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냉각핵연료 온도 및 열유속 분리 평가

양용식†․전태현*․신창환*․송근우*

Temperature and Heat Split Evaluation of Annular Fuel

Yong Sik Yang, Tae Hyun Chun, Chang Hwan Shin, Kun Woo Song

Key Words: gap conductance(갭 열전도도), annular fuel (이중냉각핵연료), heat flux split(열유속 

분배), fuel temperature(핵연료온도)

Abstract

The surface heat flux of nuclear fuel ro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can affect safety of 
reactor and fuel.  If fuel rod surface heat flux exceeds the CHF(Critical Heat Flux), fuel can be 
damaged.  In case of double cooled annular fuel, which is under developing, contains two coolant 
channels.  Therefore, a generated heat in the fuel pellet can move to inner or outer channel and heat 
flow direction is decided by both sides heat resistance which varied by dimension and material 
property change which caused by temperature and irradiation.  The new program(called DUO) was 
developed.  For the calculation of surface heat flux, a both sides convection by inner/outer coolant, s 
gap temperature jump and conduction in the fuel are modeled.  Especially, temperature and time 
dependent fuel dimension and material property change are considered during the iteration.  A sample 
calc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DUO program has sufficient performance for annular fuel thermal 
hydraulics design.

기호설명

Re : Reynolds number
ρ : 냉각수 밀도 (kg/m3)
 : 냉각수 유량 (kg/s)
De : 수력직경 (m)
ΔTgap : 소결체/피복과 갭 온도차 (K)
q'' : 열유속 (W/m2)
h : 냉각수/피복관 열전달 계수(W/m2-K)
hg : 기체전도에 의한 갭열전도도 (W/m2-K)
hc : 접촉 갭 열전도도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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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복사 갭 열전도도 (W/m2-K)
kgas : 갭 기체 열전도도 (W/m-K)
d : 갭 넓이 (m)
rf, rc : 소결체,피복관 표면 조도 (m)
δf,δc : temperature jump distance [m]
k : 소결체 열전도도 (W/m-K)
ri : 소결체 내측 표면 반경 (m)
ro : 소결체 외측 표면 반경 (m)
To : 소결체 외측 표면 온도 (K)
Ti : 소결체 내측 표면 온도 (K)
q''' : 출력 밀도 (W/m3)

1. 서 론

Critical Heat Flux(CHF)는 원자력발 소의 운 을 



제약하는 가장 요한 상이다.  핵연료 출력이 상승

하여 핵연료 표면에서의 열유속이 CHF이상이 되면 기

포에 의해 열 달이 격히 감소함으로써 핵연료 손상

이 발생할 수 있다[1].  이러한 이유로써 원자로의 정상

상태  등  I, II의 사고상황시에도 CHF에 도달하는 

열유속이 핵연료 표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

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심이 집 되어 온 원자력발 소의 

출력증강은 원자로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한 

시도 다.  하지만, 결론 으로 CHF 제한으로 인한 출

력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출력증강은 항

상 제약을 받아왔다.

Fig 1. 기존 vs 이중냉각핵연료봉 구성도

200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이 진행

인 이 냉각핵연료는 동일한 원자로 출력에서도 핵연

료 표면에서의 열유속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핵연

료에 한 개발연구이다.  그림 1의 좌측에 나타난 기

존 핵연료에 비해 우측의 이 냉각핵연료는 열 달 면

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표면에서의 열유속을 획기

으로 이며, 더불어 얇아진 핵연료의 효과로써 낮은 

핵연료 온도를 가질 수 있는 장 이 있다[2].  

이 냉각핵연료의 설계에서도 CHF에 한 평가  

기존의 설계기 은 만족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냉

각핵연료의 CHF 평가시 요구되는 열유속에 한 평가

는 기존 핵연료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이 냉각핵연

료는 내부  외부 유로가 있기 때문에 핵연료 소결체

에서 발생한 열이 내/외부 어느 방향으로 달될 지에 

한 단은 열이 발생한 지 으로부터 핵연료 내부  

외부 유로까지의 열 항(heat resistance)에 의해 결정

된다.  핵연료의 열 항은 냉각수, 피복 , 갭, 소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으로 기체가 충진되어 있는 공

간인 갭과 열 도도가 매우 낮은 소결체가 체 열 항

의 부분을 차지한다(~90%).  여기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로서, 열 항을 알기 해서는 소결체/피복 의 열

팽창과 그에 따른 갭 크기의 변화등이 알려져야만 열유

속을 구할 수 있지만 반 로 열유속을 알아야만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온도와 열유속의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냉각핵연료 표면에서의 열유속과 온도를 

반복(iteration) 계산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두되었고 이를 해 DUO 로그램[3]을 개발하 으

며 개발된 로그램을 통해 이 냉각핵연료의 열유속 

 핵연료 온도 분포를 측하 다..  

2. 이중냉각환형핵연료 모델링

2.1 내/외부 유로 유량분리 평가 모델

이 냉각핵연료 입구로 유입되는 냉각수는 내/외부 

유로로 분리된다. 이 때 분리되는 비율은 내/외부 유로

의 압력강하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각 유로의 유량

을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 다.

 
 ×× ×


    (식-1)

여기서 Re는 Reynolds number, ρ는 냉각수 도, 

냉각수 유량()  수력직경(De) 이다.  식-1에서 사

용된 압력강하는 냉각수가 sub-cooled 조건일 경우이

며 핵연료 집합체의 그리드(grid)에 의한 효 는 제외

하 다.

2.2 핵연료 표면  피복  온도 계산

식-1에서 계산된 압력강하에 의해 결정된 유량으로

부터, 핵연료 표면의 온도는 Dittus-Boelter 상 식[4]

을 통해 측된 heat transfer coefficient로부터 계산

된다.  결정된 피복  외면 온도는 1차원 열 도 방정

식을 사용하여 피복  내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

2.3 Gap temperature jump

소결체와 피복  사이에 기체로 충진된 갭에서는 다

음과 같은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

             (식-2)            

여기서, ′′은 표면 열유속(W/m2) 이며 h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gap conductance 이다.

             (식-3)



여기서, total gap conductance h는 갭 내부 기체에 

의한 도(hg), 갭 시 면을 통한 도(hc), 방

사열에 의한 열 달(hr)의 합으로써 표 된다.  하지만, 

부분의 열 달은 갭 내부 기체의 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식-4)

여기서, kgas는 기체의 열 도도, d는 갭의 넓이, rf  

rc는 각각 소결체와 피복 의 표면조도 이며, δf+δc는 

temperature jump distance이다.

2.4 핵연료 소결체 온도 계산

핵연료 소결체의 온도계산을 위해서는 그

림 2와 같은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하였다. 

냉각수로부터 피복   갭을 거쳐서 구해진 

소결체의 표면 온도를 각각 Ti와 To라 하고, 내부

에서의 heat source를 q'''[W/m
3
], 열 도도를 k

라 할 때,

원통좌표계에서 지배 방정식  일반해는 다음

가 같다.












′′′
     (식-5)

 ′′′

  (식-6)

여기에 경계조건을 입하고 풀면 다음과 같

다.

at r=ri, T=Ti ; at r=ro, T=T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최종식은 다음과 같다.



′′′ 
     (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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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에 사용된 UO2 열 도도 모델(k)은 

Halden 모델[5]을 사용하 으며 연소도와 온도의 

함수로 되어 있다.

3. DUO Structure

본 절에서는 DUO 프로그램의 계산과정을 간략

히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2에는 DUO 프로그램

에서 모델링된 핵연료의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그림 3에는 DUO 프로그램 main routine의 흐름도

가 나타나 있다.

Fig 2. DUO 핵연료 모델링 개략도

이중냉각핵연료의 열유속 분리 및 온도는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된다.

① 유량분리 계산을 통해 내부 및 외부 유로의 

유량을 결정한 후 가정된 열유속으로써 내부/외
부 핵연료 표면온도를 결정

② 구해진 온도로부터 갭 열전도도를 평가한 

후 소결체의 내/외 표면 온도를 결정한다.
③ 식-7에 의해 핵연료의 온도분포를 구한다.  

이 때, 소결체의 내/외면 온도를 고정한 채, 소결

체의 열전도도의 온도 의존성을 고려하여 

iteration을 수행한다.
④ 결정된 온도로부터 소결체와 피복관의 열팽

창을 계산하여 핵연료 제원변화 및 갭 열전도도

를 다시 계산한다.
⑤ ②와④에서 계산된 갭 열전도도가 오차범위

보다 클 경우 ②번부터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⑥ ⑤에서 갭 열전도도가 수렴될 경우, 수렴된 



핵연료 제원 및 갭 열전도도로부터 열유속을 재

평가한다.
⑦ ⑥에서 평가된 열유속이 ①에서 가정된 열

유속과 오차범위내에 있을 경우 계산은 종료되

며,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 열유속을 변경하여 ①

부터 다시 계산한다.

모든 반복계산 routine 내에서 수렴조건은 기존

값과 새로운 값의 상대 오차가 10-10  범위에 도

달할 경우이다.

Table 1. DUO 입력 자료

Input variable Value

Outer clad OD 15.8 mm

Inner clad ID 7.6 mm

Outer gap width 70 micron

Inner gap width 70 micron

Outer clad thickness 860  micron

Inner clad thickness 470 micron

Stack length 3.81 m

Coolant pressure 15.5 MPa

Rod internal pressure 5.0 MPa

Coolant mass flux 4137 kg/m2-s

Rod pitch 17.13 mm
power 2.33×105 W

4. 이중냉각핵연료 온도 및 열유속 분리 평가

DU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중냉각핵연료의 

온도 분포 및 열유속 분리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렴성 평가를 수행한 후 핵연료 표면, 중
심온도, 중심온도위치, 내/외부 표면 열유속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
사용된 입력은 현재까지 결정된 이중냉각핵연

료의 기본 제원, 물질특성치,  출력을 바탕으로 

하였다.  입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정

리되어 있다

4.1 열유속 및 갭 열전도도 수렴성 평가

표 1의 입력자료를 이용한 계산결과 총 29회의 

반복계산 후, 모든 계산치들이 수렴조건에 도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DUO 계산 흐름도



  입구 조건에서 4137 kg/m2-sec인 유량은 내/외
부 각각 2000.63 및 2136.47kg/m2-sec로써 분배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건에서 내/외부 유로

의 압력강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에는 기에 가정된 내/외부 열유속이 

반복계산을 수행함에 따라 수렴되는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그림 5에는 외부 갭 열 도도가 반복계산을 

통해 수렴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두 계산 결과 

모두 100회정도의 반복계산후 거의 수렴조건에 도

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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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내/외부 표면 열유속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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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외부 갭 열전도 수렴 거동

4.2 핵연료 온도 및 열유속 분리 평가

그림 6은 핵연료 소결체 내/외면 온도가 수렴되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온도의 수렴

은 갭 열전도도와 내/외부 열유속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에 수렴거동 또한 이러한 현상들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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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외부 갭 열전도 수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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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핵연료 내/외면 온도 수렴 과정

그림 7은 핵연료 최대 온도위치의 변화를 나타

낸 결과이다.  핵연료 최대 온도 위치는 핵연료

의 열저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림 8은 핵연료 최대 온도가 반복계산이 수행

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표 1 입력에 따라 계산하여 최종 수렴후 주요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9에는 예

상된 핵연료 반경방향 온도 분포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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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핵연료 최대 온도 위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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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핵연료 최대 온도의 변화

Table 2. DUO 주요 계산 결과

Input variable Value

내/외부 유량비 2000.6 / 2136.7 kg/m2-sec

내/외부 열유속비 939.7 / 776.1 kW/m2

내/외부 갭열 도도 3034 / 4755 W/m2-K

내/외부 갭 넓이 88.31 / 50 micron

최  온도 772.5 ℃
최  온도 치 5.489 mm

5 결 론

이중냉각핵연료의 열유속 분리와 온도 평가가 

가능한 DUO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제시된 핵연료 설계에서 내/외부 유로로의 

열유속 및 온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수렴성 검토에서도 초기에 가정된 열유속 및 

갭 열전도도가 매우 빠르게 수렴함을 확인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유량분리, 
열유속 분리량 예측 및 이중냉각핵연료 반경방향 

온도 분포 평가는 이중냉각핵연료의 디자인 최적

화 및 열적성능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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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핵연료 반경방향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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