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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Sm  : 설계응력강도(design Stress intensity) 

Sy  : 항복응력(yield stress) 

Su  : 극한응력(ultimate stress) 

Pm  : 일반막응력(general primary membrane stress) 

PL  : 국부막응력(local primary membrane stress) 

Pb  : 굽힘응력(primary bending stress) 

Pe  : 팽창응력(secondary expansion stress) 

F  : 피크응력(peak stress) 
 

 

1. 서 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에 이용되는 핵연료집합체(fuel 

assembly; FA)는 Fig. 1과 같이 골격체(skeleton)를 이루

는 상단고정체(Top End Piece; TEP), 하단고정체(Bottom 

End Piece; BEP), 안내관(Guide Tube; GT), 계측관

(Instrumentation Tube; IT)과 핵연료봉(Fuel Rod; FR)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한 배열로 정렬해

줌과 동시에 핵연료봉끼리의 간극을 유지시켜서 상호

접촉에 의한 국부적 온도상승으로 인한 핵비등이탈

(Departure of Nuclear Boiling; DNB)이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11개의 지지격자(Spacer Grid; 

SG) 및 여기에 끼워진 핵연료봉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2012 년까지 자국 내 온

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 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대적  

Key Words : Dual Cooled Annular Fuel(이중냉각 핵연료), Top End Piece(상단고정체), Stress Linearization(응력 

선형화) 

초록: 핵연료집합체는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 지지격자체, 제어관/계측관과 핵연료봉의 5 가지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하단고정체는 다른 구성품과 달리 ASME, Section III, Division 1 – 

Subsection NB 의 운전조건 A, B 에서의 stress intensity limits 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는 

집합체당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가압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에서 핵연료봉의 배열과 위치를 

변화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핵연료봉 내/외부유로로 냉각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상/하단고정체의 유로판의 

형상을 수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하중조건에 대하여 수정된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건전성평가를 

위해 수행한 응력선형화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bstract: A fuel assembly consists of five major components, i.e., a top end piece (TEP), a bottom end piece (BEP), spacer 

grids (SGs), guide tubes (GTs) and an instrumentation tube (IT); in addition, it also includes fuel rods (FRs). The TEP/BEP 

should satisfy stress intensity limi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 and B of ASME, Section III, Division 1–Subsection NB. In 

a dual-cooled fuel assembly, the array and position of fuel rod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a conventional PWR fuel assembly; 

these changes are necessary for achieving power uprating. The flow plates of the TEP and BEP have to be modified 

accordingly. The pattern and shape of the flow holes were newly designed. To verify the strength compatibility, the Tresca 

stress limit according to the ASME code wa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an axial load of 22.241 kN. In this paper, the stress 

linearization procedure for strength evaluation of a newly designed TEP is presented.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대회(2010. 4. 22.-23., 라데나콘도)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kjykjy@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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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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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mond type TEP with
dual cooled fuels 

(b) X type BEP with 
dual cooled fuels 

Fig. 4 The newly designed flow plates of a top end piece 
with dual cooled fuels 

 

원형구멍을 형성시킨 다공경판(perforated plate)이다. 그

러나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는 연료봉 외경의 증

가로 인하여 기존의 16×16으로부터 12×12로 배

열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의 중심에 

내부유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료봉 사이의 외

부유로뿐 아니라 연료봉 중심의 내부유로와도 일

치하도록 유로판을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 상단고정체 유로판을 수정없이 사용할 경

우 Fig. 3(b)와 같이 핵연료의 내/외부 유로와 다공

경판의 구멍이 잘 일치되지 않아 냉각수가 집합체

로부터 유출 시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 인하

여 상단고정체를 밀어 올리는 uplift force 를 증가

시켜 원자로 상부판(upper core plate)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냉각 핵연료에 적합하도록 

마름모형(diamond type)과 X자형(X type)의 두 종류

의 상단고정체 유로판을 설계하였으며 Fig. 4(a)와 

(b)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중냉각 핵연료봉과 

중첩시 유로판의 유로구멍이 내/외부유로와 잘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3)  

이때 상부에서 투영한 면적은 각각 21311.6 mm2

와 21128.3 mm2 이다. 기존 상단고정체 유로판과 

새로 고안된 두 종의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유로면

적은 각각 18992.18, 20075.4, 20258.7 mm2이다. 기

존대비 유로면적은 마름모형 형상의 경우 5.7 %, 

X 자 형상의 경우 6.6 % 증가하였다. 유로면적의 

증가는 상부유로판에 의한 유로간섭면적이 감소하

여 유로판에 의한 압력강하량이 감소한 것을 의미

하는데 마름모형 형상보다 X자 형상이 0.9 %정도 

압력강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후보형상 모두 누름 스프링이 결합되는 

부분은 두께를 증가시켜 축방향 하중에 대하여 건

전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상단고정체

의 유로판과 새로 설계된 유로판들의 수직투영 유

로면적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Flow area of the flow plate for two TEPs 

 

Blockage 

area (mm2) 

Flow area 

(mm2) 

Deviation 

(%) 

Conventional 

TEP 
22,495 18,892 Basis 

Diamond type 

TEP 
21,312 20,075 5.7 

X type TEP 21,128 20,259 6.6 

 

 

 =  +  +  

   Total    Membrane   bending      peak 

Fig. 5 Stress linearization according to ASME code 
 

3. 응력선형화(stress linearization) 

상/하단고정체는 구조강도설계를 위해 핵연료집

합체 구성품 중에서 유일하게 ASME code 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응력선형화과정을 통하

여 기계적 건전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응력

선형화과정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최대응

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 너무 과한 응력평가기준

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력을 성분별로 

분리하고 각 응력성분에 대하여 제한조건에 부합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ASME NB-3200(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

력선형화는 Fig. 5 와 같이 임의 단면에 발생하는 

총합응력(total stress)을 3 가지의 응력성분으로 분

해하는 과정이다. 막응력(membrane stress)은 평균

값의 의미와 유사하며, 굽힘응력(bending stress)은 

중심에 대한 선형응력분포를 나타내며, 피크응력

(peak stress)은 총합응력으로부터 구해지는 비선형 

응력성분이다. 임의 단면에서 응력을 선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평면을 응력분류면(stress classification 

plane; SCP)이라 정의하며 하나의 응력분류면을 설정

하면 복수의 응력분류선(stress classification line; SCL)을 

정의하여 응력을 선형화 할 수 있다. 응력분류선 위

의 임의의 절점에서 각각의 응력성분으로 구성된 

절점응력행렬은 식 (1)과 같다.  

















=

zzzyzx

yzyyyx

xzxyxx

σττ
τστ
ττσ

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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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응력 행렬과 굽힘응력 행렬은 각각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

2/

1 t

t
m dx

t
σσ      (2) 

∫− ⋅±=
2/

2/2

6 t

t
b xdx

t
σσ     (3) 

즉, 막응력은 총응력에 대하여 임의의 응력분류

선의 길이로 나눈 평균값이고, 굽힘응력은 평균값

을 제외한 등가의 직선성분을 의미한다. ASME 

code NB 에서는 최대 허용가능 응력강도 Sm 

(Design stress intensity, Sm = 2/3 Sy 또는 1/3 Su, ASME, 

Section II, Part D)를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이 운전

조건 A 와 B 에 대한 응력제한조건을 정의하고 있

다. 여기서 Sy 는 구조물에 하중을 작용 시 변형

률과 응력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점

인 항복강도를, Su 는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하중

최대치인 극한강도를 나타낸다. 응력강도는 mσ 과 

bσ 의 응력행렬로부터 계산된다. 이 계산과정은 

Tresca 의 최대전단응력설에 기초하여 주응력사이

의 최대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응력강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식 (4)로 표현되는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최대응력강도를 최대허용응력강도 Sm 과 비교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한다.(4) 여기서 σ는 응력

성분별 주응력을 λ는 고유치를 І는 단위행렬을 

ν는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0)( =− VIλσ      (4) 

 

4. 구조해석모델  

  상단고정체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구조이므

로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4 partial model 을 

사용하였다. Fig. 6은 강도 건전성 확인을 위해 유 

한요소해석에 사용된 마름모형 TEP 형상과 하중 

및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상부로부터 받는 축하중 

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체 축하중의 1/4 값을 하중 

이 작용되는 부분의 면적으로 나누어 작용면에 압

력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정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물성치는 Type 304 Stainless Steel 의 온라인상의 

MatWeb(5)에 공개된 값을 이용하였다. 즉, 적용한 

값은 탄성계수 E = 193 GPa, 푸아송 비 υ= 0.29, 

항복강도는 215 MPa 이다. 해석은 상용패키지인 

Table 2 Stress categories and limits of stress intensity for 
level A and level B service limits (originated 
from Table NB 3222-1 of ASME NB-3200(1) 

Stress category 
Limits of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s 

Pm Sm 

PL, PL+Pb 1.5 Sm 

PL+Pb+Pe+Q 3 Sm 

PL+Pb+Pe+Q+F 
Sa (is obtained from the  

fatigue curve) 

 

 

    

(a) Loading condition 

 

   

(b) Boundary condition 

Fig. 6 Geometric configuration and initial conditions. 

 

ABAQUS/standard(6)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요소

는 C3D10로 10- node quadratic tetrahedron을 사용

하였다. 하중은 누름 스프링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경우 

작용하중은 압력 값으로서 총 하중의 1/4(= 5,560 

N)을 접촉면의 면적(= 945.28 mm2)으로 나눈 값(= 

5.88 N/mm2)을 연직방향으로 작용시켰다. 경계조건

은 프랜지(flange)와 접촉하는 부분의 절점들에 대 

하여 모든 자유도(x, y, z directional translational 

D.O.F.)를 구속시켰으며 해당되는 면의 절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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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diamond type TEP 

 

 

(b) Partial diamond type TEP 

Fig. 7 Von-Mises stress for a diamond type TEP (unit: 
MPa) 

 

대하여 대칭조건(x-symmetric, y-symmetric condition) 

을 주었다. 

마름모형 상부 유로판 해석모델을 위해 총 사용된 

절점 수와 요소 수는 각각 316,153 개와 200,800 개 

이다. X 자형 상부유로판의 경우도 동일한 물성치와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작용하중은 접촉면의 면적

이 달라짐에 따라 접촉면의 면적(= 927.05 mm2)으로 

나눈 값(= 6 N/mm2)을 연직방향으로 작용시켰다. 사

용된 절점 수와 요소 수는 298,094 개와 188,255 개

이다. 

5. 건전성평가를 위한 응력선형화 

Fig. 7(a)는 마름모형 상부 유로판의 구조해석결

과 얻은 등가응력(Von-Mises stress)을 나타낸다. Fig. 

7(b) 는 SCP 와 SCL 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대등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x-plane 을 이

용하여 절단한 것으로 최대 Von-Mises 응력은 원

으로 표기된 부분에서 발생하며 33.17 MPa 로서 

재료의 항복강도인 215 MPa의 15.4 % 정도였다. X

자형의 경우 41.97 MPa 로서 재료의 항복강도인  

 
 

Fig. 8 SCP and SCL for a diamond type TEP 

 

215 MPa의 19.5 %정도였다. 다음으로 ASME code

를 이용한 두 가지 상단고정체 하부유로판 후보에 

대한 건전성평가를 수행하려면 최대응력이 발생한 

부분에 응력분포면을 형성하여야 한다. 

ASME code 에는 응력선형화를 위한 응력범주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

다. 하단고정체와 같은 다공경판(perforated head or 

shell)은 응력분류평면에서의 평균값을 막응력으로 

정의하고 ligament 폭에 대한 평균값으로 굽힘응력

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평면’이라는 말은 관심

단면(응력 분류면)을 개구부(opening)와 개구부를 

잇는 최단거리의 단면을 설정하고 이 단면의 

ligament 에 대하여 응력선형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SCL 에 대한 막응력 및 굽힘응력의 정의가 변경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SCP 에 대한 막응력 및 굽

힘응력은 SCP 를 구성하는 SCL 들의 막응력 및 

굽힘응력을 평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

균값은 각각의 SCL 에 대해 계산된 응력성분을 

평균하여 이에 대해 주응력 및 최대응력강도를 다

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7)  

이와 관련하여 다공경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

췌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마름모형 상부유로

판의 경우 maximum Von-Mises stress 가 발생하는 

부분에 Fig. 8과 같이 SCP을 설정하였다. 이는 최

대등가응력발생지점과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

치의 한 점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중립면(mid-plane)

에 수직하게 SCP을 구성하는 것이 보수적인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8~10) 그러나 SCP

가 직사각형으로 균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Fig. 8 과 같이 총 3 개의 직사각형(①, ②, 

③)으로 분할하여 각 평면을 구성하고 평면의 종 

방향 두 끝 절점을 이용하여 SCL 을 형성하고 화

살표방향으로 SCL 을 추가하여 SCP 를 구성하는 

Cutting line SCL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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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stress intensity in vessels for 
some typical cases (originated from Table 
NB3217-1 of ASME NB-3200) 

Vessel 

part 
Location 

Origin of 

stress 
Type of stress 

Perforated 

head or 

shell 

Typical 

ligament in a 

uniform 

pattern 

Pressure 

Membrane 

(averaged 

through cross 

section) 

Bending 

(averaged 

through width of 

ligament, but 

gradient through 

plate) 

Peak 

 

SCL 들에 대한 응력성분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각 

SCP 에서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을 구하였다. 이렇

게 구한 각 평면에 대한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평

균응력성분 ( )yzxzxyzzyyxx τττσσσ ,,,,, 을 식 (5)에 

대입하여 주응력(principle stress)을 구하였다. 이 식

은 식 (4)를 이용하여 유도된 것으로 응력성분을 

이용하여 주응력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x 는 

max./mid/min. Principle stress 를 의미한다. 각 SCP

들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에 대한 3 차 방정식은 

Mathematica V3.0(11)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주응력을 

구하였다. 그러나 ASME stress intensity limits 는 

Tresca stress 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해진 주응력에

서 Tresca stress 를 구하여야 한다. Tresca stress 는 

식 (6)과 같이 주응력 차의 절대값 중 최대값이므

로 이를 이용하여 Tresca stress 를 구하고 SUS304

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와 함께 Table 4에 정

리하였다. 
 

( ) (
xxzzzzyyyyxxzzyyxx xx σσσσσσσσσ +++++− 23

) ( zzxyzxyzxyzzyyxxzxyzxy x σττττσσστττ 2222 2 −+−−−−−

) 022 =−− yyzxxxyz στστ                         (5) 

( ) 0133221 ,,max σσσσσσσ =−−−          (6) 

 

이상과 같이 구해진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SCP

들에서의 막응력 및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에 대

한 응력강도는 SUS304 의 상온 및 600 ℉에서의 

Table 4 Tresca stress for a diamond type TEP and stress 
intensity limits for SUS304 (unit: MPa, *: the 
value of Type 304 stainless steel at 600 ℉(12)) 

Area Classification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Tresca 

stress/stress 

intensity 

limits (%) 

1 

Pm 5.79 
143.33 

(113.1)* 

4.04 

(5.12)* 

Pm+Pb at 

point A 
11.52 

215.00 

(169.7)* 

5.36 

(6.79)* 

Pm+Pb at 

point B 
3.53 

215.00 

(169.7)* 

1.64 

(2.08)* 

2 

Pm 10.15 
143.33 

(113.1)* 

7.08 

(8.97)* 

Pm+Pb at 

point A 
6.70 

215.00 

(169.7)* 

3.12 

(3.95)* 

Pm+Pb at 

point B 
16.60 

215.00 

(169.7)* 

7.72 

(9.78)* 

3 

Pm 5.02 
143.33 

(113.1)* 

3.5 

(4.44)* 

Pm+Pb at 

point A 
6.88 

215.00 

(169.7)* 

3.2 

(4.05)* 

Pm+Pb at 

point B 
5.21 

215.00 

(169.7)* 

2.42 

(3.07)* 

*point A and B : starting and end point of SCL 
 

stress intensity limits보다 상온의 경우 1.64 ~ 7.72 % 

이고 600 ℉의 경우 2.08 ~ 9.78 %로 두 경우 모두 

최대 10 %을 넘지 않았다. 이는 하중을 받는 부분

의 두께를 다른 상부유로판의 부위보다 크게 한 

효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이중냉각 핵연료 

집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마름모형 상부유로판의 

강도건전성은 유로면적이 기존 상부유로판에 비해 

5.7 %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취급시 가

해지는  축하중에도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  

  다음으로 X 자형 상부유로판의 경우도 마름모형 

상부유로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력선형화를 진행

하였는데 먼저,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한 부분의 

단면을 SCP 로 설정하고 SCP 를 구성하고 있는 

SCL 에 대하여 응력선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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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resca stress for a X type TEP and stress 
intensity limits for SUS304 (unit: MPa, *: the 
value of Type 304 stainless steel at 600 ℉(12)) 

Area Classification 
Tresca 

stress 

Stress 

intensity 

limits 

Tresca 

stress/stress 

intensity 

limits (%) 

1 

Pm 5.03 
143.33 

(113.1)* 

3.51 

(4.45)* 

Pm+Pb at 

point A 
5.60 

215.00 

(169.7)* 

2.60 

(3.30)* 

Pm+Pb at 

point B 
6.79 

215.00 

(169.7)* 

3.16 

(4.00)* 

2 

Pm 10.17 
143.33 

(113.1)* 

7.10 

(8.99)* 

Pm+Pb at 

point A 
7.55 

215.00 

(169.7)* 

3.51 

(4.45)* 

Pm+Pb at 

point B 
15.08 

215.00 

(169.7)* 

7.01 

(8.89)* 

3 

Pm 4.58 
143.33 

(113.1)* 

3.20 

(4.05)* 

Pm+Pb at 

point A 
9.03 

215.00 

(169.7)* 

4.20 

(5.32)* 

Pm+Pb at 

point B 
2.59 

215.00 

(169.7)* 

1.20 

(1.53)* 

 

름모형 상부유로판과 동일하게 SCP 가 직사각형 

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분의  균일한 

SCP 로 나누고 각 SCP 에 대한 SCL 을 형성하여 

응력성분의 평균을 취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응력

평균성분을 식 (5)에 대입하여 구한 3 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max./mid/min. principle 을 구하고 구해진 

주응력 차의 절대값 중 최대값을 Tresca stress 로 

취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X 자형 상부유로판의  

Tresca stress와 SUS304에 대한 stress intensity limits

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이 경우에도 응력강도는 

SUS304 의 상온 및 600 ℉에서의 stress intensity 

limits보다 상온의 경우 1.20 ~ 7.10 % 이고 600 ℉

의 경우 1.53 ~ 8.99 %로 두 경우 모두 최대 9 %을 

넘지 않았다. 유로면적이 기존 상부유로판에 비해 

비해 6.6 %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241 kN의 

축하 중에 대하여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핵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발중인 이중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새로운 핵연료

봉 배열에 적합하도록 마름모형과 X 자형의 두 종

의 상단고정체 유로판을 설계하였다. 기존 상단고

정체 유로판에 비해 유로면적이 5.7 ~ 6.6 % 가 증

가하여 유로판에 의한 압력강하량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면적이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하중이 받는 부분의 두께가 상부유

로판의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

계적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ASME code 에

서 제안하고 있는 응력선형화방법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핵연료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상단고정체 강도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하단고정

체의 강도 건전성 확인도 본 논문과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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