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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high-level waste (HLW) repository, heat is generated by the radioactive decay of the waste. This can

affect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becaus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be changed by the heat transfer

through the rock. Thu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the atmosphere in the

underground repository. In this study,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estimated by measuring the indoo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under forced convection. For the experiment, a heater of 5 kw capacity, 2 meters long, was inserted through the

tunnel wall in the heating section of KURT in order to heat up the inside of the rock to 90 , and fresh air was

provided by an air supply fan connected to the outside of the tunn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air

velocity in the heating section after the provision of the air from outside of the tunnel was 0.81 m/s with the

Reynolds number of 310,000 340,000. The seasonal heat transfer coefficient in the heating section under

forced convection was 7.68 W/m2 K in the summer and 7.24 W/mm2 K in the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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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폐기물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열이 발생되며, 암반을 통한 열전달

에 의해 처분장 주변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처분장의 안전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하 처분장

대기의 열전달계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에서 내부 환경 인자들의 측정을 통해 강제대류시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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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처분 동굴 하부에

봉되는 처분용기는 봉 후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상당기간 동안 발열을 하게 되며(완충재 사용 유무에 따

라 100℃ 150℃), 암반을 통한 열전달, 암반 표면으로부터

의 대류, 지하수 유입에 의한 열전달 등에 의해 처분 동굴의

대기온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처분장 내의

대기온도 상승은 폐기물의 운반 및 저장 시 안전성에 큰 위험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 알맞은 환기시스템이 꼭 필요

하게 된다. 즉, 처분공 안에 완충재와 함께 폐기물을 거치한

후에는 환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열의 약 70%를

제거해야 하며, 처분 갱도에서의 환기량은 예기치 않은 비상

사태와 같은 상황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1]. 

이러한 적정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암반으

로 둘러싸인 공간의 열적 특성을 알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열

전달계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열전달계수는 대류열전달계수와 복사열전달계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류조건(강제대류 & 자연대류)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제대

류조건에서 복사에 의한 열전달 효과는 매우 작아 무시 가능

하므로 대류열전달계수를 통해 실험공간의 열전달계수가 결

정된다[2] 라는 보고가 있으나, KURT 내 강제대류 조건의 특

성상 지하 내부에 충분한 풍속이 형성되지 못하여 본 연구에

서는 복사에 의한 열전달 효과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강제대

류 시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의 변화 요인

으로는 유입공기의 풍속과 대기의 온도를 들 수 있는데, 20℃

30℃ 범위에서의 온도 변화는 대류열전달계수에 큰 향

을 주지 못하는 것[3]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대류조건에서

KURT 내 히터구간은 대류열전달계수에 비해 복사열전달계

수의 수치가 크지만 변화의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대류열전

달계수[4] 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다양한 현장 실증 연구를 위해 건설한 KURT에

서 계절에 따른 열전달계수 산정을 목표로 대기온도 변화가

가장 뚜렷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실측을 실시하 다. 결정질

화강암반에 위치하고 있는 KURT는 터널크기 6m×6m로서

하향구배 10%의 180 m의 진입터널과 75 m의 연구모듈 터널

로 구성되어 있다[5]. 연구모듈 터널은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 heater test, BHT) 구간으로써, KURT 우측 연구모

듈 막장 벽면에서 실시되며 길이 2 m, 용량 5 kw의 히터가

90℃로 암반 내부를 가열하고 있고, 주변으로 15개의 관측공

이 천공되어 있다. 그리고 터널 환기에 의한 열손실을 차단하

기 위해 히터 시험구간에는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히터구

간을 강제대류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해 오전 10시45분부터

KURT 외부에 설치된 터보팬으로부터 일정한 풍량을 지속적

으로 공급하 고, 열전달계수 산정에 필요한 대기의 건ㆍ습

구온도, 암반표면온도 및 고도를 30분 간격으로 여름철과 겨

울철로 나누어 측정하 다. 

II. 열전달이론

본 실험에서 히터구간은 KURT 외부에 설치된 급기 팬으로

부터 연결된 덕트에 의해 일정 풍량의 외부공기를 유입시킴

으로써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상태를 만들었다. 전체

열전달계수는 식(1)과 같이 대류열전달계수(hc)와 복사열전

달계수(hr)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사열전달계수에 수분에 의

해 제거되는 열을 나타내는 흡수분율 (Absorption fraction)

를 곱한 수치와 대류열전달계수와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6].

(1)

그리고 식(1)에서 흡수분율(Absorption fraction, ) 이라는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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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계수를 산정하 다. 실험을 위해 KURT 내 히터구간의 막장 벽면에는 길이 2 m, 용량 5 kw의 히터를 삽

입하여 암반 내부를 90℃로 가열하 고, 외부와 연결된 급기용 팬에 의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 다. 연구

결과, 외부공기 공급 후 히터구간 대기의 기류속도는 평균 0.81 m/s로 측정되었고 레이놀즈수는 약

310,000 340,000의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강제대류조건에서 히터구간 내 계절별 열전달계수는 각각 여

름철 7.68 W/m2·K와 겨울철 7.24 W/m2·K의 수치를 나타냈다.  

중심단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열전달계수, KURT, 레이놀즈수, 강제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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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구간 대기 수분함유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2)

그리고 식(2)에서의 L은 방열거리(Mean radiation path

length)로서 보통 3D(Diameter)로 정해지며, X는 공기 중에

수분입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분 함유

량을 나타낸다. 

(3)

P = Barometric Pressure [kPa]

e = Actual Vapor Pressure [kPa]

기압 P는 고도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고도를 측정한

후 KURT 내 대기압으로 환산 적용하 다. 끝으로 e는 실제

수증기압으로서 식(4)와 같이 식(5)의 습윤 수증기압

(Saturation vapor pressure)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4)

(5)

식(4)의 A는 Psychrometric constant로서 일반적으로

0.000644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tw는 습구온도를, td는 건구

온도를 나타낸다.

가. 복사열전달계수(Radi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hr)

복사열이란 방사성에 의한 열전달, 원자의 진동에 의해 발

생하는 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복사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증가하는데, 산소, 질소는 이러한 작용

이 없다. 암반표면에서 방사되는 복사에너지에 의한 복사열

전달계수는 식(6)으로 결정되는데, σ는 스테판-볼츠만의 법

칙(Stefan - Boltzmann law)에 적용되는 스테판 - 볼츠만 상

수를 의미하며 5.67 × 10-8〔W/m2〕의 값을 나타낸다. 

(6)

Tav는 어떤 두 지점에서의 평균온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히터구간 내 대기의 건구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 대류열전달계수(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hc)

대류열전달계수는 암반표면의 온도와 대기온도 사이의 차

이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기체의 물성 값

이 아니라 기체의 유동형태에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가 진

행된 KURT 내 히터구간에서는 기체의 운동이 환기기 가동

에 의해서 강제대류 조건을 나타내어 열전달의 많은 부분은

대류열전달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입되는 공

기의 풍속이 작은 경우는 복사열전달의 효과와 큰 차이가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7)에서 대류열전달계수는 누셀트 수

(Nusselt number)와 공기의 열전도도의 곱을 터널 대표직경

으로 나눈 수치가 되며, 본 연구에서 실측된 여름철과 겨울

철의 평균 대기온도(22.49℃, 15.12℃)를 통해 산출된 평균

ka는 여름철 0.0259 W/m K, 겨울철 0.0253 W/m K로 계

산되었다.

(7)

ka = Thermal conductivity of air

(2.2348*10-4T0.8353)〔W/m K〕

d  = Hydraulic mean diameter[m]

hc는 강제대류의 경우 경계층의 두께 및 공기의 유속과 벽

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의 흐름으로 결정되므로, 마

찰계수(f)와 레이놀즈수(Re)의 함수인 누셀트 수를 이용하여

hc가 결정된다. 누셀트 수는 전도열전달에 대한 대류열전달

의 비율로 정의되며, 무차원 온도구배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

로서 지하 처분장과 같은 거친 벽면을 포함하는 공간에서는

식(8)의 Nunner's equation과 같이 표현된다[7].

(8)

그리고 누셀트 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히터구간 벽면의

거칠기와 대기의 유동상태를 나타내는 마찰계수와 레이놀즈

수는 식(9)와 식(10)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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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서, e 는 거칠기의 높이(Hight of roughness)로서 레

이저 거리 측정기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실측한 결과, 히터구

간 내 평균 e는 0.775 m의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 산정을 위해 시간에 따른 히터구간의 공기 도를 식(11)

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 으며, 유입공기의 유속

v는 hot wire를 이용해 실측하 다. 

(11)

n = Nmber of mole, 1〔mole〕

p= Atmospheric pressure 〔atm〕

R = Gas constant, 0.082 〔atm·L/mole·K〕

T = Absolute temperature 〔K〕

m = Air of molecular weight, 28.84 〔g/mole〕

레이놀즈수와 반비례관계에 있는 μ는 절대점성계수

(absolute viscosity) 또는 역학적 점성계수(dynamic

viscosity)라고 하며 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성치이다. 그

리고 점성계수와 도의 비(μ/ρ)를 동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 v)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히터구

간 내 대기의 레이놀즈수 산정을 위해 식(12)의 Sutherland's

formula[8]를 이용하여 대신 μ를 계산하 다. 

(12)

a = 0.555 T0 + C

b = 0.555 T + C

μ= Dynamic viscosity in centipoise at input temperature

〔N·s/m2〕

μ0 = Reference dynamic viscosity in centipoise, 0.01827 

〔N·s/m2〕

T = Input temperature in degrees Rankine 〔oR〕

T0 = Reference temperature in degrees Rankine, 524.07 〔oR〕

C = Sutherland’s constant, 120

Sutherland's formula에서 의미하는 T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절대온도 K가 아닌 랭킨온도 R을 나타내며 그 내용은

식(13)과 같다.

(13)

oR = Rankine Temperature
oF = Fahrenheit Temperature

K = Absolute Temperature

이에 본 연구에서는 히터구간에서 측정된 섭씨온도를 절

대온도로 환산한 후 식(12)를 이용하여 시간별 랭킨온도를

계산하 다. 계산된 랭킨온도를 토대로 역학적 점성계수를

산출하여 히터구간 내 유동형태를 검토하 고, 실측을 통해

산출된 마찰계수로 누셀트 수를 구하여 대류열전달계수를

산정하 다.

Ⅲ. 연구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내의 온도 예측을 위해 여름

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KURT 내 히터구간의 건구온도, 습구

온도, 암반표면온도 및 고도를 측정하 다. 또한 강제대류조

건의 열전달계수 산정을 위해 오전 10시 45분부터 환기기를

가동하여 히터구간 내에 외부공기를 유입시켰다.

가. 측정장소
KU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후면 산지에 건설된 연구

시설로서 심부 암반에 건설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환경을

모사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방사성

시설이다. 터널크기는 6m×6m로서 하향구배 10%의 180 m의

진입터널과 75 m의 연구모듈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KURT

내부를 지탱하고 있는 암반은 결정질 화강암반이며, 본 연구

에서 실측이 이루어진 히터구간은 90℃로 발열되고 있는 히터

로 인해 건조한 암반표면인 상태이다. Fig. 1 은 여름철과 겨울

철의 KURT의 입구를 나타낸 것으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

을 막기 위하여 철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자 및 방문자들

을 위한 급기 및 배기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입터널을 지나 연구모듈 우측에 약 45 m 깊이로 굴착되

어 있는 히터시험구간은 Fig. 2 와 같이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터널 환기에 의한 열손실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그리고 히터 시험구간에는 막장 좌측 벽면에 길이 2 m,

용량 5 kw의 히터가 90℃로 암반 내부를 가열하고 있고, 주

변으로 15개의 관측공이 천공되어 있다(Fig. 3).

벽면의 히터 및 습도 조절장치로 인하여 암반표면은 Fig. 4

와 같이 건조한 상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계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습윤한 암반 조건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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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KURT 내 히터구간을 강제대류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Fig. 5 와 같이 KURT 외부의 급기용 팬을 오전 10시 45

분부터 가동시켰다. 설치된 급기용 팬은 터보팬으로써 유량

3.17 m3/s, 압력 1.47 kPa의 사양을 가진다.

그리고 급기용 팬으로부터 발생된 외부 공기는 히터구간

차단벽의 상단부(바닥으로부터 약 4.7 m)에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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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try of KURT.

Fig. 4. Condition of wall surface,Fig. 2. Isolation wall of heating section. 

Fig. 3. Installation of heater in the wall. 

Fig. 5. Air supply fan from outside of the KURT & Duct in the heating section.



금속재질의 spiral duct를 통해 토출풍속 약 6.5 m/s로 히터

구간 내부에 공급하 다. 

나. 히터구간 형상
히터구간 내 대기의 환경인자 측정에 앞서 향후 시뮬레이션

에 적용 될 형상을 DISTOTM lite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KURT 설계 및 시공 시 결정된 보강 후 단면적은 6 m×6 m이

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Fig. 6, Fig. 7 과 같이 실제 측정치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정하지 못

한 터널 벽면의 형상은 마찰계수에 큰 향을 주게 되며, 환기

기 가동 시 강제대류 현상으로 인해 공기 유동의 변화에 민감

한 대류열전달계수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단면을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는 약 6.8 m로 측정되었으며,

측면은 2 m 간격으로 높이를 측정하여 평균을 낸 결과 약

6.19 m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좌측 벽면의 히터는 바닥으로부

터 약 2 m 위치에 설치되었다.

다. 측정방법
히터구간 모듈에서의 열전달 계수 결정을 위해 대기의 건-

습구 온도, 대기압, 암반표면온도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30분 간격으로 계측을 실시하 다. 열전달 산정에 필요한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는 Fig. 8 과 9의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

여 보정하 다. Fig. 8 은 온도 및 습도를 디지털 화면으로 보

여주는 장비로서 독일의 Lufft사의 E200 모델이며 -20℃에서

50℃의 온도범위와 오차 ±0.4℃ 범위를 가진다. Fig. 9 의

Sling Psychrometer는 국의 ERTCO사의 PS100F 모델로서

건구 및 습구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며 상대습도 결정도 가능하

다. 온도는 30℉∼100℉의 범위를 가진다.

암반의 표면온도는 히터가 삽입된 위치를 중심으로 전방위

30 cm 거리의 온도를 평균하여 사용하 는데, Fig. 10 의 적외

선을 이용하여 -32℃∼535℃까지 측정 가능한 미국의 Raytak사

제품인 ST20-Pro를 사용하 다. 오차범위는 -18℃∼23℃에서

±2℃, -23℃∼510℃에서 ±1℃이다.

그리고 히터구간의 대표직경 및 형상들을 레이저를 이용

한 거리 측정 장비인 오스트리아의 Leica사 제품 DISTOTM

lit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Fig. 11). 거리 0.2 m∼200 m에

서 오차범위 ±3 mm로서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보인다. 열

전달계수 산정 시 필요한 히터구간의 대기압은 Fig. 12 의 미

국 American Paulin System사의 Model T-5 altimeter를 사

용하여 시간에 따른 고도 측정 후 대기압으로 환산하 다.

라. 연구결과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현

상으로 인한 발열과정으로 처분장 내부에 심각한 온도상승을

제어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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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hape of Cross Section. 

Fig. 7. Shape of Side View.

Fig. 8. E200 Fig. 9. Sling
Psychrometer PS100F

Fig. 10. ST20-Pro Fig. 11. DISTOTM lite Fig. 12. Model T-5
al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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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KURT 내 환기 시설을 작동하여 히터구간 내 대기를

강제대류 상태로 만들고 그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결정하

다. 강제대류조건을 위한 환기기는 오전 10시 45분에 가동하

여 오후 5시에 멈추었으며, 기류 공급은 급기 방식으로 설정

하 다. 풍속측정기를 이용하여 히터구간의 환기 덕트에서

유입되는 토출풍속은 약 6.5 m/s, 대기의 기류 풍속은 약

0.81 m/s로 측정 되었다. 환기 시스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환기팬을 작동하 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기류 풍속이 매우

적어 대류열전달계수가 복사열전달계수 수치와 흡사한 결과

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 다.

①① 계절에 다른 암반표면온도 및 건습구온도 측정
결과

히터구간 측정 이전에 KURT 외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

는데, 여름철의 경우 오전 10시 약 25.3℃, 오후 1시 약

29.6℃이었으며 습도는 약 65%∼75%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겨울철의 경우 오전 10시 약 6.5℃, 오후 1시 약 9.6℃를

나타내었고 습도는 47%∼58% 범위를 나타냈다.

Table. 1 은 계절에 따른 KURT 내 히터구간에서의 암반표면

온도와 건습구온도를 시간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실측한 데이

터이다. 환기기 가동 후 여름철의 암반표면 온도는 평균 22.65

℃, 건구온도는 평균 22.49℃로 측정되었다. 덕트를 통해 유입

되는 공기의 평균온도는 24.25℃로서 더운 공기가 히터구간 내

부로 유입 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결국 두 온도 차이는 평균

0.16℃로 적은 수치를 보 다. 그리고 겨울철의 암반표면 온도

와 내부 건구온도는 각각 평균 20.66℃, 15.12℃로 측정되었으

며 덕트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평균 온도는 8.84℃로 측정되

었다. 시설 외부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히터구간 내부로 유입됨

에 따라서 두 온도 차이는 5.54℃로서 여름철에 비하여 5.38℃

가량 크게 나타났다.

②②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의 결정
강제대류시 대류열전달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즈

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하 공간 내에 일정

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의 상태가 층류유동 혹은 난류유동

을 보이게 되며, 이는 지하공간의 열전달 계수 결정에 큰 향

을 주게 된다. 이때 그 유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인자가 레이놀

즈수이다. 본 절에서는 레이놀즈수에 중요한 향을 끼치는 역

학적 점성계수 (이하 점성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히터구간 내

에 건구온도를 측정하여 식(12)의 Sutherland‘s Formula를 이용

하 으며, 식(11)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 시간에 따른 공기

도를 결정하여 히터구간 내부의 레이놀즈수를 산정하 다.

적용결과, 여름철의 점성계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

세를 보 으며, 겨울철의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Fig. 13, Fig. 14). 표준대기압 조건에서 공기의 물리적 성

질이 대기온도가 20℃일 때 점성계수가 1.82 × 10-5 NㆍS/m2

인 수치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여름철의 경우 평균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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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oor environmental factors of KURT atmosphere  

시간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암반표면온도

21.6

22.1

22.3

22.3

22.5

22.7

22.9

22.9

22.9

22.8

22.8

22.6

22.5

22.6

22.7

건구온도

20.56

20.83

21.44

22.11 

22.28

22.33

22.56

22.67

22.72 

22.72 

22.89 

22.78

22.67

22.67

22.56

습구온도

16.94

19.33

20.28

20.28

20.33

20.56

20.72

20.72

20.83

21.00

21.00

21.06

21.01

20.94

20.88

암반표면온도

20.60  

20.80

21.70

21.10

21.10

21.20

20.90

20.80

20.60

20.50

20.20

20.00

19.80

20.10

20.60

건구온도

19.44   

19.21

17.33

15.94

15.70

15.40

15.28

15.08

15.08

14.83

14.68

14.47

14.47

14.21

14.04

습구온도

16.44

16.20

14.35

12.33

11.78

11.72

11.50

11.00

10.72

10.44

10.66

10.66

10.17

10.22

9.72

여름철 [℃]  겨울철 [℃]
Fig. 13. Dynamic viscosity in summer.

Fig. 14. Dynamic viscosity in winter.



10-5 NㆍS/m2, 겨울철의 경우 평균 1.81 × 10-5 NㆍS/m2의 수

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히터구간 내에 유입되는 계

절에 따른 공기의 건구온도가 점성계수의 경향에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식(9)에서 공기 도는 점성계수와 반비례관계를 나타내어

공기 도의 변화는 Fig. 15 와 Fig. 1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

성계수의 변화 형태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여름철

대기온도는 Table 1과 같이 아침부터 점차 증가하여 오후 3

시 이후부터는 감소하므로 공기 도는 Fig. 15와 같이 오후 3

시를 기점으로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겨울철은 지속적으로 대기온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기 때문에 Fig. 16과 같이 공기 도가 증가하여 1.211

kg/m3 까지 상승하 다. 실측치를 이용한 산정 결과, 여름철

히터구간 내 대기의 건구온도 평균은 22.49℃로서 평균 공기

도 1.176 kg/m3 을 나타냈으며, 겨울철의 경우 히터구간 내

대기의 평균 건구온도는 15.12℃로서 평균 공기 도 1.206

kg/m3 을 보 다. 

산정된 점성계수와 평균 공기 도를 통해 계절에 따른 레

이놀즈수를 결정하 다. Fig. 17 과 Fig. 18 은 여름철과 겨

울철의 레이놀즈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변화 추이가

히터구간 내 평균 공기 도의 변화와 거의 흡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식 (9)에서 레이놀즈수는 공기 도와 정비례

관계, 점성계수와는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

치상으로 점성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 레이놀즈수의 변화

에는 큰 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름과 겨

울의 분석 결과, 각각 평균 318,941 과 333,583 으로서 환기

기 가동에 의해 히터구간 내 대기는 난류유동 형태를 나타

내었다.

③③ 강제대류 시 계절별 열전달계수 산정 결과
강제대류 조건에서 KURT 내 히터구간의 열전달계수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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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ir density in summer.

Fig. 16. Air density in winter.

Fig. 17. Reynolds number in summer.

Fig. 18. Reynolds number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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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점성계수와 공기 도를 통해 산정된 레이놀

즈수를 통해 대류열전달계수(hc)를 결정하 다. 그리고 실측된

시간별 건구온도를 통해 복사열전달계수(hr)를 결정하여 계절

별 전체 열전달계수(ht)를 산정하 다.

hr 산정 결과, 여름철은 평균 5.86 W/m2ㆍK 로서 겨울철의

5.43 W/m2ㆍK 보다 약 0.43 W/m2ㆍK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환기기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에 의해 히터구간 내부의 대

기온도가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이 최소 4.11℃, 최대 8.52℃ 가

량 낮기 때문이다. Fig.  19 는 계절별 hr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데 여름철은 5.80 W/m2ㆍK∼5.88 W/m2ㆍK, 겨울철

은 5.37 W/m2ㆍK∼5.56 W/m2ㆍK로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이 약 2 배 큰 변화폭을 보 다. 계절에 상관없이 암반 내부에

삽입된 열원에 의해 히터구간 내부 대기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

지 되는데, 여름철은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의 온도와 내부 대기

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겨울철은 약 4℃∼5℃ 가량 차

이가 발생하여 시간에 따른 hr의 변화폭이 커진 것이라고 판단

된다.

Fig. 20 은 계절별 시간에 따른 hc 변화를 보여주며, 히터구간

내 공기 도에 따른 레이놀즈수의 변화 추이와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름철은 5.42 W/m2ㆍK∼5.45 W/m2ㆍK, 겨울

철은 5.50 W/m2ㆍK∼5.56 W/m2ㆍK의 변화폭을 가지며 hr과

마찬가지로 히터구간의 대기온도와 유입공기온도의 차이에 의

해 겨울철의 변화폭이 약 2 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절에 상

관없이 일정한 유속의 공기가 유입되어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

균 hc는 각각 5.43 W/m2ㆍK, 5.54 W/m2ㆍK로서 0.11 W/m2ㆍ

K의 근소한 차이를 보 다. 

결정된 hr과 hc를 통해 전체열전달계수(ht)의 변화를 Fig.

21 과 같이 도시하 다. Table. 1 에서 알 수 있듯이, 유입 공

기에 의한 히터구간 내 대기온도의 변화가 겨울철에 비해 여

름철이 작기 때문에 겨울철 ht 변화폭이 큰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 공간 내 강제대류조건에서의 열전달

계수 변화는 유입되는 공기를 통한 온도변화 차이에 큰 향

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ht 분석결과, 여름철의 평균 ht는 약

7.68 W/m2ㆍK 로서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고, 겨울철 ht는 최소 7.16 W/m2ㆍK, 최대 7.42

W/m2ㆍK의 범위에서 변화하 으며 평균 7.24 W/m2ㆍK의

수치를 나타냈다.

④④ 풍속에 따른 대류열전달계수 분석 결과
강제대류조건을 만들기 위해 환기기를 가동 시켰으나 히터구

간 내 대기의 풍속이 0.81 m/s로 상당히 낮아 KURT 내 여름철

자연대류조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인 2.41 W/m2ㆍK와 약

3.02 W/m2ㆍK 밖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본 절에서

는 이론적으로 히터구간 대기의 풍속을 0.5 m/s 에서 5 m/s 의

변화를 가정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의 hc의 변화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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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asonal change of radi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 20. Seasonal change of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 21. Total heat transfer coefficient : ht.



Fig. 22 는 KURT 내 히터구간으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한 대

기의 유속을 0.5 m/s 씩 증가시켰을 때를 가정하여 이론적으로

hc를 산정한 결과이다. hr의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에 상관없이

대기 온도 변화에 향을 받지만, hc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대기유속에 따른 hc 산정 결과 계절에 큰 상

관없이 0.5 m/s 당 약 2.7 W/m2ㆍK∼3.2 W/m2ㆍK 가량 증가하

다. 또한 히터구간 내 대기의 유속이 5 m/s 일 때, 여름철과

겨울철의 hc는 각각 29.55 W/m2ㆍK, 30.17 W/m2ㆍK로서 본 연

구에서 산정된 0.81 m/s 에서의 hc보다 약 24 W/m2ㆍK 가량 높

은 수치를 나타냈다. 

⑤⑤ 대류조건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비교 결과
본 절에서는 여름철 자연대류조건에서 산정한 열전달계수 수

치와 강제대류조건에서의 열전달계수를 비교하 다. 자연대류

시 열전달계수는 hr 약 5.735 W/m2ㆍK, hc 약 2.41 W/m2ㆍK,

평균 ht 약 4.533 W/m2ㆍK를 보 으며[4], Fig. 23 은 강제대류

조건에서의 열전달계수 수치와 비교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 중간에 빨간 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자연대류, 오른쪽

은 강제대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서대로 복사, 대류, 전체 열

전달계수 수치가 비교되고 있다. hr은 약 0.125 W/m2ㆍK의 차

이가 발생하 는데 자연대류조건에서의 hr보다 약 2.18% 증가

한 수치로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hc의 경우 강제대류조

건을 위한 0.81 m/s의 대기풍속에 의해 약 3.02 W/m2ㆍK의 차

이를 나타내며 약 125.3%의 증가율을 보 다. 이는 자연대류와

강제대류조건일 때 hc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두 가지 열전

달계수를 바탕으로 ht를 평균적으로 보았을 경우 자연대류 시

4.533 W/m2ㆍK, 강제대류 시 7.46 W/m2ㆍK로써 강제대류조건

에서 ht가 약 69.42% 증가하 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시 발생되는 열을 효

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계절별 환기시스템을 가동하 을 때

변화되는 열전달계수를 계산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연구소 내 고준위처분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건설된 지

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환기기를 가동시킨 후 처분장

내 대기의 기상조건을 실측하 다.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전달계수를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환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토출 풍속은 약 6.5 m/s로 측정

되었지만 환기 설비 구조상 히터구간 내 발생되는 풍속은 평

균 0.81 m/s 로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점성계수와 공기 도를 산정하여 레이놀즈수를 결정하 는

데 여름철과 겨울철 평균 레이놀즈수는 각각 318,941,

333,583으로서 환기기 가동에 의해 히터구간 내 대기가 난류

유동 형태를 나타내었다.

2. 여름철 hr은 5.86 W/m2ㆍK, 겨울철은 5.43 W/m2ㆍK로

서 환기기를 통한 일정 풍속의 유입공기에 의해 히터구간 내

부의 대기온도가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이 낮기 때문에 약

0.43 W/m2ㆍK 가량 여름철 hr의 수치가 더 높았다. 그리고

레이놀즈수에 의해 큰 변화를 나타내는 hc는 유입되는 공기

의 풍속이 환기기 가동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하여 레이

놀즈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여름철 5.43 W/m2ㆍK, 겨울철

5.54 W/m2ㆍK로서 0.11 W/m2ㆍK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

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 산정된 KURT 내 히터구간의 강

제대류 시 ht는 여름철 7.68 W/m2ㆍK, 겨울철 7.24 W/m2ㆍK

로서 0.44 W/m2ㆍK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여름철 대류조건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비교한 결과, 자

연대류조건일 때 보다 강제대류조건에서 열전달계수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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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hc based on air velocity changes.

Fig. 23. Comparis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convective
condition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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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9.42% 증가하 는데, 특히 복사열전달계수 hr의 증가율

은 2.18%인 반면 대류열전달계수 hc는 약 125.3%로서 상당

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4. 본 연구를 통해 강제대류 시 계절의 변화에 따른 KURT

내 히터구간의 전체 열전달계수는 일정 풍속의 공기를 유입

시킬 경우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강제대류시 전체 열전달계수의 결정의

핵심 요소는 복사열전달계수가 아닌 대류열전달계수라고 사

료된다.

처분장 내 대기 기상조건을 실측하고 열전달계수를 산정하

여 최적의 환기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방사성 폐기물에서 대

기로 전달되는 고열과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분장 내 작업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저감시켜 친환경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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