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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hgap     : 간극 열전도도 

hgas     : 가스 간극 열전도도 

hsolid    : 접촉 간극 열전도도 

hradiation  : 복사 간극 열전도도 

h5      : 냉각수 열대류 계수 

kgas     : 간극내 가스 열전도도 

kpellet    : 핵연료 소재의 열전도도 

kclad     : 피복관 소재의 열전도도 

gf       : 핵연료 표면에서의 온도점프거리 

gc      : 피복관 표면에서의 온도점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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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Gap Element(3차원 간극 요소), Missing Pellet Surface(외부표면 결함), Eccentricity(편심) 

초록: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로에는 핵분열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핵연료 집합

체가 있으며, 이러한 집합체는 핵연료와 피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핵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로에서 핵연료봉 거동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석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이러한 평가 코드를 핵 연

료 성능 코드라 한다. 경수로 핵연료 해석에서는 간극의 두께에 따라 열전도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간

극 열전도도가 주요 거동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간극 두께에 따라 열전도도가 변화하는 

3 차원 간극 요소(Gap element)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3 차원 열탄성 모듈을 FORTRAN90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제안된 3 차원 간극 요소를 이용하여 핵 연료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인 형상인 핵 연료 표면에 결함이 생긴 경우 MPS(Missing Pellet Surface)와 핵연료봉의 편심(Eccentricity of 

the nuclear fuel rod) 형상에 대하여 3차원 해석을 진행하였다. 

Abstract: A fuel assembly consists of fuel rods composed of pellets (UO2) and a cladding tube (Zircaloy). The role of 

the fuel rods in the reactor is to generate heat by nuclear fission, as well as to retain fission products during operation. A 

simulation method using a computer program was use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nuclear fuel rods. This computer 

program has been called the fuel performance code. In the analysis of a light water reactor fuel rod, the gap 

conductance, which depend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pellets and cladding tube, mainly influenced the thermo-

mechanical behavior of the fuel rod. In this work, a 3D gap element was proposed to simulat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the nuclear fuel rod, considering the gap conductance. To implement the proposed 3D gap element, a 3D 

thermo-mechanical module was also developed using FORTRAN90. The asym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fuel 

rod, such as the MPS (missing pellet surface) and eccentricity, were simulated to evaluate the proposed 3D gap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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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간극거리 

kgap     : 간극요소의 열전도도 

T1      : 핵연료 중심부 온도 

T2      : 핵연료 표면부 온도 

T3      : 피복관 내부 표면부 온도 

T4      : 피복관 외부 표면부 온도 

T5,∞      : 냉각수 온도 

qɺ       : 핵연료의 단위 부피당 열생성량 

∆Rp     : 핵연료 표면 평균 거칠기 

∆Rc     : 피복관 표면 평균 거칠기 

dn      : 간극요소 절점간의 반경 방향 거리 

L       : 핵연료 길이 

εlimit   : 온도 수렴 조건값 

Ti+1       : i+1 번째 계산시 온도값 

Ti         : i 번째 계산시 온도값 

1. 서 론 

1.1 핵 연료봉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

실 가스로 대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대체하는 원

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

전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서 효율적인 에너지

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방사능 물질이라

는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자

력 발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은 핵분열이 발

생하는 핵 연료봉이다. 핵 연료봉의 구성은 Fig. 1

과 같다. 기본적으로 핵 연료봉은 다수의 원통형 

펠릿(Pellet) 형태의 핵연료(이산화 우라늄, UO2)와  
 

 
Fig. 1 Nuclear fuel rod assembly (Left) and the nuclear 

fuel rod (Right) 

이를 감싸고 있는 피복관(지르코늄 합금, Zr)으로 

이루어진다. 핵 연료봉의 다발로 구성된 집합체가 

원자력 발전소 노내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을 

하게 된다.
 (1) 

핵 연료봉의 피복관은 핵 분열시 발생되는 방사

성 물질의 차폐와 열을 효율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핵분열시 발생하는 고방사성 물질로 인하

여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경우 실

험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 중 하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비중이 많은 국

가들의 경우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행할 수 있

는 FE 모듈들이 존재한다.  
 

1.2 핵 연료봉 해석 

핵 연료와 피복관이 동심원을 이루고, 두 부품 

모두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 온도 해석은 

기존의 열전달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핵 연료의 변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지름 방향

으로의 열팽창만 고려를 하는 경우 1 차원 이론식

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간극에서의 열

전도도는 간극의 두께, 간극의 온도 및 성분과 핵

연료 외부표면 및 내부표면의 조도에 의하여 변화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온도 해석과 열팽창에 의한 변형해석을 연계한 해

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하는 핵 연료봉 성능코드

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주요국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FRACON-FRAPTRAN 코드

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검증된 코드로서, 

열해석을 1 차원 유한 차분법(FDM)으로 해석하고 

응력 해석시에만 2 차원의 유한요소법(FEM)을 적

용하여 열-응력 연계해석을 수행한다(2)
. 프랑스 

CEA 에서 개발한 핵연료봉 성능 해석 코드인 

ALCYONE 에서는 간극에서 마주보는 두 면에 등

가 열전달 대류 계수를 적용하는 간극 모델을 개

발하였다.
(3)
 INL 에서 개발중인 BISON 코드체계(4)

 

에서는 비선형 열접촉 개념을 간극 모델에 적용하

여 열-구조 완전 연계 간극 모델을 개발하였다. 

앞서 언급한 다차원 간극 모델은 기존의 1 차원 

모델에 비해 복잡성과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

로서 국내에서는 Kim
(5)
 등이 상용코드(ANSYS)를 

기반으로 간극 사이의 열전달을 가상연결 간극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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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안하여 해석을 하였다.  

최근에 핵 연료봉의 안전성에 관심 대두 되면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인 핵 연료의 파손 및 

편심 등 핵연료의 비대칭인 상황에서의 해석이 요

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핵연료의  다

물리 변형 현상과 결합되어 기존의 1 차원 또는 2

차원 핵연료 해석의 적용이 어려워 핵 연료봉의 3

차원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간극 모델의 효율적 계산을 위해 3 차원 육면체 

간극 요소를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3 차원 

간극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Fortran 90
(6)을 이용하

여 3 차원 열탄성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유도된 핵 연료 반경 

방향의 온도와의 비교를 통해 코드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3 차원 열탄성 모듈을 이용하여 기존의 1

차원 해석방식으로는 계산하기 힘든 형상인 핵연

료 외부표면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MPS, Missing 

Pellet Surface)와 핵 연료가 편심 된경우

(Eccentricity)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2. 간극 요소 

2.1 Ross-Stoute Model 

핵 연료봉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간극 열전도도

의 변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핵연료와 피복관 사

이의 간극은 헬륨 기체로 채워져 있다. 제작 초기

의 간극의 거리는 약 0.1mm 이다. 이 간극에서의 

열전도도를 간극 열전도도(Gap conductance)라 한

다.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 간극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은 식 (1)과 같이 Ross-Stoute Model
(7)에 따라 

총 3가지 요소가 관여를 한다. 
 

gap gas solid radiation
h =h +h +h       (1) 

 

여기서의 hgas(Gas conductance)는 간극을 채우는 

기체인 헬륨(He)에 의한 열전도도, hsolid(Solid 

Conductance)는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열전도도이고, hradiation은 복사에 의한 

열전도도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기체에 

의한 간극 열전도도가 초기 연료봉의 열해석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만 

고려한다. 헬륨 기체와 같은 유체에서의 열전달은 

고체와 다르게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간극은 0~0.1mm의 

거리로서, 헬륨기체가 흐르기에는 좁은 거리가 된다. 

매우 좁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결정론적 

열전달 방정식이 사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의 

계산이 적용된다. 간극에서의 새로운 기체 열전도도 

식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는 간극 

사이 거리 및 온도 도약 거리 등의 변수로써 

구성된다. 중앙의 온도분포를 선형으로 연장을 하면, 

각각 기체의 양 끝 에서 각 재료에 침투하게 되는 

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온도 도약 

거리(Temperature Jump Distance)라 한다. 이 거리는 

각각 Fig. 2에서 나온 gf와 gc가 해당한다. 
 

gas

gas

f c

k
q'' = - ∆T=- h ∆T

∆x+g +g
         (2) 

 

2.2 간극 요소의 열전도도 

간극 요소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비선형적으로 

분포한 온도를 선형화로 가정하여 요소의 열전도도식을 

유도해보았다. 만일 초기 조건에 의하여 핵연료의 

외부표면 요소와 피복관의 내부표면 요소가 Fig. 3 

과 같이 서로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보면, 

핵 연료에서 피복관으로 열전달은 간극요소(Gap 

element)를 통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 간극요소 내부에서의 

온도분포가 선형적으로 분포한다면, 기존의 Fourier’s 

law 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때의 열전달량은 식 

(3)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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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gap between the  

pellet and the cladding 
 

 
Fig. 3 Heat transfer through the gap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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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T
q"=-k

∆x
                  (3) 

 

여기서의 kgap 은 간극 요소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를 의미한다. 기체 간극 열전도도(Gas 

conductance)에 의한 열전달량과 간극 요소를 통과

하여 발생하는 열전달량이 같을 경우, 두 수식의 

열유속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 (2)는 식 

(3)이 된다. 즉, 간극 요소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인 kgap은 식 (4)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gap gas
k =h ∆x                (4) 

 

2.3 간극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 해석 모듈 

본 연구에서 개발된 3 차원 열탄성 모듈은 열해

석과 응력해석을 나눠서 해석한다. 핵 연료와 피복

관의 경우 이미 유한요소망이 구성된 형태로서 입

력값으로 주어지지만, 간극 요소는 핵 연료의 외부

표면의 요소(4 절점)들과 피복관 내부 표면의 요소

(4 절점)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요

소들끼리 연결 하여 간극 요소(8 절점 요소)가 된다. 

핵 연료봉과 피복관의 경우, 두 개체간에 상대적인 

대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연결된 요소가 

변형 이후에도 계속 연결된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가정을 바탕으로 식(4)에서 유도한 간극 요소의 열

전도도를 고려하여 핵 연료봉의 온도를 계산하는 

유한요소 해석 모듈을 만들었다. 전체적인 해석 흐

름도(Flow chart) 는 Fig.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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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the Finite element module for the 

simulation of the nuclear fuel rod with the gap 
element between the nuclear fuel and the cladding 

간극 거리는 핵 연료 외부표면 요소의 중심점과 

피복관 내부표면 요소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기

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간극 요소를 고려한 

열해석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초기 간극 거리가 

0.1mm 라면, 간극 열전도도는 ∆x=0.1mm 를 적용

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출된 온도 및 

기타 역학적 경계조건인 압력과 집중하중 등을 적

용하여 탄성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핵연료와 피

복관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탄성 

해석에서 간극은 변형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극요소를 배제하고 핵 연료와 피복관 요소로만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탄성 해석을 통해 

계산된 간극 거리를 가지고 간극 열전도도를 재계

산하고 다시 열해석을 수행하여 각 절점의 온도를 

유도한다. 정적 열/탄성해석의 수렴성 여부는 각 

절점에서 계산된 온도와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온

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2.4 이론적인 해를 통한 연계 코드 검증 

핵연료와 피복관이 동심원을 이루는 경우, 축대

칭 문제로써 핵 연료봉의 반지름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는 해석적 정해(Analytic Solution)로 계산할 수

가 있다. 핵 연료 내부에서의 열생성( qɺ )이 일어나

는 경우 온도분포와 열저항, 그리고 각 표면별 온

도는 Fig. 5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 경계에서

의 온도는 열저항의 관계식으로 유도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핵연료의 표면온도(T2)는 핵연료에서 

냉각수로 빠져나가는 열유속(qr) 관계식 (5)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다.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nuclear fuel rod 
and thermal resistance of each components 
consisting the nuclear fu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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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 ∞
는 냉각수 온도를 의미하며, R 은 각 요소의 

열저항을 의미한다.  

2 5,

r

1 2 3

T -T
q =

R +R +R

∞            (5) 

 

정적 평형상태의 경우, 핵 연료에서 냉각수로 

빠져나가는 열유속의 총량은 핵 연료에서 발생하

는 열생성 양과 동일하므로 qr 은 식 (6)으로 정의

할 수가 있다. 
2

r pelletq q r Lπ= × ×ɺ             (6) 

 

식 (7)은 간극가스의 열저항을 의미하며, 
 

1

1 1

g n p c f c

R
h d R R g g

= =
+ ∆ + ∆ + +

 (7) 

 

식 (8)은 피복관의 열저항을 의미하며, 
 

( )4 3

2

ln /

2 clad

r r
R

k Lπ
=            (8) 

 

식 (9)는 냉각수의 열저항을 의미한다. 

3

5 4

1

2
R

h r Lπ
=             (9) 

 

열저항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 각 경계의 온도

를 이용하여 핵연료 및 피복관 내부의 온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핵연료(pellet) 반경 방향의 온

도분포는 식 (10)으로, 

( )
2 2
pellet

22

pellet pellet

qr r
T r = 1- +T

4k r

 
 
 
 

ɺ

      (10) 

 

피복관(cladding) 반경 방향의 온도분포는 식 (11)

로 표현될 수 있다. 

( ) ( )
4 3

3

out,cladin,clad out,clad

T -T r
T r = ln +T

rln r /r

 
  
 

 (11) 

 

상기 이론식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로부터 간극요

소를 이용한 열탄성 FE 해석모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총 2 가지 운전 조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핵 연료의 단위부피당 열생성량이 300mW/mm
3

이고 간극 거리가 0.1mm인 경우와 단위부피당 열생

성량이 600mW/mm
3이고 간극거리가 0.001mm 인 경

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상황별 반지름 방향의 온

도분포는 Fig. 6과 같다. 해석적 정해와의 최대 온도 

차이는 약 4K 으로서, 핵 연료봉의 온도분포가 

1000K을 상회하는 것에 대비하여 0.4% 이내의 오차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핵연료 외부표면 결함(MPS) 

3.1 핵연료 외부표면 결함 모델 

일반적으로 핵 연료는 축방향으로 반지름이 일

정한 원기둥 형태로 제작이 된다. 고도의 품질 관

리를 통해 대부분의 핵연료가 원기둥 형상으로 제

작되지만. 매우 낮은 확률로 핵연료에 결함이 발

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확률의 결함은 핵연

료의 안전성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핵연료 열

팽창시 피복관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가져와 피복

관의 기계적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는 형상 중 하나는 Fig. 7
(8)과 같이 

핵 연료 표면이 파손(MPS)되어 외부표면이 곡면

이 아닌 평면으로 되는 경우이다.  

 

 
(a) 

 
(b) 

Fig. 6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the analytic solution and the simulation result 
along the radial direction (a) q=300mW/mm

3
, gap 

distance=0.1mm (b) q=600mW/mm
3
, gap distance= 

0.001mm 
 

 
Fig. 7 Cross-section of rod that failed due to MP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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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결함이 발

생한 면과 피복관 사이의 간극 거리가 다른 부분

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상은 기존의 1 차

원 해석 혹은 축 대칭 해석으로는 계산하기 어렵

다. 또한 기계적 변형 및 열변형이 결합된 문제의 

경우 축 방향 별로 반경방향의 기계/열 변형이 달

라지므로 2 차원 해석을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

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 차원 FE 해

석 기술이 요구된다.
(9) 

Lee 등(10)은 상용코드

(ANSYS)를 이용하여 핵연료 결함(MPS)을 고려한 

3 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적인 핵연료와 비

교하여 결함을 가진 핵연료의 경우, 피복관 원주

방향으로 응력 값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복관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3.2 MPS 유한요소 모델링 

핵연료 표면 결함(MPS)에 따른 영향을 해석하

기 위해 MPS 형상에서 간극 거리의 변화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와 간극 요소를 적용하여 간극 거

리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고려한 두 가지 경

우에 대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Fig. 8 은 MPS 

형상이 발생한 경우의 3 차원 모델링 형상을 나타

내고 있다. 간극 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

우는 간극의 거리가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핵 연료봉 모델은 y 방향 및 z 방향으로 대칭조

건을 부여함으로서 1/4 모델을 해석하여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열탄성 FF 해석에는 8 절점 육면

체 요소를 사용하였다. 핵 연료는 1090 개의 요소

와 1496 개의 절점으로 구성되며, 피복관은 600 개

의 요소와 1023개의 절점으로 구성된다. 경계조건

으로는  핵  연료의  단위부피당  열생성량을 

382mW/mm
3 으로 부여하였고, 냉각수의 온도는 

600K, 대류 열전달 상수는 1000mW/mm•K 로 설정

하였다. 그 이외의 핵연료봉의 물성은 Table 1 에  

 

 
Fig. 8 Dimension of the nuclear fuel rod with MPS 

정리하였다. 

 

3.3 해석결과 및 고찰 

간극의 거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

와 간극 요소를 이용하여 간극 거리의 변화를 고

려한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 결과는 Fig. 9

와 같다. 핵연료의 표면에 결함(MPS)이 발생한 경

우 간극의 거리가 부분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간

극 요소를 이용한 해석 방식은 이를 반영한 간극 

열전도 값을 계산하여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간

극 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간극 거

리를 적용한 해석결과 보다 실제 간극거리 변화를 

고려한 해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은 열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핵 연료 내부의 최대 

온도는 간극 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45K 을, 

간극 요소를 사용한 경우 1288K 을 산출함으로써 

간극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40K 정도 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부분은 결함이 발생한 면으로써 간극 

요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결함이 발생한 면의 중

심 온도는 768K 이지만, 간극 요소를 사용하였을 

경우 같은 부위에서 온도는 1166K 로, 약 400K 의 

온도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함이 

발생한 부분의 간극 거리(0.77mm)는 결함이 발생

하지 않은 부분(0.1mm) 대비 약 7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Table 1 Properties of pellet and cladding 

  
Conductivity 

[mW/mm] 

Thermal  

Expansion 

[mm/mm] 

Young’s  

Modulus 

[GPa] 

Poisson’  

ratio 

Pellet(UO2) 3.87 12e-5 191. 3 0.316 

Cladding(Zr) 15.29 6.721e-6 84.5  0.349 

 

 
(a)                 (b) 

Fig. 9 Simulation results of the pellet with MPS (a) w/o 
gap element, (b) w/ gap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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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결함 형상인 MPS 해석시, 일반적인 간

극모델을 적용하는 것 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3

차원 간극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핵연료 표면에 

파손이 발생한 실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타당하며, 

실제 핵연료 파손부위로 국부적인 열변형 증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핵연료

의 국부적인 열팽창이 최종적으로 피복관의 국부

적인 변형과 응력집중에 관여하여 피복관 파손을 

야기 할 수도 있다. 이는 핵연료의 성능 저하 및 

방사능 유출 등 원자력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4. 핵 연료봉의 편심 

4.1 핵 연료봉의 편심 현상 

핵 연료는 피복관과 동심원을 이루면서 피복관 

내부로 삽입된다. 하지만, 이런 삽입 작업시 착오

가 발생하여 핵 연료의 중심과 피복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편심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편심으로 인해 원주방향으로 간극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1차원 혹은 축대칭 해

석으로는 편심 모델을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축 

방향으로의 온도 편차 및 변형 차이가 발행하여 2

차원적인 해석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편심 현

상은 앞서 언급된 MPS 와 같이 핵연료봉의 불량

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편심 방향 반대쪽으

로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핵연료 성능과 피복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핵연료봉의 편심 모델을 해석하기 위하여 Fig. 

10 과 같은 FE 모델을 선정하였다. 핵연료봉 중심

에서 x 방향으로 0.05mm 만큼의 편심이 발생한 것

을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핵 연료와 피복

관이 동심원을 이루게 되면, 간극 거리는 0.1mm

로 원주방향으로 동일하게 되지만, 0.05mm 만큼 

편심이 발생함으로써 핵 연료봉의 좌측은 간극 거

리가 0.05mm 이고, 우측은 간극거리가 0.15mm 로 

우측의 간극 거리가 좌측의 간극거리보다 3 배 크

게 된다. 이와 같은 형상에 대하여 앞서 해석을 

진행한 MPS 형상의 핵연료와 동일하게 간극 거리

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간극 요소를 적

용하여 간극 거리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고려

한 경우 두 가지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간

극 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간극의 

거리가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

게 된다. 

 

4.2 편심 현상의 유한요소 모델링 

편심 핵 연료봉 모델은 앞서 해석을 진행한 MPS 

 
Fig. 10 Dimension of the nuclear fuel rod with the 

eccentric pellet 
 

 
(a)             (b)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the pellet (a) w/o 
eccentricity, (b) w/ eccentricity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y 방향 및 z 방향으로 대

칭조건을 부여 함으로써 1/4 모델로 온도를 계산

할 수 있다. 핵 연료는 1530 개의 8 절점 육면체 

요소로 구성되며, 피복관은 600개의 8절점 육면체 

요소로 구성된다. 경계조건으로는 핵 연료의 단위

부피당 열생성을 382mW/mm
3 으로 부여하였고, 냉

각수의 온도는 600K, 대류 열전달 상수는 

1000mW/mm•K로 설정하였다. 

 

4.3 해석결과 및 고찰 

  편심이 발생한 핵 연료에 대하여 간극의 거리 

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와 간극 요소를 이

용하여 간극 거리의 변화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

를 고려한 경우의 해석 결과는 Fig. 11과 같다.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극요소를 적용한 

경우는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간극 거리가 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분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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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간극의 거리가 커짐으로 인해 

간극 열전도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극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온도분포를 살펴보

면 간극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에서 온도차이가 

없고, 온도에 따른 간극 거리 변화를 고려한 경우

에 비하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간극거리의 변화를 고려한 편심 모델의 경우에는 

간극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표

면온도가 200 K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중심온도 

또한 100 K 이상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런 핵연료

의 높은 온도분포는 과도한 핵분열가스 방출을 야

기 할 수 있으며, 편심에 의한 피복관 표면에서의 

온도차이는 산화막 두께의 불균일성과 이에 따른 

피복재의 수소함유량이 집중될 수 있어 피복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편심 문제

의 정밀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 차원 간극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핵연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

제 형상인 핵 연료의 표면결함(MPS) 과 핵 연료

봉의 편심 형상 등 핵연료봉의 비대칭적인 형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1 차원이나 축

대칭의 Ross & Stoute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 

방법으로는 계산이 어려워 3 차원 간극 모델을 제

안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3차원 열탄

성 모델을 FORTRAN90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모듈은 이론적인 수치값과의 검증을 통해 

간극 열전도도 모델의 정확성 및 수렴성을 평가하

였다.  

(1) 간극 사이의 열전달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3차원 간극 요소를 이용하여 비대칭 핵연

료봉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2) 핵연료봉 열해석에 이용된 간극 요소는 핵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간극을 단일층의 요소로 표

현함으로써 간극 거리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

으며, 기존 열강성 구조를 확장하지 않고 계산하

기 때문에 계산 시간에 이점이 있다. 

(3) 본 논문에서 제안된 3 차원 간극 요소를 평

가하기 위해 열해석 및 기계적 변형 해석이 연계

된 코드와 이론적인 결과값을 비교하였으며, 1 % 

이내의 수치적 오차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줌으로

써, 3차원 간극 요소의 적용 타당성을 보여준다.  

(4) 핵연료 표면에 발생되는 결함으로 인한 핵

연료봉의 비대칭 형상(MPS)에 대한 시뮬레이션 

에서 간극요소 사용 유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비

교하여 보았다. 간극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PS 가 발생하는 면에서도 동일한 간극 거리를 

적용하게 되어 MPS 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온도 

분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실제 MPS 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열유속이 적어 

열변형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핵연료의 국부적인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국부적인 변형이 과

도할 경우에는 피복관에 상대적인 응력집중이 발

생하여 피복관이 파손될 수도 있다. 

(5) 핵연료가 피복관 중심에서 편심되어 위치하

는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편심된 방향의 반

대쪽으로 간극거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핵

연료의 원주 방향의 온도 분포 불균일은 피복관과

의 국부적인 접촉을 유발하여 피복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향후에는 접촉 모듈 및 탄/소성 모델을 추가하

여 실제 핵연료-피복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인 거동(PCMI, Pellet-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을 해석하고, 핵연료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

된 모듈에서 얻은 데이터를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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