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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경수형 원자력발전소(Light Water Reactor; LWR)

에서 열을 생산하는 열원인 핵연료집합체의 전형

적인 형상 및 구조는 에 나타나 있다 한국Fig. 1 .

표준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집합체는 참(Fig. 1

조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약 높이 약) , 200 mm,

정도의 제원을 갖고 있으며 골격체와4,000 mm

수백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격체는.

하단에 많은 유로구멍이 뚫려있는 하단고정체

개 상단에 홀다운스프링집합(Bottom end piece) 1 ,

체 세트 및 상단고정(Holddown spring assembly) 4

체 개 상단고정체와 하단고정체(Top end piece) 1 ,

를 연결하면서 원자로 제어시나 긴급정지시에 제

어봉 삽입경로인 개의 안내관 및 운4 (Guide tube)

전중에 원자로 상태를 계측하기 위한 계측기의

삽입경로인 계측관 개 그리(Instrumentation tube) 1

고 상단고정체와 하단고정체 사이에 적당한 간격

으로 배치되어 안내관에 고정부착된 여개 이/ 10

상의 지지격자체 로 구성되(Spacer grid assembly)

어 있다 피복관 속에 원자. Zircaloy (cladding tube)

력발전의 열원인 UO2 펠릿들이 장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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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지격자체는 경수로 핵연료집합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부품 중에 하나이다 질칼로이 지지: .

격자체 설계시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지격자체가 원자로심에서 냉각수의 심한 수두손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진사고를 고려한 설계하중 하에서 충분한 횡방향 충격강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지지격자체 제조용 질칼로이 원자재 소요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지격자체,

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pacer grid assemb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uctural components in a Light Water

Reactor(LWR) nuclear fuel assembly. In the case of the Zircaloy spacer grid assembly, the primary design

consideration is to ensure that lateral dynamic crush strength of the spacer grid assembly is sufficient to resist

design basis loads and thereby prevent seismic accidents,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hydraulic head

loss for the reactor coolant in the reactor core.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the lateral dynamic crush

strength of a spacer grid assembly were analyzed by performing lateral dynamic crush tests and finite element

analyses. Further, an effective and economical method to enhance the lateral dynamic crush strength of the

spacer grid assembly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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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은 매우 유연한 구조물로서 세장비가 약(

이상 지지격자체의 격자 에 삽입되며 골380 ) (cell)

격체 축방향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여러

지지격자체에 의해서 매달려 지지되고 있다.(1)

지지격자체는 본래 원자로심내 공간의 정해진

위치에 연료봉을 고정하고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

이다 지지격자체는 에서 보듯이 홈 이. Fig. 2 (slit)

있는 지지격자판들이 가로 세로로 엇갈리게 끼,

워져 조립되고 엇갈린 지지격자판들의 교차부위

는 점용접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레이저 빔 용접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핵연료집합체 측면에서.

가해지는 여러 하중 지진하중이나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횡방향 설계하중)

으로부터 연료봉을 보호하면서 원자로 긴급정지

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조설계에서는 지지격

자체가 충분한 횡방향 충격강도를 갖추도록 요구

되고 있다.(1)

그동안 수행된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 향

상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지격자/

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판의 두께 및 높이를 증

가시켜서 충격강도를 향상시키려는 전형적인 방

안 특허분석 현황 참조 과( )
(2) 지지격자판 형상을

개선하는 충격강도를 향상시키려는 새로운 시도(3,4)

그리고 지지격자체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방법 즉

제조방법을 개선하여 충격강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5,6)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지지.

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 향상방안의 문제점 및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횡방향 충격강도 향상방안

의 유용성 및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아울러

여러 형상의 지지격자체 시편에 대해 수행한 횡

방향 충격강도 시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분

석하고 정리하였다.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에 영향을2.
주는 인자들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지지격자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판의

두께 높이와 지지격자판에 형성된 스프링 및 딤,

플의 배치 및 지지격자체로 조립용접된 뒤 교차/

부에서의 용접깊이나 용접선 길이 그리고 지지격

자판 상단에 형성된 혼합날개의 배치와 관련이

있다 이들 인자들과 충격강도와의 관계를 상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1 Fuel assembly

Fig. 2 Spacer grid assembly

지지격자판 두께2.1

지지격자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판의 두께는 전

통적으로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상

시키는 주요 설계변수로 사용되어 왔다.(2) Figure

은 지지격자판의 정규화된 두께 현재 상용으로3 (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체 지지격자판의 두께로

정규화 변화에 따른 정규화된 지지격자체의 횡)

방향 충격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에서 보듯이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는 지

지격자판의 두께 변화에 차 함수관계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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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crush strength vs strap thickness

Fig. 4 Design variables for optimization of dimple
location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7,8) 지지격자판

의 두께는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주요 설계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지지격자판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지지격자

체 제조용 질칼로이 원자재 소요량도 증가하여

제조원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심내를 흐

르는 냉각수의 수두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부하를 증가시켜서

원자로의 전력생산 경제성을 낮추게 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양 및 부피도 증가시키는 단점

이 있다.

지지격자판 높이2.2

지지격자체를 구성하는 지지격자판의 높이는

전통적으로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

상시키는 주요 설계변수로 사용되어 왔다.(2) 지지

격자판의 높이 변화에 따른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의 변화는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지지격자판의 높이는 지지격자체

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설

계변수 중에 하나이나 지지격자판의 높이가 증가

하게 되면 지지격자체 제조용 질칼로이 원자재

소요량도 증가하여 제조원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

라 원자로심내를 흐르는 냉각수의 수두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부하를 증가시켜서 원자로의 전력생산 경제성을

낮추게 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양 및 부피.

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스프링 및 딤플의 배치2.3

지지격자판에 성형된 딤플 및 스프링의 위치에

따라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가 다를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다.(3) 이 연구결

과에 기초하여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4) Figure

는 지지격자판에서 스프링 길이 및 지지격자판4

높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딤플 너비 및 배치를 최

적화하기 위한 설계변수(DV1, DV2, DV3, DV4)

를 나타낸 것으로 각 설계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상부 슬롯 상단에서 스트랩 상단까지 거리DV1:

딤플의 너비DV2:

딤플 및 슬롯의 너비DV3:

스프링 상단에서 하부 슬롯 하단까지 거리DV4:

부모델 지지격자체에 대하7x7 (sub-sized model)

여 딤플의 위치를 최적화한 결과 약 정도12.6 %

의 횡방향 충격강도 향상이 얻어질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8) 딤플 및 스프링 배치를 최적화할 경

우에 지지격자판 전체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

문에 지지격자체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소요량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원자로심 내에서 냉각수의

수두 손실이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지지격자

체 횡방향 충격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용접선 길이2.4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는 지지격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지격자판의 높이 보다 정확하,

게 표현하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유효높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7,9) 지지격자판에서 임계좌굴하

중은 판의 관성모멘트에 비례하는데 는 스Fig. 5

프링 및 딤플이 성형되어 있지 않고 만 형성slit

된 지지격자판에서 충격하중을 전달하는 하중 경

로를 도시한 것이다 와 같은 형상의 판. Figure 5

에서 판의 임계좌굴하중(Pcr 은 판의 탄성물성치)

(E 판의 길이), (L 판의 두께), (t 및 판의 유효높이)

(Be 등과는 아래의 식 과 같이 관련이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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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e는 충격하중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인

판의 유효높이로서 판의 전체 높이(B1+G+B2 보다)

작은 값이다.

∝ 

∝∙


(1)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는 지지격자판의

유효높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있음이 실험과

해석을 통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8~11) 지지격자

판 전체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유효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지지격자

체 용접방법을 전통적인 점용접 에서(spot welding)

선용접 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연하(line welding) .

여 설명하면 지지격자판들을 조립한 후 용접할

때 기존의 점용접 방법 대신에 지지격자판 교차

부의 을 따라 선용접 하는 것이다slit (line welding) .

은 지지격자판 교차부위의 을 따라Figure 6 slit

선용접할 수 있도록 레이저 빔을 틸팅 하는(tilting)

시험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인데(6) 이 시험

장치를 이용하면 설계자의 용도에 따라 에Fig. 7

서와 같이 교차부위의 을 따라 일부분 혹은slit

전체까지 용접할 수 있다.(5)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는 지지격자판의

유효높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있음이 실험과

해석을 통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8~11) 지지격자

판 전체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유효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지지격자

체 용접방법을 전통적인 점용접 에서(spot welding)

선용접 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연하(line welding) .

여 설명하면 지지격자판들을 조립한 후 용접할

때 기존의 점용접 방법 대신에 지지격자판 교차

부의 을 따라 선용접 하는 것이다slit (line welding) .

Fig. 5 Effective height for a grid strap

은 지지격자판 교차부위의 을 따라Figure 6 slit

선용접할 수 있도록 레이저 빔을 틸팅 하는(tilting)

시험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인데(6) 이 시험

장치를 이용하면 설계자의 용도에 따라 에Fig. 7

서와 같이 교차부위의 을 따라 일부분 혹은slit

전체까지 용접할 수 있다.(5)

날개를 고려한 경우2.5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지격자체는 지지

격자체 상단에 냉각수 혼합을 위한 혼합날개가

부착되어 있다 혼합날개가 지지격자판들이 조립.

되는 위에 부착된 경우 지지격자체의 횡방향slit

충격강도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약 정10-20%

도임이 시험과 해석결과를 통해 보고되었다.(12)

횡방향 충격강도 시험3.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시험은 통상적으

로 낙하식 충격시험기나(13,14) 진자식 충격시험기

Fig. 6 Proposed LASER welding technique (Tilting unit)

Fig. 7 Weld line for the proposed LASER weld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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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5)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설치된 진자식 충격강도 시험기를 이용

하여 지지격자체에 대한 횡방향 충격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진자식.

충격시험기는 에서 보듯이Fig. 8 impact hammer,

등으로 구성되hammer fixture, angular transducer

어 있으며 가 부착된 의impact hammer pendulum

각도를 조정하여 지지격자체 시편에 횡방향 충격

하중을 부가하도록 되어있다.(16)

횡방향 충격강도 해석4.

지지격자판의 물성치4.1

질칼로이 지지격자체 시편의 물성치는 Table 1

과 같으며 응력변형도 곡선은 지지격자판에서 절-

취한 인장시험편에 대하여 시험절차에ASTM
(17) 따

라 수행한 단축 인장시험에서 얻은 탄소성 곡선

을 사용하였다 탄소성 곡선은 에 나타나. Fig. 9

있다.

횡방향 충격해석 모델링4.2

지지격자체의 유한요소해석모델은 내 외부 격∙

자판들은 ABAQUS
(18)의 쉘 요소 요4-node (S4R

소 를 사용했고 지지격자판들의 교차점 용접부위)

는 요소를 사용하였다 또4-node tetrahedral solid .

한 선용접된 부분에서는 기법을 사용node-merge

하였고 지지격자판들의 교차선에서 용접되지 않

은 부위는 간극을 모사하기 위해 접촉요소를 사

용하였다.(19) 은 점용접 모델에서 지지격Figure 10

자판들의 교차부위에 대한 모델링 및 접촉조건을

도시한 것이고 은 점용접부위에 대한Fig. 11 FE

을 나타낸 것이며 는 충격해석 모델model Fig. 12

을 도시한 것이다 충격해석은 기법을 이. Explicit

용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Zircaloy-4 strap

Elastic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Poisson's ratio
Density (kg/m

3
)

113.667
379.47
0.296

6,550

Strain
0.000
0.003
0.015
0.040
0.068
0.101
0.212
0.274

Stress (MPa)
0.000

379.470
419.950
472.670
505.578
529.212
579.014
595.460

Fig. 8 Pendulum type impact tester

Fig. 9 Stress-Strain curve of Zircaloy-4

A: Surface-to-node contact

B: Welded cross point

Fig. 10 Contact condition between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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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7 spacer grid 16x16 spacer grid

Analysis Test Analysis Test

Type A 1.000 1.000 1.000 1.000

Type B 1.160 N/A
*

1.163 1.165

Type C 1.312 1.339 N/A
*

N/A
*

Table 2 Comparisons of dynamic crush strength

* N/A: Not Applicable

Fig. 11 Node merge at welding point

Fig. 12 Full-arrayed crush model with guide tubes

횡방향 충격강도 시험 및 해석5.

모델 해석 및 시험5.1 7x7

지지격자체 전체 모델(full-arrayed model; 16x16)

에 대한 횡방향 충격강도 해석 및 시험에 앞서

부모델에 대한 횡방향 충격해석 및 시험을7x7

수행하였다 부모델에 대해 선행 해석 및 시. 7x7

Fig. 13 Boundary and loading condition for the
sub-sized (7x7) spacer grid assembly

(a) Before test (b) After test

Fig. 14 Sub-sized (7x7) spacer grid assembly

험을 수행한 이유는 부모델이 해석 및 시험7x7

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과 전체 모델의 거동을 유사하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1) 전체 모델에 대하여 지지격자

체 시편을 제작할 경우 지지격자판 제조용 금형

설계제작 및 지지격자판 제조 그리고 지지격자/ ,

체 제조 용접 에 약 억원 이상의 비용과 개월( ) 2 6

이상이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부모델 시편제7x7

작은 천만원 미만의 비용과 개월 정도의 기간2 2

이 소요되고 있다.

는 여러 형상의 점용접된 지지격자체에 대Table 2

하여 횡방향 충격강도 해석 및 시험에서 얻은 충격

강도를 지지격자체 형상의 충격강도로 정규Type A

화한 결과이다.(20) 여기서 지지격자체는 한Type A

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참조용 지지격자체이며

및 지지격자체는 딤플 및 스프링Type B Type C

배치와 치수 등을 변경하여 설계한 형상이다. Table

에서 보면 부모델에서 횡방향 충격강도의 변2 7x7

화 경향이 전체모델에서의 횡방향 충격강도16x16

변화 경향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지격자체의 형상이

변할 경우 전체 모델에 대한 해석 및 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부모델에 대한 해석 및 시험을 수행7x7



1181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델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과7x7 Fig. 13

같으며 사용된 유한요소 및 절점 수는 와25,949

이다 또한 부모델에 대한 시편을 제작29,769 . 7x7

하여 횡방향 충격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는 부모델에 대한 시험시편 형상 시험 전14 7x7 ( /

후의 시편 형상 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시험에서) .

는 지지격자 형상에 따라 개의 시편에 대하5-13

여 시험을 수행하여 횡방향 충격강도를 얻었다.

와 은 여러 가지 형상의 부모델Figure 15 16 7x7

지지격자체에서 용접선의 길이를 증가시킨 경우

즉 지지격자판의 유효높이를 증가시킨 경우 지지, (

격자체 형상 변경 및 선용접에 의해서 에 대하여)

유효높이와 횡방향 충격강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한 것이다 및 에서 보면 횡방. Figures 15 16

향 충격강도는 유효높이와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가 선형성에 서data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해석 및 실험에 사용된

지지격자체의 형상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15 Normalized crush strength vs effective height
for the 7x7 model from analysis

Fig. 16 Normalized crush strength vs effective height
for the 7x7 model from test

모델 해석 및 시험5.2 16x16

가지 형상의 지지격자체 전체 모델 에3 (16x16)

대한 횡방향 충격강도 해석 및 시험을 수행하였

다.(11) 해석은 모델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연료

봉이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관은 삽입된

경우와 삽입되지 않은 경우 등 가지 경우에 대2

하여 수행하였으나 횡방향 충격시험은 연료봉 및

안내관의 삽입유무 등 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험4

을 수행하였다 안내관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Fig.

와 안내관이 삽입된 경우17; Case 1) (Fig. 12;

Fig. 17 Boundary and loading condition for the
full-arrayed (16x16) spacer grid assembly

Fig. 18 Normalized crush strength vs effective height
for the 16x16 model from test

Fig. 19 Normalized crush strength vs effective height
for the 16x16 model fro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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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group

Point
welding

7.3 mm
weld line

13.3 mm
weld line

Case A B P7 A B A B

Case
1

1.00 1.00 1.00

Case
2

1.26 1.43 1.49 1.15 1.28 1.13 1.16

Case
3

2.56 2.88 2.85 1.92 2.14 1.87 2.06

Case
4

N/A N/A 3.00 N/A N/A 1.87 2.09

Table 3 Comparison of crush strength test results

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경향이 유사하여Case 2)

본 절에서는 의 경우에 대하여만 논의하고Case 2

자 한다 과 는 연료봉이 삽입되지. Figures 18 19

않고 안내관만 삽입된 상태의 지지격자체 전체

모델에서 횡방향 충격강도와 유효높이와의 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과 에서 보듯이. Figures 18 19

전체 모델에서의 횡방향 충격강도는 지지격자판

의 유효높이에 거의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자료에서 선형성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지지격자체의 형상이 동일하

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내관 및 연료봉의 삽입에 의한 영향5.3

지지격자체에서 연료봉 및 안내관의 삽입은 지

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증강시키는 요인

즉 지지격자체에 추가적인 강성을 제공하기 때( ,

문 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안내관 및 연료봉) .

의 삽입 유무가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은 가지 지지격자체 형상에 대하여 안Table 3 3

내관 및 연료봉의 삽입유무가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 유효높이에 대3

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여기서 는 지지격. Case 1

자체에 연료봉 및 안내관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는 지지격자체에 안내관만 삽입된 경우Case 2 ,

는 지지격자체에 연료봉만 삽입된 경우이Case 3

며 는 지지격자체에 연료봉과 안내관이 모Case 4

두 삽입된 경우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 갯수는.

형 지지격자체는 개 형 지지격자체는 개A 27 , B 27 ,

지지격자체 형상은 개가 사용되었다P7 2 .

에서 보면 안내관의 삽입이 지지격자체Table 3

횡방향 충격강도 미치는 영향 과(Case 1 Case 2

혹은 과 은 지지격자체 형상 및 유Case 3 Case 4)

효높이에 따라 다소간 변하고 있으나 약 13-49 %

과 까지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Case 1 Case 2)

나타났으며 연료봉의 삽입이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 미치는 영향 과 혹은(Case 1 Case 3 Case

와 은 약 과 까2 Case 4) 87-188 % (Case 1 Case 3)

지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봉,

및 안내관 모두가 삽입되면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는 과 은 약 까지(Case 1 Case 4) 87-200 %

증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결 론6.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

자들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형상의 지지격자체에

대한 횡방향 충격강도 해석 및 시험을 수행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델은 전체 모델에 대한 충격(1) 7x7 16x16

강도 향상의 정도 및 경향을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지격자판 유효높이와 지지격자체 횡방향(2)

충격강도는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냉각수의 수두 손실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3)

으면서도 지지격자체 횡방향 충격강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용접선 길이를 증가

시키는 방법과 지지격자판에서 딤플 및 스프링의

배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용접선 길이 증가 및 지지격자판 형상개선(4)

으로 지지격자체의 횡방향 충격강도를 현재 상용

지지격자체 대비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2 .

제안된 충격강도 향상방안을 적용할 경우(5)

지지격자체 제조용 원자재를 현재 상용되는 지지

격자체에 비해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자로

운전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사용후 핵연료

양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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