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1, No. 3, pp. 233~239, 2017 233

<응용논문>               DOI https://doi.org/10.3795/KSME-A.2017.41.3.233 ISSN 1226-4873(Print)
2288-5226(Online)

 

낙하충격에 의한 소듐냉각고속로 제어봉집합체의 건전성 평가§
 

이현승* · 윤경호* · 김형규* · 천진식* · 이찬복*

* 한국원자력연구원

Integrity Evaluation of Control Rod Assembly for Sodium-Cooled Fast Reactor 
due to Drop Impact

 

Hyun Seung Lee* , Kyung Ho Yoon*, Hyung Kyu Kim*, Jin Sik Cheon* and 
Chan Bock Le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ceived July 24, 2016 ; Revised September 17, 2016 ; Accepted October 14, 2016)

Key Words: Sodium-cooled Fast Reactor(소듐냉각고속로), Control Assembly(제어집합체), Control Rod 
Assembly(제어봉집합체), Drop Impact(낙하충격), Integrity Evaluation(건전성 평가)

초록: 소듐냉각고속로의 제어집합체는 내부덕트 및 제어봉을 갖는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하고 있다. 제어

봉집합체는 비상시 긴급 정지를 위하여 중력에 의하여 제어집합체 덕트내에서 낙하한다. 제어봉집합체

의 낙하 시간과 충격 속도는 반응삽입시간 및 구조건전성에 관하여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하 충격에 의한 제어봉집합체의 동적거동 및 건전성평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제어봉집합체의 정상/비
정상 낙하조건에서의 충격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코드인 LS-DYN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낙하 충격 

해석 결과, 제어봉집합체는 구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상 조건에서도 댐퍼의 유동홀에 정상 

삽입 되었다. 

Abstract: The CA (Control Assembly) of an SFR has a CRA(Control Rod Assembly) with an inner duct and 
control rod. During an emergency situation, the CRA falls into the duct of the CA for a rapid shut-down. The 
drop time and impact velocity of the CRA are important parameters with respect to the reactivity insertion 
time and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R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ynamic 
behavior and integrity of the CRA owing to a drop impact. The impact analysis of the CRA under normal/ 
abnormal drop conditions was carried out using the commercial FEM code LS-DYNA. Results of the drop 
impact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RA maintained structural integrity, and could be safely inserted into 
the flow hole of the damper under abno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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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듐냉각고속로(SFR : Sodium-cooled Fast Reactor)
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로나 중수로와는 

다르게 소듐(Sodium)을 사용하며,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제4세대 원자로인 SFR

원형로를 개발하여 2028년에 건설할 계획이다. 
SFR원형로는 경수로와 달리 금속핵연료를 사용

하며 집합체의 설계도 구조 및 수력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1,2)

경수로는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안내

관으로 제어봉(control rod)을 삽입하여 긴급 정지 

시킨다. 이와는 다르게 고속로 원형로(PGSFR : 
Prototype Gen-IV Sodium-cooled Fast Reactor)는 핵

연료집합체와 동일한 외부형상을 갖는 제어집합

체(CA : Control Assembly) 내부의 제어봉집합체

(CRA : Control Rod Assembly)를 비상시 제어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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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e radial configuration of 150 MWe 
PGSFR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S316

Materia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MPa)

Room Temp. 193 0.29 290
545 161.5 0.31 162

       (a) CA              (b) CRA
Fig. 2 Configuration of CA (Control Assembly) for 

PGSFR

합체 구동장치로부터 분리시켜 중력에 의하여 자

유낙하 시킴으로써 원자로를 중지시킨다.
원자로의 신속한 정지를 위한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시간은 중요한 설계 변수이며 안전해석 설

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해석 설계기준을 만족한 제

어봉집합체 모델의 자유낙하 충돌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제어집합체

고속로 원형로에는 연료집합체 외에 비연료집

합체(제어집합체, 반사집합체 및 차폐집합체)들이 

장전된다. 제어집합체는 내부 노심 연료집합체 

사이에 장전되고, 반사집합체는 외부 노심 연료

집합체의 외곽에 장전되고, 차폐집합체는 노심의 

최외곽에 장전된다. Fig. 1에는 고속로 원형로 노

심 평면을 나타내고 있다. 노심에는 연료집합체 

112다발, 일차 제어집합체 6다발, 이차 제어집합

체 3다발, 반사집합체 90다발 및 차폐집합체 102
다발로 구성된다.
노심에는 두 종류의 제어집합체가 있으며, 일

차 제어집합체내의 일차 제어봉집합체는 출력운

전 범위에서 원자로 노심 잉여반응도를 제어하는 

기능과 비상 노심정지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수

행한다. 이차 제어봉집합체들은 비상 노심정지의 

다양성/다중성을 위해 일차 제어봉집합체와 별도

로 설치, 운용한다. 일차 제어봉집합체와 이를 수

용하는 일차 제어집합체의 개략도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제어집합체의 주요 부품은 취급소켓, 덕트, 제

어봉집합체, 댐퍼 그리고 노즈피스이다. 제어집합

체 내부의 제어봉집합체는 19개의 제어봉, 상/하
부어댑터, 육각 덕트, 마운팅레일, 피스톤헤드, 클
램핑헤드로 구성된다. 
제어집합체는 연소기간 동안 파손이 발생하지 

않고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온에

서 강도가 높으면서 다른 고속로에서 사용 안전

성이 검증된 SS316 강을 사용하였다. SS316에 대

한 물성은 Table 1과 같다. 
제어봉집합체는 운전정지를 위한 낙하 초기에

는 제어봉집합체의 클램핑헤드 부분이 취급소켓

의 취급구멍(Grapping Hole)의 높이에 위치하며, 
낙하 높이는 약 1m이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 

피스톤헤드가 댐퍼의 중앙 홀에 삽입되며, 제어

봉집합체의 하부어댑터가 제어집합체의 댐퍼에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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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op condition of CRA at normal condition

Drop height Terminal velocity Impact velocity

1 m 1.33 m/s 0.37 m/s

Fig. 3 Check point of CRA under impact load

Fig. 4 FE model of external part of CA

소듐조건에서의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에 의한 

낙하 시간 및 속도에 대하여 실험 및 해석을 통

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3~5)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에 의하여 낙하시 종단 속

도는 1.33 m/s이며, 피스톤헤드가 제어집합체의 

댐퍼의 유동홀에 삽입된 후, 유동저항에 의하여 

급감하여 충돌 속도는 0.37 m/s로 감소하게 된다.
낙하 충돌체인 제어봉집합체 내부에는 19개의 

제어봉이 3-4-5-4-3개의 배열로 5개의 마운팅레일

에 체결된다. 이들 부품들의 체결은 제어봉의 하

부 봉단마개－마운팅레일－하부어댑터 순이며, 
그 형상은 Fig. 3과 같다. 
제어봉집합체의 하부어댑터가 댐퍼 상부와 충

돌 시 제어봉의 하중을 마운팅레일에서 지지하므

로 충돌해석시 주요 체크 포인트이다.

3. 유한 요소 모델

제어봉집합체 낙하 충돌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크게 세부분으로 제어집합체의 외부 구조

부품, 제어봉집합체 및 리셉터클이다. 제어집합체

의 외부 구조부품은 취급소켓, 덕트, 댐퍼, 노즈

피스이며, 제어봉집합체는 상 · 하부어댑터, 마운

팅레일, 내부덕트, 제어봉, 클램핑헤드 그리고 피

스톤헤드로 구성된다. 집합체가 삽입되는 노심의 

리셉터클은 내 · 외부 실린더, 키, 오리피스로 구

성된다.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은 CAD 공용파일인 STEP 파일을 

HYPERWORKS의 HyperMesh를 사용하여 작성하

였다. 주 사용요소는 해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C3D8 
(8-node linear brick)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연결부를 위하여 C3D6(6-node linear triangular 
prism)을 사용하였다.

외부 구조부품 중 취급소켓 및 덕트는 제어봉

집합체가 중심 축을 통해 기울임 없이 낙하할 경

우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제어봉집

합체의 중심 축이 기울어져 낙하할 경우 제어봉

집합체의 내부덕트 또는 어댑터와 접촉 발생 가

능성이 있으므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제어집합체의 외부 구조부품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의 총 절점 수는 102,624개, 요소 수는 86,722
개이며, 그 형상은 Fig. 4와 같다. 

제어봉집합체의 주요 부품은 클램핑헤드, 상부

어댑터, 제어봉, 마운팅레일, 하부어댑터, 피스톤

헤드 및 내부덕트이다. Fig. 5는 제어봉집합체의 

주요 부품들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낸다. 
제어봉을 감싸고 있는 직경 1 mm의 와이어는 생

략하였다. 클램핑헤드와 상부어댑터는 동일 재질

이며,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으로 모델링 하였다.
제어봉집합체 전체 중량의 반을 차지하는 19개 

제어봉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팅레일과 하부어댑

터의 세부 유한요소모델 형상을 Fig. 5(b)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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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

(b) Control rod and mounting rail

Fig. 5 FE model of CRA

Fig. 6 Configuration of receptacle

Fig. 7 FE model of receptacle

내었다.
가이드핀은 앞서 주요 부품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마운팅레일의 이탈방지 및 정렬 시키는 역할 

그리고 충돌력 분산에 도움을 준다. 제어봉집합체

의 절점 수는 104,971개이며, 요소 수는 73,132개
이다.

리셉터클은 유입실 상 · 하부 격자판에 장착되

어 핵연료 및 비핵연료집합체의 노즈피스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즈피스와 리셉터

클의 체결형상은 Fig. 6과 같으며, 리셉터클과 노

즈피스의 체결형상 및 내부 부품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단면 및 각 부품의 명칭을 표시하였다.
리셉터클은 외부실린더 및 내부실린더, 키 그

리고 오리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충돌해석에서 

오리피스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제외

하였으며, 리셉터클의 유한요소모델의 형상은 

Fig. 7과 같다. 리셉터클의 유한요소모델은 총 

58,038개의 절점과 42,424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동일재질이며,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접촉부는 절점공유로 연결하였다.

4. 제어봉집합체 낙하 충돌해석 조건

낙하 충돌조건에 따라 해석을 두 가지로 고려

하였다. 피스톤헤드가 댐퍼 홀에 정상적으로 삽

입하여 제어봉집합체의 하부어댑터가 댐퍼에 충

돌 시 속도가 0.37 m/s(피스톤헤드와 댐퍼 홀 사

이의 유동저항에 의하여 감소된)인 정상 삽입 충

돌조건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어봉집합체의 내

부덕트가 제어집합체의 덕트에 최대한 근접(제어

봉집합체가 최대 기울기를 갖도록)하게 제어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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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rmal condition      (b) Abnormal condition

Fig. 8 Position of inner duct according to drop angle

  (a) Normal condition     (b) Abnormal condition

Fig. 9 Boundary conditions of impact analysis 
according drop angle

Fig. 10 Graph of kinetic energy of drop impact 
analysis at normal condition

합체를 X축 및 Y축 기준으로 각각 약 0.4° 기울

어진 상태로 피스톤헤드가 댐퍼 입구 상부를 

1.33 m/s(제어봉집합체의 자유 낙하 종단속도)로 

충돌하는 비정상 삽입 충돌조건이다. 각 삽입 조

건에 대한 덕트 위치에 대하여 Fig. 8에 표시하

였다. 
정상 삽입 조건과 비정상 삽입 조건에 대한 경

계조건은 Fig. 9에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리셉터

클이 삽입되어 있는 노심의 상 · 하단 격자판에 

대하여 고정 조건은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중력가속도 9.81 m/s2를 가하였다.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제어봉집합체의 초

기 위치는 충격 직전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제어

봉집합체에 각각의 초기속도를 적용하였다. 각 부

품간의 접촉조건은 전체 부품에 대하여 GENERAL 
CONTACT을 사용하였으며, 정적 마찰계수 0.3 
동적 마찰계수 0.1을 적용하였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부품의 재질 물성을 냉각

재 출구 온도인 545℃를 기준으로 충돌해석 모델

에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경계조건 및 재질 특성을 토대로 상

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낙

하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5. 건전성 평가

5.1 제어봉집합체 정상삽입 조건

자유낙하를 하는 제어봉집합체의 중심 축과 댐

퍼 홀의 중심 축이 일치한 상태로 댐퍼 삽입 후 

유체 저항에 의하여 종단속도 0.37 m/s로 충돌하

는 조건에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적 해석이므로 항복점을 넘지 않는 탄성 범

위에서는 충돌하중이 제거되면 응력이 원래 수준

으로 낮아지므로 충돌에 의한 전체 부품에 대한 

소성 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건전성 평가를 하였다.
Fig. 10은 제어봉집합체의 운동에너지에 대한  

선도로써, 충돌 후 약 1 ms 후 충돌 반력에 의하

여 방향을 전환하는 거동을 보인다. 충돌 후 운

동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약 1 ms 이후

에는 반력에 의하여 에너지가 증가하고 약 2 ms
에서 제어봉집합체와 댐퍼 사이의 접촉 및 반력

이 제거된 후, 중력에 의하여 운동에너지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충돌로 인한 전체 부품에 대한 소성변형 발생

에 대하여 평가 하였다. 전체 부품에서 SS316 재
질의 545 ℃에서의 항복강도 162 MPa을 넘는 응

력이 발생하지 않아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

며, 다른 부품에 비하여 높은 응력이 발생한 부

위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하부어댑터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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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wer adapter

(b) Mounting rail

Fig. 11 Results of drop impact analysis at normal 
condition

        (a) 0 ms                (b) 5 ms

       (c) 17.5 ms             (d) 30 ms

Fig. 12 Dynamic behavior of Piston head of CRA 
with abnormal conditions

Fig. 13 Diagram of location of check-point on 
Piston head

어봉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팅레일이다.
하부어댑터의 시간에 따른 응력 분포를 평가한 

결과 충돌 후 약 1.1 ms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

였으며, 발생 부위는 하부어댑터의 유로 구멍간

의 리가먼트 부분이다. 최대 응력 발생부에 대한 

응력 이력선도에 대하여 Fig. 11(a)에 표시하였으

며, 최대 응력은 144.8 MPa이 발생하였다. 
제어봉을 지지하는 마운팅레일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응력 분포를 평가한 결과, 최대 응력의 발

생부는 마운팅레일의 하단부로 하부어댑터와 체

결되어 지지하는 부분이다. 최대 응력 발생부에 

대한 응력 이력선도에 대하여 Fig. 11(b)에 표시

하였으며, 최대 응력은 130.3 MPa이 발생하였다.

5.2 제어봉집합체 비정상삽입 조건

자유 낙하 시 제어봉집합체의 중심 축이 댐퍼 

홀의 중심 축을 벗어나 피스톤헤드가 댐퍼 홀에 

삽입되지 않고 댐퍼 상부와 충돌하는 조건에서 

충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충돌하중에 의한 전체 

부품의 소성 변형 여부 및 제어봉집합체의 피스

톤헤드가 댐퍼 홀에 정상 삽입이 되는지에 대하

여 평가하였다.
초기 충돌속도 1.33 m/s, 비정상 삽입 조건에서

의 충돌해석 시 피스톤헤드의 거동 분석에 대하

여 Fig. 12에 표시하였다. 충돌 후 댐퍼 홀의 상

단 경사부를 미끄러지며 약 17.5 ms에 댐퍼 중앙 

홀 입구에 삽입된다. 그 후 중앙 홀의 내면을 통

하여 정상 삽입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피스

톤헤드의 하부 중심의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시간

에 따른 변위를 도시하였다. 제어집합체의 축방

향을 Z축으로 한 XY 평면에 대한 중심 위치 선

도이다. 
초기 위치는 제어봉집합체가 X축 및 Y축 기준

으로 약 0.4° 기울어져 있어 체크포인트의 위치가 

중심 축(0,0) 기준에서 x = -3.5 mm, y= -6.1 mm 벗
어나 있는 상태이다. 
피스톤헤드의 체크포인트 위치 거동은 충돌해

석이 진행됨에 따라 그 좌표 값이 댐퍼 홀에 정

상 삽입 전까지 일정하게 감소한 후 댐퍼 홀의 

내면과의 접촉에 의하여 중심축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비정상 삽입조건에서의 충돌로 인한 최대응력

은 130.2 MPa으로 나타났으며, Fig. 14에 보여주

는 것과 같이 하부어댑터의 연결부에서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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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s of drop impact analysis at abnormal 
condition

다. 이는 초기 충돌시 집합체의 기울기에 의하여 

하부어댑터 연결봉에 굽힘이 작용되었기 때문이

다. 마운팅레일의 최대응력은 43 MPa이었으며, 전
반적으로 각 부품의 최대응력은 40~70 MPa의 범

위에 있었다. 비정상 삽입 시에는 피스톤헤드가 

댐퍼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충격력이 분산

되므로 직접적인 충격력을 받는 정상 삽입 조건

보다 응력이 낮게 발생하였다.
재료의 항복강도가 162 MPa임을 고려할 때  제

어봉집합체는 낙하속도 1.33 m/s의 비정상 삽입 

때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6. 결 론

고속로 원형로 제어집합체의 구조부품 중 제어

봉집합체의 낙하 충돌에 대하여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충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정상 및 비정상 삽입 조건에서의 제어봉집합

체의 최대응력은 하부어댑터 및 마운팅레일에서 

약 130~140 MPa의 응력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재

질의 항복강도보다 낮은 응력이므로 영구소성변

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구

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어봉집합체는 비정상삽입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댐퍼의 유동 홀에 정상 삽

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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