 연료봉 사이의 프레임 두께가 얇아 구조적으

로 사각 유로구멍에 비해 취약하다 안내관 주위 유로구멍의 경우 연료봉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배치된 유로구멍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③ 구조해석

유로판 후보모형 의 가정 및 하중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하였다-1 , .

해석결과 전술한 하중 및 조건을 적용하여 그림 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결: 3.2.3-3 .

과에서 보이듯이 후보모형 의 최대 응력강도는 설계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나 유로판-1

후보모형 과 비교하면 응력강도의 여유가 적다-1 .

④ 유로단면적

유로단면적은 하단고정체 유로판 전체 면적(70.9 in 에서 안내관 및 계측관 구멍을 포)

함하여 닫힌면적을 제외하여 유로구멍의 면적만을 계산하였다 유로판 후보모형 의 닫힌면. -2

적은 49.20 in이므로 냉각수가 유동 가능한 유로 단면적은 21.7 in이다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운송 및 취급하중 에서의 응력해석 결과3.2.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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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판 후보모형- -3

유로판 후보모형 은 유로판에 과 유사한 소형 원형의 유로구멍을 다수 가공하는-3 ACE7

형상이다.

① 장점

하단고정체에 이물질 여과 기능을 부여한다 유로판 후보모형 의 경우 안내관 및 계. -1, 2

측관 구멍과 유로구멍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크기나 형상이 상이한 유로구멍을 혼용해야 하

지만 유로판 후보모형 의 경우 단일 형상의 유로구멍을 적용 할 수 있다-3 .

② 단점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유로단면적 대비 다른 후보모형에 비하여 연료봉3.2.3-5

사이의 프레임 두께가 얇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유로구멍이 원형이어서 개별 유로구멍의 가.

공성은 양호하지만 유로구멍의 전체 수량이 개로 가장 많아 다른 후보모형의 개에 비해632 256

가공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전체가공성은 오히려 다른 후보모형에 비해 떨어진다.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유로판 닫힌면적3.2.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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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조해석

유로판 후보모형 의 가정 및 하중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하였다-1 , .

해석결과 전술한 하중 및 조건을 적용하여 그림 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결: 3.2.3-6 .

과에서 보이듯이 유로판 후보모형 의 최대 응력강도는 설계기준에 만족하였으나 최대 응력-3

강도는 로 응력강도의 여유가 상기한 유로판 후보모형 에 비하여 매우 적다28ksi -1,2 .

④ 유로단면적

유로단면적은 하단고정체 유로판 전체 면적(70.9 in 에서 안내관 및 계측관 구멍을 포)

함하여 닫힌 면적을 제외하여 유로구멍의 면적만을 계산하였다 유로판 후보모형 의 닫힌면. -3

적은 52.99 in이므로 냉각수가 유동 가능한 유로 단면적은 21.91 in이다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유로구멍형상의 프레임 두께3.2.3-5 -3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운송 및 취급하중 에서의 응력해석 결과3.2.3-6 -3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유로판 닫힌면적3.2.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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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판 후보모형- -4

유로판 후보모형 는 유로판 상부에 유로판 후보모형 과 유사한 형태에서 안내관 주변-4 -1

의 유로구멍을 원형으로 가공한 형태로서 유로판 후보모형 의 가공성 향상을 위한 후보모형-1

이다.

① 장점

유로판 후보모형 에 비하여 가공성이 양호하며 넓은 유로 단면적의 확보가 가능하다-1 .

② 단점

안내관 주변의 유로구멍을 가공이 용이한 원형 유로구멍으로 가공하였으나 각 유로구멍4

형상은 가공처리 하므로 개선되는 가공성이 미미하다 안내관구멍 과 안내관 주변 유로CNC .

구멍 사이의 프레임 두께가 얇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가 생성된다.

③ 구조해석

유로판 후보모형 의 가정 및 하중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하였다-1 , .

해석결과 전술한 하중 및 조건을 적용하여 그림 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결: 3.2.3-8 .

과에서 보이듯이 유로판 후보모형 의 최대 응력강도는 설계기준에 만족하였으나 최대 응력-4

강도는 로 응력강도의 여유가 상기한 유로판 후보모형에 비하여 매우 적다29ksi .

④ 유로단면적

유로단면적은 하단고정체 유로판 전체 면적(70.9 in 에서 안내관 및 계측관 구멍을 포)

함하여 닫힌 면적을 제외하여 유로구멍의 면적만을 계산하였다 유로판 후보모형 의 닫힌. -4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운송 및 취급하중 에서의 응력해석 결과3.2.3-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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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49.55 in이므로 냉각수가 유동 가능한 유로 단면적은 21.35 in이다

유로판 후보모형- -5

유로판 후보모형 는 유로판 상부에 연료봉 봉단마개가 일부 인입되는 형상으로 하단고-5

정체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연료봉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후보모형이다.

① 장점

하단고정체 전체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연료봉의 길이를 증가시켜 연료봉 플레넘 공

간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② 단점

각 연료봉의 개수만큼 다량의 홈을 유로판 상부에 가공하여야 하므로 하단고정체의 가공

성이 저하된다.

노내 연료봉 검사 및 교체를 위하여 인출한 연료봉을 다시 장입 하는 경우 봉단마개 끝

단이 연료봉 인입 홈에 정확히 인입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하단고정체와 하부 봉단마개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하부 봉단마개의 마모위험이 있다.

유로판 주후보모형 선정-

이상의 각 후보모형에 대한 장 단점을 바탕으로 주 후보모형을 후보모형 로 선정하였, -1

으며 그 선정사유는 표 과 같다3.2.3-1

그림 유로판 후보모형 의 유로판 닫힌 면적3.2.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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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로판 주 후보모형 선정결과3.2.3-1

후보모형 장점 단점 적용여부

후보모형-1

� 넓은 유로단면적
� 원형유로구멍에 비하여

가공성 낮음
O

후보모형-2

� 기존 연소 경험이 있음

� 유로구멍 가공이 용이

함

� 사각유로구멍에 비해 구

조적으로 취약

� 연료봉 축을 중심으로 대

칭으로 배치된 유로구멍

크기가 다름

X

후보모형-3

� 이물질 여과 기능

� 기존 연소 경험이 있음

� 다수의 유로구멍 가공에

의한 가공성저하

� 유로단면적이 적음

� 구조적으로 취약

X

후보모형-4

� 넓은 유로단면적

� 연료봉 축을 중심으로 대

칭으로 배치된 유로구멍

크기가 다름

� 후보모형 에 비해 큰 가-1

공성 향상이 없음

X

후보모형-5

� 연료봉 길이증가

� 다수의 홈 가공에 의한

가공성 저하

� 노내 연료봉 장입시 봉단

마개 삽입을 보장어려움

� 봉단마개 마모위험성 내

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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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모형. Skirt

후보모형- Skirt -1

후보모형 은 에 적용된 이 적용된 형태로서 노내 우회Skirt -1 17ACE7 Side Flow Hole

유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① 장점

하단고정체에 를 적용함으로서 감소된 원자로 내부의 와Skirt Lower Core Plate Baffle

사이의 우회유량을 보상한다.

② 단점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을 통한 이물질 이탈 가능성이 있3.2.3-10 Side Flow Hole

다.

원자로 내부의 와 사이의 우회유로는 간격이 약 로서 표Lower Core Plate Baffle 1.5 in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유무에 따른 영향이 적다3.2.3-2 Side Flow Hole .

그림 3.2.3-10 을 통한 이물질 이탈Side Flow Hole

(KNF/WEC PRM, October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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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무에 따른 노내 우회유로 단면적 변화3.2.3-2 Side Flow Hole

후보모형- Skirt -2

후보모형 는 후보모형 의 을 제거한 형상이다Skirt -2 Skirt -1 Side Flow Hole .

① 장점

을 통한 이물질 이탈 가능성이 없고 하단고정체 가공 절차가 줄어들어Side Flow Hole

가공성이 향상된다.

② 단점

표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후보모형 에 비해 와 사이3.2.3-3 -1 Lower Core Plate Baffle

우회유로의 유로 단면적이 미세하게 좁아진다.

후보모형- Skirt -3

후보모형 은 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제거한 면적에 이물질 여과 를 장Skirt -3 Skirt Filter

착한 형상이다.

① 장점

후보모형 에서 나타나는 이물질 이탈 가능성을 줄이고 와Skirt -1 Lower Core Plate

사이의 유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Baffle .

② 단점

를 별도로 제작하여 하단고정체에 용접하는 공정이 추가되므로 부품수가 증가되고Filter

가공공정이 복잡해진다.

의 대부분을 제거하게 되므로 에 의한 구조적 건전성을 보조할 수 없으므로 하Skirt Skirt

단고정체 전체의 구조적 건전성이 저하된다.

No Side Hole Side Hole

우회유로 유로 단면적 4.240 in2 4.608in2

와Lower Core Plate Baffle

사이 우회유료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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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모형. Leg

후보모형- Leg -1

후보모형 은 와 의 냉각수 유로와의 간섭을 제거한 형상이Leg -1 Leg Lower Core Plate

다.

① 장점

노내 냉각수 유동을 원활하게 한다.

② 단점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냉각수 유로와 가 간섭하는 면적이3.2.3-11 Leg 0.03in2로 냉

각수 유출구멍의 넓이 5.940in2 에 비해 매우 적고 제거된 간섭 면이 의 모따Alignment Hole

기와 간섭된다.

후보모형- Leg -2

후보모형 는 와 경계부위 모서리 형상을 핵연료 장입시 걸림을 최소화 하Leg -2 Leg Skirt

는 형상으로 개선한 후보모형이다 기존의 핵연료 형상은 와 의 모서리 가공과. Skirt Leg Skirt

하단 부 모서리 가공의 교점에 모서리가 발생하나 후보모형 는 의 모서리 가공면을2 Skirt Leg

측면까지 확장하여 모서리를 제거한다.

① 장점

핵연료 장입시 인접 핵연료 및 원자로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그림 냉각수 유로와 의 간섭면적3.2.3-11 Lower Core Plate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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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모형 선정- Leg

표 유무에 따른 노내 우회유로 단면적 변화3.2.3-3 Side Flow Hole

라 시제품 제조 및 개선사항.

선정된 각 후보모형의 형상으로 그림 와 같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시제품은 유3.2.3-12 .

로판 후보모형 의 각 유로구멍을 적용한 유로판 후보모형 의 을 제-1 4 , Skirt -2 Side Flow Hole

거한 후보모형 의 집합체 장입시 간섭을 최소화한 후보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조방Skirt, Leg -2 .

법은 각 유로구멍의 기계가공에 소모되는 가공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된 유로 판4

을 기계가공 후 및 주조 가공품을 용접하는 방식에서 전체를 주조가공 한 후 필요Leg Skirt

부위만 기계가공하는 일체형주조 방식을 적용하여 용접시 발생하는 불량 및 가공공정을 단순

화 하였다 해당 하단고정체 제조 방식은 선행 개발된 및 기 연소된 형 핵연. HIPER Guardian

료의 하단고정체 제조에 사용된 바 있다.

후보모형 장점 단점 적용여부

후보모형-1

� 원자로 내 냉각수

유동 개선

� 개선되는 유로단면적

이 적음

� 과의Alignement Hole

간섭

X

후보모형-2

� 집합에 장입시 간섭

최소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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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유로구멍의 적용결과 및 개선점- 4

각유로구멍의 적용결과는 그림 와 같이 양호하다 안내관 주위의 가공 난이도4 3.2.3-13 .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각형 유로구멍의 경우 사용되는 툴을 각 유로구멍 가공시 사용되는3 4

툴과 동일한 가공툴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툴에 의한 제약을 줄여서 가공하였다.

하단고정체를 주조 가공 한 후 유로구멍을 가공하였기 때문에 부위에 위치한 유로구Leg

멍의 경우 유로구멍의 모서리 가공이 기계가공으로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계가공이 불가.

능한 모서리 가공의 경우 주조가공시 모서리 가공을 미리 하도록 하였으나 주조가공의 특성상

유로구멍과 주조로 가공된 모서리가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이 그림 와 같이 발3.2.3-14

생하였다 개선책으로는 기계가공으로 모서리 가공이 불가능한 일부 유로구멍의 하단부는 모.

서리 가공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시제품3.2.3-12

그림 각유로구멍의 적용결과3.2.3-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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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 적용결과 및 개선점- Side Flow Hole Skirt

을 제거한 의 적용결과는 그림 와 같이 양호하다Side Flow Hole Skirt 3.2.3-15 .

를 유로판과 일체형주조 하였기 때문에 그림 과 같이 하단고정체 안쪽면의Skirt 3.2.3-16

유로판 주조금형과 및 의 주조 금형사이의 접합부에 단차가 발생하였다 해당 단차Skirt Leg .

는 금형의 수정으로 보완 할 수 있다.

집합체 장입시 간섭을 최소화한 적용결과 및 개선점- Leg

집합체 장입시 간섭을 최소화한 의 적용결과는 그림 과 같다 좌측의Leg 3.2.3-17 . ACE7

과 비교하여 우측의 모서리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Leg-Skirt

그림 주조로 가공한 모서리 가공과 유로구멍의 가공오차3.2.3-14

그림 주조로 가공한 모서리 가공과 유로구멍의 가공오차3.2.3-15

그림 주조금형의 접합에 의한 시제품의3.2.3-16



- 50 -

안내관 및 계측관3.2.4

안내관의 후보중 이중튜브 형상의 구현을 위한 아내관의 충격 흡수관을 제작(duplex tube)

하였다 이것은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의 점용접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에 사용되었으며 충. ,

격흡수부 시작 위치로부터 정도의 위치에 용접을 하였을 경우 용접에40mm, 100mm, 150mm

의한 열변형으로 게이지의 통과여부 확인 및 점용접 강도 평가를 위해 제작되었다.

핵연료의 안내관 및 충격흡수관은 벌지를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벌SMART ,

지의 체결강도는 연료봉의 조사 성장 및 열팽창 차이로 발생하는 외부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는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의 벌지와 안내관과 하부지

지격자 슬리브와의 벌지를 별개로 하므로 골격체 조립과정이 번거롭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

고자 중 벌지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것은 안내관과 충격흡수관 및 하부지지격자 슬리브를3 ,

동시에 벌지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몇 개의 줄 중 벌지 시편을 제. 2 3

작하여 체결강도를 평가하였다.

부품을 사용하여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을 조립한 후 충격흡수관은 하부노즐과 나17ACE7

사로 체결하여 하부지지격자 슬리브와 동시에 줄 중 벌지 시편이 제작되었다 이때 충격흡2 3 .

수관은 완제품을 사용 하였으며 충격흡수관 마개의 쉘 부분은 절단되었다 이 쉘 부분이 절단, .

되지 않으면 안내관 마개와 억지끼움 상태가 되어 체결력을 측정하는데 오차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충격흡수관과 안내관을 조립한후 체결나사를 이용해 하부노즐과 충격흡수관을.

그림 기존핵연료 및 시제품의 모서리 비교3.2.3-17 Leg-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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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였으며 하부지지격자와 중 벌지를 실시하였다 상용 지지격자의 경우 슬리브는 지지, 3 . ,

격자와 동시에 열처리되므로 여기서 사용된 슬리브는 상용 열처리를 끝낸 상태의 슬리브이다.

그림 은 벌지후 완성된 시편의 모양이며 충격흡수관과 안내관의 체결강도 및 슬3.2.4-1 ,

리브와 안내관의 체결 강도 시험에 필요한 시편을 각각 개씩 준비하였다 의 경우 벌6 . 17ACE7

지 사이즈의 적정 크기는 이며 표 과 같이 중 벌지 시편의 벌지부14.43~ 14.68mm , 3.2.4.D-1 3

크기는 의 규정 크기를 최대 벗어났다 이것은 개의 튜브를 같은 조건으로17ACE7 0.16 mm . 3

벌지하면서 벌지부의 크기가 확장된 것이며 표 과 같이 크랙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3.2.4-1 .

와 그림 은 시험결과에 대한 하중과 변위 선도이다 표 및 표 에3.2.4-2 3.2.4-3 . 3.2.4-2 3.2.4-3

벌지부의 강도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는 슬리브와 안내관과의 결합강도이며 상온. 3.2.4-2 ,

조건에서 최소 이상의 체결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 은 충격700 lb . , 3.2.4-3

흡수관과 안내관의 결합강도인데 상온조건에서 최소 이상의 결합강도를 확보할 수 있, 700 lb

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에서 두번째와 네번째 측정결과는 장비 운전 중 이상신호가 검. 3.2.4-3

출되어 시험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미끄러진 거리가 인 경우 안내관과 슬리브에 작용하는 평균 하중 였으며20 mil 667.4 lb ,

이것은 운전조건17ACE7 (600o 에서 요구되는 지지격자와 안내관 체결의 운반 및 취급에 대한F)

설계하중 보다 배 가량 크다 또 충격흡수관과 안내관의 하중은 운전조건에서236.8 lb 3 . , 649.2

로 설계하중 보다 충분히 큰 값임을 알 수 있다lb 325 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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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벌지 크기 및 크랙 검사 결과3.2.4-1

표 슬리브와 안내관 강도 단위 기준3.2.4-2 ( : lb, 20mil )

온도 보정계수를 상온 파단강도에 곱함 온도보정 계수* : = 11.30 x 10^6 / 14.26 x 10^6

= 0.79

표 충격흡수관과 안내관 강도 단위 기준3.2.4-3 ( : lb, 20mil )

온도 보정계수를 상온 파단강도에 곱함 온도보정 계수* : = 11.30 x 10^6 / 14.26 x

10^6 = 0.79

Specimen
Bulge Size (mm) Crack existence

게이지 통과 검사
0-180o 90-270o Internal external

1-1 14.78 14.79 No No Y

1-2 14.77 14.79 No No Y

1-3 14.82 14.84 No No Y

1-4 14.81 14.83 No No Y

1-5 14.78 14.80 No No Y

1-6 14.81 14.83 No No Y

2-1 14.81 14.82 No No Y

2-2 14.78 14.81 No No Y

2-3 14.79 14.81 No No Y

2-4 14.78 14.80 No No Y

2-5 14.78 14.81 No No Y

2-6 14.80 14.82 No No Y

조건
시편

평균
1-1 1-2 1-3 1-4 1-5 1-6

상온 시험 819.5 725.5 875.7 839.9 882.9 926.0 844.9

운전 온도* 647.4 573.1 691.8 663.5 697.4 731.5 667.4

조건
시편

평균
2-1 2-2 2-3 2-4 2-5 2-6

상온 시험 786.4 - 881.6 - 799.8 819.5 821.8

운전 온도* 621.2 - 696.4 - 631.8 647.4 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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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지 시편(a) 를 장착한 시험장면(b) extensometer

그림 안내관 및 충격흡수관 체결력 시험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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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변위 대 하중 선도 슬리브와 안내관 인장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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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체결부3.2.5

가 지지격자와 안내관 체결.

용접 체결 및 확관 체결은 현재 상용 생산하는 부품에 쓰이는 방식이므로 용접 및 확관

에 의한 체결은 모형을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 무용접 체결 수단용 조임쇠를 이용한 그림.

체결구조 시편이 제작되었으며 체결력을 시험하였다 안내관과 지지격자의 기계적 체3.2.5-1 .

결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장비에서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인3.2.5-2 INSTRON .

장시험시 인장속도는 의 속도를 유지하였으며 하중을 이상으로 서서히 증0.05 inch/min 200 lb

가시켰으며 슬립이 발생하는지를 관측하였다 체결력 시험결과는 그림 과 같고 조임쇠. 3.2.5-3

의 형식에 따라 슬립이 발생하는 인장력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지지격자 개당. 1 750 lb

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내관 개당 최소 이상의 하중에서1 150 lb

건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공기중에서 이상의 하중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 15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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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변위 대 하중 선도 충격흡수관과 안내관 인장 시험( )



- 56 -

정할 수 있으나 고온 고압의 냉각수에 대한 건전성 여부는 추가 시험이 요구된다, .

그림 조임쇠를 이용한 체결구조3.2.5-1

그림 인장시험 수행 장면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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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넬 지지격자와 안내관의 체결-

하부 지지격자는 인코넬로 제작되므로 지르코늄 재질의 안내관과는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야한다 이러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은 슬리브가 고안되었고 이들 슬리. 3.2.5-4 ,

브류는 하부 지지격자와 용접되었다 이때 지지격자와 슬리브의 용접강도는 연료봉 성장에 의.

한 마찰력 및 노내에서 냉각수가 유입될 때 발생하는 힘에 대해 충분한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하부 지지격자에 용접되는 슬리브3.2.5-4

하부 지지격자는 기존의 지지격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물질 여과기능을 수GUARDIAN

행할 수 있으며 슬리브는 그림 와 같은 형상으로 가공되었으며 재료는 스텐인레스, 3.2.4.E-4

조임쇠 형(a) 1 조임쇠 형(b) 2

그림 조임쇠를 이용한 안내관과 안내관과 지지격자의 체결력 시험결과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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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이다 하부 지지격자와 슬리브가 용접된 시편은 그림 와 같다 하부지지격자를. 3.2.5-5 . 6x6

의 크기로 절개하였으며 그림 시편의 개수는 각각 개 및 개이다 각 슬리브는 하부, 3.2.5-5 4 2 .

지지격자의 안내관 셀에 있는 개의 용접 탭과 레이져 용접되어 있다8 .

시편(a) 1 시편(b) 2

그림 시편3.2.5-5

그림 의 시편에 대해 장비를 이용하여 용접부가 파괴되는 시점까지 인3.2.5-5 INSTRON

장하였다 각 시편에 대한 변위 하중곡선은 그림 과 같고 그림 의 시편에서. - 3.2.5-6 , 3.2.5-5(a)

파단이 발생한 최소 하중은 그림 와 같이 이다 그림 는 그림3.2.5-6(a) 270 lb . 3.2.5-6(a)~(c)

의 시편 종에 대한 결과로 슬리브의 용접부위에 파단이 발생하는 평균 강도는3.2.5-5(a) 3 294

이다 한편 그림 의 시편에 대한 슬리브의 용접부 파단강도는 그림 와lb . 3.2.5-5(b) 3.2.5-6(d)

같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의 시편의 경우 슬리브가 판재 형상으로 가700 lb . 3.2.5-5(b) ,

공되어 지지격자 용접 탭과의 용접성이 용이하여 용착부가 매우 견고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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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위 하중 선도3.2.5-6 -

연료봉3.2.6

① 연료봉 압축스프링 좌굴시험

그림 과 같이 플레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등피치로 설계된3.2.6-1 SMART

연료봉 압축스프링을 제작하였다 본 스프링은 피복관과 상부봉단마개 용접 시 스프링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에서는 피치 간격을 조밀하게 설계하였으며 플레넘공간을 최대한 확보R2 ,

하기 위해 과 구간을 부등피치로 설계하여 구간에서의 피치를 최대한 크게 한 것으로R3 R5 R4

스프링 회전수 감소로 인한 스프링 체적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형 형상특징3.2.6-1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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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특성을 갖는 연료봉 스프링은 상부봉단마개와 피복관 용접 시 상부봉단마개에 의

해 피복관 속으로 압축되는데 이때 스프링 좌굴에 의해 상부봉단마개 용접공정을 방해하거나,

피복관에 손상을 가하면 안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스프링 좌굴시험. 3.2.6-2

을 수행하였다.

그림 스프링 좌굴 시험3.2.6-2

스프링 좌굴시험은 제조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료봉 차 용접기에서 수행, KNF 2

되었으며 플레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모의 소결체를 삽입한 연료봉을 사용하였다 용(Plenum) .

접 후 연료봉 및 스프링 손상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실제 용접공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개. 100

의 연료봉스프링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으며 시험결과 스프링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으,

며 피복관과 스프링에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② 연료봉 봉단마개 선별시험

향후 핵연료의 고연소도 운전에 대비하여 연료봉내 핵반응 생성기체의 수용능SMART ,

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길이가 다른 중공의 상하부 봉단마개를 제3.2.6-3

작하여 용접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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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그림 봉단마개 시제품 용접시험3.2.6-3

용접 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를 수행하였으며 표 와 같이 모두 양Burst Test , 3.2.6-1

호한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시험결과3.2.6-1 vs

번호 Burst Test 설계기준 판정

1 8,870~9,600
연료봉 직경 기준 값

0.360 in 6,091 N

0.374 in 6,641 N

만족

2 8,580~8,760 만족

3 9,720~10,010 만족

4 9,590~10,420 만족

본 중공 상하부 봉단마개는 고연소 장주기 운전에 대비하여 중공형 봉단마개의 용접건전

성을 평가한 것으로 현 핵연료는 충분한 플레넘 공간이 확보되어있으므로 중실의, SMART

상하부봉단마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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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실용화 타당성 입증시험 및 성능평가3.3

본 절에서는 핵연료 주요 부품별 후보모형들에 대한 실용화 타당성 입증 시험SMART

및 평가를 통해 주후보모형이 선정된 과정과 주후보모형들에 대한 핵연료에의 적용SMART

타당성 평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핵연료의 각 부품별 주후보모형에 대한 설명은SMART

다음과 같다.

상단고정체는 핵연료집합체 상부를 구속하여 축방향 및 횡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핵연

료를 정위치에 오도록 하며 손상된 연료봉 교체 및 제거를 위해 해체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그 구성품으로는 패드 고정틀 두름판 스프링 덮. (Pad), (Top Plate), (Enclosure),

개 유로판 이 일체형인 개의 상단고정체 주조품 조의 누름스(Spring Clamp), (Adapter Plate) 1 , 4

프링 개의 누름스프링 고정핀 및 개의 누름스프링 이탈(Holddown Spring), 4 (Retaining Pin) 4

방지핀 으로 구성되어 있다(Capture Pin) .

지지격자는 상부 중간 혼합 및 하부지지격자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혼합지지격자를, , 4 .

제외한 모든 지지격자는 연료봉의 축방향 및 횡방향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스프링과 개의 딤플이 하나의 연료봉을 지지하는 점 지지형태를 갖는다 상부 및 하부지지4 6 .

격자는 인코넬 재질의 지지격자로써 핵연료 수명 말까지 스프링력을 유지하여 연료봉 진동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는 냉각수를 혼합시켜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혼합날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혼합날개의 패턴이 수력적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

어 지지격자의 유체유발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하부지지격자에 이물질 여과 기능. ,

을 추가함으로써 장형 하부봉단마개와 함께 이물질 여과 성능을 향상시켰다, .

하단고정체는 안내관 및 이물질 여과 지지격자가 안착되는 유로판과 삽입핀이 연계되며

원자로 하부판로부터 유로판을 지지하는 다리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스커트 부위로 구, (Skirt)

성된다 유로판은 전체 면적에 걸쳐 냉각수가 흐를 수 있는 유로구멍이 가공되어 있으며 유로. ,

구멍은 사각 모양으로 형성하여 하부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수 유로면적을 최대화 하였다 유로.

판의 중앙에는 계측관이 삽입 될 수 있는 구멍이 가공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안내관을 고정하

기 위한 안내관 구멍이 가공되어 있다 하단고정체에 결합된 안내관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유로판 상부는 수평으로 가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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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은 기존의 스웨이징 가공에 의한 단 튜브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균일한(swaging) 2

반경의 튜브 설계를 지향하였다 기존의 단 튜브는 충격흡수부를 스웨이징 하므로 단면적이. 2

감소되나 균일한 반경의 튜브는 기존의 단 튜브에 비해 횡방향 강성을 증가시켜 휨 저항 및, 2

좌굴에 대한 저항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료봉은 우라늄 소결체를 둘러싸고 핵분열 기체를 수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핵반응을

야기시키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그 형상은 기존 상용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봉

과 유사하다 피복관 치수는 지지격자 구조 및 우라늄 소결체 외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핵연료에 사용될 연료봉의 피복관은 형 핵연료 피복관과 동일한 외경 및SMART 17x17 WH

두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하부봉단마개는 하부지지격자의 이물질여과 성능 향상을 위.

해 장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연료봉 스프링은 핵분열 기체의 수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저체적 가변 피치 스프링으로 설계되었다 연료봉의 전체 길이는 감소한 핵연료집합. SMART

체의 높이와 연료봉 조사성장 길이를 고려하여 약 로 설정하였다2,254mm .

상단고정체3.3.1

상단고정체 주후보개념은 부품별로 누름스프링 스프링 덮개 유로판으로 구분된다 도출, , .

된 후보개념에 대한 선별 평가를 통해 주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주후보모형에 대한 최,

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주후보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가 상단고정체 주후보 선정 배경.

상단고정체 주요후보부품 특성 평가(1)

가 누름스프링( )

절에서 도출된 누름스프링 후보개념 총 종에 추가하여 누름스프링 후보모형 이3.2.1 6 -7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성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름스프링 후보모형1) -7

후보모형 은 그림 과 같이 기존 개의 누름스프링에서 맨 하부의 누름스프링을-7 3.3.1-1 3

제거하여 상부 개의 누름스프링만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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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누름스프링 후보모형3.3.1-1 -7

장점 집합체에 작용하는 수력들림력은 형 원자로 들림력에 비해 작을 것으- : 17x17 WH

로 예상되며 집합체 자체 무게만으로도 정상운전조건에서는 들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집합체 휨 및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상부 누름력을 최소화 하여 스프링 갯수. , ,

를 기존 개에서 개로 줄였으며 들림에 의한 저항력을 최적화 하였다 또한 기존에 비해 부3 2 , . ,

품수 감소로 제조성 및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누름스프링 덮개( )

도출된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개념은 총 종으로 각 후보부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유5

한요소 해석을 통한 응력 평가 등을 수행하여 주후보를 선정하였다.

다 유로판( )

도출된 유로판 후보개념은 총 종으로 각 후보부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유한요소 해3

석을 통한 응력 평가 등을 수행하여 주후보를 선정하였다.

상단고정체 주후보 선정(2)

가 누름스프링(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후보모형 를 주후7 -7

보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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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름스프링 덮개(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덮개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후보모형 를5 -5

주후보로 선정하였다.

다 유로판( )

상단고정체 유로판 후보모형은 총 종으로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후보모형 를 주후보로3 -2

선정하였다.

나 상단고정체 주후보 형상 및 특징.

누름스프링(1)

누름스프링 주후보모형과 기존 형 누름스프링과의 비교형상은 그림 과17x17 WH 3.3.1-2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후보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누름스프링의 개수가 기존 개에서 개. 3 2

로 감소한 것이다 집합체에 작용하는 수력들림력은 기존 형 원자로 들림. SMART 17x17 WH

력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합체의 무게만으로도 정상운전조건에서는 들림이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주후보모형 스프링은 비정상조건에서 집합체의 들림이. ,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집합체 휨 방지를 위해 최소의 누름력이 제공 되도록 하부의 스프링을,

제거한 개의 누름스프링만을 장착하고 있다2 .

누름스프링 개3 누름스프링 개2

(a) 17ACE7 주후보모형(b)

그림 누름스프링 과 주후보모형 비교3.3.1-2 17ACE7



- 66 -

누름스프링 덮개(2) (Holddown Spring Clamp)

누름스프링 덮개 주후보모형과 기존 형 누름스프링 덮개와의 비교형17x17 WH 17ACE7

상은 그림 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누름스프링 덮개의 상부에는 삽입구멍 가3.3.1-3 . 17ACE7

공을 위한 슬롯이 형성되어 있으나 주후보모형에는 슬롯이 없으며 핀 삽입용 원형의 구멍만,

상부에 형성되어 있다 기존 삽입구멍은 기계가공 툴에 의해 구멍을 형성하였으나 주후보모형. ,

은 방전가공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부의 슬롯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부 덮개의 건,

전성이 향상되었다.

(a) 17ACE7 주후보모형(b)

그림 누름스프링 덮개 과 주후보모형 비교3.3.1-3 17ACE7

유로판(3)

주후보모형과 기존 유로판 비교형상은 그림 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17ACE7 3.3.1-4 .

유로판 유로구멍은 한방향의 슬롯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나 주후보모형은 안내관 구멍17ACE7

들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후보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제품과의 제조방.

법 차이이다 주후보모형은 유로판과 두름판을 일체형 주조로 제작하도록 하여 기존의 용접공.

정을 제거하였으며 유로구멍형상까지 주조로 제작되어 구멍에 대한 추가적인 기계가공을 제,

거하였다 또한 유로구멍의 대칭 배치에 의해 응력을 균일하게 분포시켰으며 최대응력 부. 1/8 ,

위를 감소시켜 건전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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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ACE7 주후보모형(b)

그림 유로판 과 주후보모형 비교3.3.1-4 17ACE7

다 상단고정체 주후보 타당성 평가.

누름스프링(1)

주후보모형과 의 누름스프링의 하중 변위 거동 특성은 그림 와 같다 그림17ACE7 - 3.3.1-5 .

에서 보듯이 주후보모형의 누름력은 보다 최대 약 변위 일 경우 작게 평17ACE7 186 lbs( 1.8 in )

가 되었다 정상운전조건에서는 집합체의 무게만으로도 들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되.

었으며 비정상 운전조건에서는 기존 형 원자로 부하상실조건에서의 들림력과 상대 비교, WH

할 때 충분한 누름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집합체 들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좀, .

더 정확한 평가는 수력적 들림력의 최종값과 집합체의 조사량이 확정되면 수행 할 예정이다.

누름스프링에 대한 최종 거동 및 피로 특성은 시험을 통해 검증 할 예정이다.

그림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거동 특성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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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스프링 덮개(2)

누름스프링 덮개는 상부의 슬롯제거와 두께 증가로 인해 구조적 건전성이 향상되었다 기.

존 스프링 삽입홈은 개의 누름스프링이 삽입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후보모형의 누름스프3 ,

링 삽입홈은 개의 누름스프링만 삽입하도록 홈의 높이를 감소 시켰다 이로 인해 덮개 두께2 .

가 기존에 비해 스프링 하나 두께만큼 증가하여 구조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구조적 건전성 확인을 위해 덮개의 변형률 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

유로판(3)

유로판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과 같다 해석결과 기존 유로판보다 구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3.3.1-6 . 17ACE7 ,

기존 집합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무게로 인해 유로판의 응력 여유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

다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검증 및 최종 건전성 확인을 위해 유로판의 변형률 시험을 추가적으.

로 수행 할 예정이다.

그림 유로판 주후보모형 유한요소해석 결과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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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3.3.2

핵연료 지지격자의 주후보모형은 와 핵연료의 주요부품 및 개SMART HIPER X2-Gen

발시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부품들 중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SMART

핵연료 지지격자 주후보모형에 대한 형상 및 특징을 설명하고 주후보모형의 핵연료, SMART

에의 적용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지지격자 주후보 선정 배경.

지지격자 주요후보부품 특성 평가(1)

및 연료 개발 시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모형 및 최종 지지격자 모형을HIPER X2-Gen

핵연료 지지격자 후보모형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모형들 중에서SMART ,

핵연료 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후보모형들에 대한 스프링 특성SMART ,

정적 좌굴 특성 동적 좌굴 특성 프레팅 내마모성 유체유발 고주파 진동 제조성 혼합날개, , , , ,

패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지격자 주후보 선정(2)

도출된 지지격자 후보모형들에 대한 상기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핵연료 지지SMART

격자 주후보가 선정되었다.

상부지지격자 수직 궁형 스프링 및 수직 딤플을 갖는 상부지지격자- :

중간지지격자 카누형 스프링을 갖는 중간지지격자- :

혼합지지격자 연료봉 비접촉형 딤플을 갖는 혼합지지격자- :

하부지지격자 이물질여과형 하부지지격자- :

외부지지격자판 모서리 곡면 성형 자형 외부지지격자판- : L

혼합날개 패턴 수력적 균형을 이루는 선대칭 혼합날개 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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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지격자 주후보 형상 및 특징.

상부지지격자(1)

핵연료 상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은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와 그 형상 및SMART X2-Gen

설계 개념이 동일하며 형상은 그림 에 있다, 3.3.2-1 .

핵연료 상부지지격자는 연료봉 휨 방지를 위해 중간 및 하부지지격자에 비해SMART

상대적으로 작은 스프링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스프링 및 딤플 형상을 수직으로 배치하여 연,

료봉 장입시 연료봉 표면의 긁힘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MART .

수직 궁형 스프링-

수직 딤플-

연료봉 휨 방지 스프링력-

모서리 곡면 성형 자형 외부지지격자판- L

외부판 찢김 저항력 증대 내외부격자판 연결부-

그림 핵연료 상부지지격자3.3.2-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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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지격자(2)

핵연료 중간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은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와 그 형상 및SMART X2-Gen

설계 개념이 동일하며 형상은 그림 에 있다, 3.3.2-2 .

핵연료 중간지지격자는 지진 요건을 만족하는 내진 성능을 갖기 위해 좌굴SMART 0.3g

강도가 향상되었으며 연료봉과 지지격자 사이에 발생하는 프레팅 마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연료봉과 긴 선접촉을 하는 형상의 스프링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연료봉 장입시 연료봉 표,

면의 긁힘 또한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혼합날개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력적 균형을 이룬 선대칭 혼합날개 패턴이 적용되었다.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MART .

긴 선접촉 수직 카누형 스프링-

긴 선접촉 딤플-

향상된 내진 성능-

모서리 곡면 성형 자형 외부지지격자판- L

외부판 찢김 저항력 증대 내외부격자판 연결부-

수력적 균형을 이루는 선대칭 혼합날개 패턴-

그림 핵연료 중간지지격자3.3.2-2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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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지지격자(3)

핵연료 혼합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은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와 그 형상 및SMART X2-Gen

설계 개념이 동일하며 형상은 그림 에 있다, 3.3.2-3 .

핵연료 혼합지지격자는 중간지지격자 사이에서 추가적인 냉각수 혼합을 통해SMART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었으며 연료봉과 지지격자 사이에 발생하는 프레팅 마모,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연료봉과 긴 선접촉을 하는 형상의 딤플이 적용되었고 혼합날개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력적 균형을 이룬 선대칭 혼합날개 패턴이 적용되었

다.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MART .

긴 선접촉 딤플-

모서리 곡면 성형 자형 외부지지격자판- L

외부판 찢김 저항력 증대 내외부격자판 연결부-

수력적 균형을 이루는 선대칭 혼합날개 패턴-

그림 핵연료 혼합지지격자3.3.2-3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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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지지격자(4)

핵연료 하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은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와 그 형상 및SMART HIPER

설계 개념이 유사하며 형상은 그림 에 있다, 3.3.2-4 .

핵연료 하부지지격자는 이물질을 포획할 수 있는 이물질 여과 장치가 내부격자SMART

판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연료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에 미늘을 형성하여 연료봉,

하부봉단마개 그루브와의 간섭에 의해 연료봉의 축방향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MART .

미늘을 갖는 수직 카누형 스프링-

이물질 여과 장치 포함-

모서리 곡면 성형 자형 외부지지격자판- L

외부판 찢김 저항력 증대 내외부격자판 연결부-

그림 핵연료 하부지지격자3.3.2-4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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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지격자 주후보 타당성 평가.

스프링 특성 평가(1)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의 설계가 및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와 유사SMART X2-Gen HIPER

하므로 핵연료 상부지지격자 스프링력은 스프링 강성도는, SMART 2.2 - 5.3 lbs, 297 - 326

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중간 및 하부지지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스프링력lb/in .

및 강성도는 연료봉 성장을 허용하여 연료봉 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부지지격자에 적합한

것으로 본 상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의 스프링 특성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SMART

평가된다.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의 설계가 및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와 유사SMART X2-Gen HIPER

하므로 핵연료 상부지지격자 스프링력은 스프링 강성도는, SMART 5.7 - 13.9 lbs, 558 - 584

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핵연료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은 외경을lb/in . SMART .374 in

갖는 연료봉 지지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카누형 중간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으로 뿐, X2-Gen

만 아니라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에도 기 적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HIPER ,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의 설계가 및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와 유사SMART X2-Gen HIPER

하므로 핵연료 혼합지지격자 딤플 강성도는 일 것으로 예측된다, SMART 1647 - 2300 lb/in .

본 핵연료 혼합지지격자 딤플 특성은 뿐만 아니라 핵연료 혼합지지SMART X2-Gen HIPER

격자에도 기 적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 SMART

가된다.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의 설계가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와 유사하므로SMART HIPER ,

핵연료 하부지지격자 스프링력은 스프링 강성도는SMART 6.2 - 13.0 lbs, 590 - 616 lb/in

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하부지지격자는 핵연료 집합체 수명 말에 최소 이상의. 1 lb

스프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물질여과형 하부지지격자의 경우 수명 초에 의 스, 4-10 lb

프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핵연료 하부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은 이러한 이물. SMART

질여과형 하부지지격자로서의 특성이 만족되도록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에 기 적용되어HIPER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SMART .

정적 좌굴 특성 평가(2)

지지격자는 연료봉 장입 공정 시 지지격자를 고정하는 치구의 고정하중을 견뎌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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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집합체 이송 시 운반용기 내의 고정 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정하중 또한 견뎌야 한다.

이러한 하중에 대한 지지격자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지격자 정적 좌굴 특성에 대한 평가

가 수행된다.

현재 양산용 경수로용 핵연료 운반용기의 지지격자 고정장치의 하중은 이며 연211 lbs ,

료봉 장입공정의 지지격자 고정장치 하중은 이다282 lbs .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의 최소 정적좌굴강도는 로 상기 고정장치HIPER 16x16 1,321 lbs

하중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며 핵연료 상부지지격자는 배열로써 좌굴강도를, SMART 17x17

지지하는 지지격자판이 에 비해 장 더 존재하며 지지격자판 두께 및 높이HIPER 1 , 0.0105 in

그리고 경납땜 공정이 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상부지지격자보다 정적좌1.522 in HIPER HIPER

굴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상부지지격자 주후보모형의 정적 좌굴 특성. , SMART

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의 최소 정적좌굴강도는 로 상기 고정장치HIPER 16x16 2,037 lbs

하중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며 핵연료 중간지지격자는 배열임을 제외하고는, SMART 17x17

지지격자판 두께 및 높이 그리고 레이저용접 공정이 의 경우와 동일0.018 in 2.100 in HIPER

하므로 중간지지격자보다 정적좌굴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간지지격HIPER , SMART

자 주후보모형의 정적 좌굴 특성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의 최소 정적좌굴강도는 로 상기 고정장치HIPER 16x16 1,051 lbs

하중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며 핵연료 혼합지지격자는 배열임을 제외하고는, SMART 17x17

지지격자판 두께 및 높이 그리고 레이저용접 공정이 의 경우와 동일0.018 in 1.620 in HIPER

하므로 혼합지지격자보다 정적좌굴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어 혼합지지격자HIPER , SMART

주후보모형의 정적 좌굴 특성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의 최소 정적좌굴강도는 로 상기 고정장치HIPER 16x16 2,107 lbs

하중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며 핵연료 하부지지격자는 배열임을 제외하고는, SMART 17x17

지지격자판 두께 및 높이 그리고 경납땜 공정이 의 경우와 동일하므0.0105 in 1.922 in HIPER

로 하부지지격자보다 정적좌굴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어 하부지지격자 주HIPER , SMART

후보모형의 정적 좌굴 특성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

동적 좌굴 특성 평가(3)

발전소의 지진 및 냉각제 상실 사고 해석 시 필요한 지지격자의 동적 좌굴 강도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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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진 및 냉각제 상실 사고 해석을 통해 구해진 지지격자에 미치는 충격하중을 실제 지지격

자가 견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지격자 동적 좌굴 강도 특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다.

현재 핵연료에 대한 지지격자 동적 좌굴 특성 평가가 완료되어 지진 조건에HIPER 3g

대해 지지격자들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핵연료에 대한 지진 해석이HIPER , SMART

수행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 대비 핵연료 지지격자가17x17 SMART

갖는 동적 좌굴 특성이 동등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핵연료 지지격자 동적 좌굴 특성SMART

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적 좌굴 강도 특성 평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배열인 핵연료 지지격, 16x16 HIPER

자에 비해 핵연료 지지격자들은 배열을 하고 있으며 좌굴 강도에 영향을 미SMART 17x17 ,

치는 그 밖의 요소 즉 지지격자판 두께 높이 제조 방법 등이 상부 중간 혼합 및 하부지지, , , , ,

격자 각각에 대하여 동일하므로 지지격자에 비해 정적 및 동적 좌굴강도가 클 것으로, HIPER

예측 된다.

특히 동적 좌굴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지지격자의 경우 핵연, , 16x16 HIPER

료 중간지지격자의 동적좌굴강도는 로서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 중간지지격자5902 lbs 17x17

의 동적좌굴강도인 보다 크며 핵연료 중간지지격자가 핵연료와 유5,528 lbs , SMART HIPER

사하나 그 배열이 이고 핵연료 길이가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에 비해 절반 수준17x17 17x17

으로 집합체 횡방향 강성도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간지지격자의 동적좌굴강, SMART

도는 중간지지격자 동적좌굴강도보다 크고 지진 해석 결과로 구해지는 중간지지격자HIPER

에 작용하는 좌굴 강도는 웨스팅하우스형 중간지지격자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17x17 ,

중간지지격자의 동적 좌굴 특성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SMART SMART .

프레팅 내마모성 평가(4)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과 연료봉 표면사이의 프레팅에 의한 마모량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Wear Volume = Wear Coefficient x Work Rate x Time

만일 서로 다른 두 가지 연료에 대하여 마모 유발 에너지인 와 마모 발생 특Work Rate

성을 나타내는 및 마모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후보 모형 간Wear Coefficient Wear

도 역시 같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마모부피가 발생하지만 스프링과 딤플의 형상Volume .

차이에 따라 연료봉에 발생하는 마모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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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 조건을 모사한 프레팅 마모 시험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연료의 프레

팅 마모 유발 진동과 그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마모 부피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각 연료의 스프링 및 딤플에 의해 발생되는 연료봉 마모 깊이를 비교함으로써 내마

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및 의 연료봉 두께는 이며 경향분석을 위해SMART PLUS7 0.0225 (0.374-0.329) in ,

까지의 연료봉 마모 깊이에 대하여 및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0.010 in PLUS7 SMART

플의 마모 부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3.3.2-5 .

그림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마모부피 마모깊이3.3.2-5 VS.

그림 에서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연료봉에 대한 마모 부피가3.3.2-5 SMART

동일한 마모 깊이에서의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마모 부피에 비해 큼을 알PLUS7

수 있고 이는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경우 동일한 마모 발생량에 대해 연, SMART

료봉에 상대적으로 적은 마모 깊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모부피 미모깊이, vs.

비교 측면에서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이 의 경우보다 우수한 것을 알SMART PLUS7

수 있다.

연료봉 장입시 연료봉 표면에 긁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연료봉 장입방향 끝단 에 을 주로 하지만 이 경우 에(Edge) Coining , Cold Working

의해 경화된 부는 연료봉 프레팅 마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Coining .

상부지지격자는 스프링 및 딤플이 모두 수직형으로 연료봉 장입 방향에 대하여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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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곡면부가 연료봉 장입을 받아들이므로 연료봉 장입시 긁힘Edge

현상이 최소화 될 뿐만 아니라 프레팅 마모 저항성에도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MART

중간지지격자 스프링은 카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연료봉 장입시 연료봉에 최초 접촉하는 부,

위가 스프링의 가 아닌 부드러운 곡면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간지지격자 딤플은Edge .

수평형으로 형성되어 가 연료봉 장입방향을 향해 있지만 를 각진 이 아닌Edge , Edge Coining

곡면이 되도록 가공하여 연료봉 장입시 긁힘 현상을 최소화 하고 프레팅 마모 저항성에도 유

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혼합지지격자의 딤플은 중간지지격자의 딤플과 동일한. SMART

이 적용된다 하부지지격자의 스프링과 딤플은 연료봉 하부봉단Edge Conditioning . SMART

마개에 접촉되도록 설계하여 연료봉 프레팅 마모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끝단 형상이 연료봉 프레팅 마모에 미치는, SMART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피로 특성 평가(5)

핵연료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은 및 핵연료 중간지지격SMART X2-Gen HIPER

자의 스프링 및 딤플과 그 형상 및 크기가 거의 같다 따라서 스프링 특성도 유사하며 연료. , ,

봉 장입 시 발생하는 응력 분포 또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에 대한 상세한 피로 특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보수적인HIPER ,

평가로써 응력의 두 배를 적용한 피로 특성 평가에서는 피로 수명 계수가 정도로 계산0.0007

되었고 피로 응력 적용 주기의 두 배를 적용한 평가에서는 피로 수명 계수가 정도로0.000006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핵연료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피로 수명 계수는 기준인, SMART 1.0

보다 충분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지지격자의 피로 특성은 핵연료에, SMART SMART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부격자판 찢김 저항성 평가(6)

핵연료의 모든 지지격자 외부격자판은 그림 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SMART 3.3.2-6

다 연료 취급 시 핵연료집합체간 걸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 외부면 속으로 연장되어. ,

지지격자 걸림을 방지하는 가이드 베인의 길이를 증가시켰으며 지지격자 모서리부의 불연속,

면을 제거하기 위한 자형 외부격자판 형태를 갖으며 모서리부 상하단의 형상을 부드러운 곡L ,

면으로 성형하여 모서리부에 의한 걸림 방지를 강화하였고 지지격자간 걸림이 발생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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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격자판 파단 강도를 증가시켜 손상을 최소화 하기위해 내외부격자판간 용접부를 가이드

베인과 탭쪽으로 연장하여 파단 강도를 증가시켰다.

그림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마모부피 마모깊이3.3.2-6 VS.

본 절에서는 지지격자 외부격자판의 기하학적 형상에 기초하여 핵연료 취급 시SMART

발생 가능한 지지격자간 걸림 및 그에 의한 찢김 발생시 저항성을 평가하였으며 핵, SMART

연료 지지격자 주후보모형들의 외부격자판은 핵연료에 적용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SMART

다.

혼합날개 패턴 평가(7)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연료봉 주변의 냉각수 흐름을 혼합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열적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 및 혼합 지지격자에 장착되는 혼합날개는 그 형상 자체도 중요하

지만 지지격자체 전체에 배열된 혼합날개의 패턴 역시 중요하다 혼합날개는 냉각수 흐름을.

혼합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며 이 힘들이 지지격자 중

심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발생시켜 지지격자의 진동을 초래하게 된다 핵연료 지지격. SMART

자의 혼합날개 패턴은 지지격자 중심에 대한 모멘트 합이 최소화되도록 구성되어 모멘트에 의

한 진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조성 평가(8)

상부 및 하부지지격자는 재질의 판재를 사용하며 프레스 공정을 거쳐SMART Inc-718 ,

지지격자판이 제조되고 원활한 경납땜 공정 적용을 위해 지지격자판 표면에 니켈 도금을 입히

며 경납땜과 열처리 공정을 거쳐 지지격자체가 된다 경납땜 및 열처리 공정은 의 기존, . KNF



- 80 -

양산용 장비를 사용한다.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는 혹은 재질의 판재를 사용하며 프레스SMART ZIRLO HANA ,

와 열처리 공정을 거쳐 지지격자판이 제조되고 레이저용접 공정을 거쳐 지지격자체가 된다, .

레이저용접 공정은 의 기존 양산용 장비를 사용하며 레이저용접 공정의 치구와 용접 프KNF ,

로그램은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용으로 개발된다 또한 프레스 공정 중에 균열이 발SMART . ,

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의 딤플에 대하여 그 곡면 성형부에 균열 방지

형상을 적용하여 제품 손실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지지격자 외부격자판은 한쪽은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자 형태로 굽힘 가공되SMART L

며 굽힘부 상하단 모서리에 걸림 방지용 곡면 성형 가공이 이루어지며 굽힘부 주변의 셀 피, ,

치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굽힘부 인접 셀에 스프링을 성형하고 판의 양 끝단을 자 형태, Z

로 굽힘 가공하는 등 고난이도의 다양한 판금 가공 기술이 개발 및 적용되었다.

지지격자 내부격자판은 조립공정에서의 오류 방지와 작업자의 편의성을 증진시SMART

키기 위해 내부격자판 끝단셀 모서리에 지지격자판 아이템 번호를 각인하였다 또한 동일 형. ,

태의 이종 재질 지지격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오류 방지를 위해 중간 및 혼합지지격X-Gen

자 외부격자판에 혹은 등 재질 표기를 각인하도록 하였다ZIRLO HANA .

하단고정체3.3.3

하단고정체는 그 외형상 안내관 및 이물질 여과 지지격자가 안착되는 유로판과 Core

이 삽입되고 로부터 유로판을 지지하는 와 를 연결하Insert Pin Lower Core Plate Leg, Leg Leg

는 부위로 구성된다 유로판은 전체 면적에 걸쳐 냉각수가 흐를 수 있는 유로구멍 이 가Skirt .

공되어 있으며 유로구멍의 크기에 따라 하단고정체의 이물질 여과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유.

로판의 중앙에는 계측관이 삽입 될 수 있는 구멍이 가공되어 있고 안내관을 고정하기 위한 안

내관 구멍이 개소 가공되어 있다 하단고정체에 결합된 안내관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24 .

위해 유로판 상부는 수평으로 가공되어 있다 는 의. Leg Lower Core Plate Core Insert Pin

이 삽입 될 수 있도록 이 대각선으로 쌍이 가공되어 있고 의Alignment Hole 1 Core Insert Pin

삽입이 용이하도록 모따기 가공되어 있다 는 와 사이를 연결하여 구조적 건전. Skirt Leg Leg

성을 보조한다.

핵연료 하단고정체의 주후보모형의 외형적 치수는 형 핵연료인 의SMART WH 17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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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부위의 형상은 핵연료 개발 시 도출된 하단고정체X2-Gen

후보부품들 중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S 핵연료 하단고정체 주후MART

보모형들에 대한 형상 및 특징을 설명하고 주후보모형들의 핵연료에의 적용 타당성, SMART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하단고정체 주후보 선정 배경.

하단고정체 주요후보부품 특성 평가(1)

연료 개발 시 도출된 하단고정체 후보모형을 핵연료 하단고정체 후보X2-Gen SMART

모형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하단고정체 후보모형들 중에서 핵연료 하단고정체, SMART

주후보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하단고정체의 각 구성부분을 유로판 등으로 나누어, Skirt, Leg

각각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응력 평가를 수행하여 각 구성품의 주후보

모형을 도출하였다.

하단고정체 주후보 선정(2)

도출된 하단고정체의 각 부분 형상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핵연료 하단SMART

고정체의 주후보모형이 선정되었다.

유로판 사각 대형 유로구멍을 갖는 유로판- :

기존의- Skirt : 을 제거한Side Flow Hole Skirt

와 사이의 걸림을 최소화한- Leg : Skirt Leg Leg

나 하단고정체 주후보 형상 및 특징.

유로판(1)

핵연료 하단고정체 유로판 주후보모형은 핵연료 하단고정체 유로판과SMART X2-Gen

그 형상 및 설계 개념이 동일하며 형상은 그림 에 있다3.3.3-1 .

유로판 주후보모형은 사각형의 유로구멍을 적용하고 있다 사각형의 유로구멍은. H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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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개발 시 하단고정체에 적용한 형상으로 유로구멍 형상 중 가장 넓은 유로 단면적을 제

공하는 유로구멍 형상이다 유로판 전체의 유로구멍을 대형 사각 유로구멍으로 가공할 경우.

안내관을 결합하기 위한 및 와 간섭이 발생하므로 안내관 주변의 우로홀은Counterbore Skirt

한 면이 곡면으로 가공된 삼각형 형상의 유로홀을 각 안내관 구멍당 개씩 가공하였고4 Skirt

와 접하는 최외곽의 유로구멍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상을 적용함으로서 안내관 구멍

이 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로구멍의 크기가 대형이므로 하단고정체의 이물질 여과Skirt .

성능은 기대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이물질 여과 지지격자와 결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단고정체의 경우 이물질여과 하부 지지격자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X2-Gen

하여 유로판의 두께를 기존의 형 하단고정체보다 약 감소시켰다WH 17ACE7 1mm . SMART

핵연료의 경우 과 동일한 형상의 이물질 여과 지지격자가 적용되므로17ACE7 P-Grid 17ACE7

과 동일한 유로판 두께 및 하단고정체 높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단고정체의. , SMART

높이와 유로판 두께 치수는 과 동일하며 핵연료와 비교하면 크다17ACE7 X2-Gen 1mm .

(2) Skirt

주후보모형은 그림 와 같으며 기존핵연료 하단고정체의 형상에서Skirt 3.3.3-2 Skirt Side

을 제거한 형상으로 을 통한 이물질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제조공Flow Hole Side Flow Hole

정을 단순화한 후보모형 형상이다.

의 은 원자로 하부의 우회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와 바Skirt Side Flow Hole

닥 사이의 간격에 냉각수의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용되어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또

한 이를 통한 이물질의 이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핵연료에서 적용된X2-Gen

그림 사각 유로홀을 적용한 주후보모형 형상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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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보형상과 마찬가지로 을 제거하였다 또한 을 제거Skirt Side Flow Hole . Side Flow Hole

함으로서 의 기계적 건전성이 보다 기존의 형상에 비하여 양호해 졌다Skirt Skirt .

(3) Leg

하단고정체 의 주후보모형은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와SMART Leg 3.3.3-3 Leg

와의 경계부위의 모서리를 연료 장입시 걸림을 최소화 하는 형상으로 가공한 후보모형Skirt

이다 하부의 모따기 형상 끝단을 와 사이의 라운드 가공의 모서리까지 연장하. Skirt Leg Skirt

여 기존에 모따기 끝과 라운드 가공과의 간섭에 의하여 생기는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가공으

로 처리한 후보모형이다.

기존핵연료 모서리(a) Leg-Skirt 주후보모형 모서리(b) Leg-Skirt

그림 모서리3.3.3-3 Leg-Skirt

다 하단고정체 주후보 타당성 평가.

그림 을 제거한 형상3.3.3-2 Side Flow Hole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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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고정체 기계적 건전성 평가(1)

하단고정체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는 및 상황에 하단고정Condition I, II Condition III, IV

체에 가해지는 하중조건에서 응력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각 조건에서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하단고정체의 기계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하단고정체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는 하단고정체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SMART X2-Gen

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의 감소에 따른 핵연료집합체 무게감소- Active Region

하단고정체 높이 변경을 위한 유로판 두께 변경-

과1) Condition I II

의 조건 중 하단고정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가장 큰 상태를 적용Condition I, II Shipping

하여 해석하였다 핵연료집합체의 무게 의 무게 를 고려하여 이에. SMART 844.7lbs CRA 89lbs

해당되는 하중인 가 안내관 접촉면에 고르게 분포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한4g 3734.8 lbs

결과 그림 와 같이3.3.3-4 Pm+Pb 는 로 설계기준인+Q 17.03 ksi Pm, Pm+Pb, Pm+Pb 값인+Q

를 모두 만족하였다20ksi, 30ksi, 60ksi .

하중의 응력분포(a) 3734.8lbs 최대응력 발생부위(b)

그림 응력강도 분포3.3.3-4. Condition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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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2) Condition III IV

핵연료집합체의 과 하중조건은 상태에서의SMART Condition III IV LOCA Blowdown

상황 및 핵연료집합체의 무게를 고려하여 에서의 의 하중조건인17ACE7 Condition III, IV

를 적용하여 그림 와 같이 해석하였다 조건의 하중이 하단고1280lbs 3.3.3-5 . Condition III, IV

정체 유로판 상부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 Pm+Pb 는 로 설계기준인+Q 44.54 ksi Pm, Pm+Pb

값인 를 모두 만족하며 하중이 안내관 접촉면에 작용하는 경우39.36ksi, 59.04ksi , Pm+Pb 는+Q

로 마찬가지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였다58.35 ksi .

하중이 하단고정체 상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의 응력분포(a) 12800lbs

하중이 안내관 접촉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의 응력분포(a) 12800lbs

그림 응력강도 분포3.3.3-5.. Condition III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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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조 및 제조성 평가(2)

선정된 각 후보모형의 형상으로 그림 과 같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제조방법은3.3.3-6 .

기존의 부와 유로판 부를 용접하는 방식에서 하단고정체 전체를 단일주조 하는 방식Skirt-Leg

으로 변경하여 기존 제조방법에 비해 용접가공에 소요되는 불량률 및 소요시간을 개선하였으

며 복잡한 형상의 유로구멍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가공 시간을 보상하였다 실제 그림.

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의 핵연료집합체의 하단고정체3.3.3-6 17ACE7

가공시간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하단고정체 제조 방식은 선행 개발된 및 기 연. HIPER

소된 형 핵연료의 하단고정체 제조에 사용된 바 있다Guardian .

그림 시제품 형상3.3.3-6.

기존의 원형 유로구멍에서 복잡한 사각 유로구멍을 적용하였으나 그림 에서 보이3.3.3-7

는 바와 같이 양호하고 균일한 유로구멍의 가공이 가능하였다.

그림 사각 유로구멍 가공결과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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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 후보모형으로 선정한 이 없는 를 적용하였으며 결과는Skirt Side Flow Hole Skirt

그림 과 같다3.3.3-8 .

그림 이 없는3.3.3-8. Side Flow Hole Skirt

와 가 접하는 부위는 그림 의 기존 핵연료와의 비교사진에서 보이듯이Leg Skirt 3.3.3-9

의 모따기와 일체화하여 형상을 단순화 시켰으며 집합체 장입 인출시 걸림을 최소화 하Skirt ,

고 와 가 접하는 부위의 응력을 분산시켜 기계적 건전성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Leg Skirt .

그림 시제품의 모서리3.3.3-9. Leg-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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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 및 계측관3.3.4

가 주후보 선정 배경.

안내관과 계측관은 핵연료의 골격을 형성하며 제어봉 및 계측기가 삽입되는 통로이다, .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의 경우 균일한 직경의 안내관 내부에 충격흡수관을 삽입한 이중 튜브

구조의 안내관을 사용하여 휨 저항성 및 핵연료의 구조적 강도가 향상되었다 핵연. SMART

료는 기존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와 마찬가지로 이중 튜브 형상의 안내관을 구현하여 구조적

강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의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은 벌치 공법에 의.

해 체결된다 현재 사용중인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의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은 하부지지격자와.

별개로 체결되므로 조립방법이 번거롭고 핵연료는 이러한 번거로움를 해결한 체결, SMART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나 안내관 및 계측관 타당성 평가.

핵연료의 안내관 및 충격흡수관은 벌지를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벌SMART ,

지의 체결강도는 연료봉의 조사 성장 및 열팽창 차이로 발생하는 외부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웨스팅하우스형 핵연료는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의 벌지와 안내관과 하부지

지격자 슬리브와의 벌지를 별개로 하므로 골격체 조립과정이 번거롭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

고자 하부지지격자 스트랩의 하부에 인서트를 용접하여 안내관이 인서트 안쪽으로 삽입되도록

하였다 삽입된 안내관의 하부에는 암나사가 있는 안내관 마개가 있으며 안내관 나사를 이용.

해 하단고정체와 체결한다 또한 기존 핵연료는 안내관과 충격흡수관에 개별적인 마개를 사용.

하였으나 핵연료의 경우 단일 안내관 마개를 사용하여 부품의 단순화를 도모하였다SMART .

안내관의 주 역할인 제어봉낙하와 관련한 평가는 후술할 충격흡수관에서 설명하였으며,

만족스런 결과를 보이느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어봉 낙하시 제어봉의 끝단은 안내관 나사의.

끝단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내관, 25mm .

의 내외경은 현재 상용핵연료와 동일하며 운반 및 취급하중 노내 연소중의 하중 제어봉 낙, , ,

하와 관련된 피로 평가 내진 하중을 고려하여 안내관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평가하였으며, ,

모든 조건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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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격흡수관 타당성 평가.

충격흡수관은 제어봉 낙하시의 하중을 흡수하는 부품이며 원자로 조건에서 제, SMART

어봉의 낙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가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충격력 이외에 낙.

하시간에 대한 허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낙하할 수 있는 길이의 충격흡수관이 개

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흡수관의 길이를 변수로 하여 낙하시간 및 충격강도를 평.

가하였으며 각 길이 변수에 대한 결과는 표 와 같다 핵연료의 노심 유효영역3.3.4-1 . SMART

까지의 낙하 시간은 초 이내로 제한되며 표 의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후보의90% 2.5 , 3.3.4-1

낙하시간 기준은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충격하중과 관련하여 기존 상용 노심의 낙하.

충격은 이다 표 의 결과에서 보듯이 충격흡수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낙하 충격1148 lb . 3.3.4-1

량은 증가한다 또한 충격흡수관의 길이는 첫 번째 중간 지지격자의 슬리브까지의 거리와 안.

내관 유로구멍과의 유격과 제조 공차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의 충격흡수관으로 결정20.76 inch

하였다.

표 충격흡수관 길이에 따른 낙하시간 및 충격력 분석3.3.4-1

연결 및 체결부3.3.5

가 중간 상부 및 혼합 지지격자와 안내관의 체결. ,

핵연료의 중간 및 혼합 지지격자와 안내관의 체결 방식은 용접 무용접 및 확관SMART ,

체결의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무용접 체결 방식은 안내관의 표면이나 슬리브에 별도의 장.

치가 필요하며 냉각수에 저항을 유발 할 수 있다 무용접 체결 방식에 대한 적용성은 핵연료.

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제하였다 용접 체결 방식은 안내관의 수가 적은 핵.

연료의 경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의 안내관 및 계측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25

서는 용접 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확관 체결 방식은 현재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에 사용.

되는 모든 핵연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다 따라서 핵연료의. SMART

중간 상부 및 혼합지지격자와 안내관의 체결은 확관 체결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

충격 흡수관 길이 (inch) 완전삽입 낙하 시간 (sec.) 낙하 충격 (lb)

19.605 1.376 1209

20.105 1.386 1198

20.605 1.396 1183

21.105 1.406 1175

21.605 1.416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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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부 지지격자와 안내관의 체결.

하부 지지격자는 인코넬로 제작되므로 지르코늄 재질의 안내관과는 확관에 의한 체결방

법과 기계적 체결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부 지지격자는 이물질 여과 장치를 포함하는.

핵연료의 개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물질 여과 장치가 결합된 하부 지지격자HIPER .

스트랩의 하부는 하단고정체로부터 일정거리 만큼의 유격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확관에 의한 체결보다는 기계적인 체결 방식을 사용함이 적절하

며 그에 필요한 인서트를 고안하였다 상기 단품을 하부지지격자의 스트랩에 끼워 점용접하면, .

하부지지격자 집합체가 완성되며 안내관 집합체를 삽입하면 안내관 마개와 하부지지격자 하, ,

단고정체를 나사체결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조립할 수 있다.

상기의 체결 방법은 기 검증된 방법이므로 별도의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하부지지,

격자와 인서트의 점용접 강도를 평가한 결과 충분히 여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상부 지지격자 안내관 및 상단고정체의 체결. ,

상부 지지격자는 인코넬로 제작되므로 지르코늄 재질의 안내관과는 확관에 의한 체결방

법과 기계적 체결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다 상부 지지격자는 안내관 및 상단고정체 인서트와.

확관 체결을 위해 상부지지격자 슬리브를 안내관 및 상단고정체 인서트와 확관시켜 체결을 할

수 있다 상단고정체 인서트는 상부 지지격자의 슬리브와의 체결 뿐 아니라 상단고정체의 이.

탈을 방지하는 락 튜브 가 삽입되어 최종 집합체 조립이 완성된다 락 튜브를 사(Lock Tube) .

용한 상단고정체의 체결 방식은 기 검증된 체결 방식으로 핵연료에 대해서도 체결SMART

건전성이 충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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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3.3.6

핵연료용 연료봉의 주요 부품은SMART UO2 소결체의 차 방호 역할을 수행하는 피복1

관과 연료봉 상하부에 용접되는 상하부봉단마개 그리고 핵연료 이송 시 UO2 소결체의 파손을

방지하는 플레넘 스프링 등이다 이들 주요 부품들은 주후보모형들은 복수의 후보모(Plenum) .

형 중에서 성능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적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

가 연료봉 주후보 선정.

도출된 연료봉 주후보모형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피복관 고유소재 피복관- : (HANA)

플레넘 스프링 가변 피치를 갖는 저 체적 코일 형 스프링- : (Coil)

하부봉단마개 이물질여과 성능 향상을 위한 장형 봉단마개- :

상부봉단마개 연료봉 취급 장비와의 양립성이 입증된 상부봉단마개- :

나 연료봉 주후보 형상 및 특징.

피복관(1)

핵연료봉에 상용될 피복관은 상용 형 핵연료 집합체에 사용되는SMART WH 17x17

직경의 계열의 피복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질은 향후 원자로의9.5mm Zirconium . SMART

해외 수출에 대비하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고유소재인 HANATM 합금을 이용하여

제조할 예정이다 피복관 제조는 합금 튜브의 필거링 기술을 보유한 한전원자력연. Zirconium

료 에서 이루어지며 이미 소재 피복관 제조에 대한 공정TSA(Techno Special Alloy) , HANA

자격인증 시험을 완료하였다 현재 영광 발전소에서 진행 중인 시범연료봉의 차 연소. HANA 2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성장 및 부식성능 등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최종 열처리 조건을 적

용하여 제조할 예정이다.

플레넘 스프링(2)

핵연료 이송 및 취급 시 연료봉내의 UO2 소결체 움직임을 방지하여 소결체 파손에 의한

등의 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결체와 상부봉단마개 사PCI(Pellet Cladding Intera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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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 에 스프링을 설치한다 핵연료봉의 경우도 상기의 목적으로(Plenum) . SMART Plenum

공간에 코일 형 스프링을 설치하였다 핵분열시 발생되는 핵반응 생성 기체를 원활하게(Coil) .

수용하고자 가변 피치 스프링을 설계하였으며 스프링 누름력 좌굴(Variable Pitch) , ,

피복관과의 여유 등 스프링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다수의 후보모형 중 스프링 체(Buckling),

적을 고려하여 그림 과 주후보 스프링을 제작하였다3.3.6-1 .

그림 연료봉 스프링3.3.6-1 SMART Plenum

연료봉 차용접 시 발생할 수 있는 좌굴을 방지하고자 그림 의 구간은 조밀하2 3.3.6-1 R2

고 균일한 피치를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과 구간에 천이구간을 설치하고 의 피치를, R3 R5 R4

최대한 크게 설계하여 저 체적 스프링을 설계하였다.

하부봉단마개(3)

연료봉 하부봉단마개는 피복관 하단에 용접되어 소결체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용접강도를

만족하기위해 기 입증된 저항용접 방식으로 피복관과 용접하였다 연료봉 하부봉단마개는 하.

부지지격자 이물질여과장치와 연계하여 핵연료 집합체 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핵연료의 이물질 여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착된. SMART

하부지지격자를 고려하여 장형의 봉단마개를 채용하였으며 용접 및 파열 시험 등을SMART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그림 는 연료봉 하부봉단마개의 형상이다. 3.3.6-2 SM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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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봉 하부봉단마개3.3.6-2 SMART

상부봉단마개(4)

연료봉 상부봉단마개는 피복관 상부에 용접되며 연료봉 인출 시 인출장비와 호환성을 유

지해야 한다 상부봉단마개는 제조 편의성을 위해 기존 상용 핵연료 및 와. (PLUS7 17ACE7)

호환이 가능한 동일한 상부봉단마개를 채용하였다 재질 피복관과의 용접 공정도 이미. HANA

공정자격인증시험을 통해 그 제조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은 연료봉 상부봉단마. 3.3.6-3 SMART

개 형상이다.

그림 연료봉 상부봉단마개3.3.6-3 SMART

다 연료봉 주후보 타당성 평가.

연료봉 스프링 스프링력 평가(1)

연료봉 스프링은 핵연료 이송 및 취급 시 연료봉내에 장입된 소결체 전체 무게의 배 이4

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스프링력이 요구된다 소결체가 장전되는 유요영역. (Active

의 길이는 이며 여기에 장전되는 소결체 전체 무게는 약 이다 그러Region) 2,000 mm , 1.1 kg .

므로 연료봉 스프링은 의 배인 이상의 스프링력을 나타내야한다 집합체 제조1.1 kg 4 4.4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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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료봉 부품의 치수 및 무게 공차를 최악으로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연료봉은SMART

이상의 누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4.48 kg .

스프링 좌굴 평가(2)

연료봉 스프링 주요 설계 요건 중 하나는 연료봉 차용접 시 스프링의 좌굴이Plenum 2

발생하여 피복관 및 상부봉단마개 용접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스프링 좌굴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실제 스3.3.6-4 .

프링과 맞닿는 상부봉단마개와 소결체 면이 평평하여 좌굴선도 그림 의A ( 3.3.6-4 Bucking

를 기준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나 더 보수적으로 한쪽은 둥근 구면이라고 가정한 좌굴Limit A) ,

선도 그림 의 를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충분한 좌굴 여유도가 있B ( 3.3.6-4 Buckling Limit B)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연료봉 스프링 좌굴 평가3.3.6-4 SMART

상하부봉단마개 용접성 평가(3)

상부봉단마개는 기존 상용 핵연료 집합체 사용되고 있는 상부봉단마개와 동일한 부품을

주후보로 채택하였으며 하부봉단마개는 이물질여과 성능 향상을 위해 장형 봉단마개를 채용,

하였다 이들 봉단마개는 피복관과의 용접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후보모형 시제품을 제작하.

여 용접 시험 후 용접부 용접 깊이 검사 및 파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 용접(Burst) ,

부가 충분히 침투되었으며 파열시험 결과 설계요구치인 이상의 파열강도를 나타내는, 6,64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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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었다 파열시험 및 용접부 절단면 사진은 그림 와 같다. 3.3.6-5 .

상부봉단마개 파열시험 결과(a) 하부봉단마개 파열시험 결과(b)

상부봉단마개 용접부 절단면(c) 하부봉단마개 용접부 절단면(d)

그림 연료봉 파열시험 및 용접부 절단면3.3.6-5 SMART

제조성 평가(4)

연료봉 피복관은 한전원자력연료 에서 필거 공정을 통해 제조하며SMART TSA (Pilger) ,

를 포함한 합금에 대한 피복관 제조 공정 자격인증 시험이 모두 완료되었으HANA Zirconium

므로 제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재질의 상부봉단마개는 현재 상용 핵연료에 사용되는 상. Zry-4

부봉단마개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므로 제조성 및 피복관과의 용접성은 기 입증 되었으며,

장형 하부봉단마개의 경우도 제조성 및 용접성은 시험을 통해 제조성을 확인하였다. SS-302

재질의 연료봉 스프링은 캠 방식이 아닌 수치 제어를 통해 제조되며 제작업체에(CAM) CNC ,

서 제조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가결과 스프링 설계 요건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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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성능시험 상세계획 수립3.4

본 절에서는 용 핵연료의 노외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핵연료집합체 및SMART SMART

부품에 대한 노외성능시험 개요 노외성능시험 계획 및 시험집합체 제작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핵연료 노외성능시험 개요3.4.1

핵연료에 대한 노외성능시험은 크게 집합체 단위 시험과 부품 단위 시험으로SMART

구분되며 부품 단위 시험은 상하단고정체 지지격자 골격체 연료봉 시험으로 나누어 진다, , , , .

각각의 노외성능시험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집합체 시험.

집합체 노외성능시험 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계적 특성 시험○

핵연료집합체의 굽힘강도 진동특성 충격력 등을 측정하여 핵연료의 전반적인 성능: , ,

을 평가하며 구해진 기계적 특성들은 사고 해석에 필요한 핵연료 수치 모델을 수립,

하는데 이용됨.

수력 성능 시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노내 조건 모사 유동 시험을 통해 압력 강하량 집합체 들림: ,

현상 유체 유발 집합체 진동 특성 등을 구함, .

양립성 시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노내 조건 모사 유동 시험을 통해 연료봉 프레팅 마모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핵연료 수명 말까지 프레팅 마모에 의한 연료봉 손상이 발,

생되지 않을 것임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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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단고정체 시험.

상하단고정체 노외성능시험 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상단고정체 구조 강도 시험○

운송 및 취급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상단고정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여 상:

단고정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함.

상단고정체 체결 강도 시험○

상단고정체와 안내관의 체결 강도를 측정하여 운송 및 취급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

한 연결부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함.

누름스프링 기계적 특성 및 피로 시험○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의 하중 변위 곡선을 구하여 냉각수 유동에 의한 핵연료집합: -

체 들림 저항성을 예측하며 피로 시험을 통해 핵연료 수명 말까지의 누름스프링 건,

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함.

하단고정체 구조 강도 시험○

운송 및 취급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하단고정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여 하:

단고정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함.

하단고정체 체결 강도 시험○

하단고정체와 안내관의 체결 강도를 측정하여 운송 및 취급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

한 연결부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함.

다 지지격자 시험.

지지격자 노외성능시험 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스프링 및 딤플 하중 변위 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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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하중 변위 곡선을 구하여 연료봉에 작용하는 하중 및: -

강성도를 예측하고 이 값들은 연료봉 좌굴 운반 및 취급시 건전성 내진 해석 등에, ,

이용됨

열적 이완 특성 시험○

지지격자 스프링의 열적 이완량을 구하여 기존 연료 대비 열적 이완량이 과다한지:

를 평가함.

정적 좌굴 특성 시험○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정적 좌굴 강도를 측정하여 연료봉 장입시 지지격자 클램핑:

하중 및 운송용기 내에서의 운반 하중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함.

동적 좌굴 특성 시험○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동적 좌굴 강도를 측정하여 내진해석 입력자료로 제공하고 내:

진해석 결과 예상되는 최대 충격하중에 대한 지지격자 강도의 여유도를 평가함.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지지격자체의 외부격자판 찢김 강도를 측정하여 기존 연료 대비 운송 및 취급시 발:

생 가능한 걸림 하중에 견디는 저항성을 평가함.

고온 피로 시험○

지지격자 스프링의 고온 피로 특성을 구하여 핵연료 수명 말까지 지지격자 스프링:

에 피로 파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함.

고주파진동 시험○

지지격자로 만들어진 시험집합체에 대하여 유동시험을 수행함으로: 5x5 Small Scale

써 지지격자판의 유체 유발 고주파진동 발생 여부를 파악함, .

라 연결 및 체결부 시험.

연결 및 체결부 노외성능시험 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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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지 체결 강도 시험○

지지격자 슬리브와 안내관 사이의 벌지 체결 강도를 측정하여 연료봉 장입 인출 및: /

핵연료 운반 취급시 발생하는 연료봉 하중에 대한 벌지 체결부 건전성을 입증함/ .

슬리브 용접 강도 시험○

지지격자와 슬리브간 용접 강도를 측정하여 연료봉 장입 인출 및 핵연료 운반 취급: / /

시 발생하는 연료봉 하중에 대한 용접부 건전성을 입증함.

안내관 마개 용접 강도 시험○

안내관 및 충격흡수관과 안내관 마개 사이의 용접 강도를 측정하여 핵연료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용접부 건전성을 입증함.

마 연료봉 시험.

연료봉 노외성능시험 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압축스프링 특성 시험○

연료봉 압축스프링의 하중 변위 곡선을 구하여 연료봉에 장입된 압축스프링의 스프: -

링력 및 영구변형량을 예측함.

연료봉 진동 시험○

연료봉 지지구조의 형상 및 구성에 따른 개별 연료봉 진동 특성을 측정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진동 특성과 비교 분석함.

노외성능시험 수행 계획3.4.2

가 집합체 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구축한 집합체 단위 시험 시설 및 기 보유 장비를 활용하(KAERI)

여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집합체 단위의 노외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수행될 집합체SM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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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노외성능 시험은 크게 기계 특성 시험 수력 성능 시험 내구성 시험으로 구분되며 이러, , ,

한 시험들을 통해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기계적 특성 평가 및 해석 모델 검증에 필요한 충격

성능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력적 양립성 및 내구성을 검증한다, .

구체적인 시험 항목 및 시험 시설 등은 표 에 나타내었다3.4.2-1 .

표 핵연료집합체 노외성능시험3.4.2-1 SMART

1) FAMeCT : Fuel Assembly Mechanical Characterization Tester

2) PLUTO : Performance Test Facility for Fuel Assembly Hydraulics and Vibrations

나 부품 시험.

한전원자력연료 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 장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KEPCO NF)

보유중인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 부품 단위의 노외성능시험을 수행한SMART

다 수행될 부품 단위 노외성능 시험은 상하단고정체 지지격자 연결 및 체결부 연료봉 노외. , , ,

성능시험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각 부품별 기계적 특성 평가 및 해석 모델 검,

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한다.

구체적인 시험 항목 및 시험 시설 등은 표 에 나타내었다3.4.2-2, 3.4.2-3, 3.4.2-4, 3.4.2-5 .

구분 기계특성시험 수력성능시험 양립성시험

시험 항목

� 횡방향 강성
� 축방향 강성
� 횡방향 진동
� 축방향 진동
� 횡방향 충격
� 축방향 충격

� 압력 손실
� 진동

� 양립성
� 내구성

시험 시설 � FAMeCT1) [KAERI] � PLUTO2) [KAERI] � PLUTO [KAERI]

운전 조건
� 대기
� 상온

� 3 bar
� 150 °C

� 3 bar
� 210 °C

집합체
시험 수량

� 집합체 다발1
� 골격체 다발1

� 집합체 다발2 � 집합체 다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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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연료 상하단고정체 노외성능시험3.4.2-2 SMART

표 핵연료 지지격자 노외성능시험3.4.2-3 SMART

번호 시험항목 시험시설 시험수량 비고

1
상단고정체
구조강도시험

INSTRON 상단고정체 : 3
� 취급하중시험(1)
� 운송하중시험(1)
� 누름력시험(1)

2
상단고정체
체결강도시험

INSTRON 상단고정체 : 1
체결부 부품 사용

안내관 락튜브 인서트( , , )

3
누름스프링
기계적 특성
및 피로시험

INSTRON
피로시험장비

누름스프링 : 8
� 정적하중시험(5)
� 피로시험(3)

4
하단고정체
구조강도시험

INSTRON 하단고정체 : 3
� 및LOCA
운송 취급하중시험/ (2)

� 시험Single Leg (1)

5
하단고정체
체결강도시험

INSTRON 하단고정체 : 1
체결부 부품 사용
안내관 나사 인서트( , , )

번호 시험항목 시험시설
시험수량

상부 중간 혼합 하부

1
스프링 하중 변위-

특성시험
INSTRON 1 1 1 1

2
열적이완
특성시험

열적이완시험로 - 1 - -

3
정적좌굴
특성시험

INSTRON 4 4 4 4

4
동적좌굴
특성시험

지지격자
충격시험기

10 10 10 -

5
외부격자판
찢김시험

INSTRON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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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FINIT : Investigation of Flow Induced Vibration

표 핵연료 연결 및 체결부 노외성능시험3.4.2-4 SMART

표 핵연료 연료봉 노외성능시험3.4.2-5 SMART

6 고온피로시험 피로시험장치 - 1 - -

7 고주파진동 시험 INFINIT3) - 1 1 -

번호 시험항목 시험시설 시험수량 비고

1
안내관 슬리브/
벌지체결강도

INSTRON
체결 부위별
각 개 이상20

-

2
안내관 상단고정체인서트/

벌지체결강도

3
슬리브 상부지지격자/

용접강도

INSTRON
체결 부위별
각 개 이상10

3x3

4
슬리브 중간지지격자/

용접강도

5
슬리브 혼합지지격자/

용접강도

6
슬리브 하부지지격자/

용접강도

7
안내관 안내관마개/

용접강도
INSTRON

체결 부위별
각 개 이상5

-

8
충격흡수관 안내관마개/

용접강도

번호 시험항목 시험시설 시험수량

1
압축스프링
특성시험

� 특성시험 : INSTRON
� 좌굴시험 차용접기: 2

시험별 각 개 이상5

2
연료봉
진동시험

FERMA
� 지지격자 : T(1), M(3), I(1), B(1)
� 연료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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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집합체 제작 계획3.4.3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집합체 단위의 노외성능시(KAERI) SMART

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핵연료집합체를 표 과 같이 제작하여 한국원자력연구, SMART 3.4.3-1

원에 제공한다.

표 노외성능시험용 핵연료3.4.3-1 SMART

번호 시험종류 집합체번호 수량
재질

특이사항안내관
계측관

지지
격자

피복관 소결체

1
집합체
기계시험

SMART
[KSMT01]

1 ZIRLO ZIRLO ZIRLO 납

2
골격체
기계시험

SMART
[KSMT02]

1 ZIRLO ZIRLO N/A N/A

3 압력강하
SMART
[KSMT03]

1 ZIRLO ZIRLO ZIRLO 납

4 양립성
SMART
[KSMT04]

1
H6

/ZIRLO
ZIRLO ZIRLO 텅스텐

산화피복관
지지격자 셀셋팅
계측봉 개20

5 진동
SMART
[KSMT05]

1 H6 H6 H6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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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성능시험용 시제품 제조3.5

상단고정체 제조3.5.1

상단고정체는 핵연료집합체 상부를 구속하여 축방향 및 횡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핵연

료를 원자로 내의 정위치에 오도록 하며 손상된 연료봉 교체 및 제거를 위해 해체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그 구성품으로는 패드 고정틀 두름판. (Pad), (Top Plate),

스프링 덮개 유로판 이 일체형인 개의 상단고정체(Enclosure), (Spring Clamp), (Adapter Plate) 1

주조품 조의 누름스프링 개의 누름스프링 고정핀 및 개, 4 (Holddown Spring), 4 (Retaining Pin) 4

의 누름스프링 이탈 방지핀 으로 구성되어 있다(Capture Pin) .

누름스프링○

재질의 누름스프링은 장의 판형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프- Inconel 718 2 ,

링은 두름유로판의 스프링 덮개 에 삽입되어 고정핀 으(Spring Clamp) (Retaining Pin)

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형 스프링은 판형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고 굽힘 및 열. ,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 된다 스프링 하부 굽힘부는 피로파손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

기 위해 숏피닝 을 적용한다 상기 기계가공 굽힘 및 열처리 공정을(Shoot Peening) . ,

통해 제조된 핵연료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은 그림 과 같다SMART 3.5.1-1 .

그림 핵연료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3.5.1-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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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름유로판○

두름유로판은 패드 고정틀 두름판 스프링 덮개- (Pad), (Top Plate), (Enclosure), (Spring

유로판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분들을 별도로 제조하지Clamp), (Adapter Plate) ,

않고 일체형 주조 공정을 통해 하나의 상단고정체 주조품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일체.

형 주조품에 대해 각 부분별 기계 가공이 수행되며 그 결과 제조된 핵연료, SMART

상단고정체 두름유로판은 그림 과 같다3.5.1-2 .

두름유로판의 유로판 은 대칭 구조로서 기계가공을 통하여 제조된- (Adapter Plate) 1/8

다 유로판의 유로홀은 하부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수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운송도중 유로판이 받는 하중에 따른 처짐을 최소화하도록 고려된 구조이다, .

또한 유로판에는 안내관을 고정하기 위하여 개의 홀 및 홈 이 가공되어 있24 (Groove)

다.

두름유로판의 패드 에 있는 개의 홀 은 기계가공을 통하여 제조되며 원- (Pad) 2 (S-hole) ,

자로의 안내핀 이 삽입되어 핵연료집합체 상부를 구속 한다(Guide Pin) .

두름유로판의 스프링 덮개 는 다른 부분과 달리 방전가공을 통해 제조- (Spring Clamp)

되며 누름스프링과 스프링 덮개 사이의 제조 간극을 줄여 누름스프링, (Spring Clamp)

의 변위 손실 을 최소화 시켰다(Loss of Tip Deflection) .

그림 핵연료 상단고정체 두름유로판3.5.1-2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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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상단고정체는 두름유로판 조의 누름스프링 개의 누름스프링- , 4 (Holddown Spring), 4

고정핀 및 개의 누름스프링 이탈 방지핀 으로 구성되어(Retaining Pin) 4 (Capture Pin)

있다 조의 누름스프링은 두름유로판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있는 개의 스프링 덮. 4 2

개 에 삽입되고 고정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개의 고정핀(Spring Clamp) , 4 (Retaining

및 개의 누름 스프링 이탈 방지핀 이 각각 스프링 덮개Pin) 4 (Capture Pin) (Spring

상부와 두름판 측면에 삽입 후 아크 용접을 통해 고정 된다Clamp) (Enclosure) (Arc) .

상기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핵연료 상단고정체는 그림SMART

과 같다3.5.1-3 .

그림 핵연료 상단고정체3.5.1-3 SMART

상단고정체 제조성 및 품질○

상단고정체의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에 대하여 공정자격인증시험-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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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단고정체의 제조성 및 상단고정체Qualification Test) ,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인증된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상단고정체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방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하단고정체 제조3.5.2

핵연료 하단고정체는 안내관 및 이물질 여과 지지격자가 안착되는 유로판과 삽SMART

입핀이 연계되며 원자로 하부판로부터 유로판을 지지하는 다리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스커트,

부위로 구성된다 각 구성부위는 재질의 주조가공을 통하여 일체형으로 제작(Skirt) . SS-304

한 후 기계가공을 통한 마무리 가공을 한다.

하단고정체○

하단고정체는 유로판 다리 및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분을 별도로 제조하- , ,

지 않고 일체형 주조 공정을 통해 하나의 하단고정체 주조품이 제조된다 이러한 일.

체형 주조품에 대해 각 부분별 기계가공이 수행된다.

하단고정체의 유로판은 집합체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선 가공 후 수-

평이 되도록 가공된다 안내관을 고정하기 위하여 유로판에 개의 카운터보어가 가. 24

공되어 있으며 유로판 중앙에는 계측관에 냉각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계측기 냉각구,

멍이 가공되어 있다 냉각수의 유량을 최대화 하도록 유로판 전체에 걸쳐 각형의 유. 4

로구멍이 가공되어 있다.

하단고정체의 다리는 각 모서리에 개가 가공되어 있으며 마주보는 개의 다리에는- 4 2

노내에서 집합체의 위치를 고정하는 노내 삽입핀이 삽입되기 위한 구멍이 가공되어

있다.

하단고정체의 스커트는 각 모서리의 다리를 연결하여 하단고정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일부를 부담하며 집합체 장입 시 인접 핵연료와의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하부에 모,

따기 가공이 되어 있다.

상기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하단고정체는 그림 과- SMART 3.5.2-1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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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하단고정체3.5.2-1 SMART

하단고정체 제조성 및 품질○

하단고정체의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에 대하여 공정자격인증시험- (Process

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단고정체의 제조성 및 하단고정체Qualification Test) ,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인증된 주조 및 기계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하단고정체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방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지지격자 제조3.5.3

핵연료의 지지격자는 상부 중간 혼합 및 하부지지격자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SMART , , 4

다 혼합지지격자를 제외한 모든 지지격자는 연료봉의 축방향 및 횡방향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스프링과 개의 딤플이 하나의 연료봉을 지지하는 점 지지형태를 갖도,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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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 되었다 상부 및 하부지지격자는 재질의 지지격자로써 핵연료 수명 말까. Inconel-718 ,

지 스프링력을 유지하여 연료봉 진동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중간 및 혼합지지,

격자는 냉각수를 혼합시켜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혼합날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혼합날개의,

패턴이 수력적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지지격자의 유체유발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하부지지격자에 이물질 여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장형 하부봉단마개와 함께 이물질 여, ,

과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각 지지격자별 제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부지지격자○

상부지지격자의 내부격자판은 연료봉을 지지하는 최소 단위인 셀이 인치의 피치- 0.496

를 갖는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 사이는 내부격자판을 서로 수직으로 교17 ,

차 조립할 수 있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각 셀 마다 수직형 딤플과 스프링이 구.

비되어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격자판간 원활한 조립을 위해,

핌플이 형성되어 있고 양 끝단 셀은 외부격자판과 조립될 수 있도록 돌출 탭이 형성,

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격자판은 인치 두께의 판재를 판금 성형. 0.0105 Inconel-718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및 딤플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상부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은 인치의 피치를 갖는 개의 수직형 스프링으로- 0.496 17

구성되며 지지격자간 걸림 방지용 탭이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격자판, .

은 인치 두께의 판재를 판금 성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 및0.017 Inconel-718

굽힘 가공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상부지지격자 슬리브는 튜브를 해당 길이에 맞도록 절단하고 절단된 원통- SS-304L

에 지지격자 셀에 삽입될 수 있도록 직사각형 창을 원주방향 도 간격으로 군데90 4

가공하여 제조되었다.

상부지지격자체는 내부격자판을 계란판 형식으로 수직 교차하도록 조립하고 슬리브-

를 안내관 자리에 삽입한 후 외곽 면에 외부격자판을 끼워 조립체를 만들고 내부, 4 ,

격자판 교차부 및 외부격자판과의 조립부 등에 을 주입하여 경납땜함으Filler Metal

로써 그림 과 같이 제조되었다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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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상부지지격자체3.5.3-1 SMART

중간지지격자○

중간지지격자의 내부격자판은 연료봉을 지지하는 최소 단위인 셀이 인치의 피치- 0.496

를 갖는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 사이는 내부격자판을 서로 수직으로 교17 ,

차 조립할 수 있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각 셀 마다 수평형 딤플과 카누형 스프.

링이 구비되어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셀 상부에 냉각수 혼합을 위,

한 혼합날개가 형성되어 있고 양 끝단 셀은 외부격자판과 조립될 수 있도록 돌출 탭,

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격자판은 인치 두께의 넓은 폭 판재를. 0.018 ZIRLO

판금 성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딤플 및 혼합날개 형,

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중간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은 인치의 피치를 갖는 개의 수직형 스프링으로- 0.496 17

구성되며 지지격자간 걸림 방지용 탭이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격자판, .

은 인치 두께의 넓은 폭 판재를 판금 성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0.026 ZIRLO

및 굽힘 가공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중간지지격자 슬리브는 튜브를 해당 길이에 맞도록 절단하고 절단된 원통의- ZIRLO

상하부 절단면에 압력강하 저감을 위한 챔퍼를 가공하여 제조되었다.

중간지지격자체는 내부격자판을 계란판 형식으로 수직 교차하도록 조립하고 슬리브-

를 안내관 자리에 삽입한 후 외곽 면에 외부격자판을 끼워 조립체를 만들고 내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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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판 교차부 및 외부격자판과의 조립부 그리고 슬리브 삽입부에 레이저 빔을 주사

하여 용접함으로써 그림 와 같이 제조되었다3.5.3-2 .

그림 핵연료 중간지지격자체3.5.3-2 SMART

혼합지지격자○

혼합지지격자의 내부격자판은 연료봉과 미세한 간격을 유지하는 수평형 딤플이- 0.496

인치 피치로 개 형성되어 있는 각 셀에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 사이는 내부격자판17 ,

을 서로 수직으로 교차 조립할 수 있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셀 상부에는 냉각수.

혼합을 위한 혼합날개가 형성되어 있고 양 끝단 셀은 외부격자판과 조립될 수 있도,

록 돌출 탭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격자판은 인치 두께의 넓은 폭. 0.018

판재를 판금 성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을 하고 각 셀에 딤플 및 혼합ZIRLO

날개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혼합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은 인치의 피치를 갖는 개의 수직형 딤플로 구성- 0.496 17

되며 지지격자간 걸림 방지용 탭이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격자판은, .

인치 두께의 넓은 폭 판재를 판금 성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 및0.026 ZIRLO

굽힘 가공을 하고 각 셀에 딤플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혼합지지격자 슬리브는 중간지지격자 슬리브와 동일한 슬리브를 사용하였다- .

혼합지지격자체는 내부격자판을 계란판 형식으로 수직 교차하도록 조립하고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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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내관 자리에 삽입한 후 외곽 면에 외부격자판을 끼워 조립체를 만들고 내부, 4 ,

격자판 교차부 및 외부격자판과의 조립부 그리고 슬리브 삽입부에 레이저 빔을 주사

하여 용접함으로써 그림 과 같이제조되었다3.5.3-3 .

그림 핵연료 혼합지지격자체3.5.3-3 SMART

하부지지격자○

하부지지격자의 내부격자판은 연료봉을 지지하는 최소 단위인 셀이 인치의 피치- 0.496

를 갖는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 사이는 내부격자판을 서로 수직으로 교17 ,

차 조립할 수 있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각 셀 마다 수평형 딤플과 카누형 스프.

링이 구비되어 연료봉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격자판간 원활한 조립을,

위해 핌플이 형성되어 있고 양 끝단 셀은 외부격자판과 조립될 수 있도록 돌출 탭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내부격자판 하부에 이물질 여과용 아치가 구성되어 있어 연료. ,

봉의 장형 하부 봉단마개와 함께 이물질 여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조되며 장형 봉,

단마개가 이탈되지 않도록 봉단마개 그루브 사이에 삽입되는 루버가 스프링 중앙에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격자판은 인치 두께의 판재를 판금 성. 0.0105 Inconel-718

형 가공을 통해 외곽 형상 절단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루버 딤플 및 이물질 여과, ,

용 아치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제조되었다.

하부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은 인치의 피치를 갖는 개의 수직형 스프링으로- 0.496 17

구성되며 각 스프링의 중앙에 내부격자판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연료봉 이탈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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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가 구성되어 있고 지지격자간 걸림 방지용 탭이 외부격자판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격자판은 인치 두께의 판재를 판금 성형 가공을. 0.017 Inconel-718

통해 외곽 형상 절단 및 굽힘 가공을 하고 각 셀에 스프링 및 루버 형상을 가공함으

로써 제조되었다.

하부지지격자 인서트는 봉을 해당 형상에 맞도록 기계가공하여 제조되었다- SS-304L .

하부지지격자체는 내부격자판을 계란판 형식으로 수직 교차하도록 조립하고 인서트-

를 안내관 자리에 삽입한 후 외곽 면에 외부격자판을 끼워 조립체를 만들고 내부, 4 ,

격자판 교차부 및 외부격자판과의 조립부 등에 을 주입하여 경납땜함으Filler Metal

로써 그림 와 같이 제조되었다3.5.3-4 .

그림 핵연료 하부지지격자체3.5.3-4 SMART

지지격자 제조성 및 품질○

지지격자판 판금 가공 슬리브 및 인서트 기계 가공 지지격자체 용접 공정 등 모든- , ,

지지격자 제조 공정에 대하여 공정자격인증시험 이 수행(Process Qualification Test)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지격자의 제조성 및 지지격자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전성을 확,

인하였다.

인증된 공정을 통해 제조된 지지격자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

방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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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지지격자 제조CHF○

핵연료 지지격자의 열적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 임계열속- SMART Freon Water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이 시험에는 중간 지지격자와 혼합 지지격자가 사용되었, 5x5

다 본 과제에서는 임계열속시험용 중간지지격자 및 혼합지지격자에 대하여 그림.

과 같은 베인패턴 설계를 하고 지지격자판 및 지지격자체 제작 및 검사를 수3.5.3-5

행하였다.

그림 핵연료 시험용 지지격자 베인패턴3.5.3-5 SMART Typical Cell CHF 5x5

그림 은 용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체 시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3.5.3-6 typical cell 5x5 .

그림 용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체3.5.3-6 Typical Cell 5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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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지지격자체들은 표 과 같으며 및 시험을 위해- 5x5 3.5.3-1 , Freon Water CHF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공되었다.

표 시험용 지지격자 시제품3.5.3-1 CHF 5x5

시험용 지지격자 제조ITL 17x17○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열수력시험시설 에서의 시험을 위해 핵연료- (ITL) SMART

상부 중간 혼합 및 하부지지격자체가 제조되었다 제조된 지지격자체들은 그17x17 , , .

림 3.5.3-7과 같으며 모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공되었다, .

시험 종류 지지격자 종류 셀 종류 유무Vane 지지격자 수량

Freon CHF Test

중간지지격자
Typical 유 15

Thimble 유 13

혼합지지격자
Typical 유 9

Thimble 유 7

Water CHF Test

중간지지격자

Typical
유 12

무 9

Thimble
유 8

무 5

혼합지지격자
Typical 유 9

Thimble 유 7

지지격자Simple Support 무 3

상부지지격자 개(a) SMART : 3 중간지지격자 개(b) SMAR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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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 제조3.5.4

핵연료 집합체는 총 개의 안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내관은 노내에서 제어SMART 24 .

봉 관마개 중성자 선원봉 등 노심구성품들의 집합체 내 이동경로를 제공하면서 상하단고정, , ,

체에 체결되고 지지격자가 결합되어 집합체 구조적 건전성의 근간을 이루는 부품이다 안내관.

은 직경이 다른 안내관 튜브와 충격흡수관이 한 개의 안내관 마개에 용접된다.

안내관 튜브○

안내관 튜브는 의 외경을 가지는 튜브로 원소재 로부터 다단- 0.482 in ZIRLO (TREX)

필거 로 제조된다 안내관 튜브 하단부에는 개의 작은 구멍을 가공하여 제어(Pilger) . 4

봉 낙하 시 안내관 내부의 냉각수를 방출하고 충격흡수관과 함께 충격력을 감소시키

도록 하였다.

충격흡수관○

충격흡수관은 안내관 마개에 용접된 후 안내관 튜브에 삽입된다 충격흡수관은- . 0.432

의 외경을 같은 튜브로 안내관 튜브와 마찬가지로 필거에 의해 제조된다in ZIRLO .

충격흡수관은 안내관 내경을 감소시켜 제어봉 낙하 속도를 조절하며 충격력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안내관 하단부 단면을 증가시켜 핵연료 집합체의 기계적.

건전성을 향상시킨다.

혼합지지격자 개(c) SMART : 4 하부지지격자 개(d) SMART : 3

그림 용 핵연료 지지격자체 시제품3.5.3-7 ITL SMART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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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 마개○

안내관 마개는 환봉을 기계가공하여 제조되며 안내관 튜브와 충격흡관이 동- Zry-4 ,

시에 체결될 수 있도록 단으로 외경을 가공하였다 안내관 마개 내경에는 너트 타입2 .

으로 나사산을 가공하며 안내관 나사와 체결되어 안내관이 하단고정체 상부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된 안내관 마개는 그림 과 같다. 3.5.4-1 .

그림 핵연료 안내관 마개3.5.4-1 SMART

안내관○

안내관은 안내관 튜브 충격흡수관 그리고 안내관 마개로 구성된다 충격흡수관과 안- , .

내관 마개가 우선 용접되고 안내관 튜브내에 삽입된 후 안내관 마개와 안내관 튜브,

를 용접하여 제조한다.

안내관 제조성 및 품질○

안내관 튜브 및 충격흡수관은 길이를 제외하고 기존 형 상용 핵연료와 동- WH 17x17

일한 재질과 제원을 가지므로 그 제조성이 기 입증된 부품이다 기존 상용 안내관, .

제조 시에는 충격흡수관 마개와 안내관 마개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나 핵연, SMART

료는 하나의 안내관 마개에 충격흡수관과 안내관 튜브를 용접하므로 변경된 용접공

정에 대한 공정자격인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제조성 및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인증된 공정을 통해 제조된 안내관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방-

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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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제조3.5.5

핵연료 연료봉은 그 형상이 기존 상용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봉과 유사하다 피SMART .

복관 치수는 지지격자 구조 및 우라늄 소결체 외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핵연SMART

료에 사용될 연료봉의 피복관은 형 핵연료 피복관과 동일한 외경 및 두께를 갖도록17x17 WH

설계되었다 또한 하부봉단마개는 하부지지격자의 이물질여과 성능 향상을 위해 장형으로 설.

계되었으며 연료봉 스프링은 핵분열 기체의 수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저체적 가변,

피치 스프링으로 설계되었다 연료봉의 전체 길이는 감소한 핵연료집합체의 높이와. SMART

연료봉 조사성장 길이를 고려하여 약 로 설정되었다2,254mm .

연료봉 피복관○

연료봉 피복관은 필거 공정을 통해 제조되며 및 지르코늄 합금에 대- (Pilger) , HANA

한 피복관 제조 공정 자격인증 시험이 완료되어 상용 공급되는 피복관과 동일한 품

질 수준의 연료봉 피복관 시제품이 제조되었다.

연료봉 스프링○

연료봉 스프링은 재질의 와이어를 캠 방식이 아닌 수치 제어를- SS-302 (CAM) CNC

통해 가변 피치를 갖는 스프링으로 성형 가공하여 그림 과 같이 제조되었다3.5.5-1 .

그림 핵연료 연료봉 스프링3.5.5-1 SMART

상하부 봉단마개○

연료봉 상하부봉단마개는 재질의 봉을 기계가공하여 그림 와 같이 제조- Zry-4 3.5.5-2

되었다 상부봉단마개는 상용 핵연료의 상부봉단마개와 동일한 재질 및 치수를 갖도.

록 제조되었으며 장형 하부봉단마개는 하부지지격자 스프링에 의한 연료봉 이탈 방,

지를 위해 원주방향 그루브가 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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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봉단마개 장형 하부봉단마개
그림 핵연료 연료봉 봉단마개3.5.5-2 SMART

소결체○

핵연료 노외성능시험은 실제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취급이 어려운- SMART ,

UO2 소결체 대신 동일한 무게의 텅스텐 및 납 펠렛을 사용하며 시험집합체를 제조하

였다 텅스텐 펠렛은 소결 및 기계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으며 납 펠렛은 압출. ,

성형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연료봉○

핵연료 연료봉은 장형 하부봉단마개에 피복관을 용접한 뒤 텅스텐 및 납- SMART

펠렛을 장입하고 연료봉 스프링 삽입 후 상부봉단마개를 가압 저항 용접하는 순으로

제조되었다.

연료봉 제조성 및 품질○

연료봉 제조에 필요한 피복관 및 상하부 봉단마개는 기존 핵연료 제조 시 그 제조성-

이 입증된 부품이며 연료봉 스프링 텅스텐 및 납 펠렛의 경우 공급자 자격인증시험, ,

을 통해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료봉 상부 봉단마개 용접의 경우 신규. ,

로 제조된 연료봉 스프링을 사용하므로 상부 봉단마개와 피복관의 용접성은 별도의

공정자격인증시험을 통해 그 제조성 및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인증된 공정을 통해 제조된 연료봉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방-

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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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체 제조3.5.6

핵연료 골격체는 상하단고정체 개의 안내관 개의 충격흡수관 개의 계측SMART , 24 , 24 , 1

관 개의 상부지지격자 개의 중간지지격자 개의 혼합지지격자 개의 하부지지격자로 구성, 1 , 3 , 2 , 1

된다 각 지지격자는 안내관 및 계측관과 벌지 체결되며 상단고정체는 인서트를 삽입하고 안. ,

내관과 벌지 체결 후 락튜브로 고정시켰다.

안내관 나사○

핵연료 안내관 나서는 기존의 가압경수로형 핵연료에 사용되는 안내관 나- SMART

사와 동일한 재질 제원 및 공정으로 그림 과 같이 제조되었으며 안내관 마개, 3.5.6-1 ,

에 나사 연결되어 하단고정체 및 하부지지격자를 체결한다.

제어봉집합체 의 낙하 시 냉각수가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Control Rod Assembly)

제공하기 위해 안내관 나사의 중심부에 유로홀이 가공되어 있다.

그림 핵연료 안내관 나사3.5.6-1 SMART

락 튜브○

핵연료 락 튜브는 기존의 가압경수로형 핵연료에 사용되는 락튜브와 동일- SMART

한 재질 제원 및 공정으로 그림 와 같이 제조되었으며 상단고정체에 삽입된, 3.5.6-2 ,

인서트 내부로 삽입되어 안내관과 상단고정체를 체결한다.

락 튜브의 이탈 방지를 위해 락 튜브의 외면에는 돌기가 가공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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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락 튜브3.5.6-2 SMART

골격체○

핵연료의 상부 지지격자는 인코넬로 제작되므로 지르코늄 재질의 안내관과- SMART

는 벌지 기계적 확관 체결 방식 만을 사용할 수 있다 상부 지지격자는 안내관과 확( ) .

관 체결을 위해 슬리브를 상부지지격자에 관통시켜 경납땜으로 고정하고 이 슬리브

를 통과하는 안내관과 그림 과 같이 벌지 체결에 의해 골격체를 형성하게 된3.5.6-3

다.

핵연료의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 슬리브와 안내관 간의 체결은 그림- SMART 35..6-4

와 같이 벌지 체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벌지 체결 방식은 현재 웨스팅하우,

스형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핵연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검증된 체결

방법이다.

핵연료의 하부 지지격자는 이물질 여과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지지격자 개- SMART

념이 적용된다 이물질 여과 장치가 결합된 하부 지지격자 스트랩의 하부는 하단고정.

체로부터 일정거리 만큼의 유격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간격 유지를 위한 방법

으로 인서트를 하부지지격자의 스트랩에 안착후 브레이징하여 하부지지격자체를 만

들고 여기에 안내관 집합체를 삽입하면 안내관 마개와 하부지지격자 인서트 및 하단

고정체를 하나의 나사로 체결하여 골격체를 조립한다 안내관 나사가 체결된 하단고.

정체 하부 모습은 그림 와 같다3.5.6-5 .

핵연료의 상단고정체 인서트는 안내관과 벌지 체결을 통해 고정되며 상단- SMART ,

고정체의 이탈을 방지하는 락 튜브 가 인서트에 삽입되어 그림 과(Lock Tube) 3.5.6-6

같은 최종 골격체 조립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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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 상단고정체 슬리브 벌지3.5.6-3 SMART

그림 핵연료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 슬리브 벌지3.5.6-4 SMART

그림 핵연료 안내관 나사와 하단고정체 체결3.5.6-5 SMART

그림 핵연료 골격체 시제품3.5.6-6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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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체 제조성 및 품질○

지지격자의 위치 및 안내관과 지지격자와의 벌지 공정 등 모든 안내관 제조 공정에-

대하여 공정자격인증시험 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Process Qualification Test) ,

제조성 및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인증된 공정을 통해 제조된 골격체 시제품들은 최종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면 및 시방-

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집합체 제조3.5.7

핵연료집합체는 골격체에 연료봉을 장입한 후 상단고정체 및 하단고정체를 체SMART

결함으로써 완성되며 제작된 핵연료집합체 시제품의 구체적 형상은 그림 에 있다 제, 3.5.7-1 .

작된 핵연료집합체는 검사 과정을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공되었다.

제어봉집합체 시제품 제조3.5.8

제어봉집합체는 베인 및 핑거가 경납땜 공정에 의해 결합된 스파이더 어셈블리SMART

에 개의 중성자흡수봉이 나사로 체결되며 제작된 제어봉집합체 시제품의 구체적 형상은 그24 ,

림 에 있다 제작된 제어봉집합체 다발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제공되었다3.5.8-1 . 2 .

그림 핵연료집합체 시제품3.5.7-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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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어봉집합체 시제품3.5.8-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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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집합체 노외성능시험 수행3.6

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3.6.1

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개요○

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의 목적은 취급 및 운송 시에 상단고정체 유로판에 작-

용하는 하중 및 변형을 파악하고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취급 및 운송 시험 시 집합체 자중의 에 해당하는 정적하중을 축 방향으로 가하- 4g

게 된다.

취급 및 운송 하중에 대하여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최대 허용 영구 변형량은- 0.127

이다mm .

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조건○

온도 상온- :

압력 대기압- :

사용 장비- : INSTRON 3369

- Load Cell : 50 kN

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시편○

취급 및 운송 시험을 위하여 시편은 그림 과 같은 상단고정체 개가 사용- 3.6.1-1 1

되었다.

그림 상단고정체 시편3.6.1-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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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방법○

상단고정체 시편을 준비한 후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를 측정한다 그 후 각- , Flatness . ,

부위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게이지를 부착한다3.6.1-2 Strain .

취급 및 운송 시험을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상단고정체를 만능재료시험기에- 3.6.1-3

고정하고 를 이용하여 누름스프링에 하중을 인가하며 변위 속도는, Loading Device ,

로 한다0.508 mm/min .

취급 및 운송 시험을 위하여 각각 및 의 하중을 상단고정체에 인- 27,000 N 24,000 N

가한다 이 값은 상단고정체의 제조 공차 및 무게를. Control Rod Assembly (CRA)

고려한 값이다.

각 취급 및 운송 시험 후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를 측정하여 시험전과 비교- , Flatness

한다.

그림 게이지 부착 위치3.6.1-2.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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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험 준비(a)

운송 시험 준비(b)

그림 상단고정체 시험 준비3.6.1-3.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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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결과○

취급 시험 후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를 측정한 결과 유로판의 중앙부위에서- Flatness

최대 영구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대 허용 영구 변형 기준을 만족한0.07 mm ,

값이다.

상단고정체의 취급 시험 결과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SMART Strain

하중에 따른 변형률 특성은 그림 와 같다3.6.1-4 .

부착 위치(a) Uni-axial Strain

부착 위치(b) Rosset Type Strain

그림 취급 시험3.6.1-4. Load vs. Str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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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시험 후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를 측정한 결과 유로판의 중앙부위에서- Flatness

최대 영구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대 허용 영구 변형 기준을 만족한 값0.05 mm ,

이다.

상단고정체의 운송 시험 결과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하- SMART Strain

중에 따른 변형율 특성은 그림 와 같다3.6.1-5 .

부착 위치(a) Uni-axial Strain

부착 위치(b) Rosset Type Strain

그림 운송 시험3.6.1-5. Load vs. Str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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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3.6.2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개요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의 목적은 누름스프링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 -

고 집합체의 들림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필요 입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조건-○

온도 상온- :

압력 대기압- :

사용 장비- : INSTRON 3369

- Load Cell : 50 kN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시편-○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을 위하여 시편은 그림 와 같은 시편 가 사- - 3.6.2-2 8 Set

용 되었다.

그림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시편3.6.2-2. SMART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방법-○

누름스프링 시편을 준비한 후 번 스프링 상부면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 1

림 과 같이 게이지를 부착한다3.6.2-3 Strain .

하중 변위 특성 시험을 위하여 그림 와 같이 상단고정체를 만능재료시험기에- - 3.6.2-4

고정하고 를 이용하여 누름스프링에 하중을 인가하며 변위 속도는, Loading De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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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08 mm/min .

최대 변위는 가 상단고정체 상부에 접촉하기 직전인- Loading Device Clamp 45.72

로 한다mm .

그림 부착 위치와 방향3.6.2-3. Strain Gage

그림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장면3.6.2-4. SMART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결과-○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의 탄성구간 강성은 이며 변위에 따른- SMART 48.52 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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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특성은 그림 와 같다3.6.2-5 .

그림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하중 변위 시험 결과3.6.2-5. SMART -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의 하중 변산성 및 스프링 끝단의 변위- SMART (Variability)

손실은 표 과 같다3.6.2-1 .

표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 기계적 특성3.6.2-1. SMART

각 변위에 따른 상단고정체 번 누름스프링의 굽힘 부위 최대 평균 변형- SMART 1

률은 그림 과 같다3.6.2-6 .

그림 상단고정체 번 누름스프링 최대 평균 변형률3.6.2-6. SMART 1

누름스프링 SMART

하중 변산성 (95/95)
부하시 (%) 1.375%
제하시 (%) 1.435%

변위 손실 (m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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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3.6.3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개요○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시험은 각 운전 조건에 따른 하단고정체의 하중 변위 특성- -

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단고정체 상부에 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파악하며 를 통하여 하- Strain Gage LVDT

중에 따른 하단고정체 유로판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최종 응력평가에 사용된다.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조건○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은 상온의 대기조건에서 수행하였다- .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시험은 운송 및 취급 하중조건과 및- Condition I&II

의 운전 하중조건에 대하여 시험하였다Condition III&IV .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시편○

주조제작된 하단고정체 시편을 사용한다- .

안내관을 통한 하단고정체로의 하중전달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림 에서와 같- 3.6.3-1

이 안내관과 유사한 형태의 을 사용하여 하단고정체 안내관 결합부위에Guide Pin

하중을 전달한다.

그림 과 같이 과 를 를- 3.6.3-1 Guide Pin Bottom Grid Insert Plug Guide Tube Screw

통하여 하단고정체와 결합한다.

하중에 따른 집합체 하부의 축방향 변위 특성을 묘사하기 그림 과 같이- 3.6.3-1

을 사용한다Belleville Washer Spring .

하단고정체와 노내 하부 구조물과의 결합을 묘사하기 위하여- Lower Core Plate

를 제작하여 하단고정체를 고정한다Simul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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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시험 시편 조립 개략도3.6.3-1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방법○

하단고정체 시편의 유로판 두께 유로판 상부의 평면도 및 주요 치수를 측정하여 기- ,

록한다.

그림 와 같이 하단고정체에 를 부착한 후 을 하단고정- 3.6.3-2 Strain Gage Guide Pin

체에 결합한다.

그림 와 같이 인장시험기에 시편을 장착 한 후 을- 3.6.3-3 Belleville Washer Spring

상부에 삽입한다Guide Pin .

그림 와 같이 를 결합한 후 영점을 조절한다- 3.6.3-2 LVDT, Displacement Indicator .

의 하중을 회 가하여 시험시편을 시험치구에 밀착시킨다- 4448 N 2 .

의 속도로 인장시험기의 크로스 헤드를 하강시켜 시험 조건 하중을- 0.508 mm/min

가한후 동일한 속도로 하중을 제거한다.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및 를 통하여 측정값을 기록한다- Strain Gage LV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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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고정체를 시험장비에서 제거하며 를 제외한 시편의 구조물을 해제- Strain Gage

한다.

하단고정체 유로판 상부의 평편도를 측정하여 하중에 의한 하단고정체 유로판의 변-

형량을 측정한다.

을 재결합 한 후 운전조건에 따른 시험하중 조건에 따라 실험을 반복한다- Guide Pin .

그림 하단고정체 및 부착 위치도3.6.3-2 Stran Gage LVDT



- 136 -

그림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시험 장치도3.6.3-3 SMART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 시험 결과○

하중에 의한 하단고정체의 영구 변형량은 하단고정에 유로판 상부면의 최대 영구-

변형량을 측정하며 측정결과는 표 과 같다 실험결과 설계요건인3.6.3-1 . Condition I

운전조건에서의 최대허용 영구 변형량 기준인 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 II 0.0508mm

하였다.

표 하단고정체 기계적 특성시험 후 영구변형량3.6.3-1 [mm]

Shipping &Handling Condition I&II Condition III&IV

소성 변형량 0.02286 0.0254 0.03302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3.6.4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 개요○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의 목적은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하중 변위 특성- -

곡선을 구하는데 있다.

구해진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하중 변위 특성 곡선을 이용하여 지지격자 셀의- -

하중 변위 특성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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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셀 스프링 및 딤플의 하중 변위 특성은 지지격자의 연료봉 지지 성능 평- , -

가 지지격자와 안내관 연결부에 대한 건전성 평가 내진해석용 상세 모델 생산의 입, ,

력 자료로 이용된다.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 조건○

온도 상온- :

압력 대기압- :

사용 장비- : INSTRON 3369

- Load Cell : 500 N

하중 적용 속도- : 0.020 in/min (0.51 mm/min)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 시편○

상부지지격자 경납땜 인코넬 상부지지격자 세트- : 718 1

중간지지격자 레이저용접 중간지지격자 세트- : ZIRLO 1

혼합지지격자 레이저용접 혼합지지격자 세트- : ZIRLO 1

하부지지격자 경납땜 인코넬 하부지지격자 세트- (DFBG) : 718 1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 방법○

혼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 중간 및 혼합지지격자 의 경우 지지격자 시험셀에 삽입- ( ) ,

되는 하중 적용 바의 움직임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굽혀져 있는 혼합날개를 펴,

준다.

모의 연료봉을 시험 대상 셀 주변 셀에 삽입한다- .

시험 장비를 하고 그림 및 과 같이 시편 및 치구- calibration 3.6.4-1, 3.6.4-2 3.6.4-3

를 셋팅한다.

하중 적용 바를 움직여 스프링 혹은 딤플에 연속적으로 변위를 가하며 하중 적용- ,

및 제거를 정해진 변위까지 반복한다.

시험 장면은 그림 및 과 같다- 3.6.4-2 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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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프링 특성 시험 장치 셋업3.6.4-1.

그림 시험 대상 셀 주변에 연료봉이 삽입된 지지격자 시험 시편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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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장착된 시편 및 치구3.6.4-3. INSTRON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 시험 결과○

상부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은 표 과 같고 스프링 및 딤플의 강성도는- - 3.6.4-1 ,

표 와 같다3.6.4-2 .

표 상부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3.6.4-1. -

표 상부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강성도3.6.4-2.

중간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은 표 과 같고 스프링 및 딤플의 강성도는- - 3.6.4-3 ,

표 와 같다3.6.4-4 .

변위(mm) 하중(N) 강성도(N/mm)

내부 셀 0.33 19.1 57.9

안내관 인접 셀 0.33 20.5 62.1

외곽 셀 0.38 16.3 42.9

강성도(N/mm)

내부격자판 스프링 71.7

안내관 인접 내부격자판 스프링 78.6

외부격자판 스프링 50.4

내부격자판 딤플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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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간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3.6.4-3. -

표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강성도3.6.4-4.

혼합지지격자 딤플 강성도는 표 와 같다- 3.6.4-5 .

표 혼합지지격자 딤플 강성도3.6.4-5.

하부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은 표- (DFBG, Degris Filtering Bottom Grid) -

과 같고 스프링 및 딤플의 강성도는 표 와 같다3.6.4-6 , 3.6.4-7 .

표 이물질여과 하부지지격자 셀 하중 변위 특성3.6.4-6. -

표 이물질여과 하부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 강성도3.6.4-7.

변위(mm) 하중(N) 강성도(N/mm)

내부 셀 0.53 46.3 99.5

안내관 인접 셀 0.53 52.5 112.9

외곽 셀 0.41 31.6 80.2

강성도(N/mm)

내부격자판 스프링 128.3

안내관 인접 내부격자판 스프링 147.6

외부격자판 스프링 99.5

내부격자판 딤플 533.2

강성도(N/mm)

내부격자판 딤플 320.1

안내관 인접 내부격자판 딤플 324.9

외부격자판 딤플 276.8

변위(mm) 하중(N) 강성도(N/mm)

내부 셀 0.42 42.7 108.5

안내관 인접 셀 0.42 48.5 124.0

외곽 셀 0.47 66.7 147.6

강성도(N/mm)

내부격자판 스프링 137.2

안내관 인접 내부격자판 스프링 155.8

외부격자판 스프링 184.3

내부격자판 딤플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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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3.6.5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개요○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의 목적은 지지격자의 폭 방향 하중 변위 특성 곡선을 구하- -

여 지지격자 폭 방향 정적 좌굴 강도를 구하는데 있다.

구해진 지지격자 정적 좌굴 강도는 골격체 조립시 지지격자를 잡아주는 클램프의 고-

정력 집합체 제조 조건 및 운송 용기에서 집합체의 지지격자를 잡아주는 클램프의( )

고정력 운송용기 조건 과 비교하여 지지격자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 .

지지격자 정적 좌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 , (Universal Testing

를 이용하였다Machine, INSTRON 3369) .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조건○

온도 상온- :

압력 대기압- :

사용 장비- : INSTRON 3369

- Load Cell : 50 kN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시편○

상부지지격자 중간지지격자 혼합지지격자 이물질여과 하부지지격자 각각 개씩 사- , , , 4

용되었다.

각 시편별로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은 골격체 제조 조건 모사 시험 연료봉을- (2EA),

삽입한 운송용기 조건 모사 시험 으로 구분하여 시험하였다(2EA) .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방법○

시편과 치구를 그림 와 같이 장비에 설치하고 변- 3.6.5-1, 3.6.5-2 INSTRON LVDT(

위측정센서 를 에 위치하도록 장착한다) Load Bar .

시험 속도는 으로 설정한후 최대 까지 하중을 가한후 까- 0.508 mm/min 222 N 0 N

지 언로딩을 한다 그리고 를 셋팅 한다. LVDT ZERO .

시험 속도 으로 설정한후 씩 증가시키며 로딩을 하고- 0.508 mm/min 445 N 222 N

까지 각각 언로딩을 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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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판 슬롯 방향에 따른 영향을 비교해 보기위하여 번째 시편은 도로 회전- 2 90

하여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정적 좌굴 시험 모습은 그림 와 같다- 3.6.5-3, 3.6.5-4 .

그림 골격체 제조 조건 모사 시험 개략도 연료봉 미삽입3.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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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운송용기 조건 모사 시험 개략도 연료봉 삽입3.6.5-2. ( )

그림 골격체 제조 조건 모사 시험 연료봉 미삽입3.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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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운송용기 조건 모사 시험 연료봉 장입3.6.5-4. ( )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결과○

시험 결과의 비교 기준이 되는 골격체 제조 및 운송용기 조건에서 클램프의 고정력-

은 클램프 볼트의 토크와 직경으로 계산되며 값은 각각 과 으로 계, 2509 N 1971 N

산되었다.

지지격자 정적 좌굴 시험 결과 각 지지격자별 정적 좌굴 강도는 아래 표 과- 3.6.5-1

같으며 계산된 클램프 고정력 보다 모두 높은 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지지격자별 정적 좌굴 강도3.6.5-1

하중 조건 정적 좌굴 강도 (N) 강성도 (N/mm)

상부지지격자
골격체 제조 조건 6,837 36,663

운송용기 조건 16,263 60,843

중간지지격자
골격체 제조 조건 11,041 39,766

운송용기 조건 30,043 46,443

혼합지지격자
골격체 제조 조건 6,241 14,275

운송용기 조건 7,481 17,902

하부지지격자
골격체 제조 조건 9,750 63,443

운송용기 조건 24,229 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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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3.6.6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개요○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의 목적은 노내 온도에서의 지지격자체 동적 충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험을 통해 얻은 지지격자의 동적 좌굴 강성은 집합체 내진 해석 입력 자료-

로 사용된다.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조건○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장비는 그림 과 같다 지지격자체는 노내 조건을 모- 3.6.6-1 .

사하기 위해 연료봉 셀에 연료봉 튜브를 삽입하고 안내관 셀에는 안내관 튜브를 삽

입하여 고온로 속에 설치한다 시험은 각 지지격자 종류에 따라 개 이상 수행하며. 10 ,

지지격자 내부격자판 슬롯 방향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는 같은 면을 또5

다른 개는 도 회전한 면에 충격을 가해 좌굴 시험을 수행한다5 90 .

그림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장치3.6.6-1

시험 조건은 고온 대기 조건하에서 수행하며 의 무게는 지지격자- (316 ), , Hammer℃

사이 무게를 고려하여 지지격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span .

지지격자체 시편은 견고히 고정하며 고온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 3.6.6-2

와 같이 개의 열전대를 지지격자체 중앙 및 외곽부위 셀 내에 위치하여 온도분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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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그림 지지격자내 열전대 위치3.6.6-2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시편○

시험에 사용된 상부 중간 혼합 지지격자체는 용접이 완료된 크기의 지지격- , , 17x17

자를 사용한다.

상부 중간 혼합지지격자체 시편의 개수는 각각 개 개 개이며 모사 연료- , , 10 , 12 , 10 ,

봉 개와 모사 안내관 개를 각 지지격자 셀내에 삽입하여 시험을 수행한다264 25 .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방법○

지지격자체 설치시 충격면과 지지격자 외부격자판은 서로 평행하게 설치- Hammer

한다.

지지격자체가 설치된 고온로는 시험온도까지 온도를 올리며 지지격자체에 설치된- ,

모든 열전대가 시험 온도 범위에 도달 하였을 때 고온로의 문을 열고 에 의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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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지격자 외부면에 충격을 가한다 충격을 가하는 의 초기 각도는 도로. Hammer 4

설정하며 좌굴이 발생할 때까지 도씩 증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1 .

지지격자체 내부격자판 삽입 슬롯방향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각 시편의 절반-

은 충격 외곽면을 도 회전하여 시험을 수행한다90 .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결과○

지지격자 동적 좌굴 시험 결과 격자판 삽입 슬롯방향에 따른 지지격자 좌굴강도의- ,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지지격자별 평균 좌굴 강도 신뢰도 수준 범위에서 최저 좌굴강도 추정치- , 95%

및 평균 강성은 표 과 같다3.6.6-1 .

표 지지격자 동적 좌굴 강도 시험 결과3.6.6-1 SMART

평가 항목 상부 중간 혼합

Pavg, Average Crush Strength (kN) 19.18 31.31 10.23

Plower95, Lower 95% Confidence

of Pavg (kN)
18.08 30.12 9.44

Kavg, Average Stiffness (kN/mm) 19.22 18.40 9.25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3.6.7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 개요○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시험은 노내 온도 조건에서 연료봉이 장입된 지지격자-

셀에 대하여 스프링 및 딤플의 열적 이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 조건○

용접이 완료된 지직격자에 연료봉을 삽입한 후 공기중에서- 17 X 17 9.5mm 343.3

로 가열 하여 지지격자 셀을 열적이완 시킨다(650 ) .℃ ℉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 시편○

용접이 완료된 중간지지격자를 사용하며 상부지지격자 및 이물질여과 하부지- 17X17

지격자는 그 재질 특성상 열적이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시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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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에 삽입되는 연료봉은 상용 연료봉을 길이로 절단하여 사- 9.5 mm 100 mm

용한다.

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 방법○

용접이 완료된 중간지지격자에 연료봉을 삽입 한 후 그림 의 측정셀의 연료봉- 3.6.7-1

을 인출하여 연료봉의 삽입에 의한 셀 크기의 변화량을 그림 와 같이3.6.7-2 0.025

단위로 제작된 셀 크기 측정 핀을 이용하여 기록한 후 연료봉을 재 삽입한다mm .

연료봉이 삽입된 중간지지격자를 그림 의 가열로를 통하여 온- 3.6.7-3 343.3 (650 )℃ ℉

도조건에서 시간 가열 한 후 냉각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 및 동일한 개 셀에24 24

대하여 셀 크기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기록 한 후 연료봉을 재 삽입한다.

동일한 온도조건에서 시간 누적 시간 을 추가로 가열 한 후 셀 크기의 변화량- 48 ( 72 )

을 측정한다.

지지격자 내부 스프링과 외부 스프링을 구분하여 열적 이완량을 계산한다- .

그림 측정셀 위치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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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지격자 셀 크기 측정핀3.6.7-2

그림 지지격자 열적이완특성 시험용 가열로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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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셀 열적이완 특성 시험 결과○

시험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내부 스프링의 경우 시간 시간 가열시 각- 3.6.7-1 . 24 , 72

각 의 열적이완량을 나타냈고 외부스프링의 경우 각각39.46%, 44.41% , 30.1.%,

의 열적 이완량을 나타내었다33.35% .

표 지지격자 열적이완 시험결과3.6.7-1

Cell Type
% Relaxation

(after 24 hrs)

% Relaxation

(after 72 hrs)

Inner Spring 39.45% 44.41%

Outer Spring 30.10% 33.35%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3.6.8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 개요○

스프링 피로시험의 목적은 중간 지지격자의 내부 및 외부격자판 스프링에 대한 피-

로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스프링 피로시험은 스프링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지지격자판의 응력을 실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시험 하중 조건과 알려진 피로곡선식으로부터 하중 응력비를 결정하-

게 된다 시험에 의해 얻어진 하중 응력비는 예상되는 노내 작동 하중 조건하에서. -

지지격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피로해석 평가에 사용된다.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 조건○

시험 시편은 시편 클램프에 스프링이 윗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설치하며 설치시 용- ,

접부위 탭을 시편클램프에 고정하도록 한다 딤플은 아랫방향을 향하도록 하며 클램.

프의 하부에는 스프링을 모사하는 형상의 인서트를 설치한다.

스프링에 가하는 반복하중은 와 연결된 의 상하 진동에 의해- Spring Deflector Beam

전달되며 은 시험장비 하부에 설치된 에 의해 제어 가능하도록 되어 있, Beam Shaker

다.

시험 조건은 고온 대기 조건하에서 수행하며 피로하중은 으로- (316 ), 13.3 17.8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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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하여 수행한다.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 시편○

중간지지격자 내부 및 외부격자판 스프링 시편은 그림 와 같이 지지격- 3.6.8-2 17x17

자체 제작에 사용되는 셀 지지격자판으로 부터 셀을 절단하여 제작되었다17 1 .

시험에 사용된 중간지지격자 셀 내외부 스프링은 각각 개 개를 사용하였다- 1 4 , 3 .

내부격자판 스프링(a) 외부격자판 스프링(b)

그림 중간 지지격자 내외부격자판 스프링 시편3.6.8-1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 방법○

피로시험전 지지격자체에 연료봉 장입시 발생하는 스프링의 소성변형을 모사하기위-

해 시편 클램프에 설치한 스프링을 시험 장비에 설치하여 연료봉 장입시INSTRON

발생하는 변위만큼 스프링을 누른다.

클램프에 설치된 시편은 초기조건 모사시험 완료 후 피로시험 장비의- Mounting

에 설치하며 에 의해 스프링에 하중을 가하도록 설치한다Block , Spring Deflector .

시편 설치 완료 후 시험로의 덮개를 덮고 온도를 까지 높인다- , 316 .℃

시험로의 온도가 시험 온도까지 도달 하면 및 가진기를 조절하여 시험- Micro Stage

하중 조건으로 스프링을 누르도록 조절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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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스프링의 손상 및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 할 때까지 수행하며 손상이 없- ,

을 경우 충분한 반복 횟수인 4x107 만큼 수행한다.

지지격자 스프링 피로 시험 결과○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피로시험 결과 내부 및 외부격자판 스프링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3.6.8-1 .

표 에서 반복 횟수는 약- 2.7-1 4×107이며 하중크기는 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15.6 N ,

는 기존 상용 지지격자 시험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피로 관점에서 기존 지지격

자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보수적 평가를 위해 최종 횟수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응력 하중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실제 작동 조건에서의 피- ,

로해석 평가에 사용된다.

표 중간지지격자 내부 및 외부 스프링 피로시험 결과3.6.8-1

Sample Test
duration
(cycles)

Stress at
# cycles
(MPa)

Spring
pk-pk load
(N)

Stress-to-loa
d ratio
(MPa/N)ID condition

MI-1
No

failure
40,445,009 125.35 15.75 7.96

MI-4
No

failure
40,867,863 125.28 15.92 7.87

MI-5
No

failure
40,081,000 125.42 15.70 7.99

MI-6
No

failure
40,026,800 125.42 15.57 8.06

MO-1
No

failure
40,975,955 125.28 15.57 8.05

MO-2
No

failure
40,500,914 125.35 15.84 7.91

MO-3
No

failure
45,008,704 124.66 15.84 7.87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3.6.9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개요○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은 핵연료의 노내 취급 시 지지격자 외부격자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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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에 의한 지지격자의 손상시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및 외부격자판의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조건○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한다- .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시편○

용접이 완료된 상부지지격자 중간지지격자 혼합지지격자에 대하여 찢김 시- 17X17 , ,

험을 수행하였다 이물질여과 하부지지격자의 경우 하단고정체에 밀착되어 노내 걸.

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시험하지 않는다.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방법○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는 혼합날개를 제거한다- .

그림 과 같이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치구에 지지격자를 고정한다- 3.6.9-1 .

외부 격자판의 중앙 개 셀에 대하여 시험치구의 클램프를 삽입한다- 2 .

다목적 인장시험기의 크로스헤드를 의 속도로 상승시켜 클- 254 mm/min (10 in/min)

램프에 삽입된 외부격자판을 중심으로 파단 시키면서 하중값의 변화량을 기록한다.

외부격자판이 충분히 파단 되었다고 판단되면 실험을 중지한다- .

지지격자를 시험치구에서 해체 한 후 도 회전시켜 다시 장착 한 후 실험을 반복하- 90

여 각 지지격자별 개면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4 .

그림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장치 셋업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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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외부격자판 찢김 시험 결과○

외부격자판의 각 지지격자별 파단 하중은 표 과 같다- 3.6.9-1 .

표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파단 하중3.6.9-1

Grid Test Face Tear Load (N)

상부지지격자

0° 3954

90° 3178

180° 4093

270° 3504

Average 3682

중간지지격자

0° 7109

90° 4718

180° 7215

270° 4492

Average 5884

혼합지지격자

0° 2773

90° 1985

180° 2251

270° 2114

Average 2156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3.6.10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개요○

핵 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격자는 원자로 안에서 빠른 유속의 냉각수에 노출되어-

지지격자의 스프링 딤플 베인 등에 고주파진동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지격자의, , .

접합부 손상 및 핵 연료봉 손상 등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수의 여러 운전.

조건에서 지지격자의 동적특성을 해석이 필요하며 원자로 운전영역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시설 의 개략- (INvestigation of Flow INduced vIbraTion)

도를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냉각수는 지정된 배관을 통해서 순환하는3.6.10-1 ,

구조이다 냉각수 저장조 에 있는 냉각수는 알고리즘으로 제어. (Water Reservoir)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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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펌프를 이용하여 지정된 유속으로 흐르게 된다 일정한 유속을 갖는 냉각수는.

아크릴로 제작된 시험구간 을 통과하면서 핵연료 집합체에 진동을 유(Test Section)

발시킨 다음 다시 저장고로 돌아오는 순환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냉각장치 가 저장조에 장착되어 있다(Chiller System) .

그림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시설 의 개략도3.6.10-1 (INFINIT)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조건○

냉각수의 유속은 부터 까지 측정된다 일반적인- 0.305 m/s(1ft/s) 4.572 m/s(15ft/s) .

가아경수형 원자로에서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하는 냉각수의 유속은 이지만 현5 m/s ,

재 개발 중인 연료는 원자로 내의 냉각수 유속은 가압경수로의 수준이SMART 1/3

다 냉각수 유속에 따라 가진되는 진동영역의 특성은 특정 주파수영역이 가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주파수영역 가진되는 랜덤가진 형태이며 연료가 노출될, SMART

수 있는 유속 범위를 포함하여 에서 까지 의 유속0.305 m/s(1ft/s) 4.572 m/s(15ft/s)

조건에서 시험하였다.

저장조내에 설치한 냉각장치에 의해 냉각수의 온도 변화는 상온 에서- 20.0 °C ±1.0

까지 제어할 수 있다 지지격자와 같은 두께가 얇은 박막형태의 기계재료는 온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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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미소의 열 변형 강성 및 감쇠계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시험에, .

서 사용되는 유체유발 진동 시험장치 는 냉각수의 순환으로 발생하는 열에(INFINIT)

너지 펌프 관로 마찰 등 및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온도가 변할 수 있으( , )

며 그에 따라서 냉각수의 특성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수의 온도 변화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온도 상승범위를 까지 제한하였다+1.0 °C .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시편○

중간 지지격자 본 시험에서는 외부지지격자 판을 제외한 지지격자의 핵연료- : 5x5

집합체로 한정된다 실제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지지격자는 지지격자 외면에 강도가.

높은 판 이 사용되지만 연료봉 손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지격자의 내(Outer Strap) ,

부이므로 지지격자 외부 지지판을 제외하고 대칭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격자5x5

가 사용된다.

지지격자 중간지지격자와 동일하다- IFM : .

중간지지 격자 지지격자(a) (b) IFM

그림 고주파 진동시험용 지지격자 시편3.6.10-2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방법○

고주파 진동 시험 방법은 크게 조립 측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조립 시험구간 을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다 시험구간은- : (Test Section) 3.6.10-3 . 5x5

연료 집합체 에 실제 핵연료 지지격자 간격을 고려하여 중간지지격(5x5 Fuel bundle)

자 개와 지지격자가 개가 각각 설치된다 냉각수 유속에 의한 지지격자의 이4 IF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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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방지하기 위한 스톱퍼 가 부착된 연료봉이 개가 설치되며 개의 안내(stopper) 2 , 4

관 개의 연료봉이 장입된다 상기 집합체는 유체 유발 진동 시험 시설의 하우징에, 19 .

삽입되어 시험준비가 완성된다.

그림 시험용 집합체 및 하우징3.6.10-3

측정 시험구간이 시설에 설치된 후 측정을 위한 장비들의 설정을 그림- : INFINIT

에 나타내었다 루프내에서 진동하는 스트랩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3.6.10-4 . Laser

가 설치되었으며 지지격자 진동이외의 진동을 확인하기Doppler Vibrometer(LDV) ,

위해서 하우징에 참조용 가속도계가 설치되었다 시험구간에 흐르는 냉각수의 유속.

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루프 테스트 컨트롤러 에 의해 측PID (Loop test controller)

정유속에 이내의 오차를 유지하면서 조절된다 및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되1% . LDV

는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기인 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LMS Test.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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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 측정3.6.10-4 INFINIT

중간 및 지지격자의 측정 지점을 그림 와 같이 나타내었다 초점- IFM 3.6.10-5 . LDV

의 최소직경 및 지지격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중간지지격자는 총 개의 측정 지점11 ,

지지격자는 총 개의 측정지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하우징의 단면IFM 4 . INFINIT

적 크기의 제한으로 중간지지격자의 번 지점 및 지지격자의 번 지점은2, 10 IFM 2

측정이 불가하다.

(a) MID Grid (b) IFM Grid

그림 지지격자 측정 지점3.6.10-5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결과○

중간 및 지지격자 고주파 진동 시험 결과를 그림 및 과 같다- IFM 3.6.10-6 3.6.10-7 .

냉각수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최대 중간지지격자 진동(Peak MID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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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한다 즉 유속이 증가되면서 냉각수에 의한 가진력의 크기는 비례적Velocity) .

으로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랩의 진동량도 증가한다 와류에 의한 불안정한 진동, .

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특히 운전중인 원자로 핵연료 내의 냉각수 유속구, SMART

간인 미만의 경우 매우 미소한 진동이 계측되었다 따라서 지지격자2 m/s . SMART

는 원자로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거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a) Peak MID Grid Velocity (b) Peak Frequency

그림 고주파 진동시험 결과3.6.10-6 Mid Grid

(a) Peak IFM Grid Velocity (b) Peak Frequency

그림 고주파 진동시험 결과3.6.10-7 IFM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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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여과 시험3.6.11

이물질여과 시험 개요○

이물질여과 시험의 목적은 하단고정체 및 이물질여과 하부지지격자의 이물질 여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물질여과 성능 비교를 위하여 핵연료와 기존 상용 핵연료에 대- SMART 17ACE7

하여 동일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물질여과 시험 조건○

이물질 여과 시험장치는 그림 과 같으며 으로 절단된 하단고정체 및- 3.6.11-1 , 6x6

지지격자로 구성된 그림 와 같은 시험집합체를 각의 투명한 아크릴3.6.11-2 6x6 4

에 장착하여 상온 상압에서 시험을 수행한다Test Housing , .

시험집합체는 개의 연료봉 개의 안내관 하단고정체 보호 지지격자 혹은 이물질- 32 , 4 , ,

여과 하부지지격자 그리고 중간지지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이물질여과 시험장치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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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집합체 시험집합체 단위(a) SMART 6x6 (b) 17ACE7 6x6 ( : mm)

그림 이물질여과시험용 시험 집합체3.6.11-2 6x6

이물질여과 시험 시편○

시험에 사용된 이물질 시편은 그림 과 같으며 세부 치수 및 수량은 표- 3.6.11-3

과 같다3.6.11-1 .

(a) Wire type

(b) Metal chip type (c) Flat shape type
그림 이물질여과시험 시편3.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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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물질 여과 시험 시편 수량 및 치수3.6.11-1.

Debris Type Q,ty Remarks

Wire

W10-10 5 Ø 1.0×L10.0

W10-20 5 Ø 1.0×L20.0

W10-30 5 Ø 1.0×L30.0

W15-10 5 Ø 1.5×L10.0

W15-20 5 Ø 1.5×L20.0

W15-30 5 Ø 1.5×L30.0

W20-10 5 Ø 2.0×L10.0

W20-20 5 Ø 2.0×L20.0

W20-30 5 Ø 2.0×L30.0

W25-10 5 Ø 2.5×L10.0

W25-20 5 Ø 2.5×L20.0

W25-30 5 Ø 2.5×L30.0

W30-10 5 Ø 3.0×L10.0

W30-20 5 Ø 3.0×L20.0

W30-30 5 Ø 3.0×L30.0

W35-10 5 Ø 3.5×L10.0

W35-20 5 Ø 3.5×L20.0

W35-30 5 Ø 3.5×L30.0

Debris Type Q,ty Remarks

Metal

Chip

M20-10 5 W2.0~3.5 ×L10.0,
t 0.35≥

M20-15 5
W2.0 ~3.5
×L15.0,
t 0.35≥

M70-10 5
W7.0~8.5
×L10,
t 0.35≥

M70-15 5
W7.0~8.5
×L15,
t 0.35≥

Flat

F20-10-9 5 W2.0×L10.0,
t=0.889

F20-20-9 5 W2.0×L20.0,
t=0.889

F20-30-9 5 W2.0×L30.0,
t=0.889

F20-10-3 5 W2.0×L10.0,
t=0.267

F20-20-3 5 W2.0×L20.0,
t=0.267

F20-30-3 5 W2.0×L30.0,
t=0.267

이물질여과 시험 방법○

이물질여과 시험장치에 시험집합체를 장착 한 후 펌프를 작동시켜 냉각수를 시험장- ,

치 루프를 통하여 회전시킨다.

루프 중간의 이물질 투입구를 통하여 이물질 시편을 개 투입한다- 5 .

이물질 시편 개를 이송시켜 이물질이 시험집합체에 여과되도록 한다- 5 .

여과된 이물질의 여과된 위치 및 수량을 기록한다- .

시편을 수거하고 동일시편에 대하여 실험을 반복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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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편당 개의 이물질시편이 시험되어 총 개의 이물질시편에 대한 이물질여과- 10 280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물질여과 시험 결과○

이물질 여과시험 결과는 표 와 같다 핵연료의 이물질여과 성능은 이- 3.6.11-2 . 92.5%

며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행한 핵연료의 이물질여과 성능은 이다17ACE7 88.2% .

표 이물질여과 시험 결과3.6.11-2

Bottom

Nozzle
DFBG Mid Grid

Catch

Basin

SMART

여과된

이물질 갯수
11 248 19 2

여과효율

(%)
3.93 88.57 6.79 0.71

이물질여과

성능
Bottom Nozzle +DFBG = 92.5 %

Bottom

Nozzle
P-Grid

Bottom

Grid

Mid

Grid

Catch

Basin

17ACE7

여과된

이물질 갯수
92 155 28 5 0

여과효율

(%)
32.86 55.36 10.00 1.79 0.00

이물질여과

성능
Bottom Nozzle +P-Grid = 88.2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3.6.12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개요

핵연료의 상단고정체 및 지지격자는 벌지 에 의해 안내관에 체결된- SMART (Bulge)

다 상단고정체는 상단고정체 인서트 와 안내관 사이의 벌지에 의해 안내관에. (Insert)

고정되며 상부지지격자와 중간 및 혼합 지지격자는 지지격자 슬리브와 안내관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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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해 안내관에 고정된다.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목적은 인장 시험을 통해 각 벌지 체결부에 대한 기계-

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벌지 체결부는 다음의 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SMART .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상부지지격자 슬리브는 상단고정체 인서트는/ , 0.508 mm,

축방향 변형 후에도 취급 하중 및 운전조건에서의 하중값 이상의 강도를0.635 mm /

지녀야한다.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조건

시험장비- :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

Video Extensometer: Resolution 0.5㎛

정확도Load Cell: 0 to 50,000 N, ±0.25 %

온도범위 상온Furnace: ( ~ 800 )℃

시험온도 상온 및 고온- : (343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시편○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는 취급 및 운송조건인 상온 및 운전조건인 고온- (21 ) (343 )℃ ℃

에서 인장시험을 통해 수행되었다 보수적인 체결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벌지 체결. ,

부가 공차를 고려하여 최악위치에 성형되도록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시편의 벌지.

위치는 아래 그림 과 같다 실제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은 그림3.6.12-1 . 3.6.12-2

와 같다.

안내관 중간지지격자 슬리브 및 혼합지지격자 슬리브 재질은- , ZIRLOTM이고 상단고,

정체 인서트와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재질은 이다SS-304 .

각 조건별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최소 개 이상의 시편에서 시험결과를 획득- 10 , 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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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인서트(a) vs

안내관 벌지 시편

상부지지격자 슬리브(b) vs

안내관 벌지 시편

중간 혼합 지지격자(c) /

슬리브 안내관 벌지 시편vs

그림 체결강도 시편 벌지 위치 및 크기 단위3.6.12-1 ( : inch[mm])

상단고정체 인서트 안내관 벌지 시편(a) vs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안내관 벌지 시편(b) vs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벌지 시편(c) /

그림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시편 단위3.6.12-2 ( : inch[mm])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방법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비디오 신장기 를 하고 시편에 변형량을 측정하기(Video Extensometer) Calibration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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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표식을 한다 이를 위해 시편 표면에 흰색 점으로 두 개의 기준점을 표식.

한다.

표식이 된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편은 그림 과 같이 이 장착3.6.12-3 Load Cellㆍ

된 인장시험기에 클램프로 장착한다 이때 램프에 의한 시편의 수축을 방지하는. ,

을 양단에 삽이하여 클램프에 장착한다Mandrel .

시편의 표식과 비디오 신장기를 정렬한다.ㆍ

의 속도로 까지 시편을 인장시킨다1.27 mm/min 1.27 mm .ㆍ

고온시험 시 시편을 고온로 안으로 장착한 후 온도를 상승시킨다 온도 상승 후.※

분 뒤 인장시험을 수행한다5 .

상온시험(a) 고온시험(b)

그림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장치도3.6.12-3

○ 골격체 벌지 체결강도 시험 결과

취급 및 운송 조건과 운전조건에서 벌지 체결강도를 평가하기위해 수행된 상온 및-

고온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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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체 인서트 안내관 벌지 체결강도- vs

상단고정체 인서트 벌지 체결부는 축방향으로 변형 시 요구강도 이상의· 0.64 mm

강도를 지녀야 한다 상온에서 요구강도는 이다 상단고정체의 경우 고온에. 1799N .

서의 설계기준은 없는데 이는 운전조건에서는 인해 상단고정체, Upper Core Plate

인서트와 안내관 사이에는 압축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단고정체 인서트 벌지 체결부 인장시험에 의한 하중 변위 곡선은 그림· - 3.6.12-4

와 같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체결강도를 평가한 결과 표 과 같이 요구강. 3.6.12-1

도 대비 하한계값이 의 여유를 갖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265% .

그림 상단고정체 인서트 상온 체결강도 시험결과 하중 변위3.6.12-4 ( - )

표 상단고정체 인서트 체결강도 평가 결과3.6.12-1

온도 시편 요구

강도

최소

강도

최대

강도

평균

강도

표준

편차

하한계1) 여유2)

[ ]℃ [EA] [N] [N] [N] [N] [N] [lbs] [%]

21 6 1032 4432 4900 4631 197 3764 109

하한계 신뢰도를 갖는 분포이용1) : 95% t-sample

평균강도 표준편차= ( - x K)

여기서 시편 시편 시편, K= 6.370 ( = 4), 5.079 ( = 5), 4.414 ( = 6)

여유 하한계 요구강도 요구강도2) = ( - ) /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안내관 벌지 체결강도-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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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지격자 슬리브 벌지 체결부는 축방향으로 변형 시 요구강도 이상· 0.508 mm

의 강도 값을 지녀야 한다 요구강도는 취급 운송 조건에서 운전조건에서. / 279N,

이다226N .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벌지 체결부 인장시험을 통한 하중 변위 곡선은 그림· -

와 같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체결강도를 평가한 결과 표 와 같이3.6.12-5 . 3.6.12-2

요구강도 대비 하한계값이 취급 운송 조건에서 운전조건에서 의 여유/ 823%, 931%

를 갖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상온시험(a) 고온시험(b)

그림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체결강도 시험결과 하중 변위3.6.12-5 ( - )

표 상부지지격자 슬리브 체결강도 평가 결과3.6.12-2

온도 시편 요구

강도

최소

강도

최대

강도

평균

강도

표준

편차

하한계 여유

[ ]℃ [EA] [N] [N] [N] [N] [N] [lbs] [%]

21 6 279 2848 3155 3006 98 2573 823

343 5 226 2646 2846 2744 82 2335 931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안내관 벌지 체결강도- / vs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벌지 체결부는 축방향으로 변형 시 요구강· / 0.508 mm

도 이상의 강도 값을 지녀야 한다 요구강도는 취급 운송 조건에서 운전조. / 621N,

건에서 이다596N .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벌지 체결부 인장시험을 통한 하중 변위 곡선은 그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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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체결강도를 평가한 결과 표 과 같이3.6.12-6 . 3.6.12-3

요구강도 대비 하한계값이 취급 운송 조건에서 운전조건에서 의 여유/ 45%, 123%

를 갖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상온시험(a) 고온시험(b)

그림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체결강도 시험결과 하중 변위3.6.12-6 / ( - )

표 중간 혼합 지지격자 슬리브 체결강도 평가 결과3.6.12-3 /

온도 시편 요구

강도

최소

강도

최대

강도

평균

강도

표준

편차

하한계 여유

[ ]℃ [EA] [N] [N] [N] [N] [N] [lbs] [%]

21 4 621 1354 1556 1487 93 898 45

343 5 596 1388 1428 1407 16 1328 123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3.6.13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개요○

연료봉 진동시험의 목적은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SMART , (Natural Frequency),

감쇠비 등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Mode Shape), (Damping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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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조건○

시험장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구축한 연료봉 진동특성 장치- : (FeRMA: Fuel Rod

Modal testing and A 에서 수행되었다 간략한 시험장치도는 그림nalysis facility) .

과 같다3.6.13-1 .

가속도계 하중센서- : PCB 352C22 (10 EA) / : PCB208C01 (1 EA)

가진기 신호처리- : LDS V201 M4-CE (1 EA) / : LMS Test. Lab

시험조건 상온 건식- : ,

그림 시험장치 개략도3.6.13-1 (FeRMA)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시편○

효과적인 시험을 위해 와이어 컷팅으로 가공한 지지격자에 연료봉을 장입하여- 6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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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시편에 사용된 부품들은 표 과 같다 소결체의. 3.6.13-1 .

무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납 펠렛이 장입된 연료봉과 펠렛없이 상하부봉단마개,

를 용접해서 만든 튜브 시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연료봉 및 튜브 시.

편을 그림 와 같이 각 지지격자에 장입하였다3.6.13-2 .

그림 은 제작된 연료봉 진동시험 시편들이 시험장치인 에- 3.6.13-3 SMART FeRMA

장착된 모습이다 각 지지격자는 개의 클램프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되며 각 지지격. 7 ,

자의 높이와 가진기 및 가속도계 부착위치는 그림과 같다.

표 시편 제작 부품 현황3.6.13-1

품목 수량 재질 비고

연료봉SMART 1 피복관: ZIRLOTM 펠렛 납 펠렛:

튜브 상하부봉단마개 용접SMART ( ) 1 피복관: ZIRLOTM 펠렛 없음:

상부지지격자SMART 1 Inconel 6x6

중간지지격자SMART 3 ZIRLOTM 6x6

혼합지지격자SMART 2 ZIRLOTM 6x6

이물질 여과 하부지지격자SMART 1 Inconel 6x6

그림 연료봉 및 튜브 지지격자 장입 위치3.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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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편 장착부 및 지지격자 위치3.6.13-3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방법○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절차는 아래와 같다- SMART .

펠렛이 장입된 연료봉과 튜브를 지지격자에 장입하여 제작하고 제작된 시편을,①

시험장치 에 장착한다(FeRMA) .

가진기를 튜브의 위치에 하중센서와 함께 장착한다 가진기와 하Span 3 (FR0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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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센서를 에 연결하다LMS Test. Lab .

왁스를 이용하여 가속도계를 에서 까지 튜브 표면에 부착한다 가속도계Span 1 3 .③

는 각 의 위치에 부착한다 부착된 가속도계를Span 1/4, 2/4, 3/4 . LMS Test. Lab

에 연결한다.

센서의 민감도 를 확인하여 에 입력하고 각 센서들을(Sensitivity) , LMS Test. Lab④

보정 한다(Calibration) .

⑤ 에서 랜덤 가진을 선택하고 튜브를 가진한다LMS Test. Lab (Random) , .

주파수 응답함수 와 간섭성 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Coherence⑥

를 측정한다function) .

가속도계를 다음 으로 옮겨 부착하고 번을 수행한다3 Span , , .⑦ ⑤ ⑥

가속도계 하중센서 가진기를 연료봉에 장착하고 에서 번을 수행한다, , .⑧ ② ⑦

연료봉 진동 특성 시험 결과○

연료봉 진동시험을 통해 연료봉과 튜브의 고유진동수 감쇠비 모드형상을- SMART , ,

획득하였다.

측정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표 에 나타내었다 차 모드에서 튜브와 연료- 3.6.13-2 . 1

봉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와 로 평가되었으며 소결체 무게의 의해 약48Hz 102 Hz ,

가량 진동수가 증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120% .

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3.6.13-2

단위 모드1 모드2 모드3 모드4 모드5

튜브
고유진동수 Hz 102 141 146 175 182

감쇠비 % 0.21 0.48 0.81 1.12 1.99

연료봉
고유진동수 Hz 48 64 75 85 135

감쇠비 % 0.47 0.75 1.98 4.1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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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3.6.14

○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 개요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의 목적은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감쇠 등과 같은- , , SMART

핵연료의 동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시험결과는 내진해석과 같은 안전해석 모.

델 개발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산하고 모델을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진동 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SMART FAMeCT(Fuel

Assembly Mechanical Characterization T 에서 수행하였다ester) .

○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 조건

진동 시험은 상온 상압의 실내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 .

노내 누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집합체를 노심 하부판에 장착한 후 노심 상부판으-

로 집합체를 눌러 노내 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시험 집합체가 에 장착된 모습은 그림 과 같다- FAMeCT 3.6.14-1 .

○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 시편

시험 집합체는 납 펠렛이 장착된 개의 연료봉과 개의 안내관 개의 계측관- 264 , 24 , 1 , 3

개의 중간지지격자 개의 그리고 상하단고정체로 이루어져 있다 안내관 변형, 2 IFM, .

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 안내관에 총 개의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24 68 (Strain Gage)

하였다.

○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 방법

시험집합체를 그림 와 같이 로드셀 이 부착된 시험대에 장착하고- 3.6.14-2 (Load Cell)

의 하중으로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에 하중을 가한다 번째 중간 지지격자5000N . 2

위치에 가진기를 장착하고 반대편에 각 지지격자 위치에 를 장착한다LVDT .

와 로드셀을 에 연결하고 계측장비들을 보정 및 원점 조정한다- LVDT System 6000 , .

범위에서 의 힘으로 랜덤 가진하여 에서 계측되는- 0 ~ 150 Hz 5 N (Random) LVDT

주파수 응답 곡선을 획득한다.

과 의 가진력에 대해서도 의 주파수 응답 곡선을 획득한다- 20N 40N LV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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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험은 회씩 실시한다- 2 .

와 가진기를 제거한다- Impedance Head .

번째 중간 지지격자에서 집합체를 굽힌 후 갑자기 하중을 제거하여- 2 5.0mm , LVDT

의 신호를 계측한다.

에 대해서 상기 시험을 수행한다-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Pluck .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험은 회씩 실시한다- 2 .

○ 집합체 기계적 진동 시험 결과

시험집합체는 기존 상용집합체 대비 강성이 증가하여 고유진동수가 약- SMART , 2

배 증가하였다.

그림 와 같이 부근에서 첫 번째 고유진동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3.6.14-3 7 Hz .

번째 고유진동수는 부근에서 나타났다16 Hz .

처음 개의 모드 형상은 그림 와 같고 기존 핵연료의 전형적인 모드 형상과- 3 3.6.14-4 ,

유사하다.

시험도 그림 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차 교유진동수가 진동시험과 유- Pluck 3.6.14-5 , 1

사한 근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7 Hz .

그림 집합체 횡방향 진동 시험 장치도3.6.14-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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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합체 횡방향 진동 시험 장치도3.6.14-2 SMART

그림 집합체 주파수 응답함수3.6.14-3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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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 1

(b) Mode 2

(c) Mode 3

그림 집합체 모드 형상3.6.14-4 SMART

그림 시험 결과3.6.14-5 P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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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굽힘 시험3.6.15

○ 집합체 굽힘 시험 개요

집합체 굽힘 시험은 핵연료의 힘 변위 곡선을 통해 굽힘 특성을 규명함에 있고 굽- - ,

힘 시험 결과는 핵연료 내진해석용으로 개발된 모델 검증에도 사용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굽힘 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에서- SMART FAMeCT

수행하였다.

○ 집합체 굽힘 시험 조건

굽힘 시험은 상온 상압의 실내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 .

노내 누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집합체를 노심 하부판에 장착한 후 노심 상부판으-

로 집합체를 눌러 노내 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 집합체 굽힘 시험 시편

절의 진동시험에 사용된 동일한 집합체로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다- 2.1 .

○ 집합체 굽힘 시험 방법

그림 과 같이 시험집합체를 로드셀 이 부착된 시험대에- 3.6.15-1 SMART (Load Cell)

장착하고 스트레인 게이지와 로드셀을 연결한다 두 번째 중간 지지격자 위LVDT, .

치에 힘 센서와 연결된 로더 를 장착한다(Mechanical Jack) .

집합체를 흔들어 장착 전 형성된 횡방향 변형을 제거한다- .

스트레인 게이지와 를 영 에 맞춘다- LVDT (Zero) .

노심상부판을 통해 집합체 상단고정체 누름 스프링에 의 하중을 가한다- 3,794 N .

로더를 이용해서 번째 중간 지지격자 위치에 최대 까지 씩 증- , 2 30.0 mm 5.0 mm

가시키면서 집합체를 굽힌다 이 때 최대 스트레인 이 을. , (Strain) 2,100 micro strain

넘지 않아야 한다.

씩 감소시키면서 집합체 굽힘을 제거한다- 5.0 mm .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영점에 맞추고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다- LVDT .

○ 집합체 굽힘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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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같이 각 지지격자 위치에서 집합체 변형량에 따른 하중값을 획득하- 3.6.15-2

였다.

지지격자 위치에 따른 핵연료 집합체의 변형 형상은 그림 과 같다 측정결과- 3.6.15-3 .

상용 핵연료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하중 변위 곡선은 그림 와 같으며 연료봉과 지지격자의 마찰로 인해 외부- - 3.6.15-4 ,

에서 가해진 하중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도 상용 연료와 동일하게 핵연료SMART

가 초기상태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의 길이가 상용 핵연료에 비해 짧아져 약 배 정도 강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 3

가되었다 번째 중간 지지격자 위치에서의 하중변화에 따른 변형량와 평균 강성은. 2

그림 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3.6.15-5 .

집합체 굽힘량에 따른 안내관 축방향 위치별 변형량 은 그림 와 같- (Strain) 3.6.15-6

다 최대 변형량은 을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500 micro strain .

그림 집합체 굽힘 시험 장치도3.6.15-1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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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합체 굽힘 시험3.6.15-2 SMART

그림 굽힘량에 따른 집합체 변형 형상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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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중 변위 곡선3.6.15-4 -

그림 안내관 축방향 위치별 변형량3.6.15-5

그림 안내관 축방향 위치별 변형량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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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충격 시험3.6.16

○ 집합체 충격 시험 개요

집합체 충격시험은 핵연료와 노심벽 사이의 충격을 모사하기 위해- SMART (Baffle)

수행된다 시험결과는 핵연료 내진해석용으로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

핵연료 각 지지격자의 충격 시간과 충격 하중을 측정하며 측정결과를 바- SMART ,

탕으로 운전조건과 동일하게 상단고정체가 눌러진 상태에서의 핵연료 충SMART

격 특성을 규명하게 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충격 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에서- SMART FAMeCT

수행하였다.

○ 집합체 충격 시험 조건

충격 시험은 상온 상압의 실내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 .

노내 누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집합체를 노심 하부판에 장착한 후 노심 상부판으-

로 집합체를 눌러 노내 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 집합체 충격 시험 시편

절의 진동시험에 사용된 동일한 집합체로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2.1 .

○ 집합체 충격 시험 방법

그림 과 같이 시험집합체를 로드셀 이 부착된 시험대에- 3.6.16-1 SMART (Load Cell)

장착하고 상단고정체 누름 스프링에 의 하중을 가한다, 3,794 N .

로드셀과 를 연결한다- LVDT .

두 번째 중간 지지격자 위치에 특정한 변형 조건에서 집합체와의 연결이 순간적으-

로 풀릴 수 있는 로더 를 장착한다 로더와 연결된 지지격자의 변(Mechanical J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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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집합체와 연결된 로더를 순간적으로 풀어 집합체와 로,

드셀간의 충격을 일으키고 충격력을 기록한다.

번째 중간 지지격자를 만큼 변형시키고 로더를 이용해 로드셀과 충격을- 2 5.0 mm

일으키고 충격 및 재 충격이 일어나는 동안 시험 데이터를 기록한다 로드셀은 지.

지격자와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되며 중간 지지격자와 로드셀의 간격은 혼합, 1 mm,

지지격자와 로드셀의 간격은 를 유지하도록 한다1.4 mm .

로드셀에 기록된 최대 하중이 에 도달하거나 집합체 변형이 에 이- 13,350 N , 3.0 mm

를 때까지 만큼 증가시면서 시험을 수행한다5.0 mm .

혼합 지지격자 위치에 설치된 개의 충격판을 제거한 후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 2

다.

중간 지지격자 위치에 설치된 개의 충격판을 제거한 후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 3

다.

○ 집합체 충격 시험 결과

집합체의 충격 시험 결과를 그림 와 같이 획득하였다 충격시간은- SMART 3.6.16-2 .

약 초 근방에 각 지지격자 위치마다 상이한 값을 나타내었다0.01 .

충격력의 크기는 핵연료 길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번째 중간 지지격자가 가장- 2

크며 양끝으로 갈수록 충격력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번째 혼합 지지격자의 경우, . 2

모든 조건에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핵연료는 상용 핵연료에 비해 강성이 증가하였으므로 동일한 변형조건에- SMART ,

서 탄성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므로 상용 핵연료의 충격력에 비해 약 배가량 높은2

충격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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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합체 충격 시험 장치도3.6.16-1 SMART

그림 집합체 충격력3.6.16-2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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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걸림 시험3.6.17

○ 집합체 걸림 시험 개요

집합체 걸림 시험은 핵연료 취급 및 장전 시 집합체가 걸림이 발생하는지- SMART

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합체 걸림 시험은 최소 높이의 크레인 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 한- 10 m (Crane)

천장고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 시설에서 실시하였다PLUTO .

○ 집합체 걸림 시험 조건

진동 시험은 상온 상압의 실내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 .

크레인 이동 속도는 과 두 가지 속도로 수행되었다- 0.56 m/min 5.6 m/min .

고정된 집합체의 축 횡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밴드를 사용하여- SMART /

집합체를 고정하였다.

○ 집합체 걸림 시험 시편

집합체 걸림 시험에는 두 개의 집합체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에서- SMART . PLUTO

장시간 마모 시험을 수행한 집합체이며 다른 하나는 골격체 기계시험에 사용된 골,

격체에 연료봉을 장입한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시험전 두 집합체 모두 기계적 건전.

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지지격자에는 어떤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

○ 집합체 걸림 시험 방법

그림 과 같이 고정 집합체를 시험대에 장착한다- 3.6.17-1 .

고정 집합체는 고정 치구를 이용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이때 걸림을 측정하는 전면- . ,

및 코너에는 어떤 장치와도 간섭이 없어야 한다.

이동 시키면서 고정 집합체와 걸림을 확인할 다른 집합체를 크레인에 장착한다- .

크레인에 장착된 집합체를 그림 와 같은 형태로 위치시키고 의- 3.6.17-2 0.56 m/min

속도로 위아래로 반복 이동 시키면서 집합체간 걸림을 확인한다 그림 의. 3.6.17-2

각 경우에 대해 반복 시험한다.

크레인에 이송 속도를 으로 하여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다- 5.6 m/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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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체 걸림 시험 결과

시험 수행 결과 연료 사이에는 걸림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SMART .

그림 집합체 걸림 시험 장치도3.6.17-1 SMART

그림 걸림 시험 배치도3.6.17-2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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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압력강하 시험3.6.18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개요○

압력강하시험의 목적은 핵연료 특성을 모사한 시험용 집합체 한 다발을- SMART

사용하여 핵연료 집합체 및 부품들에 대한 압력손실 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핵연료 집합체의 압력강하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시설인SMART

의 시험대PLUTO(Performance Test for Fuel Assembly Hydraulics & Vibration)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은 시설의 개략B (Test Section B) . 3.6.18-1 PLUTO

도이다.

그림 시설 개략도3.6.18-1 PLUTO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조건○

압력강하 시험조건은 표 에서와 같이 저온조건 약 과 고온조건 약- 3.6.18-1 ( 65 ) ( 121℃

에 대하여 유량 약) 227 m℃ 3/hr 454 m～ 3 수 약/hr (Reynolds (Re) 60,000 210,000)～

의 범위이다.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방법○

그림 와 같이 압력 탭을 연결한 후 계통 병입한다- 3.6.18-2 .

압력센서들의 영점을 확인 한 후 펌프를 기동하여 계통의 온도를 표 에서- 3.6.18-1

지정된 수준으로 맞춘다.

각 유량 및 온도 조건에 대해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자료를 취득하며 표- ,

의 모든 조건에 대해 반복 수행한다3.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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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연료집합체 압력강하 시험조건3.6.18-1 SMART

그림 핵연료집합체 압력강하시험 압력탭 연결도3.6.18-2 SMART

Run
No.

Temp.
deg.C

Flow
m^3/hr

Density
kg/m^3

Viscosity
kg/ms

Velocity
m/s

Vel. Head
kPa

Reynolds
No.

Friction
Factor

1
2
3
4
5
6
7
8
9
10
11

64.8
64.9
64.9
64.8
64.9
64.9
65.1
65.0
65.0
64.9
65.1

227.0
249.2
273.0
293.4
317.6
342.5
363.3
386.6
408.6
430.4
454.2

980.9
980.8
980.9
980.9
980.8
980.9
980.8
980.8
980.8
980.8
980.8

0.00042385
0.00042316
0.00042337
0.00042367
0.00042292
0.00042342
0.00042217
0.00042260
0.00042264
0.00042294
0.00042224

2.556
2.807
3.075
3.305
3.576
3.857
4.091
4.354
4.602
4.847
5.115

3.226
3.889
4.667
5.391
6.313
7.344
8.263
9.356
10.45
11.60
12.91

60249.5
66257.6
72545.2
77918.0
84462.8
90995.9
96796.7
102898.3
108749.4
114479.4
120985.3

0.0210262
0.0206664
0.0203363
0.0200849
0.0198104
0.0195652
0.0193679
0.0191781
0.0190109
0.0188594
0.018700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1.0
121.1
120.6
121.0
121.0
121.3
121.0
121.3
120.7
120.7
120.4

228.8
251.3
273.5
295.4
318.9
339.9
363.0
384.3
408.2
432.9
454.4

942.3
942.2
942.6
942.2
942.3
942.0
942.3
942.1
942.5
942.6
942.8

0.00022898
0.00022872
0.00022980
0.00022887
0.00022895
0.00022829
0.00022895
0.00022841
0.00022954
0.00022959
0.00023013

2.577
2.830
3.080
3.327
3.592
3.828
4.088
4.328
4.597
4.875
5.117

3.149
3.799
4.501
5.249
6.118
6.947
7.926
8.881
10.02
11.27
12.42

107998.3
118741.1
128671.2
139490.0
150550.1
160858.4
171350.1
181792.0
192233.2
203823.9
213494.3

0.0190316
0.0187538
0.0185280
0.0183096
0.0181111
0.0179448
0.0177913
0.0176521
0.0175246
0.0173949
0.0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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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결과○

압력강하 시험결과는 표 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결정된 핵연료- 3.6.18-2 , SMART

집합체 및 각 부품의 압력손실계수 는 표 과 같다(K) 3.6.18-3 .

표 핵연료집합체 압력강하 시험결과 단위3.6.18-2 SMART ( : kPa)

그림 압력탭 연결의 와 을 으로 통합하여 시험수행* 2.2-2 DP12 DP13 DP13

표 핵연료 집합체 및 부품 압력손실계수3.6.18-3 SMART

Run
No.

DP1
0~1

DP2
1~2

DP3
1~3

DP4
3~4

DP5
4~5

DP6
5~6

DP7
6~7

DP8
7~8

DP9
0~8

DP11
10~11

DP13
11~13

DP14
13~14

DP15
14~15

DP16
10~15

1
2
3
4
5
6
7
8
9
10
11

26.819
32.180
38.493
44.301
51.728
59.873
67.172
75.889
84.838
93.859
104.39

6.744
7.992
9.458
10.765
12.456
14.200
15.801
17.882
19.653
21.632
24.106

7.891
9.372
11.074
12.638
14.616
16.747
18.660
20.931
23.234
25.565
28.245

6.688
7.933
9.374
10.694
12.369
14.179
15.814
17.760
19.752
21.767
24.089

4.613
5.522
6.574
7.547
8.771
10.100
11.303
12.737
14.200
15.683
17.386

6.657
7.914
9.370
10.706
12.389
14.226
15.882
17.848
19.854
21.890
24.232

4.630
5.544
6.604
7.576
8.814
10.152
11.357
12.801
14.270
15.761
17.478

9.335
11.205
13.391
15.416
17.975
20.765
23.299
26.307
29.426
32.574
36.183

66.456
79.502
94.623
108.61
126.32
145.63
163.05
183.73
204.94
226.43
251.17

27.076
32.446
38.742
44.554
52.020
60.125
67.431
76.170
85.057
94.091
104.55

18.918
22.549
26.726
30.607
35.425
40.687
45.422
51.046
56.813
62.610
69.336

11.242
13.429
15.952
18.270
21.170
24.366
27.218
30.641
34.116
37.655
41.715

9.819
11.811
14.121
16.256
18.983
21.937
24.625
27.800
31.114
34.444
38.268

66.243
79.321
94.418
108.38
126.17
145.46
162.86
183.59
204.79
226.26
251.1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5.719
30.786
36.303
42.241
49.092
55.463
62.998
70.426
79.063
88.684
97.719

5.978
7.060
8.238
9.482
10.922
12.258
13.829
15.360
17.152
19.135
20.996

7.006
8.291
9.685
11.143
12.835
14.409
16.260
18.064
20.188
22.517
24.714

6.041
7.145
8.353
9.629
11.098
12.491
14.109
15.699
17.567
19.641
21.594

4.239
5.062
5.951
6.885
7.971
9.001
10.202
11.378
12.756
14.282
15.723

6.006
7.130
8.344
9.636
11.132
12.529
14.161
15.778
17.664
19.755
21.728

4.266
5.093
5.983
6.917
8.016
9.050
10.245
11.429
12.811
14.346
15.785

8.889
10.629
12.519
14.553
16.910
19.140
21.724
24.286
27.305
30.645
33.787

61.962
73.883
86.818
100.62
116.64
131.65
149.20
166.48
186.71
209.11
230.26

25.895
30.932
36.464
42.386
49.240
55.567
63.136
70.542
79.171
88.767
97.787

16.988
20.199
23.652
27.330
31.576
35.573
40.222
44.779
50.134
56.046
61.624

10.225
12.178
14.276
16.504
19.079
21.510
24.339
27.135
30.401
34.000
37.418

9.393
11.239
13.251
15.392
17.896
20.245
22.984
25.707
28.885
32.453
35.776

61.722
73.675
86.608
100.46
116.46
131.47
149.04
166.32
186.56
208.96
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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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들림력 시험3.6.19

○ 집합체 들림력 시험 개요

집합체 들림력 부양력 시험은 지정된 온도와 누름스프링 누름조건에서 집하체가 부- ( )

양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집합체가 부양되는 유량조건에서는 핵연료 집합체.

및 부품들에 대한 압력손실 특성과 부력 및 자중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들림력 시험은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이 수행된SMART “3.6.18 ”

의 시험대PLUTO(Performance Test for Fuel Assembly Hydraulics & Vibration)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시설의 개략도는 그림B (Test Section B) . PLUTO

과 같다3.6.18-1 .

○ 집합체 들림력 시험 조건

집합체 들림력 시험조건은 누름 스프링 압축을 압축하지 않음 실온 조건- 0 mm ( ,

기준 로 하고 표 의 압력시험 조건과 같이 저온조건 약 및 고) 3.6.18-1 ( 65 , 150 )℃ ℉

온조건 약 에 대하여 유량 약( 121 , 250 ) 182 m℃ ℉ 3 부터 증가시키면/hr(800 GPM)

서 들림신호 징후가 감지될 때까지 수행한다 이때 압력강하 신호는 집합체/ . “3.6.18

압력강하 시험 에서의 압력탭 연결 그림 에 대하여 측정한다” ( 3.6.18-2) .

○ 집합체 들림력 시험 시편

집합체 들림력 시험을 위한 시험집합체는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에 사용된- “3.6.18 ”

시험 집합체와 동일한 이며 부양여부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는 이KSMT03 , load-cell

그림 과 같이 하부노심판 상부의 바닥 곳에 대칭으로 설치되었다3.6.19-1 2 .

○ 집합체 들림력 시험 방법

그림 와 같이 압력 탭을 연결하고 을 연결한 후 계통 병입한- 3.6.18-2 load-cell cabl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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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들의 영점과 신호를 확인 한 후 펌프를 기동하여 계통의 온도를- Load-cell

표 에서 지정된 수준으로 맞춘다3.6.18-1 .

저온조건 약 및 고온조건 약 각각에 대하여 유량을- ( 65 , 150 ) ( 121 , 250 )℃ ℉ ℃ ℉

약 182 m3 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시험집합체가 하부노심판으/hr(800 GPM)

로부터 들림 신호 징후를 판독하며 들림신호 이후에도 다소간 유량을 계속 증가시/ ,

킨 후 다시 초기 유량으로 복귀하면서 시험집하체가 하부노심판에 다시 안착하는

신호 징후를 판독한다 방법/ (Sweep ).

들림 안착 신호 근방의 유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방- / Sweep

법에 의한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방법 시험을 수행한다Dwell .

○ 집합체 들림력 시험 결과

누름스프링 압축 조건에서 수행된 들림력 시험결과 방법에 의한 부- 0 mm , Sweep

양 유량은 그림 에서와 같이 저온조건 약 및 고온조건 약3.6.19-2 ( 65 , 150 ) ( 121℃ ℉

에 대하여 각각 약, 250 ) 227 m℃ ℉ 3 및/hr(1,000 GPM) 250 m3 이/hr(1,100 GPM)

다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도 그림 에서와 같이 방법에 의한 측. Dwell 3.6.19-3 Sweep

정결과와 같다.

측정된 부양유량은 핵연료 집합체 및 부품들에 대한 압력손실 특성과 부력 및 자중-

간의 균형으로부터 유도된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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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부노심판에 장착된3.6.19-1 load-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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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법에 의한 부양유량 측정결과3.6.19-2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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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방법에 의한 부양유량 측정결과3.6.19-3 Dwell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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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3.6.20

○ 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 개요

이 시험의 목적은 유체 유발에 의한 핵연료의 진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

핵연료는 가압경수로와 유사하게 원자로 운전중 항상 냉각수에 노출이 된SMART

다 따라서 원자로 조건과 동일한 유속 조건하에서 핵연료가 공진을 일으켜 불안정.

한 거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 시험은 다음의 그림 과 같, 3.6.20-1

은 시험시설에서 수행되었다 한 다발 시험용인 에서 시PLUTO . PLUTO section-B

험이 수행되었으며 진동시험 측정은 그림 와 같은 신호 취득과정을 거쳐, 3.6.20-2

측정하였다.

그림 시설 개략도3.6.20-1. PLUTO

그림 진동신호 계측 절차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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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 조건

냉각수의 온도는 원자로 조건인 보다 낮은 로 일정온도를 유지- SMART 300 121℃ ℃

하였다 이것은 저온에서 냉각수의 밀도가 크므로 핵연료 집합체에 더 큰 힘을 가.

하는 보수적인 조건에서 진동을 관측하기 위함이다 압력은 냉각수가 비등하지 않.

도록 기압을 유지하였으며 냉각수의 유속은 원자로의 운전유속 조건인15 , SMART

을 포함하도록 에서 까지 냉각수의 공급 속도를 조절1280 GPM 700 GPM 1500 GPM

하여 매 스텝에서의 연료봉 진동을 계측하였다.

가속도봉이 장입된 위치는 그림 과 같으며 개의 가속도 봉을 삽입하여 연- 3.6.20-3 , 7

료봉 진동을 계측하였다.

1 A3

2 A2

3 X X X

4 X A5 X

5

6 X X X X X

7

8

9 X X X X X

<West>10

11

13 X X X X X

13

14 X A6 X

15 A7 X X X

16 A1

17 A4

Y-Corner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X Guide tube location oxidized rods 64 EA

non-oxidized rods 193 EA A# instrumented rod 7 EA

그림 가속도봉 삽입 위치3.6.20-3.

○ 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 시편

핵연료 다발이 사용되었으며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상하단 고정체- SMART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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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경을 갖는 개의 안내관 동일직경의 개의 계측관 외경의12.24mm 24 , 1 , 9.5mm

개 연료봉 인코넬 상하부 지지격자 이물질 여과 기능이 탑재된 하부지지격자264 , , , 3

개의 지르코늄 합금 중간지지격자 개의 지르코늄 합금 혼합지지격자로 구성된다, 2 .

이때 지지격자는 주기말의 노내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각 지지격자의 셀 크기를,

이상 확장시켜 보수적인 상황에서의 진동을 계측하였다0.1 mm .

○ 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 방법

냉각수 공급 속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핵연료 거동을 관측하고자 냉각수의 공급속-

도를 분 동안 에서 까지 변화시키면서 연료봉의 진동특성을5 700 GPM 1500 GPM

계측한다 이후 특정 유속조건에서의 진동 특성을 평가하고자 부터. 700 GPM 1500

까지 씩 증가 시키면서 각 유속 조건에서의 연료봉 진동을 계측한다GPM 50 GPM .

이때 매 스텝마다 냉각수의 유동이 안정화되도록 분이상 충분히 냉각수를 공급한5

후 계측을 실시한다.

○ 집합체 수력적 진동 시험 결과

유량조건에 따른 진동 특성은 부터 까지의 시험을 통해- 700 GPM 1500 GPM sweep

그림 와 같이 부근 및 부근에서 에서 피크가 발행하고 있음을 알3.6.20-4 7Hz 30Hz

수 있다 는 핵연료의 차 고유진동수에서 기인되며 는 연료봉의. 7Hz SMART 1 , 30Hz

차 고유진동수에서 기인되며 펌프 및 루프 특성에 의해 생성되는 대각선 방향의1 ,

성분은 미약하거나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터 까지 약 간격으로 냉각수를 공급하였고 유체유- 700 GPM 1500 GPM 50 GPM

발에 의한 진동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그림 와 같이 보수적인 원자로 유. 3.6.20-5

량 조건인 이하에서는 연료봉의 변위진폭은 이하임을 알 수 있1280 GPM 0.1 mm

다 연료봉간의 간격이 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3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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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량조건에 따른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3.6.20-4

그림 유량별 진폭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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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내구성 시험3.6.21

○ 집합체 내구성 시험 개요

이 시험의 목적은 노내 유속 및 고온 조건에서 핵연료의 마모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으로 주기말 조건을 가정한 지지격자의 셀 사이즈 크기가 확장된 핵연료를

대상으로 시간 동안 원자로를 모사한 루프시설을 운전하여 피복관 표면에 발생500

한 마모를 바탕으로 핵연료의 내마모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 집합체 내구성 시험 조건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고 루프내의 운전온도는 로 일- PLUTO , 121℃

정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압력은 냉각수의 비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 기압을 유지, 15

하였다 공급되는 유속은 원자로운전 유속 약 보다 보수적인. SMART 2 m/sec 3

를 유지하기 위해 으로 루프에 냉각수를 공급하였다m/sec 1280 GPM .

○ 집합체 내구성 시험 절차

하우징내부에 핵연료 집합체를 삽입한후 하우징 하부에서 집합체 하단고정체와 하-

우징을 체결한다.

집합체가 삽입된 하우징을 들어올려 압력용기 내부에 삽입한다- .

각종 신호선을 압력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플러그를 통해 인출하여 분석장비에 연-

결한다.

압력용기와 개방구에 기밀 유지용 개스킷을 삽입한후 압력용기 상하부를 결합하여-

체결한다.

펌프를 운전하여 유량의 증가에 따른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

운전 상태가 정상일 경우 시험에 착수한다- .

○ 집합체 내구성 시험 시편

시험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지지격자는 주기말의 노내 조건을 모사하- SMART

기 위해 각 지지격자의 셀 크기를 확장시켰으며 그림 과 같이 셀 크기를, 3.6.21-1

조정하였다.



- 198 -

1

2

3 X X X

4 X X

5

6 X X X X X

7

8

9 X X X X X

10

11

12 X X X X X

13

14 X X

15 X X X

16

Y-corner  17

A B C D E F G H J K L M N P R S T

X Guide Tube Location 4 mil gap 115 EA 43.6 %

7 mil gap 68 EA 25.8 % 9 mil gap 80 EA 30.3 %

As-built cell

그림 조정된 지지격자 셀 크기3.6.21-1

○ 집합체 내구성 시험 방법

시설의 냉각수 저장조에 냉각수 를 채우고 냉각수 운도가- PLUTO (de-ionized water)

시험조건에 도달할때까지 운전시킨후 시간 동안 운전조건을 유지한다 시간, 500 . 500

시험 수행후 핵연료를 해체하여 피복관 표면에 발생한 마모를 계측하여 분석한다.

운전중 하우징과 압력용기의 진동을 감시하고자 하우징 및 압력용기 상하부 위치에-

가속도계를 장착하였다 그림 는 하우징에 장착된 가속도계 위치이며 운전. 3.6.21-2 ,

종료시 까지 특이 신호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하우징에 장착된 가속도계 위치 검은 사각형3.6.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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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체 내구성 시험 결과

루프의 운전 조건 감시를 위해 시간 동안 루프내의 온도 압력 유량등을 계측하- 500 , ,

였으며 그림 과 같이 전 운전시간에 걸쳐 예정된 조건으로 운전되었음을, 3.6.21-3

알 수 있다.

한편 피복관 표면에서 관측 가능한 마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핵연료는- SMART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내마모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는 대표. 3.6.21-4

적인 피복관 마모 사진이며 마모흔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냉각수 공급속도(a) 냉각수 온도(b)

루프 압력(c)
그림 시험기간 동안의 루프 운전 조건3.6.21-3

그림 대표적 피복관 마모 사진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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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연구결과3.7

3.7.1 인코넬 누름스프링 응력부식균열 해석-KAIST

가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노심에 사용되는 핵연료 집합체는 고리 호기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사SMART 3/4

용 경험이 있는 형 를 바탕으로 노17x17 KOFA (Korea Optimized Fuel Assembly) SMART

심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를 고정시키는 상단고정체의 누.

름 스프링과 등 고강도 합금이 사용되는 부분에서 부식피로손상이나 응력부guide pins, bolts

식균열 손상이 빈번히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유사한 설계의 에서도 많은 수의. SMART

응력부식균열 로 인한 손상에 안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있다 이러한 파손은 핵연료 집합체 자체의 건전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년 이상의. . 3

초장주기 운전이 예상되는 에서는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SMART

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강도 합금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부식피로손상 및 입.

계응력부식균열 과 같은 손상에 대한 우려(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단고정체 누름스프링의 체결나사의 빈번한 파손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형 상단고정체의

응력 부식균열에 대한 건전성 해석은 일부 외국회사에서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상황

이다 상단고정체 누름 스프링의 재료인 인코넬 에 실제 가해지는 하중을 가하는 실험방법. 718

을 통하여 신뢰성 높은 수명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품의 신뢰성 높은 수명 예측은, .

보수적인 여유도를 줄일 수 있어 설계 수명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 .

니라 의 설계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원자력활용 관심국가 등으로의, SMART , ,

기술수출 선점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조사.

고강도 니켈기 합금의 특성 조사(1)

니켈은 철에 비하여 오스테나이트 구조를 유지하면서 많은 양의 합금원소들을 함유할 수

있고 연성과 인성이 좋고 가공성과 용접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니켈기 합금은 넓은 범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니켈기 함급은 특성.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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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고용강화 재료와 석출강(solid solution hardening)

화 재료로 나누어진다 고용강화 재료로는 대표적으로(precipitation hardening) . 600, 690, 617

합금 등이 있고 석출강화 니켈기 합금으로는 합금을 들 수 있다 그림X-750, 718, A-286 .

에 니켈기 합금의 를 나타내었다 먼저 고용강화 니켈기 합금은 순수 니켈에3.7.1-1 family tree .

크롬과 철을 고용강화 원소로 주입하여 개발된 합금과 여기에 크롬의 함량을 약 까지600 30%

높인 합금 그리고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고온에서의 강도를 높인 합690 , Cr, Al, Mo, Co 617

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석출강화 니켈기 합금으로는 합금에 형태의 차상을 석출하. 600 ‘ 2γ

기 위해 을 주입한 합금과 여기에 등을 주입하여 다른 형태의 차Ti, Al, Nb X-750 Mo, Nb 2

상인 상과 상을 석출시킨 합금 그리고 합금에 를 다량으로 주입하여 스테‘ 718 , x-750 Feγ〃 γ

인리스강으로 분류되는 합금이 대표적이다 표 에 대표적인 니켈기 합금들의 화A-286 . 3.7.1-1

학조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니켈기 합금의3.7.1-1. family-tree.

표 니켈기 합금의 화학조성 비교3.7.1-1.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s (%)

Ni Cr Fe Mo Mn C
Nb

+Ta
Ti Al

INCONEL

600
76.0 15.0 8.0 -

Max

0.5

Max.

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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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강화 니켈기 합금은 주로 고온에서의 높은 강도와 내식성으로 주로 항공기 엔진에

사용하기위해 개발된 재료이다 그 후 원자력 발전소의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에 대표적인 고강도 합금인 그리고 합금과 고용강. 3.7.1-2 X-750, 718

화 합금인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690 . 690

적 특성의 변화는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고강도 합금들의 기계적 특성은450oC

까지 비교적 일정한 기계적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700oC .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강도(a) 718

INCONEL

690
61.5 27-31 7-11 -

Max

0.5

Max.

0.05
- - -

INCONEL

X-750
70.0 14-17 5-9 -

Max.

1.0

Max.

0.1
0.7-1.2 2-2.6 0.9-1.5

INCONEL

718
50-55 17-21 Bal 2.8-3.3

Max.

0.35

Max.

0.08
4.75-5.5

0.65-1.1

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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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강도(b) X-750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강도(c) 690

그림 니켈기 합금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 강도 비교 합금3.7.1-2. : (a) 718 , (b) X-750

합금 합금, (c) 690 [1].

고강도 합금의 미세구조는 그 열처리에 따라 다양한 상들의 석출로 미세구조적 특성이

바뀌게 되어 결국 재료의 특성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석출경화 재료인 합금의 경우 오스. 718

테나이트 구조의 상에 여러 종류의 차상들과 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2 carbides, borides .γ

표적인 미세구조 형상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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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니켈기 합금의 열처리에 따른 대표적인 미세구조3.7.1-3. [2].

그림 에서 분수 있듯이 합금의 는 고용강화 원소인 등의 원소들이2-3 matrix Cr, Mo, Co

녹아있는 연속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입내에는 석출강화를 위해Face Centered Cubic (FCC) .

서 주입된 등과 와의 화합결합으로 생성된 상이 의 형태로 구성되어져Al, Ti, Nb Ni ' cubicγ

있다 이 상은 구조로 되어있어서 와 하게 결함되어있다 또한 입계에도. ' FCC matrix coherent .γ

상들이 열처리에 의해 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계에 존재하는 형태의' film filmγ

상들은 크립 특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입내와 입계에 많은 들' . carbidesγ

이 존재하는데 입계에는 이나 등으로 이루어진 들로 구성되Cr, Mo, Ti, Ta, M23C6 carbides

어져 있고 입내에는 들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고강도합금의 미세구MC carbides .

조 특성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열처리 시간에 따라서 상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γ

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입계에는 들이 잘 발달되어지다가 상의cubic . M23C6 carbides ' filmγ

형성으로 입계에서 코팅이 되게 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열처리 조건에 따라 고강도합금의.

미세구조는 달라진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합금은 합금에 을 첨가시킨 재료이다 와718 X-750 Mo, Nb . Mo Nb

을 첨가시킴으로써 주요석출물의 상이 상에서 상으로 바뀌게 된다 상은' '' . ''γ γ γ

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를 가지는 상보다Body-Centered-Tegragonal(BCT) FCC 'γ

와의 정도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더 높은 이 재료 내에 존재하게 된다matrix coherency misfit .

이렇게 높은 으로 재료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아래 표 에 합coherency strain . 3.7.1-2 718

금의 주요 차상을 나타내었다2 .



- 205 -

표 합금의 주요 차상의 종류3.7.1-2. 718 2 [3]

합금의 주요 이차상은 상이지만 열처리에 따라 표 의 가지 상들의 분율을718 '' 3.7.1-2 3γ

조절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에서 나타난. 3.7.1-4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diagram

에서 합금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 미세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미(TTT diagram) 718 .

세구조는 재료의 기계적 부식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성에도 열처리 조건이, SCC

큰 영향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7.1-4. Time-Temperature-Transformation diagram of alloy 718 [4].

Phase Appearance

(Ni3Nb) Orthorhombicδ acicular (needle-like) or globular

''  (Ni3Nb, Al, Ti)  γ

Body-Centered-Tetragonal
Disk-shaped

'  (Ni3Al, Nb)  Face-Centered-Cubicγ Spheroidal

* according to ASM Specialty Handbook: Heat-Resist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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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기 초합금의 저항성 평가(2) SCC

고강도 니켈기 합금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미세구조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처리에

따른 특성변화가 고강도 합금의 초기 연구에 많이 수행되었다 는 재료의 입계SCC SCC . SCC

를 통하여 성장하는 이기 때문에 입계의 석출물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 의 저항성IGSCC SCC

이 달라진다 년 일본의 에서 인코넬 의. 1978 Mihama-3 X-750 guide tube support pins IGSCC

손상으로 인코넬 합금에 대한 관련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표 일본의X-750 SCC ( 3.7.1-3).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사 환경에서 시편의 시간 시험 후 균열Yonezawa PWR U-bend 5000

의 생성 여부를 관찰한 결과 저항성은 입계탄화물인 의 형태에 따라 특성이 달라, SCC M23C6

지는데 연속적이지 못한 탄화물에서 저항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SCC .

나 한 탄화물 형상을 가지는 재료에서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semi-continuous continuous SCC

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구조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절한. SCC

열처리 조건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열처리 조건과 미세구조에 따른 합금의 저항성 비교3.7.1-3. X-750 SCC

　
Kind of Precipitate M23C6

　
Morphology Discrete Semi-continuous

　
Coherency Incoherent Coherent Incoherent

Coherent

Type A

Coherent

Type B

955 1h℃
AC

715 16h AC℃ 　 　 　 　 　

732 16h AC℃ C
　 　 　 　

982 1h℃
AC

719 16h AC℃ 　
C

　 　 　

732 8h -FC- 621 8h AC℃ ℃ C
　 　 　 　

1065 1h℃
AC

719 16h AC℃ 　 　 　
C, C NC

732 16h AC℃ 　 　 　 　
NC

760 16h AC℃ 　
C

　 　 　

816 16h AC℃ 　
C

　 　 　

843 16h AC℃ 　 　 　 　 　

816 24h AC + 704 20h AC℃ ℃ C
　

C
　 　

1080 1h℃
AC

719 16h AC℃ 　 　 　 　
NC

719 16h WC℃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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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화학조성에 따라서도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차상이나 탄화물의SCC 2

석출과도 연관이 있다 그림 에 화학조성에 따른 저항성에 관한 시험결과를 나타내었. 2-5 SCC

다 그림 에서 탄소의 함량에 따라 저항성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7.1-5 (a) SCC .

이유로는 탄소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생성되는 탄화물의 양이 비교적 작아서 입계크롬결핌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입계에 부식특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 발생하지SCC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소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탄화물생성이 많이 되어서 입계크롬결. ,

핌이 잘 발생하여 저항성이 작아지기는 것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SCC .

낮을 경우에는 탄화물이 열처리 중에 분해가 되지 않아서 저항성의 변화가 탄소의 함량SCC

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에서 저항성은 크롬의 함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위3.7.1-5 (b) SCC

와 같이 입계크롬결핍이 상대적으로 크롬이 많이 함유된 재료에서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항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SCC .

1093 1h℃
AC

704 20h AC℃ 　 　 　 　
NC

719 16h AC℃ 　 　 　
C, C

　

1100 1h℃
AC

719 26h AC℃ 　 　 　 　
NC

816 16h AC℃ 　
C

　 　 　

843 16h AC℃ 　
C

　 　 　

1149 1h℃
AC

719 24h AC℃ 　
C, C

　 　
NC

816 24h AC + 704 20h A℃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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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함량과 열처리에 따른 민감도 변화(a) SCC

크롬의 함량과 열처리에 따른 민감도 변화(b) SCC

그림 재료의 화학조성과 열처리에 따른 민감도 변화 탄소의 함량3.7.1-5. SCC : (a) , (b)

크롬의 함량 [5].

환경에서 합금과 같은 고강도강의 균열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다양PWR 718, A286 SCC

한 하중조건에서의 시험이 수행되었다 하중을 증가시키고 를 만들어 응력을 집중시켜. , Notch

다양한 하중조건을 가하였으며 아래의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조건에서 시, 3.7.1-4 , 15,000

간 동안 균열이 생성되지 않았다 하중을 증가시키고 를 만들어 응력을 집중시켜 균열. , Notch

생성을 유발하는 조건에서도 균열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편에 하중인가를 증가시키,

는 방법으로서의 가속화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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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경에서의 과 합금의 균열 생성 시험 결과3.7.1-4. PWR 718 A-286 [6]

하중조건이 아닌 환경을 변화시키는 형태의 가속화에 대한 실험 또한 수행되었다. 400℃

고압증기에 수소를 첨가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편 형상 에 대해(U-bend, Mini-U, bent beam)

시간 동안의 시험 후 결과를 보면 표 과 합금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800 ( 3.7.1-5), 718 A-286

않으나 의 경우에는 시간 전후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환경에서의 의, X-750 200 . PWR X-750

균열생성시간을 비교해보면 고압증기환경 환경자체에 대한 가속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표 고압 증기환경에서의 균열 생성 시험 결과3.7.1-5. [6]

니켈기 합금의 에 대한 저항성은 대체로 니켈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SCC

이 있다 그러나 고강도 합금의 경우는 니켈 함량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림 에서. . 3.7.1-6

기계적 특성이 비슷한 과 합금의 민감도를 비교해본 결과 합금의 니켈X-750 718 SCC , 718

함량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합금의 저항성이 월등한, 718 SCC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에서 나타낸 입계 주위의 크롬 고갈 현상과 관련지을 수. 3.7.1-7

있는데 합금의 경우 이상까지 입계 주위에서 고갈됨을 관찰할 수 있으나 합, X-750 20% , 718

금의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크롬의 고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Specimen U - bend Mini - U Kt = 3.25 bent beam

Alloy 718 NC NC NC

A 286– NC NC NC

X - 750 200 100 200

Material Specimen 60% Y.S Y.S. 1.5% Et 3.25% Et 6.5% Et >15% Et

Alloy 718

Plain beam NC NC NC NC NC NC

Kt = 2.18 NC NC NC NC NC

Kt = 5.40 NC NC NC

Kt = 8.73 NC NC NC

A286 SS

Plain beam NC NC NC NC NC NC

Kt = 2.18 NC NC NC

Kt = 5.40 NC NC NC

Kt = 8.73 NC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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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합금의 에 따른 실험 결과3.7.1-6. 718 X-750 Cold-work SCC [7].

그림 3.7.1 과 합금의 입계에서의 크롬결핍 현상-7. X-750 718 [7].

에서도 를 이용하여 이와 유Bobcock & Wilcox Constant Extension Rate Tests(CERT) ,

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하중 하에서의 균열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난. ,

이 가장 취약한 저항성을 보였으며 이는 입계를 덮고 있는 작은 공 모양의 입계X-750 SCC ,



- 211 -

탄화물 로 인하여 입계에 크롬 고갈 현상이 나타나 취약성이 나타났다 이와 달(Cr23C6) , SCC .

리 합금과 본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할 합금은 이에 비해 뛰어난 저항성을, A-286 718 SCC

보였다.

그림 환경에서의 시험 결과3.7.1-8. 360 PWR SCC [8].℃

또한 합금인 의 경우 에 대한 저항성이, Solid-Solution hardening Alloy 690 , SCC X-750

합금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에서 의 경우 수백시간 동안. 3.7.1-9 Cold-worked 690

의 한 환경에 대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성되지 않았으나 합Aggressive SCC , X-750

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노출에도 균열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다른 기계적 특성.

의 경우 강도와 연성이 합금에 비해 떨어지지만 이는 의 정도를 조절하여, X-750 , Cold-work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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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에서의 시험결과3.7.1-9. 350 nondeaerated water(pH 10) SCC [9].℃

국내외 손상사례 조사(3)

국내외에서 핵연료 상단고정체 스프링 나사에 대한 손상이 발견O .

년 일본의 에서 인코넬 의 손상O 1978 Mihama-3 X-750 guide tube support pins IGSCC

발견

년에 인코넬 의 손상 발견O 1982 X-750 guide tube support pins IGSCC

년에 에서 의 합금의 손상이 발견O 1979, 1980 BWR jet pump beam x-750 IGSCC .

다 시험재료 확보 및 기초물성치 조사.

시편 형상 조사 및 선정(1)

시험재료는 핵연료 집합체 상단 누름스프링 재료로 사용되는 합금으로 선정되었다718 .

핵연료 집합체 상단 누름스프링은 기존에 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응력부식균열의 저항성X-750

을 가진 합금이 현재 사용 중이다 합금은 에 비해 입계크롬고갈이 잘 안되어718 . 718 x-750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합금은 핵연[7]. 718

료집합체의 누름스프링을 최대한 모사하기 위해 형태의 재료를 별도로 구입하지round bar

않고 한전원자력연료 주 에서 누름스프링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되는( ) .

재료는 두께 의 형태의 재질이다 재료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그림 에4 mm plate . 3.7.1-10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3.7.1-10 (a)

오스테나이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외에 다른 상들의 석출된 모습이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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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림 에서 으로 관찰한 좀 더 고배율의 미세구조 사진에서도 문헌. , 3.7.1-10 (b) SEM

에서 보고되고 있는 합금의 주요 석출상인 상들이 주로 관찰되었고 상들도 관찰되었718 ’ δɤ
다 이러한 두상들의 석출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합금이나 같은 석출경화 재료에서. 718 x-750

주로 관찰되는 상들이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합금 미세구조 사진(a) 718

을 이용한 합금의 미세구조 관찰 사진(b) SEM 718

그림 합금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3.7.1-10. 718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성시험은 대표적으로SCC U-bend, Reverse-U bend,

그리고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는 시험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 방법중C-ring, bent-b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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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누름스프링의 형상과 가장 유사하게 시험편을 제작할 수 있고 유사한 형태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시험형태는 형태의 시험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bent-beam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통하여 저항성 평가를 하는 방안으bent-beam 3 point bending SCC

로 확정되었다 아래에 각각의 시험편의 장단점들을 요약하였다. .

시편O U-bend

가장 일반적인 생성시험법으로서 시험편에 탄성 및 소성영역까지의 하중을 가할 수SCC

있다 하지만 시험편을 자 형태로 시험편이 제작되면서 많은 소성변형이 시험편에 불가피하. U

게 가해지게 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성변형으로 실제 누름스프링이 받는 정확한 하중 제어.

가 불가능하므로 본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시편의 형태를 그림 에 나. U-bend 3.7.1-11

타내었다.

그림 전형적인 시편3.7.1-11. U-bend .

시편O Reverse-U bend

시편은 일반적인 시편을 사용하여도 생성이 장시간에 걸Reverse U bend U-bend SCC

쳐도 발생하지 않을 때 시험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편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편은.

시편을 반대방향으로 소성변형을 일으켜서 시편의 소성변형의 정도는 늘리는 형태의U-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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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이다 시편을 사용하게 되면 하중제어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 Reverse-U bend

용하지 않았다.

시편O C-ring

형태의 시편은 시편과는 다르게 정량적인 의 민감도를 평가하는데C-ring U-bend SCC

사용되는 시편이다 또한 재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시편을 형태로 가공하여 민. , C-ring SCC

감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시험재료는 두께 의. 4 mm plate

형태의 재료를 이용하여 시편제작을 하여야하므로 의 시편제작은 불가능하였다C-ring type .

전형적인 형태의 시편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C-ring 3.7.1-12 .

그림 전형적인 형태의 시편3.7.1-12. C-ring .

시편O Bent-beam

시편은 나 같은 형태를 가지는 재료의 생성 시험에 적합한Bent-beam sheet plate SCC

시편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편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형태를 가지므로 본. plate

연구수행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 판단되었다 또한 시편처럼 시편에 많은 소성변형을. , U-bend

받지 않고 시편에 하중을 조절할 수 있어서 형태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정량적인C-ring SCC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중값의 계산은 재료의 항복강도 미만의 하중에서.

값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부분은 유한요소해석 기법을deflection .

이용하여 소성영역에서의 하중값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형적인 형. bent-beam

태의 시편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3.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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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형적인 시편3.7.1-13. bent-beam .

그림 에 나타난 전형적인 시편의 형상을 바탕으로 실제 핵연료집합체3.7.1-13 bent-beam

상단의 누름스프링의 형태에 가장 유사한 형상으로 시편을 설계하였다 그림 에plate . 3.7.1-14

서 보이듯이 합금의 두께 를 가지는 재질에서 형태의 시편을 채취하여, 718 4 mm plate plate

열처리 및 을 수행하였다 시편의 두께는 로 실제 누름스프링의 두께가shot peening . 2 mm 4

의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배로 작은 크기로 설계되었다 이는 시편의 하중을mm .

제어할 때 의 두께를 가진 시편은 하중의 크기가 매우 커서 지그의 변형이나4 mm stress

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더 얇은 두께의 시편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시편가relaxation . ,

공이 용이하게 하기위해 시편과 지그의 크기를 줄여서 압력용기 내에 많은 수의 시편을 장입

할 수 있도록 시편을 설계하였다 시험환경에서의 고온으로 인해 시편에 가해진 하중의 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편과 접촉되는 지그도 시편과 같은 재질로 선정하였다 그림 에. 3.7.1-15

설계된 시편의 도면을 나타내었고 그림 에 지그의 설계도를 나타내었다3.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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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합금에서 시편 채취 절차3.7.1-14. 718 .

그림 응력부식균열 시편 도면3.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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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이 결합된 지그의 형상도(a)

지그 도면(b)

그림 지그 설계도3.7.1-16. .

앞서 설명하였듯이 형태의 시험은 하중의 크기를 를 제어하여 하bent beam displacement

중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편의 하중값은 항복강도 미만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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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형태이다. "ASTM G39 Standard Practice for Preparation and Use of Bent-Beam

에 따라 항복강도 미만의 하중제어 시에 아래 식 을 통Stress Corrosion Test Specimens" (2)

하여 시편의 값을 측정함으로서 하중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하중bent-beam deflection .

이 항복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환산 식을 이용하여 하deflection-stress

중을 제어할 예정이다.

=6Ety/Hσ
2 (2)

위 식에서 는 시편의 두께이며 값과 값은 그림 에 나타났듯이 는t y H 3.7.1-17 y deflection

의 최대값이고 는 지그의 양 받침대 사이의 거리이다H .

그림 와 값의 정의3.7.1-17. y H .

시험 환경 조사 및 선정(2)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수명평가를 위해서는 가동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시험환경을718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응력부식균열 생성은 매우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실제. , .

원전의 가동 중에 재료가 받은 하중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험은 매우 장시간의 시험시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합금의 수명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가동 중에. 718

재료가 받는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수명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

서 가속화시험을 통하여 시험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간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

를 원전 가동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동환경에서와 가속화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각각 수행하여 단시간.

에 많은 양의 응력부식균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동환경에서의 시험데이터를 이용하여 합718

금의 응력부식균열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3.7.1-18 .

차년도에 외국에서의 시험조건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가속화 시험조건 중에 원전 차측 환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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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이온이나 이온을 첨가하여 가혹한 시험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은 시험시간Cl S

의 단축효과는 있지만 응력부식균열 생성기구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 환경에서의 균

열생성기구와는 달라진다 다른 가속화 시험방법으로는 시험하중을 증가하는 방법과 시험온도.

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외국의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결과.

시험시간 단축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속화 시험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westinghouse

에서 수행한 가속화 시험환경은 기압200 400o 의 증기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생성시험이다C .

외국의 연구결과를 볼 때 이 환경은 충분한 시험시간 단축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속.

화시험환경과 모사환경을 표 에 나타내었다PWR 3-1 .

그림 응력부식균열 취약성 평가 방법론3.7.1-18. .

표 가속화 시험환경과 모사환경3.7.1-6. PWR

원전 환경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으로의 환산은 다음 식 를 통하여 구할 수 있(1)

다.

Test Environment PWR Primary Environment

Water Temp. &Press. 400oC, 20MPa / 320oC, 15.5MPa

water

chemistry

pH 6.3 at room temperature

DO < 5 ppb

DH 30 cc/kg

Conductivity 22 S/cm≈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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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k exp (Q/RT) (1)

t = time to SCC initiation

k = a material constant

Q = the activation energy for SCC

R = the gas constant

T = absolute temperature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취약성 평가는 가속화환경과 원전환경에서의 균열생성시간을718

측정하여 두 가지 환경에서의 균열생성시간의 비를 측정하여 두 환경에서 균열생성시간의 비

를 이용하면 응력부식균열를 발생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와 재료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가속화환경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을 원전환경에서의 균열생성시간으로 환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환경에서도 균열생성시간을 구해야하는데 이 또한 매우 장시.

간의 시험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원전환경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3.7.1-19

에 가속화 환경에서의 시험데이터를 가동환경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으로 환산하는 그

림을 나타내었다 문헌에 따르면 고온 고압의 증기환경에서의 합금의 응력부식균열은 하. 718

중에 따른 의존도가 가동환경에 비해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동환경에서의 시험은 매.

우 높은 하중에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하중에서는 정확한 수명 환산이 어렵게 된

다 하지만 실제 원전에서 합금의 응력부식균열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하중은 상. 718

대적으로 높은 하중영역이기 때문에 낮은 하중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낮은 하중에서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수명이 낮게 평가. ,

되는 것은 어느정도의 으로 고려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safety mar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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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속화 환경에서 가동환경으로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 환산 방법3.7.1-19. .

실제 원전에서 핵연료 집합체의 누름스프링에 가해지는 하중은 로 알려져100 200 ksi∼

있다 이에 따라 실제가해지는 하중에서 개의 하중조건을 선정하였고 가동환경에서의 시험. 4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험의 가속화를 위하여 실제 가해지는 하중조

건 보다 높은 와 하중 조건도 시험에 추가하였다 같은 하중조건에서 시편은250 ksi 280 ksi . 8

개를 동시에 시험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가동환경에서의 하.

중조건은 에서 시작하여 까지 높은 하중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가속화환경에서200 ksi 280 ksi

의 시험결과와 비교를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표 에 확정된 시험환경 및 하중조건을. 3.7.1-7

나타내었다.

표 시험 하중 조건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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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및 하중 인가(3)

표 에 나타낸 시험하중 조건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금의3-2 718

항복강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한요소해석이 필요하다 유한요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을.

위한 인장시편은 을 바탕으로 의 인장시편을 사용하였다 그림ASTM E8M sheet type . 3.7.1-20

에 사용된 인장시편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인장시편 도면3.7.1-20. .

인장시험의 조건은 변형율 속도 의 속도로 상온 공기환경에서 을10-4/s INSTRON 5569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인장시험 수행 시에 시편에 를 장착하여 내에. strain gauge gauge length

변형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수행된 인장시험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또한 인장시험. 3.7.1-8 . ,

결과에 따른 와 값을 구하여 기존의 인장곡선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true stress true strain

다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는 재료의 상수를 알지 못하는. 3.7.1-21 . true stress-strain curve

경우 이전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 게다가 이후의 는 유한요소해석에 포함되UTS . UTS curve

지 않기 때문에 지점까지의 를 계산하였다 그림 에서UTS true stress-strain curve . 3.7.1-21

보이듯이 모든 시험 결과는 기존의 합금이 가지는 인장곡선과 거의 유사하게 관찰 되었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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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생산된 인장곡선은 매우 재현성이 뛰어났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합금의 인장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전원자력연료 주 에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718 ( )

하였다 그림 에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하중을 가할시 시편과 하. 3.7.1-22 .

중을 가하는 지그가 접촉되는 가운데 부분에 가장 높은 응력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가해지.

는 하중을 제어하여 응력부식균열 발생부위를 시편의 중앙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림.

에 나타냈듯이 인장시험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시편의 에 따3.7.1-22 (b) , deflection

라 값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를 통하여 시험 조건true stress . true stress-strain curve

은 실제 원전에서 가해지는 하중범위에서 가지 조건과 그 이상에서 가지 조건을 선정하였4 2

다.

표 인장시험 결과3.7.1-8.

그림 합금의 응력 변형율 곡선3.7.1-21. 718 - .

Test No. YS(MPa) UTS(MPa) Elongation (%)

No. 1 1208.5 1461.2 27.4

No. 2 1206.9 1471.5 22.3

No. 3 1216.3 1466.6 26.6

No. 4 1218.8 1466.3 26.7

Avg. 1214.5 1464.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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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해석 결과(a) .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과 시험 조건(b) - .

그림 유한요소 해석결과3.7.1-22. .

응력부식균열 시편의 신뢰성과 오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같은 하중을 받는 시편을 개씩8

실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편 간 하중제어를 정확히 하지 않게.

되면 시편간의 실험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의 하중제어 절차를 작성하

여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중제어를 수행하였다 하중제어는 인장시험을 수행한. IN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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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5569 .

시편과 지그는 하중제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결합을 하고 에 장착하였INSTRON 5569

다 시편에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 압축응력을 가하는 형식이므로 하중을 가하기 위한 별도의.

지그를 제작하였다 그림 에 제작된 지그를 나타내었다 압축응력을 가할 시에는 시편. 3.7.1-23 .

의 얼라인먼트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편과 정확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시편과 지그 결합상태3.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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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부식균열 시편의 하중제어 절차는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선3.7.1-24

택하여 하중제어를 수행한 후에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검토한 후 지점에서 시작하였Start B

다 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먼저 시편과 지그를 조립한 후 탄성영역에서 시편과. Start A

지그가 정확히 결합되도록 어느 정도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크기는 약 정도. 200 300 N∼

의 하중을 가한 후 다시 하중을 정도까지 낮춘다 하중의 크기가 으로 될 때를 시25 N . 25 N

작점으로 하여 일정량의 변형이 될 때까지 의 속도로 하중을 가하게 된다 는10-4/s . Start B

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하중을 약 정도로 가한 후 다시 내린다 하중이Start A 200 300 N .∼

정도까지 감소하게 되면 다시 약 정도로 다시 하중을 가한다 이러한 이유는 하25 N 2 step .

중을 내림으로써 시편과 지그의 결합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축하중이 걸

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약 의 변형은 실제 의 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이다 이렇. 2 step 0.03 mm .

게 두 가지 절차를 이용하여 하중을 가한 후 두 가지 방법의 하중 변형 곡선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시작점에 따른 하중차이는 시편 과 모두에서. 3.7.1-25 . 1 2 30

미만으로 차이가 났다 이정도의 크기는 매우 미미한 차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N (3 kgf) . .

지점의 경우 초기 응력 변형 곡선이 직선 형태가 되지 않았다 탄성영역의 경우 직선Start A .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시편과 지그의 결함으로 인해 하중이 일직선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또.

한 그림 에 나타났듯이 하중제어를 마친 후 응력 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

면 오히려 초기 하중이 높은 경우가 더 정확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모든

시편의 하중절차를 에 맞췄다Start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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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위한 하중제어 절차3.7.1-24. .

그림 두 가지 지점에서 응력 변형 곡선3.7.1-25. St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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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중제어 절차는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그림 에 모든 하중 값에서의 응력 변형. 3-16

곡선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하중제어 데이터를 저장하여 응력부식균열 실험시 시편간의 편차.

가 발생하여도 하중제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에 의 하중을 가할 경우 시편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최대 정도3.7.1-26 (a) 100 ksi 60N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같은 하중절차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시편.

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림 에서 보이듯이 같은 하중절차를 사용하. 3.7.1-25

더라도 시편간의 편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편간의 미세한 물성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하지만 좀 더 높은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 전체적인 하중의 크기에 비해 시편들간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시편들간의 하중차이는 미미하게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하

중제어 값에서 모든 시편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기 때문에 하중제어가 비교적 정확히 이루

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시편의 하중제어가 완료된 후 모든 시편들은 압력용기에 결합되.

었다 그림 에 볼 수 있듯이 시편을 압력용기 지그에 볼트조임 방식으로 결합하여 시. 3.7.1-27

험 중에 균열검사를 하기위해 탈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와 의 응력 변형 곡선(a) 100 ksi 150 k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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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응력 변형 곡선(b) 180 ksi 200 ksi -

와 의 응력 변형 곡선(c) 250 ksi 280 ksi

그림 시편 하중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3.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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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력용기에 시편이 장착된 형태3.7.1-27.

시편들을 이용하여 시간의 장시간의 시험이 수행된 후 균열이 발생되지Shot peened 2000

않아 합금의 균열저항성을 낮추어 보수적으로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간을 알기718 718

위해 을 제거한 후에 시편을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로 대과제 측과 합의하였shot peening

다 먼저 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시편의 표면을 연마처리를 하여 경도값을 측. shot peening

정하여 두께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림 에 연마 정도에 따라 측정된 미shot peening . 3.7.1-28

소 비커스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은 하게 약 회 정도 측정하여 평균. random 11 12∼

값을 구하였다 시편의 표면에서의 경도값은 약 정도 나타났고 표면. shot peened 580 HV0.5

에서 약 정도의 연마를 수행한 후에 경도측정을 수행한 결과 표면에서의 경도값에 비50 um

해 약 감소하였다 이후 연마정도를 정도씩 증가하면서 경도값 변화를 관찰60 HV0.5 . 50 um

하였는데 그 이후의 경도값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시편의 가운데 부분에.

서의 경도값을 비교해보기 위해 약 연마를 수행 한 후 경도값을 비교해본 결과900 um 50

이상 표면연마를 수행한 시편에서의 경도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um .

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정도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표면에서 의 연마shot peening 50 um . 50 um

를 수행한 시편에서는 경도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표면의 경도값이 어느정도 안정화

된 이상의 연마처리를 하여 균일한 표면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제거를100 um . shot peening

위해 정도의 표면 연마처리를 수행하였다130 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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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면 연마처리에 따른 경도값 변화3.7.1-28. .

표면에서 까지 연마처리를 수행한 시편을 이용하여 앞에서 사용한 하중인가 방130 um

법으로 시편의 하중을 인가하였다 기존에 시험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었던 개의 시편중 개. 48 24

의 시편을 되지 않은 시편으로 교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개의 시편은shot peening 24

계속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제거된 시편에 대한 하중인shot peening

가는 총 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그림 에 하중인가를 위한 응력 변형 곡선에 대한24 . 3.7.1-29 -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와 의 응력 변형 곡선(a) 100 ksi 150 k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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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응력 변형 곡선(b) 180 ksi 200 ksi -

와 의 응력 변형 곡선(c) 250 ksi 280 ksi

그림 시편 하중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3.7.1-29. .

라 응력부식균열 시험장치 구축 및 예비실험.

시험 장비 구축(1)

차년도에 시험장비 설계를 바탕으로 시험장비를 제작하였다 그림 에 제작된 압1 . 3.7.1-30

력용기와 예비히터를 나타내었다 예비히터와 압력용기 사이에 는 보온을 위하여 단열을. tube

하였고 압력용기 히터도 열손실을 막기 위해 단열재로 보온하였다 설치된 압력용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두 개의 압력용기에 같은 수질의 시험수가 공급되도록 하였고 유량을 같게 하기 위

해 예비히터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버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량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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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도록 하였다.

그림 압력용기와 히터 사진3.7.1-30. .

환경모사장치는 기 보유한 환경모사장치에 기압200 400o 증기환경을 모사할 수 있도록C

차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장비를 보완하였다 보완 완료된 환경모사장치를 그림 에1 . 3.7.1-31

나타내었다 시험 수 이동 경로가 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관은 내부에 부식의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특수 처리된 배관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 환경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상용.

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제작한 배관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우 고온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

때문에 열교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열교환기보다 배 정도로 긴 열교환기를 설1.5

치하였다 그리고 환경모사장치 하나로 두 대의 압력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용기내에 유.

량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용기 전단에 별도의 탱크를 제작하여 장착.

하였다 이 별도의 탱크 주위에 히터를 설치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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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모사장치 사진3.7.1-31. .

예비 시험 수행(2)

새롭게 제작된 압력용기와 환경모사장치는 시험 중 수화학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

부에 안정화된 산화막을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장시간 장.

비를 가동해야한다 장비 제작이 완료된 후 개월에 걸쳐 예비실험을 수행하였고 예비실험 도. 2

중에 장비 제작 결함과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화된 시험 수행을 위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

다.

예비시험을 수행한 후 장시간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후 시험장비 내부의 결함이나 내.

구성 저하로 인한 손상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를 연결하는. tube

과 안전장치인 등에서 파손사고가 발생하여 시험이 여러차례 중단되는 사고fitting rupture disk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체 및 수리 작업이 시험 중에서 꾸준히 계속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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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약 시간의 시험이 수행되고 난 후에 압력용기 상단의 순간적인 균열로 파괴되는 현1500

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에 파손된 압력용기 사진을 나타내었다 압력용기의 파손이 발. 3.7.1-32 .

생한 후 파손된 압력용기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취성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파단전 균

열이 미세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한 균열이 내부의 고온 고압을 견디지 못하.

고 파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압력용기 상단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재설계하고 다시.

재작하였다 그리고 차후에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더라도 인명과 시험장비의 보호를 위해.

압력용기 주위에 보호막을 설치하였다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3.7.1-33 .

그림 파손된 압력용기 상단 부분3.7.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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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전을 위한 보호막 설치 사진3.7.1-33. .

마 누름스프링 응력부식균열 생성 시험.

응력부식균열 생성 시험 수행(1)

예비 실험과 장비의 보완 작업을 완료한 후 응력부식균열 생성시험을 수행하였다. 400 ,℃

의 환경에서 시간의 시험을 완료하였다 시험절차는 하중을 가한 시편을 압200bar steam 3600 .

력용기 내부에 장입하고 압력용기를 밀봉한 후 수화학 조건을 제어하게 된다 수화학 조건은, .

용존산소량 용존수소량을 시험환경에 맞게 조절 한 후에 압력을 기압까지 증가시킨 후 하, 200

루 정도 안정화를 거치게 된다 그 뒤 온도를 시험온도까지 증가시키게 된다 온도 증가는 시. .

간당 정도로 증가시키고 온도가 안정화 되면 시험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시험은150oC . 24, 50,

시간을 기준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간격마다100, 150, 200, 250, 500, 1000, 2000, 3600 ,

균열의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온도를 내린 후 시편이 장착된 지그를 분리 하였다 지그를.

분리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균열관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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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34. Fluorescent dye penetrant

방법을 이용한 균열관찰의 예SCC [10]

통상적으로 육안검사 또는 형광물질을 이용한, (Visual Examination) Fluorescent dye

방법을 통하여 응력부식균열의 존재 유무를 관찰한다 를 만족하는penetrant . ASTM-E1209

사의 와 를 이용하여ZYGLO Water Washable Penetrant (ZL-67) Blacklight Fluorescent dye

방법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배의 배율을 갖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균penetrant . 100

열을 관찰하였다 고온 수화학에서 시험한 시편은 산화막이 표면에 두껍게 덥혀있어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광학현미경을 이용할 경우 좀 더 정확한 균열 검사를 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시편의 형상 때문에 높은 하중의 시편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

시험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생성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을 제거한 조건을 추가하였다Shot-peening .

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면 절삭을 수행하였다 두께를 측정하기 위Shot-peening , . Shot-peening

하여 다양한 크기의 표면 절삭을 수행 후 미소경도값을 측정하였다 경도값은 표면에서, . 100㎛

까지 감소하였고 정도 이후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여기에 추가로 보수성을 감(60 HV0.50 ) .

안하여 약 의 표면 가공을 수행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간 시험 종료 후부터 압130 . 2000㎛

력용기 개 중 개에 대하여 을 제거한 시편을 장착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하였2 1 Shot-peening

다.



- 239 -

또한 균열로 발전하기 이전의 좀 더 미세한 균열이나 산화막의 차이를 관찰하기, SCC

위하여 시간 시험이후로 관찰도 병행하였다 관찰을 위해서는 지그에 장착된2000 SEM . SEM

시편을 분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수행한 뒤에는 시편을 재시험 할 수 없다SEM .

그리하여 같은 하중조건의 시편중에서 개씩 제거하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시간1 SEM . 2500 ,

시간 종료 후 하중조건마다 있는 개의 시편 중 하나씩 분리하여 관찰하였고 시간3000 4 , 3600

종료 후에는 하중조건마다 남은 두 개의 시편을 관찰하였으나 높은 개의 하중조건에서만 수3

행되었다.

가속화조건인 환경을 모사한 의 환경에서의 누름스프링 재료PWR 400 , 200bar steam℃

인 의 응력부식균열 생성시험 결과는 아래의 표 과 같다 통상적으로 응력Alloy 718 3.7.1-9, 10 .

부식균열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크기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거나 를 이, Dye penetrant

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나 시간의 시험까지 균열은 전혀 관찰, 3600 Main SCC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속화환경에서의 장시간 시험동안 응력부식균열이 생성되지. ,

않았기 때문에 누름스프링에 사용되는 은 응력부식균열의 저항성이 충분히 뛰어나, Alloy 718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간 이후에 수행한 관찰을 통하여 여러개의 미세한 균열을. 2000 SEM ,

발견하였다 시간까지의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하중인 조건에서만 미세균열이 발. 2000 280 ksi

견되었으며 시간까지의 시험에서는 그보다 낮은 조건에서도 발견되었다 이후, 2500 250 ksi .

시간과 시간의 시험에서는 실제가동환경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도 아주 미3000 3600 200 ksi

세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또한 을 제거한 시편은 시간동안 시험이 수행되었다 조, Shot-peening 1600 . Shot-peening

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고 으, Main SCC , SEM

로 관찰할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시간 시험후 조건과. 500 280 ksi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인 조건에서 미세한 균열이 관찰되었고 시간 후150 ksi , 1000 , 150 ksi,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시간후에 관찰된 높은 하중조건 개에250 ksi, 280 ksi . 1600 3

서 모두 관찰되었다.

각 시간에 따른 균열관찰 결과를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표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시험결과 데이터베이스 요약3.7.1-9. 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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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시험결과 데이터베이스 상세3.7.1-10. 718 ( )

균열 생성 시간 예측(2)

시험 중 명확한 균열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사를 통SEM

해 발견된 미세한 균열들을 모두 균열의 생성이라 판단하고 외국의 시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균열 발생 시간을 예측을 해보았다 모두 최대한의 보수적인 인자를 고려하여 시도하.

여 시험의 편차나 불명확성이 존재하더라도 최소한의 수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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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시 시간 예측 방법3.7.1-35. SCC .

그림 에 현재 환경에서 관찰을 통하여 균열이 발생한 경우3.7.1-35 400oC steam SEM ,

이를 원전 가동환경에서의 개시 시간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균SCC . SCC

열개시 기구가 두 환경에서 같다면 균열개시는 방정식에 비례하여 균열이 생SCC arrhenius

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자는 응력과 온도에 비례한다 식 에 식을 나타내었다. 2 arrhenius .

의 의존성은 에 의존하게 되고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stress stress exponent (n) activation

에 의존하게 된다 이 두가지 상수는 재료와 시험조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두가energy (Q) .

지 상수를 외국의 시험결과로부터 얻어 본 실험결과에서의 균열개시시간을 예측하고자 하였

다.

≈ 
exp


 식----------- ( 2)

  개시시간
  
   exp
  
  이상기체상수
  온도

값을 알게 되면 하중에서 환경에서 시간에 균Stress exponent 280 ksi 400oC steam 3000

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원전에서 가해지는 하중인 에서 같은 환경에서, maximum 195 ksi

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에서의 환경에서의 개시 시간을 알. 195 ksi 400oC steam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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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고 를 외국의 문헌을 바탕으로 알게 되면 원전가동환경인 에서activation energy(Q) 320oC

의 수명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차세대 핵연료인 개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NGF 718

합금의 개시에 대한 는 약 로 보고되었다 또한 웨스팅SCC stress exponent 1.8 [PD2-01-61]. ,

하우스에서 합금을 이용한 균열개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718 SCC stress

를 직접 계산하여 보았다 먼저 환경에서 생산된 재질의 볼트를 이exponent . 400oC steam 718

용한 균열개시 시험결과를 표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먼저 합금의3.7.1-11 3.7.1-36 . 718 SCC

저항성은 열처리와 의해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고전적인 열shot peening .

처리 방식인 열처리를 수행하고 을 수행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서만conventional shot peening

균열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시편에서는 모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볼 때 본 연.

구결과에서 사용된 합금은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열처리718 SCC

방식을 그대로 따른 재료로서 자체적으로 저항성이 높은 재료일뿐만 아니라SCC shot

까지 수행되었기 때문에 균열발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peening .

적인 관점에서 관찰로 발견된 미세한 균열이 개시라고 판단하고SEM SCC stress exponent

를 이용한 실제 수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표 에 나타난 다른 하중에서 두가지 시편의. 5-16

개시시간을 비교하여 를 구하였다 에서 응력이 일 때 균SCC stress exponent . Test 1 137 MPa

열의 발생은 시간만에 관찰되었고 에서 응력이 일 때 균열이 시간만에 관30 test 2 200 MPa 25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식 에 넣고 계산하면 는 대략 이 나오게 된다 이. 2 stress exponent 3 .

렇게 계산하여 얻는 과 문헌에서 나타난 두가지를 고려하여 수명예측에 활용하였다3 1.8, .

표 시험 결과3.7.1-11. SC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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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합금의 균열개시 시간 비교3.7.1-36. 718 [10].

같은 온도를 가지는 환경에서 합금의 의 가 이라고 하였을718 SCC stress dependence 3

때 그 수명을 예측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장 높은 하중인 에서 균열이 발생280 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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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에 비해 약 배의 균열개시시간의 지연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는 같은 온도에서 응3 .

력만 바뀌었을 때를 계산한 것 이므로 온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수명

의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식에서 온도에 의한 의존성은 응력이 같을 때 응력에 대한 부분이 상수Arrhenius SCC

로 되고 와 온도와의 두가지 인자가 결정하게 된다 를 구activation energy . activation energy

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가지 온도에서의 개시시간을 비교하여 구할수 있는데 합금은SCC 718

환경이외에 더 낮은 온도에서는 현재까지 균열개시가 실험적이나 현장에서 보고400oC steam

된바가 없다 이 때문에 합금의 개시를 위한 는 구할 수가 없었다. 718 SCC activation energy .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합금보다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는 합금의 현장SCC 718 600

에서 발생된 균열사례를 바탕으로 측정되거나 실험적으로 측정된 를 이용하activation energy

여 합금에 적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되는 방법이다718 . .

표 에 와 에서 발표된 합금의 를 나타내었다3.7.1-12 EPRI KARL 600 activation energy .

합금의 개시에 대한 는 와 같은 이온들이600 SCC activation energy Cl-, F- SO4-2 dopant

존재하였을 때 그정도에 따라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원전환경에서는44 ~ 52 kcal/mole .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측activation energy .

정된 가장 낮은 는 에서 보고된 으로 나타나고 있다activation energy KAPL 31.7 kcal/mole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 나타난 를 고려하여 본 결과activation energy

가 를 가지고 있었을 때 원전 가동환경 온도인 에서보다activation energy 31.7 kcal/mole 320oC

의 온도에서 약 배의 가속화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서 시간400oC 316 . 400oC 1000

시험은 에서는 시간의 시험효과를 보이는 것이다320oC 310,000 .

표 와 그에 따른 가속화 인자3.7.1-12.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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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두가지 인자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균열이 관찰된 시간을 이용하여 실제 원

전에서 합금의 수명을 예측하여보았다 합금의 균열검사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718 SCC . 718

에 균열이 발생하였을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제거된 시편에서 의 하중을shot peening 150 ksi

받아 시간만에 균열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균열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우500 .

미세한 표면 균열을 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보수적인 관SCC .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수명은 년으로 핵연료 집합체의 일반적인 수명보다 훨씬 긴 수8.2

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까지 적용한다면 실제 수명은 훨씬 길. shot peening

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분석을 통해 균열이 상대적으로 빨리 관찰된 시편들에서. SEM

수명예측을 수행해본 결과 모두 년 이상의 수명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합금100 718

을 누름스프링으로 사용시 균열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에 관찰. 3.7.1-13

된 균열발생 시간과 조건을 바탕으로 실제 원전환경에서의 수명을 예측한 표를 나타내었다.

표 합금의 개시시간 예측 결과3.7.1-13. 718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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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외국의 시험 결과 및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시험 환경과 조건을 선정하였다O .

외국에서 실패한 시험 방법등을 보완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시편을 사용한 응력부식균열 생성시험이 본 연구에 선정되었다 이O 3 point bent-beam .

에 따라 인장시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모든 시편에서 신뢰성 있는 하중 인가를 수행

할 수 있었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시편 및 시편을 모. SCC shot peened non-shot peened

두 시험하였다.

기압 환경에서 합금의 시험이 시간동안 수행되었다 그러나O 400oC 200 718 SCC 3600 . ,

통상적인 균열관찰 방법이 육안 방법에 의해서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고, dye penetration

을 통해서 균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균열을 그러나 주요 균열SEM . SCC

로서 성장하지 못하였고 균열 크기도 매우 작아 명확한 균열이라 판단하기 어려웠다SCC .

실제 원전 가동환경에서 합금이 수명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외국의O 718 SCC

시험사례 및 손상사례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합금의 개시시간은 응력과 온도. 718 SCC

에 비례하는데 응력에 대한 의존성은 로 정도로 나타났고 온도에 대stress exponent 1.8 ~ 3

한 의존성은 실험적으로나 실제 손상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를 측정하지 못하activation energy

였다 이에 좀더 저항성이 낮은 합금의 를 이용하여 수명예측을 해. SCC 600 activation energy

본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도 매우 높은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CC .



- 247 -

원자로용 핵연료의 진동 특성 분석 충남대3.7.2 SMART -

가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원자력을 국가전력수요의 주요 공급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가 성장 동력원으

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원자력정책을 이미 수립 하였으며, 2008

년 배럴당 달러 이상의 초고유가의 시대를 겪으면서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1 140

과 에너지 안보 대안으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년 월 정상회담에서도 고유가 문제와. , 2008 7 G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논의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원자력,

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 ,

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략인 녹색성장과도 부합된다, .

원자력 발전은 복잡한 구조물이므로 핵심기기의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일반 산업 시설의 손상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 및 원자력 발전 부지의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불안 요소를 제

공하는 등 복합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 구조물의 파손을 야기 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진동이다 연료봉의 세장비.

는 매우 커서 횡방향으로 매우 유연한 구조물이므로 지지격자에 의하여 연료봉의 간격이 일정

하게 유지되며 횡방향 하중으로부터 연료봉의 동적 및 정적 안정성을 확보되고 있다 핵연료, .

집합체의 진동은 일반적인 기계진동과는 달리 봉 집합체내의 복잡한 유동에 의해 동적 힘이

전달되고 이 힘에 의해 탄성을 갖는 봉들이 진동하게 된다 이것을 유동 유발 진동. (Flow

이라 한다 유동 유발 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은 외력 주파수와 집합체의 고Induced Vibration) .

유진동수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공진현상과 집합체 내의 유속이 유체와 탄성체의 질량비 및 감

쇠 봉의 강도 봉의 구조 근접 봉의 간섭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임계유속을 초과하는 경우가, , ,

있다 이러한 조건 중 후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 유발 진동을 유체 탄성 진동이라 한다 이. .

러한 유체 탄성 진동은 유체의 관성력이 감쇠력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집합체의 과도한 진동.

은 봉과 지지격자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봉의 진동마모를 야기 시키고 주요 부품의,

파손을 유발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의 지진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에서의 냉각상실사고와 같은

사고 시 발생하게 되는 동적 하중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작용하기 되면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

는 핵연료집합체에도 축방향 및 횡방향의 동적 충격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지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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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횡방향 하중과 일부분의 축방향 하중이 원자로에 가해지게 되며 이 때 원자로에 장,

전되어 있는 집합체와 집합체간의 충돌현상이 집합체의 각 지지격자 위치에서 발생하게 된다.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관 파단에 따른 감압과 압력파에 의해 원자

로에 장전되어 있는 집합체에 대부분의 축방향 하중과 일부분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게 되

며 이 때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집합체와 집합체간의 충돌현상이 집합체의 각 지지격자 위,

치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 및 안정성 분석을 위해 이와같이 핵연료집합체를 통과

하는 냉각재의 유동특성과 냉각재에 의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 및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충

격해석은 절실히 필요하다.

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핵연료 집합체는 원자력 발전설비의 핵심 구조물로서 발전소 운전 중 냉각수의 유동에

의한 가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유동 가진에 따른 진동 및 변형이 발생되게 된다 이.

때 발생한 변형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유체유동과 공진발생에

의한 과도한 진동 및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진.

등 경우 발생하게 되는 동적 하중이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핵연료집합체에 작용하여 집합체

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프랑스 사 등의 해외선진사들은 핵연료기, AREVA '

술 단계 기반화기술 단계 실용화기술 단계 상용화기술 단계 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 기술들( , , )'

을 확보하고 있고 각종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특허 등의 기술소유권이 확보된 고유 핵연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부품 및 집합체 성능 검증에 필요한 모든 노외실증시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직 본 과제와 관련한 국외 타 기관의 발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의 규모나 능력 등을 종합하면 본 과제와 관련한 유사한 성격의, ,

과제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국내의 핵연료 개발기술 확보 수준은 해외선진사와 대등하나 국내의 핵연료 부품

특허 등의 기술소유권 확보 수준은 해외 선진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을 통한 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국내의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

주요 연구는 지지격자의 충격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건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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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진 등의 사고 시에 핵연료간의 충돌이나 핵연료와 노심지지물 과의, (core support baffle)

충돌 등에 안전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들이 고안되어 핵연료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지격자의 내의 스프링 특성을 시험하여 연료봉의 장입력등을 평가하거나 핵. cell ,

연료 모델개발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규명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까지 핵연료에 대하.

여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 고체 유체에 대한 연성을 고려한 집합체 진동 해석은 전무하다.

본 과제를 통하여 을 반영한 핵연료 집합체의 보다 실질적인 진동Fluid-Structure Interaction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며 본 과제를 통해 핵연료 동특성에 대한, FSI (Fluid-Structure

을 적용한 보다 실질적인 해석데이터를 통하여 핵연료 구조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Interaction)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과거에 진행한 충격해석을 참조하여 스마트 핵연료봉에.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핵연료지지격자모델에 대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모델의 건전

성을 확보하였다.

다 핵연료집합체의 유체특성 해석. 3x3

해석모델(1)

핵연료봉으로부터 냉각수로의 열전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

연료봉 주변을 흐르는 원자로 냉각수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냉각수의 유동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료봉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격자체이다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하는.

냉각수의 유동특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은 해석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3.7.2-1 .

구에서는 전산해석의 능력을 고려하여 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격자체의 연료집KNFC 3 × 3

합체만을 전산해석하였다 개의 지지격자체와 개의 연료봉은 유체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7 9 . 7

개의 지지격자체는 각각 하나의 상 하부지지격자 두 개의 혼합지지격자, , (IFM spacer grid -

과 그리고 세 개의 중간지지격자1 IFM spacer grid - 2 ) (Mid spacer grid -1, Mid spacer

와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지격자의 상세모델은 나grid -2 Mid spacer grid -3 . Table 3.2.1

타낸바와 같다 그림에서 각 지지격자체는 로 배열되고 있고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3 × 3

여러개의 정사각형 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는 지지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 3.7.2-2 3.7.2-5∼

고 있는 딤플 혹은 스프링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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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 Schematic of 3 × 3 rod bundle

표 3.7.2-1. 3×3 spacer grid assemblies

Name Geometry Name Geometry

Top spacer

grid assembly

Mid spacer grid

assembly

IFM spacer

grid assembly

Bottom spacer

grid assembly

상부지지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고 있는 개의 스프링 과 개의 딤플에 대한 형상은2 4 그

림 3.7.2-2에서 보여주고 있고 하부지지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고 있다 하부지지격자의 각 셀.

을 구성하고 있는 개의 스프링 상호 대칭되는 스프링 개 와 개의 딤플에 대한2 - A, - B 2 2

형상은 그림 3.7.2-3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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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 Configuration of a cell of the top spacer grid assembly

그림 3.7.2-3. Configuration of a cell of the bottom spacer grid assembly

중간지지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고 있는 개의 스프링 개의 딤플과 개의 개의 혼2 , 4 4 2

합날개에 대한 형상은 그림 3.7.2-4에서 보여주고 있다 혼합지지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고 있.

는 개의 딤플과 개의 혼합날개에 대한 형상은4 2 그림 3.7.2-5에서 보여주고 있고 하부지지

격자의 각 셀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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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4. Configuration of a cell of the mid spacer grid assembly

그림 3.7.2-5. Configuration of a cell of the IFM spacer grid assembly

해석모델 계산격자(2)

복잡한 유로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유동 구조를 잘 모사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조

밀한 계산 격자를 필요로 한다 과도한 계산 격자는 해석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해석 결과를 후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반대로 충분하지 않은 계산 격자는 해.

석모델의 복잡한 형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격자형상을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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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격자 나눔을 수행하였다 복잡한 유로 형상으로ANSYS ICEM .　

인해 를 사용한 격자 생성은 어려우 를 사용하여 격자를 형성Hexahedral element , Tri-element

하였다 또한 연료봉 벽면에서는 과도의 점성 때문에 연료봉 벽면은 개의 경계층으로 다시. 10

분할 하였다 결과는 그림 과 표 에서 나타낸바와 같다 이러한 격자의 질을 판. 3.7.2-6 3.7.2-2 .

단하기 위해 내의 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과 같은 그래프ICEM Mesh quality histogram 3.7.2-7

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횡축은 격자의 질 을 나타내고 축은 각 질 범위에 있는 요소. (quality) , Y

의 개수를 나타내며 각 그래프에서의 화살표 방향은 위로 더 많은 요소가 있음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요소의 질은 을 넘으면 해석에 적합한 요소로 판단된다 본 격자질의 검증에서0.18 .

최소 요소의 질은 이므로 해석에 적합한 요소이다 최초 계산에서 를 확인해 본 결과0.3 . y+

그 값은 이며 이는 격자생성 시 권고되는 에 대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값이다6 y+ .

그림 3.7.2-6. Cross section view of finite element rod bundle

표 3.7.2-2. Rod bundle grid characteristics

Item Value Unit

Total number of grids 10,458,281 -

Boundary layer first layer thickness 0.01 mm

Boundary layer growth factor 1 -

Boundary layer divisio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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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7. Computational grid quality histogram of rod bundle

경계조건(3)

본 연구에서는 개의 지지격자와 개의 연료봉으로 형성한 복잡한 유로에서 일어나는7 9

완전히 발달된 유동영역에서의 유동 현상의 규명에 주안점이 있고 유동이 완전히 발달되기,

이전의 천이과정은 본 연구의 논의 대상 밖이다 따라서 해석에 사용된 형상은 유동 단면만을.

정확히 모사하고 길이방향으로 방향 일정 단면을 갖는 길이 인 형상을 사용하였, (Y ) 2254 mm

다 그림( 3.7.2-8).

대칭적인 형상을 갖는 물체에 대한 해석을 고려할 때는 대칭면을 중심으로 일부분만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대칭면을 통해 유동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는 대칭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형상은 대칭이라 할지라도 내부를 흐르는 유동이 유동이므로 잘라낸. swirl

경계면을 통과하게 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개의 바깥 벽면에 대하여 대칭조건을 사용. 4

하지 않고 하나의 완전한 유로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는 본 해석에서 사용하는 각 유동 경계조건과 상수를 나타내고 있다 유로를3.7.2-3 .

흐르는 유체는 온도는 25 o 는 그리고C , Molar mass 18.02 kg/kmol specific heat capacity

는 인 물이다 입구에서 유체의 속도는 또는 유체 온도는4181.7 J/(kg.K) . 1m/s 2 m/s, 295 oC

로 설정하였고 출구에서 평균 정적 압력은 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벽면은 미끄럼이 없는0 Pa .

평화 단열 벽 경계로 설정하였고 연료봉의 벽면의 는heat flux 900 Kw/m-2 로 설정하였다 이.

때의 기준 압력은 이다 수는 입구 속도 일 때 이고 입구 속15 MPa . Reynolds 1 m/s 165,010

도 일 때에는 이다 이 경우 는2 m/s 330,020 . dynamic viscosity ×  이다.

핵연료의 복잡한 내부유류에서 일어나는 유동 특성 및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기에 위하

여 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난류모델 를 사용하여 유동CFX Baseline Reynolds stress model

해석을 수행하고 입구 유동속도 일 때와 일 때의 각 유동특성 변화를 비교하여1 m/s 2 m/s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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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델들을 적용할 때는 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에서 사용CFX ,

되는 상수들이나 계수들에 대해 특별한 수정이나 첨가를 하지 않았다 에서는. (4) Baseline

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Reynolds stress model .

그림 3.7.2-8. Geometry for CFD analysis

표 3.7.2-3 Boundary conditions and parameters for rod bundle

Name Value Name Value

Water temperature 25
o
C Water molar mass 18.02 kg/kmol

Water specific heat

capacity
4181.7 J/(kg.K) Turbulence model

Baseline Reynolds

stress model

Inlet velocity 1 m/s or 2 m/s Inlet temperature 195
o
C

Outlet static pressure 0 bar Reference pressure 15 MPa

Fuel rod heat flux 900 Kw/m
-2

Reynolds number
165,010 or

330,010

Dynamic viscosity ×  Wall roughness smoot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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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델(4)

  계열이나(turbulence kinetic energy - turbulence dissipation rate)  

계열의 방정식 난류모델은 산업분야에서 일어turbulence kinetic energy - frequency) 2-

나는 대부분의 유동현상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예측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델은 경계

층 바깥 유동은 졍확하게 예측하지만 경계층 내에서의 유동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반,

대로   모델은 벽면 인접영역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표 난류의 수송이나 비등( 3.7.2-4).

방성에 의한 효과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동장인 경우에는 라turbulence eddy viscosity

는 비례계수를 사용하여 난류응력이 평균속도 변형율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등방

성 방정식 난류 모델들은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난류의 비등방성을 잘 표2- .

현할 수 있는 난류모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만족하는 가장 좋은 난류모델은 난류응력수.

송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난류응력항들을 직접 구하는 이다Reynolds stress model .   방

정식의 장점과   장점을 취한 방정식은 바로 난류응력Baseline Reynolds stress model

수송방정식이다 또한 난류응력수송방정식을 풀어서 난류응력항들을 직접 구하게 되면 난류응.

력의 대류 및 확산효과를 직접 모사하게 되므로 난류의 비등방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

은 난류수송방정식으로부터 난류응력을 직접 구하기 때문에 원천적Reynolds stress model

으로 유선골률 효과가 큰 유동 변형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동 이차(streamline curvature) , ,

유동과 부력에 의한 유동 등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

류응력항들을 직접 풀어서 하기 때문에 더 큰 계산용량과 더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렴성 및 수치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수렴된 안정한 결과를 얻기 힘

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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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4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and   model

  model   model

Advantage at boundary layer ---

Robust

Accurate

Simple

Advantage at outer layer Well defined ---

Disadvantage at boundary
layer

Stiff

---

Less accurate

Complex

Over prediction

Disadvantage at outer layer ---
Strong free stream

sensitivity

해석과정 및 방법(5)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핵연료 봉다발에서 봉과 봉사이 좁은 틈

새에서 일어나는 유동맥동과 핵연료 표면근처에서 이러나는 이차유동은 유로에서의 유속분포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유로 내에서의 유동은 유동이. steady state

라기 보기는 어렵다 본 해석에서는 시간간격 총 계산 시간 로 하여 해. 0.01 s, 10 s transient

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계산모델의 경우 길이가 이고 유로 내에서 평. 2.24 m

균유속이 혹은 이므로 주유동의 계산모델을 회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1.2 2.4 m/s , 1 1.8

혹은 정도이다 이때 계산은 혹은 일 때의 계산결과이고 본 연구에s 0.9 s . 6 cycle 12 cycle

서는 구간별 회 반복계산을 고려하였으며 계산의 오차는0.01 s, 5 , ×   정도로 유지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때 에서의 해석시간은 대략 이다 해석 툴은 현. 8 CPU 100 hours .

자 유체해석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체해석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을CFX ANSYS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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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6)

압력강하 특성O

물이 흐르려면 출발점의 압력이 도착점의 압력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때의 차이가 압력

강하이며 주로 불가역적 손실에 의한 압력강하와 광의의 압력강하가 있다 불가역적 손실에.

는 유로의 갑작스런 확대 축소 구부러짐 삽입물 등에 의한 형상 압력강하가 있고 광의의 압, , ,

력강하에는 가속 압력강화나 위치 압력강화와 같은 가역적 압력손실이 있다.

지지격자의 형상 배치 위치는 압력강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펌프구동력에,

도 영향을 끼치므로 지지격자의 최적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며 지지격자 위치의 배치 평

가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핵연료집합체 모델에 대한 압력강하를 계산함과 동시에 핵연료집합

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종류의 지지격자가 압력강하에 대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는 입구 유속이 일 때와 일 때의 핵연료봉 축방향 축 에 압력강하를3.7.2-9 1 m/s 2 m/s (Y- )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압력은 핵연료봉 축방향을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며 지지격자를. ,

통과하는 시에는 약간의 압력증가를 보아낼 수 있다 연료봉 하단에 있는 하부지지격자와 상.

부에 있는 상부지지격자를 통과하는 시에는 압력증가는 매우 미소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중간

지지격자와 혼합지지격자를 통과하는 시에는 압력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지격자의 스프링과 딤플 등 격자체를 통과하는 시에는 압력강하는 큰 변화가 없.

지만 혼합날개 통과 시에는 상대적으로 큰 압력증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압력강.

하는 지지격자의 혼합날개 설계와 지지격자배치에만 영향을 주고 지지격자의 스프링과 딤플설

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유동속도가 배 커지면 압력강하는. 2

배 정도로 강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동속도의 증가에 따라 더 큰 펌프구동력을 요5 .

구함을 설명한다 그림 은 이때 핵연료집합체 축 중간 위치에서 나타나는 압력변. 3.7.2-10 Y-Z

화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입구속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압력분포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므로 입구 속도 일 때의 경우만 보여준다2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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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 velocity 1 m/s (b) Inlet velocity 2 m/s

그림 3.7.2-9. Pressure drop along axial direction of rod bundle

그림 3.7.2-10. Pressure drop dissipation of ro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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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동속도 특성O

유체의 유동속도는 유로의 갑작스런 확대 축소 구부러짐 삽입물 등에 의해 변한다 그, , , .

림 유체의 입구 속도가 축 방향의 속도분포를 설명하고 그림3.7.2-11 (a), 1 m/s 3.7.2-11 (b)

는 유체의 입구 속도가 일 때 축 방향의 속도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두 경우 축 방향에2 m/s .

따른 최대 속도는 똑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격자 통과 시에는 유로의 축소 때문에.

유체의 유동 속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지지격자 하단에 있는 하부지지격자 통과 후 유체의 유.

동속도는 유로의 확대 때문에 다시 급격히 감소하다가 다음번 지지격자통과 전까지 비슷한 값

을 유지하지만 중간지지격자 또는 혼합지지격자 통과 후 혼합날개의 영향으로 유체의 유동속

도는 천천히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혼합날개는 유체의 축방향 유동속도에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중간지지격자 통과 시와 혼합지지격자 통과 시의 유체의 최대 유동.

속도는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 영향으로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난다.

그림 는 두 경우 각각의 유체입구 속도에 한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3.7.2-12 normalize .

두 경우 유체의 감소 증가 값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

그림 는 각 지지격자스프링 중간위치에서의 유체 속도분포를 보여주3.7.2-13 (a) (d)∼

고 있다 하부지지격자의 스프링 중간위치 통과 시 유체의 최대 속도는 단면에 평균적으로 분.

포되어 있다 중간지지격자와 상부지지격자의 스프링 중간위치 통과 시 유체의 최대 속도는.

스프링과 스프링사이 또는 스프링과 집합체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혼합지지격자의 딤strap .

플 중간위치 통과 시 유체의 최대 속도는 외부 스프링과 스프링사이 또는 스프링과 집합체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로부터 지지격자를 통과하는 형상의 차이에 의해 최대속도의strap .

크기나 분포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 Inlet velocity 1 m/s (b) Inlet velocity 2 m/s

그림 3.7.2-11. Maximum velocity along axial direction of ro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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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2. Normalized maximum velocity along axial direction of rod bundle

(a) Bottom spacer grid (b) Mid spacer grid

(c) IFM spacer grid (d) Top spacer grid

그림 3.7.2-13. Velocity contour at the center of the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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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유동분포 특성O

혼합날개는 부수로 내에 와류를 발생시켜 난류를 생성시켜 유동혼합을 촉진시켜 연료봉

부수로의 열전달을 증진시키나 과다한 유동저항으로 인해 압력강하의 급격한 상승이나 유체유

인 진동으로 인한 열수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중간지지격자와 혼합지지격자에 사용된 혼합날개는 LSVF (large scale vortex

혼합날개로서 대형 이차와류를 생성시키는 날개이다 그림 은 이 두 가지 지지flow) . 3.7.2-14

격자 통과 시 점의 위치를 보여주고 그림 은 이 위치에서의(after spacer grid 0 mm) 3.7.2-15

이차유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중간 지지격자에 부착된 혼합날개에 의해 연료봉 와. 5 1

사이에 와 연료봉 와 사이에서 수평방향의 작은 와류가 생성되고 연료봉 와 사이에 와5 9 5 7

연료봉 와 사이에서 수직방향의 작은 와류가 생성된다 또한 연료봉 을 걸쳐서 큰5 3 . 3, 5, 7

와류가 생성된다 혼합지지격자의 혼합날개는 중간지지격자의 혼합날개 보다 시계방향으. 900

로 돌려져 있다 이때 작은 와류의 생성은 비슷한 중간지지격자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

고 있지만 큰 와류는 연료봉 와 교차되는 를 걸쳐 생성된다 그림 은 중3, 5, 7 1, 5, 9 . 3.7.2-16

간지지격자의 혼합날개를 통과후의 이차유동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혼합날개 통과 후. 0 mm

연료봉 주위에 있는 작은 와류는 점차 커지다가 통과 후에는 연료봉 와 연료봉5 15 mm 2 4,

과 를 걸쳐 큰 와류를 생성한다 통과 후에는 큰 와류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6 8 . 30 mm

통 과 후에는 혼합날개의 영향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림 는 혼합지지격자의55mm . 3.7.2-17

혼합날개를 통과후의 이차유동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혼합날개 통과 후 연료봉 주위. 0 mm 5

에 있는 작은 와류는 점차 커지다가 통과 후에는 연료봉 와 연료봉 과 을 걸쳐15 mm 4 8, 2 6

큰 와류를 생성한다 통과 후에는 큰 와류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통 과 후에. 30 mm 55mm

는 혼합날개의 영향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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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the end of mid spacer grid mixing vane (b) At the end of IFM spacer grid mixing vane

그림 3.7.2-14. Geometry of the cross section plane after spacer grid

(a) Mid spacer grid

(b) IFM spacer grid

그림 3.7.2-15. Secondary flow pattern on the mixing vane (0 mm from end point of mixing v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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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6. Secondary flow pattern from end point of mid spacer grid mixing v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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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7. Secondary flow pattern from IFM spacer grid mixing v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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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특성O

연료봉의 핫스폿 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하여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온도분석(hot spot)

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림 는 유체 입구 유동속도 일 때의 연료. 3.7.2-18 (a), (b) 1m/s, 2m/s

봉 표면의 축방향에 따른 최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체의 입구 유동이 일 때 출구. 1 m/s

에서의 연료봉 표면 주위의 최대 온도는 입구에서의 배 정도이고 유체의 입구 유동이1.42 2

인 경우 출구에서의 연료봉 표면 주위의 최대 온도는 입구에서의 배 정도이다 노m/s 1.18 .

내 유체의 유동 속도에 따라 온도의 변화는 크게 차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a) Velocity 1 m/s (b) Velocity 2 m/s

그림 3.7.2-18. Maximum temperature along axial direction of rod bundle

라 핵연료집합체의 해석. 3x3 FSI

진동해석(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지격자에 지지된 핵연료봉의 진동해석을 수ANSYS Workbench

행하였다 이때 지지격자 개수에 따른 연료봉의 모달 형상과 진동수를 차까지 정리하면 그. 10

림 와 표 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해석모델은 그림 모델을 사용하였다3.7.2-19 3.7.2-5 . 3.7.2-2 .

연료봉과 혼합지지격자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 진동 모드형상으로부터 보면 차 및IFM 1

차 모드는 로서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일차 보 진동모드로 보이고 가장 긴2 36 Hz, 36.3 Hz

지지격자사이 거리인 하부지지격자와 첫 번째 중간지지격자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연료.

봉의 강성분포의 차이에 의해서 이러나는 현상으로서 긴 간격의 굽힘강성이 작기 때문에 나타

나는 거동형태이다 차모드에서 차 모드도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의 일차 보 진동모드로서.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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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모드의 진폭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에서 사이의 고유진동수를 가진다 차54.7Hz 100 Hz . 9

모드와 차 모드는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의 이차 보 진동모드로서 방향 이 서로 반대인10

의 고유진동수를 가진다151Hz, 153Hz .

연료봉이 각 지지격자 사이에 갭이 없는 경우 진동 모드형상으로부터 보면 차 및 차1 2

모드는 로서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일차 보 진동모드로 보이고 가장 긴 지35.7 Hz, 36.3 Hz

지격자사이 거리인 하부지지격자와 첫 번째 지지격자 사이에서 나타난다 차 및 차 모드는. 3 4

로서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일차 보 진동모드로 보이고 두번째로 긴 지지55.3 Hz, 55.8 Hz

격자사이 거리인 첫 번째 중간지지격자와 긴 격자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연료봉의 강성분.

포의 차이에 의해서 이러나는 현상으로서 긴 간격의 굽힘강성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동형

태이다 차 차 및 차 차 모드는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이차 보 진동모드로 보이고 가장. 5 , 6 7 , 8

긴 지지격자거리와 두 번째로 긴 격자사이에서 나타난다 차 및 차 모드는 나머지 격자사. 9 10

이에서 나타나는 굽힘모드 형상을 나타낸다 이때 나타나는 차 및 차 모드는 다섯 개의 지지. 5 6

격자에 의해 지지된 경우의 차 및 차 모드와 비슷한 형상과 값을 가지고 있다9 10 .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mode 7 mode 8 mode 9 mode 10

(a) with gap at IFM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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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mode 7 mode 8 mode 9 mode 10

(b) without gap

그림 3.7.2-19. Mode shape of fuel rod bundle

표 3.7.2-5 Variation of nature frequencies

Mode/Supporters
with gap between rod and

two IFM spacer grids
without gap

m=1 (Hz) 35.7 35.7

m=2 (Hz) 36.3 36.3

m=3 (Hz) 54.7 55.3

m=4 (Hz) 55.5 55.8

m=5 (Hz) 55.8 99.0

m=6 (Hz) 62.5 101

m=7 (Hz) 63.6 153

m=8 (Hz) 99.2 170

m=9 (Hz) 100 173

m=10 (Hz) 15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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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발진동해석(2)

핵연료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되면 핵연료의 수명기간 동안 노심 내 냉각재 유동에 의하여,

집합체는 유동유발진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되는 핵연료봉의 과도한 진동은 봉과 지지격,

자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봉의 진동마모를 야기 시키고 주요 부품의 파손을 유발하,

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때문에 핵연료집합체에서 발생되는 유동유발진동해석에 대한 이.

해는 필수적이다.

본 해석에서는 프로그램과 의 연계해석을 이용하여ANSYS Workbench ANSYS CFX

지지격자에 지지된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유체영역은 그림.

에서 설명한 핵연료집합체이다 고체영역 모델은 그림 와 같이 고3.7.2-8 3 × 3 . 3.7.2-2 1 × 1

체모델을 사용하였다.

동안의 해석을 수행하여 유체가 유동 될 때의 핵연료봉의 변위를 고찰해3.58 s 2 cycle

보았다 시간 일 때 핵연료봉 축방향으로 따른 격자 움직임의 최대변위는 그림. 3.58 s 3.7.2-20

에서 타나낸 바와 같다 두 경우 최대 변위는 모두 하부지지격자와 중간지지격자 사이에서. _1

나타나며 갭이 있는 경우의 최대변위는 갭이 없는 경우는 로 약 배0.013 mm, 0.0013 mm 10

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는 에서의 연료봉 의 변위 분포를 보여준다 갭이 없는 경우 연료3.7.2-21 Span-1 5 .

봉의 최대 변위는 로서 유체 격자의 최대 변위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갭0.0136 mm .

이 없는 경우 연료봉의 최대 변위는 로서 유체 격자의 최대 변위와 보다 배 작은0.0035 mm 3

값을 보인다.

그림 그림 는 중간위치에서의 시간 에 따3.7.2-22 3.7.2-27 span-1 span-6 (3.58 s)∼ ∼

른 변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부터 으로 가면서 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span-1 span-6

의 차이는 커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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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0. Maximum grid displacement along axial direction of rod bundle

(a) without gap (b) with gap

그림 3.7.2-21. Fuel rod displacement distribution at sp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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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2.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1

(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3.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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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4.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3

(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5.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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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6.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5

(a) with gap between fuel rod and IFM spacer

grid
(b) without gap

그림 3.7.2-27. displacement history at span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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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설계와 관련하여 핵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특성 분석과SMART

핵연료집합체의 충격해석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

다.

핵연료집합체의 유체유동해석(1) One by one

지지격자 개수에 따른 집합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체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지격O .

자 개수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와 최대 레이놀즈 응력의 변화는 비슷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었

다 지지격자를 통과 시 난류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은 급격히 상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지지격자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류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의 최대값은 감소한다.

해석을 통하여 중간지지격자와 연료봉사이 갭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 분O FSI

석한 결과 압력분포로부터 보면 지지격자와 연료봉의 접촉면에서 갭이 없는 경우는 갭이 있는

경우보다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핵연료집합체의 유체유동해석(2) Three by three

프로그램으로 고품질 의 핵연료집합체를 생성할 수 있다O ANSYS ICEM (high quality) .

핵연료집합체의 유체유동해석에서는 구간별 회의 반복계산을 고려하였으O 3 × 3 0.01, 5

며 총 동안의 거동으로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오차는 정도로 유지10 s (100 hours) 1.0 10-5

입구 유속이 일 때의 압력강하는 각각 이며 출구에서O 1 m/s, 2 m/s 4.5 kPa, 19 kPa

의 온도 변화는 각각 입구온도의 배 배 이다1.45 , 1.18 .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를 통과하는 경우 대형 이차와류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차O

유동이 일어나며 그 영향이 하류까지 유지된다.

연료봉의 최대변위는 입구 유속이 인 경우 에서 연료봉의 최대변위는O 1 m/s 3.58 s

로서 지격자와 중간지지격자 사이에서 나타나며 혼합지지격자와 연료봉사0.0136 mm _1 IFM

이 갭이 있을 경우는 연료봉의 최대변위는 이다0.0035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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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해당사항 없음



- 276 -

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인 핵연료집합체 및 제어봉집합체의 기술검증결과는 안SMART

전성 입증과 표준설계 인허가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 277 -

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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