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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성능 지지격자 개발

Ⅱ.  연구개 발 의  목   필요성

경수로형 핵연료집합체에서 지지격자는 핵연료 수명기간 내내 정상 인 노심운

조건하에서 노심내의 연료 들을 핵연료 수명기간동안 수직  수평의 제 치에 있도

록 건 하게 지지하는 기능과 연료  사이에 냉각수로를 형성하여 연료 으로부터 냉

각재로 열 달을 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지격자는 핵연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하드웨어 개선에서 우선 으로 고려되는 구조부품이다. 

국내의 핵연료 하드웨어 개발기술은 이미 성장기에 어든 상태로서 상당 수 까

지 기술이 축 되어 있으나, 외국의 핵연료 공 자들은 존 국산연료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 핵연료를 개발하여 설계기술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핵연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고유 핵연료를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의 신 연료 

기술도입에만 치 할 경우 핵연료 기술의 자립화는 상당히 요원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에 축 된 핵연료설계기술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외

국의 선진 지지격자로부터 기술 독립권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 모형

들을 도출하고 한 지지격자 개발과 련된 기계/구조  기반기술들(해석기술  시험

기술)을 확립하기 한 연구는 국내 핵연료개발기술의 자립화를 해서뿐만 아니라 외

국의 핵연료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Ⅲ.  연구개 발 의  내 용   범

1. 지지격자 최종모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최종모형들에 해 5×5셀  8×8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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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격자체  16x16셀 Full Array 격자체를 제조하여 노외 성능시험(기계/구조   수력

 특성시험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2. 지지격자 개발과 련된 기계/구조  기반기술들을 확립하기 해 아래와 같은 

해석기술과 시험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 장치를 구축한다. 

1) 단  연료  진동시험을 통한 지지격자 지지건 성 평가

   두 가지 기본형 지지격자 최종형상 2종과 산업체에서 상용으로 개발 인 참

고 지지격자 모형 2가지에 한 단  연료 의 진동특성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로

부터 고유모형 지지격자가 상용핵연료 지지격자보다 우수한 지지성능을 나타냄을 알았

다. 아울러, 최종 형상 개선된 최 화 H형 5x5 모델에 하여 두 가지 격자체 용 방식

( 용 과 slot용 )에 따른 단  연료 의 진동특성( 는 지지건 성)의 차이를 비교 평

가하 다.

2) 집합체 진동특성 시험장치 구축  유동유발진동 시험장치(FIVPET) 설계보완/

장치검증

   空氣 /水 에서 부분집합체의 고유진동특성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

험 장치를 설계/구축하 다. 시험집합체의 거치 를 이용했던 이  시험과는 달리 상단 

부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집합체의 수직/수평 정렬이 가능토록 설계하 다. 수 진동시

험은 충격헤머로 시험집합체의 상단을 가진하고, 비 식 속도/변  측정센서를 이용

하여 응답을 측정하 다. 한, 상온/상압 유동조건에서 부분 집합체 단 의 진동특성

과 수력특성(압력강하)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수력시험시설(FIVPET)을 자체 설

계/제작/수정보완 하 으며, 시험시설은 집합체의 고주  FIV 특성을 참고 Data와 비교

하여 검증하 다. 

3)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비 진동특성 시험

   FIV 시험결과분석을 한 목 으로 지지격자 유형을 달리하는 4종의 부분집합

체에 한 공기 과 정지유체 내에서의 비진동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공기  시

험은 힘조  정  가진시험의 방식으로 수행하 고, 수  시험은 충격해머와 비

식 진동측정 장치를 활용하 다. 감쇄특성은 1차 진동모드에 한해 럭 시험을 수행하

고, 감쇄비는 로그감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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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특성 시험

   혼합날개를 부착한 기본모형 2종(최 화 H형과 새이 형)과 참조모형 2종의 

5x5 부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집합체 단  유동유발 진동 2차 최종시험을 수행하

다.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실험 인 기법들이 용되었다. 한 

2개의 비 식 이  진동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5x5 부분집합체의 간 지지격자 

에서 발생되는 고주  유동유발 진동(High frequency vibration, 1.5 kHz 이상)을 측정

하 고, 웨스 하우스(주)의 수력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장치검증을 한 비교지표로 활

용하 다. 격자  고주  진동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주 후보모형인 최 화 H형 지지격

자의 설계특성이 참조모형 지지격자의 특성보다 우수함을 확인하 다.

5) 집합체 진동해석모델 개발/확장

  부분구조법을 이용하여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진동해석모델을 개발하고, 동일한 

모델링 기법으로 상용핵연료 크기의 집합체 모델로 확장시켰다. 확장된 모델은 4개의 

연료  그룹과 3개의 제어  그룹  이들을 연결하는 등가 연결요소로 구성된다. 유

한요소 모델링과 해석은 상용코드인 ANSYS를 이용하 다.

6) 격자체 단   마멸 연구

  지지격자 최종형상 주후보 모형 2종과 참조모형에 한 상온 공기   고온고

압 수 조건에서의  마모시험을 수행하 다. 이 두 시험의 목 은 지지격자 스

링의 설계특성이 갖는 마모 항성과 특성을 상온 조건  원자로 내의 분 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 치에서 발생된 마멸에 해 형상, 깊이, 넓이  

부피를 정량 으로 분석하 고, 시험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 와 충격하 의 곱으

로 일(Work)과 일률을 계산하고 Work rate 모델을 근거로 마멸계수를 평가/비교하 다. 

이밖에  사이클 증가에 따른 하 의 변화도 지지격자 스 링 형상의 설계특

성 에서 분석되었다.

7) 격자 형상최 화 방법론 연구

격자 의 형상 최 화는 여러 형상의 고유모형을 제안하고 이에 한 성능시험을 

통해 고유모형의 실 성과 그 성능에 한 문제 을 수정  보완하여 최 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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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도출하기 한 것이다. 지지격자를 설계하기 한 기능 요구조건과 설계 변수

들 간의 독립  계를 정립하여 하나의 요구조건에 하나의 설계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 다. 격자  형상최 화는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과 설계 민감도

를 계산할 수 있는 최 설계 로그램을 연계하여 수행하 다.

8) 지지격자 기계/구조  성능해석 기술 확립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을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 모사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

차를 확립하 으며, 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시험 결과와 비교/검증하 다. 한 

지지격자의 동  충격해석을 실제 충격시험 차를 모사할 수 있도록 반복 충격해석 

차를 확립하여 노외 성능시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검증하 다. 이들 해석방법이 시

험 결과를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9) 지지격자 시험과 련된 시험장치 구축

지지격자의 동  충격특성은 가상의 사고조건 하에서 지지격자가 연료 의 냉각

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냉각재의 냉각경로와 노심의 긴 정지를 한 제어 의 삽입

경로를 보장하기 한 기  성능자료이다. 도출된 지지격자 최종모형에 해 시작품에 

한 상온  핵연료의 운 온도에서 충격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격시험장치를 구축

하 다.

Ⅳ.  연구개 발 결 과

1. 지지격자 최종모형 2종을 선정하여 각 모형들에 하여 국내특허  미국특허

를 등록하 고 아울러 각 지지격자 모형들에 하여 5x5셀, 8x8셀 부분격자체  16x16

셀 Full Array 격자체 시제품을 제조하 다. 제조된 격자 시제품들에 한 기계/구조  

특성을 상용 핵연료에 사용된 참조연료와의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

2. 지지격자 개발과 련된 기계/구조  기반기술들을 확립하기 해 아래와 같은 

해석기술과 시험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 장치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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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연료  진동시험을 통한 지지격자 지지건 성 평가

  동일한 크기의 정  가진력에 한 단  연료 의 최  변 진폭의 크기는 

참조모형 B, 최 화 H형, 새이  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료 의 

진동을 최 한 억제해야 하는 지지격자의 지지성능 에서 주후보 모형으로 개발된 

최 화 H형과 새이  형의 설계특성이 상 으로 우수함을 의미한다. 한, 격자체 

조립을 한 용 방식을 용 에서 슬롯 용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단  연료 의 1

차 고유진동수가 10~15% 가량 증가되며, 이것은 상 격자 구조체의 동 (지지)강성이 

좋은 방향( 의 진동을 억제하는 측면)으로 증가됨을 의미한다. 

2)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비 진동특성

   집합체 유형의 변화에 따라 기  고유진동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참조모형 

B형에 비해 최 화 H형과 새이  형의 고유진동수가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수 에

서 수행된 부분집합체의 시험결과(고유진동수)는 부가질량효과로 인하여 공기 에서의 

값보다 일정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럭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부분

집합체의 감쇄특성은 집합체 유형이 변경되어도 큰 차이가 없으며, 공기 과 수  시

험환경에 하여 각각 1% 미만, 8% 미만의 임계 감쇄비를 갖는다.

 

3)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특성

   유속증가에 따라 변화되는 고주  진동의 크기와 진동 주 수는 지지격자의 

유형을 기 으로 상호 비교하 고, 노심 운  평균유속(4.7~5.5 m/s)으로 부터 격자  

진동의 최 진폭이 발생되는 유속과의 차이를 근거로 주 후보모형인 최 화 H형 지지

격자의 설계특성이 참조모형 지지격자의 특성보다 우수함을 보 다. 아울러, 축방향 유

동조건에 놓인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특성을 이해하고 진동발생 기구를 

규명하기 한 기 연구의 일환으로 집합체의 진동과 집합체 내부에서 지지격자체로 

묶여있는 단  연료 들의 국부 인(개별 인) 진동특성 등이 실험 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 축방향의 유속에 따른 집합체와 단  연료 의 진동주 수(주로 자체의 고

유진동수), ODS(운  진동모드형상)  유동  감쇄특성 등에 한 기 데이터를 

확보하 으며 이는 향후 개발될 이론모델의 검증에 활용될 것이다.

4) 집합체 진동해석모델 개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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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구조법을 이용하여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진동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상용 

핵연료 집합체 수 의 크기로 확장시켰다. 단순화 모델링과 유한요소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값에 상당히 근 한 해석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5) 격자체 단   마멸 연구

   최 화 H형의 딤 에 의한 마멸과 새이  스 링에 의한 마멸에서 력이 

존재할 경우가 간격이 존재할 경우에 비해 마멸깊이와 부피가 히 작다는 것을 알

았다. 이것은 연료 과 지지격자체 사이에 건 한 이 유지되면 마멸을 일 수 있

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 그러나 최 화 H형의 스 링에 의한 마멸에서는 조건의 

변화에 따른 마멸부피  최  깊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로부터 최종형상의 최

화 H형의 경우 스 링의 형상은 마멸 항성 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단된다. 

스 링  딤 을 구분하지 않고 스 링 종류에 따른 체 인 마멸부피와 최  깊이

를 비교할 때 새이  스 링이 최 화 H형에 비해 다소 마멸 항성이 우수한 것으

로 단된다. 한편, Workrate Model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하는 마모를 상

으로 짧은 시간동안의 마모실험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는 에서 유용하

다. 그러나 마모량의 증가거동이 마모기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률과 마모

부피 증가율 사이의 계가 선형비례라고 단순 가정한 것은 논의의 소지가 있다. 그러

나 재까지 Workrate Model만큼 용이 간편한 Model이 없는 형편이고 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참조 스 링에 해 이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가 

있어 같이 사용하 다. 분석결과, 마모 항성 에서 세 종류의 스 링  최 화 H

형, 새이  지지격자 스 링이 참조용 스 링보다 마모 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6) 지지격자 스 링 특성시험

지지격자 격자  지지부의 특성시험은 공기 , 상온에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

한다. 16×16셀을 갖는 지지격자 시작품을 제조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셀 주변의 모든 

셀들에 연료  시편(fuel rod fragment)을 삽입하고 상온 하에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

하여 연료 의 직경과 동일한 형상의 가  치구를 통해 시편에 하 을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축하 다.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시험을 통하여 하   변  곡선을 얻었

고, 지지부가 노심 내에서 연료의 수명 말까지 건 한 연료  지지가 가능한 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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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을 확인하 다.

7) 지지격자 구조강도시험 수행

지지격자의 구조강도는 노외 성능시험  하나로서 이는 최종형상의 지지격자를 

제조하여 이를 노 내에 고정하고 핵연료집합체의 단일 스팬 질량에 해당하는 충격해머

를 각도를 증가시키면서 지지격자의 상온  운 온도에서의 충격강도를 시험하여 측

정하 다. 그 결과 상용 지지격자에 비해 구조강도 측면에서 등하거나 우수한 특성

을 가짐을 확인하 다.

Ⅴ.  연구개 발 결 과의  활 용 계 획

1. 확립될 지지격자 개발 련 기반기술들은 지지격자를 독자 으로 개발하는데 이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의 특성 분석에 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지지격자 개발 련 시험시설은 새로운 핵연료에 한 성능평가 자료를 생산하

는데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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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 r o je c t  T i t l e

Development of a High Performance Spacer Grid

Ⅱ.  O b je c t i v e  a n d  I m p o r t a n c e  o f  t h e  P r o je c t

A spacer grid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a nuclear fuel 

assembly. It enables fuel rods to be supported and located properly in the fuel 

assembly. It also provides a flow channel between the fuel rods, which assists in 

transferring the heat from the fuel pellet into the coolant in a reactor. Therefore, the 

spacer grid is a high priority component when an improvement of a hardware is 

pursued for promoting a fuel performance.

The Korean technology for a fuel design and fabrication is in its growth period, 

and has been accumulated to a high-tech level up to now. However, foreign fuel 

vendors have been developing new and improved features of the fuel assembly and 

they have tried to expand their market into Korea with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chieve a 

self-reliance for fuel technologies in Korea if we do not endeavor to develop our own 

technology and only rely on importing foreign ones.

To develop our own technology,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some candidates for a 

spacer grid on which an inherent right can be insisted. Besides, it is extremely 

necessary for us to possess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developing a spacer grid, 

such as, mechanical and structural analyses and test capabilities. We must have these 

technologies not only to achieve a self-reliance in fuel technology but also to compete 

with foreign vendo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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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S c o p e  a n d  Co n t e n t s  o f  t h e  P r o je c t

1. To establish the final candidates for an inherent spacer grid.

Conduct experiments to get the out-of-pile test design results (mechanical/structural 

and thermal/hydraulic performance) of the final candidates after a fabrication of the final 

candidates specimens.

2. Research the following areas to establish the mechanical and structural 

technologies related to a spacer grid. Implement the relevant test equipment.

1) Suppor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by a rod vibration test

    Rod vibration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e 2 KAERI-devised spacer grids and 

2 commercially used one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KAERI-devised spacer 

grids had superior supporting performances to the commercial ones. The supporting 

performance of the optimized H-type (Opt. H) spacer grid according to the weldment 

methods was also studied experimentally and compared.

2) Construction of a vibration test facility/ Design mod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FIVPET facility

   A vibration test device for an experimental modal analysis of the 5x5 FIV test 

bundle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Vertical and horizontal alignments are adjustable 

by an upper clamping and the mounting equipment. A test under water was carried out 

with an impact hammer and a non-contact vibration measurement device. The 

design/construction/modification and update/verification of the hydraulic test loop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to evaluate a flow-induced vibration and to measure a 

pressure-loss due to a grid and a flow mixer. This KAERI-built hydraulic test facility 

was verified from a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data for a high frequency vibration of 

the 5x5 test bundle. 

3) Pre-characterization test of a partial fuel assembly

    For the analysis of the FIV response for the test bund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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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haracterization test of 4 partial fuel assemblies was carried out by the sine sweep 

test in air and an impact testing under water by using the vibration test facility. The 

damping ratio corresponding to the first mode of the test bundle was measured by the 

pluck test and estimated by the log-decrement method.

4) Flow induced vibration test of the partial fuel assembly

    Flow induced vibration test of 4 test bundles with 4 different spacer grids with 

a flow mixer was performed. Some experiment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test results were applied to the test procedures and the signal processing. 2 laser 

vibration measurement devices allowed us to measure the high frequency(over 1.5 kHz) 

FIV vibration of the spacer grid strap accurately. The FIV test results show that the final 

candidate spacer grid (Opt. H type) has superior performances for a strap vibration 

subjected to a parallel flow.

5) Model expansion to a real-sized fuel assembly 

    The vibration analysis model of the partial fuel assembly was developed by a 

substructure method. The finite element (FE) model for a full sized fuel assembly was 

also expanded by using the same modeling techniques; it consists of 4 fuel rod groups, 

3 control rod groups and the connecting beam elements for the spacer grids. A 

commercial FE software, ANSYS, was used for analyzing the model.

6) Fretting wear test

   The unit strap based fretting wear tests in ambient air and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water were carried out. The objective of these wear tests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hape of the spacer grids' springs on the wear 

characteristics in air and under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The shape, depth, area and 

volume of the wear scar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work and work rate, which is 

a multiplication of the sliding distance and the impact loading, produced the wear 

coefficient from the "work rate model" approach. In addition, a variation of the contact 

loading according to an increase of the fretting cycle and the type of spacer gri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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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tudied.

7) Shape Optimization Methodology of a Spacer Strap

A shape optimization procedure is necessary to obtain the optimal and realizable 

shape of a strap, which can be performed by mechanical tests and a 

remedy/supplementation of the candidate specimen together with an optimization 

technique. The functional requirements(FR) are decoupled with the design 

parameters(DP), one FR is used for one DP. In order to optimize the shape of the 

strap, an optimal design program that utilizes a design sensitivity was linked to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8) Spacer Support Characteristic Simulation, Spacer Grid Dynamic Impact Analysis

The nonlinear characteristic of a spacer grid support was simulated the using FEM. 

This analysis model considered the elastic and plastic properties of a material. In 

addition, structural strength analyses of the spacer grid candidates were carried out 

using ABAQUS/implicit and ABAQUS/explicit to simulate the pendulum type impact test.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9) Test Equipment Setup for a Spacer Grid Development

The dynamic impact test results of a spacer grid were used to develop the 

accident analysis model for the fuel assembly during a virtual fault event. The dynamic 

impact coefficient and the restitution coefficient, which are necessary for an analysis of 

the virtual accident conditions. e.g. seismic and LOCA accident, were obtained from the 

test. Two kinds of dynamic impact test methods were used, i.e. the free-fall type test 

and the pendulum type test. The former uses a dummy weight that drops from a 

certain height and impacts on a grid, while the latter uses an impact hammer which 

moves angularly and impacts on a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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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  Re s u l t s  o f  t h e  P r o je c t

1. Two candidates have been invented and they have been registered as domestic 

and US patents. In addition, demo spacer grids(5x5 cell array and 8x8 cell array) and a 

full array spacer grid(16x16 cell array) were fabricated, for which the 

mechanical/structural tests were carried out.

2.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Fundamental Subjects for the Spacer Gri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al Devices.

1) Supporting performance evaluation by a rod vibration test

   The maximum vibration amplitudes of a fuel rod, which were measured at the 

center of the 3rd rod span, were listed in order as Ref. B, Opt. H and Doublet type 

spacer grids. This result shows the superiority of the KAERI devised spacer grid design 

to the commercially used ones from the viewpoint of a vibration absorption. In the case 

of applying a slot type weldment instead of a spot weldment, the fundamental natural 

frequency of the fuel rod supported by the spacer grids was increased by about 10~15 

%, suggesting that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spacer grid assembly was raised 

simultaneously to make the rod-support more stable.

2) Pre-characterization test of a partial fuel assembly

No large differences in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test bundle according to the 

type of spacer grid were observed, but the first modal frequency of the Ref. B's test 

bundle had a higher value than that of the Opt. H and Doublet ones. The natural 

frequencies from the test under a water condition showed a smaller value than that of 

the test in air because of the added mass effect of the still water around the test 

bundle. The critical damping ratio corresponding to the first mode of the test bundle, 

measured from the pluck test, was estimated at about less than 1% in air and less 

than 8 % und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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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w induced vibration test of a partial fuel assembly

   A high frequency vibration(HFV) of the strap in the test bundle with a variation 

of the bundle flow velocity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type of spacer grids. The 

difference of the flow velocity between the peak amplitude velocity of the strap HFV and 

the mean velocity in the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4.7~5.5 m/s, was chosen as the 

performance index of the FIV characteristics of the spacer grids. The FIV performance 

of the major candidate spacer grid, the Opt. H type, is bett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spacer grid. Addition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 physical phenomena of the 

FIV of the fuel assembly in the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were also studied: the lower frequency vibration of the assembly and rod, the 

operating deflection shape (ODS), the vibratory orbit of the typical rod, and the 

assembly's damping ratio in a flow and the fluctuating pressure around the test bundle.

4) Model expansion to a real-sized fuel assembly 

   The substructure method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vibration analysis of a 

partial fuel assembly and to an expansion of the FE model to the size of a commercial 

fuel assembly. In spite of the simplification and reduction of the FE mesh, the analysis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at of the experimental results.

5) Study on a strap-based fretting wear

From the wear test for the Opt. H and Doublet spacer grid, the wear depth and 

volume decreased dramatically in the case that the contact force was still present. This 

shows that a fretting wear level can be reduced if the contact condition between a rod 

and spring is sound. However, no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wear depth and volume 

with a variation of the contact condition was observed for the Opt. H spring. It was 

found that the final optimized shape of the Opt. H type spring was remarkably improved 

from the viewpoint of a wear resistance. The workrate model was found to be useful; a 

long term wear can be analyzed by a short term test condition. But it is controversial to 

suggest that the workrate and the increased rate of a wear volume are linear because 

a wear proces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a wear mechanism.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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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 H was found to be the most wear-resistive, followed by the Doublet and the 

reference spring.

6) Spacer Strap Characteristic Test under an In-grid Boundary Condition

A strap characteristic test was conducted using an universal tensile testing machine 

in air at a room temperature condition. The test setup was composed of a loading bar 

for a loading/unloading and a fixture for a spacer grid specimen. The maximum spring 

force and the stiffness of the final design shape was properly designed to support the 

fuel rod in an actual boundary condition to the end of life of the fuel.

7) Spacer Grid Buckling Strength Test

The structural strength test of a spacer grid is one of the performance tests for an 

out of a core test. This was established by using a pendulum and a drop type impact 

test apparatus. These tests were achieved under room and operation temperature 

conditions. The test results were comparable with the commercial ones or a better 

performance than those. 

V .  P r o p o s a l  f o r  A p p l i c a t i o n s

1.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established will be utilized not only for developing 

our own spacer grid but also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ven spacer grids.

2. The test equipment procured for the spacer grid will be utilized for a genera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data for a new spacer grid that might be develop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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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경수로형 원전연료집합체에서 지지격자체는 상 하단고정체 안내관 등과 함께 골격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품으로서 크게 구조용 지지격자체와 유동혼합기로 나누어지며 지지격자

체는 핵연료의 기계 구조적 및 열적 성능 그리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전연료집합체/

개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부품으로 국내 외의 핵연료 사업계로부Hardware ․
터 인식되고 있다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은 고유의 구조용 지지격자체와 유동혼합기 형상 구조. /

를 고안하고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서 성능이 해외에서 개발한 최신 구조용 지지격자체와 유

동혼합기보다 비견되거나 우수하도록 우리 고유의 고성능 지지격자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

이다.

원자로 노심내에서 중성자 조사 로 인한 구조용 지지격자 스프링의(neutron irradiation)

응력이완 스프링력의 급격한 감소 및 연료봉과 지지부위 사이에서 간극(stress relaxation),

발생 등으로 지지격자 스프링의 연료봉 지지능력이 크게 저하되면 연료봉 사이의 수로(gap) ,

를 따라 흐르는 냉각수 흐름에 의해 발생한 외란 으로 인하여 연료봉이(external disturbance)

쉽게 흔들리게 되고 아임계 유동유발진동 흔들림이 지속되면 연료봉과 지지격자 지지부와의( )

접촉부위에서 연료봉의 피복관이 국부적으로 프레팅 마모되어 피복관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연료봉에서 피복관 두께의 이상이 마모되어 설계. 20 %

기준을 위배하거나 혹은 완전히 천공되는 손상이 발생하여 연료봉내의 방사능 물질이 차 냉1

각수로 누출되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지지격자에서 스프링이 연료봉 지지력을 완전.

히 상실하게 되면 연료봉이 하단고정체로 낙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연료봉(drop) . ,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은 연료봉 지지부 스프링 및 딤플 의 형( )

상고안 및 설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지지격자에서 연료봉 지지부인 스프링 및 딤플의 형상을 적절하게 고안 및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지격자의 냉각수 혼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혼합날개의 형상을

고안 및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용 지지격자체가 지진 발생시에 원전연료집합체에.

가해지는 횡방향의 충격하중으로부터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한계치 이상으로 변형되면 연료봉

들을 원자로 노심내의 수직 및 수평 정위치에 건전하게 위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어봉들이 원전연료집합체로

의 원활한 삽입이 방해받게 되므로 구조용 지지격자체는 충분한 측면 구조강도를 갖도록 고안

및 설계되어야 한다 지지격자체의 연구개발에서 연료봉을 안정적이며 건전하게 지지하기 위.

해 연료봉 지지부 형상 및 유동날개 형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설계가 수반되어야만 연료

봉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열적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측면 충격.

강도에 견딜 수 있는 격자체 형상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발단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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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구조부품의 설계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자적인 시험 장치포함 및 모( )

사 해석기술의 확보는 새롭게 개발된 핵연료 구조부품을 상용화하고 이를 국외로 수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자립기술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구조용 지지격자체는 일차적으로 핵연료 수명기간 보통 년 내내 연료봉들이 원자로( 3 5 )～
노심내의 수직 및 수평 정위치에 건전하게 위치하도록 지지하는 기계 구조적인 기능과 이차적/

으로 고온의 연료봉으로부터 저온의 냉각수 로의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냉각수 유동혼(coolant)

합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부품이며 보통 원전연료집합체에 개가 사용 유동혼합( 8 11 )～
기는 구조용 지지격자체와는 별도로 원전연료집합체에서 유동혼합 성능만을 극대화시키는 기

능을 갖는 부품으로 원전연료집합체 상단부에 별도로 보통 개까지 부착되고 있는 추세이3 5～
다.

지지격자체는 피복관을 제외한 경수 원전연료집합체 부품비의 약 원전연료집합체80 %( 1

개당 만원 상당 를 차지하고 있다 년 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경수로용 원자1500 ) (2007 3

력 발전소 기 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억원 이상임 따라서 우리 고유 핵연료를(16 ) 120 ). Brand

개발하여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지지격자 고유형상을 개발하고 지지격자 개발관

련 원천기술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 축적된 지지격자체 관련 기술은 설계기술 제조기술 개발기술로 나뉘어, ,

질 수 있다 첫째 설계기술을 살펴보면 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이하 로 칭함 와. , 1986 ( KAERI )

사가 공동설계한 연료가 년부터 국내의Siemens/KWU KOFA(KOrean Fuel Assembly) 1989

이하Westinghouse( W로 칭함 형 발전소에 공급되었고 년에 사와 가 공동설계) 1987 ABB-CE KAERI

한 연료가 년부터 국내 형 발전소에 공급되었으며 년대 중반에 들어서는1994 ABB-CE 1990 W사와

한전원전연료 주 가 공동설계한 연료가 를 대체하여 국내( ) KOFA W형 발전소에 공급되는 등 상당

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졌다 둘째 제조기술을 살펴보면 상 하단고정체는 년대 초부터 국. , 1990‧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 반면에 지지격자체는 완제품을 도입하거나 지지격자 스트랩을 도

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용접하는 과정을 거친 뒤 년에 이르러서야/ 1998 W사의 연료VANTAGE 5H

의 지지격자체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및 연료의 지지격자체를 생RFA PLUS 7, ACE 7

산하고 있어서 제조기술이 상당부분 축적되고 있다 셋째 개발기술을 살펴보면 년부터. , 1986

에서 수행해오던 핵연료설계사업이 년 말 산업체 한전원전연료주식회사 로 이KAERI 1996 (KNFC: )

관됨으로 인하여 국가출연기관인 에서는 신형핵연료개발 이란 과제로 독자적인 지지격KAERI “ “

자 형상개발 및 개발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년 월 현재 지지2007 3

격자 고유 형상 종을 고안하여 국내 외에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되는 등 기술성숙단계에18 ․
돌입하고 있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본 과제의 단계 연구에서는 고유 지지격자 형상 및 지지3 (2003. 4.1. 2007. 2. 28.)～
격자 제조장치 등에 대하여 국내 외 특허 건 국내 국외 을 출원하였고 단계13 ( 8, 5) 1, 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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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고안한 지지격자 고유형상에 대해 국내 외 특허등록 건 국내7.-2003. 3. 31) 21 ( 11,‧
국외 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특히 면접촉 형상으로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 및 딤플을 주10)

요 특징 기본 개념은 년에 국내외에 특허 획득 으로 하면서 성능이 개선된 최적화 형( 2000 ) H‧
스프링부착 지지격자와 새이중판 지지격자 등의 지지격자 종 모두가 미국특허를 획득KAERI 2

하였고 냉각수 혼합성능효과가 우수한 복합유동 혼합장치도 일본 및 미국특허를 획득하였다“ .

또한 면접촉 형상으로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 및 딤플형상을 체계적인 최적설계기법을 이

용하여 형상최적설계하고 연료봉 지지성능 및 지지격자체 충격성능을 개선한 지지격자 형상 2

종을 개발하였고 지지격자체 용접공정 개선을 위한 방법 및 장치 건을 개발하여 국내 외에2 ․
특허 건을 출원하였다3 .

기반기술의 시험시설 구축 및 시험기술 확보와 관련하여 지지격자체 충격시험장비 종을3

구축함으로서 국내의 표준원전형 및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연료의 지지격자체에 대한 충격강

도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원전 형태별로 지지격자체 충격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이 다르(

며 핵연료 설계회사에서는 시험에서 얻은 자료를 핵연료 설계에 사용하고 있음 을 갖추었고)

지지격자체 상태에서 스프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스프링 시험기와 형 부분집In-grid 5×5

합체의 진동특성 및 유동기인진동 특성시험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시험 해석에서 얻은(FIV) /

결과를 국내 외 학회에 발표 편 게재 편 논문 편 포함 하고 시험 해석기술이 기(95 ), (20 : SCI 9 ) /‧
록된 기술보고서 편을 발간하였으며 도면 종 및 시방서 종과 형 지12 34 14 Full array(16×16 )

지격자체 시험용 형 부분집합체 개 형 유동혼합기 형100 sets, FIV 5x5 4 , 5×5 25 sets, 16×16

유동혼합기 용접부 조직 및 인장시험용 시편 수백 개를 제작하였다 특히 신형 핵12 sets, .

연료집합체 제조를 위해 형 지지격자 와 유동혼합기 를 제공하였다16×16 20sets 3s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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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국외 기술개발 현황1.

해외의 핵연료 들은 독자적인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 고유 모델의 지지격자vendor

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들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지지격자체.

에 대하여 해외의 핵연료공급자들이 최근에 연구 개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 ’06

에 도시바로 인수된 BNFL-W사의 최신연료인 연료 지지격자는 초창기 지지RFA OFA Zircaloy-4

격자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기계 구조적 및 열수력적 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번/ (OFA →
형상과 재질 을Vantage5, Vantage5H, Vantage+ Performance+ RFA) (Zircaloy-4 ZIRLO)→ → →

개선한 것으로 년부터 상용 공급되고 있다 또한 사 최신연료인1998 . BNFL(ABB-CE) TURBOTM의 지

지격자는 새로운 개념의 측면지지 혼합날개와 형 지지격자 스프링을 부착한 것으로 년부I 1998

터 상용화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TURBOTM 연료에서 지지격자판 기저부와 지지격자 스프

링 부위의 가공 방법을 다르게 하여 노심 운전 중에 중성자 조사에 따른 연료봉 지지력의 저

하를 경감시키며 지지면적을 증가시켜서 노심 운전 중에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향상시키고, ,

유체유발 진동과 관련된 연료봉의 진동 및 프레팅마멸에 의한 연료봉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기

능을 갖는 형 스프링을 채택하였다 또한 혼합날개가 격자의 교차점이 아닌 격자의 측면에I .

부착됨으로서 유동혼합장치가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동이 생성되는 형상을 가지고swirl

있다 시험결과를 보면 자사의 기존 연료에 비해 열적성능이 최소한 이상 증가하는. CHF 10 %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지지격자의 용접방법은 기존 용접에서 용접으로 변경. TIG Laser

하고 용접 크기도 작게 하였으며 지지격자 제조 시 압연방향 역시 조절하여 조사성장을Bead

줄여 고연소용 지지격자체를 지향하고 있다 년부터 년간. 1999 6 BNFL-W사는 한전원전연료 주( )

와 공동으로 한국의 표준형 발전소용 및 웨스팅하우스형 발전소용 핵연료 공동개발과제를 착

수하여 및 연료를 공동 개발하였는데 연료는 면접촉 연료봉 지지부를 갖고PLUS7 ACE7 PLUS7

있고 연료는 형 스프링을 작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E7 I .

사는 지지격자를 개발하여 년부터 상용화하고Framatome-ANP(Siemens/KWU) FOCUS 1992

있는데 주요 특징은 지지격자체의 좌굴강도가 증강시키고 유동혼합장치와 아치 형의 스(Arch)

프링을 채택한 것이다 유동혼합장치는 유동혼합을 강화시키기 위해 강한 난류 및. swirling

유동을 생성시키며 아치형의 스프링은 연료봉과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마멸저항성을 높인다.

근래에 사 는 압력강하를 줄이기 위해 교차부 형상을 개선하Framatome-ANP(Siemens/KWU ) Strap

고 부식최적화 재질을 사용한 지지격자를 사용한 연료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FOCUS X5 .

사는 년 이중 을 사용한 및 중간혼합기를 개발하였다Framatome-ANP(SPC) 1988 strap HTP/HMP .

이 지지격자의 주요특징은 유동혼합장치와 연료봉 접촉 방법이다 유동혼합장치는 노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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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손실이 작은 반면 열적 성능과 수력적 혼합효과가 크다고 보고되었으며 연료봉과의 접촉

은 개의 선으로 접촉하고 있어 유체유발에 의한 연료봉의 진동을 크게 경감시키며 기존 지지8 (

격자에 비해 연료봉 진폭이 이하로 줄어듦 프레팅마멸에 의한 연료봉 손상이 작도록1/4 .)～
설계되었다 기존. W형 핵연료집합체에 및 중간혼합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압력손실은HTP/HMP

에 비하여 약 작은 반면 여유도는 기존의 지지격자에 비하여VANTAGE5 5% DNBR Bi-metallic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지격자의 용접을 진공상태에서 전자빔 용접함으10% .

로써 용접품질을 향상시켰다 근래에 사는 압력강하를 줄이기 위해. Framatome-ANP(SPC) Strap

교차부 형상을 개선하고 부식최적화 재질을 사용한 지지격자를 사용한 연료를 개발하HTP X5

였다 한편 사는 년에 개발한 연료의 지지격자 혼합날개가 부. Framatome-ANP(Fragema) 1985 AFA (

착된 지지격자 를 기본으로 압력강하를 줄인 용 지지격자를Zircaloy-4 ) AFA-2G Bi-metallic

년에 개발하였고 재결정 처리된 사용하고 지지격자 에서 을 방지하1992 , strap corner hang-up

는 용 지지격자를 년에 개발하였다 근래에는 대비 이상의 열적성능 향AFA-3G 1998 . AFA-3G 10%

상시키고 M5TM 재질을 사용한 ALLIANCETM 지지격자를 개발하였다.

해외의 핵연료 들은 독자적인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 고유 모델의 지지격자를vendor

개발하고 있으며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들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노심내 고온 고. /

압 냉각수 유동에 의한 연료봉의 유동유발 진동현상은 운전유속이 유체탄성 불안정을 발생시키

는 임계유속보다는 상당히 낮아 아임계 유동유발진동 문제로 취급되며 이로인해 주로 난류기인,

압력섭동에 의한 연료봉의 미소진동과 이에 따른 지지 점에서의 프레팅 발생과의 연관성 문제에

관해 많은 이론적 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

다른 유동유발 진동 발생기구와는 달리 난류기인 진동은 피할 수 없이 발생되는 일종의 필

요악이다 종종 열이나 질량전달을 가속시키기 위해 난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물이 설계.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난류기인 진동이 더욱 가속화됨을 직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계산 역학의 혁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난류기인 진동 해석 문제는 반 실험적인 해석방법을 여

전히 따라야만 한다 즉 작용력 함수를 차원 해석 및 모델 시험 등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결정. ,

해야 하며 구조물의 응답은 적분개념과 확률 동적 유한요소 법 등 의 근사해, Joint acceptance

법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응답만을 근사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균일하고 등방의 정상 난류로 가.

정된 난류기인 유동조건에 놓인 구조물의 평균제곱 진동변위에 대한 식으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식들이 제안되어져 있다 이러한 식들은 구조물의 모달특성 주로 고유진. (

동수와 진동모드형상 작용력과 이와 관련된 구조물의 두 가지 진동모드), Acceptance integra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적합도 또는 두 가지 진동모드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가능성의 크기,

등 접수면적 부가질량 랜덤 압력장의 등의 다양한 들을 포함하며 횡류 축류까), , , PSD parameter /

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구조물의 횡방향 진동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횡방향 모달 특성, ( )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며 단순한 난류조건 균일 등방성 정상유동 에 대해서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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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핵연료 봉의 유동유발 진동문제에 대해 각 핵연료 공급자들은 Au-Yang[2.1.1],

등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Blevin[2.2.2], Chen[2.2.3], Paidoussis[2.2.4], Pettigrew[2.2.5]

결과를 자사의 핵연료의 설계 및 개발에 이용하고 있으나 노심 내 냉각재 유동에 의한 핵연료의,

유동유발 진동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실제 유

동조건에서 상용핵연료 크기의 시험집합체를 대상으로 연료봉의 동적인 수력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노심 운전조건에 연료봉의 지지건전성 평가기술은 각 핵연료 공급자들이 자사의 모.

델과 연료 연소경험을 바탕으로 자사 연료에 적용하고 있으나 연료봉의 비선형 동적지지거동에

대한 분석기술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2.

국내 산업체에서는 년대 후반에 핵연료집합체 구조부품에 대한 국산화사업을 시작한‘80

이래 지지격자체는 외국에서 지지격자판을 전량 도입하여 국내에서 접합으로 지지격자brazing

체를 제조하였다가 년대 후반에서야 외국에서 기술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지격자판을 국내1990

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지지격자체 제조 용접 를 시작하였다 국내 산업체에서는 년부터( ) . 1999

년간 년씩 회에 걸쳐서 외국 핵연료 회사와 공동으로 핵연료 공동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국6 (3 2 )

내 표준원전형 발전소용 및 웨스팅하우스형 발전소용 핵연료를 공동 개발하여 및(PLUS7 ACE7)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개발 과정 중에 지지격자체 구조설계 및 개발기술의 상당

부분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및 연료는 예전의 참고연료보다 연료의 안전성 및. PLUS7 ACE7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연료의 기술소유권은 외국 핵연료 회사에서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년부터 국내 외의 최신 핵연료. 1997 /

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과 지지격자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핵연료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1985

년부터 축적된 핵연료집합체 설계 및 제조연계 기술을 토대로 기술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

유 지지격자 형상개발과 시험시설 구축 성능평가시험기술 및 해석기술 확보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년 월 말 현재 총 종의 지지격자 고유형상을 고안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2007 1 18 , , ,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중 종에 대하여 총 건의 국내 외 연료봉의 건전한 지지16 35 /

성능뿐만 아니라 냉각수 혼합성능이 해외의 최신 핵연료에 사용된 지지격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국내 외 전문 시험기관으로부터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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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고유 지지격자 개발1

최종 성능시험1.

가 지르칼로이 판재에 대한 인장시험. -4

상세 성능시험용 지지격자 시편을 제조하기 위해 도입한 사의 지르칼로이 판재CEZUS -4

박판으로 인장시편을 제조하고 상온에서 여섯 개 고온 에서 세 개 시편에 대(0.46 mm) , (320 )℃
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상온시험에서는 신장계 를 사용하여 탄성계수를. 100 % (Extensometer)

구할 수 있었으나 고온시험에서는 고온용 신장계를 사용할 수 없어 운전온도에서의 탄성계수는,

얻지 못하고 응력 대 변형률 선도만을 구하였다 그림 은 인장시험결과를 나타내는데 지지. 3.1.1

격자의 충격해석용 입력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충격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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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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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0.2%)=164.39MPa

UTS=229.44 MPa

Elong.=53.84%

Zry-4, 0.46mm

after annealing

고온에서의 결과(b)

그림 지르칼로이 판재의 인장시험 결과3.1.1. -4

나 시편 설계 및 제작.

기본형 지지격자의 상세시험결과를 반영한 형상보완(1)

압력강하 시험결과에 의하면 기본형 주후보 형 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의 압력강KAERI I (H )

하량이 참조용 지지격자 산업체와 외국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개량핵연료 에 비해 상대적으로( )

크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격자판 단면방향에서 냉각수 유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개11

소에 코이닝 가공을 하여 압력강하량을 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코이닝 가공이란 박판(coining) .

의 단면방향에서 볼 때 판의 두께방향에서 펀치로 압축력을 가해 일종의 모따기 과(chamfering)

유사한 공정이며 이는 판재를 성형할 때 설계된 형상으로 노칭 을 한 후 프레스에서, (notching)

수행하는 공정으로 냉각재의 유로 단면적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격자판으로 인한 압력강하량

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본형 주후보 형 새이중판 지지격자 의 스프링 특성 및. KAERI II ( )

진동시험을 수행한 결과 스프링 강성이 과대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봉 지지부 양측에 슬릿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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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강성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래 박판에 냉각재의 유로를 확보하기 위한 형상과.

이 박판의 중앙에 냉각재의 흐름방향으로 슬릿을 가공하여 격자판 전체의 강성을 완화시킨 것이

연료봉의 지지성능에 문제점으로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박판의 중앙에 냉각. ,

재의 흐름방향으로 슬릿을 형성시킨 것에서 출발하여 냉각재의 유로를 제공하기 위한 모서리 부

에 냉각재의 흐름방향으로 두 개의 슬릿을 가공함으로써 연료봉 지지성능을 개선시켰으며 개선

된 형상을 국내 외 미국 등 에 특허 건을 출원하였다( , EEC ) 3 .⋅

최적화 형 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 형상 고안 및 특허출원 건 국외 국내(2) H 2 ( 1, 1)

기본형 주후보 형 지지격자에 사용될 외부격자판 형상을 고안하였다 내부격자판 상KAERI I .

부에 부착한 냉각재 혼합 날개로 인해 발생된 냉각수의 회전유동 및 교차류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동 베인 및 안내 탭의 형상 및 배열을 결정함과 동시에 지지격자 모서리 셀

과 같이 공간이 좁은 셀에서도 연료봉과 등각의 면접촉을 이룰 수 있으며 최대 지지력을 발생한,

후에도 지지력이 감소하지 않는 외부격자판의 스프링의 형상을 전산 유동해석 및 비선형 응력해

석을 통해 그림 도출하였다 이 지지격자는 핵연료의 취급 및 수송 시 지지격자에 과도한( 3.1.2) .

하중이 발생하여도 연료봉을 건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합 날개를 통해 발생한.

교차류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도록 유동혼합을 위한 흐름유도 베인과 핵연료의 노심으로 장전 및

인출 시 인접한 핵연료와의 간섭 발생가능성을 저감할 수 있는 안내 탭을 교차로 위치하게 함으

로써 지지격자에 의한 열적여유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림 과 같은 형상의 지지격자는. 3.1.3

국내에는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제 호 미국에는 현재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2003-69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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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유도 베인(27) 안내 탭(28)

연료봉(125)

유동해석 결과(a)

 outer

 inner

Zry-4, 0.66mm

Optimized H Tyep Grid Spring

 

 

P
 (
N
)

δ (mm)

비선형 응력해석 결과(b)

그림 전산 유동해석 및 비선형 응력해석 결과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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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력강하 시험결과를 반영한 내부격자판 상세도3.1.3.

최적화 형 스프링과 혼합날개가 부착된 최종 형상 지지격자에 대한 기계 구조적 및 열수력H /

적 상세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셀 격자판을 제조하였고 이 격자판들을 레이저 용접으로16×16 ,

셀 지지격자 격자체 단위 스프링 특성시험용 및 지지격자 충격특성시험용 를 제조하였다16×16 ( ) .

표 은 레이저 발진기를 사용하여 압력강하량과 구조강도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3.1.1 Nd-Yag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확정한 레이저 용접변수들의 값이다 상용 지지격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 형상에 따른 모든 용접부의 위치제어를 포함한 레이저 용접공정을 프로그래밍하여 자

동으로 용접을 수행함으로써 용접부 비드 크기의 균일화 수직 및 수평도 등을 엄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 시편은 지지격자의 노외 성능시험용 시편인 점을 고려하여 글로브 박스를

사용하여 수 자동 겸용의 레이저 용접을 진행하여 시편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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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용접부에서 레이저용접의 최적 용접변수3.1.1.

용접부
최고 출력
(peak power)

평균 출력
(aver. power)

펄스 주파수
(pulse freq.)

펄스 폭
(pulse width)

펄스 수 or feed
(shot count)

교차부 3000 W 169.4 W 17 8.4 mμ 6

안내관 셀 2700 W 177.9 W 75 2.5 mμ 1.14 m/min

외부 2700 W 177.9 W 75 2.5 mμ 1.40 m/min

모서리 2700 W 177.9 W 75 2.5 mμ 0.76 m/min

그림 최적화 형 셀 중간 지지격자 시편3.1.4. H 16×16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노외 성능시험인 지지격자의 충격시험 결과가 참조 지지격자인 상용

지지격자에 비해 그 구조적 강도가 현재 설계기준으로 설정한 의 임계 충격강도에 대한 여0.3g

유가 적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의 충격성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용접변.

수의 최적화 및 형상 최적화를 통해 기계 구조적 성능이 제고된 최종 형상의 중간 지지격자를 제

조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한 중간 지지격자의 노외 성능시험 결과들은 기존의 연료봉 지지성능,

프레팅마멸 저항성 및 진동특성을 저감시키지 않으면서 임계 충격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형상

최적화와 용접변수 최적화를 통해 최종 형상의 격자판이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제조된 셀, 16×16

중간 지지격자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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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격자체 및 부분집합체 시험용 제작(3) 5x5 (FIV )

유동유발 진동시험용 부분 핵연료집합체 모델은 상용핵연료를 양산하고 있는 핵연료 주5x5

식회사 주 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이제까지 제작된 총 개 최적화 형 이중판형 참조형 개( ) . 4 ( H , , 2

유형 의 시험용 부분핵연료 집합체 모델은 연료봉 내부에 납으로 된 펠릿을 장입시키는 것을 제)

외하면 실제 연료와 동일한 제원을 갖는다 제작된 개의 시험용 부분핵연료 집합체는 안내관. 4 2

개와 개의 지지격자체 주후보 지지격자 가지 유형 참고형 지지격자 가지 유형 로 구성5 5x5 ( 2 , 2 )

된 골격체에 모의 연료봉 개와 특수 가속도계가 삽입될 측정용 모의 연료봉 개를 삽입시켜 제21 2

작되었다 다음의 그림 는 부분집합체의 도면을 도시한 것이다. 3.1.5 .

그림 의 가 는 최적화 형 지지격자로 구성된 부분연료집합체의 제작과정을 보여주3.1.6 ( ) H

는 사진이며 그림 의 나 는 참조용으로 제작된 상용 수준의 지지격자로 구성된 부분연료, 3.1.6 ( )

집합체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우선 안내관 슬리브가 용접된 지지격자 개를 배드에. 5

고정하고 두 개의 안내관을 안내관 슬리브에 끼운 후 용접하여 부분집합체의 구조적인 뼈대인

을 만든다 이렇게 구조적인 뼈대를 이룬 이른바 골격체 에 개 혹은 개의skeleton . (skeleton) 22 23

모의 연료봉과 가속도계가 삽입된 개 혹은 개의 계측봉을 장입하면 부분연료집합체가 완성된1 2

다 연료봉의 장입은 지지격자 체의 아래 면에서부터 위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일. ,

정한 작업공정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삽입 시 혼합날개가 변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

그림 부분연료집합체 도면3.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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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적화 형 부분집합체( ) H

나 참조용 부분연료집합체( )

그림 부분연료집합체 제작3.1.6

상기에 기술된 시험용 모의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제조 공정 상 골격체의 조립과정 중 용접,

조건 설정문제 용접 전류 및 용접공정 시간 설정 용접 시편의 제작성 평가 및 검사 용접부 외( ), (

관검사 용접부 인장시험 및 부식시험 등 포함 방법 용 골격체 조립 절차 작업순서 공, ) , Dummy ( /

정 용 골격체 조립 관련 치공구의 개발 등 내용과 함께 시험집합체의 조립과정에서),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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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들의 집합체 조립 작업절차 용 연료봉 장입 공구 개발 집합체 조립 연료봉 장Dummy , Dummy , /

입력 시험 등의 연구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험용 핵연료 집합체를 제작하게 될 경우 유용한

선행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아래표는 부분집합체의 제작과 관련된 부품내역을 도시하고 있다. .

표 부분 핵연료 집합체 제작 부품 내역3.1.2. 5X5 Type

품 명 수 량 비 고

모의연료봉

개(45 )

Clad Tube 개45 형WH17 Tube (OD : 9.5mm)

상 하End Plug( . ) 개90 형WH17

안내관

개(4 )

Fuel Rod Spring 개45 형WH17

Pb Pellet 개45 모의 연료봉 개분45

Clad Tube 개4 형WH17 Tube (OD : 9.5mm)

진동측정용 모의

상 하End Plug( . ) 개8 형WH17

Guide Thimble

Screw
개8 형WH17

Guide Thimble Tube 개1 형WH16

Clad Tube 개6 형WH17 Tube (OD : 9.5mm)

상End Plug ( ) 개6 형WH17

하End Plug ( ) 개6 형WH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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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프링 특성 시험.

격자체 단위 스프링 특성시험(1)

년도 과제에서는 격자판 단위에서의 스프링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한2003

지지격자 형과 지지격자 형 스프링의 특성이 현재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에 널리KAERI I KAERI II ‧
연소되는 상용지지격자 참조 지지격자 및 산업체에서 개발하여 연소시험 중인 최첨단( A: V5H)

연료의 지지격자 참조 지지격자 형 보다 성능이 좋음을 보였었다 연료봉이 지지격자에 삽입된( B ) .

상태에서의 스프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지지격자 단위 스프링 특성시험.

장치를 개발하여 검증시험을 완료하였는데 웨스팅하우스사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삽입된 시험기

에서의 결과와 거의 같은 시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최적화 형 스프링에서 기계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상을 개선한 격자판H

의 스프링특성을 측정하기위하여 격자판 단위 스프링 특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strap) .

격자판은 기존 최적화 형 스프링 시편 기존 최적화 형 스프링보다 스프링강성을 낮H (A series), H

추면서 접촉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호몰로지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형상(homology optimization)

을 개선한 이중굽힘 스프링 시편 과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딤플의 크기를 에(B series) 5.7mm

서 로 줄이고 위치를 스프링 쪽으로 이동시킨 시편 총 종류이다 그림 처3.7mm (C series) 3 . 3.1.7

럼 단위 격자판 고정치구에 격자판을 고정시키고 인장시험기의 하부 크로스헤드에 위치시킨 후

가중 봉을 이용하여 스프링을 아랫방향으로 압축시킨 후 하여 소성변형량과 스1.2mm unloading

프링 특성을 측정하였다 표 은 각 종류의 시편의 강성을 나타내는데 가. 3.1.3 B series A series

에 비해 강성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26% .

그림 단위 격자판 고정치구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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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을 위해 구성한 특성 시험장비 구성 개략3.1.8

표 시편종류별 격자판 스프링 특성시험 결과3.1.3.

A series

(N/mm)

B series

(N/mm)

C series

(N/mm)

1 273.01 189.33 276.25

2 269.53 198.14 275.93

3 270.02 192 265.54

4 278.76 190.75 271.57

5 272.39 203.68 266.41

6 275.04 203.05 275.14

7 279.8 203.22 265.18

8 275.89 203.23 276.83

9 266.73 203.14 269.27

10 267.14 202.14 276.22

11 - 205.77 -

12 - 203.16 -

13 - 202.85 -

14 - 202.85 -

15 - 205.71 -

Average 272.83 200.60 271.83

Deviation(%) NA -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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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각 종류별 시험시편 중에 스프링강성이 평균과 유사한 시편3.1.9 A-5, B-10, C-4

에 대한 스프링 특성 그래프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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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위 격자판 내부스프링 특성시험 결과3.1.9.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 스프링 특성 시험 수행 상온(2) ( )

격자판 단위의 특성시험은 하였으나 이 결과가 격자체 상태에서의 특성과는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지지격자 상태의 경계조건에서 지지부 스프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격자체 단위 특성 시

험을 실시하였다 격자판 단위시험과 같이 인장시험기를 이용하는데 격자판을 고정하기위. 16×16

하여 그림 과 같이 고정치구에 시편을 고정시킨 후 그림 과 같은 가중부를 이용하여3.1.10 3.1.11

스프링을 위쪽방향으로 압축시킨 후 하여 시험을 마친 후 변위에 대한 하중선도1.2mm unloading

를 구해낸다 사용한 시편은 기존 최적화 형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지지격자를 이용하였. H 16by16

으며 총 개 에서 스프링 특성을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와 같다9 point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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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시편 고정 장치

 

그림 3.1.11.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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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격자체 경계조건하에서의 스프링 특성3.1.4.

Stiffness

(N/mm)

1 131.03

2 135.32

3 124.83

4 124.16

5 104.26

6 102.55

7 115.16

8 106.81

9 105.84

Average 116.66

그림 는 총 번 시험을 통하여 구한 격자체 경계조건하에서 최적화 형 스프링 특성3.1.12 9 H

을 나타내는 변위 대 하중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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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판 경계조건하에서 내부스프링 특성 결과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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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료봉 지지 및 진동 특성 시험.

개량된 지지격자체의 지지건전성 평가(1)

새이중판 지지격자체로 지지된 연료봉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금번의 시험은 개량된 새이.

중판 지지격자체의 지지성능을 파악하고 접촉해석이 연계된 진동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진동시험은 기존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가진 하중을 일정하게 되먹임 조절하면서.

하고 봉에 부착한 가속도계로부터 신호를 취득 한 후 로 분석하는 방법으Sine Sweep IDAES T-DAS

로 수행되었다 새이중판 지지격자체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변위는 기존 이중판 지지격자의 경.

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높은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새로 얻은 진동시.

험 결과는 접촉해석이 연계된 진동해석과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3.1.1].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3.1.5 .

표 새이중판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 결과3.1.5.

모드

고유진동수 (Hz)

0.25 N 0.5 N

새로운 시험 기존 시험 새로운 시험 기존 시험

1

2

3

4

5

44.95

47.80

50.04

104.3

127.5

34.64

46.62

51.03

101.1

109.7

44.84

-

49.49

103.9

126.6

32.44

46.31

4944

98.6

108.4

최적화 형 새이중판 참조용 지지격자 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을 수H , , (Ref. B: PLUS 7)

행하였다 본 시험은 및 의 가진력을 정현파 에 실어주어 연료봉을 가. 0.5, 0.75 1.0 N (Sine Wave)

진하고 응답을 얻는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가진(Sine Sweep Test) .

력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그림 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은3.1.13 . 3.1.13

의 가진력을 작용시킨 경우 얻어진 최대 변위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도시한 것이다0.75 N .

새이중판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에서 가장 작은 변위 가 나타났으며 최적화 형 스(0.04 mm) , H

프링 부착 지지격자에서는 그리고 참조용 지지격자의 경우에서 가장 큰 변위0.14 mm, (0.16 mm)

가 나타났다 이 변위 값은 외력에 의해 생기는 연료봉의 진동변위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연료봉.

지지성능 및 프레팅마모 저항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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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 결과3.1.13.

단위 연료봉의 시험모델 보완(2)

연료봉 진동 해석모델의 개선과 검증을 위한 기존의 진동시험 모델은 대상 시험체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조화 가진력의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각 구간에서 측정된 진동응답을 이용,

하여 주파수 응답함수를 실험적으로 구한 후 이로 부터 가진력의 크기에 따른 모달특성을 추정하

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험체의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는 가진력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진기의 고정조건이나 가진위치에 따라 시험체의 진동특성이 왜곡되어 나,

타날 수 있다 결국 이종 지지격자에 의해 지지되는 연료봉 진동특성 시험모델은 동일한 가진. ,

조건에서 시험된 진동특성으로 평가 분석되어야 하므로 공진점에서의 가진력 조절이 용이한 가/

진 위치와 가진기 고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모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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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d mounting

(b) Soft mounting

그림 가진기 고정조건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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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봉 진동특성 시험모델3.1.15.

이에 따라 가진위치와 가진기의 고정방식 그림 에 따른 제어 가진력의 조절상태와( 3.1.14)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료봉 진동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연료봉. 3.1.15

진동특성 시험의 시험모델 숫자는 시험모델의 절점번호를 나타냄 을 나타내며 가진 후보 위치( ) ,

는 예비 시험결과를 근거로 각각 절점 절점 은 봉끝단 위치로 각 스팬에서 한 점2, 5, 8, 10( 10 )

씩을 선정하였다 시험방법은 기존의 연료봉 진동특성 시험과 동일하며 목표 가진력은 각각.

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험하였다0.25, 0.5, 0.75 N .

시험결과 가진기의 고정조건에 따른 공진점에서의 가진력 제어특성은 목표가진력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스프링을 이용한 가진기의,

방식이 제어 가진력 및 주파수 응답 특성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가진기 고정조건으soft mounting

로 확인되었다 그림 과 같이 공진점에서의 가진력 제어 특성은 가진 위치에 따라 분명한. 3.1.16

차이가 있으며 차 진동모드에서 최대 변위를 나타내는 구간 번째 연료봉 구간 으로 부터 먼, 1 (3 )

위치 짧은 스팬 중심부근 를 가진할수록 공진점 부근에서의 가진력 조절에 유리함을 확인 할 수( )

있었다 시험결과 가진력이 증가됨에 따라 기본 고유진동수는 일정하게 감소되는 특성을 나타냈.

으며 그림 가진 위치에 따라서도 연료봉의 진동특성이 변화되었다( 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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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진위치와 가진력에 따른 제어특성 가진위치 목표가진력3.1.16. - ( )

그림 가진위치 일때 가진력에 따른 진동변위 응답스펙트럼3.1.17. 2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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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된 지지격자체의 지지건전성 평가 시험(3)

두 가지 기본형 지지격자 최종형상에 대한 봉 단위 진동특성시험을 수행하고 산업체에서,

상용으로 개발 중인 참고 지지격자 모형 및 에 대한 봉 진동 시험결과를 비교 분(Ref. B Ref. C) /

석 하였다 봉단위 진동특성 시험의 절차와 방법은 차 년도까지 수립된 것 절차 시험조건 분석. 3 ( / /

법 등 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가진위치는 공진점 부근에서 가진력 조절이 용이하도) (

록 최초 짧은 스팬의 중심으로 설정 목표 정현파 가진력은 각각 의 세), 0.25 N, 0.5 N, 0.75 N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험하였다 지지격자 모형에 대한 형 시편을 구매 제작하는데 어. Ref. C 5x5 /

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봉 단위 진동시험은 그림 과 같이 형 지지격자 모형을 제작하, 3.1.18 3x3

고 여기에 단위 연료봉을 중심위치와 측면 상단에 각각 설치한 후 형 지지격자체 시편과 가, (5x5

능한 동일한 봉 진동시험의 경계조건을 부여하기 위함 각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이 수행되)

었다.

그림 봉을 중심위치에 끼운 경우와 측면 상단위치에 끼운 경우의 상용핵연료 지지격자 모3.1.18

형에 대한 봉단위 진동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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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진력 일 때 봉단위 진동특성시험 결과3.1.19. 0.5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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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가진력이 일 때 봉단위 진동특성 시험결과인 가진력 스펙트럼3.1.19 0.5 N , (force

확인에 사용됨 과 번째 스팬 중심위치에서의 연료봉 진동응답 변위스펙트럼controllability ) 3

지지격자 간 지지성능 비교에 사용됨 을 도시하고 있다 참고 지지격자인 모형의 봉 진( ) . Ref. B

동시험의 경우 정현파 주파수 에서 까지의 가진 주파수 범위 실제로 이 주파수sweep 45 Hz 60 Hz (

범위는 봉의 차 차 차 공진 주파수 범위에 해당함 에서 가진력 제어특성이 다른 지지격자들1 , 2 , 3 )

의 시험에 비해 좋지 못하다 하지만 에서의 특이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애초에 목적했. , 50 Hz

던 가진력 제어범위 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다른 공진점에서의 시험결과에 오(20 %) ,

차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현파 가진시험의 가진 주파수 특성 때문에( localize ).

동일한 가진력 에 대한 진동변위 응답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고유 지지격자 모형(0.5 N) , (Doublet

및 의 차 및 차 공진주파수에서의 진동변위에 비해 참고 지지격자 모형 는 상대적으로Opt. H) 1 3 B

큰 진동응답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고유 지지격자 모형이 스프링의 동적 지지성능 관점.

에서 참고모형 보다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형 지지격자에서 수행된 참고 지지. 3x3

격자 모형의 두 가지 봉 시험결과는 다른 모형들에 비해 작은 진동변위와 높은 공진 주(Ref. C)

파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지격자의 하단부 고정조건과 가까운 위치에 고정된,

봉 및 이로 인한 격자체 자체의 동적강성이 증가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 시,

험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격자체 시편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 ,

수행된 연료봉의 진동특성 시험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고유 지지격자 모형의 기계 구조적 우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격자체 용접방법 점용접 및 용접 과 연료봉 삽입위치에 따른 진동특성 시험(4) ( slot )

단위 연료봉을 이용한 부분 격자체의 지지건전성 평가시험의 일환으로 최종 형상개선 스프(

링의 스팬간격 및 딤플의 위치변경 후 된 최적화 형 지지격자체 모델에 대하여 두 가지 용) H 5x5

접방식 점용접과 용접 에 따른 진동특성 또는 지지건전성 의 차이를 상호비교 평가하였다( slot ) ( ) .

단위봉의 진동특성 시험은 이전까지 확립된 시험기법 힘조절 정현파 가진력 소인 시험 을 이용( )

하여 수행되었으며 용접방식에 따른 진동시험의 결과로 단위 연료봉의 차 모드 최대진폭 위치, 1

세번째 스팬의 중심 에서 측정된 주파수응답함수를 그림 에 도시하였다 격자체 용접방( ) 3.1.20 .

식을 교차점에서 슬롯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차 고유진동수가 가량 증가되었고 이것1 7.5 Hz ,

은 대상 격자체의 동적 지지 강성이 정도 좋은 방향 연료봉 진동억제측면 으로 증가됨을( ) 23 % ( )

의미한다 아울러 지지격자로 다점 지지된 단위 연료봉의 진동특성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 ,

환으로 단위 시험용 연료봉과 상용 핵연료 크기의 지지격자체를 이용하여 연료봉의 삽입위치 지(

지격자체 하단 고정면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에 따른 진동특성의 차이를 또한 확인하였고 지지) ,

격자체의 설계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의 단위 연료봉 진동시험은 격자체 시편의 크기와 격자

체의 고정조건 삽입위치 등에 따라 시험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 보였다 그림 은, [3.1.2].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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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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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체 용접방식 점 에 따른 단위 연료봉의 주파수 응답함수3.1.20. ( ,slot)

그림 격자체 삽입위치에 따른 연료봉 진동특성 변위응답3.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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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레팅 마멸 시험.

상온 격자체 단위 프레팅마멸 시험(1)

최적화 형과 새이중판 지지격자의 스프링에 대해 단계 때 수행하였던 격자체 단위 프레팅H 2

마멸시험에 이어 본 과제년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프링과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일 때의0.2 mm

조건에 대해 시험하였다 이때 접촉력이 인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시험하여 접촉력의 유무에. 5 N

따른 마멸거동을 독립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에 격자체 단위의 프레팅 마. 3.1.22

멸시험에 사용한 미끄럼 충격 프레팅마멸 시험기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

M

Controller

PC

1

6

5

4 3 2

7 Fixed 
Jig

Thin 
Strip 
Spring

Moving 
Jig

Tube

그림 3.1.22. Sliding/Impact Fretting Wear Tester

1:Servo-Motor, 2: Eccentric Cylinder, 3: Lever, 4: Movable Hinge, 5: LVDT,

6: Load Cell, 7: Tube Specimen.

Fretting Tube Specimen

Dummy WeightCenter RodExtension Rod

그림 3.1.23. Tube assembly specimen

튜브시편은 그림 과 같이 조립하여 제작하였다 즉 지지격자 스프링 딤플 시편과 핵3.1.23 . , /

연료봉은 핵연료집합체 하나의 스팬 여기서는 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span; 522 mm)

두 곳에서 접촉하므로 접촉부에는 속이 빈 피복관을 길이 로 절단하고 프레팅 튜브시편55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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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프레팅 튜브시편 사이에는 납 펠렛으로 충진한 피복관 중앙 봉 을 별도로 제작하여 연결( )

한 튜브집합체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험은 상온 공기 중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때 튜브집합체 시. ,

편의 중앙을 상하방향으로 변위범위 로 하여 의 진동수로 가진하였다 가진 변위는0.7 mm 30 Hz .

핵연료집합체에서 핵연료봉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값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며 가진 주파수를 30

로 한 것은 해석에 의해 핵연료봉의 차 공진주파수가 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시Hz 1 30 Hz .

작된 후 중앙봉의 가진 회수가 회가 되었을 때 장비를 멈추고 튜브집합체 시편의 좌우에 있는106

프레팅 튜브시편을 분리한 후 각각에 나타난 마멸흔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시험을 각.

각의 접촉조건별로 회씩 반복 수행하였다 각 위치에서의 마멸에 대해 형상 깊이 넓이 및 부2 . , ,

피를 분석하였다.

가 마멸형상 분석( )

그림 에는 최적화 형과 새이중판형 스프링과의 접촉에 의한 프레팅 튜브시편에서의3.1.24 H

특징적인 마멸형상을 보여준다 최적화 형 스프링에 의해서는 접촉력이 있을 경우 스프링의. H ,

양끝단에서 마멸이 발생하였으나 접촉력이 없이 간격이 존재할 경우에는 마멸면적이 많이 확장

되었다 새이중판형 스프링에 의한 마멸에서는 접촉력이 존재할 경우에도 접촉부 전체에서 마멸.

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며 간격이 존재하게 되면 역시 마멸면적이 현저히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마멸형상으로부터 지지격자체와 연료봉 사이에 접촉력이 존재하지 않고 간격이 발생하.

면 마멸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마멸의 정량적 분석( )

그림 에는 시험한 두 가지의 스프링 시편과 접촉조건에 따른 마멸부피와 최대 깊이를3.1.25

보여준다 마멸부피는 좌우 두 개의 프레팅 튜브시편에 나타난 마멸 흔적 중 스프링과 딤플과의.

접촉을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부피를 합산한 것이며 최대 깊이는 스프링에 의한 마멸과 딤플에

의한 마멸흔적 각각의 측정 결과에서 최대 깊이만을 추출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때 새이중판형.

스프링의 경우 스프링과 딤플의 구분이 없으므로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 하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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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Contact condition)

Typical

wear scar

view

H (5 N) H (G 0.2mm) D (5 N) D (G 0.2mm)

x:0.65, y:4.71 x:1.01, y:4.4 x:0.6, y:2.94 x:1.0, y:5.32

그림 접촉조건에 따른 마멸형상 및 크기3.1.24.

최적화 형 스프링 새 이중판형 스프링 마멸 폭 마멸길이(H: H , D: , X: (mm), Y: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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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Cumulative wear volume and maximum depth from the wear by spring and dimple

최적화 형 스프링 새 이중판형 스프링(h: H , d: )

고온고압 프레팅 마모 혹은 마모 시험(2) ( )

가 시험방법( )

최적화 형 스프링과 새이중판 스프링에 대해 원자로 내부와 같은 고온고압조건에서의 프레H

팅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의 목적은 최적화 형 스프링과 새이중판 스프링의 마모저항. H

성 및 특성을 원자로 내의 조건인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온고압.

수중에서의 시험을 위해 사용된 시험기는 그림 같으며 까지 시험할 수 있는3.1.26 350 15 MPa℃
와 그 내부로 왕복운동을 하는 개의 축이 서로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축Autoclave 2 .

끝단에 피복관 튜브시편과 스프링시편이 고정되게 되어 서로 접촉하게 되며 미끄럼 또는 미끄럼

충격마모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

접촉조건으로는 축에 있는 튜브시편은 변위 와 로 왕복운동을 하며 여기Sliding 50 m 30 Hzμ
에 축에 있는 스프링시편이 변위 와 로 왕복운동을 하며 튜브시편에 충격을Impact 360 m 30 Hzμ
가하는 미끄럼 충격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편의 운동조건은 충격하중 이 튜브/ . 8 1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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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프링의 접촉부에 작용하도록 한 것이며 시험 중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위와 충격하중의 곱

으로 일 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일률 을 계산하였다 미끄럼 충격마모시험을 수(Work) (Workrate) . /

행한 것은 미끄럼에 더하여 충격마모가 부가적으로 작용할 때 더욱 마모량이 증가하므로 현재 국

외에서 핵연료 및 증기발생기 세관의 마모를 실험적으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접촉방

법일 뿐 아니라 본 시험에 참조용으로 같이 시험한 지지격자 스프링 시편에 대한 국외 에서(AECL)

의 시험결과가 있어 이와 상호비교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시험분위기는 의 증류수. 320 11 MPa℃
조건으로 하였다.

고온고압 마모시험기 전경(a)

내부(b) autoclave

그림 고온고압 마모시험기 전경 및 내부3.1.26. autoclave

(1: Sliding Axis for Tube Specimen, 2: Impact Axis for Spr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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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분석 방법( )

시험결과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현재 원자력부품에 대한 마모저항성 평가에 주로 이용되는

을 적용하였다 은 시험 시의 일률과 시편에 나타난 마모부피의Workrate Model . Workrate Model

증가율과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이때 비례상수를 마모계수라 하여 마모저항

성 평가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

   (3.1.1)

여기서 은 마모부피 증가율,  은 일률 그리고 는 마모계수로서 마모계수가 클수록

마모저항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마모량과 이를 위해 사용된 일의 양 각각을 시간으Workrate Model

로 미분함으로써 실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하는 마모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

안의 마모실험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마모량의 증가거.

동이 마모기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률과 마모부피 증가율 사이의 관계가 선형비례라

고 단순 가정한 것은 논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큼 적용이 간편한. Workrate Model

이 없는 형편이고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참조 스프링에 대해 이Model Model

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가 있어 같이 사용하였다.

다 시험결과 및 토의( )

그림 에서는 최적화 형 과 새이중판 스프링 그리고 참조용으로3.1.27 H (Opt. H) (Doublet),

시험한 한국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 중간지지격자 스프링 의 마모계수 결과를 보(Ref. B: PLUS 7)

여준다 시험결과는 각각의 스프링에 대해 회의 반복시험을 수행하여 평균한 값을 보여주고 있. 3

으며 이때 마모부피 증가율과 일률의 비례관계를 직선으로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curve-fit .

에서 보듯이 최적화 형이 가장 작은 마모계수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마모계수는 참조형3.1.27 H

스프링에서 나타났다 한편 새이중판 스프링은 이들의 중간 정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국외에서의 시험결과는 참조형 과 최적화 형에 대한 것이며 이들의 비교에서도 최. (Ref. B) H

적화 형이 참조형에 비해 낮은 마모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마모저항성관점에서 본 시험결과는H .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험한 세 종류의 스프링에 대해 최적화 형 새이중판 그리고 참H ,

조용 스프링의 순으로 마모저항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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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온고압 미끄럼 충격마모시험에서 마모계수 비교3.1.27. / (K)

프레팅 마모 시험에서 사이클 증가에 따른 접촉하중 변화(3)

가 실험내용( )

지난 해 까지 본 과제에서 최종 모형으로 개발된 두 가지의 지지격자 스프링 및(Opt. H

에 대한 프레팅마멸실험으로부터 형이 형에 비해 다소 우수한 마멸저항성Doublet) Doublet Opt. H

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

형의 경우 연료봉과 스프링과의 접촉면적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료봉을 감싸는 오목Opt. H ,

한 형상으로 설계하였고 이것은 접촉응력을 분산하여 연료봉과의 접촉부가 볼록하여 접촉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형 스프링에 비해 마멸이 적게 발생하도록 의도한 설계였기 때문이다Doublet .

따라서 당해 년도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레팅 사이클이 증

가함에 따른 지지격자 스프링의 접촉하중변화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그.

동안 많은 실험결과로부터 연료봉이 지지격자 스프링 딤플에 의해 지지되는 성능이 감소할 경/

우 마멸이 증가하는 거동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지지격자 스프링 딤플의 지지력이 원자로 내, . /

에서 프레팅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원자로 내부에서 핵연료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열적열화 및 조사이완에 의해 스프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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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의 강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 둘째 연료봉 표면과 지지격자 스프링 딤플의 표면이 마멸됨, , /

에 따라 스프링 딤플의 초기변위가 이완되는 것 그리고 스프링 딤플의 피로에 의한 강성감소가/ , /

나타나는 것 등이다 열적열화 및 조사이완은 주로 원자로 내부의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이나 마멸발생에 의한 초기변위의 이완과 피로에 의한 강성감소는 스프링의 형상에 더 많이 의존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연도에서의 연료봉 프레팅손상 관련 연구는 개.

발된 지지격자 스프링 후보모형을 이용하여 마멸깊이 증가 및 누적피로에 의한 스프링 지지력 감

소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실험방법( )

본 실험에 사용된 스프링과 연료봉의 접촉조건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3.1.28 . 3.1.28

서 스프링 는 형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 는 형 스프링을 나타내며 각각 연료봉과A Opt. H , B Doublet

접촉하는 형상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실험에 사용한 스프링 종류로는 앞서 언급한. ,

두 가지형상 외에 현재 상용화단계에 있는 스프링을 개발된 두 가지의 스프링과 비교하기 위해

같이 실험하였다 이를 본 보고서에서는 참조형 스프링 이라 하였으며 이 스프링이 연. ' '(Ref. B)

료봉과 접촉하는 형상은 스프링 로 표기한 형 스프링과 동일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험A Opt. H .

기는 그림 에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상온 미끄럼 마멸 시험기로서 본 과제에서 이미 발표하3.1.29

였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험방법으로는 연료봉 시편을 축방향으로 왕복 운동 시키며.

여기에 수평방향으로 스프링 시편을 장착하여 연료봉 시편과 의 접촉력이 작용하도록 수직10 N

하중을 인가하였다 마멸실험은 상온에서 의 미끄럼 진폭을 적용하여 최대 사이. 50, 100 m 107μ
클까지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 중 접촉하중의 변화를 기록하여 각각의 스프링에 대한 상호비교.

를 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한 뒤 표면조도계를 이용하여 마멸부피 및 최대 마멸깊이를 측정하여 마

멸결과를 비교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토의( )

접촉하중의 변화①
프레팅 사이클 증가에 따른 접촉하중의 변화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3.1.30 . 3.1.30

지지격자 스프링 시편의 종류로 나타낸 는 각각 새이중판 노즐형 최적Doublet, Opt. H, Ref. B ,

화 형 그리고 참조용 스프링을 의미한다 시편의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스프링 형상에H .

따라 접촉하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하중의 감소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형 형 그리고 형 스프링의 순이었다 또한 미끄럼 변위가 클수록 접촉하중Doublet , Opt. H Ref. B .

의 감소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형 스프링의 경우 의 미끄럼. Doublet , 50 mμ
변위에서는 프레팅 사이클의 증가에 무관하게 접촉하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초기에 인가한 10

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조건에서 수행한 미끄럼N . 10 N-50 m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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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멸시험 결과에서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접촉에 의한 마멸량이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는 것으로부터 접촉하중의 유지가 마멸저항성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하중의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건에서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것과 깊이 방향으로의 마멸진행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멸깊이에 대한 고려에서 접촉. ,

하중의 감소가 적은 스프링에 의한 마멸에 있어서는 마멸이 발생하더라도 깊이 방향보다는 마멸

면이 확장되었거나 발생된 마멸입자가 층을 형성함으로써 접촉력의 감소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연료봉과의 접촉형상이 유사한 형과 형 스프링의 접촉하중 감소. , Opt. H Ref. B

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스프링부위가 지지격자판에서 지지된 형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의 경우 지지격자판으로 부터 돌출된 형상의 에 스프링부위가. Opt. H Bridge Arch

형성되어 있으나 형 스프링의 경우에는 지지격자판으로 부터 직접 스프링부위가 돌출되어Ref. B

있다 따라서 스프링부위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디는 부분이 형의 경우 형에 비해 더. Opt. H Ref. B

크다고 할 수 있다 접촉하중이 피로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스프링의 지지부가 작을 때 하중의 감.

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마멸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결과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각각의 경우 연료봉 시편의 표면에 나타난 마멸,

부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마멸결과의 분석②
표 에 마멸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표에는 사이클 당에 대한 값으로 표시하3.1.6 . , 106

여 실험마다 최대 사이클 수가 사이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총마멸량 또는107

마멸깊이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타당한 상호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 스프링의 경. Doublet

우 예상하였던 대로 실험에 사용한 세 가지형상 중 가장 마멸저항성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Opt.

형과 형 스프링의 경우에는 미끄럼변위의 크기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H Ref. B

었다 즉 미끄럼변위가 일 때에는 최적화 형의 마멸저항성이 참조형 스프링보다 우수하. , 50 m Hμ
였으나 조건에서는 그 반대로 더 낮은 저항성을 보였다 이것은 프레팅 사이클의 증가에100 m .μ
따른 접촉하중 감소정도의 비교로부터 지지격자 스프링의 프레팅마멸 저항성에 대한 우열을 예

측한다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접촉형상의 경우에 프레팅 마멸저항성.

은 미끄럼변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연료봉의 유동유발진동 변위를 알고

이를 이용한 프레팅마멸 실험을 수행하여야 좀 더 신뢰성 있는 마멸저항성 비교가 가능하다 그.

러나 형 스프링과의 비교에서 접촉하중의 감소가 적은 형상이 마멸저항성이 더 크다는Doublet

것으로부터 접촉형상이 다른 경우에는 접촉하중의 감소가 적은 스프링 형상이 더 우수한 마멸,

저항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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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레팅마멸 실험에 사용한 지지격자 스프링의 연료봉과의 접촉형상3.1.28.

그림 실험에 사용한 상온 미끄럼마멸 시험기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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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레팅 사이클 증가에 따른 각 스프링의 접촉하중 감소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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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레팅마멸 실험 후 연료봉에 나타난 마멸의 측정결과3.1.6.

Spring

Wear

Doublet Opt.H Ref.B

50 mμ 100 mμ 50 mμ 100 mμ 50 mμ 100 mμ
Volume

(mm3/106 cycles)
0.0035 0.0112 0.0077 0.0468 0.0098 0.0203

Depth

( m/10μ 6 cycles)
4.92 5.28 5.34 14.54 6.29 8.01

바 격자체 충격성능 시험.

진자식 충격시험을 위한 고정치구 개선(1)

지지격자의 진자식 충격시험을 위해서 사용된 고정치구는 그림 과 같다 고정치구는3.1.31 .

개의 발 이 있어서 지지격자의 외부판을 진자식 충격시험기 챔버 내에 고정시켜 충격에 의4 (leg)

해 시편이 상하 혹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기존의 고정치구는 발 부분의 폭이.

길이 인 것을 연료봉 을 지지격자에 삽입한 시편과 삽입하지 않은 충격시편3mm, 18mm (fuel rod)

에 대하여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 고정치구는 연료봉을 삽입한 시편은 충격 후에도 고정치구.

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료봉이 삽입되지,

않은 시편은 충격 후에 고정치구가 시편을 고정시키지 못하여 충격시편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시편이 미소 이동 현상은 진자식 해머가 시편에 주는 충격력 작용위치가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엄밀한 고정조건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충격시험 오차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문, .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연료봉을 삽입한 시편과 삽입하지 않은 시편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상으로 고정치구를 제작 이용함으로써 고정치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였다.

먼저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은 시편에 대한 고정치구는 그림 와 같이 발의 폭을 에3.1.32 3mm

서 로 증가시키고 길이를 에서 로 늘려서 연료봉 셀 내의 스프링6mm 18mm 40mm (fuel rod cell)

과 딤플 과의 간섭현상 없이 지지격자 외부판과의 마찰력을 늘려줌으로써 충격(spring) (dimple)

시험 중 지지격자 시편이 움직이는 현상을 최소화하였다 연료봉을 삽입한 지지격자 시편에 대.

해서는 그림 과 같이 발의 폭은 로 유지하고 길이는 로 늘려주었는데 이때는 발과3.1.33 3mm 45mm

외부판스프링사이에 연료봉이 존재하여 외부판 스프링과의 간섭이 없으므로 발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서 마찰력을 증가시켰다 즉 발의 폭은 연료봉 셀 내의 스프링과 딤플에 의해서 제한을. ,

받고 발의 길이는 외부판 스프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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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충격시편을 고정하기위한 기존 고정치구3.1.31.

그림 연료봉이 삽입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고정치구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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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봉이 삽입된 시편에 대한 고정치구3.1.33.

셀 지지격자 충격시험(2) 7×7

기존 최적화 형 스프링의 형상은 충격강도 측면에서 다른 지지격자에 비해 성능이 비슷하H

거나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접방법을 기존에 원자력.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던 내부 판끼리의 교차점을 점용접 하지 않고(spot welding)

수직판과 수평판 교차점 네 부분에서 에지를 따라 용접하는 길이용접 함으로써(through welding)

강도를 제고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길이용접은 점용접에 비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공정이므로 적절한 용접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용접 길이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길이용접 시편

에 대한 지지격자 충격강도 비교실험을 통하여 용접 길이와 좌굴강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

다 또 점용접으로 제작된 시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용접방법이 시험결과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 ,

였다 이를 위하여 셀 지지격자를 교차점 점용접에 의하여 제작한 와 용접 길이가. 7×7 A series

인 네 종류의 시편에 대하여 각각 개씩 총 개에 대한7.275, 13.28, 17.2 mm C, D, E series 5 20

충격강도시험을 진자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충격해머의 질량은. 24.39

을 사용하였고 초기 충격각도는 상온 하에서 도부터 시작하여 좌굴발생 다음 충격각도까지kg , 7

시험을 수행하였다 용접방법과 용접 길이가 충격강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므로.

실제 연료봉과 같은 피복관을 연료봉 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80 mm .

표 은 상온 하에서 총 개의 셀 지지격자에 대해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는데3.1.7 20 7×7 A, C,

의 평균 임계 충격력은 각각 약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D, E series 5.65, 6.34, 7.54, 7.51 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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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점용접과 길이 용접 시 좌굴강도가 최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용접 길이33 % ,

가 까지는 용접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임계좌굴하중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길이 용접13.28 mm

을 크게 하여도 좌굴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용접방법과 용접 길이를 변화하여 제작한 셀 시편에 대한 충격시험결과3.1.7. 7×7

Spot welding Through welding

A series (kN) C series (kN) D series (kN) E series (kN)

1 5.88 6.21 7.65 8.49

2 5.72 6.04 7.12 7.09

3 5.65 6.65 8.91 6.67

4 5.34 6.44 6.65 7.07

5 5.65 6.37 7.37 8.21

Average 5.65 6.34 7.54 7.51

Deviation(%) - 12 33 33

그림 는 점용접으로 제작된 와 길이 용접으로 제작된 것 중 임계좌굴강도가3.1.34 A series

가장 높은 에 대한 임계충격력을 서로 비교한 것이고 그림 는 길이 용접으로 제D series , 3.1.35

작된 에 대한 임계충격선도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C, D, E series .

한편 격자판 교차부에서 용접비드의 대각선 크기 및 용입 깊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확

립한 용접공정으로 용접한 시편에서의 용법비드 크기 및 용입 깊이가 참조용 지지격자(Ref. B)

의 그것들에 비해 용법비드 대각선 크기는 작고 본 연구 용입( - 2.303 mm, Ref. B - 2.453 mm)

깊이는 커서 본 연구 지지격자체에 의한 압력강하를 줄이면서( - 1.903 mm, Ref. B - 1.747 mm)

충격강도는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본 보고서의 충격강도 성능 및 압력강하 성능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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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점용접 과 길이 용접 시편에 대한 임계 충격력3.1.34. (A) 13.28m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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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접 깊이별 임계 충격력선도3.1.35. (7.275, 13.28, 17.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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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중간 지지격자 진자식 충격시험(3) 16×16

그림 처럼 상세 성능시험을 위해 제조한 셀 지지격자 시편을 기 구축한 진자식3.1.36 16×16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상온 하에서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해머의 질량은 집합체.

하나의 스팬 질량에 해당하는 을 사용하였고 초기 충격각도는 도로부터 시작하여 좌굴90 kg , 10

신호가 감지되는 초기각도 이상의 시험을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임계 충격특성을 얻고자 하였

다 시편은 레이저 용접을 시행한 셀 지지격자에 실제 연료봉에 사용된 피복관을 길. 16×16 100 mm

이로 절단하여 모든 격자 셀들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상온 하에서는 개 지지격자 시편에 대해 시험한 결과 평균 임계 충격력은 약3 18.0

이었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 로 나타났다 현재 충격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kN(200.0 m/s2) , 8 ms .

지격자 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전의 레이저 용접이 격자판 간의 용융이(Ref. B)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은 진자식 충격시험 결과를 나. 3.1.37

타낸다.

그림 최적화 형 형 지지격자 시편3.1.36. H 16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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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자식 충격시험에 의한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의 충격특성3.1.37. H 16x16

셀 중간 지지격자 충격시험 상온 고온(4) 16×16 ( / )

성능 확인시험을 위해 제조한 셀 지지격자 시편을 기 구축한 진자식 충격특성 시험 장16×16

치를 사용하여 상온 및 고온 하에서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해머의 질량은 집합체 하나의.

스팬질량에 해당하는 을 사용하였고 초기 충격각도는 상온 하에서는 도로부터 그리고90 kg , 20 ,

고온 하에서는 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좌굴신호가 감지되는 초기각도 이상까지 시험을 수행하여15

보다 임계 충격특성을 얻고자 하였다 시험시편은 레이저 용접된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 H 16×16

에 실제 연료봉용 피복관을 길이로 절단하여 모든 격자 셀들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80 mm .

그림 로부터 상온 하에서는 개 지지격자 시편에 대해 시험한 결과 평균 임계 충격3.1.38 10

력과 표준편차는 각각 이었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 로 나타났고 고온 하에25.5 kN, 0.92 kN , 8 ms ,

서는 개 지지격자 시편에 대해 시험한 결과 평균 임계 충격력 및 표준편차는 각각10 18.2 kN,

이었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 으로 상온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온 대0.85 kN , 8 ms .

고온 결과의 비는 약 로 다른 시험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동적 충격0.712 .

시험은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간 편차가 커 시험결과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신뢰도 값을 추가로 구하였다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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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

이 방법을 적용한 상온 하에서의 임계 충격력은 이었고 고온 하에서의 값은24.9 kN , 17.8

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격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지격자 에 비해 약 작은 것으로 나kN . (Ref. B) 8%

타났으나 이는 최적화 형 내부 격자판의 높이가 참조 시편에 비해 작으며 연료봉을 지지H 1.5mm ,

하기 위한 지지부 스프링 및 딤플 들을 제외한 유효길이 가 참조 시편에 비해( ) (effective length)

작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부 격자판의 형상 수정을 통해 임계 좌굴강도를 제고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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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자식 충격시험 장치에 의한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의 충격특성3.1.38. H 16×16

셀 중간 지지격자 최종 충격시험(5) 16×16

노외 성능시험 중 하나인 충격시험을 위해 제조한 셀 지지격자 시편을 기 구축한 진자16×16

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상온 하에서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해머의 질량은 집.

합체 하나의 스팬질량에 해당하는 을 사용하였고 냉각수 손실사고나 지진 시 집합체끼리90 kg ,

의 충돌에 대한 지지격자의 충격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핵연료봉 피복관 재료로 사용되는

로 제작한 길이 지름 인 봉을 연료봉셀 에 삽입한 후 상온 하Zircaloy-4 80mm, 9.5mm (fuel cell)

에서는 초기 충격각도 도부터 시작하여 좌굴이 발생한 다음 충격각도까지 시험을 수행하였다18 .

또 삽입한 봉이 지지격자 충격강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삽입된 경우 와 삽, (w rod)

입되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 시험을 하였다 의 경우에는 지지격자의 좌굴강도가(w/o rod) . 16×16

증가되도록 딤플의 위치와 크기를 최적화하여 딤플의 크기를 에서 로 줄이고 위치를5.7mm 3.7mm

스프링 쪽으로 이동시켜 제작한 와 딤플의 위치와 크기를 최적화하고 내부 격자판 사이B series

의 용접을 점용접이 아닌 길이 용접으로 용접한 를 최적화 형 격자7.275, 13.28mm C, D series H

판을 점용접하여 제작한 와 비교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A series .

표 은 상온 하에서 총 개의 셀 지지격자에 대해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는데3.1.8 38 16×16 A,

의 평균 임계 충격력은 각각 약 으로 나타났다 이 결B, C, D series 5.65, 6.34, 7.54, 7.51 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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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하여 점용접과 선용접시 좌굴강도가 최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용접 길이가33% ,

까지는 용접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임계좌굴하중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길이 용접 크13.28mm

기가 늘어나도 좌굴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w/o rod w rod

A series

(kN)

A series

(kN)

B series

(kN)

C series

(kN)

D series

(kN)

1 9.81 30.16 34.96 34.89 39.51

2 9.58 30.32 33.46 36.26 37.71

3 8.85 28.49 34.23 35.35 38.01

4 10.82 30.74 33.58 35.24 40.04

5 10.27 29.68 34.28 35.24 39.69

6 9.81 26.73 - - -

7 - 30.92 - - -

8 - 29.68 - - -

9 - 32.25 - - -

10 - 29.29 - - -

11 - 33.63 - - -

12 - 30.89 - - -

13 - 28.61 - - -

14 - 29.03 - - -

15 - 29.00 - - -

16 - 29.1 - - -

17 - 33.37 - - -

Average 9.86 30.11 34.1 35.40 38.99

Deviation(%)
basis 205 · · ·

· basis 13 18 29

표 종류별 시험시편들에 대한 충격시험결과3.1.8. 16by16

표 로부터 상온 하에서 를 연료봉 셀에 삽입하고 점용접을 한 개의 지지격자 시3.1.8 rod 17

편에 대해 시험한 결과 평균 임계 충격력은 약 으로 나타났다 고온에서는 상온 대 고온30.11 kN .

결과의 비 를 고려하여 평균 임계 충격력은 약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적 충격시(0.7) 21.1 kN .

험은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간의 품질 차이 및 시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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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해 시편 간 편차가 커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 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3.1.2)

을 적용하여 신뢰도 값을 추가로 구하였다95% .

다른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험시편개수가 많은 형 시편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여 구A

한 신뢰도를 갖는 상온 하에서의 임계 충격력은 이었고 고온 하에서의 값은95% 29.34 kN , 20.54

으로 나타났다 상용 지지격자와의 비교를 위해 시험한 지지격자의 산술평균을 비교해 보면kN .

고온 하에서 형 시편이 인데 비해 다른 참조용 지지격자 가 으로 두A 20.54 kN (Ref. B) 20.48 kN

시편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적화 형 내부 격자판의 높이가 참조 시. H

편에 비해 작으며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 스프링 및 딤플 들을 제외한 유효길이1.5mm , ( )

가 참조 시편에 비해 작은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외부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effective length)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심조건과 같이 봉을 삽입하고 구한 충격시험결과가 삽입하.

지 않고 구한 충격시험결과보다 배정도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계치를 제고하기 위2 .

해 딤플의 크기와 위치를 최적화한 형 시편은 형 시편에 비해 좌굴임계하중이 약 제고한B A 13%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딤플 크기와 위치를 최적화하고 내부 판 간의 용접을 점용접이 아닌 길. ,

이 용접한 시편 형 시편 에 대해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형 시편에 비해 최대 약(C, D ) A 29%

임계 좌굴강도가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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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점용접 과 길이 용접 시편 에 대한 임계 충격력선도3.1.39. (A&B) 13.28m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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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접 길이별 시편에 대한 임계 충격력선도3.1.40. (7.275, 13.28mm)

그림 는 점용접으로 제작된 와 길이 용접으로 제작된 것 중 임계좌굴강도3.1.39 A, B series

가 가장 높은 에 대한 임계충격력선도를 서로 비교한 것이고 그림 은 길이 용접D series , 3.1.40

으로 제작된 에 대한 임계충격선도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C, D series .

그림 에 표현한 좌굴모드를 살펴보면 중간 지지격자의 좌굴은 안내관 삽입을 위해 성3.1.41

형되는 내부 판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해 이 영역에서 소성변형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대표적 좌굴모드로 중앙 계측관 셀에서부터 좌굴이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전단형상의

좌굴모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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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셀 중간 지지격자의 좌굴모드3.1.41. 16×16

점용접과 길이용접을 수행한 격자체의 임계 충격특성(6)

점용접을 수행한 격자체와 길이용접을 수행한 격자체의 임계 충격강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길이용접을 수행한 격자체가 임계 충격강도를 제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격자체.

에 측면에서 충격하중이 작용하게 될 때 외부 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점용접된 격자판의 상

하 용접부이며 에지를 따라서는 비록 종판과 횡판에 의해 과다한 변위를 구속해주고는 있지만,

상당한 변위 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길이용접이 수행된 격자체의 경우 에지(displacement) .

를 따라 용접된 부분은 마치 종판과 횡판이 일체 처럼 거동하게 되므로 외부에서의 충(one body)

격하중에 이 용접부분이 저항하게 되므로 점용접된 격자체에 비해 그 임계 충격강도가 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리즈 딤플의 길이 및 위치를 최적화한 시편 를 제외한. B ( ) A, C, D

시리즈 시편의 임계 충격강도를 살펴보면 용접부 길이에 따라 임계 충격강도가 선형적으로 비례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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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체별 임계 충격강도 비교3.1.42.

사 부분집합체 진동특성 시험.

부분핵연료 집합체 모달 시험(1)

형 부분집합체에 장전될 특수 가속도계가 삽입된 측정용 연료봉을 제작하였다 특수 가5x5 .

속도계는 횡 방향 두 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유해한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속도포를 한 선을 사용한다 특수 가속도계가 들어갈 봉은 다른 모의 봉과 질량분포를.

같게 하기 위하여 텅스텐으로 만든 소결체를 장착하였다.

유동루프를 보완 및 개선함에 따라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시험을 본격적으로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체유발진동시험은 핵연료집합체가 받는 유체의 유동에 의한 영향을 계.

량화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유동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 부분집합체의 고유모드와 고유진동

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집합체의 공기중 진동시험은 충격해머로 지지격자를 가진하.

고 지지격자에 부착된 가속도계로 진동신호를 취득한 후 로 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되IDEAS T-DAS

었다 얻어진 시험결과 중 차 및 차 모드를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 1 2 3.1.43 .

지지격자 및 형 로 구성된 부분연료집합체의 공기 중 시험은 해머로 충격 가진하KAERI (I II )

는 충격가진 진동시험과 가진기의 가진력을 되먹임 조절하면서 사인파의 주기를 변동시켜 시험

하는 이른바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연료봉 다발로 수행한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행한 시험이었다 시험에 사용된 절차는 향후 우.

리나라에서 핵연료를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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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략히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와 같다3.1.44 .

그림 시험결과 중 차 및 차 모드형상3.1.43. 1 2

본 시험에서 사용한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은 사인파에 실리는 가진력을 되먹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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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능한 동일한 힘으로 가진되도록 하면서 부분연료집합체의 관심 주파수인 까지3 50 Hz∼
주파수를 점차 높여가면서 가속도계의 응답신호를 받아 입력신호와 함께 분석하게 된다 새이중.

판 지지격자 및 최적화 형 지지격자로 구성된 부분연료집합체의 주파수 정현파 진동시험으로H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정리된 것과 같이 두 종류의 부분연료집합체 시험으로3.1.9 .

얻은 결과는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새이중판의 경우 지지격자 판의 수가 많기 때문에. ,

비록 두께가 다소 얇다고 해도 무게가 무겁지만 이러한 무게의 차이 보다 안내관의 개수와 안내,

관 슬리브의 유무로 진동특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형적인 주파수 응답함수를 도시하.

면 다음의 그림 와 같다 그림 에 도시된 것과 같이 시험으로 얻은 모드형상은 전형3.1.45 . 3.1.46

적인 보의 진동모드였다 차 모드는 정현파의 반파가 뚜렷이 나타났고 차 모드는 완전한 완파. 1 , 2

가 그리고 차 모드는 개의 반파가 나타났다, 3 3 .

Mode 새이중판 부분핵연료
최적화 형 부분핵연료H

시험결과 해석결과

1 6.43 Hz 6.25 Hz 5.2 Hz

2 15.2 Hz 15.0 Hz 11.51 Hz

3 24.0 Hz 24.5 Hz 20.14 Hz

표 주파수 변동 정현파 진동시험 결과 새이중판 지지격자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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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파수변동 정현파 진동시험 개략도3.1.44.

그림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의 주파수 응답함수3.1.4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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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형상(a) 1

차 모드형상(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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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형상(c) 3

그림 새이중판 부분연료집합체의 모드형상3.1.46.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예비 진동특성 시험(2)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시험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기중과 정지유체 내에서의

부분집합체 고유진동특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기 중과 물에 잠긴 부분핵연료[3.1.3,3.1.4].

집합체의 진동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예비 진동특성 시험장치 를( )

구축하였고 이를 보완하였다 표 에는 당해 연도에 가지 부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 3.1.10 4

수행된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예비 진동특성 시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집합체 유형의 변화에“ ” .

따라 기저 고유진동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참조모형 형에 비해 최적화 형과 이중판 형의 고, B H

유진동수가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수중에서 수행된 부분집합체의 시험결과 고유진동수 는 부가. ( )

질량효과로 인하여 공기 중에서의 값보다 일정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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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공기중 수중 예비 진동특성 시험결과3.1.10. /

Mode Opt.H Doublet Ref. B Ref. C

1
6.8 / 7.1 6.6/7.0 6.4 7.0/7.4

5.8(14.7%) 5.3(19.7%) 5.5(14.1%) �

2
16.3 15.8 14.8 16.8

13.4(17.8%) 13.7(13.3%) 12.6(14.9%) �

3
25.6 24.8 24.1 26.8

21.8(14.8%) 20.4(17.7%) 20.9(13.3%) �

고유진동수
평균 감소율

15.8% ↓ 16.9% ↓ 14.1% ↓ �

아 부분집합체 시험. FIV

장치성능 및 예비 특성시험(1) FIV

개발된 지지격자 스프링의 지지성능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진동특성이

다 핵연료 지지격자는 연료봉과 집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노심 운전조건 하에 놓이게 되므로 필. ,

연적으로 유동조건의 분위기와 연료봉과의 상호작용이 모사된 조건에서 시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온 상압 유동조건 하에서 집합체 단위 시험체의 진동특성과 수력특. /

성 압력강하 을 동시에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수력시험시설 을 자체 설계 제작완료 하였( ) / (FIVPET) /

으며 시험시설의 검증과 설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림 은 수력시험시설의 개, . 3.1.47 FIVPET

략도와 시험부 사진을 도시한다 순환유체인 상온 상압의 물은 시험부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수. /

직상승하며 시험 집합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유동하게 되고 시험조건은 변속 인버터의 조작으로,

소인 상태 및 유지 시험이 가능하다 단계 차년도에 유동루프의 설계보완 및 성(Sweep) (Dwell) . 3 2

능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최적화 형과 새이중판 지지격자로 구성된 부분연료집합체를 이용, H 5x5

하여 특성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특성시험은 냉각수의 유동에 의해 연료집합체에 발FIV . FIV

생되는 진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지지격자 형상에 따른 부분연료집합체 진동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지격자 설계특성과 관련된 동적 성능의 우위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이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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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력시험시설 및 시험부 사진3.1.47. FIVPET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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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부분연료집합체 시편은 지지격자체 단면의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개의 안개3.1.48 2

관 을 위치에 따라 상 하단 및 중간 지지격자로 구분되는 개의 지지격자체에 용접하고 개(G) / 5 , 2

의 진동 측정용 모의봉 과 개의 시험용 연료봉을 끼워 제작되었다 그림 에서와(A, B) 21 . 3.1.48

같이 특수 가속도계가 장입되어 설치될 진동 측정용 모의 봉에는 납 소결체가 충진된 다른 시험

용 연료봉과 동일한 질량분포를 갖도록 텅스텐으로 만든 중공 실린더형 소결체를 장착하였다.

최종 조립된 부분연료집합체는 길이 폭 로 상용연료 길이의 단면적의2189 mm, 64 mm 1/2, 1/10

수준이다 부분연료집합체는 안내관의 상 하단을 루프 시험관의 양쪽 끝단에 위치하는 연결판에. /

볼트로 고정하여 유동루프에 설치된다.

시험조건으로 냉각재 온도 압력 유동유속 의 유동FIV 20 32 , 1 8 kg/cm2, 3 10 m/s℃～ ℃ ～ ～
범위 수 에서 수행되었고 이때 부분연료집합체는 시험관 하단에서 상단으로(Re 40000 130000) ,～
사각단면의 유로 유로 폭은 를 따라 수직상승하는 냉각재의 축류 유동장에서 횡방향으로( 70 mm)

진동하게 된다 시험이 시작된 후 일정 간격으로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키면서 유동조건을 조정. ,

하고 유동이 안정된 이후에 부분연료집합체 각 위치에서의 진동신호와 시험관 입 출구의 유동데/

이터를 측정하였다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된 진동 및 동압력 신호는 사의. B&K Signal

와 를 거쳐 에 의해 신호획득 되고 신호Conditioning Amplifier Breakout Box , HP/VIX front end ,

저장 및 데이터 분석은 를 이용하였다MTS/IDEAS-P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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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분집합체 시편 및 특수 가속도 센서 장입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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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진동 진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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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진동 진폭(b)

그림 집합체와 연료봉 진동진폭3.1.49.

그림 는 최적화 형과 새이중판 부분연료집합체의 진동특성 시험에서 집합체 중3.1.49 H FIV

심부에서 측정된 횡방향 지지격자 진동진폭과 연료봉 진동진폭을 나타(SG2, SG3) (Span2, Span3)

낸다 유동조건에 따른 진동진폭 선도에서 하단 횡축은 레이놀드 수 를 나타내고 상단 횡축. (Re) ,

은 측정유량과 유로단면적을 감안하여 계산된 시험관 내부 유속을 표시하며 하단 레이놀드 수에

대응되는 값이다 지지격자 외부판에서 측정된 진동진폭 그림 의 은 집합체 전체의 진. ( 3.1.49 a)

동진폭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새이중판 부분집합체의 길이방향 중심 에서의 진동진. (ND-SG3)

폭은 집합체 하단부 의 진동진폭과 큰 차이를 보이나 최적화 형의 경우는 집합체 길이(ND-SG2) , H

에 따른 진동진폭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하단부 진동의 경우 새이중판과 최적화 형은 큰 차이를. H

보이지 않았으나 중심부의 진폭은 새이중판의 경우에서 약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 2 5 m∼ μ
고 이 때 최대 진폭은 대략 이었다8 m .μ

연료봉에서 측정된 진동진폭 그림 의 도 중심부에 가까운 번째 스팬의 진동진폭( 3.1.49 b) 3

이 하단부인 번째 스팬의 진동진폭보다 컸다 하단부의 진폭은 새이중판이 모든 유속대에서 작2 .

았으나 중심부의 진폭 중 사이에서 측정된 진폭은 새이중판의 경우에서 크게 나타났, 6 8 m/s∼
고 그 때의 값은 최대 이었다 그렇지만 그림 에 도시된 연료봉의 진동진폭은 부8 m . 3.1.49(b)μ
분집합체의 진동진폭 그림 의 이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연료봉의 진동( 3.1.49 a)

진폭의 경우 새이중판이 최적화 형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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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유동조건에 따른 새이중판과 최적화 형 부분집합체의 진동진폭을 집합체3.1.50 H

길이 방향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두 종류의 부분집합체 공히 유속에 따라 주 진동모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이중판 부분집합체의 진동형상은 유동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집합체 차 진동모드 길이방향으로 파 형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진동형상을 나타내3 ( 3/2 )

는 반면 최적화 형 부분집합체의 경우는 초기 유속에서 집합체 차 진동모드 길이방향으로 반, H 1 (

파 형상 중간 유속에서 집합체 차 이상의 고차 진동모드 형상 그리고 최종 유속에서 집합체) , 3 ,

차 진동모드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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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 집합체 운전중 진동형상3.1.50. (ODS)

차 시험 및 성능시험(2) FIV 1

차 년도에는 고성능지지격자개발과제에서 개발된 핵연료 지지격자 종 및3 2 (Opt. H

과 참고 지지격자 모형 종 으로 구성된 부분핵연료 집합체 종을 제작하고 이Doublet) 1 (Ref. B) 3 ,

에 대한 유동유발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용 부분집합체 시편의 제원은 차년도 연구(FIV) . 2

과제로 수행된 예비시험의 제원과 동일 지지격자체 단면의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개의 안개FIV ( 2

관 을 위치에 따라 상 하단 및 중간 지지격자로 구분되는 개의 지지격자체에 용접하고 개(G) / 5 , 2

의 진동 측정용 모의봉 과 개의 시험용 연료봉을 끼워 제작 부분핵연료집합체는 길이(A, B) 21 ,

폭 로 상용핵연료 길이의 단면적의 수준 하며 텅스텐 펠렛과 특수가속2189 mm, 64 mm 1/2, 1/10 ) ,

도 센서를 장입시킨 계측봉은 집합체 중심위치의 진동과 위치에서 낱개 봉의 진동을off-center

측정할 수 있도록 중심단면의 위치를 정하고 계측봉 개를 삽입하였다 차 특성시험에서의2 . 1 FIV

시험조건은 봉다발 유속 순환유체가 부분집합체의 스팬을 지날 때의 평균유속 을( ) 2 m/s ~ 10 m/s

까지 최대 루프 내 압력제한에 의한 유속한계 일정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각 유속조건( 12 m/s, )

의 정상상태 유동조건 유속 변경 후 최소 분정도의 유동안정화 시간을 부여 하에서 진동 및 유( 5 )

동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시험 간 루프 내 압력이 시험관 입구압력을 기준으로 최대 되먹임관의8 kg/cm2 ( Rupture

가 에서 파열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유량disk 10 kg/cm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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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온도 상태를 감시하였다 유동유발시험 간 순환유체의 온도는 수조 내 가열장치와 냉각수, .

의 급수를 통하여 상온 에서 정도의 오차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23 ) 5 %(1.5 )℃ ℃
다 그림 은 시험 간 봉다발 유속변화에 따른 냉각재 온도와 입구압력을 나타낸다 이중판. 3.1.51 .

부분집합체의 경우 두개의 스프링 판에 의한 유로 단면적의 감소가 크고 스프링의 노즐구조로 인

하여 상대적으로 큰 유동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루프 운전 동안의 순환유체의 유속에 따른 압력변화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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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시험용 부분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특성시험에서 시험관 내 봉다발 유속3.1.52(a)

변화에 따른 집합체의 진동진폭과 진동주파수를 나타낸다 이 값은 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비접.

촉식 레이져 진동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미만의 부분집합체 진동변위 스펙트럼으로부터 최200Hz

대 에너지를 갖는 주기성분의 진폭 값과 그 때의 주파수 값을 읽은 것이다 집합체의 차 고유진. 1

동모드에 해당하는 최대 진폭 유동유발 주기성분은 부분집합체 진동의 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으로 동일한 시험유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적화 형 부분집합체의 값이 이중판이나 상용핵연, H

료로 개발중인 지지격자 부분집합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다 공기 중에서 수행된.

단일 봉 진동시험 결과와는 반대로 이중판 부분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진폭이 가장 크게 측정되

었는데 일반적인 경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험데이터의 확보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현상은 최적화 형이나 참고 지지격자 모형의 부분집합체에 비해 노즐형태의, H

이중판 지지격자 모형이 큰 수력저항성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이 수행된 세 가지 지.

지격자 모형 모두 원자로 운전조건인 의 봉다발 유속에서 비교적 일정한 진동응답 특성을5~8 m/s

나타냈으며 유동에 의한 진동 발생 관점에서 최적화 형 부분집합체는 상용으로 개발 중인 지지, H

격자 부분집합체에 비해 우수한 유동유발 진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최대 진( 3.1.52(a)).

동진폭이 발생되는 진동주파수 그림 는 세 가지 시편 모두 공기 중에서 시험된 부분( 3.1.52(b))

집합체의 차 고유진동수 에 대응되는1 (Opt. H : 6.2 Hz, Ref. B: 6.4 Hz, Doublet : 6.875 Hz)

값으로 봉다발 유속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갖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중판 부분집합체의 경우,

가 가시적이다 유동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노심에 놓인 핵연료 집합체 자체의 기저 고유진동.

수가 임의로 변화되는 경우 가능한 외부 가진원을 피해서 설계해야하는 핵연료 설계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행히도 미만의 일부영역을 제외하면 시험이. , 8m/s ,

수행된 세 가지 부분집합체 모두는 원자로 운전 유속조건에서 기저 고유진동수의 임의적인 변동

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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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중심 지지격자(a)

상단 세 번째 스팬의 연료봉 중심(b)

그림 유속변화에 따른 집합체 유동유발 진동진폭3.1.52.

그림 은 두 가지 봉다발 유속조건에서 측정된 세 부분집합체의 진동응답 스펙트3.1.53 FIV

럼을 도시하고 있다 부분집합체와 연료봉의 공기 중 모달시험에서 파악된 기본 고유진동수는.

평균적으로 및 이고 부분집합체의 차와 차 모드는 각각 로6.5 Hz 45~50 Hz , 2 3 15 Hz, 24 Hz 60 Hz

미만의 저주파수 영역에 존재한다 미만에 나타나는 부분집합체 진동 스펙트럼의 주. 160 Hz F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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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주기성분은 차 까지의 집합체 진동모드와 개별 연료봉 들의 차 모드 및 펌프 회전수에 따른3 1

기저 조화진동성분이 주를 이룬다 봉다발 시편에 따른 유동응답 진동스펙트럼에서 최적화 형. H

봉다발의 유동 응답특성이 다른 지지격자 형상의 부분집합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안정적

인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인 시험조건 결과 분석방법 토의 등은 각 부분집합. FIV / / /

체 모형에 따른 성능시험보고서 에 수록하였다[3.1.6] .

그림 부분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응답 스펙트럼3.1.53.



- 73 -

보완 차 시험 수행(3) FIV 2

혼합날개를 부착한 기본모형 종 최적화 형과 이중판형 과 참조모형 종의 부분핵연2 ( H ) 2 5x5

료 집합체 길이 폭 를 대상으로 집합체 단위 유동유발 진동 차 최종시험을 수행하( 2.2m, 204 mm) 2

였다 본 시험에서는 시험관 투명한 강화 아크릴 판 벽의 난반사로 인해 이전 시험에서 불규칙. ( )

적으로 발생되었던 측정결과의 오류 오차 를 확인 보정하였고 측정점과 레이져 발진 위치의 차( ) / ,

이로 인한 거리편차를 보정하는 등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적인 기법들

이 적용되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추가된 별도의 비접촉식 레이져 진동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분집합체의 중간 지지격자 판에서 발생되는 고주파 유동유발 진동5x5 (High frequency

이상 을 측정하였고 웨스팅하우스 주 의 수력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장치검vibration, 1.5 kHz ) , ( )

증을 위한 비교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림 는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시험결과를 참조데이터. 3.1.54

와 비교한 것이다 유속증가에 따라 변화되는 고주파 진동의 크기와 주파수는 지지격자의 유형.

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되었고 노심 운전 평균유속 으로 부터 격자판 진동의 최대, (4.7~5.5 m/s)

진폭이 발생되는 유속과의 차이(Remoteness index of the high frequency vibration to the

를 근거로 주 후보모형인 최적화 형 지지격자의 설계특성이 참조모형operating flow velocity) H

지지격자의 그 것 보다도 우수함을 보였고 이는 이종 지지격자 간의 설계특성을 상대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3.1.7, 3.1.8] 유동유발 진동시험을 통해 확인된.

신형 핵연료 지지격자의 고주파 진동특성 시험결과는 그림 와 같다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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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판 고주파 진동특성 비교를 통한 시험 장치검증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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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주파 진동특성 시험결과3.1.55. (HFV)

아울러 축방향 유동조건에 놓인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특성을 이해하고 진동,

발생 기구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집합체의 진동 격자판의 고주파 진동과 대비하(

여 저주파수 진동 과 집합체 내부에서 지지격자체로 묶여있는 단위 연료봉들의 국부적인 개별적) (

인 진동특성 격자판의 고주파 진동과 집합체의 저주파 진동에 대비하여 중주파 진동 등이 실) ( )

험적으로 연구되어 축방향의 유속에 따른 집합체와 단위 연료봉의 진동주파수 주로 자체의 고, (

유진동수 운전중 진동모드형상 및 유동 중 감쇄특성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 향후 개발될), ODS( ) (

이론모델의 검증을 위한 를 확보하였다) [3.1.9,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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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진동(a)

연료봉 진동(b)

그림 집합체 진동특성 및 단위 연료봉 진동특성 스펙트럼 지도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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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봉다발 주변 압력섭동 스펙트럼 지도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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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축류유동 장에 놓인 부분 핵연료 집합체의 시험유속에 따른 유동중 감쇄특성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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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분집합체 난류유동 특성 시험.

시험 목적(1)

지지격자의 열수력적 특성은 유동혼합날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혼합날.

개에 의해 발생한 난류유동은 하류로 가면서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열수력적 성능을 높,

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난류유동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좋다 중요한 난류 유동특성으로는 난.

류강도 교차유동 및 회전유동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모두 나타나지만 지지, .

격자의 유동혼합날개의 형상에 따라 그 강도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 시험의 목적은 복합날개.

지지격자에 의한 고유 난류유동을 특성을 조사하고 또한 기존의 상용 지지격자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대해서도 시험하여 서로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봉다발에 장착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유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의 부분집, 5x5

합체에 지지격자를 장착하고 를 사용한 봉 사이의 난류유동을 측정하였다 시험부의 특징은LDV .

부수로내의 난류구조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 상사성을 유지하면서 봉의 직경 및 간

격을 키웠다 시험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시험조건은 축방향 평균 유속이. / , 5 m/s

이며 레이놀즈 수로는 로서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보다는 작은 조건이지만 그 결과는Re = 5x104

난류유동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P T

DP DP DP

a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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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a : 5x5 rod bundle
b : spacer grid
c : end supporter
d : straightner
e : storage tank
f  : circulation pump
g : bypass line
h : cooler

i  : heater
j  : vent
k : drain
l  : laser probe
m : turbine flowmeter
n :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o : thermocouple
p : gauge pressure transmitter

그림 난류유동시험장치의 개략도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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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2)

가 냉각수 순환장치( )

부분집합체에서의 난류유동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과3.1.59

같다 시험장치는 크게 냉각수 저장탱크 냉각수순환펌프 그리고 실험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 ,

관 및 각 구성장치에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센서가 연결되어 있다 저장용, , .

량이 인 직립원통형 의 냉각수저장탱크는 운전 시 작동유체의 온도를 일0.9 ( 750 x 1,950 mm)㎥ φ
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히터 개 와 쿨러가 장착되어 있다 저장탱크의 유체를 순환(10 kW, 2 ) .

시켜 루프 내에 유량을 형성하는 냉각수순환펌프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펌프의 회전속도를 변화

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데 용량은 마력 이며 수두는 이다 봉다발 집합75 , 2 /min. 100 m . 5x5㎥
체를 수용하는 사각채널 실험대의 크기는 내부단면이 이며 길이는 이다 냉170x170 mm 4,900 mm .

각수순환장치의 주배관은 이다4 .″

Z

X

1710

LDV 
Probe

A

A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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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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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그림 난류유동시험용 시험대 형상3.1.60.

나 시험대( )

시험대는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의 사각수로이며 이 내부에 봉다발 집합3.1.60 , 5x5

체가 들어간다 집합체에는 상류 끝부분의 지지대 와 중간의 개 지지격자에 의해. (end support) 2

고정된다 실험대에서의 유체유동 경로는 실험대 우측에서 펌프 출구 쪽으로부터 냉각수가 유입.

되고 봉다발 집합체를 거쳐 실험대 좌측 분기배관을 거쳐 냉각수 저장탱크로 빠져나간다 냉각.

수의 입구유동 조건을 균일유동 으로 하기 위하여 실험대 입구에 길이 의(uniform flow) 152 mm

를 설치하였다 직경 의 개 봉다발은 각각의 길이가 로 채honey comb straightener . 1 25 38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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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내 냉각수에 잠겨 있을 때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부력으로 상쇄하기 위하여 두께 인 스테인1 mm

레스 재질의 튜브를 사용하고 내부를 공기로 채웠다 봉다발 양단은 채널 내 위치를 고(SUS-304) .

정하기 위하여 봉단 지지대로 체결하였다 봉다발 구간에는 한 쌍의 지지격자를 일정간격으로.

장착하여 실험의 관심 대상인 난류혼합을 유발하는데 상류 측에는 단순지지격자를 장착하고 하

류 측에는 실험 대상의 혼합날개 지지격자를 장착하였다.

봉다발 부수로 내 난류유동은 하류측 봉다발 끝단 단면 에서 측정된다 봉의 양 끝단은(A-A ) .

실험조건에 불필요한 유동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구형 및 원뿔형 형태의 구조물을 부착하

였다 특히 하류측 봉다발 끝단의 원뿔형 구조물은 봉 끝단 와류 발생을 억제하여 측정면 단. A-A

면의 유동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실험조건을 유지하였다.

사각채널 내의 봉다발은 봉간 피치5x5 33.12 mm ( dP / 와 벽면 피치=1.304) 18.76 mm

( dS / 로 정렬되었다 채널 내 봉다발 유로의 수력반경=0.739) . hD 는 로 사각채널면적24.27 mm

에서 개 봉들이 점유하는 면적을 뺀 유로면적과 사각채널 내측 면 및 개봉표면의 전체 접수25 25

길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실험 시 유동거동의 측정영역은 단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 A-A

역이다 측정영역은 중심봉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했을 때 상한에 위치하는데 내측 부수. x-y 1

로 중간 부수로 벽면 부수로 등 개 부수로로 구성되어 있다, , 3 .

측정영역의 유동거동은 봉다발 지지격자의 형상 및 위치에 전적으로 지배된다 실험대 내.

봉다발에 장착된 한 쌍의 지지격자는 지지격자 간 의 고정된 일정구간 을 유지하1,710 mm (span)

며 실험조건에 따라 봉다발 축방향으로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 개의 지지격자 중 상류측 지지격. 2

자는 유동의 입구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단순 지지격자이고 하류측 지지격자는 횡류 난류혼합을

유발하는 혼합날개 지지격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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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날개 지지격자 분리날개 지지격자(a) (b)

그림 난류유동시험에 사용된 지지격자 시편3.1.61.

다 지지격자 시편 종류( )

부분집합체 는 종류인데 첫 번째 지지격자는 유동혼합날개가 없는 단순 지지격자로 유5x5 3 ,

동혼합날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지지격자는 복.

합날개 지지격자에 대한 것으로 본 과제에서 고안된 것이다 세 번째 지지격자는 분리날개 지지, .

격자인데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상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지지격자 중 유동혼.

합날개가 있는 것들은 그림 에 제시되어 같다3.1.61 .

32.63

18.42

10.53
30'

(a) Split Vane

14.21

25

33.82

13.16

25

22.37

35'

35'

(b) Swirl Vane 

Primary Vane 

Secondary Vane 

그림 유동혼합날개 형상 및 치수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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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시편용 지지격자는 측정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제품보다 배 정도2.6

크게 제작하였으며 지지격자 스트립 안쪽의 핵연료봉을 고정하기 위한 스프링 및 딤플은 제작이

용이하도록 봉 고정용 핀으로 단순화시켰다 이들 실제 제품의 스프링 및 딤플은 혼합날개에 비.

해 부수로의 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는 지지격자의 하류측 끝단에 장착되는 유동 혼합날개의 치수 및 형상을 나타낸3.1.62

것이다 그림 의 굽힘각이 인 분리날개 날개 는 각 부수로에 하나 한. 3.1.62(a) 30° (split vane) (

쌍 씩 장착되어 부수로 간 유동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 3.1.62(b)

는 복합날개를 나타낸 도면으로 의 굽힘각을 갖는 두개 두 쌍 의 날개가 십자형으로 각 부수35° ( )

로 중앙에 장착되어 부수로 내에 대형 와류를 형성함으로써 유체에 원심력을 발생시키도록 설계

되었다.

라 계측장치( )

실험대의 봉다발 부수로 유속 측정을 위하여 차원 측정2 LDV(Laser Doppler Velocimeter)

장비를 사용하였다 의 원리는 유체 중에 존재하는 산란입자에 레이저광을 입사하여 그 산란. LDV

광의 도플러 주파수 변화를 검출하여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된 도플러 주파수 Df

로부터 산란입자의 속도를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DfU
)2/sin(2 θ

λ
=

(3.1.3)

에서는 간섭성광 을 광원으로 사용하는데 본 장비에서는 성분 유LDV (coherent light) , LDV 2

속 측정을 위하여 파장이 청색광 와 녹색광 인 레이저를 사용하였488 nm ( ) 514.5 nm ( ) Argon-ion

다 광학시스템은 광학정열이 용이한 후방산란방식 의 사 제품. LDV (back scattered type) Dantec

을 채용하였다(FiberFlow optics/transmi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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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치의 개략도3.1.63. LDV

그림 은 의 광학계를 나타낸 개략도로 렌즈 촛점거리 광확장비3.1.63 LDV F 310 mm, (beam

광직경 광간극 이다 유속의 측정은 입사광의 교점expander ratio) E 1.0, DL 1.35 mm, D 24 mm .

에서 이루어지며 측정점은 길쭉한 타원형태를 갖는데 폭 xδ 높이, yδ 길이, zδ 는 각각 0.15,

이다 충분한 유속 측정신호를 얻기 위하여 순환수에 산란입자를 투입하였다 산0.15, 3.54 mm . .

란입자는 유체 중에 부유한 상태로 레이저 산란을 일으킴으로써 유속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직경 크기의 를 사용하였다10 hollow glass sphere .㎛
실험장치의 운전조건을 감시 제어하기 위한 온도 압력 유량 계측기들의 기술사양은 표, , , 1

과 같다 실험 중 순환장치 및 실험대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실험자료는. , ,

를 거쳐 에서 처리되는데 이들 시스템의 기술사양은signal conditioner data acquisition unit

다음과 같다.

표 난류유동 시험장치의 측정 및 제어를 위한 계측기 종류3.1.11.

Parameter Model Calibration Range Uncertainty

System Pressure (Psys) Rosemount 3051CG 0~600 kPa 0.05%

System Temp. (Tsys) Watlow, T-type, Unground 0~200 ℃ 0.40%

Mass Flow Rate (m) HOX3-40-650-T-1 0~40.899 kg/s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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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Conditioner

- Model : M8BS-16U0 (Dual Output Signal Conditioner, Pico-M

- Capacity : 16 Positions

- Power : AC 100~240 Volt, DC 24 Volt

- Response Time : 0.5 sec. (typical), 25 mS (optional)≤
Agilent 34970A

- 6-1/2 multimeter accuracy

- up to 60 channels per instrument

- Scanning rate : 250 channels per second

- GPIB, RS-232 interface

- HP 34901A 20 ch. Multiplexer

Y

X

Y

X

그림 난류유동 측정영역에서의 날개 배열 및 좌표계 분리날개 복합날개3.1.64. ((a) , (b) )

시험방법(3)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내 정상 운전조건은 290 , 155℃
기압의 고온고압 상태로 노심내 축방향 평균유속은 수는 정도이다 본 연5 m/s, Reynolds 5x105 .

구의 실험조건과 원자로심 운전조건 하에서의 난류유동에 따른 수력적 거동의 상사성은

수에 지배된다 실제 원자로심에서의 정상운전 시 수는 정도로서 본Reynolds . Reynolds 5x104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장치로는 이 범위의 수를 모의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원자Reynolds .

로심의 수력적 거동에 있어 거시적 유동구조나 난류특성 등은 나 등의Vonka(1988) Cha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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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로부터 수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조건 범위Reynolds .

의 수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들을 원자로심의 부수로 유동구조를 규명하는 유용한 정보Reynolds

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영역의 부수로 내 유동을 상세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점 피치간격을 로 하는0.75mm LDV

측정 좌표를 생성하였다 그림 는 봉다발에 장착된 지지격자의 측정영역 내 혼합날개 패. 3.1.64

턴 및 좌표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는 좌표 단면에서 부수로 내 횡류성분 를. 3.1.65(a) x-y U, V

측정하기 위한좌표들로 총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측 및 중간 부수로에 각각 개 벽면2,412 972 ,

부수로에 개의 측정점을 배치되었다 그림 는 좌표 단면에서 부수로 내 주유동468 . 3.1.65(b) y-z

W 를 측정하기 위한 좌표들로 총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유동 측정점들은 단면 측770 . x-y

정좌표와 일치한다 주유동 측정점들이 부수로의 갭 부분에만 분포된 것은 측정을 위한 레. LDV

이저 빔이봉 등 장애물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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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수로내 난류유동 측정 지점 횡방향 속도 축방향 속도3.1.65. ((a) , (b) )

부수로 내 난류혼합 측정실험은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실험에 해당하는 혼합날개가2

없는 단순 봉다발 실험과 본실험인 분리날개 및 복합날개 혼합날개가 장착된 봉다발 실험에 대하

여 총 가지 경우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봉다발 부수로 중 내부 중간 벽면 부수로를 포함22 . 5x5 , ,

하는 개 을 측정영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지격자 경우에 대하여 봉다발 축방향에 따른 난1 lane .

류감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지격자 끝단에서부터 하류방향으로 =hDz / 위1, 2, 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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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난류유동을 측정하였다 부수로의 난류유동 측정은 단면에 대하여 횡류성분인. x-y U ,V

속도를 측정한 다음 단면에서 축방향 속도, y-z W 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한작동유체는 순수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중 순환 냉각수(de-mineralized water)

의 조건을 온도 수 으로 맞춤으로써 다음 운전조건을 유지하였다35 , Re 5x104 .℃
Tsys = 35 ℃
Re = 5 x 104

Psys = 1.5 bar

m = 24 kg/sec

Wbulk = 1.5 m/sec

실험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사각채널 실험대 내에 봉다발과 실험대상 지지격자를 실험조건

의 위치에 맞도록 조립한다 실험대 및 냉각수 순환루프에 순수를 채운 후 순환펌프를 가동하여. ,

냉각수의 온도 및 유량을 점차 실험조건으로 접근시킨다 이때 냉각수 저장탱크에 광 산란입자.

를 투입한다 장비를 가동하고 이송장치를 정밀 조정하여 부수로 측정영역의 기준좌표에. LDV

를 정렬한다 제어시스템에서 측정조건을 하고 부수로 측정좌표 정보를 입력한probe . LDV setting

다음 을 가동하고 유동측정을 수행한다 는 입력된 측정점 좌data acquisition system . LDV probe

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부수로 유동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측정점 하나에 대한. data

은 개로 설정하였고 측정시간은 초로 제한하였다sampling 5,00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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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난류유동 시험조건3.1.12.

Classification Case ID z/Dh Parameter Vane Type Conditions

Bare Rod

Bundle

nmvxy 71 U, V
Non-vaned

Psys = 1.4 bar

Tsys= 35 ℃

Re = 5 x 104

nmvyz 71 W, V

Rod Bundle

with Split

vaned S/G

sp1xy 1 U, V

Split

sp1yz 1 W, V

sp2xy 2 U, V

sp2yz 2 W, V

sp4xy 4 U, V

sp4yz 4 W, V

sp8xy 8 U, V

sp8yz 8 W, V

sp16xy 16 U, V

sp16yz 16 W, V

Rod Bundle

with Hybrid

vaned S/G

sw1xy 1 U, V

Swirl

sw1yz 1 W, V

sw2xy 2 U, V

sw2yz 2 W, V

sw4xy 4 U, V

sw4yz 4 W, V

sw8xy 8 U, V

sw8yz 8 W, V

sw16xy 16 U, V

sw16yz 16 W, V

시험결과(4)

부수로 유동의 입구조건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상류측 입구 에 장착하는 지지격자는 혼합날( )

개가 없는 단순 지지격자로 하고 하류측에는 실험평가 대상인 혼합날개 지지격자를 일정구간

(one span, 70 hD 띄운 위치에 장착한다 이렇게 구성된 한 쌍의 지지격자는 일정= 1,710 mm) .

구간 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준 단면으로부터(one span) LDV probe z/ hD 만큼= 1, 2, 4, 8, 16

위치를 이동하며 실험을 수행한다 유동측정을 위한 는 봉다발 하류 측 끝단 안. LDV probe 5mm

쪽 단면의 측정영역에 대하여 하며 축방향 및 횡방향의 평균속도 분포와 난류강도에 대scanning

하여 측정하였다.

가 단순 봉다발( )

주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①
봉다발 축방향의 주유동에 대한 측정은 가 채널 측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봉LDV probe

에 의하여 레이저 빔의 측정영역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측정영역은 빔 투과가 가능한 봉 간.

영역에 국한하였다 측정점들의 분포는 방향으로 간격으로 개 방향으로 봉 간 중. x 0.75mm 110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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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간격으로 각각 줄씩 모두 줄로 구성되어 총 개로 이루어, 0.75mm 4 9 990

졌다.

그림 단순 지지격자의 주유동 속도분포3.1.66.

그림 는 봉 간 중간선을 따라 주유동 유속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내측 및 중간 부수로3.1.66

의 중앙에서 최대 유속이 bulkWW / 로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데 벽면효과로 인하여 정점=1.32

이 부수로 정중앙으로부터 다소 편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부수로에서는(peak point) .

정점이 피치간격 대비 내측 부수로에서는 부수로 중심으로부터x/P = 0.072, x/P = -0.003Δ Δ
편이되어 벽면에 가까운 중간 부수로가 벽면효과 영향을 더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배. ,

열 유로에 의하여 벽면 부수로를 제외하고 일정형상의 파형을 보이는데 대략 평균유속의

정도의 진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20% .

봉 간 영역에 있어 각 지점에서의 주유동 속도 측정값이 존재하므로 주유동 난류강도를 각

지점 주유동 평균속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무차원 값으로 정의하였다.

W

w
Wrms

2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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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순 지지격자의 주유동 난류강도3.1.67.

그림 은 봉 간 중앙선을 따라 주유동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3.1.67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내측 부수로의 경우 부수로 중앙 및 봉 간 갭 중앙 지점에서0.056~0.075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 영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말안장 형태의 분포가

나타난다 또한 중간 부수로에서 난류강도 분포의 왼쪽 편이가 나타나고 벽면 부수로에서는 벽.

면에서의 난류강도가 가장 크며 인접 부수로 연결 입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횡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②
봉다발 횡방향 유동에 대한 측정은 를 부수로 정면에 위치하여 측정영역 전체에LDV probe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은 횡유동 속도분포로부터 유동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수로. 3.1.68

내에 유선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는 봉 간 중앙선을 따라 성분 횡유동 분(streamline) . 3.1.69 V

포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이내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내외 수준의 횡유동 분포를 나타1.67% 1%

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유사한 실험 에서 제시된 횡유동 분포와 잘 맞는 것으로 나(Neti, 1982)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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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순 지지격자 하류에서 부수로내 횡방향 유동분포3.1.68.

그림 단순 지지격자 하류에서 봉간 중앙선을 따른 횡방향 속도 크기3.1.69.

유동 난류강도에 대해서는 주유동 전체 평균속도를 사용하여 무차원 값을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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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순 지지격자 하류의 축방향 속도성분 의 난류강도 분포3.1.70. U

그림 은 측정영역 내 방향 속도성분 의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3.1.70 x U

로 봉표면 주위에서 대략 정도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봉 간 갭이나 부수로 중앙에서0.060~0.080

정도의 낮은 값을 나타낸다 내측 부수로인 경우 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봉 간 갭 영역0.040 .

에서 상하의 갭 중앙이 좌우 갭 중앙의 난류강도보다 낮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상하 봉 간 갭에서는 갭 중심과 부수로 중심의 중간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좌saddle point ,

우 봉 간 갭에서는 갭 중심에서 생긴다 중간 부수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측 부수로와 유사한.

난류강도 분포를 보이지만 벽면효과로 인한 왼쪽 편이로 분포가 왜곡되어 부수로 왼쪽 모퉁이의

난류강도가 약화된 한편 오른쪽 모퉁이의 난류강도는 활성화 되었음을알 수 있다 벽면 부수로.

에서는 중심의 벽면 근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정도의 낮은 값을 갖는다 방향0.033~0.043 . y

속도성분 의 난류강도 분포도 전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그림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V) 3.1.66

있다.

그림 은 봉 간 중심선 상의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전반적인 성분의3.1.71 U, V

난류강도 수준은 국부 시간평균 주유동 속도 로 무차원화 했을 경우 정도로W 0.030~0.047 U, V

성분 간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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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순 지지격자 하류의 봉간 중심선에서의 난류강도 분포3.1.71.

나 복합유동 지지격자( )

주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①
복합날개 지지격자 봉다발의 주유동 측정은 가 채널 측면에 위치하여 전체 측정영LDV probe

역 중 빔 투과가 가능한 봉 간 갭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는 갭 중심선 상에서의 주유동 분포를 지지격자 후방위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3.1.72

타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 hD 에서 복잡한 유동분포를 보이는데 주혼합날개(primary

가 상하에 보조혼합날개 가 좌우에 반시계방향으로 접혀 배치된 내측 부vane) (secondary vane)

수로의 경우 날개의 바깥 좌우 갭 입구영역에 유속 bulkWW / 정도의 정점이 개 발생하였1.25 2

다 중간 부수로의 경우 주혼합날개가 좌우에 보조혼합날개가 상하에 시계방향으로 접혀 배치되.

어 있는데 보조혼합날개 끝부분 영역에서 유속 정도의 정점이 개 발생하였다 또한 벽면부1.30 2 .

수로 중심부에는 최저 정도의 낮은속도분포를 보였다0.71 . 2 hD 지점에서는 내측 부수로의 경우

유속의 두 정점 이 좌우로 벌어지고 중간부수로에서는 유속의 정점이 사라지면서 일(1.26, 1.28)

정한 분포 를 나타내었다 벽면 부수로의 낮은 속도분포 는 회복되면서 중간 부수로(1.14)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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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hD 지점에서는 유동의 균일화가 진행되어 내측 및 중

간 부수로의 유동분포는 정도의 일정분포를 벽면 부수로의 갭 영역에서는 의 유속분포1.18 0.89

를 보여주고 있다. 8 hD 지점에서는 같은 유동분포 구조로 내측 및 중간 부수로의 유속은 정1.16

도의 일정분포를 벽면 부수로의 갭에서는 정도의 유속분포를 나타내었다1.0 . 16 hD 지점에서는

내측 및 중간 부수로의 중앙에서 와 의 정점을 갖는 정현파 형태의 유속분포의 모습을1.25 1.18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혼합날개에 의한 유동구조에서 단순 봉다발에서의 유동구조로 유동 재

배치가 전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축방향 속도분포 변화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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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축방향 난류강도 변화3.1.73.

그림 은 봉 간 갭 중심선 상에서의 주유동 난류강도3.1.73 rmsW 의 분포를 지지격자 후방

측정 위치 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인 경향은 부수로 별로 난류강도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 1 hD 지점에서는 혼합날개의 난류생성으로 전반적으로 정도의 난류강도 수0.18

준에서 내측 및 중간 부수로의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난류강도 값 을 나타내고 부수로(0.15)

좌우구간에서 일정하거나 내측 부수로 높은 값을 갖는 중간 부수로 경향을 보인다( ) ( ) . 2 hD 지점

에서는 난류감쇄로 인해 대략 정도의 난류강도 수준에서 내측 부수로에서 중심부에 약간 높0.15

은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중간 부수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도의 약간높은 분포를 보0.17 0.17

였다. 4 hD 지점에서는 정도의 난류강도 수준에서0.12 2 hD 에서의 분포 경향을 유지하였고 벽

면 부수로 영역에서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8 hD 지점에서는 내측 부수로 중심에서 약간의

높은 분포 를 나타냈고 중간 부수로는 일정분포를 나타냈는데 우측 갭 입구 영역에서 국지(0.11)

적으로 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0.13 . 16 hD 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0.09

면서 중간 부수로 우측갭 입구영역에서 국지적으로 의 높은 난류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0.12 .

분포는 국지적 정점을 제외하고 단순지지격자에 대한실험자료인 71 hD 지점의 자료와 비슷한 난

류강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 95 -

X (mm)

Y
(m

m
)

0 20 40 60 80

0

5

10

15

20

25

30

35
Swirl type, 1 Dh

 

(a)

X (mm)

Y
(m

m
)

0 20 40 60 80

0

5

10

15

20

25

30

35
Swirl type, 4 Dh

 

(b)

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횡방향 유동구조3.1.74.

횡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②
복합날개 지지격자 봉다발의 횡방향 유동 측정도 분리날개 지지격자 봉다발의 횡유동실험

과 마찬가지로 를 부수로 정면에 위치하여 개 부수로로 구성된 측정영역 전체에 대하LDV probe 3

여 실시하였다 하나의 측정 단면에서 측정점들은 및 방향에 대해 의 측정 해상도를. x y 0.75 mm

가지며 총 개로 이루어졌다2,412 .

그림 는 횡방향 속도분포의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수로 내 유선3.1.74 (stream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line) . 3.1.74(a) 1 hD 에서 내측 및 중간 부수로 중심부에 하나씩의 커

다란 와류가 형성됨과 동시에 봉표면을 따라 선회하는 횡류도 형성되고 있다 부수로 중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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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와류는 하류로 진행하면서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중간 부수 로에서는 벽면 부수

로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으로 인하여 와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 봉 간 갭에서의 횡류를 방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날개 지지격자 봉다발에서의 횡방향 유동의 난류강도는 축 속도성분과 축 속도성분x y

의 난류요동 측정값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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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강도 분포 속도성분3.1.75.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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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속도 난류강도x (㉮ rmsU )

그림 지지격자 후방3.1.75( 4 hD 는 내측 부수로에서 난류강도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균등하)

게 분포되는 가운데 중심부에서 약간의 높은 영역이 관찰되었다 중간 부수로에서는 부수로 중심.

부에서 부수로를 가로지르는 길쭉한 타원형태의 높은 난류강도 분포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벽면.

부수로의 난류강도 분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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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강도 분포 속도성분3.1.76. (v- )

축 속도 난류강도y (㉯ rmsV )

지지격자 후방 4 hD 지점의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 에서는 내측 부수로에서 난3.1.76

류강도의 분포가 부수로 중심부에서 높은 값의 정점을 중심으로 와유동 형태의 타원형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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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난류강도 분포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중간 부수로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분포와 벽면 갭에서

약간의 낮은 난류강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축방향 속도분포 변화3.1.77.

다 분리날개 지지격자( )

주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①
그림 은 갭 중심선 상에서의 주유동 분포를 지지격자 후방 위치에 따라 순차적으로3.1.77

나타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 hD 에서 복잡한 유동분포를 보이는데 혼합날개가 상하 반시계

방향으로 접혀 배치된 내측 부수로의 경우 중심에서 유속이 로 비교적 크고 양 옆 혼합날개1.28

경계면 영역에서 국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간 부수로의 경우 좌우 혼합날개.

시계방향 의 접힌 선을 따라 구배가 완만한 단순한 유속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정점 이 부( ) (1.29)

수로 우측에 치우친 것은 벽면 부수로에서 전달된 운동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벽면 부수로.

에는 부수로 상단에 하나의 혼합날개 반시계방향 가 존재하여 벽면 근처에서 정점 을 나타( ) (1.23)

내고 날개 경계영역에서 최소 유속 을 갖는데 이러한 유동분포는 날개 패턴이 같은 내측 부(0.78)

수로의 좌측 영역 유동분포 최대 최소 와 유동구조가 유사하다( 1.28, 0.97) . 2 hD 에서는 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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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균일화가 진행되어 속도구배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벽면 부수로에서의 저유속 구

간이 완화되면서 인접 부수로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hD 에서도 유속분포의 균일화

와 저유속 구간의 완화 및 이동이 더욱 진행되고 8 hD 에서 16 hD 를 거치는 동안 유속분포는 거

의 일정한 분포로 유속이 범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1.07~1.18 .

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강도 변화3.1.78.

그림 은 봉 간 갭 중심선 상에서의 주유동 난류강도 분포를 지지격자 후방 측정 위치3.1.78

별로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hD 지점에서는 혼합

날개의 난류생성으로 전반적으로 정도의 난류강도 수준에서 내측 및 중간 부수로의 중심부0.20

가 상대적으로 낮은 난류강도 값을 나타내고 부수로 좌우 영역에서 높은 값을 갖는 경향을 보인

다. 2 hD 지점에서는 난류감쇄로 인해 대략 정도의 난류강도 수준에서 내측 부수로에서 약0.17

간 높은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중간 및 벽면 부수로에서는 정도의 거의 일정한 분포를0.19 0.16

보였다. 4 hD 이후 8 hD 에서는 부수로 중심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류강도 값을 나타내고 부

수로 갭 영역에서 낮은 값을 갖는 경향을 보였는데 벽면 갭에서 좀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16

hD 지점에서는 난류감쇄 및 확산이 진행되어 부수로 영역 간 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71 hD 지점의 자료는 단순지지격자에 대한 실험자료로 16 hD 측정 자료와 난류강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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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포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날개에 의한 난류생성 효과. ( rmsW 가 이후~ 0.20)

감쇄로 인하여 대략 16 hD 의 하류 지점에서 거의 소진( rmsW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0.08)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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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횡방향 속도크기 분포3.1.79.

횡유동 속도 및 난류강도②
분리날개 지지격자 봉다발의 횡방향 유동 측정은 를 부수로 정면에 위치하여 개LDV probe 3

부수로로 구성된 측정영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하나의 측정 단면에 대한 측정점들의 분.

포는 방향 및 방향에 대해 의 측정간격으로 총 개로 이루어졌다x y 0.75mm 2,412 .

그림 는 지지격자 후방3.1.79(a) 1 hD 지점에서의 횡유동 속도벡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분

리날개 혼합날개에 의해 생성된 횡유동 패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간 부수로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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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좌우 시계방향으로 접힌 한 쌍의 분리날개 혼합날개 패턴에 따라 부수로 좌측 갭에서 상부

갭으로 우측 갭에서 하부 갭으로 강력한 횡류 유동이 생성되고 부수로 내 혼합날개 선단 바깥쪽,

부수로 상한 으로 한 쌍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와류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갭을( 1, 3 ) .

통한 활발한 분리날개 횡류 유동은 인접한 봉표면을 따라 선회하면서 해당 봉표면의 국부90°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킨다 반면 와류 생성지점에 인접한 봉의 표면에서는 국부적으로 와류에 의.

하여 열전달이 촉진되지만 와류의 규모나 강도가 크지 않아 덜 효과적이고 특히 와류와 횡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유동의 정체 가 발생하여 이 지점에서의 봉표면 열전달에 불리한(stagnation)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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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횡방향 유동구조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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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지지격자 후방3.1.79(b) 4 hD 지점에서의 횡유동 속도벡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내

측 부수로에서는 상한에서 상부 갭에서 좌측 갭으로 상한에서 하부 갭에서 우측 갭으로 봉표2 4

면을 따라 흐르는 횡류유동이 강하다 상한에서는 와유동이 사라진 후 봉표면을 따라 흐르는. 1

약한 횡류유동이 발생하고 상한에서는 거의 정체된 유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간 부수로에3 .

서는 상한에서 와유동이 약하게 잔류하고 상한의 봉표면을 따라 흐르는 횡류유동은 상부 갭1 2

영역에서 매우 약하게 분포하며 상한에서의 봉표면 근처 유동은 거의 정체상태인 반면 상한3 4

의 우측 갭에서 하부 갭으로 흐르는 횡류유동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벽면 부수로.

의 경우 상부 갭 영역에서의 유동은 매우 약한 반면 하부 갭에서 인접 부수로로 연결되는 좌측

갭으로의 횡류유동은 매우 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은 앞서 설명한 횡방향 속도분포의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수로 내 유선3.1.80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stream line) . 3.1.80(a) 1 hD 에서 내측 및 중간 부수로에서 봉표면을

따라 선회하는 유동과 함께 부수로 내부 대각선 방향으로 개의 와류가 형성되었다가 의2 (b) 4 hD

에서 내측 부수로에서는 횡류만 존재하고 있다.

횡방향 유동의 난류강도는 축 속도성분과 축 속도성분의 난류요동 측정값으로 다음과x y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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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강도 분포 속도성분3.1.81. (U- )

축 속도 난류강도x (㉮ rmsU )

그림 은 혼합날개 직후방3.1.81(a) 1 hD 에서의 축 속도 난류강도x rmsU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내측 및 중간 부수로에서는 혼합날개에 의해 생성된 각 한 쌍의 와유동 중심부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부수로 중심부에서는 중간 부수로에서의 난류강도가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

으로 관찰되었고 벽면 부수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로부터 지지. 3.1.81(b)

격자 후방 4 hD 에서 내측 부수로의 난류강도 분포가 더욱 균등하게 분포되는 반면 중간 부수로

에서는 부수로 중심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주변이 전반적으로 높은 난류강도 분포를 형성

하고 있다 벽면 부수로의 난류강도 분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축 속도 난류강도y (㉯ rmsV )

그림 는 혼합날개 직후방3.1.82(a) 1 hD 에서의 축 속도 난류강도y rmsV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부수로 별로 난류강도 분포에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측 부수로의 경우 혼합날개.

로 인한 와유동 중심부에서 난류강도의 정점을 보이고 이 지점과 정도 위상차를 갖는 지점에90°

서도 차 정점을 보이며 이들을 꼭지점으로 나비 모양의 영역에서 높은 난류강도 분포를 보이고2

있다 중간 부수로의 경우 상한의 와유동 중심에 미약한 정점을 가지나 상한에서 낮은. 1, 3 2, 4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난류강도 분포를 형성한다 지지격자 후방. 4

hD 지점의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 에서는 내측 부수로에서 난류강도의 분포가 부3.1.82(b)

수로 중심부에서 높은 값의 정점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상의 높은 난류강도 분포 영역을 형성하

고 있고 중간 부수로에서는 반대로 부수로 중심부에 낮은 난류강도 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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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날개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강도 분포 속도성분3.1.82.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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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연구는 유동혼합장치가 장착된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유동구조에 대한 상세한 실험자료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단순봉다발 유동실험( )

축방향 주유동의 유속분포는 부수로 중심에서 고점 갭 중심에서 저점을 나타내는 규칙적,

파형을 형성한다 횡유동의 유속분포는 작은 물리량의 특성상 미세한 비대칭성 및 벽면 조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부수로 내에서 이론상의 대칭적 차유동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2

주유동 대비 수준의 횡류 유속값을 나타내었다1.6% .

난류강도의 분포는 주유동 성분 수준 이 횡유동 성분 수준 에 비해 약 높은 경향(7% ) (4% ) 3%

을 보였다 난류강도 분포형태는 주유동 속도분포 형태와 반대의 분포형태를 가져 부수로 중심.

부보다는 봉 간 갭 영역과 봉표면 부근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봉 간 갭 영역의 횡방향 난류분.

포에 있어서 봉표면과 수직 성분의 난류강도는 국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봉표면과 수평 성분의

난류강도는 국부적으로 증가하는 성향을 보였다.

나 혼합날개 봉배열 유동실험( )

혼합날개 지지격자 장착 봉다발 부수로 내 난류 비등방성 유발요인은 부수로 중심부에 위치

한 혼합날개의 굽힘방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등방성의 주유동이 혼합. ,

날개로부터 혼합날개 굽힘방향 성분의 횡유동을 생성하면서 굽힘방향과 직각성분의 횡방향 난류

강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날개 장착 봉다발 부수로 내 난류강도의 분포성.

향은 부수로 중심부에서는 혼합날개 굽힘방향에 따른 해당 성분의 난류강도가 커짐으로써 비등

방성이 강해지며 부수로 봉 간 갭 영역에서는 혼합날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등방성이 강하,

다.

부수로 내 횡방향 유동에 있어서 분리날개인 경우 혼합날개의 굽힘선 이 수, (folding line)

직봉 축에 대해 수평으로 형성되어 주유동을 좌우 혹은 전후 횡방향으로 분리함으로써 봉 간 갭( )

에서의 횡유동을 유발하는 성향이 우세하며 복합날개의 경우 혼합날개의 굽힘선이 경사지게 형,

성되어 주유동에 회전 모멘트를 줌으로써 부수로 내에서 와류를 발생시키는 성향이 우세하다.

분리날개인 경우 부수로 내 생성되는 한쌍의 작은 와류는 하류진행에 따라 금방 소멸되고,

봉표면을 따라 선회하는 강력한 갭 횡류가 우세하여 하류진행에 따라 비교적 오래 지속됨으90˚
로써 봉 간 갭을 통한 인접 부수로와의 난류혼합에 기여하는 성능이 우수하다.

복합날개인 경우 부수로 중심부에 스케일이 큰 하나의 와류가 생성되어 하류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부수로 내의 난류혼합을 증진시키는 성능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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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분집합체 압력손실 특성 시험.

시험목적(1)

지지격자의 열적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유동혼합 성능이 우수한 날개의 부착인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압력손실의 증가가 동반된다 만일 압력손실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핵연료.

가 노심에 공존하는 천이노심의 경우 서로 간의 압력손실 차이가 커지면 압력손실이 큰 집합체,

는 유량 유입이 적어져 관점에서 불리해져 벌점 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지격자DNBR (Penalty) .

개발 시 지나친 지지격자의 압력손실 차이는 피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유동혼합날개로 인해 증가하는 압력손실이 이상이 되지는 않도록 목표를15%

정했다 본 시험의 목적은 복합날개로 인한 지지격자의 압력손실 증가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기존의 상용 지지격자인 및 와 압력손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범. PLUS-7 FOCUS .

위는 레이놀즈 수 까지 이다 일반적으로 이후는 압력손실계수의 변화가 거의Re < 105 . Re > 104

없으며 또한 선형적으로 감소해 원자로 운전조건인까지 외삽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시험장치(2)

가 냉각수 순환장치( )

지지격자 압력손실 시험장치는 그림 과 같은데 주요 기기로는 냉각수 저장탱크3.1.83 ,

순환 펌프 시험대 로 구성되어 있다 루(water storage tank), (circulation pump), (test rig) .

프 및 시험대에는 시험조건 및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들, ,

이 있는데 이는 표 에 기술되어 있다3.1.13 .

나 시험대( )

시험대는 그림 에 제시되어 있는데 모의 핵연료 다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사각3.1.84 , 5x5

채널형상을 가진다 사각채널의 재질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벽. ,

에는 지지격자 압력손실 및 봉 마찰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개의 측정공이 있다 시험대.

에는 개의 지지격자가 장착되는데 하단 및 상단의 지지격자는 입구 효과와 출구효과를 최소화3 ,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그 중앙에 있는 지지격자는 압력손실의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지, .

격자의 간격은 로 실제 지지격자의 간격인 보다는 상당히 길게 하였다 이는 상류의640 mm 400 mm .

지지격자로 인한 영향이 가능한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시험부의 치수 지. ,

지격자 위치 그리고 압력 측정공 위치는 그림 에 기술되어 있다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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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력손실 실험장치 개략도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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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측기 기술사양3.1.13.

Location Tag Name Variable Model
Calibration

Range
Error

Loop

FT-1

(3.0 )″
m

HOX3-40-650-T-1

(RPM51S)X-F1SS-CE
0 40.899 kg/s～ ±0.32 %

FT-1

(1.5 )″
m

HO11/2X11/2-8-130-

T-1

(RPM51S)X-F1SS-CE

0 8.188 kg/s～ ±0.31 %

PT-1 P Rosemount 3051CG 0 600 KPa～ ±0.05 %

TE-1 T
Watlow, T-type,

Unground
0 200～ ℃ ±0.4 %

Test

Section

DP-1 P Rosemount 3051CD 0 60 KPa～ ±0.05 %

DP-2 P Rosemount 3051CD 0 60 KPa～ ±0.05 %

DP-3 P Rosemount 3051CD 0 60 KPa～ ±0.05 %

DP-4 P Rosemount 3051CD 0 60 KPa～ ±0.05 %

DP-5 P Rosemount 3051CD 0 60 KPa～ ±0.05 %

DP-6 P Rosemount 3051CD 0 150 KPa～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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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하학적 사양3.1.84. Test Section

다 지지격자 종류( )

본 시험에서 사용된 모의 핵연료다발은 가지 종류인데 각 지지격자에 대한 기하학적 사양5 ,

은 표 와 같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3.1.14 .

단순 지지격자 유동혼합날개가 없는 지지격자- :

복합날개 지지격자 코이닝 및 챔퍼링이 안된 것 점 용점- : ( )

복합날개 지지격자 코이닝 및 챔퍼링이 된 것 점 용접- : ( )

복합날개 지지격자 코이닝 및 챔퍼링이 된 것 선 용접- : ( )

지지격자 코이닝 및 챔퍼링이 된 것 점 용접- PLUS-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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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코이닝 및 챔퍼링 여부 확인 안됨- FOCUS :

표 지지격자의 기하학적 사양3.1.14.

Dimension (mm) 단순지지격자 Hybrid FOCUS PLUS-7

Rod Array 5 x 5 5 x 5 5 x 5 5 x 5

Rod Diameter 9.5 9.5 9.5 9.5

Rod Pitch 12.8 12.8 12.6 12.8

Strap Thickness 0.48 0.48 0.43 0.48

Strap Width 66.6 66.6 65.86 66.6

Height 40 40 40 38

Vane Angle (°) - 35 22 29

라 계측기( )

지지격자 및 봉의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간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계측기로 개의 차압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이들 측정기들의 기술사양은 표 에 나타6 . 3.1.13

나 있다 실험 중 배관과 시험대의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유량 압력 온도 자료는. , , signal

를 거쳐 에서 처리된다 이들의 기술사양은conditioner data acquisition unit (Agilent 34670A) .

다음과 같다.

Signal Conditioner

- Model : M8BS-16U0 (Dual Output Signal Conditioner, Pico-M

- Capacity : 16 Positions

- Power : AC 100 240 Volt, DC 24 Volt～
- Response Time : 0.5 sec. (typical), 25 mS (optional)≤

Agilent 34970A

- 6-1/2 multimeter accuracy

- up to 60 channels per instrument

- Scanning rate : 250 channels per second

- GPIB, RS-232 interface

사용- HP 34901A 20 ch. Multipl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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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지격자 성능실험 시험조건3.1.15.

실험순서
Reynolds

Number

Flow Rate

(kg/s)

Average Velocity

(m/s)

1 10000 2.5521 0.896

2 11220 2.8635 1.006

3 12589 3.2128 1.128

4 14125 3.6049 1.266

5 15849 4.0447 1.421

6 17783 4.5383 1,594

7 19953 5.0920 1.788

8 22387 5.7133 2.007

9 25119 6.4105 2.252

10 28184 7.1927 2.526

11 31623 8.0703 2.835

12 35481 9.0550 3.180

13 39811 10.1599 3.568

14 44668 11.3996 4.004

15 50119 12.7906 4.492

16 56234 14.3511 5.041

17 63096 16.1024 5.656

18 70795 18.0672 6.346

19 79433 20.2717 7.120

20 89125 22.7452 7.989

21 100000 25.5205 8.963

시험방법(3)

시험조건은 표 에서 기술되어 있는데 온도 압력은 상온 및 상압 조건에서 수행되었3.1.15 , ,

으며 유속은 로 레이놀즈 수는 부터 범위이다0.9 9.0 m/s 1x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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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요건에 의한 저 유량을 얻기 위하여 저유량계 배관 및 계측 배선2.5 kg/s (1.5 )″
을 선택하고 펌프 최저회전 그리고 밸브를 최대로 열고 밸브를 부분(CH-12) (10 Hz) bypass loop

적으로 닫았다 최저 유량에서 유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밸브를 점차 열면서 까지. loop 4.5 kg/s

얻고 밸브를 닫아 까지 얻었다 이후에는 펌프 회전수를 높여 저유량계 측정한bypass 5.7 kg/s .

계 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7.2 kg/s, inverter = 13.8 Hz) .

저유량계의 한계유량 실험 후에는 펌프속도를 최저로 한 상태에서 유량계 배관을 로 바3″
꾸어 고유량계를 사용하였으며 계측기 배선도 로 선택한다 고유량 실험은 실험요건의 최CH-11 .

대유량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량을 낮추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대유량 를 얻기 위한. 25.6 kg/s

조건은 밸브가 닫히고 밸브 완전개방 상태에서 펌프 속도 였으며 유량loop bypass loop 29.8 Hz

을 실험요건에 따라 낮추며 실험하기 위하여 펌프 속도를 까지 줄여 의 유량까지10.4 Hz 9.0 kg/s

얻고 이후에는 펌프속도를 최저 로 하고 밸브를 열어 까지의 유량에 대하(10 Hz) bypass 7.2 kg/s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4)

가 압력손실 정의( )

시험대의 개의 압력강하 실험자료로 부터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와 봉다발의 마찰손실6

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시험부의 유로면적은 다음과 같다. .

A = AT/S - Arods

A = 68*68 - 25*(3.14/4*9.52)

A = 2852 mm2

P = PT/S - Prods

A = 4*68 + 25*(3.14*9.5)

A = 1018 mm

Dh = 4*A/P

A = 4*2852/1018

A = 11.2 mm

여기서,

A 봉다발 유로면적, mm2

Dh 수력직경, m

P 접수길이, m

레이놀즈수는 내 봉다발 유로면적과 수력직경을 토대로 하여 식 과 같test section (3.1.6)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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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V D hν (3.1.6)

여기서 동점성계수는 에서 다음과 같다1 bar 25 .℃
= 0.8933 x 10-6 m2/sν
= 997.2 kg/m3ρ

여기서,

Re 레이놀즈수

V 봉다발에서 유속, m/s

ν 동점성계수, m2/s

ρ 유체밀도, kg/m3

본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압력손실계수 및 마찰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지격자 구간 압력손실계수 :

 


 


△
(3.1.7)

여기서 은 지지격자에서 지지격자까지의 한 구간의 압력손실이며 실험자료로는Pspan△
와 를 합한 압력손실이다DP-3 DP-4 .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

 


 


△ △
(3.1.8)

여기서 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의 측정값이고 은 마Pspan DP-3 Pfric Colebrook -White△ △
찰계수 상관식에 의해 구해진 마찰계수에 마찰길이 를 곱하고 수력직경 을 나누어316mm 11.2 mm

구해진다.

봉다발 마찰손실계수 :

f = ( dl ) △P
( ρ V 2
2 )

(3.1.9)

여기서,

P△ 차압, bar

f 마찰손실계수

K 압력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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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찰길이, m

여기서 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의 측정값이다P DP-4 .△

그림 봉다발 마찰계수 비교3.1.85. (DP4)

나 압력손실계수( )

봉다발 마찰계수①
그림 는 봉다발 마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 때 마찰계수는 근처이3.1.85 . Re= 1x104 0.03

고 일 때 평균적으로 정도이다 이론적으로 마찰계수는 모든 경우 동일하여야Re= 1x105 0.018 .

하지만 구간 에 아직 지지격자의 영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DP4 .

따라서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를 평가 시에는 봉다발 마찰 압력손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측정치가 아닌 상관식을 사용할 것이다Colebrook -White .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②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는 구간 압력손실에서 상관식에 의한 마찰압력손실을 빼고 남은 압

력손실을 속도수두로 나누어 결정되었다 그림 는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조. 7-4 , Re= 1x105

건에서 단순 지지격자가 복합날개 지지격자 및 복합날개0.95, (Coining+Spot W.) (Coining+

이 각각 의 경우가 이다 따라서 우리의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압Line W.) 0.97, 0.98, PLUS-7 1.2 .

력손실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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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임계열유속 시험.

시험목적(1)

지지격자는 연료봉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유동에 의한 핵연료봉 진동을 억제시키는 역할 외,

에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한다 최근에는 전력회사들이 원자로 노심의 열적여유도 증.

가를 강조하면서 핵연료 개발 시 후자에 더욱 비중을 높이고 있다 고성능 지지격자개발 과제, . ‘ ’

에서는 고성능 지지격자의 성능 목표로 유동혼합장치가 없는 단순 지지격자 대비 임계열유속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임계열유속시험에서는 고성능 지지격자 후보모형으로 개발10% .

한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임계열유속 성능을 만족하는 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용 지지.

격자에 비해 성능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임계열유속 성능은 봉다발을 대상으로 프레온 를 사용한 시험을 통해 평가된다5x5 R-134a .

시험영역은 에 의해 경수로 노심 운전조건을 포함하도록 결정되었다Fluid to Fluid Modeling .

복합날개 지지격자에 대한 상대적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는 두 가지 지지격자에 대해 동일한 조건

으로 시험된 자료로부터 평가되었다 비교 대상 지지격자는 임계열유속 증가량의 기준점을 제시.

할 단순 지지격자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료의 분리날개 지지격자PLUS-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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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Freon Thermal Hydraulic 

그림 프레온 임계열유속 시험장치 개략도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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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2)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 는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냉각펌프 가압기 예(FTHEL) 3.1.86 , ,

열기 유량계 시험대 응축기 및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의 최대 운전 압력 및 온, , , .

도는 각각 이다4.5 MPa, 150 .℃

가 기계계통( )

주냉각재 펌프는 펌프로서 최대 의 회전속도를 가지며Non-Seal Canned Motor 3600 rpm , 50

수두에 의 유량을 제공할 수 있는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설치하여 최대 수두는 로m 12 kg/s 100 m

증대되었다 프레온은 비등점이 매우 낮아서 대기압하에서 는 비등점이 영하 이다. ( R-134a 26 ),℃
히터 가열 방식이 아닌 질소가스를 이용한 를 가압기로 사용한다 에 질Accumulator . Accumulator

소가스를 주입하면 프레온 유체와 질소가스 사이에 있는 탄소중합체의 일종 막이 팽창Buna-N( )

되면서 계통 압력은 증가되고 상단에 질소가스 배출 밸브를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Accumulator

있다 예열기는 시험대의 입구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조절장치로 동시 제어를 하도록 제작. SCR

하고 제어 혹은 가변저항기를 이용하여 시험대 입구의 온도조절을 한다 응축기는 시험대, PID .

에서 생성된 증기를 응축하는 장치로서 쉘튜브형의 로 제작된 응축기 한대의 용량은, STS 304 40

로 총 용량은 이다 열교환기는 응축기와 같이 쉘튜브형의 로 제작된 것으로 각kW 80 kW . STS 304 ,

각의 용량은 급이다150 kW .

나 전기계통( )

프레온 실험장치의 전기 에너지 인가 방식은 열출력을 내는데 제한이 없고 시험대 제작CHF

및 변경이 용이한 직접 가열 방식을 채택하였다 직류전원장치는 교류입력을 적절한 전압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압기를 사용한다 감소된 전압은 정류되고 커패시터나 필터 회로에 의. , LC

해서 리플 이 제거되는데 보다 안정된 직류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압 조정(Ripple) ,

기 회로를 첨가한다.

다 계측제어계통( )

실험에서 측정되어야 할 물리량은 온도 압력 유량 및 전력 등 네 가지이다 프레온 실험, , .

은 실험조건이 된 상태이므로 오차의 경우 반대로 물 실험 조건으로 환산하면 압력은Scale-Down

약 배 온도는 약 배 가량 커진다 그러므로 계측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정밀급을 사6 , 4 . ,

용하고 계측기 신호를 수송하는 모든 전선은 노이즈 차폐용 쉴드선을 사용하였다 모든 계측 변, .

수는 정밀급 교정기기를 사용하여 교정을 거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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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①
유체의 온도는 구리 콘스탄탄 재질의 인치 정밀급 비접지형 을 사용하여 측정한- 1/4 T-Type

다 측정범위가 인 열전대는 온도에 대한 선형성이 매우 우수하다 직경. -200 350 T-type .～ ℃
인치 입구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허용 오차는 약 이다 열전대는 데이1/4 T-Type ±0.4% . HP-3852a

터획득계통에 직접 연결되며 데이터획득계통의 열전대용 멀티플렉서에 내장되어 있는,

에서 온도를 보상하여 실제 유체의 온도가 계측된다Isothermal Block .

표 봉다발 시험대 치수3.1.16. 5x5

Parameter 봉다발5X5

Total number of rods

Number of heated rods

Rod pitch (mm)

Rod diameter (mm)

Unheated rod diameter (mm)

Heated length (mm)

Rod to wall gap (mm)

Corner radius (mm)

Bundle geometry data

length of one-side (mm)

flow area (mm2)

wetted perimeter (mm)

heated perimeter (mm)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eqiv. diameter(mm)

Hydraulic diameter of

central channel

side channel

Axial power distribution

Radial power distribution

Thermocouple(T/C) location

25

25

12.85

9.5

N/A

2000

3.25

3.0

67.4

2762.98

1010.58

746.13

10.94

14.81

12.63

9.42

Uniform

그림 3.1.88

그림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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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②
다이아프레임 형태의 압력센서에서 검출한 물리량은 변환기를 거쳐서 수신 측에 의1 5 V～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측정시스템에 전송된다 시험대의 입출구 및 루프의 압력 측정용 압력계. ․
는 오차가 인 로즈마운트사의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를 사용하였다±0.2% .

유량③
질량유량계는 다른 유량계의 로 이용될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질량유량을 직접 측Reference

정하므로 추가적인 환산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 유체의 종류에 무관하여 프레온 유체의 유량,

측정에 적합하다 유량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마이크로모션사의 튜브형 질량유량계로 허용오차. U-

는 이내이다±0.2% .

전류 전압④ ․
프레온 실험장치의 전원공급장치는 전압이 최고 까지 공급되고 전류는 최고 까60 V 12000 A

지 제공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시험대 상하의 전기 단자대 양단에 전선을 내어 받아낸 전압은.

데이터획득계통의 디지털 볼트미터에서 측정한다 전류측정용 센서로 용 션트HP-3852a . 15000 A

를 직류전원장치 내부에 설치하였다 측정용 션트의 정확도는 이며(Shunt) . 15000 A ±0.5% 1 5～
의 전압신호를 데이터획득계통에 송신한다V HP-3852a .

라 시험대( )

시험 봉다발①
시험봉다발은 핵연료를 모의한 개의 가열봉을 로 구성한 것이다 시험봉다발에25 5 X 5 . 5x5

대한 설계는 표 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의 가열봉은 직접가열방식을 이용하는데3.1.16 . 3.1.87 ,

가열봉의 출력은 가열봉의 두께를 조절하여 만드는데 봉의 두께가 얇을수록 높은 열을 발생한,

다 가열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모두 균일하다 가열봉은 표 에 기술된 바와 같이 크게. . 3.1.17

와 의 가지인데 의 평균 출력은 이고 의 평균출력은 이다Type A Type B 2 , Type A 1.123 Type B 0.931 .

시험봉다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높은 출력을 갖는 봉3.1.88 Type A 9

개는 안쪽에 위치하고 낮은 출력을 갖는 봉 개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Type B 16 .

에는 가열봉 번호 부수로 번호 및 열전대의 위치 및 번호가 각각 있다3.1.88 , .

높은 출력을 갖는 가열봉의 경우 가열봉의 벽면온도를 측정하고 임계열유속 발생 여Type A

부을 판단하기 위하여 직경이 인 열전대를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하단 지점에0.5 mm K-type 10 mm

설치하였다 열전대는 봉 주위를 도 간격으로 개 설치하였는데 각 열전대는 부수로의 중앙. 90 4 ,

을 향하도록 하였다 한편 낮은 출력을 갖는 의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이 일어날 확률. Type B

이 낮으므로 열전대를 개만 도 간격으로 심었으며 방향은 부수로 중앙을 향하도록 하였다2 180 .



- 119 -

5
0
0

1
1
8
0
 t
o
 1

3
3
0

1
0

2
0
0
0
 (

H
E
A
T
E
D

 L
E
N

G
T
H

)

PROVISION FOR 
CONNECTION TO TIE 
PLATE

SOLID COPPER 
EXTENSION

T/C CARRIER ASS'Y

HIGH TEMP.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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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S

단일 가열봉(a) 봉다발 조립 형태(b) 5 x 5

단순 지지겨자에 대한 예시( )

그림 단일 가열봉 및 봉다발 조립 형태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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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열봉 저항 및 출력비3.1.17.

Rod
Number

Serial
Number

Resistance R
(m )Ω

1/R
(Ω

-1
)

Power Factor Type
(*)

1 B01S 184.29 5.426 0.934

B

2 B02S 186.04 5.375 0.925

3 B03S 185.55 5.389 0.928

4 B04S 185.82 5.382 0.926

5 B05S 184.41 5.423 0.933

6 B06S 184.75 5.413 0.932

7 B07S 184.54 5.419 0.933

8 B08S 185.50 5.391 0.928

9 B09S 185.12 5.402 0.930

10 B10S 184.31 5.426 0.934

11 B11S 185.06 5.404 0.930

12 B17S 185.31 5.396 0.929

13 B13S 184.47 5.421 0.933

14 B14S 184.37 5.424 0.933

15 B15S 184.61 5.417 0.932

16 B16S 184.95 5.407 0.931

17 A04M 153.96 6.495 1.118

A

18 A05M 153.07 6.533 1.124

19 A06M 153.32 6.522 1.123

20 A07M 153.69 6.507 1.120

21 A08M 153.40 6.519 1.122

22 A09M 153.15 6.530 1.124

23 A10M 153.20 6.527 1.123

24 A03M 152.74 6.547 1.127

25 A01L 152.36 6.563 1.130

평균 5.810 1.000

Type A Type B

봉 별 열전대 설치 방(*) : Type

법

가열봉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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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0.934

R2
0.925

R3
0.928

R4
0.926

R5
0.933

R16
0.931

R17
1.118

R18
1.124

R19
1.123

R6
0.932

R15
0.932

R24
1.127

R25
1.130

R20
1.120

R7
0.933

R14
0.933

R23
1.123

R22
1.124

R21
1.122

R8
0.928

R13
0.933

R12
0.929

R11
0.930

R10
0.934

R9
0.930

1

2

3

4

5

6

7

8

9

10

31

32

36 33

35 34

40 37

39 38

44 41

43 42

11

12

29

30

64 61

63 62

68 65

67 66

48 45

43 46

13

14

27

28

60 57

59 58

56 53

55 54

52 49

51 50

15

16

25

26

23

24

21

22

19

20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Ri
x.xxx

j

k

Rod number, and power factor

Subchannel number

Heater rod wall thermocouple number

그림 봉다발 반경방향 출력 분포 및 구성도3.1.88. 5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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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 봉다발에서의 지지격자 위치3.1.89.

그림 는 시험봉다발의 축방향 주요 치수 및 지지격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3.1.89 .

봉다발에는 지지격자가 총 개가 설치되며 그 중 가열구간인 내에는 개가 놓인다 중간 지지6 2m 3 .

격자 간격은 인데 가열 부의 마지막 지지격자와 열전대까지의 거리는 이다564 mm , 500 mm .

시험봉다발은 세 종류인데 한 다발은 단순 지지격자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한 다발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를 가진 지지격자를 사용한 것이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를 사용한 시험.

봉다발의 조립 시에는 각 지지격자의 날개 패턴을 축방향에 따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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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②
시험봉다발은 세 종류인데 한 다발은 단순 지지격자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한 다발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를 가진 지지격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지지격자를 사용하였다 각 지. PLUS-7 .

지격자 시편에 대한 사진은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유동혼합 날3.1.90, 3.1.91, 3.1.92 . ,

개 지지격자를 사용한 시험봉다발의 조립 시에는 각 지지격자의 날개 패턴을 축방향에 따라 일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단순 지지격자 시편 사진3.1.90.

단순 지지격자에서 좌측위 위에서 비스듬이 본 모습 좌측 아래 위에서 본 모습 우측위(5X5 : , : , :

옆에서 본 모습 우측 아래 봉 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단순 지지격자에 대한 모습,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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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 시편 사진3.1.91.

복합날개 지지격자에서 좌측위 위에서 비스듬이 본 모습 좌측 아래 위에서 본 모습(5X5 : , : ,

우측위 옆에서 본 모습 우측 아래 봉 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복합날개에 대한 모습: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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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의 분리날개 지지격자 시편 사진3.1.92. PLUS-7

분리날개 지지격자에서 좌측위 위에서 비스듬이 본 모습 좌측 아래 위에서 본 모습(5X5 : , : ,

우측위 옆에서 본 모습 우측 아래 봉 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분리형 날개에 대한 모습: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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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3)

가 시험절차( )

임계열유속시험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험대 입구의 유량 온도 및 시험대 출구의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다- , .

시험대 가열봉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서히 전력을 증가시킨다- .

예상되는 임계열유속 근방에서 출력을 조금씩 상태로 증가시키고 수분동안 유지하- Step ,

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으로 조금씩 증가시킨다, Step .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면 검출기에 의해 전력 공급을 설정된 수준으로 낮추어 가- Burnout ,

열봉의 파손을 방지한다.

임계열유속 발생 판단 조건은 가열봉의 최대 표면온도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

으로 판단한다 본 실험에서는 가열봉의 최대 표면온도가 출구압력에서의 포화온도보다 약. 35

이상 상승하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비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임계열oC .

유속 판단 조건은 생산되는 임계열유속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시설을 재가동할 때 마다 열평형 실험과 임

계열유속 실험에 대해 반복성 확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반복성 확인 시험은 미리 선정한 몇 가지.

의 압력 온도 및 유량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

나 시험조건( )

임계열유속 실험에서 수행할 냉매의 압력 유량 입구엔탈피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 ,

다.

출구 압력- : 1500 3000∼ kPa

입구과냉도- : 10 55∼ 또는 입구 온도kJ/kg : 40 81∼ ℃
질량유속- : 1000 3000∼ kg/m2s

임계열유속 실험 시 압력 유량 입구엔탈피의 허용 오차 기준은 각각, , ±50 kPa, ±1 ,℃
이다 구체적인 시험 조건은 표 에 기술되어 있는데 총 개이다 그러나 실제 수행±1.5 % . 3.1.18 50 .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대기 온도에 따라 실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생략된 것도 있다.

본 시험조건은 경수로의 노심 운전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물에 대한 실험조.

건은 앞 장에서 기술한 등의 프레온 물 변환식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도 표Groeneveld - 3.1.18

에 기술되어 있다 이로부터 냉매 실험조건이 경수로의 노심 운전조건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고. ,

또한 그 근처에서 주로 많은 실험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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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험 조건3.1.18.

Freon Test Condition Equivalent Water Condition

P G ∆hin P G ∆hin

kPa kg/m
2
s kJ/kg bar kg/m

2
s kJ/kg

1500 1000 10 91.8 1398.2 95.6

1500 10 2097.3 95.6

2000 10 2796.4 95.6

2500 10 3495.4 95.6

3000 10 4194.5 95.6

2000 1000 10 119.6 1404.2 95.6

1500 10 2106.3 95.6

2000 10 2808.4 95.6

2500 10 3510.5 95.6

3000 10 4212.6 95.6

1000 25 1404.2 239.1

1500 25 2106.3 239.1

2000 25 2808.4 239.1

2500 25 3510.5 239.1

3000 25 4212.6 239.1

2500 1000 10 146.2 1408.6 95.7

1500 10 2112.9 95.7

2000 10 2817.2 95.7

2500 10 3521.6 95.7

3000 10 4225.9 95.7

1000 25 1408.6 239.2

1500 25 2112.9 239.2

2000 25 2817.2 239.2

2500 25 3521.6 239.2

3000 25 4225.9 239.2

1000 40 1408.6 382.7

1500 40 2112.9 382.7

2000 40 2817.2 382.7

2500 40 3521.6 382.7

3000 40 4225.9 382.7

3000 1000 10 171.5 1411.9 95.7

1500 10 2117.8 95.7

2000 10 2823.8 95.7

2500 10 3529.7 95.7

3000 10 4235.7 95.7

1000 25 1411.9 239.3

1500 25 2117.8 239.3

2000 25 2823.8 239.3

2500 25 3529.7 239.3

3000 25 4235.7 239.3

1000 40 1411.9 382.8

1500 40 2117.8 382.8

2000 40 2823.8 382.8

2500 40 3529.7 382.8

3000 40 4235.7 382.8

1000 55 1411.9 526.4

1500 55 2117.8 526.4

2000 55 2823.8 526.4

2500 55 3529.7 526.4

3000 55 4235.7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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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입구 과냉도의 영향3.1.93.

시험결과(4)

가 입구 과냉도의 영향( )

일반적으로 임계열유속은 입구과냉도 의 증가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질hin ,△
량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입구 과냉도의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에서. 3.1.93

제시된 바와 같이 압력 조건에서 질량유속 의 범위, 2000, 2500, 3000 kPa G=1000 3000 kg/m2s〜
에 대해 입구과냉도의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동일한 입구 과냉도 조건.

에서는 압력이 커질수록 임계열유속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속. 2000 kg/m2s

이고 입구과냉도 에서 압력이 로 커지면서 단순지지격자의hin= 40 kJ/kg 2000, 2500, 3000 kPa△
경우 임계열유속은 각각 145, 134, 125 kW/m2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잠열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복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경우 단순지지격자에 비해 동일한 유속에서 입구 과냉도가 커

질수록 임계열유속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은 질량유속이 커질수록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큰 유량조건인 질량 유속. , G=3000 kg/m2 에서 보면 입구과냉도의 증s

가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차이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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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질량유속의 영향3.1.94.

나 질량 유속의 영향( )

임계열유속은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압력. P=2500, 2500,

조건에서 유량3000 kPa G=1000 3500 kg/m〜 2 범위에 대한 그림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s 3.1.94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속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증가율은 압력이 클수록 가파르다 예를 들. .

어 단순 지지격자의 경우 입구과냉도 조건에서 압력이 일 때 유속이hin=25 kJ/kg 2000 kPa△
1000 kg/m2 에서s 3000 kg/m2 로 증가할 때 임계열유속은s 54 kW/m2 증가 (87 kW/m2 에서 140

kW/m2 하며 압력이 및 일때 각각) , 2500 kPa 3000 kPa 59 kW/m2 (77 kW/m2 에서 136 kW/m2) 68

kW/m2 (68 kW/m2 에서 136 kW/m2 로 증가하여 증가량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복합날개가 있는 경우는 날개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임계열유속은 증가하는데 유속이 커질수

록 영향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입구과냉도가 클수록 그리고 낮은 유.

량조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그림 의 압력 에서 동일한. 3.1.94(b) P=2500 kPa

질량유속 G=1500 kg/m2 일때 각각의 입구과냉도s h△ in 에서의 임계열유속의 증가는=10, 25, 40

상대적으로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의 압력이 증가된 에서 볼. 3.1.94(c) P=3000 kPa

때 질량유속이 1500 kg/m2 까지는 증가폭이 커지만s 2000 kg/m2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거의 일정s

하다가 3000 kg/m2 이상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량유속이 증가하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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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임계열유속 자체는 증가하지만 혼합날개에 의해 임계열유속이 증대되는 주요인자인 횡류 혼

합이나 선회유동 등의 효과는 주 유동방향 속도성분 증가에 비해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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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력의 영향3.1.95. (Dhin = 25 kJ/kg)

다 압력의 영향( )

그림 는 동일한 입구과냉도 에서 임계열유속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나3.1.95 hin=25 kJ/kg△
타내고 있다 단순지지격자의 봉다발의 경우 낮은 유속에서는 압력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유속이 커질수록 서로 크기가 유사해 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합날개를.

가지는 경우 실험한 모든 압력조건에서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

일한 입구과냉도에서 압력이 커질수록 임계열유속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출구건도의 영향( )

출구 건도와 임계열유속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비례한다 그런데 압력과 유속의 유동,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향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에서(Kirillov, 1994). 3.1.96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시험의 조건은 출구건도가 에서 에 해당하며 임계열유속과는 예상-0.2 0.2

대로 서로 반비례하고 있다 그림 에서 볼 때 압력이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건. 3.1.96(a),(b),(c)

도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감소는 완만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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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구건도의 영향3.1.96.

유량이 증가할수록 건도의 증가에 대해 임계열유속은 크게 감소한다 특히 유량이 낮은.

G=1000 kg/m2 에서는 출구의 건도가 증가할수록 혼합날개의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반s .

적으로 혼합날개는 부수로간의 엔탈피 혼합을 증가시켜 임계열유속의 증진을 가져오며 저건도,

영역에서는 기포의 군집을 방지하고 원심방향의 가속을 증가시켜 임계열유속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고건도의 경우 채널 중앙으로부터 벽면으로 액적을 이동시키는 임계열유속을 증진,

시킬수 있는 매커니즘과 가열봉 표면의 액막을 분쇄하여 임계열유속을 감소시키는 매커니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지격자에서 혼합날개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고건도의.

영역 보다는 저건도의 영역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 유동혼합 날개로 인한 임계열유속 증가( )

본 실험은 임계열유속에 혼합날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형상의 지지격자

에 혼합날개의 존재 유무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혼합날개가 임계열.

유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임계

열유속 성능 을 표시하였다 지지격자간 비교에서 각각의 실험조건들은 범위내에서 유지(P) . 1 %

되도록 하였다.



- 135 -

 ″
″ ″

× (%) (3.1.10)

여기서 는 혼합날개가 있는 경우의 임계열유속을 의미하며 는 단순 지지격자q MV , q NMV″ ″
경우의 임계열유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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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질량유속에 따른 복합혼합날개 지지격자의 성능3.1.97.

단순지지격자 대비 복합날개 지지격자①
그림 은 각각 압력 및 에서의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3.1.97 1500, 2000, 2500 3000 kPa

성능 을 질량유속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의 압력 에서는 질량유속이P . 3.1.97(a) 1500 kPa

증가할수록 가 커져 유속P 3000 kg/m2 에서는 약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s 33 % .

그림 의 전반적인 경향은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는 증가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감3.1.97 P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질량유속에서 최.

대치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앞 절의 질량유속의 영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량유속이 증. ,

가하더라도 횡류 혼합이나 선회유동 등이 주 유동방향 속도성분 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

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수로 정상 운전조건에서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체 간 모형에 의해

환산된 경수로 운전조건 경우에 대한 임계열유속 시험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물에 대한 압력. 12

질량유속16 MPa, 2000 4000 kg/m〜 〜 2 입구온도 에 각각 해당하는 프레온 유체 조s, 280 330〜 ℃
건은 압력 질량유속2000 3000 kPa, 1500 3000 kg/m〜 〜 2 입구온도 이다 이 조건 안에s, 49 82 .〜 ℃
드는 실험결과들은 총 개이며 이들에 대한 평균 임계열유속을 서로 비교 평가한 결과가 그림37

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임계열유속 성능 의 평균은 로 나타났다3.1.98 . P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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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단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3.1.98.

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 압력3.1.99. (

일 경우3,000 k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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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날개 대비 복합날개 지지격자②
복합날개 지지격자를 최근 상용화된 연료의 분리날개 지지격자와도 비교하기 위해PLUS-7 ,

이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압력 일 때 주어진 입구 과포화조건에서. 3.1.99 3,000 kPa

질량유속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유속이 매우 낮은. 1,000 kg/m2 에서는s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도 모두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단순 지

지격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1,500 kg/m2 부터는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비s

해 임계열유속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심 정상운전 조건과 유사한 경우인 입구 과냉도가.

이며 질량유속이hin=25 kJ/kg 3,000 kg/m△ 2 일 때 약 크다s 6.3 % .

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 압력3.1.100. (

일 경우2500 kPa )

그림 은 압력 일 때 입구 과냉도가 각각 에서 질량유속3.1.100 2500 kPa hin=10, 25 kJ/kg△
의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7.7에서와 같이 유속이 커지면서 두 지지격

자의 임계열유속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입구 과냉도가 클수록 그 시점이 빠른 것을 알 수 있

다 이로부터 복합날개 지지격자는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비해 저 건도영역에서 더 큰 장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3.1.101 P= 2000kPa, h△ in 일 때의 결과인데=10 kJ/kg ,

압력이 낮아지고 입구 과냉도가 작아지면서 두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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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 압력3.1.101. (

일 경우2000 kPa )

그림 단순 지지격자 대비 복합날개 및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3.1.102. PLUS-7

성능시험 비교 평균 임계열유속 증가율( : Hybrid Vane Grid 16.4 %,

Split Vane Grid (PLUS-7)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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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성능을 단순 지지격자에 대비 종3.1.102

합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비교 영역은 원자로 노심조건을 고려하여 압력이. 2000-3000

질량유속이kPa, 1500-3000 kg/m2 입구온도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험조건은s, 49- 82 .℃
이 결과로부터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경우는 이고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경우는 로 나16.4 % 12.5 %

타났다 이로부터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비해 임계열유속이 약 정도 크, 4 %

다고 할 수 있다.

결론(5)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온 임계열유속 시험결과로 부

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질량유속이 최소- 1,000 kg/m2 이상에서만 복합날개 및 분리날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s

한다.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경우 출구의 건도가 낮을수록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 증진 효-

과가 증가한다 이는 복합날개의 효과가 건도 영역보다는 건도의 영역에서 크다는 것을 보. 高 低

여준다.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경우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임계열유속의 증가량은 커지지만 어느-

시점 후에는 일정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압력이 클수록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

경수로의 정상 및 천이 운전조건에 속하는 실험자료 개의 결과로부터 복합날개 지지격- 37

자에 의한 임계열유속 성능은 단순 지지격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정도 높게 나타났다16.4 % .

한편 고유기술인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의 분리날개 지지격자- PLUS-7

를 비교했을 때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이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비해 약 정도, 4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복합날개 지지격자는 열적 성능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의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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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능해석2.

가 지지격자 지지부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의 특성해석.

지지격자의 해석모델은 충격해석 모델을 위한 차원 모델을 이용해 격자체 경계조건이 유3

지될 수 있으며 해석모델의 최적화를 통해 그림 에 나타낸 것과 같은 형 격자체 모델, 3.1.103 5×5

을 작성하였다 모델은 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은 를 사용하였다 절점 수. I-DEAS , ABAQUS/Standard .

는 개이며 요소 수는 개이다 해석에 사용된 지르칼로이 재질의 물성은 충격해128,158 , 115,806 .

석에 사용된 탄 소성 물성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시험 시 시편 고정치구에 격자체가 고정되므- ,

로 변위가 가해지는 반대쪽의 한 면은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또한 시험 시 주변 셀에는 길.

이 의 연료봉을 삽입하게 되므로 이들 연료봉과 지지격자 지지부들과 접촉조건을 정의하였60 mm

다 실제 연료봉을 삽입할 때는 가상의 연료봉 셀보다 큰 연료봉이 끼워지게 되므로 해석을 두.

단계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연료봉이 삽입하면서 지지격자의 강성(step) . (stiffness)

이 변하게 됨으로 억지 끼워 맞춤을 해석하기 위해 초기 간섭 을 제거하(initial interference)

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계조건이 적용된 상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3.1.104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들 연료봉에 정의해 주었던 구속조건을 제거해 모든 방향으로

변위 및 변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구속조건을 제거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연료봉 셀 만에 연료봉,

을 강체 로 그리고 지지부를 변형체 로 정의하여 까지의 변(rigid body) (deformable body) 1.2 mm

위를 설정하고 변위 대 반력을 구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 해석모델3.1.103. H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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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체 경계조건이 적용된 해석모델3.1.104.

그림 는 지지격자 지지부를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된3.1.105

경계조건이 도시된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에는 이 지지부에 까지 변, 3.1.106 1.2 mm

형되었을 때의 변형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을 살펴보면 중앙 연료봉에 변위를 가. 3.1.106

하게 되면 해당 셀뿐 아니라 그 주변의 연료봉들도 변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해석하는 셀 지

지부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

한 기 검증된 격자체 조건 하에서의 시험방법을 통해 얻은 최적화 형 지지격자의 격자체 조건H

하에서의 특성시험 결과와 본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림 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험결과3.1.107

를 잘 모사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봉이 노내에서 거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까지는 잘 일, 0.6 mm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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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봉 초기 간섭 해석결과3.1.105.

그림 변형된 형상3.1.106.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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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체 조건하에서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3.1.107.

이렇게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내부 판과 내부 판 사이 슬릿에서의 경계조

건은 서로 끼워지게 되기 때문에 접촉면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즉 내부 판의 슬릿이 있는 부분. ,

에서의 절점이 반대쪽에서 전개된 내부 판 면과의 접촉 을 정의해 줌(node to surface contact)

으로써 연료봉에 의해 판에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용접을 한 끝단에서는 변위가 구속되게 되나

이 에지들에서 변위는 반대쪽에서의 내부 판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는 변위가 발생하게 되어 있

다 그러나 이 해석모델에서는 이 슬릿에서의 변위가 구속되지 않고 마치 내부 판이 상대 쪽에서.

전개된 내부 판을 관통 한 것처럼 거동을 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제 지(penetration) .

지격자 내부의 강성이 실제보다 작게 모델링됨으로써 지지부에서의 거동해석 결과도 당연히 잘

못된 결과를 내고 있다 비록 위의 해석결과가 지지격자 경계조건 하에서의 특성시험 결과와 상.

당히 잘 일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델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이상 이를 수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모든 내부 판에 절점 대 면의 접촉조건을 정의해 줌으로써 실.

제 지지격자 구조물이 갖게 되는 강성을 제대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해석모델을 수정하였다 그 외.

판과 연료봉으로 모델링한 강체 실린더와의 접촉 및 초기 간섭 제거와(initial interference)

같은 해석기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종 해석모델을 확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실제 지지격자 조건 하에서의 특성시험을 셀 지지격자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16×16

나 지지격자가 가지는 경계조건을 그림 처럼 셀 부분 격자체로 모델링하여도 이를 충3.1.108 5×5

분히 모사할 수 있다는 가정과 해석시간의 단축을 위해 부분 격자체 모델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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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부 변위에 대한 구속조건은 전체 지지격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경계조건을 부분 격자체

에도 적용하여 줌으로써 이 해석모델이 전체 지지격자의 해석을 위한 모델과 등가가 되도록 하였

다 그림 및 그림 참조( 3.1.109 3.1.110 ).

그림 경계조건하 해석모델3.1.108. In-grid

그림 경계조건 적용된 모델3.1.109. In-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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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는 이 지지부에 까지 변형되었을 때의 변형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3.1.111 1.2 mm .

그림을 살펴보면 중앙 연료봉에 변위를 가하게 되면 해당 셀뿐 아니라 그 주변의 연료봉들도 변

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해석하는 셀 지지부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

용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 검증된 격자체 조건 하에서의 시험방법을 통해.

얻은 최적화 형 지지격자의 격자체 조건 하에서의 특성시험 결과와 본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림H

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험결과를 잘 모사하고 있다 특히 강체 면 연료봉 에 의해 격3.1.112 . ( )

자판이 변형함에도 서로 끼워지는 슬릿에서의 거동이 실제 거동과 아주 유사함을 보여준다 즉. ,

격자판에는 이 판들을 서로 끼우기 위해 슬릿이 가공되어 있으며 이는 내부 판재의 두께보다,

크게 하여 판과 판 사이에는 약간의 갭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 판끼리 서로 끼워0.1 mm .

지고 연료봉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갭이 허용하는 공간상의 변위는 발생하게 되나 그

보다 큰 변위는 내부판 간의 접촉에 의해 연동하여 변위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거동을 수.

정된 모델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연료봉에 의한 변위가 이. 0.6 mm

상이 되게 되면 쉘의 대 변형으로 인한 요소의 뒤틀림 을 정확히 못함으로 인해 약간의(torsion)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변위 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최대 오차가 로 비. 1.2 mm 9.5 %

교적 근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초기간섭 해석 후 해석모델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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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위 적용 후 해석모델3.1.111.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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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spring of the Opt.H grid

그림 접촉을 정의하여 해석한 경계조건 하에서 내부스프링의 특성해석 결과3.1.112. In-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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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복 충격하중에 따른 지지격자 충격해석.

지지격자의 해석모델은 지지격자 시편이 박판을 성형하고 이를 용접하여 제조하는 것이므

로 쉘요소를 사용하였다 물성은 실제 지르칼로이 판재를 인장 시험하여 얻은 탄 소성 물성을 적. -

용하였고 시험이 정해진 질량을 갖는 해머가 시편 상단에 충격하중을 가하고 이때의 충격특성,

을 얻는 시험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해석결과는 충격을 가하는 강체에 초기.

충격속도를 가하고 그 때의 충격가속도 및 충격력을 얻도록 입력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결과로.

임계 충격속도는 임계 충격력은 약 그리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 를 얻었1.2 m/sec, 18 kN, 8 m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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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적화 형 지지격자의 충격해석 결과3.1.11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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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지격자의 해석결과와 시험결과의 비교3.1.114.

지지격자의 해석모델은 지지격자 시편이 박판을 성형하고 이를 용접하여 제조하는 것이므

로 쉘 요소를 사용하였다 물성은 실제 지르칼로이 판재를 인장 시험하여 얻은 탄 소성 물성을. -

적용하였고 시험에서 의 질량을 갖는 해머가 시편 상단에 충격하중을 가하고 이때의 충격, 90 kg

특성을 얻는 시험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해석결과는 충격을 가하는 강체에 초.

기 충격속도를 가하고 그 때의 충격가속도 속도 및 변위를 얻도록 입력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 .

러한 외부 초기 충돌속도에 의해 구조물이 받게 되는 충격력은 지지격자의 변위를 구속한 하단의

모든 절점들에서 반력을 구하고 이 반력들의 합을 가해진 충돌속도에 따른 충격력으로 하였다.

고온 하에서 임계 충격속도는 임계 충격력은 약 그리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0.95 m/s, 16.5 kN,

를 얻었다 그림 및 그림 참조 이 결과는 앞서 기술한 진자식 충격시험 결8 ms ( 3.1.113 3.1.114 ).

과와 약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연료봉들이 각 셀에 삽입되어짐에 따라 초기 간7 % .

섭을 제거하는 해석을 하게 되면 각 셀들의 강성이 커지게 되나 해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강성이 실제 지지격자의 강성보다 작아져 작은 임계 충격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

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격자의 충격/ .

시험은 초기 정해진 충격각도로부터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지지격자의 좌굴하중이 이전 각도

에서 나타낸 값보다 작아지게 되면 구조물 내부에 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험을 종료하

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지지격자 시편에 여러 차례의 충격하중이 가해지게 되므로 이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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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잔류응력 상태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재 충돌을 가하는 해석에 대한 전

체 해석 흐름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실제 해석에서 로 충격해석을3.1.115 . ABAQUS/explicit

수행하면 구조물의 가속도 출력은 시간영역에서 계속 일정한 진폭(acceleration) (oscillation)

을 갖고 있게 된다 이것을 로 하게 되면 이러한 가속도 출력을 안정화. ABAQUS/ standard import

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지격자의 구속된 절점들에서의 반력의 합 즉 충(stabilization) . ,

격력이 이전 결과에서의 값보다 작아지게 되면 좌굴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초기속도를

재설정하여 재차 충격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충격력이 이전 단계보다 작아지.

게 되면 지지격자 내부에 좌굴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석을 종료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설정한 진.

자식 및 낙하식 충격시험의 과정들과도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FE Model Creation

BC Definition

Impact Analysis

using Explicit

Export for static

equilibrium
Buckle or not??

Static

equilibrium

using

standard

Analysis Completion

Analysis Starting

Yes

No

그림 반복 충격해석을 위한 흐름도3.1.115.

상온 하에서 초기 충격속도 로 해석을 수행하여 이를 고온으로의 변환계수를 적용0.95 m/s

해 구한 충격력 이력 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구속의 경계조건이(impact force history) 3.1.116 .

적용된 하단 모든 절점에서의 반력의 합으로 규정된 충격력은 시간영역에서 약 이후에는 상5 ms

기한 바와 같이 계속 진동 하고 있다 또한 상부에 위치한 강체 충격해머 의 변위(oscill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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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살펴보면 약 까지 지지격자에 변형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후에는 다시 원래 방향으로8 ms

의 복원거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반복충격 해석을 위해서는 까지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10 ms

에서 이 잔류응력 상태를 초기상태로 하여 반복 충격을 가하는 해석을 수행하도ABAQUS/standard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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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의 충격력 거동이력3.1.116. H 16×16

상온 하에서 초기 충격속도 로 첫 번째 해석을 수행한 충격력 이력과 이때의 잔류0.12m/s

응력을 그대로 받아들인 초기조건 상태에서 두 번째 충격속도인 로 충격을 가해 구한 충0.16m/s

격력 이력 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충격속도(impact force history) 3.1.117 . 0.12

로부터 최대 까지 속도를 증가하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에는 첫 번째 해석0.56 m/s . 3.1.118

을 통해 구조물의 내부에 잔류하게 되는 잔류응력을 도시하였다 지지격자가 충격하중을 받게.

되면 비록 구조물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물 내부에 잔류하게 되는 잔류응력은

구조물의 동적 충격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단일 충

격해석 과정을 통해 구한 충격력 선도 그림 참조 와 반복 충격해석 과정을 통해 구한 결( 3.1.119 )

과 그리고 진자식 충격시험을 통해 얻어진 충격특성 곡선의 비교를 통해 반복 충격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비록 지지격자 구조물의 충격이력이 진자식 충격시험 결과와 그 절대치에서.

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단일충격을 통해 구한 임계 충격력 선도에서처럼 충격속도를 증가함

에도 그 충격력이 증가하지는 않고 임계 충격속도 이후에는 그 충격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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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충격시험을 통해 구한 임계 충격력에서는 해석모델의 수.

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충격력 이력(a)

두 번째 충격력 이력(b)

그림 반복충격해석 과정을 통해 구한 충격력이력 선도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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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첫 번째 충격 후 잔류응력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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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일 충격 반복 충격 및 시험을 통해 구한 임계 충격력선도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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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위 연료봉 및 격자체에 대한 진동해석모델 개발 검증. /

접촉해석과 진동해석이 연계된 봉의 유한요소모델 보완(1) [3.1.11]

새롭게 개발된 지지격자 최종 후보모형의 스프링과 딤플은 넓은 면적에서 연료봉과 접촉되

고 낮은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이 점접촉을 한다고 가정한 종래의 연료봉 진동 모델로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다 점접촉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면접촉을 하는 경우보다 계의 강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

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낮은 고유진동수로 예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넓은 접촉면적 혹은. (

긴 접촉길이 으로 지지하는 경우 접촉지점에서 모우먼트 반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횡방향)

반력만을 고려하는 종래의 모델보다 강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완된 모델은 두 단계의 유한요소.

해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그림 과 같이 단계에서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의 접. , 3.1.120 1

촉해석을 우선 수행하고 이 결과를 다음의 진동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설정한 후 단계에서 원하, 2

는 진동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해석을 위한 차원모델은 에서 만들었으며 실제 해석은. 3 IDEAS

로 수행하였다 개의 지지격자로 지지된 모의 경수로 연료봉의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ABAQUS . 8

비교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3.1.19 .

그림 접촉해석이 연계된 진동해석 모델3.1.120.



- 156 -

모드 시험결과 기존 모델 차이(%) 보완 모델 차이(%)

1

2

3

4

5

43.4

55.9

58.2

59.9

62.1

28.8

32.9

36.3

41.6

47.9

33.6

41.2

37.6

30.1

22.8

43.6

55.5

57.2

59.2

62.3

-0.6

0.79

1.58

0.38

-0.38

표 연료봉 진동시험 결과와 해석결과 비교3.1.19.

부분 격자체 진동해석 모델 개발 검증(2) 5x5 / [3.1.12]

부분격자체의 유한요소모델을 만들고 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부분 격자체의 진동해석5x5 .

은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을 위한 보조연구로 수행되었지만 격자판 자체의 진동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차원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로 만들어졌으며 해석. 3 IDEAS

은 로 수행되었다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는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최적화 형 및 새이중ABAQUS . . H

판 지지격자체의 해석 및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3.1.20 3.1.121, 3.1.122 .

B.C

Mode

고유진동수(Hz)

셀 고정2 셀 고정3 자유경계조건

시험 수치해석 시험 수치해석 시험 수치해석

1

2

3

4

5

136.4

524.4

739.9

1036.8

1250.7

115.8

434.9

782.4

855.2

993.0

137.4

526.4

780.8

1044.0

1256.4

116.0

435.7

784.5

856.6

993.2

275.9

547.9

693.6

900.1

1136.8

239.3

531.4

550.3

853.0

1039.6

표 새이중판 지지격자체의 진동시험 및 해석 결과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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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적화 형 지지격자체의 유한요소 모델3.1.121. H 5x5

그림 이중판 지지격자체의 유한요소 모델3.1.122. 5x5

표 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은 최적화 형 지지격자체에 대한 경계조건에 따른3.1.21 H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고 그림 과 는 각각 하단부 점이 고정된 경우와 자유 경, 3.1.123 3.1.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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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건에서의 유한요소 모드형상을 나타내었다 하단부 점이 고정된 경우에 기본진동수는. 2

를 보였고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차인 차 모드에서는 외부 스트립의 굽힘모드124.45 Hz , 1,2

가 발생하였다 또한 차 굽힘모드는 번째 모드인 에서 나타나고 시험과는 달리. 3 10 1036.7 Hz ,

차 모드까지는 내부 스트립의 굽힘모드가 나타났다 이들 내부 스트립의 거동이 처음 나타나3-9 .

는 진동수는 번째 모드인 로서 수직방향의 차 굽힘모드를 보였다 이렇게 내부 스트3 917.36 Hz 1 .

립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굽힘모드가 나타난후에 번째 모드에서 굽힘모드가 나타난 것이다10 .

하단부 점을 고정한 경우 해석에서의 고유진동수는 점을 고정하는 경우와 동일함을 표3 , 2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드형상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다 하단부를 점3.1.13 , . 2

고정하는 경우와 점을 고정하는 경우에 큰 차이가없는 것은 경계조건을 적용할 때 하단부의 높3

이방향 변위를 구속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Y) .

표 3.1.21. Natural frequencies of Optimized H type spacer grid

B.C.

Mode

Natural Frequencies (Hz)

2-Fix 3-Fix Mode Free Mode

1

2

3

4

5

6

7

8

9

10

11

124.45

494.32

917.36

923.24

923.98

924.36

926.84

927.72

927.87

1036.7

1062.6

124.46

494.33

917.38

923.24

923.98

924.37

926.85

927.77

927.90

1036.7

1062.6

X-dir. 1
st
B*

X-dir. 2
nd
B

Inner Strip Ver. B

"

"

"

Inner Strip Hor. B

"

"

X-dir. 3
rd
B

Inner Strip Ver. B

249.75

372.43

581.54

581.61

922.29

923.23

923.37

923.80

924.05

924.08

969.98

XY-dir. 1
st
T**

XYZ-dir. 1
st
T

XY-dir. 1
st
B

XY-dir. 1
st
B

Inner Strip B

"

"

"

"

"

XY-dir. 2
nd
B

-

--- : This mode is the same one as the experimental result

B* : Bending mode

T** : Twisting mode

하단부를 고정한 외팔형태의 경계조건과는 달리 자유상태에서의 지지격자체의 거동에는 많

은 차이가 있음을 표 과 그림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유 조건에서 최적화 형3.1.21 3.1.125 . H

지지격자체의 기본진동수는 로 외팔형의 조건에 비해 약 배 정도 증가함을 보였다 기249.75 Hz 2 .

본진동수에서는 방향의 차 비틀림 모드가 나타났으며 차 모드에서 방향의 비틀림X, Y 1 , 2 X,Y,Z

모드가 나타나고 차와 차인 약 에서 첫번째 굽힘모드를 보였다 다음에 차 모드는, 3 4 581 Hz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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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스트립의 거동을 보였는데 이들의 주파수 범위는 하단부를 고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920 Hz

대역에서 거동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나타난 차 굽힘 모드는 번째 주파수인. 2 11

에서 나타났고 내부 스트립의 모드를 제외한 이들 비틀림과 굽힘 모드들은 시험결과969.98 Hz ,

와 잘 일치하였다.

1st mode (124.45 Hz) 2nd mode (494.32 Hz)

3rd mode (917.36 Hz) 4th mode (923.24 Hz)

5th mode (923.98 Hz) 6th mode (924.36 Hz)

그림 3.1.123 FEA mode shapes of OHT SG for 2-Fix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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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mode (926.84 Hz) 8th mode (927.72 Hz)

9th mode (927.87 Hz) 10th mode (1036.7 Hz)

그림 3.1.124. FEA mode shapes of OHT SG for 2-Fix boundary condi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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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ode (249.75 Hz) 2nd mode (372.43 Hz)

3rd mode (581.54 Hz) 4th mode (581.61 Hz)

5th mode (922.29 Hz) 6th mode (923.23 Hz)

그림 3.1.125. FEA mode shapes of OHT SG for free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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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mode (923.37 Hz) 8th mode (923.80 Hz)

9th mode (924.05 Hz) 10th mode (924.08 Hz)

11th mode (969.98 Hz)

그림 3.1.126. FEA mode shapes of OHT SG for free boundary condi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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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와 그림 는 각각 하단부 점 점 자유 경계조건에서의 이중판3.1.22 3.1.127-129 2 , 3 , 5x5

지지격자체의 유한요소해석 모드형상을 나타내었다 하단부 점이 고정된 경우에 기본진동수는. 2

를 보여 최적화 형에 비해 약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같은 차 차의115.77 Hz H 10 Hz . 2 , 3

굽힘모드를 비교해 보아도 새이중판 격자체의고유진동수가 낮은 진동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최적화 형 지지격자체의 외부 스트립 두께가 인데 반해 새이중판은H 0.664 mm , 0.457

로 약간 얇기 때문에 이들 강성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적화 형 격자mm . H

체에서는 내부 스트립의 모드가 차 진동수에서 나타났으나 새이중판에서는 내부 스트립의3-9 ,

거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부 스트립이 의 판이 두개 겹쳐진 형상으로 이웃한 스, 0.38 mm

트립과 군데에서 용접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판을 갖는 최적화 형 격자체에 비해 내부 스트립부5 H

의 강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은 모드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 두 모드는. 3.1.127 ,

방향 굽힘모드이고 차 모드는 방향의 차 굽힘 모드를 보이고 있인다 이 모드는 최적화X , 3 Y 1 . H

형 격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드인데 상대적으로 방향의 강성이 최적화 형에 비해 약하, Y H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네번째 고유진동수는 방향 차 굽힘모드를 보였고 차는 최적화. X 3 , 5 H

형 격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비틀림 모드가 나타났으며 차 모드는 방향의 차 굽힘모드, 6 Z 1

를 보였다 최적화 형 격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단부 점을 고정하는 경우 고유진동수는. H 3 1-5

정도로 약간 증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드형상은 점을 고정하는 경우와 동일함을 그림Hz , 2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유 경계조건에서의 결과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자유3.1.128 . 3.1.129 .

조건에서 기본진동수는 로 방향의 비틀림 모드를 보였다 모드는 최적화 형 격자체239.31 Hz XZ . H

와 같은 모드이나 고유진동수는 약 낮은 결과를 보여 하단부를 고정하는 경우에 보였던10 Hz ,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차와 차 모드는 와 방향의 굽힘모드가 나타난 후 최적화 형. 2 3 Z X , H

격자체의 경우 차 모드에서 나타났던 방향의 비틀림 모드가 차 모드에서 나타났다 또한 내2 XYZ 4 .

부 스트립만의 굽힘모드가 나타나지 않고 전체 격자체의 방향 차 굽힘모드가 차와 차 모드, XZ 2 5 6

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인 모드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단부를 고정하는 경우 차, 1,2

모드는 외팔형의 보나 판이 거동하는 것과 같은굽힘모드를 보였고 고차모드에서는 방향별 비틀,

림이나 굽힘 모드가 강성의 차이에 따라 순서가 바뀌며 나타났다 또한 최적화 형 격자체의 경. H

우 내부 스트립의 굽힘모드가 차 모드에서 나타났는데 이때 외부 스트립은 전혀 움직이지 않3-9 ,

는 내부 스트립만의 국부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유 경계조건에서도 나타났다, .

이러한 국부적인 모드가 나타나는 것은 외부 스트립과 내부 스트립의 두께차(0.664-0.457=0.207

로 인한 강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실제로 내 외부 스트립의 두께차가 작아 강mm) , ,

성이 비슷하리라 평가 되는 새이중판에서는 국부적인 모드들이 나타나지(0.457-0.38=0.077 mm)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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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Natural frequencies of New Doublet spacer grid

B.C.

Mode

Natural Frequencies (Hz)

2-Fix 3-Fix Mode Free Mode

1

2

3

4

5

6

115.77

434.90

782.40

855.18

992.99

1210.5

116.00

435.73

784.47

856.58

993.24

1214.0

X-dir. 1
st
B*

X-dir. 2
nd
B

Y-dir. 1
st
B

X-dir. 3
rd
B

XYZ-dir. 1
st
T**

Z-dir. 1
st
B

239.31

531.37

550.26

853.03

1039.6

1337.0

XZ-dir. 1
st
T

Z-dir. 1
st
B

X-dir. 1
st
B

XYZ-dir. 1
st
T

XZ-dir. 2
nd
B

XZ-dir. 2
nd
B

B* : Bending mode

T** : Twisting mode

1st mode (115.77 Hz) 2nd mode (434.90 Hz)

3rd mode (782.40 Hz) 4th mode (855.18 Hz)



- 165 -

5th mode (992.99 Hz) 6th mode (1210.5 Hz)

그림 3.1.127. FEA mode shapes of ND SG for 2-Fix boundary condition

1st mode (116.00 Hz) 2nd mode (435.73 Hz)

3rd mode (784.47 Hz) 4th mode (856.58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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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mode (993.24 Hz) 6th mode (1214.0 Hz)

그림 3.1.128. FEA mode shapes of ND SG for 3-Fix boundary condition

1st mode (239.31 Hz) 2nd mode (531.37 Hz)

3rd mode (550.26 Hz) 4th mode (853.0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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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mode (1039.6 Hz) 6th mode ( 1337.0Hz)

그림 3.1.129. FEA mode shapes of ND SG for free boundary condition

라 부분집합체 진동특성 해석.

부분 핵연료 집합체 진동해석 모델 개발(1) 5x5 [3.1.13]

기존에 개발되었던 형 부분집합체의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에 사5x5 / .

용하던 모델은 지지격자체를 보 요소 로 모델링 하였고 안내관 슬리브가 없었다(Beam Element) .

개선된 모델은 지지격자를 쉘 요소 로 상세하게 모델링하였고 실제와 같이 각 지(Shell Element)

지격자체에 안내관 슬리브를 부착하였다 요소 수에 있어서도 기존의 모델은 여 요소를. 10,000

사용한 반면 개선된 모델은 여 요소를 사용하였다 특히 해석 및 시험 결과를 다음의 표53,000 .

에 요약하였고 그 중에서 부분집합체의 보 진동모드인 차 차 모드를 그림 에 도3.1.23 1 ~3 3.1.130

시하였다.

모드 기존 유한요소모델(Hz) 개선된 유한요소모델(Hz) 시험 결과(Hz)

1

2

2.6

4.2

4.3

4.3
6.4

3

4

8.8

10.3

10.4

10.4
15.2

5

6

18.7

19.3

19.2

19.2
24.0

표 형 부분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해석 및 시험결과 비교3.1.23. 5x5



- 168 -

차 진동모드형상(a) 1

차 진동모드형상(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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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동모드형상(c) 3

그림 부분 핵연료집합체의 진동모드3.1.130. 5 5☓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 모델 보완(2)

부분연료집합체의 진동 모델을 보완하고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H

였다 보완된 진동모델에 있는 안내관 슬리브는 유한요소모델의 구성 편의를 위하여 그림.

에 도시된 것과 같이 사각형으로 단순화되었다 유한요소 모델은 의 로3.1.131 . 3-D IDEAS Modeler

만들어지고 요소 분할되었지만 실제 해석은 범용해석 코드로 널리 사용되는 를 이용하였, ABAQUS

다 모의 연료봉은 파이프 요소로 모델링하였는데 한 개의 봉당 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모. 3-D 547

의연료봉 개는 총 개의 요소로 분할하였다 개의 안내관도 동일한 파이프 요소를23 12,581 . 2 3-D

사용하여 한 개의 안내관 당 개의 요소로 분할하였다 지지격자체는 안내관 슬리브를 포함, 559 .

하여 개 당 개의 쉘 요소를 사용하여 개의 지지격자체는 총 개의 요소로 분할하였1 6,780 5 33,900

다 또한 지지격자체 셀에 있는 스프링은 스프링 요소로 만들었고 개의 지지격자체에 있는. , 2-D 5

스프링은 총 개의 스프링 요소로 모사되었다 해석으로 얻어진 일차 모드형상을 도시하면2,300 .

다음의 그림 과 같다3.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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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분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모델3.1.131.

가 차 모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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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 모드( ) 2

그림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의 보 차 모드3.1.132. H 1

부분연료집합체의 차 모드는 방향을 달리하여 두 개가 얻어졌고 이 때 고유진동수는1 ,

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두 개의 모드는 전형적인 보의 차모드로서 정현파5.108 Hz . 1

의 반파가 나타났다.

차 모드형상은 그림 과 같다 차 모드와 동일하게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보2 3.1.133 . 1 2

차 모드가 얻어졌다 그림 과 같이 전형적인 보의 차 모드는 길이방향으로 완전한 정현. 3.1.133 2

완파가 나타난다 이 때 고유진동수는 로 계산되었다. 11.51 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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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 모드( ) 3

나 차 모드( ) 4

그림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의 보 차 모드3.1.133. H 2



- 173 -

가 차 모드( ) 5

나 차 모드( ) 6

그림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의 보 차 모드3.1.134. 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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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는 그림 와 같다 앞선 두 경우와 동일하게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모드3 3.1.134 .

가 쌍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고유진동수는 이었다, 20.14 Hz .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으로 얻은 결과와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된 해석. 3-D

모델은 집합체의 보 진동해석 결과 외에 시험으로 밝히기 어려운 집합체의 비틀림 진동모드는 물

론이고 봉 자체의 진동모드도 한꺼번에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음의 그림 는 금번. 3.1.135

의 해석모델로 얻은 봉의 진동모드 중 차 모드를 도시 한 것이다1 .

그림 형 부분연료집합체의 연료봉 차 모드3.1.135. H 1

부분구조법을 이용한 형 부분집합체 진동해석(3) 5x5

상용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인 를 이용하여 기존의 부분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 해석ANSYS

및 민감도 분석용으로 개발된 부분구조 합성법을 이용한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진동해석모델 을‘ ’

수정 보완하였다 개선된 유한요소 모델은 그림 에서와 같이 개의 연료봉 및 개의 안/ . 3.1.136 23 2

내관을 각각 개 및 개의 차원 보요소 를 사용하여 단순화 모델링하였다 지지격자는 전3 2 2 BEAM3 .

체 진동 특성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간단한 를 사용하여 단순화BEAM3

하였다 그러나 지지격자의 딤플과 스프링이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조건은 매우 영향이 클 것이.

므로 비선형 간극 스프링 요소 및 마찰요소 등으로 비교적 상세히 모델링 하여 실제 거동에 근접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도 하였고 그 결과를 이전에 수행되었던 같은 설계사양의 부분핵연,

료집합체의 진동시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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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분구조 합성법에 의한 부분핵연료 집합체 단순화 해석모델3.1.136.

상하단 지지격자 지지부( )

표 는 새롭게 개발된 진동해석모델에 대해 의 고유진동해석 모듈을 사용하여3.1.24 ANSYS

모드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기존 해석 및 시험 결과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개선된 유한요소 진.

동해석 모델의 결과는 기존의 모델보다 시험결과에 근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3.1.15].

핵연료봉을 포함한 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모델은 향후 보다 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고

상세한 모델 개선 작업을 통하여 수중 가동조건하에서의 진동특성 파악 및 지진 및 냉각재상실,

사고 해석용 모델 작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해석결과 진동모드형.

상을 도시하고 있다.

표 핵연료집합체 고유진동수 비교 시험 및 해석3.1.24. -

모드
고유진동수(Hz)

오 차

[(1)/(3)-1] %

오차

[(2)/(3)-1] %개발된 모델(1) 기존모델(2) 진동시험(3) 솔리드 모델

1 6.0 5.9 6.3 5.1 -4.8 % -6.3 %

2 14.1 14.0 15.0 11.5 -6.0 % -6.7 %

3 24.4 24.3 24.5 20.1 -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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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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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3.1.137. Vibration mode shape of the assembly (a, b, c) and the 1/3 cluster of fuel

rod (d, e, f)

부분구조법을 이용한 상용핵연료 크기로의 모델 확장(4)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다점 지지된 단위 연료봉의 진동해석 모델은 연료봉과 스프링　 　 　 　 　 　 　 　
을 각각 단순보와 선형스프링으로 가정하여 그 진동특성을 용이하게 모사할 수 있으나 근,　 　 　 　 　 　
본적으로 핵연료봉이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의 접촉력에 의해 지지됨에 따라 이로 인한 비　 　 　 　 　
선형성의 개입으로 해석과 시험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한편 부분 핵연료 집. ,

합체 다점 지지 핵연료봉 포함 의 해석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기하학적인 세부 특성 치수포( ) (

함 과 개별 연료봉의 지지조건 등을 세부 유한요소 망과 접촉모델 등으로 모델링 집합체모델의) (

차원 세부 모델링 하는 경우 시험 값과의 차이를 다소 줄일 수 있겠으나 유한요소 수가 증가하3 ) ,

여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델링 방식은 대상모델을 상용핵연료 수.

준의 크기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모델 단순화시키면서 근본,

적인 동적특성을 잘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특성 해석에 있.

어서의 부분구조법은 전체 시스템을 등가의 동적성질 질량과 강성 을 갖는 몇 개의 하위그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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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할하고 분할된 그룹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여 복잡한 모델을 중요한 동적성질만 갖는,

간단한 모델로 단순화시키는 기법의 일종이다 당해 연도에는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진mapping .

동해석을 통하여 확인 검증된 부분구조 모델링 기법을 상용핵연료 수준으로 확장 적용하고 그/ /

해석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표 와 그림 에 제시하였다 단순화 모델링과 유3.1.25 3.1.138 .

한요소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석결과는 시험 값에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표 집합체의 부분구조 유한요소 모델 해석결과와 시험결과 비교3.1.25. 16x16

모드 해석결과 시험결과 차이(%)

1
2
3
4
5

2.1260
5.0968
9.2714
14.702
21.277

2.41
4.22
9.08
11.80
19.75

11.8
20.8
2.1
24.6
7.7

차 모드(a) 1 (2.1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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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b) 2 (5.10 Hz)

차 모드(c) 3 (9.27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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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d) 4 (14.70 Hz)

차 모드(e) 5 (21.27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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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드(f) 6 (28.66 Hz)

그림 집합체의 부분구조 유한요소 해석결과 진동모드형상3.1.138. 16x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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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고유 유동혼합기 개발2

노외 성능시험1.

가 시편 설계 및 제작.

유동혼합기는 핵연료의 열적성능을 추가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간 지지격자의 사이에 부착

하는 장치로서 최적화된 중간 지지격자의 유동혼합날개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동혼합기의 날개형상은 최적화 형 지지격자에 부착된 날개 형 와 동일하며 연료봉을H (Hybrid )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갖도록 설계하였다 상세시험용 유동혼합기 시편은 최적화 형. H

지지격자의 설계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도면 종 시방서 종 생산( 4 , 1 ).

이를 토대로 셀 유동혼합기를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제조성 및 기계적 열수력적 성능5×5 , /

확인시험을 통해 최종 형상의 유동 혼합기 설계를 확정하였다 유동혼합기의 그 위치는 반응도.

영역 내 중간 지지격자들 사이이다 그러나 이 유동혼합기들로 인한 압력손실 증가를 최소화하.

기 위해 일반적으로 임계 열유속이 발생할 수 있는 봉 다발의 상반부에만 설치하고 있다 또한.

이 유동혼합기는 기계 구조적 성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본형 격자에 비해 격자 높이는 약 절/

반 이하로 낮으며 내부 격자판은 스프링 대신 딤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격자판은 스프링,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스프링 및 딤플들은 진동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해 면.

접촉 개념이 적용되었다 유동혼합 성능을 위해서는 최적화 형 지지격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 H

한 유동 혼합날개를 사용하였다 셀 유동혼합기 제조로의 확장은 성능시험용 시편을 제조. 16×16

하여 성능확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 유동혼합기의 평면 개략을 나타내고 있으며. 3.2.1 ,

그림 는 셀 상세 내부 격자판을 그리고 그림 는 상세 외부 격자판을 나3.2.2(a) 16×16 , 3.2.2(b)

타내고 있다 이 유동혼합기는 유동혼합만을 위한 격자이며 구조적 기능은 하지 않게 되므로 연. ,

료봉과 내부 및 외부 격자판의 지지부들과는 초기 변형이 없이 접촉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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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셀 유동혼합기 개략도3.2.1. 16×16

내부격자판 상세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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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격자판 상세도(b)

그림 셀 유동혼합기 상세 설계도3.2.2. 16×16

이와 같은 최종설계를 통해 도출된 유동혼합기를 중간 지지격자 제조에 적용된 레이저 용

접을 통해 최종 셀 유동혼합기를 제조하였고 이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16×16 , 3.2.3 .

그림 레이저 용접된 셀 유동혼합기3.2.3. 16×16

나 셀 유동혼합기 진자식 충격시험. 16×16

그림 는 유동혼합기의 진자식 충격시험을 통해 얻은 충격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동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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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의 경우 상온에서 시험한 결과는 이었다 연료봉을 삽입한 경우 임계 충격력(IFM) 9.33 kN .

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므로 이는 약 을 나타내게 되2 18.66 kN

며 이것을 운전온도로 변환하게 되면 약 의 임계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06 kN . 3.2.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동혼합기의 좌굴모드는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은 채 시험을 수행하여 좌굴

모드가 판재의 기본 좌굴모드로 좌굴이 발생하였다 유동혼합기에 연료봉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유동혼합기는 냉각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판에 스프링이 성형되지 않아 초기 연료봉

을 삽입함에 따라 변형이 되는 중간 지지격자와는 달리 연료봉과 단순 접촉만을 하고 있어 연료

봉을 삽입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이다.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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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x16 IFM grid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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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자식 충격시험 장치에 의한 유동혼합기의 충격특성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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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셀 유동혼합기의 좌굴모드3.2.5. 16×16

표 은 유동혼합기 시험시편 총 개에 대하여 봉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진3.2.1 5

자식 충격시험결과를 나타낸다.

표 유동혼합기 충격시험결과3.2.1.

Buckling load (kN)

1 9.01

2 9.15

3 9.36

4 9.1

5 10.01

Average 9.33

다 유동혼합기 임계열유속 시험.

실험 내용(1)

본 시험의 목적은 다양한 지지격자에 대한 임계열유속 증진 효과를 시험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기본 지지격자 사이에 놓이는 복합날개 중간 지지격자 의 영향(Intermediate Flow Mixer)

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복합날개와 분리날개에 있어 지지격자의 간격이 바뀌면 임계열.



- 187 -

유속 증가량의 상대적 크기가 서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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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 루프3.2.6. R-134a

실험은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프레온 냉매 임계열유속 실험장치 그림 를( 3.2.6)

이용해 봉다발에 대해 수행되었다 시험조건은 압력 유량 및 입구 미포화도 관점에서 다음2x3 . ,

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Pin= 1500 ~ 2500 kPa (9000 ~ 15000 kPa)

- G = 800 ~ 1400 kg/m2s (1100 ~ 2000 kg/m2s)

- hin= 40~ 80 kJ/kg (420 ~ 850 kJ/kg)△
옆의 괄호는 물 데이터로 환산했을 때의 값이다 실험장치의 용량 한계로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까지는 실험할 수 없었으나 중간 지지격자의 영향을 평가할 수는 있다.

실험부 설계(2)

실험부는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전에 개발되었던 핵연료의 봉 크기 및 봉 간 간격 등을 기

준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최근 한국원자력 연료 주 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 ( )

핵연료의 치수 및 형상을 기준으로 실험에 적합한 형태의 시험부를 제작하였다 현재 실PLUS-7 .

험루프의 용량을 고려하여 형태의 봉다발로 결정하였다 지지격자의 간격 영향을 보기 위해2x3 .

두 가지 간격 즉 및 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제 연료의 지지격자 간격은, 150 mm 300 mm . PLUS-7

이므로 지지격자 간격 관점에서는 본 실험조건이 실제조건 보다 짧으나 넓은 지지격자 간400 mm

격인 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실험에서 별도로 수행되었으므로 실제 간격 조건에 대한 결과500 mm

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은 유로 단면의 치수를 보여준다 각 봉의 지름은 봉 간의 간격은3.2.7 . 9.5 mm, 3.15



- 188 -

봉 벽면과의 간격은 가 된다 이 때 유로 면적은mm, 1.575 mm . , 534.85 mm2 이며 수력적 등가 직,

경은 가 된다 또한 그림 은 축 방향 치수를 보여준다 총 가열 길이는 이며 시험7 mm . 3 . 1,125 mm

용 지지격자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가열 끝 부분에서 떨어져 있으나 이는 가변적일 수 있200 mm

도록 설계되었다.

9.5mm

3.15mm

38.55mm

그림 유로 단면3.2.7.

그림 은 시험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편은 실제 경수로용 핵연료를3.2.8 .

모사하기 위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제작 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요구된다.

1125mm

200mm

600mm

SUS 304

Copper

Spacer Grid

bakelite

A

B

Flow in

Flow out

그림 시험편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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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최대 압력 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0 bar) .

봉 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봉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열봉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부분에 흐르지 않아야 한다- .

이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열봉이다 그림 는 가열봉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3.2.9

있다 가열봉 상하단의 전극에 연결되는 부분은 재질이 구리이며 가운데의 가열 부분의 재질은. ,

이다 이들은 용접을 통하여 연결된다 가열봉의 내부에는 봉의 표면 온도를Stainless-steel . EB .

측정하기 위해서 열전대가 삽입되어 있다 열전대는 가열봉 끝부분에서 아래의. 10 mm

벽면에 용접된다 열전대는 이 사용되었다Stainless-steel . K-Type .

5mm

TC ( K-Type)

그림 가열봉 구조3.2.9.

실험결과(3)

중간 유동 혼합 지지격자는 복합날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존의 핵연료 지지격자 간격 사이

에 놓여 있다 즉 혼합날개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임계열유속 증가량도 증가하게 된. ,

다 혼합날개 거리의 영향에 관한 실험은 위에서 언급한 중간 유동 혼합 지지격자의 삽입에 따른.

임계열유속 증진 정도와 관련된 실험이다.

지지격자 종류로는 단순 지지격자 복합날개 지지격자 그리고 지지격자에 대한 열유, PLUS-7

속 시험결과가 그림 과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은 질량유속 증가에 따3.2.10 3.2.11 .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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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임계열유속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은 압력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을 비교한 결과. 3.2.11

이다 전반적으로 유속이 낮은 조건이므로 분리날개와 복합날개 간의 임계열유속 성능이 크지.

않으나 유량이 증가할 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원자로 운전조거까지 범위.

가 넓어지면 그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부수로 내부의 기공분포.

변화 즉 회전류 등에 의한 액적의 벽면 이동 또는 기포의 부수로 중심으로의 이동 등인데 이러,

한 유동특성이 복합날개 지지격자에서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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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혼합날개 형상의 영향 질량유속3.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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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혼합날개 형상의 영향 압력3.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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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지격자의 간격의 영향을 보기 위해 외에 에 대해 복합날개 지지격자를150 mm 300 mm

사용한 봉다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수행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3.2.12 .

따르면 혼합날개의 위치가 임계열유속 발생 지점보다 먼 경우 에 임계열유속 증진이 줄(300 mm)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때 증진 정도는 유동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압 물 인 경우가 고압인 경우에 비하여 혼합날개가 가까워. (15 bar; 90 bar)

질수록 임계열유속 증가량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액막 증발 형태의 임계열유속이 발. ,

생하는 저유량의 영역(300 ~ 500 kg/m2 에서는 유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계열유속 증가량을 유s)

지하지만 핵비등 이탈 형태의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고유량 영역(800 ~ 1400 kg/m2 에서는 유s)

량이 커질수록 임계열유속 증가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고유량 영역에서는 압력이 상대적. ,

으로 높은 경우에도 임계열유속 증가량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비하여 유사한 증가량

을 보이는 것을 확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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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날개 지지격자 거리의 영향3.2.12.

그림 은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임계열유속 증가량은3.2.13 .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임계열유속 증진율 
    

앞서 언급했듯이 임계열유속 증가량의 분자항은 압력이 낮아질수록 유량이 높아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압력이 낮아지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분모항 역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임계열유속 증가량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림 에서 보면 복합날개 및 분리. 3.2.13

날개의 임계열유속 증가량은 고유량 고압 조건으로 갈수록 복합날개 지지격자의 성능이 분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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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지격자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 절에서 지지격자 간격이 인 경우에 이어 지. 500 mm

지격자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도 일관되게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분리날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수력 관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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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b) 25 bar

그림 혼합날개의 임계열유속 증가량3.2.13.

결 론(4)

중간 유동 혼합 지지격자의 영향을 보기위해 지지격자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대한 임계열유

속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복합날개와 분리날개는 낮은 유량조건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임계열유속 증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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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나 높은 압력 그리고 높은 유량 조건에서는 복합형 혼합날개가 우수한 임계열유속 성능,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지격자 간격 변화에 따른 복합날개 지지격자와 분리날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 성능-

비교결과를 볼 때 지지격자 간격과 무관하게 복합날개 지지격자가 분리날개 지지격자에 대해,

성능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동혼합기 유동 특성 해석2.

가 복합날개 형상 특징.

가압경수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다발은 정방형의 봉 다발로 연료봉과 지지격자(grid spacer)

및 상하단 고정체로 구성된다 그림 원자로의 냉각수는 인접한 연료봉들 사이에 형성된( 3.2.14).

다수의 부수로 를 따라 흐른다 지지격자는 연료봉의 지지 뿐만이 아니라 핵연료다(subchannel) .

발내의 유동분포를 변화시켜 핵연료다발의 임계열유속 과 압력강하 등의 열(critical heat flux)

수력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래에는 유동혼합 날개를 지지격자에 부착하여 냉각수 혼.

합을 향상시킴으로써 핵연료다발의 임계열유속을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냉각수 혼합은 부수로 내부의 선회유동 과 부수로 사이의 횡류(swirl)

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ss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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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od 

그림 가압경수로 핵연료다발과 지지격자3.2.14.

유동혼합 날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날개의 형상과 위치 및 구부림 각도 등을

최적화해야 한다 그러나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핵연료다발의 유동특성.

선회유동과 횡류 등 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산유체역학( )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을 이용하여 유동혼합 날개 각각의 형상에 따른 핵연료다발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고 검증실

험을 위한 최적의 유동혼합 날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은 유동혼합 날개가 부착된 핵연료다발내의 차원 난류유동을 실험 및Karoutas [3.2.1] 3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코드인 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CFD CFDS-FLOW3D

비교함으로써 핵연료다발의 부품개발을 위한 코드의 유용성을 보였다 등 은CFD . Imaizumi [3.2.2]

가압경수로 핵연료다발의 차원 유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등3 CFD . In

는 분석을 통해 유동혼합 날개의 냉각수 유동혼합 특성을 잘 나타냈고 유동[3.2.3, 3.2.4] CFD

혼합 날개의 개발을 위한 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와 도 유동혼합CFD . Ikeda Hoshi[3.2.5]

날개의 최적 후보모형 선정을 위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CFD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핵연료다발의 열수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합 유동혼합 날개

가 있는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새로운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의 개발을(hybrid vane) [3.2.6].

위해서는 임계열유속 성능에 대한 시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계열유속 시험은 많은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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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험에 앞서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법을 이용하여 핵연료다발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여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구부림 각도와CFD

크기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핵연료다발 지지격자 및 부수로 유동혼합의3.2.15.

개략도

복합 유동혼합 날개는 그림 와 같이 지지격자의 각 교차점에 개의 전향날개로 구성3.2.15 4

된다 개씩 동일한 형상의 두 쌍의 주 혼합날개 와 부 혼합날개. 2 (primary vane) (secondary vane)

로 이루어져 있다 사다리 모양의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의 양쪽 경사면을 중심으로 전향날개가.

동일한 방향으로 부수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단면적이 넓은 날개가 주 혼합날개이며 상대.

적으로 크기가 작은 날개는 부 혼합날개이다 주 혼합날개는 경사지게 구부러져 부수로 내부의.

선회유동과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며 부 혼합날개는 주 혼합

날개에 의한 유동혼합을 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형상이다.

주 혼합날개 지지대의 폭은 보다 강력한 혼합유동을 유도하고 안정된 전향날개의 지지를 위

해 연료봉의 간격과 동일하며 지지대의 높이와 전향날개의 길이는 지지격자의 하류 먼 곳까지 유

동혼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였다 지지격자의 조립시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혼합날개.

의 최대 구부림 각도를 정하였다 부 혼합날개는 보조적인 유동혼합의 증진장치이므로 주 혼합.

날개보다 다소 작게 설계하였고 날개의 구부림 각도와 날개 지지대의 폭은 중요한 형상 최적화

인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물론이고 부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와 지지대의 폭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196 -

나 복합날개 최적 설계.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부수로 유동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한 개의 지지격자를 포함하는

단일 부수로를 수치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즉 핵연료다발 지지격자의 상류 지점으로. , 30 mm

부터 다음 지지격자 이전까지를 전체 수치해석 모델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연료봉의 지지를 위.

한 지지격자의 부착물 스프링 딤플 등 은 지지격자의 하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 )

여기서는 수치해석 모델의 단순성을 위해 무시하였다 지지격자의 판과 혼합날개의 두께도 무시.

하였다 연료봉의 직경 은 이고 봉 간격 은 이다 그림 은 복합 유동혼. (D) 9.5 mm (P) 12.8 mm . 3.2.16

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수치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핵연료다발 지지격자의 수치해석3.2.16.

모델

수치해석 모델은 개의 다중블록으로 구성된 차원 정렬격자 모델이120 3 (structured grid)

다 다양한 전산격자에 대한 수치해석 시험결과 최적의 격자 수는 부수로 단면의 수평 수직 중심. /

선에 각각 개 연료봉 사이 에는 개이며 축방향으로는 개이다 차원 수치해석 모델32 , (gap) 20 200 . 3

의 전체 셀 개수는 개이다 그림 은 지지격자 부분과 부수로 단면에서의 셀 형태206,000 . 3.2.17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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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연료다발 지지격자와 부수로 단면의 전산격자3.2.17.

수치해석 모델의 입구경계에서는 균일유동 조건을 가정하고 출구경계에서는 일정압력 조건

을 설정하였다 입구경계의 균일유동 조건은 완전발달유동 조건의 결과와 지지격자의 하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수로 측면경계에서는 인접 부수로 사이의 횡류혼합을 고려한 특.

별한 연속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즉 핵연료다발의 부수로 배열과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횡류.

방향을 고려하여 두 개의 부수로 측면경계가 각각 연결된 조건으로 한쪽에서 나온 유체는 다른

한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료봉과 지지격자 표면에서는 미끄럼 방지 조건을 사용하였. (no-slip)

다.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를 포함하는 핵연료다발은 형상이 복잡하고 차원 유동분석3

이 필요하므로 범용 코드인 을 이용하였다 핵연료다발내의 유동은 일반적으로CFD CFX-4[3.2.7] .

복잡한 난류유동이므로 공학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 의 표준 모델Launder Spalding k-e

을 사용하였다 표준 모델은 벽함수를 이용한 고 레이놀즈 수 에디 점성계수 모델로[3.2.8] . k-e

회전유동의 예측에는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한 유동 문제의 경우 수렴성이 뛰

어나고 계산시간도 단축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배방정식의 이산화를 위한 유한 차분법은.

하이브리드 도식을 이용하였다 대수 다중격자 해법을 이용하여 압력방. (algebraic multi-grid)

정식의 해를 구하였으며 보다 안정된 해를 얻기 위해서 하향완화 인자를 사(under-relaxation)

용하였다 수치계산은 질량보존 방정식의 잔차 의 합이 입구 전체유량의 이하가. (residual) 0.05%

될 때까지 반복하였으며 수렴 해를 얻기 위해서는 약 회의 반복계산이 소요되었다 이 계산7000 .

은 워크스테이션 과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HP9000 C200 C180(PA8000 CPU, 1.0GB RAM) .

작동유체는 상온의 물이며 부수로 평균 유속 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조건과 비슷한(Vbulk)

이다 부수로의 수력직경 은 이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주 혼7.0 m/s (Re=87000) . (Dh) 12.5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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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날개의 각도( 는 지지격자의 조립을 위한 허용 최대 각도가 이므로 로 변) 40° 30°, 35°, 40°

화시켰으며 부 혼합날개의 각도, ( 는 부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 인 경우에 대해) 0°( ), 20° - 45°

각각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 혼합날개 지지대의 폭 은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의 유효. (w)

직경 지지격자 교차점으로부터 연료봉 표면까지의 거리 과 동일한 경우( x 2) (w=wo 를 기본으로)

하고 이보다 크고(w=1.2wo 작은) (w=0.8wo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수치계산을 각각 수행하였다) .

 

그림 지지격자 하류에서의 부수로 속도벡터3.2.18. (=40°, =35°, w=0.8wo);

왼쪽부터 및( ) z=2Dh, 5Dh, 10Dh, 20Dh

복합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하류에서 예측된 부수로 단면의 속도벡터는 그림

과 같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는 지지격자 가까이서 부수로 내부에 타원형의 선회3.2.18 . (z=2Dh)

유동을 발생시키고 인접한 부수로 사이에도 많은 횡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로.

갈수록 횡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선회유동도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지격자의 하류.

이후에는 선회유동이 동심원 형태로 바뀌고 크기도 감소하였다 횡류는 보다 빠르게 감소z=5Dh .

하여 지지격자의 하류 이후에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격자로부터 다소 멀리z=10Dh .

떨어진 이후에는 선회유동도 크게 감소하여 축방향 중심의 유동형태로 변하는 것을 알 수z=20Dh

있다.

특히 지지격자의 하류 의 부수로 측면경계의 일부분에서 횡류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z=5Dh

것이 예측되었다 이것은 주 혼합날개가 연료봉 쪽으로 경사지게 구부러져 부수로 측면경계의.

한 쪽으로 횡류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회유동의 방향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횡류속도의 반전현상이 횡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

서 향후에는 횡류속도의 반전현상을 줄이고 선회유동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하류에서 속도분포의 변화는 그림 과 같이 예3.2.19

측되었다 축 방향의 속도 와 종방향의 속도 는 각각 부수로 중심선을 따른 주. (Vaxial) (Vlateral)

유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속도를 나타내며 횡류속도 는 연료봉 사이에서 인접한 부수로를, (Vcross)

향한 수직방향 속도를 나타낸다 축방향의 속도분포는 지지격자 가까이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

며 하류로 갈수록 부수로의 중앙 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지격자의 하류(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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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포물선 형태의 완전발달 속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종방향의 속도는 부수로 중z=30Dh .

앙을 기준으로 방향이 반대인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합 유동혼합 날개에 의해 부.

수로 내부에 회전유동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지격자의 하류로 갈수록 종방향의 속도크기는 점.

차 감소하는데 이는 선회유동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횡류속도의 분포로부터. ,

지지격자의 가까이서 인접한 부수로와 횡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의(z < 5Dh) . (+)

횡류속도는 인접한 부수로에서 유입되는 속도를 나타낸다 지지격자의 하류 에서 횡류의. z=5Dh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속도반전 현상을 확인할 수 있z=15Dh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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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지격자 하류에서의 부수로 속도분포3.2.19. (=40°, =35°, w=0.8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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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 근처의 압력분포 좌 주 혼합날개3.2.20. ; ( )

각도의 영향 우 부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 )

유동혼합 날개는 냉각수 혼합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압력손실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유동혼합 날개로 인한 추가적인 압력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림 는 복합 유동. 3.2.20

혼합 날개각도의 변화에 따른 부수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지지격자의 전후에서 압력강하가.

크게 발생하고 지지격자에서 다소 떨어진 하류에서는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날개각도가.

커질수록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특히 주 혼합날개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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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난류에너지 분포 좌 주3.2.21. ; ( )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우 부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 )

핵연료다발의 냉각수의 혼합은 선회유동과 횡류에 의한 거시적인 유동혼합 뿐만이 아니라

난류혼합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그림 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각도의 변화에 따른 부수로의. 3.2.21

평균 난류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지지격자 위치에서 유속 변화가 크므로 난류에너지가 현저히.

증가하지만 지지격자 하류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날개각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동혼합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부수로 내부의 선회유동 혼합인자 와 부수로 사이의(SM)

횡류 혼합인자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FCM) .

 
 


(3.2.1)

  



 (3.2.2)

여기서 은 부수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유효 회전유동 반경으로 부수로r , RS

중앙으로부터 연료봉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식 의 변수 는 연료봉 사이의. (3.2.2) s

수로 간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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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구부림 각도에 따른 선회유동 혼합인자3.2.22. ;

좌 주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우 부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 , ( )

그림 은 지지격자 하류에서 선회유동 혼합인자와 횡류 혼합인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3.2.22

이다 지지격자 가까이서 선회유동에 의한 냉각수 혼합이 크게 증가하고 하류로 갈수록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먼 하류 까지 혼합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z>30Dh)

다 주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선회유동 혼합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 .

혼합날개의 경우 구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선회유동 혼합이 증가하지만 이상에서는 증가량35°

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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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구부림 각도에 따른 횡류 혼합인자 좌 주3.2.23. ; ( )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우 부 혼합날개 각도의 영향, ( ) .

한편 횡류혼합은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에서 크게 발생, 3.2.23

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근처에서 횡류가 다시 증가. z=15Dh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서 횡류속도의 반전현z=5Dh - 10Dh

상이 발생하여 약 에서 횡류속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횡류의 증가z=15Dh .

특성은 주 혼합날개의 각도가 클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 혼합날개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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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류혼합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부 혼합날개의 각도는 작을수록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

에서 횡류혼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5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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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수로 평균 선회유동 혼합인자 와 횡류 혼합인자3.2.24. (SM,avg) (FCM,avg)

그림 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각도 및 부 혼합날개의 폭의 변화에 따른 부수로 평균 선3.2.24

회유동 혼합인자 와 횡류 혼합인자 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선회유동 혼합인자(SM,avg) (FCM,avg) .

는 주 혼합날개의 각도가 커질수록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부 혼합날개의 각도가 이상인 경우35°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선회유동 혼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 부 혼합날. , /

개의 각도는 이다 그러나 평균 횡류 혼합인자는 주 혼합날개의 각도가 커질수록 부 혼합40°/35° .

날개의 각도는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 부 혼합날개의 각도가 인 경. / 40°/25°

우가 인 경우보다 횡류혼합이 다소 크다 부 혼합날개 지지대의 폭은 기준치40°/35° . (wo 보다 크)

면 오히려 선회유동과 횡류 혼합인자가 모두 감소하였고 기준치보다 작으면 선회유동 혼합인자

는 다소 감소하지만 횡류 혼합인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핵연료다발의 유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 혼합날개의

최적 구부림 각도는 허용 최대각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 혼합날개의 경우에는 구부림 각40° .

도가 커지면 선회유동 혼합이 증가하지만 횡류 혼합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부 혼합.

날개의 폭이 작아지면 선회유동 혼합이 감소하지만 횡류 혼합은 증가하였다 그림 는 주. 3.2.25

혼합날개의 각도가 인 경우 부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와 폭의 변화에 따른 선회유동 혼합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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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횡류 혼합인자 및 압력손실을 부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 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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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유동혼합 및 압력손실의 특성 변화3.2.25. .

부 혼합날개의 각도가 약 근처에서 횡류 혼합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선회유동 혼합은20°

감소하여 부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보다도 작게 나타났다 부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횡류 혼합은 감소하고 선회유동 혼합과 압력손실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 혼합.

날개 지지대의 폭이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20 % (w=0.8wo 횡류 혼합인자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압)

력손실도 다소 감소하였으며 선회유동 혼합인자는 약간 감소하였다 즉 부 혼합날개의 폭은 기.

준치보다 다소 작은 것이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 혼합날.

개의 폭이 작은 경우 날개각도가 약 이하에서 횡류 혼합인자는 다소 크게 증가하지만 선회유30°

동 혼합인자는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보다도 작다 또한 부 혼합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인 경. 45°

우 인 경우에 비해 횡류혼합인자와 선회유동 혼합인자가 모두 감소하고 압력손실은 증가하35°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 혼합날개의 최적의 구부림 각도는 이며 폭은 기준치보다 약. 35°o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20 % .

전산유체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핵연료다발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여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주요 최적화 인자는 주 혼합날개와 부 혼합날.

개의 구부림 각도와 부 혼합날개의 크기이다 주 유동방향으로부터 부수로 안쪽으로 구부러진.

날개각도는 주 부 혼합날개의 경우 각각 와 로 변화시켰다 부 혼합날개 지지/ 30° - 40° 0° - 45° .

대의 폭은 부수로 유동혼합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 가능한 세 가지 크기에 대해 조사하

였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압력손실과 난류증가를 평가하고 예측된 속도분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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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유동 및 횡류 혼합인자를 계산하였다 압력손실은 주 혼합날개의 각도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 혼합날개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부수로 평균 난류.

에너지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혼합날개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회유동 및.

횡류에 의한 유동혼합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최적의 각도는 허용 최대각인 이다 부 혼합날개40° .

의 각도가 증가하면 선회유동 혼합은 증가하지만 횡류 혼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에서 유동혼합 효과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 혼합날개 지지대의 폭은 기준치35° . (wo 보다)

약 작은 경우가 유동혼합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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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반기술 확립 및 검증3

기초 성능시험 시설 구축1.

가 격자단위 스프링 특성 시험장치.

장치설계 및 제작(1)

이전 연구에서 격자판 단위의 특성시험은 완료하였으나 이 결과가 격자체 상태에서의 특성

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지격자 상태의 경계조건을 갖는 상태에서 지지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격자체 단위 특성 시험 장치를 설계하고 일부 시험기기 용량의 로드 셀 구매 시편 가(1 kN ,

중부 및 치구 제작 를 발주하였다 이 시험 장치는 그림 에서와 같이 격자체 시편을 고정할) . 3.3.1

수 있는 시편 고정 장치를 만능인장시험기 하부 크로스헤드 위에 고정하고 상부 크로스헤드에는

연료봉의 직경과 동일한 가중부를 고정하여 시험을 하고자 하는 셀에 이 가중부를 위치시켜 로드

셀을 초기화한 후 원하는 변위 대 하중 선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성시험 장치 개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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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가중부(b)

그림 격자체 경계조건을 모사한 지지격자 지지부 특성시험 장치3.3.1.

성능시험 및 검증(2)

시험장치의 검증을 위해 앞서 기술한 특성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지지부의 특성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지지부들에 하중을 가하면 가중 바가 외부하중에 따.

라 탄성적으로 처짐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중 대 처짐량을(deflection) .

얻어 이를 실제 시험 데이터로부터의 보정을 통해 최종 지지부들의 하중 대 변위 특성곡선을 얻

도록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에서 수행한 참조 연료의 중간지지격자 지지부들에 대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구축된 시험장치의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격자체 단위 지.

지부 특성시험 결과 그림 참조 는 표 에서 보듯이 참조문헌 의 결과와 아주( 3.3.2 ) 3.3.1 [3.3.1]

잘 일치하였다.

표 격자체 단위 지지부 특성시험 장치 검증결과3.3.1.

average stiffness

inner spring outer spring

KAERI method 참고문헌 KAERI method 참고문헌

98.8 98.4 161.6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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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격자체 조건 하에서 최종모형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시험 결과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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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 진동시험 시설구축.

지지격자체로 연속지지 된 단위 연료봉의 진동특성 시험장치 지지성능 평가시험 기술(1) ,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은 길이가 약 의 긴 구조물이며 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진동4m ,

시험시 외부로 부터의 잡음 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시편을 고정할 구조(Noise) .

물과 시편과의 고유진동수의 대역을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도록 고정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다 그림 은 연료봉이 삽입될 지지격자를 고정시켜 줄 고정베드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3.3.3 .

고정베드는 의 크기로 충분히 무겁게 설계 개를 제작함으로서 고유진동수를2000x800x200 mm , 2

최대한 낮추었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너비 방향으로 폭 의 형 슬롯이 간. 20mm ‘ ’ 80 mmㅗ
격으로 개의 내어져 있어 고정베드의 위에 슬롯과 볼트를 이용하여 타 구조물을 고정할 수 있10 ,

도록 되어 있다.

그림 고정베드 형상 도면3.3.3.

그림 는 고정베트에 지지격자체를 고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고정지그를 나타내었다3.3.4 .

고정지그의 바닥면은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베드의 슬롯에 고정되고 지지격자체는 고정지그 위,

에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된다 그림 는 고정베드 위에 지지격자체가 고정지그를 이용하여. 3.3.5

체결되어 있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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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지격자 고정지그 형상 그림 지지격자의 체결형상3.3.4. 3.3.5.

지지격자로 연속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 시험 시 시험체의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는 가

진력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진위치나 가진기의 고정조건에 따라,

시험체의 진동특성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종 지지격자 간의 지지성능.

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단일 연료봉의 진동특성 시험은 가진력 조절이 용이하고 가진 조건에 따/ ,

라 결과적인 진동특성에 임의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에 따라 가진 위치와 가진.

기의 고정방식에 따른 제어 가진력의 조절상태와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료봉 진

동특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해당 시험절차와 결과는 기존 연료봉 진동시험절차를 보완하는 측면,

에서 지지격자로 연속 지지된 단위 연료봉 보완 진동시험절차서 로 개정 수록하였다 시험결과‘ ’ .

로 가진기의 고정조건에 따른 공진점에서의 가진력 제어특성은 목표가진력의 크기에 따라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스프링을 이용한 방식이 제어 가진력 및 주파수 응답 특, soft mounting

성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가진기 고정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의 가진력 제어.

특성은 가진 위치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차 진동모드에서 최대 변위를 나타내는 구간, 1 (3

번째 연료봉 구간 으로 부터 먼 위치 짧은 스팬 중심부근 를 가진할수록 공진점 부근에서의 가) ( )

진력 조절에 유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예비 진동특성 시험장치 집합체 동특성 평가 확인 시험기술(2) , /

부분집합체 연직방향 거취대 방향과 높이에 대한 조건의 미세한 조정이 불가함 를( mounting )

활용한 기존의 부분집합체 진동시험 충격가진 진동시험 및 정현파 가진시험 은 시험 집합체의( )

경계조건을 포함하여 가진 및 측정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시험.

조건 및 절차의 일관성 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중과 수중에(consistency) (reliability)

서 상하단 경계조건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조정 위치 및 방향 조정 할 수 있고 동일( ) ,

한 가진 조건 가진기 장치 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림 과 같은 새로운 진동 시험장( mounting ) 3.3.6

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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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상단 고정부(a)

중심 가진장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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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하단 고정부(c)

그림 부분집합체의 진동특성 시험장치3.3.6.

새롭게 제작된 부분집합체 공기중 수중 진동시험장치는 유체를 가둘 수 있고 내부 집합체/

의 관측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각형 단면 아크릴 관을 이용하고 가진기의 가 관을 통과4 , stinger

하여 수중에서 집합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접촉 개념을 적용하였다 상단 고정장치는 수평seal . /

수직과 높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직 가이드 및 수평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하단 고정.

장치는 바닥과 절연 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판을 하단부에 깔고 최 하단부 판과 고정 볼트를 이,

용하여 바닥의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다 유동유발진동 및 압력손실 시험장치.

유동시험루프 진동특성분석 성능시험 및 장치 보완(1) ,

시험시설 완공에 따라 계획되어 있던 부분집합체를 이용한 유동시험 예비단계로서 부분집,

합체가 장입되어 안내관에 의해 고정될 시험관과 이 관으로 물을 공급 회수하게 될 시험루프의/

자유진동특성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주로 시험환경을 제공하는 유동루프의 진동특성이 집합체와.

연료봉의 관심 동특성 시험자료에 외란 및 잡음 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시(noise) ,

험 이전에 관심신호와의 비교를 위한 기본데이터의 획득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설계된 유동루.

프 배관계의 지지 건전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현 단계의 지지구조물 및 고정조건의 적합성을 확

인해보고 최종적으로 유동루프 배관계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추후 설계변경이나 시,

험조건의 변경에 따른 영향성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개발에서 지지구조.

물을 포함한 시험관 조립체와 배관은 차원 빔요소로 모델링하고 밸브와 플랜지는 질량요소로3

모델링하여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성하였고 배관 지지조건의 강성은 수치적인 해석을 통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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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범용유한요소 해석코드인 를 이용하여 수행된 해석 결과는 시험모델의 모달시. ABAQUS

험에 의한 시험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모달시험은 가속도계와 충격해머를 이용하였고 시험/ . ,

신호의 분석을 위하여 의 시험모듈인 를 이용하였다 모달시험과 해석모드의 비교로I-DEAS TDAS .

부터 차에서 차까지의 저차모드에서 유사성을 갖는 대응모드들이 나타나지만 차 이상의 고차1 3 4

모드로 갈수록 유사성이 희박해 지며 모드형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속조건을 추가하여 지지봉의 국부적인 모드를 제거시킨 유동루프 배관계의 고유진동수.

인 차에서 인 차의 저차모드는 회수관 하류의 진동모드가 지배적인 모드이며22.4Hz 1 27.5Hz 3 6 ,″
배관계의 차모드는 고유진동수 로 시험관의 국부적인 진동모드이다 또한 배관계의 지4 31.4Hz .

지조건을 적절히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시험루프의 원하지 않는 진동모드를 제거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동루프에 대한 진동특성시험은 루프에 물을 채운경우와 채우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과 은 각각 유동루프 진동특성시험의 개략도와 신호. 3.3.7 3.3.8

측정 위치 및 가진위치를 나타낸다 배관 진동시험으로 얻은 배관 자체의 진동 특성은 부분집합.

체의 유체유발진동시험과 시험 데이터 분석에 중요한 사전 자료를 제공한다 시험과 해[3.3.2].

석 결과 중 주요결과를 도시하면 다음의 표 과 그림 과 같다3.3.2, 3.3.3 3.3.9, 3.3.10, 3.3.11 .

그림 유동루프 진동특성시험 개략도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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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

# 4
# 3

# 2

# 6

# 8

# 7

Exciting Position

# 1

# 5

# 4
# 3

# 2

# 6

# 8

# 7

Exciting Position

그림 신호측정 위치 및 가진위치3.3.8.

표 유동루프 전체 배관계의 고유진동수3.3.2.

Mode
Nat. freq.

(Hz)
Mode

Nat. freq.

(Hz)
Mode

Nat. freq.

(Hz)
Mode

Nat. freq.

(Hz)

1 20.0 11 27.4 21 56.3 31 66.7

2 20.3 12 31.9 22 56.3 32 66.8

3 20.3 13 34.4 23 56.3 33 68.9

4 20.4 14 36.5 24 56.5 34 70.9

5 20.4 15 37.4 25 56.5 35 71.7

6 20.4 16 40.4 26 56.6 36 73.1

7 20.4 17 40.7 27 56.6 37 78.5

8 20.4 18 41.8 28 57.1 38 82.6

9 22.5 19 51.5 29 59.0 39 84.6

10 26.0 20 55.0 30 64.2 40 87.0



- 214 -

표 3.3.3. Results of the Partial Test Model

Mode
Natural frequency(Hz)

Mode
Natural frequency(Hz)

w/o Water w/ Water w/o Water w/ Water

1 19.38/19.4*/19.6+ 18.64 6 49.37/49.3*/40.4+ 48.52

2 21.54/25.6*/25.1+ 20.92 7 52.42/59.3*/45.7+ 50.85

3 28.39/27.1*/27.4+ 25.84 8 57.80/ /59.8+․ 55.52

4 35.54/34.5*/30.6+ 33.99 9 59.78/ /․ ․ 57.08

5 47.44/47.9*/35.5+ 46.88 10 ․ ․
(* : Restoring Pipe Test Model, + : 3 Bypass Pipe Test Model)″

(a) 1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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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nd mode

(c) 3r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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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th mode

(e) 5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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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th mode

(g) 7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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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8th mode

(i) 9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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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0th mode

(k) 11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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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2th mode

(m) 13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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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4th mode

(o) 15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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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th mode

(q) 17th mode



- 223 -

(r) 18th mode

(s) 19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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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0th mode

그림 유동루프 배관계의 진동모드 형상 지지봉 구속이 없는 경우3.3.9 ( )

표 지지봉을 구속한 유동루프 배관계의 고유진동수3.3.4.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1 22.4 11 46.5 21 70.6 31 80.7

2 26.0 12 56.3 22 71.4 32 81.4

3 27.5 13 56.7 23 71.7 33 82.1

4 31.8 14 58.4 24 72.5 34 82.4

5 34.2 15 58.8 25 73.0 35 82.7

6 34.6 16 65.2 26 74.2 36 82.7

7 36.5 17 66.4 27 77.1 37 82.9

8 40.4 18 66.8 28 78.0 38 83.0

9 40.7 19 67.7 29 78.5 39 84.7

10 41.8 20 68.7 30 79.1 40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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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

(b) 2n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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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rd mode

(d) 4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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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th mode

(f) 6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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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7th mode

(h) 8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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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9th mode

(j) 10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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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1th mode

(l) 12th mode

그림 지지봉이 구속된 모델의 진동모드 형상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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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 of the Main Pipe

(b) 2nd Mode of the Mai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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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rd Modes of the Main Pipe

(d) 4th Modes of the Mai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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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st Mode Shape of the 6 Pipe Downstream Model″

(f) 2nd Mode Shape of the 6 Pipe Down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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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3rd Mode Shape of the 6 Pipe Downstream Model″

(h) 4th Mode Shape of the 6 Pipe Down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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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st Mode Shape of the 3 Pipe Upper Part Model″

(j) 2nd Mode Shape of the 3 Pipe Upper Part Model″
그림 3.3.11. Test Mode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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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의 자유진동 해석결과 차에서 차까지의 저차 진동모드에서 회수관 하류의 진동, 1 3 6″
변위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지지조건 만으로 회수관의 하류 측 배관영역을 지.

지할 경우 순환용수의 유동 및 펌프구동과 같은 외부 가진원이 존재할 때 회수관 하류의 상당히,

큰 진동변위가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루프의 저수조 아래에 있는 회수관 굴곡부에 해석. (

모델에서의 회수관 하류 그림 에서와 같이 기준좌표의 방향을 향하는 자형 고정6 ) 3.3.12 x-y U″
쇠 지지부 하나를 포함시켰다 그림 는 고정쇠를 추가한 경우와 이전의 해석 모델을 비. 3.3.12 U

교한 것이다 표 는 회수관에 고정쇠 지지부 하나를 추가시킨 모델의 차까지의 고유. 3.3.5 6 U 10″
진동수와 지지봉 만이 구속된 이전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회수관 하류에 자형 고정쇠를 포함시킨 모델 왼쪽3.3.12. 6 U ( )″

표 회수관 하류에 지지부를 추가한 루프의 고유진동수3.3.5. 6 U″
기존 해석 결과 지지봉 구속( ) 자형 고정쇠를 추가한 모델U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1 22.4 6 34.6 1 23.1 6 35.7

2 26.0 7 36.5 2 27.5 7 37.3

3 27.5 8 40.4 3 31.8 8 40.7

4 31.8 9 40.7 4 34.2 9 41.4

5 34.2 10 41.8 5 34.6 10 46.5

지지부가 추가된 모델의 차와 차 고유진동수는 추가하기 전 차 모드에 대해 각각U 1 2 1 2․
와 로 상승하였다 회수관 하류의 방향 진동변위에 상응하는 이전의 차 모드는2.9 % 5.5 % . 6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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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림 에서와 같이 방향 진동변위U . , 3.3.13 x

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방향으로의 진동변위가 여전히 크다z .

(a) 1st mode

(b) 2nd mode

그림 회수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의 진동 모드형상3.3.13. 6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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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진동변위까지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자형 고정쇠를 이용하기 보다는 벽쪽으로 용접z U ,

이음을 통해 구속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회수관 하류를 상류 상단의 용접이음과 같은 방. 6″
식으로 구속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하겠지만 회수관 하류의 방향 진동변위를 상당, 6 z″
부분 억제 시킬 수 있다 표 은 용접이음을 이용하여 회수관 하류를 구속한 모델에 대한. 3.3.6 6″

차까지의 고유진동수를 이전의 지지봉 구속 모델 및 회수관에 지지부 하나만을 추가한 모10 6 U″
델에 대한 고유진동수와 비교한 것이다 지지조건이 보수화됨에 따라 지지강성의 증가로 인하여.

기본 고유진동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회수관 하류에 용접이음을 추가한 경우의 고유진동수 비교3.3.6. 6″

기존 해석 결과
자형 고정쇠를 추가한U

변경된 모델
용접이음을 추가한 모델

모

드

고유진동

수

(Hz)

모

드

고유진동

수

(Hz)

모

드

고유진동

수

(Hz)

모

드

고유진동

수

(Hz)

모

드

고유진동

수

(Hz)

모

드

고유진동

수

(Hz)

1 22.4 6 34.6 1 23.1 6 35.7 1 25.4 6 38.9

2 26.0 7 36.5 2 27.5 7 37.3 2 31.8 7 40.7

3 27.5 8 40.4 3 31.8 8 40.7 3 34.2 8 41.5

4 31.8 9 40.7 4 34.2 9 41.4 4 34.6 9 46.5

5 34.2 10 41.8 5 34.6 10 46.5 5 36.3 10 56.3

그림 는 회수관 하류를 용접이음을 통해 벽에 추가 구속한 모델의 차까지의 진동3.3.14 6 5″
모드를 도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추가구속 전 회수관 하류에서 나타나던 방향 및. 6 x″
방향으로의 큰 진동변위가 없어졌다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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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

(b) 2n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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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rd mode

(d) 4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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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th mode

그림 회수관을 용접이음으로 벽에 고정한 모델의 모드형상3.3.14. 6″

회수관 하류를 용접이음을 통해 벽에 고정시킨 모델의 기본진동수에 대한 모드형상에서6″
배관이 루프 전면으로 기울어지는 진동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관 지지조건의 특성상3 . 3″ ″

아래쪽 공급관의 진동변위에 종속되어 관의 움직임이 다소 과장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4 3″ ″
다 실제로 공급관을 통해 시험관에 유입되는 유량을 수동으로 조절시켜 회수관으로 우회시키는.

우회관은 아무런 지지조건 없이 자체의 강성으로만 공급관과 회수관에 묶여있다 이3 4 6 .″ ″ ″
때문에 우회관에도 적절한 지지조건의 추가가 요망된다 그림 는 우회관 중심에3 . 3.3.15 3 U″ ″
고정쇠 지지부 하나를 포함시킨 모델의 그림을 이전의 모델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우회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3.3.15. 3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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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회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의 고유진동수 비교3.3.7. 3 U″
기존 해석 결과 지지봉구속( ) 회수관 자형 고정쇠 추가6 U″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1 22.4 6 34.6 1 23.1 6 35.7

2 26.0 7 36.5 2 27.5 7 37.3

3 27.5 8 40.4 3 31.8 8 40.7

4 31.8 9 40.7 4 34.2 9 41.4

5 34.2 10 41.8 5 34.6 10 46.5

회수관 용접이음 추가6″ 우회관 지지부 추가3 U″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모드

고유진동수

(Hz)

1 25.4 6 38.9 1 31.6 6 40.7

2 31.8 7 40.7 2 34.2 7 41.1

3 34.2 8 41.5 3 34.6 8 41.9

4 34.6 9 46.5 4 36.5 9 46.5

5 36.3 10 56.3 5 39.7 10 56.3

표 은 우회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의 고유진동수를 이전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3.3.7 3 U″
다 기본진동수가 회수관 하류를 용접이음으로 고정한 모델의 결과보다 증가한. 6 6.2Hz(19.6 %)″

로 나타났다 그림 은 우회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의 차까지의 진동모드 형31.6H . 3.3.16 3 U 2″
상을 나타낸다 지지부 하나만 추가하여도 우회관의 진동변위는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다. U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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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

(b) 2nd mode

그림 우회관에 지지부를 추가한 모델의 진동모드 형상3.3.16. 3 U″

형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 시험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시험은5x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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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회전수를 저속에서부터 고속으로 변화시키면서 유량계의 유량 및 압력계의 압력을 측정

하는 유동관점의 시험과 배관의 주요부분에서 진동신호를 측정하여 시간이력분석(Time History

을 수행하는 진동관점의 시험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최대펌프성능의 에서 유량Analysis) . 90 %

유속 은 을 나타내었고 압력은 을 나타내었다 이때 배관에서( ) 2170 l/min (7.8 m/s) 5.1 kg/cm2 .

측정된 최대 진동변위는 이었다0.35 mm .

부분집합체의 유동 루프는 성능 시험을 바탕으로 보완되었다 이것은 배관 자체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을 지탱하는 자 형 보는 건물의 벽면에 기초 볼트, ‘I’ (Anker

를 설치하여 보강하였으며 주 배관 중 회수관 쪽의 일부에도 기초볼트를 설치하여 보강하bolt) ,

였다 또한 회수관의 중앙부분은 용접으로 보강하였고 모든 배관에 설치된 자형 지지대. 'U' (U

는 강한 토우크로 체결되었다 보강된 유동루프는 보강 전에 비하여 진동변위가Strainer) . 1/5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유동 루프로부터 얻어지는 유동관련 데이터 유량 및 압력 들을. ( )

휴대용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취득장치를 보완하였다 이 장치는 현재.

있는 콘트롤 패널의 안쪽에 를 상시 설치한 후 필요할 때 휴대용 컴퓨터를 연결하여 데Converter

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현재 채널의 데이터 취득 장비를 채널로 확장하여 차기 년도에 수행할 유체유발16 24

진동시험과 연료봉 및 부분집합체의 진동 시험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장비와는 별도로 유동루프.

내의 부분집합체 연료봉 또는 지지격자체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측정장비인 레이,

저 진동측정 장비 를 확보하였다 피측정체의 외곽에 부착하는 일반적인 유선(Laser Vibrometer) .

센서는 루프내에 장착할 경우 유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장치루프 성능시험(2)

유동루프는 진동특성 해석 및 시험을 통한 지지성능 분석과 부분집합체의 설치 전후FIV

상태를 고려한 성능시험을 바탕으로 특성 시험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개선 및 보완되었FIV

다 이것은 내부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배관 자체의 진동을 저감하고 관심 주파수 범위에. ,

불필요한 잡음원이 최대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동루프 성능시험에서는 특성시험에서와 같이 각 부분연료집합체를 시험관에 장입한FIV

상태에서 펌프의 회전수를 저속에서부터 고속으로 일정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유량과 압력 온,

도를 측정하는 유동관점의 시험 특성시험결과 참조 과 유동에 기인된 루프 진동신호와 시험(FIV )

관 내부 압력맥동을 측정하여 주파수 대역별로 스펙트럼분석 을 수행하는 진(Spectral Analysis)

동관점의 시험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루프 진동진폭의 시간이력 측정과 분석을 통해 얻어진.

최대 유량조건에서의 최대 진동진폭은 시험관 위치에서 로 측정되었다 최대 진동진1/4 0.18 mm .

폭이 시험관 중심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험관 지지봉 고정장치에 의해 중Test section

심부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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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진동스펙트럼(a)

관내 압력맥동 스펙트럼(b)

그림 광대역 루프 진동과 관내 압력맥동 스펙트럼 최적화 형 집합체를 이용한3.3.17. ( H

루프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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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최적화 형 부분연료집합체가 장입된 루프 성능시험에서 유량 증가에 따른3.3.17 H

광대역 루프 진동신호와 시험관 내 압력맥동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유량이 증가됨(0 3.2 kHz) .∼
에 따라 루프의 가속도 신호와 압력맥동의 스펙트럼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

며 대략 를 기준으로 이하의 저주파 주기성분들과 이상의 고주파 주기성분들로 주파수 특, 1 kHz

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주파 진동성분에서 유동조건에 따라 다소 큰 에너지 성분을 갖기도.

하지만 잡음원에 의한 특징적인 값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성시험에서 고주파 지지, peak FIV

격자 판 진동을 측정할 때 안정적인 시험조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은 새이중판 부분연료집합체를 이용한 루프 성능시험에서 유량 증가에 따른 광3.3.18

대역 루프 진동과 시험관 내 압력맥동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0~3.2 kHz) .

새이중판 집합체의 성능시험의 경우 그림 에서와 같이 이상 고주파수 영역, 3.3.18 1.5 kHz

에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유동조건에 따라 일정 주파수 간격으로 증가되는 주기성분들이 나타났

다 이 고주파 진동성분은 저주파 주기성분 보다도 큰 에너지를 갖고 일정한 주파수 범위 격자. ,

판의 고주파 진동에 기인된 주파수 성분일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관내 압력맥동에 나타나는 고주파 주기성분은 저주파 성분의 에너지에 비해 상당히 작.

은 값이지만 부분연료집합체의 진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루프 진동스펙트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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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압력맥동 스펙트럼(b)

그림 광대역 루프 진동과 관내 압력맥동 스펙트럼 새이중판 집합체를 이용한3.3.18. (

루프성능시험)

그림 는 새이중판 부분집합체를 이용한 루프 성능시험에서 루프진동 및 압력맥동3.3.19

스펙트럼을 이하의 저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진동스펙트럼에서 유동조건100 Hz .

이 변화되어도 일정한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주기성분은 루프 자체의 진동특성과 관련된 것이고,

유동에 따라 일정하게 혹은 불규칙하게 증가되는 주기성분들은 펌프에 의한 주파Blade passing

수나 음향공진과 같이 유동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 가진원에 의한 것이다 즉 그림- . ,

의 루프 진동스펙트럼에서 와 부근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뚜렷한 주기성분3.3.19(a) 25 Hz 35 Hz

들은 각각 루프의 차 및 차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주기성분이며 이후에 작은 에너지이기는1 2 ,

하나 동일한 주파수에서 유동증가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되는 주기성분들도 구조적인 원인에 의

한 스펙트럼 성분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루프 진동스펙트럼에서 에서부터 의 일정. 75 Hz 3 6 Hz∼
주파수 간격으로 증가되는 들은 에서 간격으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증가시peak 750 rpm 30 60 rpm∼
킨 펌프의 주파수에 의한 주기성분이다 그림 의 관내 압력맥동 저주파Blade passing . 3.3.19(b)

스펙트럼에서 와 부근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주기성분은 앞서 언급된 루프 진동 스펙25 Hz 35 Hz

트럼에서와 같이 루프의 차 및 차 공진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유동장을 여기진동시켜 발생된1 2

압력변화 성분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배관계의 유동유발 진동현상은 유동유체의 유동특성과.

배관계의 구조특성이 연성되고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인 진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물리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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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루프 진동스펙트럼(a)

관내 압력맥동 스펙트럼(b)

그림 저주파 루프 진동 및 압력맥동 스팩트럼3.3.19.

안정적인 루프 운전과 시험수행을 위해 시험부 및 지지구조물에 대한 몇 가지 설계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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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졌다 기존 시험관 단면의 각 모서리에 위치한 개의 봉 아크릴 시험관을 보호할. 4 4 dummy (

목적으로 설계됨 에 의하여 시험부와 시험용 부분집합체의 공진가능성 시험부 차 모드와 부분) ( 1

집합체 차 혹은 차 이 확인되어 아크릴 시험관을 포함한 시험부를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였2 3 ) ,

다 수정된 시험부는 그림 의 도면과 사진에서와 같이 아크릴 판을 금속재질로 된 보호용. 3.3.20

자형 판으로 감싸고 유동단면적을 증가시켜 유동저항을 다소 감소시킨 형태이다 그림L , 6 % .

은 새로 제작된 시험부에 대한 루프 성능시험에서 시험유속 일 때 노심 운전조건3.3.21 6.5 m/s (

은 시험부 중심위치에서 정면과 측면 두 방향으로 측정된 가속도 진동응답 스펙트럼5 ~ 8 m/s),

과 시험루프 모달시험에서 획득된 두 방향의 충격가진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한 것이다 루프.

성능시험결과 수정보완된 시험부는 우수한 유동안정화 특성 및 진동저감 특성을 나타내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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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정보완 된 시험관의 상세도면과 사진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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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루프 유동응답 진동스펙트럼 유속 및 주파수 응답함수3.3.21. ( = 6.5 m/s) (F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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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운전 절차서 및 시험절차서 작성(3) FIVPET FIV

루프은 순환유체인 물을 펌프 및 전동기의 동력으로 순환시켜 시험용 부분핵연료FIVPET

집합체가 설치되어있는 시험부에 목적했던 유속을 유도 실현하는 수력시험장치로서 고속 고온/ , /

대부분 상온이지만 순환유체 온도 의 고온시험의 경우 고압 대기압 기준 최대 기압 의( 80 )/ ( 8 )℃
순환유체가 루프 내를 회전하고 고가의 계측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전,

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장비파손 및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루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루프 운전절차서 를 작성하였다 루프FIVPET ‘FIVPET ’ .

운전 절차서는 구성요소 별 설계사양 운전 전 점검사항 자세한 운전 절차 및 비상시 응급조치, ,

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험용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시험절차서 의 목적은 수력시험시설과 각종 계측‘ FIV ’ FIVPET

분석장비 및 시험데이터 분석용 인 구 의/ s/w MTS/IDEAS-PRO( IDEAS-TDAS) Standard Measurement

모듈을 이용하여 시험용 부분 핵연료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시험을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

법 그리고 시험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초보자도 쉽게 시험, ,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시험절차서는 루프 운전 절차서를 기반으로 시험 집. FIV ,

합체 및 계측봉의 주요 사양 및 준비절차 시험장치의 특징 시험 유동조건 계측 및 교정 시험, , , ,

데이터 획득 및 데이터 처리 시험결과 정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

생산과 시험절차에 대한 품질보증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였다/ .

라 지지격자 통과충격 시험시설 구축 성능시험 및 검증. (thru-grid impact) /

기 구축하여 성능시험 중인 진자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와는 별도로 낙하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구축하였다 이는 기 구축된 진자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와의 검증 지지격자의 노외 성능. ,

시험 중 하나인 충격시험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자식 충격특성 시

험장치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고온 하에서 엄밀한 경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충격특성 시험 장치이다.

이 낙하식 충격특성 시험 장치는 시험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 충격속도 낙하높이 뿐,

아니라 에너지로도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고온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챔버가 충격해머의 하,

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챔버의 상부 중앙에 위치한 충격해머가 챔버 내로 관통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어 챔버 내의 온도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시험을 위해 설정된 시험 온도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충격해머를 낙하할 수 있어 열원 손실이 없

이 엄밀한 고온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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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impact
tup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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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낙하식 충격시험기 구축 개략도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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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낙하식 충격특성 시험장치 개략도3.3.23. DAS(data acquisition system)

이 낙하식 충격시험기는 최대 의 높이에서까지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기의1.25 m ,

상부에 스프링 가속기 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의 저 중속 충격속도까(accelerator) 5.0 m/s /

지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가속기를 추가하게 되면 최대 의 중속 충격속도까, 20.0 m/s

지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충격시험은 해머의 낙하 시 충격으로 인한 노이즈가 시험데이터.

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프레임의 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장.

비에서 포함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하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 콘크리트 위에

앙카 볼트 를 콘크리트 내에 심어 가능한 노이즈의 제거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anchor bolt) .

림 에는 이 바닥면의 고정 상태를 개략적으로 표현하였다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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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과 충격시험기 바닥 고정상태 개략도3.3.24.

충격해머 중량은 핵연료집합체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웨이트가 있어 부

가 웨이트가 전혀 없는 경우 에서 최대 까지의 충격해머 질량을 가변할 수 있게 하였20 kg 110 kg

다 해머가 자유 낙하하게 될 때 충격해머의 하단에 부착된 텁 에는 스트레인게이지 기반 하. (tup)

의 센서를 통해 최대 의 충격력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 텁을 교환하여 최대 까지44.5 kN , 222 kN

의 충격력을 측정할 수 있다 충격 시 충격속도의 감지는 우측 가이드 로드에 부착된 속도 감지.

기 를 통해 정해진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여 시험 데(velocity detector)

이터를 트리거링 하게 되어 시험데이터들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 로드(triggering) .

에 공압 브레이커 를 설치하게 되면 시편에 충격을 가한 후 되튀어(pneumatic rebound braker)

재차 충격을 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격자 충격시험의 경우 그 낙하높이가 너무.

작아 대략 내외 이 브레이커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20 mm , .

프레임 하단에는 챔버가 설치되어 있어 핵연료의 운전온도인 까지 에서 시험300 350～ ℃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진자식 충격시험기에서처럼 노의 문을 개방하고 충격하중을 가하는 것이,

아닌 시험온도에 이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충격해머가 낙하하게 되며 이 충격해머의 하단에 부착

된 텁을 통해 시험 데이터들이 수집되게 되므로 노의 개방에 따른 열손실 이 없이 보(heat loss)

다 엄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지격자의 운전온도 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챔버 내 시편의 고정모습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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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과 충격시험기의 노내 시편 고정상태 개략도3.3.25.

지지격자의 충격시험은 연성 취성 의 거동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지지격/ (ductile/brittle) .

자란 구조부품은 박판을 프레스 성형하고 이 성형된 박판들을 레이저 용접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좌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연성 거동을 보이다가 좌굴에 이르

는 임계 충격하중 부근에서는 연성 취성 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계하중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부품이다.

마 지지격자 일방향 충격 시험시설 구축. (one-sided impact)

지지격자 일방향 충격 시험시설 구축(1)

일방향 충격특성 시험은 핵연료집합체 하나의 스팬을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시켜 이때의 충

격력 및 충격속도를 얻어 노심 내에서 집합체의 사고해석 모델의 입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

험으로 집합체 한 시편을 네 개의 마찰을 최소화한 기둥 을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column)

계하였다 이것은 단일 스팬을 가진 집합체 시편이 낙하할 때 이 낙하 프레임이 강체거동. (rigid

을 함으로써 엄밀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측정 데이터로 속도 낙하높body motion) . ,

이 및 충격력을 얻어야하므로 로드 셀 속도감지기 및 변위 변환계, (velocity detector) (LVDT)

를 사용하였다.

시험 시 얻게 되는 충격력 데이터는 시험장비 프레임의 하단에 위치한 로드 셀과 지지격자

를 둘러싸고 있는 판과의 접촉을 통해 얻게 되며 단일 스팬을 갖는 집합체 시편이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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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력을 고려하여 최대 까지의 충격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44 kN .

Base

Upper Head

Load Cell

Specimen

LVDTVelocity 

Transducer

Compression 

LVDT

406.4(16")

그림 일방향 충격특성시험장치 개략도3.3.26.

이와 같이 설계된 일방향 충격시험기는 시편을 고정한 프레임이 자유 낙하하게 될 때 이 프

레임의 강체운동은 보장할 수 있으나 그 제작성 측면에서 마찰을 무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 로드

들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가이드 로드들이 많아질수록 그 마찰력.

은 커지게 되며 시편의 질량 또한 이상으로 이 시편의 무게에 프레임의 무게까지 더해지게90 kg

되면 이는 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시편을 고정한 낙하 프레임 이 두 개의 가이드 로드를(falling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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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그림 에 단일 스팬을 갖는 집합체 시. 3.3.27

편이 고정된 챔버를 나타내었다 그림 을 보면 시편은 그 질량이 이므로 시편 고. 3.3.27(a) 90 kg

정 프레임에는 두 개의 가이드 로드 링크가 있어 이 가이드에 시편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rod)

펼쳐서 지지격자 시편을 로드 하게 되고 시편을 로드에 올린 후에는 수직으로 접어 넣어 시(load)

험할 위치에 장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낙하 프레임은 그림 과 같이 시편이 이 프레. 3.3.27(b)

임 위에 얹힌 상태로 자유 낙하하기 때문에 시편 자체의 특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

다 낙하 프레임은 최소의 질량을 가지면서도 최대의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그림 는 시편이 장착되어 시험을 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압 액3.3.28(a) ,

추에이터를 통해 시편이 장착된 프레임을 해제하게 되면 이 낙하 프레임이 자유 낙하하도록 하였

다 그림 는 시편이 자유 낙하하여 시험기 베이스에 설치된 텁에 충돌한 상태를 나타내. 3.3.28(b)

고 있다 시편의 기하학적 형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 시험 가능한 낙하높이를 까지. 250 mm

하였다.

챔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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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프레임(b)

그림 지지격자 충격특성 시험 장치3.3.27. one-sided

낙하 직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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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후(b)

그림 일방향 충격시험기의 낙하 개략도3.3.28.

이 시편 고정 프레임은 시편의 자유낙하를 보장하면서도 시험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단일 스팬을 갖는 핵연료집합체 시편이 시험장비 하단에 있는 텁과.

충돌하게 될 때 지지격자에 삽입된 약 길이의 봉들은 관성에 의해 아래방향으로 자유운동600 mm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시편의 충격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변형 거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하나의 지지격자에 모든 봉들을 삽입한 수에 봉의 양 측면에 무게를 최소화 한 플라스틱 판

을 삽입하여 이 봉들의 끝단에서의 자유운동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되(end plate) .

면 시편이 자유 낙하하면서 충돌하게 될 때 이 봉들이 양단에서의 구속에 의한 변형거동을 잘 모

사할 수 있어 충돌 후의 봉 간의 갭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조하였다 이 시험 장치는 미국의 사에서. Instron

제조하였으며 설계의 검증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능검증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해 현지에서 기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기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 장치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단일 스팬을 갖는 집합체 시편이 자유 낙하하여 하단의 텁과 충돌하게 될 때

시편의 자유 운동에 의해 이 시편이 낙하 프레임이나 프레임 구조물과 이차 충돌을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편을 고정하는 낙하 프레임에 복합재료. (composite

를 사용하여 가이드 빔을 전후좌우에 부착하여 시편이 낙하한 후 주변의 다른 구조물material)

들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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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는 현장 기능시험을 마친 일방향 충격시험기를 시험실로 운송하여 최종 장치3.3.20

구축을 마친 상태에서의 모습이다 이 시험 장치를 사용하고 개발된 최적화 형 셀 중간 지. H 16×16

지격자와 봉들을 사용한 세 개의 집합체 시편을 시험하여 장비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시험시편.

을 시편 고정치구에 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기 직전의 상태를 그림 에 개략적으로 나타내3.3.20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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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일 스팬을 갖는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 시편을 고정치구로 고정한 상태3.3.29. H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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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유 낙하식 일방향 충격시험기 구축 개략도3.3.30.

시편이 낙하하여 하단의 텁과 충돌한 후에는 낙하 위치에서 봉과의 간격 을 측정할 수(gap)

있도록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한 갭 센서 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봉과 봉 사이를 박(gap sensor) .

판이 통과하게 되면 박판의 안쪽에 부착한 스트레인게이지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전위차

로 취득하여 원래의 박판과의 거리에서 변형을 통해 달라진 간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정한 낙하높이에서 시험을 수행한 후 봉과 봉3.3.31 3.3.32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해 이 갭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삽입하게 되면 박판의 내부

에 부착한 스트레인게이지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위차를 변위로 환산하

여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게 하였다 그림 에는 일방향 충격시험 시 데이터 취득을. 3.3.33

위한 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D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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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갭 센서 설계 개략도3.3.31.

스 트 레 인 게 이

그림 갭 센서의 개략적인 모습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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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방향 충격시험 시 데이터 취득 개략도3.3.33.

이렇게 구축한 일방향 충격시험 시 데이터 취득은 물론 갭 센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 갭

센서는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해 발생된 스트레인을 변위로 환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정

이 필요하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제작된 갭 센서를 실제 갭의 측정과 동일한 시(calibration) .

스템을 구성하여 교정 장비를 통해 단위로 반복시험을 수행하여 센서에 대한 정확도를 확0.1 mm

보하고자 하였다 갭 센서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는 쿼터 브리지 를 구성하였. (quarter bridge)

고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이 갭 센서는 반복측정에도 그 정확도, 350 .Ω
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 반복에도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박판을 열처리하3000

였으며 교정은 상온 하에서 수행하였다 교정결과 참조,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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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갭 센서의 교정 결과3.3.34.

성능시험 및 검증(2)

제작 완료된 충격특성 시험 장치를 검증하고자 그림 와 같은 모형시편3.3.35 (mock-up

을 제조하였다 이 시험은 상온 하에서 수행하나 실제 노심 내의 조건은 고온 약specimen) . ( 32

이므로 실제 상온 하에서 시험한 값을 지지격자 충격시험을 통해 얻은 고온 상온 비 약0 ) /℃
를 적용하여 고온에서의 일방향 충격특성으로 이를 사고해석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0.712

다.

그림 최적화 형 단일 스팬 지지격자 모형시편3.3.3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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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축된 일방향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과제에서 제조한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에H 16×16

봉을 삽입한 그림 와 같은 모형시편 을 통해 그 기능을 검증하였다 이3.3.35 (mock-up specimen) .

시험은 상온 하에서 수행하나 실제 노심 내의 조건은 고온 약 이므로 실제 상온 하에서 시( 320 )℃
험한 값을 지지격자 충격시험을 통해 얻은 고온 상온 비 을 적용하여 고온에서의 일방향 충격/ 0.7

특성으로 이를 사고해석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총 단일 스팬을 갖는 지지격자 시편은. 3

개를 제조하였으며 이 시편을 사용한 시험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충격시험의 경우, 3.3.36 .

시험 데이터에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문턱치 필터링

을 수행하였다 시편 간의 차이는 극히 작았으며 세 개 시편에 대해 수(threshold filtering) . ,

행한 충격력의 평균값은 이었고 충격 유지시간은 약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38.856 kN , 12 ms .

은 다른 상용 지지격자 로 시험한 결과에 비해 임계 충격력은 약 제고되었으며 충(HID-1B) 40 % ,

격 유지시간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본 지지격자가 사고로 인해 충격하50 % .

중이 가해질 때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제고되어 보다 큰 사고하중 하에서도 집합체의 기계 구조/

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 개의 단일 스팬을 갖는 최적화 형 셀 지지격자 시편을 시험한 결과를 보면 시편H 16×16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이 균일한 시험결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시편들이 비록 지르칼로이 피.

복관을 사용한 실제 핵연료집합체와 동일한 시편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관에 시편의 질량을 등가

로 하기 위해 사각 봉을 삽입한 것이긴 하나 전체적인 기하학적 형상이 동일하며 시편의 질량 또

한 실제 단일 스팬을 갖는 핵연료집합체와 등가로 하였기 때문에 일방향 충격에 의한 거동은 유

사할 것임을 감안하면 기 구축된 일방향 충격시험기의 기능 및 적합성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표 최적화 형 지지격자와 형 셀 지지격자의 일방향 충격강도 비교3.3.8. H HID-1B (16×16 )

Value

Classification
Impact strength (kN) Duration (ms)

KAERI

38.530

40.244

37.479

12

ABB/CE 27.86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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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적화 형 단일 스팬 셀 지지격자의 일방향 충격이력3.3.36. H 16×16

바 봉다발 난류유동 및 열전달 전산유체 해석.

봉다발 열수력 전산유체해석 현황(1)

대부분의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배열의 긴 실린더형 연료봉

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수는 연료봉 사이로 형성된 유로인 부수로 를 따라 봉과. (subchannel)

평행하게 흐른다 부수로의 단면 형상은 원형이 아니므로 원관의 난류유동과는 다른 특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봉다발 부수로의 난류유동 및 연료봉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

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핵연료다발의 열수력적 성능을 분석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단순지지 봉다발의 난류유동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와 는 삼각형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Carajilescov Todreas[3.3.3]

를 수행하였으며 는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에서 차유동 의 크기를Vonka[3.3.4] 2 (secondary flow)

처음으로 측정하였다 사각형 봉다발의 난류유동 구조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특히 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봉다발 부수로 난류구조의[3.3.5-3.3.8]. Rehme[3.3.8]

특성을 정리하였다 즉 차유동의 발생과 크기 영향 등을 평가하였고 난류의 비등방. , 2 ,

에 대한 분석과 함께 큰 에디 운동에 의한 거시적 유동 맥동(anisotropy) (large eddy) (flow

현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최근 와 는 가열 봉다발에서 운동pulsation) . Krauss Meyer[3.3.9]

량과 에너지의 난류혼합에 대한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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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는 많지 않은 편

이다 는 방정식 난류모델을 이용한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 Slagter[3.3.10] 1-

과를 발표하였다 와 및 와 는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Lee Jang[3.3.11] Lemos Asato[3.3.12]) (eddy

모델을 이용하여 삼각형 봉다발에 대한 수치모사 결과를 제시하였다viscosity) . In et

은 비등방 난류모델을 범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와 연계하여 봉다발 난류al.[3.3.13-3.3.14] (CFD)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등방 난류모델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의 비선형 과 의 레이놀즈 응Speziale[3.3.15] quadratic k-e Launder-Reece-Rodi(LRR)[3.3.16]

력 모델 이 와 의 표준 과 비선형(RSM) Launder Spalding[3.3.17] k-e quadratic k-e(Shih et

및 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으로al.[3.3.18] Cubic (Craft et al.[3.3.19]

보고하였다.

봉다발 열수력 전산유체해석 기술 평가(2)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난류모델에 따른 봉다발 난류구조 및 열전달에 대한 예측결과를CFD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난류모델은 와 의 표준- . Launder Spalding k-e,

의 비선형 및 과 의 레이놀즈Speziale quadratic k-e LRR Speziale-Sarkar-Gatski(SSG)[3.3.20]

응력 모델 등이다.

그림 삼각형 배열의 개 가열 봉다발3.3.37. 37

본 연구의 모델은 그림 과 같은 와 의 개 삼각형 가열 봉다CFD 3.3.37 Krauss Meyer[3.3.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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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앙 부수로이다 봉 직경 에 대한 봉 간격 의 비 는 과 이다 유동의 대. (D) (P) (P/D) 1.06 1.12 .

칭성을 이용하여 삼각형 봉다발 중앙 부수로의 을 해석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즉 부수로1/6 CFD . ,

중심선과 대칭선 및 부수로 사이 경계선에서 각각 대칭 경계조건을 사용하(diagonal) (symmetry)

였으며 봉 표면에서는 유동 점착 과 일정 열유속 조건을 설정하였다 입구와 출구 경계(no-slip) .

에서는 균일유동과 일정압력 조건을 각각 사용하였다.

그림 은 본 계산에 사용된 중앙 부수로 단면의 전산격자를 보여준다 다양한 격3.3.38 1/6 .

자시험을 수행하여 본 계산에 사용한 반경방향과 원주방향 및 주유동방향의 최적격자는 각각

과 이다 벽면과 인접한 격자의 무차원 벽 거리 는15x30x50(P/D=1.06) 30x30x100(P/D=1.12) . (yw+)

각각 로 나타났다35-70(P/D=1.06), 30-37(P/D=1.12) .

    

그림 부수로 단면 격자3.3.38. (P/D=1.06, 1.12)

다양한 난류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위해 범용 코드인 와CFD CFX-4.4[3.3.21]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선형 모델은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CFX-5.6[3.3.22] . k-e CFX

코드의 관련 서브루틴를 수정하고 비선형 모델의 서브루틴을 추가하였다 속도와 압력CFX-4.4 .

방정식의 해는 기존의 해법을 개량한 해법을 이용하였다 선형화된 압력 보정식SIMPLE SIMPLEC .

은 대수 다중격자 방식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차 의 유한차분 도2 (second-order)

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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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  Standard k ε−  Speziale k ε−  RSM(SSG) 

그림 시간평균 속도 분포3.3.39. (P/D=1.06)

벽면 근처의 난류는 벽함수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하향완화(wall function) .

방법을 이용한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수렴 해를 얻었다 수렴조건은 질량보(under-relaxation) .

존 방정식의 잔차 의 합이 전체 질량유량의 이하이며 다른 지배방정식의 잔차(residual) 0.001 %

감소량이 10-4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의계산 조건은 봉다발 평균유속 과 수력직경 기준의 레이놀즈 수와 봉 표면(Ub)

열유속이 각각 인 경우 과P/D=1.06 39000 0.98 kW/m2이며 인 경우 과P/D=1.12 65000 1.39 kW/m2이

다.

그림 비등방 난류에 의한 차유동 좌 우3.3.40. 2 (P/D=1.06): ( ) Speziale, ( ) 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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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인 경우 시간평균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실험결과에 비해 표준3.3.39 P/D=1.06

모델은 부수로 중앙에서 부수로 사이의 협소유로 영역으로 갈수록 속도변화를 크게 예k-e (gap)

측하였다 그러나 의 비선형 모델과 의 은 측정 속도분포에 보다 근접한 예. Speziale k-e SSG RSM

측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등방 난류모델 예측결과의 개선은 그림 에. 3.3.40

나타낸 바와 같이 비등방 난류에 의해 야기되는 차유동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2 .

즉 봉다발 부수로와 같이 유로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 부수로 중앙에서 영역으로 차유동, gap 2

이 발생하며 최대 차유동의 크기는 평균유동 속도의 와 로 각각 예측2 1 %(Speziale) 0.7 %(SSG)

되었다 의 은 모델과 거의 동일한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인 경우에도 비슷. LRR RSM SSG . P/D=1.12

한 유동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은 시간평균 유체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실험결과에 비해 온도변화가 크3.3.41

게 예측되었다 특히 표준 모델은 영역의 온도를 매우 높고 부수로 중앙의 온도를 다소 낮게. gap

예측하였다 반면에 과 모델은 영역에서 현저히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Speziale SSG gap

여전히 영역의 유체온도를 측정치에 비해 다소 높게 예측하고 있다 표준 모델과 모gap . k-e SSG

델의 등온선은 부수로 중앙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이지만 모델의 경우 실험결과와 유Speziale

사하게 쪽으로 다소 길게 치우친 타원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gap . Speziale

델이 쪽으로의 차유동을 다소 크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 경gap 2 . P/D=1.06

우에 비해 인 경우 난류모델에 따른 부수로 중앙부분의 온도차이는 미미하고 영역P/D=1.12 gap

의 온도차이만 다소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모델은 모델과 거의 동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냈. , LRR SSG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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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  Standard k ε−  Speziale k ε−  RSM(SSG) 

그림 시간평균 온도 분포 위 아래3.3.41. : ( ) P/D=1.06, ( ) P/D=1.12

봉 표면을 따른 벽 전단응력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그림 에 실험결과와3.3.42

함께 비교하였다 과 모델이 표준 모델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예측결과를. Speziale LRR & SSG k-e

보이고 있으나 측정결과에 비해 모든 예측결과는 원주방향으로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인 경우 인 경우에 비해 변화가 더욱 커지고 예측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 P/D=1.06 P/D=1.12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봉 간격이 좁은 봉다발의 특이 난류유동 구조를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 모델 등의 비등방 난류모델은 최대 유로영. , Speziale LRR & SSG

역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 약(  에서 벽 전단응력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델=5) Speziale

의 예측결과는 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봉 표면을 따라. gap( 에서 최대 유=30)

로영역( 쪽으로 차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0) 2 .

그림 은 무차원화된 봉 표면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며 측정된 온도분포에 비해 예3.3.43

측결과는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벽 전단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봉 간격이 좁은 경우.

예측결과는 실험결과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등방 난(P/D=1.06) .

류모델들의 예측결과는 표준 모델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다 보다 정확한 온도분포의 예측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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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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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벽 전단응력 분포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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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무차원 벽 온도 분포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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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봉다발 에서의 주유동방향 난류강도 분포3.3.44.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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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봉다발 에서의 원주방향 난류강도 분포3.3.45. Gap

그림 와 그림 는 봉다발 에서 각각 주유동방향과 원주방향 난류강도의 변화3.3.44 3.3.45 gap

를 비교한 것이다 주유동방향 난류강도 그림 는 봉 표면 으로부터 중앙. ( 3.3.44) (rn=0.0) gap

으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은(rn=1.0) P/D=1.06

인 경우 변화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인 경우 모델의 예측결과가 측정결과와 비교. P/D=1.12 SSG

적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인 경우에는 모든 난류모델이 낮은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P/D=1.06 .

모델이 가장 낮은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모델의 예측결과가 측정결과에 가장Speziale SSG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에 나타낸 원주방향 난류강도 분포는 인 경우 매우. 3.3.45 P/D=1.06

크고 반경방향으로의 변화도 미미한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는 매

우 작고 상대적으로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은 인. P/D=1.12

경우 주유동방향 난류강도 분포와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갈수록 감소하며 과 모델의gap LRR SSG

예측결과가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모델은 주유동방향 난류강도와. Speziale

는 반대로 원주방향 난류강도를 다른 난류모델에 비해 다소 높게 예측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산유체해석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코드 개발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이에 대, In-House

한 구체적 연구는 참고문헌 에 기술되어 있다[3.3.23] .

결 론(3)

난류모델에 따른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의 난류유동 및 열전달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비등방 난류모델은 봉다발 부수로에서 비등방 난류에 의해 야기되는 차유동을 예측하고2

표준 모델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시간평균 속도분포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k-e .

- 레이놀즈 응력 모델과 비선형 모델의 벽 전단응력 및 봉 표면온도에SSG Speziale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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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측결과는 유사하지만 난류강도 분포는 모델이 측정결과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인SSG

다.

- 봉 간격이 좁아질수록 벽 전단응력과 봉 표면온도의 예측결과는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협소유로 영역에서 나타나는 높은 원주방향 난류강도를 예측하지 못한다.

- 봉다발 부수로의 특이 난류구조를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한 난류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프레팅마멸 특성2. DB

본 과제의 단계에서는 최적화 형 및 새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 및 특성1, 2 H

이 연료봉 프레팅마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 공기 중에서 지지격자판 및

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의 고온고압 수중에서 지지격자판, 320 /15 MPa℃
단위의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였다 단계 말 최종보고서에 기 발표한 대로 상기 지지격자 스. 2

프링은 마멸성능이 기존 상용의 스프링에 비하여 동등 이상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단, 3

계에서는 이를 로 구축하였다 에는 접촉하중 미끄럼변위 주파수 시험시간 및 분위기 등DB . DB , , ,

의 특정한 실험조건에서 피복관 시편의 표면에 발생한 마멸형상 최대깊이 및 마멸부피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총 여 건의 실험결과가 정리되었으며 지지격자판 단위실험 약 건 지지자. 400 410 ,

체 단위실험 약 건 및 고온고압 건으로 정리하였다1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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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위탁연구4

1. 공리적 설계 개념의 격자판 형상 최적화 및 기술확립 한양대( 박경진 교수)

상세한 연구결과는 위탁과제보고서 에 나타나 있다KAERI/CM-911/2005 .

가 연구 내용.

충격해석(1)

원자로의 비정상적인 운전상태에 대비하여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어봉의 삽

입경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하중에 대하여 지지격.

자체가 기계적인 영구변형에 대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 구조적 측면. /

에서 지지격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수치해석 모델을 만들었다 이때 격자체.

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임계하중은 실험을 통하여 얻었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이고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석을 위해서 비교적 신속한 해석이 가능한.

가 사용되었다ABAQUS/EXPLICIT .

형상 최적화(2)

기계 구조적 기능이 더욱 향상된 지지격자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원자로의 운전조건이나/

제조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요구조건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비선형성을 고려한 등. NROESLs(

가정하중을 이용한 비선형 응답 최적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

로 호몰로지 설계법과 공리적 설계 개념을 도입한 스프링의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는 기.

계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 고정기능과 내충격기능을 우선시 하면서 프레팅 마모손상을 적게 일/

어나는 형상도출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형상을 찾았.

고 그 결과를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최적설계를 위한 상용소프트웨어는. GENESIS 7.5

이다.

나 연구개발의 결과.

충격해석(1)

지지격자의 충격해석을 위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실제 용접부와흡사한.

표현을 위하여 용접부위에 솔리드 요소를 붙이는 새로운 용접부 처리 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산 모사 해석시 용접부를 처리하였던 방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실험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값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 유한요소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지.

금까지보다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용접부의 용입 깊이가 해석결과.

에주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용입깊이는충격하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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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적화 형과 참고모델 의 충격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최적화 형이 참고모델 보다 충격H B H B

하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대 충격하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

화 형의 형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H .

형상 최적화(2)

가 를 이용한 스프링의 형상최적설계( ) NROESLs

지지격자의 스프링은 비선형성이 존재한다 그런 비선형성을 고려한 최적설계를위하여.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비선형 응답 구조 최적설계 를 이용하여 지지격자의 최적설계를(NROESLs)

실시하였다 지지격자 스프링을 모델링하였고 최대값의 최소화 문제로 설계정식화를 하였. 1/4

다 비선형해석과 선형최적설계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최적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

나 공리적 설계 개념을 이용한 스프링의 형상최적설계( )

공리적설계를 이용하여 설계영역을 결정하였고 그 영역을 대상으로 호몰로지 설계개념이

들어간 설계정식화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최적설계와 최적설계로부터 나온 최적모델의.

검증 및 새로운 하중조건을 찾기 위해 비선형해석을 서로 반복 실시하였다 여기서 하중조건은.

압력을 받는 특정 절점에 압력분포에 따라 그에 비례하는 초기 스프링력을 넣어 줌으로써 기존모

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발생되는 스프링력 저하를 막아주었

다 또한 최대값의 최소화 문제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줄임과 동시에 소성.

영역을 줄였다 이 때 호몰로지 설계 관점에서 만들어진 목적함수가 최대값의 최소화 문제로 바.

뀌면서 제한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서 발생되어진 문제점을 호몰로지 상수를 도입함으로

써 해결하였다.

공리적설계를 이용한 지지격자의 최종 설계안 도출2. 한양대( 박경진 교수)

상세한 연구결과는 위탁과제보고서 에 나타나 있다KAERI/CM-949/2006 .

가 연구 내용.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봉을 지지해 주는 유일한 수단인 지지격자체는 설계 시 두 가지를 고

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지진과 같은 외부인자와 냉각제 상실사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환경.

에서 발생하는 내부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지격자체에 연료봉이 삽입이 되고 중.

성자 조사로 인한 프레팅 마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에 의하.

여 연료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국 스프링의 응력이 이완되고 냉각수 유동에 의해 스프링과.

연료봉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마모 손상이 발생한다 이 마모를 프레팅 마모라고 하고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능이다 따라서 지지격자체는 외부인자에 의한 충격하중과 유체유발진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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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는 프레팅 마모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에 그 초점을 맞춘다.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 공리적설계를 이용하여 지지격

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영역과 설계순서를 결정하고 각각의 영.

역에 대해 설계를 수행한다 먼저 충격하중에 대한 설계는 해석을 통하여 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를 분석한다 응력 분포가 일어나는 구간의 길이를 설계변수로 결정하여 직접 변경.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비선형 해석을 통해 치수 변화에 따른 최대충격하중을 비교한다 두 번째. .

설계인 프레팅 마모를 고려한 설계는 호몰로지 이론을 스프링의 형상에 제한조건으로 적용함으

로써 현재의 연료봉과 스프링의 선접촉에 가까운 형상을 면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년 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점들이 변형 전 변형 중 그리고 변형 후. 1967 S.V. Hoerner , ,

를 걸쳐 요구되는 기하학적 형상이 유지되는 것을 호몰로지 변형이라고 정의하였다 호몰로지.

설계란 임의의 외력 하에서 변형 전 변형 중 변형 후를 걸쳐 구조물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지정, ,

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상최적설계를 실시할 때 목적함수와 제.

한조건에 맞게 형상이 조정되는 섭동벡터를 설계변수로 결정하고 스프링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목적함수와 호몰로지 조건이 포함된 제한조건을 정하여 형상최적설계를 실시한다 형상최적설계.

는 를 사용하여 최종 형상을 도출한다GENESIS 7.5 .

나 연구개발의 결과.

지지격자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에 대해서 현재의 모델보다 향상된 구조 강도를 갖추었고

동시에 연료봉이 삽입되었을 때 중성자 조사로 인해 생기는 프레팅 마모에도 견디는 설계를 수행

하였다 공리적설계를 적용해서 기능요구에 대한 설계파리미터를 정의하였다 설계파리미터를. .

이용하여 설계영역을 결정하고 설계순서까지 정하였다 첫 번째 기능요구인 지지격자의 구조강.

도에 관해서는 직접 설계파라미터의 치수를 변경하면서 비교 분석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

다 두 번 째 기능요구인 프레팅 마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호몰로지 이론을 설계 정식화.

의 제한조건으로 사용하여 현재의 연료봉과 스프링의 선접촉에서 면접촉이 되도록 형상최적설계

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지지격자체는 연료봉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충격 하중에 대한 구조 강도를 갖추어야(1)

한다 충격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응력은 스프링과 딤플을 제외한 부분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다. .

따라서 스프링과 딤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직접 치수를 조정하여 최대 충격하중이 존재

하는 치수를 얻었다.

지지격자체의 충격해석과 지지격자에 연료봉이 삽입된 해석을 통해 지지격자의 불필요(2)

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 부분은 위상최적설계를 사용하여 질량 분포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

는 응력을 전혀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체 모델링 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결.

과를 형상최적설계의 초기 모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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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설계 시 호몰로지 이론을 제한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연료봉과 스프링의 접촉거(3)

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접촉거리의 최소화로 인해 현재 스프링의 선접촉에서 면접촉으로.

접촉면적의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집중하중에 분포하중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간접적으로.

프레팅 마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격자는 중성자 조사로 인한 진동에 의해 연료봉과 스프링의 마찰로 프레팅 마모손(4)

상이 발생한다 진동은 동하중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동하중을 직접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정하.

중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하중이 아닌 동하중을 직접 적용하여 최적설계.

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지격자체는 재료 및 기하 비선형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형. .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하여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만 그쳤다 향후에는 비선.

형성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필요하다.

부분구조법을 이용한 핵연료집합체의 상세 유한요소 모델링 및 진동 해석3.

순천대 이희남 교수( )

상세한 연구결과는 위탁과제보고서 과 에 나타나 있KAERI/CM-861/2005 KAERI/CM-862/2005

다.

가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부분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였다 상용유한요소 프5x5 .

로그램인 를 사용하였고 마찰 및 간극요소를 도입하여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사이에 발생ANSYS ,

하는 비선형적인 지지조건을 실제와 보다 근접하게 모델링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유.

한요소모델은 같은 부분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기존 차원 솔리드 모델에 비교하여 유한요소의 개3

수가 약 에 불과하여 매우 단순화된 모델이다 아울러 기존 부분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1 % . , 5x5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선된 유한요.

소모델은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지지격자와 스프링 딤플 사이의 접촉조건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한 모드해석 결과는 시험치와 비교하여 볼 때 정확성이 매우 큰 정도.

는 아니지만 다소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연구결과.

개발된 모델의 동특성을 알려져 있는 시험결과와 비교해보면 모드형상 뿐 아니라 고유진, ,

동수도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여개의 요소를 사용한 현재 모델이 약 개. 340 47,000

의 요소로 작성된 솔리드 모델에 비해 진동시험결과와 더 잘 일치하는 동특성을 예측함은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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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델링 과정 중에 확실하게 데이터가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설계 변수들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추후 모델링 과정에서의 불,

확실성을 줄이면 더욱 정교한 모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연료.

봉을 포함한 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 모델은 향후 보다 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고 상세한

모델 개선 작업을 통하여 수중 가동조건하에서의 진동특성 파악 및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 해,

석용 모델 작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다.

축류 유동장에 놓인 관군의 유동유발진동 예비 분석 한남대 심우건 교수4. ( )

상세한 연구결과는 위탁과제보고서 에 나타나 있다KAERI/CM-941/2006 .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노심 내부 구조물이나 핵연료 집합체의 구조건전성 분석은 이론적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각종 실험 계수를 활용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실험으로서 실험 루우프의 적절한 활용이 요

구된다 관군의 유동유발진동과 관련된 적절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유동유발진동과 관련된 실험의 결과를 향후 핵연료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축류 유동장에 놓인 관군의 유동유발진동 예비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원자로 핵연료 집합체 및 증기발생기 등에 발생되는 유동유발진동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부분이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상당한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고 있다 유동유발진동과 관.

련한 국내의 기술자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연료의 축소모형인 시험 집합체를

활용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와 경험은 우리 고유의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 및 관련 기반기술을 확

보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관군에 대한 유동유발 진동이론 모델 검토 및 시험결과 결과분석(1) FIV

축류 유동장에 놓은 관군의 유동유발진동에 대한 이론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유동유발 진동

발생 메카니즘들에 대한 예비분석과 축류에 놓인 관군에 작용할 수 있는 수력학적인 힘들에 관하

여 고찰하였다 관군의 거동에 대한 이론모델에는 필연적으로 봉과 봉의 상호작용과 유체유. FIV

동 및 점성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축류에 놓인 관군의 일반적인 특inter coupling . FIV

성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단위 봉 및 부분집합체의 모달특성과의 상관성에 관하여도 분석하였,

다 아울러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를 기존의 이론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검토 하였다 시험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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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시험집합체는 각 길이의 조합체로 가정할 수 있다 표 은 양단이 단순 지지된. 3.4.1

보가 공기 중에 있을 때에 길이의 변화에 따르는 각 모드의 주파수를 구하였다 표(pin-pin) .

는 공기 중에서 측정한 튜브와 집합체의 모드별 주파수를 예시하였다 실험의 결과와 비교3.4.2 .

하여 튜브는 지지간의 길이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집합체는 집합체 전체 길이에 의한 저

주파수 모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시험집합체. 3.4.1

내부 단위 연료봉에서 측정한 동적 특성으로서 유동이 증가됨에 따라 단위 봉의 유동응답특성에

해당하는 주기성분의 진동진폭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유속의 증가에 따라 주.

파수의 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임계유속 보다 실험에서의 유속이 비교적 작음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범위의 유속에서 주파수 특성은 유속의 효과를 무시하고 어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3.4.1. Natural Frequency by Equation of Motion for Pin-Pin system in Air

L(m) 1st 2nd 3rd 4th

0.56 47.2 189 425 756

1.06 13.2 52.7 119 211

1.12 11.8 47.2 106 189

1.52 6.41 25.6 57.7 103

1.68 5.24 21.0 47.2 131

2.08 3.42 13.7 30.8 54.8

표 3.4.2. Natural Frequency by Modal Test

1st 2nd 3rd

Tube

(0.25N)
46.2 50.7 56.9

Fuel

assembly
7.01 16.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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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Typical dynamic response of a tube with axial flow velocity

공기 중에서의 집합체 내 연료봉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식 을 사용하여 표 에 예3.4.1 3.4.3

시하였으며 주변의 관의 진동에 의한 부가질량을 고려한 식 를 사용하여 차 및 모드3.4.2 1, 2 3

의 범위를 예시하였다 그림 의 실험 결과를 참조하면 차와 차 모드가 잘 나타남을 알 수. 3.4.1 1 3

있다.

표 3.4.3. Natural Frequency for Pin-Pin system

1st 46.2 37.6~44.4

2nd 50.7 41.3~48.7

3rd 56.9 46.4~54.6

2/1

4

2






=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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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βω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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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여기서 '2

pp R µρπµ = 는 로서 그림 를 활용하여 구할 수effective added mass 3.4.2

있다.

그림 3.4.2. Natural frequency and effective added mass coefficients

난류에 의한 관군 내 튜브의 최대 진폭 값은 아래 식 으로 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rms 3.4.3 (

표 에는 아래 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연구자들에 따른 실험 상수들을 도-Blevins, 1990). 3.4.4 ,

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를 그림. 3.4.3

에 도시하였다 주요 진동 주파수가 유속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점이 있으며 이는 주요.

진동 모드가 천이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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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난류섭동에 의한 실린더 형 봉의 유동유발 진동 변위3.4.4. rms

a b c e g h j

Chen 1 2 0 1 0 -2 0

Paidoussis 0.8 2.6 0.8 2.2 -0.66 -1.6 0

Reavis 1 1.5 0.4 1.5 -1 -1.5 -0.5

Wambsganss 0 2 1.5 1.5 -1 -1.5 -0.5

jhgecba fmDdVKY ζρ=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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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Peak Vibration Amplitude and frequency with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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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관군 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해석적으로 유도하고 축류에 놓인 관군에 작용하는 수력학FIV ,

적인 힘들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관군의 거동에 대한 이론모델에는 필연적으로. FIV

봉과 봉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축류에 놓인 관군의 일반적인 특성inter coupling . FIV

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단위 봉 및 부분집합체의 모달특성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난, .

류여기 진동진폭 모델을 근거로 봉의 변위를 계산해본 결과 집합체 진동은 대부분 지배적인rms ,

저주파 성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봉의 부가질량 효과로 인하여 를 갖는 주파수 성분, side band

의 군 또는 밴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

비정렬격자계를 이용한 난류유동 및 열전달 전산해석 국민대 명현국 교수4. ( )

상세한 연구결과는 위탁과제보고서 에 나타나 있다KAERI/CM-718/2003 .

가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봉다발 부수로에서 고성능 지지격자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난류

유동 예측을 위해 비정렬격자계를 이용한 난류유동 및 열전달 해석코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그 첫 단계로 비정렬격자계를 사용하고 유한체적법에 기초하여 열, /

유체 유동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차원 해석 소프트웨어의 핵심엔진인 솔버 의 해석 알3 (Solver)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나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렬격자계에 비해 복잡하고 실제적인 형상에 대한 격자생성이 용이하고,

흥미있는 국부 형상에 대해 격자를 능동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정렬격자

계를 사용하고 유한체적법에 기초하여 열 유체 유동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차원 해석 소프트웨/ 3

어의 핵심엔진인 솔버 의 해석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Solver) .

기본적으로 열 유체 유동 현상을 지배하는 지배방정식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 ( , ,

식 및 난류해석을 위한 과 같은 스칼라량에 대한 지배방정식 을 풀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상k, )ε
용 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좌표계를 사용하고 유한체적법에 기초하여 벡터CFD

와 스칼라 값을 모두 제어체적의 중심점에 위치시키는 집중 격자계를 사용하며 미소체적 중심,

에서의 직교좌표 성분의 속도 압력 및 스칼라 성분을 주요 종속 변수로 채택한다 또한 운동, . ,

량 방정식의 압력항 처리를 위하여 연속방정식의 속도와 연관시킨 또는 알고리SIMPLE SIMPLEC

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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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4

제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1

당초의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기본형 지지격자(SG)

최종형상 성능시험 완료

상세성능시험 완료-

최종형상 확정 및 시편-

설계 완료

최종형상 격자판 단위-

시험 완료

최종형상 격자체- (SG)

제조

최종형상 격자체 구조-

강도시험 완료

최종 형상 격자판 격자체 설계 제조- / /

최종 형상 시편 성능확인시험 수행- SG

진자식 충격시험 수행- SG

주후보 모형 종과 참조모형 종의 부분- 2 2 SG

단위 연료봉 진동특성 시험완료 지지건전성 및/

동적 설계특성 평가

다점지지 단위 연료봉과 부분 핵연료집합체-

를 대상으로 한 구조진동 및 유동유발진동(FA)

특성 기초자료 생산(FIV)

시험용 부분 시편 종 제작- FIV FA 4

기본형 종 참조형 종의 부분 에 대한 최종- 2 , 2 FA

시험완료FIV

지지격자 열수력 특성 비교 시험-

압력손실 및 임계열유속 비교 시험.

100

기본형 유동혼합기(IFM)

최종형상 성능시험 완료

상세성능시험 완료-

최종형상 확정 및 시편-

설계 완료

최종형상 격자체 제조-

최종형상 격자체 구조-

강도시험 완료

형상 보완된 기본형 설계- IFM

형상 보완된 기본형 격자판 및 격자체 시편- IFM

제조

형상 보완된 기본형 에 대한 성능확인 시험- IFM

수행

상온 하에서 진자식 충격시험 수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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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기초 성능시험시설 및

시험기술 구축 완료

격자단위 스프링 특성-

시험 시설

격자체 충격시험시설-

시설- FIV

격자단위 스프링시험기 구축 성능시험 및 검증- /

일방향 충격시험 시설 구축 성능시험- SG /

격자체 통과 충격시험 시설 구축 성능시험- /

부분집합체의 진동특성 시험장치 구축-

및 압력강하 시험장치 구축 설계보완- FIV / /

장치검증 각종 계측 데이터 획득 장비 구매, /

100

해석기술 확립

부분 진동해석 기술- FA

반복충격해석 기술- SG

봉다발 냉각수 혼합-

성능 열전달 분석기술/

격자판 형상최적설계-

기술

반복 충격하중에 따른 격자체 해석모델 개발-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 지지부 특성해석-

단일 연료봉에 대한 진동해석모델 개발 검증- /

부분집합체 셀 진동해석모델 개발 검증- (5×5 ) /

부분구조법을 이용한 부분집합체 진동해석모델-

확장성 검토 확인/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지지격자 난류유동-

및 열전달 특성 분석

100

성능 구축SG, IFM DB

기계 구조적 성능 스- / DB(

프링 특성 진동 격자체, ,

충격 마모, )

열수력적 노외성능 압- DB(

력강하 냉각성능, )

및 노외성능 구축- SG IFM DB

프레팅마멸 저항성 구축- DB

지지격자에 대한 열수력 인자 구축- DB

압력손실 난류유동 임계열유속( , , )

100

기본형 지지격자 최종형상 성능시험 완료1.

기본형 지지격자 최종 형상 종의 격자판 및 격자체를 설계하고 제조하였으며 성능확인2

및 노외 성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시험으로는 스프링 특성시험 판단위 스프링 특성시. (

험 및 격자체 단위 스프링 특성시험 프레팅마모시험 격자체 충격강도시험 열수력 특성시), , ,

험 및 형 부분집합체에 대한 진동특성 등을 수행하였다 성능시험은 현재 상용으로 사용중5x5 .

이거나 개발중인 지지격자 시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시험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성능시험결과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이 확보된 고유 기본형 지지격자 최종 형상. (2

종 의 성능이 산업체에서 개발중인 최첨단 지지격자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 .

구결과물로서 격자체 시편 논문 편 특허출원 및 등록 건 보고서 편 도면100 sets, 82 , 30 , 6 , 16

종 시방서 종 등을 생산하였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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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유동혼합기 최종형상 성능시험 완료2.

단계에서 개발한 지지격자체 혼합날개 형상에서 냉각수 혼합성능이 향상되도록 혼합날2

개의 형상을 보완하고 내 외부 격자판의 형상을 고안 설계하여 기본형 고유 유동혼합기 최종/․
형상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기본형 격자판 및 격자체 시편을 제조하여 열수력 성능확인시. IFM

험과 상온 하에서 진자식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시험은 현재 상용으로 사용중인 유동혼.

합기 시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시험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성능시험.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이 확보된 고유 기본형 유동혼합기의 열적성능은 상용으로 사용중인

유동혼합기보다 우수하며 충격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물로서 유동혼합.

기 격자체 시편 논문 편 보고서 편 도면 종 시방서 종 등을 생산하였다12 sets, 2 , 1 , 4 , 2 .

기초 성능시험시설 및 시험기술 구축 완료3.

지지격자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격자.

단위 스프링시험기 진자식 지지격자체 충격시험시설 보완 지지격자체 일방향, , (one-sided

충격시험 시설 지지격자체 통과 충격시험 시impact tester) , (through-grid impact tester)

설 부분집합체의 진동특성 시험장치 및 압력강하 시험장치 등을 구축하였다 주요 연구, , FIV .

결과물로서 보고서 편 논문 편 을 생산하였다3 , 15 .

해석기술 확립4.

지지격자체의 충격강도 시험은 충격하중을 점차 증가시켜가면서 좌굴이 발생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복적인 충격하중이 탄성하중 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지지격

자체 내부에 응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를 모사하기 위해 반복 충격하중에 따른 격자체 해석모.

델 개발을 개발하여 해석과 실험 결과와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지지격자체 상태에서의.

스프링 특성시험결과 형 를 모사할 수 있도록 격자체 경계조건 하에서 지지부 특성해석(16x16 )

모델 형 을 개발하여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집합체 셀(5x6 ) 9.5 % . (5×5 )

진동해석모델 개발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부분구조법을 이용한 부분집합체 진

동해석모델을 모델로 확장하였다 한편 방법을 이용한 전산유체해석을 통한Full array . CFD

지지격자 난류유동현상을 해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물로서 보고서 편 논문 편 을 생산하. 2 , 16

였다.

지지격자 및 유동혼합기 성능 구축5. DB

지지격자체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적성능평가 방법으로 격자체와 단일 봉으로 구

성된 시험체를 대상으로 지지건전성을 평가하고 집합체 단위로 공기 수중 진동특성시험을 수, /

행하며 최종적으로 유동시험루프를 이용하여 집합체 단위 유동유발 진동특성 시험을 수행하,

게 된다 이러한 단위 봉 및 집합체의 진동특성 유동유발 진동포함 과 관련된 지지격자 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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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및 참조모형들의 동적 설계 평가 자료는 시험 로그파일 및 내부양식에 따라 표 과 같5.1

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왔다 지지격자 설계특성과 관련된 이러한 지지격자 성능 데이터베이.

스는 향후 핵연료의 구조부품 설계와 핵연료의 거동을 모사하는 이론모델 개발에 활용됨과 동

시에 개발된 지지격자의 최종 후보모형을 결정하는 비교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과제.

의 단계에서는 최적화 형 및 새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 및 특성이 연료봉1, 2 H

프레팅마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 공기 중에서 지지격자판 및 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의 고온고압 수중에서 지지격자판 단위, 320 /15 MPa℃
의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였다 단계 말 최종보고서에 기 발표한 대로 상기 지지격자 스프. 2

링은 마멸성능이 기존 상용의 스프링에 비하여 동등 이상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단, 3

계에서는 이를 로 구축하였다 에는 접촉하중 미끄럼변위 주파수 시험시간 및 분위기DB . DB , , ,

등의 특정한 실험조건에서 피복관 시편의 표면에 발생한 마멸형상 최대깊이 및 마멸부피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여 건의 실험결과가 정리되었으며 지지격자판 단위실험 약 건. 400 410 ,

지지자체 단위실험 약 건 및 고온고압 건으로 정리하였다18 12 .

제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2

지지격자 산업재산권 확보1.

년 중반부터 추진된 경수로형 원전연료에 대한 설계 제조기술의 국산화사업 결과 핵1980 /

연료 구조부품 상하단고정체 지지격자체 에 대한 설계 제조기술은 년 월 현재 외국의( , ) / 2003 3‧
선진 핵연료 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지지격자체 개발기술은 크게 성장하지 못vendor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우리의 핵연료 설계 제조기술 국산화 사. /

업이 통상적인 설계 제조기술 확보 및 외국의 선진 핵연료 로부터의 기술전수에 치중함/ vendor

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년 이래로 축적되어온 지지격자 설계 및1986

설계 제조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선진 핵연료 들이 개발한 지지격자 형상 여/ vendor 160

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외국의 기술소유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자적인 지지격자 고유형상 종을 고안하고 국내 외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지지격자의 기계14 /‧
구조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 구축 시험기술 및 해석기술 확보 등과 같은, 원천기

술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년에는 우리나라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2000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고안한 지지격자 형상이 미국특허를 획득하였고 년 월 현재2007 3

까지 총 종의 지지격자 고유형상이 대한민국 및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16 . 앞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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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듯이 새로운 지지격자가 사용된 핵연료가 새로운 핵연료 로 주창될 만큼 지지격자Brand

는 핵연료에서 중요한 구조부품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지격자가 전체 핵연료 부품비의 정80 %

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년 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경수원전 기를 고려하면 연2006 3 16

간 억원에 상당하는 중요한 구조부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지격자에 대한 기술소유권을120 .

갖고 있으면서 향후 우리 의 핵연료 개발시에 고유 지지격자 개발기술을 활용하면 상강Brand

한 금액의 외화절감과 해외로의 핵연료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시편제조기술2.

년 핵연료 설계 제조 국산화사업이 추진된 이래 국내에서 지지격자판을 라이센스 형1986 /

태로 제조한 것이 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년부터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서 고안1998 . 1997

한 고유 지지격자를 제조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발굴과 격자판 제조용 금형 설계기술 격자,

판 제조기술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본 과제에서 발굴한 제조업체가 상용 지지격자의 국내제

조를 위한 업체로 선정되어 년부터 상용 지지격자의 지지격자판을 라이센스 생산하고1998

있다. 한편 본 과제에서 고안한 고유 지지격자에 대한 성능시험용 형 형 형5x5 , 7x7 , 8x8 ,

형 격자체를 제조하기 위해 용접업체를 선정하는 등 국내의 지지격자 제조기술 확16x16 LASER

보에 노력하였다.

시험기술3.

가 스프링 지지부 특성 시험기술 및 격자체 충격특성 시험기술.

지지격자체 상태에서 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부 특성 시험기술은 향후 고안되거나 개발

될 핵연료 지지격자의 스프링 및 딤플의 특성파악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격자체 충격

특성 시험기술 진자식 낙하식 충격시험기술 은 상온 및 고온에서 격자체의 충격특성을 파악( , )

하고 지지겨가의 구조성능 자료 확보에 이용될 수 있다.

나 연료봉 진동시험 및 부분집합체의 유동기인진동 시험기술. (FIV)

구축된 연료봉 진동시험 장비 및 기술은 연구소 뿐만 아니라 원전 비원전 산업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동기인진동 시험을 수행할 유동루프시험장치 및 시험기술은 국내의(FIV)

원전연료 개발 및 실증시험 뿐만 아니라 유동기인 진동시험 관련분야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시험시설은 과제 종료후에도 하나로 갭슐의 진동시험에 이용되고 있. FIV

다.

다 프레팅 마멸시험기술.

구축된 격자판 단위 및 격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치와 시험기술은 연료봉 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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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에 따른 지지격자 스프링의 프레팅마멸 경향과 특성파악에 활용될 수 있어서 향후 고안되

거나 개발될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프레팅 마멸 특성 및 저항성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해석기술4.

지지격자체 상태에서 스프링 특성시험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해석기술 형sub-model (5x5 )

은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지격자체 스프링 특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ull arry .

또한 격자체의 용접부위와 충격시험조건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기술은 향후 고안되

거나 개발될 지지격자의 충격특성을 격자체 시편 제작전에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연료봉 진동.

해석 형 부분집합체 진동해석 부분집합체의 유동기인진동 해석기술 부분집합체 셀, 5x5 , , (5×5 )

진동해석모델등은 향후 개발될 여러 지지격자 형태에서 봉 및 집합체의 진동 특성 예측에 이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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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고안된 지지격자 고유 형상 종들은 이미 국내 외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종1. 18 16‧
의 지지격자 고유 형상이 대한민국 및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었다 특히. 과제 단계 말에 신2

형 핵연료용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으로 선정된 고유 지지격자 종은 년에 미국특허2 2000

를 획득한 형상을 개선한 것으로 기술소유권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 지지격

자 및 상용으로 개발중인 최신 지지격자와의 성능비교시험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 핵연료산업체와 지지격자체를. 2007 3

포함한 신형핵연료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

지지격자 개발관련 해석기술들은 지지격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뿐만2.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의 특성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한 시험시설과 시험기술은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지3.

격자의 성능파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타 연구과제의 특성자료 파악에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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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학술회의 자료-

학술회의1) ICONE-11, ICONE-12, ICONE-13 Proceedings

학술회의2) ICAPP-04, ICAPP-05 Proceedings

학술회의3) SMiRT-17, SMiRT-18 Proceedings

학술회의4) ICEM-06 Proceedings

학술회의5) APCFS-04, APCFS-06 Proceedings

학술회의6) FDM-06 Proceedings

학술회의7) CST-03, CST-04, CST-05, CST-06 Proceedings

학술회의8) ICCES-03, ICCES-07 Proceedings

학술회의9) ICSV-10, ICSV-12 Proceedings

학술회의10) IWMDE 2006 Proceedings

학술회의11) LAMP 2006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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