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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형 사용후핵연료(Used Nuclear Fuel, UNF)
의 소내저장능력이 2024년이면 한계에 도달하여, 
최악의 경우 PWR UNF의 소내저장문제로 인해 원
자력발전소의 운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UNF의 장기건식저장에 한 비가 
필요하고, 그에 한 정확한 안전성 평가들이 중요
하다. 특히, UNFs와 그것들을 저장한 건식저장용
기시스템의 온도분포에 한 열적안전성평가는 건
식으로 저장하는 동안 발생하는 피복관 내 최 온
도의 변화 또는 건식저장용기시스템의 자연 류냉
각기능에 의한 온도분포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열적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하여 
UNF들과 그것들을 저장한 건식저장용기시스템의 
온도분포를 예측하였다.

2. 본론

2.1 COMSOL MULTIPHYSICS 프로그램
  COMSOL Multiphysics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방법
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상으로 구
조역학해석, 유체역학해석, 전자기해석, 화학반응해
석, 열해석 등을 순차적으로 각각 또는 동시적으로 
서로 연동하여 수행하는 다중물리현상해석프로그램
이다. 본 연구에서는 UNF들과 그것들을 저장한 건
식저장용기시스템의 온도분포에 한 열적안전성평
가를 수행하기 위해 COMSOL Multiphysics 프로그
램의 열해석 모듈만을 이용하였다. 열해석 과정에
서 적용된 고체물질에 한 열전달 지배방정식은 
식 (1)과 (3)와 같고, 유체물질에 한 열전달 지배
방정식은 식 (2)과 (3)와 같다. 여기서, Qted는 열탄
성감쇠현상을, Qvd는 점성소실현상을 고려하기 위
한 인자들로써 본 연구의 열해석에는 무시하였다. 
그리고 dz는 2차원 형상에 한 3차원에서의 가상
높이를 의미하고, 핵연료의 높이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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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하학적 형상 및 물질 설정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건식저장용기 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설계유형은 국내의 PLUS7 
16X16 핵연료집합체이다. 이 건식저장용기는 32개
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들을 저장할 수 있는 GBC 
-32(Generic 32 PWR-assembly Burnup Credit) 
금속건식저장용기이다. 비교적 빠르고 단순한 열해
석을 위해, 2차원 형상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수
행하였고, 건식저장용기의 기하학적 형상뿐만 아니
라 구성물질 설정에도 냉각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요소들만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단순화
하였다. PLUS7 16X16 핵연료집합체와 GBC-32 금
속건식저장용기을 구성하는 주요한 물질들(UO2 소
결체, 헬륨 갭, Zircaloy-4 피복재와 spacer grid, 
ZrO2 산화물, 스테인리스스틸-304 집합체구조재와 
금속건식저장용기 외벽물질, B4C+Al 중성자흡수구
조재) 중에 특히 UO2 소결체는 붕괴열공급물질이
자 1차 열전달물질로써 그 열적 성질들이 매우 중
요하다. 열해석과 관련된 열전도도, 밀도, 비열 중
에 특히, 온도와 연소도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Fig. 1(x축:온도, y축:연소도, z
축:열전도도)에 나타내었다[1].

Fig. 1. Thermal Conductivity of UO2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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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산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해석조건은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를 적용하였고, UO2 소결체에서 방출하는 비
붕괴열(W/m3)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
정하였다. Fig. 2는 PLUS7 사용후핵연료집합체와 
그 집합체 32개를 저장하고 있는 GBC-32 금속건
식저장용기의 1/4 기하학적 형상에 한 열해석 
계산결과의 온도분포이다. 최 온도는 짙은 빨간색
으로, 최저온도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최

온도는 Fig. 2의 저장용기 가장 오른쪽 위 영역, 
다시 말하면 저장용기의 중심영역에서 나타났다.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BC-32 cask.

  건식저장조건에서 금속저장용기의 냉각기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금속저장용기 주위의 외부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저장용기에서 발생하는 외부자연 류현상
에 한 열전달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기내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겨울과 여름 
기온을 고려하여 외부온도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
하였지만, 습도나 바람, 태풍 등에 한 인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3은 금속저장용기 주위의 
외부환경의 온도와 UO2 소결체에서 방출하는 비붕
괴열에 따라 저장용기에서 발생하는 외부자연 류
현상에 한 평균열전달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4는 금속저장용기 주위의 외부환경의 온도와 
UO2 소결체에서 방출하는 비붕괴열에 따라 용기에 
저장된 UNF들의 피복관들에 한 최 온도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외부환경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
전달계수가 높아져서 열전달현상이 잘 일어나 피
복관의 최 온도가 낮아졌다. 규제 측면에서 피복
관 최 허용온도인 400°C를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UO2 소결체의 방출붕괴열량이 약 2 kW/m3 이하
에서는 규제요건에 만족한다.  

Fig. 3.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External 
Natural Convective Heat Flux Boundary.

Fig. 4. Maximum Cladding Temperature.

3. 결론

  COMSOL Multiphys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LUS7 사용후핵연료집합체와 그 집합체 32개를 
저장하고 있는 GBC-32 금속건식저장용기에 한 
열해석계산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GBC-32 금
속건식저장용기에 UO2 소결체에서 방출하는 붕괴
열량이 약 2 kW/m3 이하인 PLUS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건식 저장함에 있어 열적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토 로 하여 
3차원 형상을 모델링하고 외부온도조건으로 밤낮의 
온도 변화를 적용한 과도해석(transient analysis)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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