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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 제목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연구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 가동기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가압열충격 요건과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가압열충 

격 요건의 가장 중요한 인자인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 

해 불확실도가 높은 기존 계산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는 설계수명이 6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플루언스 

예측을 통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정확한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요건/지침 설정을 위해 

서도 압력용기에 조사되는 중성자 플루언스의 정밀계산 결과값 도출은 물론 

정확한 계산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 

ID.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의 정확한 계산방법 구축과 차세대 

원자로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요건/지침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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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해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량의 이론적 계산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제 지침을 요약 정리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 앞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산 

방법 및 전산코드의 바교 · 검증을 해야 하는데， 차세대 원자로를 대상으로 

는 검증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교 · 검증계산 대상으로 고리 1호 

기 l주기 노심을 채택하였다. 고리 1호기 1주기 말에 감시시편 인출로 측정 

한 감시시편의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중성자 조사량 

의 비교값인 C!E(계산치/실험치) 값을 사용하여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조사량의 정확성을 비교 · 검증하였다. 

한국원전연료 주식회사로부터 차세대 원자로 노심설계 자료를， 한국전력 

기술 주식회사로부터는 차세대 원자로 노섬 외곽구조물의 설계자료를 입수 

하여 설계사양을 분석하였다. 설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한 비균질 MCNP 전산코드 모델링 

을 수행하였다.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정확성을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를 구 

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ENDF /B-VI Release4와 NJOY 처리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핵자료집을 생산하고 이 핵자료집을 KNGRXS(KNGR Cross 

Se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완성된 MCNP 전산코드 비균질 모델링을 이용한 차세대 원자로 선원항 

계산을 위해 KCODE 임계도 계산이 수행하었다. MCNP 전산코드 임계도 

계산결과는 차세대 원자로 초기노심의 상대출력분포와 비교하였다. 임계도 

계산에서 결정된 선원항을 이용하여 MCNP 전산코드내의 고정선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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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F) 해법으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다. 

N. 연구 개발 결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원자로심내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하고， 이 선원항을 이용하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수행한다. 기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의 중성자 조사량계산에서는 노심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선원항을 구 

한 후 2차원 각분할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하 

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할 때에는 선원항 계산은 노심해석 

코드에서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할 수도 있을뿐 아니라 몬테칼로방법의 전산 

코드(MCNP)를 사용하여 선원항을 계산할 수도 있다. 

미국 NRC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제 지침 

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은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 수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계산의 정확성을 위하여 원자로 구조물의 기하학 

적 모형이나 물질 데이터 등은 발전소 고유의 자료를 사용할 것과 최신 버 

전의 ENBF/B 핵단면적 자료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분할법을 

사용할 경우 최소 Ss Quadrature와 1/8 노심을 40-80개 정도로 미세하게 분 

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자로 감사시편과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해 NESTLE 

을 사용하여 노심내 중성자 선원항 계산을 수행한 결과 NESTLE로 계산한 

상대출력분포 값이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보고서의 상대출력분포 값과 비 

교하였을때 RMS (Root Mean Square) 오차가 4.265%으로 계산되 었고，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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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방법의 MCNP 전산코드를 사용한 선원항 계산에서는 RMS 오차가 

2.165%로 계산되었다. 

감시시편에서의 이론적 중성자 조사량과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의 비인 

CÆ값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이론적 중성자 조사량 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NESTLE-TORT , NESTLE-MCNP, 그리고 Ful1-Scope Monte 

Carlo 방법으로 고리 1호기 1주기 노심의 감시시편에서 중성자 조사량 계산 

을 수행하여 CÆ 값 계산결과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이 Cu 감시시 

편만 제외하고 Fe, Ni 감시시편에서 다른 계산모델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차세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MCNP 전산코드의 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유효증배계수( ke//)가 

1.00338 ::t 0.00084로 계산되었고 상대출력분포는 한국원전연료 주식회사에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초기노심 상대출력분포와 비교하여 RMS 오차가 

3.68%로 계산되어 차세대 원자로의 MCNP 전산코드 모델링이 타당함을 확 

인하였다. 임계도 계산에서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하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 

자 조사량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중성자 조사량이 가장 많은 원자로 축방향 

중심부의 압력용기 에서 최 대 중성자 조사량은 4.3x 10 10 ηeμtrons/ cm2 • sec 로 

계산되었다. 

차세대 원자로의 수명말기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제한치 

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차세대 원자로의 수명 예측을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와 비슷한 열출력과 설계수명을 가진 ABB-CE System 80+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 기준값인 6.2x 10 19 neut:γons/cm2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차 

세대 원자로는 46EFPY(57년)의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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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중성자 조사량 

의 정확한 계산방법을 제공함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요건/지침 설정에 활용될 수 있고， 차세대 원전의 인 · 허가 안전성에 관 

련한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현 

재 가동중인 원전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의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하 

다. 

Vl 



SUMMARY 

1 . Title of the Project 

A Study of Reactor Vessel Integrity Asses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ensur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RPV) over their design lifetime, two integrity requirements, so called 

Charpy upper shelf energy (USE) requirement and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The PTS requirement is 

largely affected by the fast neutron fluence at the RPV , and thus, more 

accurate prediction of the RPV fluence is heavily required owing to the 

increased lifetime of next generation reactor, 60 years. Therefore, more 

accurate calculation procedure of the RPV fluence are needed to ensure 

the vessel integrity and to provide the regulation guide of KNGR(Korean 

N ext Generation Reacto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order to estimate the fast neutron fluence at the RPV accurately , 

the theoretical calculation procedures of Discrete Ordinate Method and 

Monte Carlo Method were analysed, and regulation guide using in U.S. 

was summarized in detail. 

It is necessary that the methodologies and codes of fluence 

calculation should be benchmarked, and thus, the benchmark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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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ori Unit 1 reactor was performed. The fluence values evaluated 

from the surveillance capsule tests and from the two computing methods 

were compared, and accuracy of the results was analysed. 

KNGR is a PWR to be planed to produce 3983 MW thermal core 

power and based on the System 80+ of ABB-CE. The reactor has been 

designed by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KOPEC) and Korea 

Nuclear Fuel Company (KNFC). 

KNGR core geometry was modeled on a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one-sixteenth of the reactor in-vessel component by 

using MCNP code. The isotopic inventories in each assembly at the 

state were generated and used in MCNP material input.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the Doppler broadening effect, new cross-section library, 

named as KNGRXS , at the core temperature was generated by NJOY 

and ENDF/B-VI. 

A couple of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fast neutron 

fluence at the RPV. One is a criticality calculation, and the other 

fluence calculation. The criticality calculation employs the KCODE 

option to obtain keff eigenvalue of the system and relative power 

distributions. In the model of the KNGR cycle 1, through confirming 

that keff was converged to unity and relative power distribution was 

consistent with that of initial core design report,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examined. By using the results of pin-power distribution, 

fast neutron fluence calculations were performed by the fixed source 

(SDEF) mode. 

IV.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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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al calculation procedure of RPV fluence is consist of 

two stages. After the neutron source term calculation is performed by 

core nuclear characteristics analysis code, the RPV fluence is calculated 

by using this source term. In this fluence calculation, Discrete Ordinates 

method or Monte Carlo method may be used. Alternatively, the neutron 

source term can be calculated by Monte Carlo code such as MCNP code, 

and this can be directly used by its fluence calculation capability. 

U.S.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the fluence should be determined by an absolute fluence calculations, 

rather than a simple spatial extrap이ation of the fluence measurements. 

For the accurate calculation, modeling data should be based on verified 

plant-specific data, and the latest version of ENDF/B should be used for 

determining nuclear cross-sections. In case of Discrete Ordinates 

calculation, minimum S8 quadrature and 40-80 intervals per octant core 

must be employed. 

In the neutron source term calculation of the Kori Unit 1 cycle 1 

core, the root mean square (RMS) errors of relative power distribution 

by using NESTLE and MCNP codes are 4.265% and 2.165% , 

respectively ,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the nuclear design report 

(NDR>. 

If the C/E ratio of surveillance capsule is little deviated from unity, it 

is then expected that the calculational fluence results be correct. After 

the calculational procedures of NESTLE-TORT, NESTLE-MCNP, and 

full-scope MCNP were performed, the C/E results show that the 

full-scope MCNP procedure was the most accurate and promlsmg tool. 

The results of criticality calculation shows that the keff of KNG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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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verged to 1.00338:!: 0.00084, and the relative power distribution of 

MCNP model was within 3.68% of RMS error, compared with the 

reference data of KNFC. The maximum fast neutron flux at inner 

vessel was estimated as 4.3 x lO lO neμtrons/αn2 • sec. 

The end of life (EOL) fluence of KNGR is not yet determined, and 

thus , the lifetime of KNGR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EOL fluence 

limit value of the ABB-CE System 80+ , 6.2 X 10 19 ηeμtγrms/αn2 . 

Approximately , 46 effective full power years (EFPYs), equivalent to 57 

reactor years , of lifetime was expected. 

V. Proposal for Future Appli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accurate calculation procedure 

of the RPV fluence was established, and therefore this will be useful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egulation guide of RPV integrity assessment of 

KNGR.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work will be easily 

applicable to analyse the lifetime extension study of other old reactors. 

X 



목 차 

제 1 장 서 론 ................................................................................................ 16 

제 2 장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 18 

제 l 절 개 요 ......................................................................................... 18 

제 2 절 각분할법을 사용한 계산방법 ......................... ………… ... …… 18 

제 3 절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계산방법 ...................................... 19 

제 4 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 제 지 침 ...................................................................................... 21 

제 3 장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의 비교 · 검증계산 ........................ 29 

제 1 절 개 요 ......................................................................................... 29 

제 2 절 계 산방 법 .................................................................................... 29 

제 3 절 계 산결 과 .................................................................................... 44 

제 4 장 차세대 원자로 노심 및 외곽구조물 설계사양 분석 50 

제 1 절 개 요 ......................................................................................... 50 

제 2 절 차세 대 원자로 노섬 ............................................................... 50 

제 3 절 차세대 원자로 외곽구조물 53 

제 5 장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57 

제 1 절 개 요 ......................................................................................... 57 

제 2 절 MCNP 전산코드 모델링 57 

Xl 



제 3 절 노섬 임계도 해석 및 선원항 계산 ................................... 59 

제 4 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 62 

제 6 장 결 론 67 

참고 문헌 70 

X l1 



표 목 차 

3.1 235 U, 239pU의 핵자료 및 C 인자 계산결과 .................................. 33 

3.2 BUGLE-96 핵자료집의 에너지 군구조 및 에너지 군구조에 따른 

235 U와 2왜 PU의 평균 핵분열 스펙트럼 

3.3 고리 1호기 1주기 원자로 핵물질들의 

3.4 방위각 13 。 에서 계산한 시편의 C/E 

수밀도 

%
냉
 윈
 
깎
 

4.1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 제원 ......................................................... 51 

4.2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집합체 수 ................................ …… 55 

5.1 차세대 원자로 가동 년수별 누적 중성자 조사량 66 

Xlll 



그림목차 

2.1 각분할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 산 체 계 ..................................................................................................... 20 

2.2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 산 체 계 ..................................................................................................... 22 

3.1 BOC에서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 보고서와 NESTLE로 

계 산한 상대 출 력 분포 .............................................................................. 31 

3.2 고리 1호기 TORT 코드 계산모델 .................................................... 36 

3.3 MCNP 계산모델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 성 자 조사 량 측 정 영 역 ........................................................................ 41 

3.4 BOC에서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보고서와 MCNP로 

계산한 상대출력분포 42 

3.5 MCNP 모댈링을 위한 고리 1호기 1주기 각 봉들의 

형 태 및 규 격 ............................................................................................. 43 

3.6 고리 1호기 축방향 기하학적 구조의 MCNP 모델링 .................. 45 

3.7 TORT와 MCNP로 계산한 중성자 조사량 분포 

4.1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에 사용될 핵연료집합체 

48 

52 

4.2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Gd 가연성독봉의 구조 .......................... 54 

4.3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 장전모형 ............................... ……… ..... … 56 

5.1 차세대 원자로 축방향 기하학적 구조의 MCNP 모델링 ............ 58 

5.2 BOC에서 MCNP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1주기 

상대출력분포 61 

XIV 



5.3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측정영역 63 

5.4 MCNP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 자 조사 량 분포 ................................................................................ 65 

xv 



제 1 장 서 료르 
'--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년수가 증가하는 동안 지속적인 중성자의 조사로 

인해 재료의 물성이 저하되는 취화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동기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열충격 요건과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가압열충격 요건의 가장 중요한 인 

자인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불확실도가 높은 

기존 계산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는 설계수명이 

6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 예측을 통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원자로 압력용 

기의 정확한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요건/지침 설정을 위해서도 압력용기 

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정밀계산 결과값 도출은 물론 정확한 계산방법의 구 

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는 중성자 수송방 

정식을 수치해석법으로 푸는 각분할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각분할법 

은 별도 계산에 의해 구해진 선원항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비교 

적 쉬운 계산으로도 모든 위치의 조사량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분 

할법이 갖는 기하학적 모델링의 한계와 핵단면적과 선원항의 군정수화 등에 

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들어 기존 계산방법의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 

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국 • 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연속에너지 핵단면적 사용， 입자운동방향의 연속적인 취급이 가 

능하며 3차원 계산을 해주는 몬테칼로방법이 계산의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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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관련 압력용기 건전성평가를 위해 고리 1호 

기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각분할법에 의해 

계산이 수행된바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본 원자로해석연 

구실에서 각분할법에 의한 계산은 물론 몬테칼로법에 의한 압력용기 내벽에 

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제 지침 

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고리 1호기 1주기 노심을 대상으로 하여 각분할 

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비교 ·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차세대 원자로는 60년의 설계수명을 목표로 한국원전연료(주)와 한국전력 

기술(주)에서 상세설계가 진행중인 원자로이다.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을 위한 전산코드 모델링을 위하여 한국원전연료 

(주)에서 노심설계 자료를 한국전력기술(주)에서 노심 외곽구조물에 대한 자 

료 분석하였다.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 

하기 위한 비교 ·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계산의 정확성이 확인된 몬테 

칼로방법에 근거한 MCNP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 

사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몬테칼로방법의 정확성 계산을 위하여 차세대 원 

자로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ENDF/B-VI Release4와 NJOY 처리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핵자료집을 생성하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에 새롭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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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제 1 절 개 요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플루언스의 이론적 계산에서는 중성자 수 

송방정식을 수치해법으로 계산하는 결정론적 방법인 2차원의 각분할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각분할법은 한번의 계산으로 모든 위치에서의 플루언스 

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하학적 모델링의 한계， 핵단면적과 선 

원항의 군정수화， 공간좌표 및 방향의 분할한계 등 계산결과에 오차를 증가 

시키는 여러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속에 

너지 핵단면적 사용 입자운동방향의 연속적인 취급이 가능하며 3차원 계산 

을 해주는 몬테칼로방법에 의한 계산이 국내 · 외에서 시도되고 있다. 본 장 

에서는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 

사량의 이론적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제 지침 

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 2 절 각분할법을 사용한 계산방법 

기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은 주로 DOT나 DOT의 개 

정판인 DORT 전산코드 같은 2차원 각분할 코드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차원 각분할법 전산코드는 2차원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할 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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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편이나 압력용기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을 구하지는 못한다. 2차 

원 각분할법에 의한 계산결과는 모든 위치에서에서 정확한 조사량이 아닌 

근사치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분할 

법에서도 3차원 계산이 요구된고 있다. 그러나 3차원 각분할법 전산코드도 

3차원 모델링을 가능하지만 공간좌표 및 방향의 분할한계를 여전히 포함하 

고 있다. 

이때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심 

내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자로심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은 발전소 고유의 노심해석코드(ANC/ROCS 등)나 

범용 노심해석코드(OECD!NEA의 NESTLE 등)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원자로는 원자로심과 복잡한 구조의 외곽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분할 

법 전산코드는 원자로의 복잡한 구조물을 실제 그대로 묘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자로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심 

내 핵연료집합체을 균질화하고 외곽구조물을 간단하게 모델링하여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로섬은 각 핵연료집합체를 핵연료 펠렛， 피복관， 가연 

성 독봉， 그리고 냉각수의 부피비로 균질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각분할법 전 

산코드 실행에 필요한 다군 핵단면적 자료도 생성하여 한다. 

각분할법 전산코드를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체계는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제 3 절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계산방법 

각분할법은 별도 계산에 의해 구해진 선원항을 가지고 수행하므로 인해 

비교적 쉬운 계산으로도 모든 위치의 조사량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분할법이 갖는 기하학적 모델령의 한계와 핵단면적과 선원항의 군정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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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선원항 계산 

(노심해석 코드) 

원자로섬 모델링 

(각분할법 묘드) 

원자로 압력용기 속중성자 조사량 계산 

(각분할법 코드) 

그림 2.1 각분할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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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들어 계산방법의 개선이 제 

기되고 있다. 최끈 몇 년 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 

가장 정확성을 인정받는 것은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계 

산하는 것이다. 몬테칼로방법은 각분할법에 비해 연속적인 에너지 핵단면적 

사용， 입자운동 방향의 연속적인 취급이 가능하면 원자로심의 정확한 3차원 

모텔링이 가능하다.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량 

을 계산을 수행할때에도 원자로심내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하 

여야 한다.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를 사용할 경우 원자로섬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은 각분할법의 전산코드를 사용할 경우와 같이 노심해석코드 

를 사용하여 선원항을 계산할 수도 있고，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중 

MCNP 전산코드를 사용할 경우 KCODE 카드 (Card)를 사용하여 원자로심내 

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할 수 있다.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는 원자로심의 각 핵연료집합체의 핵연료 펠렛， 

피복관， 가연성 독봉， 그리고 복잡한 외곽구조물을 실제와 동일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를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체계는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제 4 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 규제 지침 

미국 NRC에서는 1996년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결정을 위한 계 

산과 측정방법에 대한 규제지침서， DG-1053을 발간하였다. 본 규제지침서는 

현재 가동중인 전형적인 경수로(PWR， BWR)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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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선원항 계산 

(노심해석 코드 혹은 몬태칼로 코드) 

원자로심 모델링 

(몬테칼로 코드) 

원자로 압력용기 속중성자 조사량 계산 

(몬테캉로 코드) 

그림 2.2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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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에 의하면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RTNDT나 

RTpTS 계산에는 중성자 플루언스， Chemistry Factor, 그리고 관계식 (Shift 

Correlation)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에 따른 Margin 항을 포함하고 있다. 

RTNDT나 RTpTS 계산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은 최적평 

가된 값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론적 계산에 의해 예측된 압력용기에서의 중 

성자 조사량은 반드시 실험치와 비교되어야 한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론 

적 계산에 의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예측은 노섬에서 발생한 중 

성자를 직접 수송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측 

정값의 단순 외삽에 의한 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미국 NRC의 중성자 조사량 결정을 위한 계산과 측정방법에 

대한 규제지침서 중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에 대한 부분을 요약 정리 하였 

다 

1. 계산 업력자료 

RTNDT나 RTpTS 결정에 사용되는 중성자 조사량의 불확실성은 20% 이내 

여야 하며， 이는 Margin 항에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중성자 조사량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노심 각 부분의 물질 조성， 영역 온도， 노심 형태 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즉， 핵연료집합체， 노심 외곽구조물(Baffle ， 

Barrel, Thermal Shield, Neutron Pad 등) , 압력 용기 (모든 용접 부위 와 기 타 

Plate 둥)， 피복관， 감시시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모든 데이터 

는 실제 크기 및 검증된 발전소 고유 물질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노섬 내 

부의 중성자 감쇄의 주요 핵종인 물이나 철의 밀도의 결정은 정확하게 이루 

어져야 하며， 특히 물의 경우는 전출력 상황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고려해서 

산출되어야 한다.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물의 밀도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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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단면적 자료집은 ENDF/B의 최신 버전(ENDF/B-VI)이 사용되어야 하 

며， 계산 에너지 영역은 0.1 MeV에서 15 MeV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버 

전의 핵자료집을 사용할 경우는 해당 경우 적용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군 핵자료집의 사용은 군 구조의 정확성， 각 군의 핵단면적을 평균 

할 때 사용되는 중성자속의 에너지 의존도， 산란단면적의 Legendre 

Expansion의 차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에너지별 미분 핵단면적 둥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군 핵자료집은 펼요한 모든 핵종의 자료를 포함한 문제에 의존적이지 

않고， 미 세 다군 (Fine-Multigroup)의 Master 핵자료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 

으며， 100-200군 정도로 충분한 분할을 요구한다. 산란단면적의 경우 최소 

P-3 Legendre Expansion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aster 핵자료를 

Collapsing 해서 사용한 작업용 핵자료의 검중을 위해 Master 핵자료를 사 

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2. 중성자 선원 

중성자 선원은 반드시 공간， 에너지 의존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선원의 공 

간 의존도는 Depletion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2차원 또는 3차원 계산이 

허용된다. 그러나 2차원 계산을 사용할 경우 축방향 효과는 반드시 측정치 

로부터 얻어야 한다. 출력분포는 어느 한 정점에서의 자세한 자료로서 사용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한 주기에서의 대표값이나 평균 분 

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단， 최적평가 출력분포의 사용은 핵연료 장전이나 

감시 측정， 기타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야 한다. 

노심 외곽의 핵연료집합체는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주방향의 Gradient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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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별 선원 분포의 사용이 권장된다. 핵연료가 타 들어감에 따라 플 

루토늄(Pu)이 생성되기 때문에 Isotropic Fission Fraction의 변화와 이로 인 

한 핵분열 스펙트럼， 핵분열당 생성되는 중성자수， 핵분열당 에너지 발생량 

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경수로는 주로 1/8 대칭 노심을 모텔링하며， 노심의 장전 형태가 정확하게 

대칭이 아닌 경우는 가장 높은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내는 부분을 대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노심 외곽 핵연료집합체의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는 방위 

각 방향으로 40-80의 각분할을 권장하고 있다. 

3. 중성자 조사량 계산 

각분할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1/8 노심을 묘사할 때는 방위각 방향으로의 

분할은 40-80 정도로 나누어야 정확하게 물질 및 선원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원주방향의 분할의 경우 최외곽 핵연료집합체에서는 최소 인치당 2 

개로 나누어야 하며， 노심 외곽에서 두 개의 핵연료집합체 안쪽에서는 좀더 

크게 나눌 수 있다. 외곽에서는 물의 경우 인치당 적어도 3개， 강철같은 경 

우 인치당 1.57~ 로 나누어야 한다. 축방향으로는 중성자 조사량의 변화가 비 

교적 작으므로， 변화가 아주 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치당 0.5개 나눌 수 있 

다.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는 최소 S8 완전대칭 Angular 

Quadrature가 사용되어야 한다. 컴퓨터 용량의 제한으로 한번 계산으로 어 

려울 때는 문제의 대상을 나누어서 따로 계산하여도 되지만， 이 경우 중첩 

부위 결과의 타당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결 도출을 위해 

Point-wise Flux Convergence Criterion( <0.001>이 반드 시 사용 되 어 야 하 며 , 충 

분한 반복계산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감시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은 시편이나 내부의 물 동의 구성에 상당히 민 

감하므로 정밀하게 묘사되어야 하며 주변 물질인 압력용기， 열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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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hield)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감시시편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압력용기 내벽이나 내부의 1/4T, 3/4T 지점에서 적용할 때는 

Spectral Lead Factor를 적 용 하 여 야 한 다 . Fluence Reduction Scheme을 적 

용한 노심의 경우 중성자 선원의 더 심해진 비균질성 반영하기 위해 더 많 

은 분할을 하여야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할 수 있다. 3차원 계산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2차원 계산의 합성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avity에서의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은 원자로 외부의 Cavity에 위치 

한 Dosimeter의 분석 에 의 존하여 야 한다. Cavity에 서 의 중성 자 수송은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두꺼운 압력용기로 인해 1 MeV 이상의 중성자가 

많이 흡수되며， 철의 비탄성 산란단면적에 의해 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공기나 Vessel Insulation과 같은 낮은 밀도의 물질에서의 중성자의 

Streaming Effect의 가능성 등으로 기인한다. Cavity 플루언스 계산에는 가 

동중인 원자로의 Cavity와 묘사된 Cavity 환경의 비교 · 검증 계산을 펼요로 

한다. 최소한 S8 Quadrature를 필요로 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고차의 

각분할 모사의 결과와 비교해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Cavity 플루언스 

는 물질의 조성과 기하학적 형태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가능하면 상세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In-Vessel 감시시편의 측정치와 Cavity에서의 측정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교계산을 통해 Vessel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계산방법의 타당성과 불확실성 평가 

중성자 수송 계산 방법은 반드시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중성자 속 

(Flux)의 불확실성 계산도 수행되어야 한다. 중성자 속은 압력용기에 도달하 

기 전에 상당히 많은 구조물을 거치므로 노심 내부 구조물의 물질구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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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중성자 선원， 수치계산 방법 등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 

다. 그러므로 계산방법의 타당성과 불확실성 해석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확 

인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해석적 불확실성 분석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석 

적 불확실성 분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중요한 인자로는 

핵자료， 기하학적 모텔링， 물질 구성， 중성자 선원， 방법론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계산 모델의 입력자료와 몇 가지 가정을 변화시키며 여러 번의 반복 

수송계산을 수행하여 주요 노심 구조물에 도달하는 중성자속의 민감도 

CSensitivity)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감도 계산이 복잡한 2차원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은 때에는 1차원 계산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나. 계산과 측정과의 비교 · 검증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은 반드시 계산값과 측정값의 비교 · 검증을 통해 

정 확성 이 입 증되 어 야 한다. 이 는 In-Vessel 감시 시 편 Dosimetry와 

Ex-Vessel Cavity의 측정 치 와 계 산에 의 해 구해 진 압 력 용기 내 벽 이 나 내 부 

1/4T와 3/4T에서의 결과 등의 비교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결과 비교는 

Reaction Rate와 중성자 조사량， 원하는 지점에서의 군 중성자속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방법으로는 실제 해당 원자로나 그와 비슷한 디자인의 원자로 

에서의 실제 측정치나 압력용기를 모사한 실험장치로부터 얻은 자료로서 비 

교할 수 있다. 또한 NRC나 ANSC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제시한 검 

증계산 결과가 비교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n-Vessel 감사시편과는 

20% 이내， Cavity Dosimeter와는 30%이내의 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이 

값보다 크다면 자세한 분석을 통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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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불확실성 평가 

RTpTS나 RTNDT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불확실성 

이 20% 이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검증계산이 20% 이상의 불확실 

성을 나타낸다면 계산 모델의 적절한 조절과 수정작업이 적용되어 20% 이 

내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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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의 비교 · 검증계산 

제 1 절 개 요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 앞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산 

방법 및 전산코드의 검증을 해야 하는데， 차세대 원자로를 대상으로는 비 

교 · 검증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바교 · 검증계산 대상으로 고리 1 

호기 1주기 노심을 채택하였다. 고리 1호기는 1주기 말에 원자로에서 감시 

시편을 인출하여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한 바 있다. 감시시편 인출로 

측정한 고리 1호기 1주기 감시시편에서의 중성자 조사량과 본 연구에서 계 

산한 중성자 조사량의 비교값인 C/E(계산치/실험치) 값을 비교하여 계산방 

법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의 정확성을 비교 · 검 

증하였다. 

제 2 절 계산방법 

고리 1호기 1주기 노심을 대상으로 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 

산은 감시시편에서의 C!E값을 계산하기 위해 각분할법 전산코드로는 

TORT(3차원 각분할코드)를 몬테칼로방법의 전산코드로는 MCNP를 사용하 

였고， 원자로섬내 중성자 선원항 계산에는 노심해석코드인 NESTLE과 

MCNP을 각각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NESTLE-TORT, 

NESTLE- MCNP, 그 리 고 Full-Scope Monte Carlo 방 법 (MCNP 비 균 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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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등을 이용하여 감시시편에서의 C!E 값을 계산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각각 계산하였다. 

1. NESTLE-TORT 

가. 선원항 계산 

3차원 선원항 분포를 얻기 위해서 노심해석코드인 NESTLE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선원항을 계산을 수행하였다. 선원항 계산을 위하여 하나의 핵연 

료집합체를 16등분한 노드별 출력분포를 HFP(Hot Full Power) , ARO(All 

Rods Out) , 그리고 제논평형조건에서 계산하였다. NESTLE을 사용하여 계 

산한 고리 1호기 1주기 BOC에서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분포를 그림 3.1 

에 나타내였다. NESTLE로 계산한 선원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출력분포 

를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BOC에서 RMS(Root 

Mean Square) 오차가 4.265%로 계 산되 었 다. 

TORT 전산코드에 사용되는 다군 선원항 분포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S;g= X gCP; • 

여기서 

fuel node index 

g = energy group index 

X g = source spectrum of group g 

Pi relative node power 

C = power-to-source conversion factor, C factor. 

(3.1) 

식 (3.1)에서 스펙트럼 x 의 경우， LEPRICON은 235 U핵분열 스펙트럼을 

사용하거나 235U , 239U , 갱lpU 핵분열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 세가지 핵종들의 평균 핵분열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C 언자의 경우 다음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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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BOC에서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 보고서와 

NESTLE로 계산한 상대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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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화 (3.2) 

여기서 U 는 핵분열당 방출되는 평균 중성자수이고 Er은 핵분열당 회수되 

는 에너지이다. u 와 Er값은 핵분열물질의 종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원자 

로심 전체 혼합물질을 대표하는 C인자 값은 핵분열 단면적 평균접근 

(Fission Cross • Section A veraging Approach) 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하여 계산한다. 

Z}; ~uJ 
c=~ 
-~ε}E 4 (3.3) 

그리고 X g도 핵분열물질의 종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하 

여 계산한다. 

~.r’ } x & 
X g- ~}; ~ (3 .4) 

l 

여기서 };~는 동위원소 j에 대한 핵분열 단면적이다. 

계산에 사용한 C 인자의 값은 표 3.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BUGLE-96에 

나와 있는 235U과 껑9pU의 다군 핵분열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평균 다군 핵 

분열 스펙트럼을 계산했으며 그 결과를 각각 표 3.2에 정리하였다.C 인자 

와 X g계산에서 갱lpU~ 이 빠진 것은 연소도가 낮을 때 기여도가 아주 작 

아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중성자 조사량 계산 

고리 1호기 1주기를 대상으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 

한 TORT 전산코드 기하학적 모델링은 원자로심의 Active Height까지만 계 

산의 대상으로 하여 반지름 방향으로 80개， 방위각 방향으로 52개， 축방향으 

로 24개로 나누었다. 원자로의 전체의 형태를 원자로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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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35U , 239pu의 핵자료 및 C 인자 계산결과 

Ofa 
Number 

Erc 
Isotope Density I/ b C Factor 

(b따ns) 
(atoms/cm3) 

(MeV) 

235U 47.21 1.4939 +20 d 2.43 192.9 

8.180063+ 16 

239pU 106.4 2.l495+ 19 2.89 198.5 
」 '------- ~-- ._--

aDerived from the SAILOR library (averaged over thermal energies group 43 through 

group 47) 

bYalues obtained from references 16 and 17 

cYalues obtained from reference 18 

dRead as 1.4939 x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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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BUGLE-96 핵자료집의 에너지 군구조 및 에너지 군구조에 

따른 235U와 239pU의 평균 핵분열 스펙트럼 

U pper Energy U pper Energy 

Group 
Group f x(E)dE Group 

Group 
J뼈dE 

Boundary Boundary 

(MeV) (MeV) 

1.7332+01a 5.1655-05 25 2.9721-01 2.9709-02 

2 1.4191 +01 2.0782-04 26 1.8316-01 1.5320-02 

3 1.2214+01 1.1818-03 27 1.1109-01 7.4427-03 

4 1.0000+01 2.6244-03 28 6.7379-02 3.5474-03 

5 8.6071+00 5.8560-03 29 4.0868-02 9.9780-04 

6 7.4082+00 1.6627-02 30 3.1828-02 5.6830-04 

7 6.0653+00 3.1522-02 31 2.6058-02 1.7355-04 

8 4.9659+00 8.2295-02 32 2.4176-02 2.0545-04 

9 3.6788+00 7.7853-02 33 2.1875-02 5.3787-04 

10 3.0119+00 4.4391-02 34 1.5034-02 4.9281-04 

11 2.7253+00 4.6924-02 35 7.1017-03 1.5754-04 

12 2.4660+00 2.0089-02 36 3.3546-03 5.1683-05 

13 2.3653+00 4.0314-03 37 1.5846-03 2.1110-05 

14 2.3457+00 2.4389-02 38 4.5400-04 2.5733-06 

15 2.2313+00 7.3523-02 39 2.1445-04 8.3599-07 

16 1.9205+00 7.1773-02 40 1.0130-04 3.1027-07 

17 1.6530+00 8.9134-02 41 3.7266-05 6.0355-08 

18 1.3534+00 1.1419-01 42 1.0677-05 9.4123-12 

19 1.0026+00 6.1995-02 43 5.0435-06 2.0302-12 

20 8.2085-01 2.6882-02 44 1.8554-06 1.6792-13 

21 7.4274-01 4.6136-02 45 8.7643-07 0.0000+00 

22 6.0810-01 3.6963-02 46 4.1399-07 0.0000+00 

23 4.9787-01 4.10딩-02 47 1.0000-07 0.0000+00 

24 3.6883-01 2.1099-02 

aRead as 1.7332 x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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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방향으로 1/8 모텔령 하고 원자로심의 아래쪽， 위쪽， 바깥쪽은 진공 경 

계조건을 원자로심의 중심과 양측면은 반사체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실제 

원자로의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실제 형 

태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두께 10 inch의 물로 채워 

진 것으로 가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TORT 모텔 

링은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고리 l호기 원자로를 원자로심， Baffle, Barrel, Thermal Shield, 감시시편， 

냉각수와 같이 크게 7부분으로 나누었다. 원자로심은 다시 235U의 농축도와 

가연성 독봉CBurnable Poison) ~ 붕소봉의 갯수에 따라 8개의 다른 핵연료 

집합체 혼합물질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펠렛 C 235U , 

238 U , 16 0), 피복관 물질， 가연성 독봉， 그리고 냉각수의 부피비로 균질화 하 

였다. 냉각수 온도는 원자로심의 평균온도인 571.TF이고 압력은 2250 psia 

이다. 냉각수내 붕소농도는 1주기 평균값인 546 ppm이다. 

핵연료집합체내의 Isotopics는 정5U의 농축도와 가연성 독봉의 갯수， 그리 

고 연소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2.1 , 2.83 , 3.2 w/o 235U 농축도와 0.0, 

0.15, 1.0, 2.0, 4.0, 6.0, 8.0, 10.0, 12.0, 14.6 GWD!MTU 107~ 의 연소도에 따 

른 핵연료집합체내의 Isotope들을 얻기 위해 CASM03코드를 사용하여 자료 

를 생산하였다. 여기서 얻은 핵물질들의 수밀도에 연소도 간격으로 가중하 

여 핵물질들의 1주기 평균 수밀도를 계산하였다. Barrel 바깥쪽 모든 영역에 

서 냉각수의 밀도는 일정하고 냉각수의 온도도 주업온도를 유지한다고 가정 

한다. Baffle, Barrel, Thermal Shield의 재 료는 스테 인 레 스 스틸 CStainless 

Steel) 이다. 압력용기재료는 SA508 단조강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11 개 

혼합물질의 수밀도는 표 3.3에서 나타내었다. 

TORT 계산에 사용된 핵단면적자료는 BUGLE-96을 사용하으며 

BUGLE-96은 ENDF/B-VI로부터 생산된 다군 상세 핵자료인 

VIT AMIN - B6 AMPX -77 처리체계를 사용하여 축약시킨 다군 핵자료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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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6 

2 meshes Water 

391.16 

4 meshes 

288.29 

208.28"';. >-12 meshes Core 

128.27 

25 .4 

00 

4 meshes 

2 meshes Water 

Axial Postition of Specimens 
Fe: T, TM, M, BM, M 
Ni:M 
Cu:TM, BM 

23 deg 

\3 deg 

Unit: [cm] 

그림 3.2 고리 1호기 TORT 코드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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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고리 1호기 1주기 원자로 핵물질들의 수밀도 

Atomic Atomic 

Structure Nuclide 
Density 

Structure Nuclide 
Density 

(atoms/cm- (atoms/cm-

b따ns) bams) 

U-235 1.0325-04a U-235 1.5296-04 

U-238 6.9788-03 
Assembly 

U-238 6.9262-03 
Assembly 

Pu-239 2.0453-05 
Type 5 

Pu-239 2.3346-05 
Type 1 

Pu-240 4.1732-06 
2. 83w/o 

Pu-240 
2.1w/o 

3.6187-06 
+ 

Pu-241 1.8033-06 Pu-241 1.7299-06 
16 BP 

Coolant Next Table Coolant Next Table 

U-235 1.0426-04 U-235 1.7632-04 
Assembly 

U-238 6.9758-03 U-238 6.9074-03 
Type 2 

Pu-239 2.2023-05 
Assembly 

Pu-239 1.9897-05 
2.1w/o 

Pu-240 4.3075-06 
Type 6 

Pu-240 3.0427-06 
+ 3.2w/o 

Pu-241 1.9723-06 Pu-241 1.2873-06 
8 BP 

Coolant Next Table Coolant Next Table 

U-235 1.5128-04 U-235 1.7706-04 

U-238 6.9319-03 
Assembly 

U-238 6.9047-03 
Assembly 

Pu-239 2.0085-05 
Type 7 

Pu-239 2.1420-05 
Type 3 

Pu-240 3.3527-06 
3.2w/o 

Pu-240 3.1666-06 
2.83w/o + 

Pu-241 1.4316 • 06 Pu-241 1.4182-06 
8 BP 

Coolant Next Table Coolant Next Table 

U-235 1.5254-04 U-235 1.7745-04 
Assembly 

U-238 6.9276-03 
Assembly 

U-238 6.9033-03 
Type 4 

Pu-239 2.2480-05 
Type 8 

Pu-239 2.2256-05 
2.83w/o 3.2w/o 

Pu-240 3.2330-06 Pu-240 3.5515-06 
+ + 

Pu-241 1.6523-06 PU • 241 1.4887-06 
12 BP 12 BP 

Coolant Next Table Coolant Next Table 
」

aRead as 1.0325 x 10-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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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고리 1호기 1주기 원자로 핵물질들의 수밀도(계속) 

Coolane 
Type 304 Pressure 304Bypass I 

Nuclide 
Stainless Steel Vessel Steel Downcomera 

I 

H 2.8174-02b 4.8282-02 

O 2.8461-02 2.4143-02 

B- lO 2.5123-06 4.3053-06 

B-11 1.0305-05 1.7660-05 

Al 1.0116-06 

C 3.5794-06 3.1690-04 8.6700-04 

Si 1.6940-03 4.3820-04 

Cr 1.3758-05 1.7390-02 2.9130-04 

Cr一50 5.9777-07 7.5560--04 1.2657-05 

Cr-52 1.1528-05 1.4571-02 2.4408-04 

Cr-53 1.3070-06 1.6521-03 2.7674-05 

Cr-54 3.2537-07 4.1127-04 6.8892-06 

Mn 2.3496 • 06 1.7320-03 5.4280-04 

Fe 8.9864-05 5.8350--02 8.2320-02 

Fe • 54 5.3020-06 3.4427-03 4.8569-03 

Fe-56 8.2424-05 5.3519-02 7.5504-02 

Fe-57 1.8872 • 06 1.2254-03 1.7287-03 

Fe-58 2.5162-07 1.6338-04 2.3050-04 

Ni 1.3825-04 7.4960-03 5.8860-04 

Ni-58 9.4115-05 5.1031-03 4.0070-04 

Ni-60 3.6253-05 1.9657-03 1.5435-04 

Ni-61 1.5760-06 8.5454-05 6.7100-06 

Ni-62 5.0239-06 2.7240-04 2.1390-05 

Ni-64 1.2802-06 6.9413-05 5.4504-06 

Mo 2.8120-04 

Zr 3.8418-03 

aBased on water at temperature of 57l.7 F and pressure of 2250 psia with 546 ppm 

soluble boron 
bRead as 2.8174 x 10-2 atoms/cm-bam 

38 



로 47개의 중성자군과 20개의 감마 에너지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BUGLE-96의 미시적 핵단면적과 CASM03로 계산한 수밀도를 입력으로 

GIP코드를 사용하여 TORT에서 사용할 117R 혼합물질에 대한 거시적 핵단 

면적을 만들었다. 

2. NESTLE-MCNP 

가. 선원항 계산 

NESTLE-MCNP 계산체계에서 선원항은 NESTLE 코드를 사용해서 계산 

한 고리 1호기 1주기 상대출력분포를 사용하였다. NESTLE 코드에서는 노 

심의 축방향 각 분할영역별로 상대출력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 

산된 각 분할영역 별 상대출력분포를 선원항으로 사용한다. 

나. 중성자 조사량 계산 

NESTLE-MCNP 계산체계에서 선원항이 각 핵연료봉 별로 계산되지 않 

았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한 MCNP 코드 모델링은 핵연료봉들 

을 핵연료집합체별로 균질화 시킨 균질모델을 사용하였다. 원자로심의 유효 

높이까지만 계산의 대상으로 삼았고 원주방향으로 1/8 모델링을 하였으며 

축방향으로는 원자로의 중심 수평면을 대칭면으로 1/2 모델링을 하였고 모 

두 4개의 영역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핵자료집은 NJOY를 이용하여 ENDF/B-VI를 처리하여 이 

미 생산하여 명명해 놓은 고리 1호기 원자로 계산용 MCNP 형식의 연속에 

너 지 핵 단면 적 자료집 HYUXS(Hanyang University Cross Section)을 사용 

하였다. HYUXS는 핵연료봉온도 냉각수온도 피복관의 온도의 영향을 반영 

한 핵단면적 자료이다.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해 원주방향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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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간격으로 18개， 축방향으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림 3.3과 같 

이 측정변을 구성하였다. 또한 노심내 중앙 용접부위의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해 용접선 아래위로 5 cm씩， 10 cm의 영역을 별도로 측정하였다. 

3. Full-Scope Monte Car1o(MCNP) 

가. 선원항 계산 

MCNP 전산코드 내의 KCODE 계산은 노심의 임계도와 상대출력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임계도 계산 결과인 유효증배계수와 상대출력분포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묘사한 MCNP 모텔링을 검증할 수 있다. 임계도 계산은 

KCODE를 수행하여 핵연료집합체별로 중성자 선원의 분포가 평형이 되게 

한 다음 핵분열 위치를 임의추출하고 에너지는 235u의 Watt 분열 스펙트럼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엄계도 계산결과 유효증배계수가 1.00039 :t 0.00084 

로 1.0과 근접한 결과로 계산되었다. 

축방향으로 4개 영역에서의 상대적 핵연료봉 출력분포를 계산하였다. 이 

를 핵연료집합체 단위로 평균하여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분포를 계산하였 

다. 4개 영역에서의 상대출력분포의 평균값을 구해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 

계보고서에 나타난 상대출력분포와 비교하여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선원항 

을 검증하기 위해서 MCNP로 계산한 상대출력분포를 핵설계보고서와 비교 

한 결과 RMS 오차가 2.165%로 나왔다. 유효증배계수와 평면출력분포의 

RMS 오차는 이번 연구의 MCNP 모벨링이 타당함을 보여 주었다. 

나. 중성자 조사량 계산 

고리 1호기 1주기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3차원의 몬테칼로 모댈을 구성 

하기 위해서 그림 3.5와 같이 핵연료집합체를 이루는 핵연료봉， 붕소독봉， 

제어봉안내관， 노내기기관을 모두 실제의 크기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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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CNP 계산모텔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측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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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NDR-MCNP)!NDRX 100 

RMS Error(%) = 2.165 

그림 3.4 BOC에서 고리 1호기 1주기 핵설계보고서와 

MCNP로 계산한 상대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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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짧C쇠oy-4 따뜯& 짧양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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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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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CNP 모델링을 위한 고리 1호기 l주기 각 봉들의 형태 및 

규격 ( (a): 핵연료봉; (b):붕소독봉; (c):노내기기관; (d):제어봉 

안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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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x 14 격자에 채워 넣어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핵연 

료 집합체의 위치에 배열시켜 원자로심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핵연료봉 하 

나 하나 실제 크기로 정확하게 묘사한 모델을 비균질 모델이라고 부른다.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으로 계산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은 

비균질 모텔을 사용하였다. 

NESTLE-MCNP 계산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성자 조사량 계산은 원자로심 

의 유효높이까지만 계산의 대상으로 삼았고 원주방향으로 1/8, 축방향으로는 

원자로의 중심면을 대칭면으로 1/2 모델링을 하였고 모두 4개의 영역로 나 

누었다. 고리 1호기 노심의 축방향 기하학적구조의 MCNP 모델은 그림 3.6 

에 나타내었다. 

핵연료봉 각각의 성분에 대한 수밀도는 CASM03 로 계산한 값을 사용하 

였다. 또한 계산에 사용한 핵자료도 NESTLE-MCNP 계산방법과 통일하게 

HYUXS 핵단면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한 측정면은 

NESTLE • MCNP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그림 3.3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3 절 계산결과 

1. C!E 

원자로 발전후 첫 번째 주기 O.127EFPY)때 13。 방향에 위치해 있는 

Capsule V를 인출하여 시험한 제 1 차 감시시편 시험 (Surveillance Test)에 

서 선량계물질들의 포화방사능(Saturated Activity)값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된 유효핵반웅단면적과 포화방사능으로부터 감시시편위치에 

서의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해 내게 된다.C!E값은 다음 식과 같이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에 대한 코드로 계산된 이론적 중성자 조사량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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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고리 1호기 축방향 기하학적 구조의 MCNP 모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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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시펴에서 이론적 중성자 조사량 
C/E = 

1 면에서 실험적 중성자 조사량 
(3.5) 

이 값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이론적 중성자 조사량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 

을 말해 준다. NESTLE-TORT, NESTLE-MCNP,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으로 계산한 감시시편에서의 C!E 값은 표 3.4에 나타내었다. 

NESTLE-TORT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C!E값은 Fe, Ni, Cu 선량계에서 각 

각 1.19, 1.36, 그리고 1.06이었고， NESTLE-MCNP 계산방법에서는 Fe, Ni, 

Cu 선량계에서 각각 1.39, 1.96, 그리고 1.28로 계산되었다.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으로 계산한 경우 Fe 선량계와 Cu 선량계의 경우 C!E값 

은 각각 0.97, 1. 10으로 1.0에 가까웠고 Ni 선량계에서는 1.35로 계산되었다. 

Ni 선량계의 경우 모든 계산에서 다른 선량계와 달리 C!E 값이 높게 계 

산된 것은 Ni 선량계의 반감기가 약 71 일 정도로 측정당시 약 1년이라는 시 

간이 지났기 때문에 측정시 오차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C!E 값이 1에서 

많이 벗어난 NESTLE-MCNP로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NESTLE-TORT 

와 Full-Scope Monte Carlo로 계산한 값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u 선량계를 제외하면 Full-Scope Monte Carlo로 계산한 결과가 

NESTLE-TORT로 계산된 결과보다 l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의 계산이 비교적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2. 중성자 조사량 비교 

NESTLE-TORT, NESTLE-MCNP, 그 리 고 Full-Scope Monte Carlo 방 

법으로 계산한 고리 1호기 노섬외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그림 3.7에 나 

타내었다. 각 계산결과는 원자로 축방향 중심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분포이 

고， 압력용기 내벽에서는 용접부위의 중성자 조사량 분포이다. 

중성자 조사량은 Barrel 내벽에서만 NESTLE-TORT 계산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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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방위각 13。 에서 계산한 시편의 C/E 

파걱용~ 54Fe(n,p )54Mn 않Ni(n，p)58Co 없Cu(n， α )I)()Co 

Full-Scope 0.97 1.35 1.10 Monte Carlo 

NESTLE-MCNP 1.39 1.96 1.28 

NESTLE-TORT 1.19 1.36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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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TORT와 MCNP로 계산한 중성자 조사량 분포 
(위 에 서 부 터 Barrel 내 벽 , Thermal Shield 내 벽 , 
Downcomer 안쪽， Capsule, Vessel 내 벽 , Vessel 외 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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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LE-MCNP나 Fu l1-Scope Monte Carlo 계산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NESTLE-TORT 계산결과가 낮게 계산되었다. 감시시 

편 위치 13 0 , 23 0 , 33 。 에서 NESTLE-TORT로 계산한 중성자 조사량 결 

과가 다른 각도에서의 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분할볍 전산코드 

고유의 특징으로 중성자가 수송 중 새로운 매질로 수송영역이 바뀔 경우 각 

분할 방향으로 산란하는 하는 것으로 모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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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세대 원자로 노심 및 외곽구조물 설계사양 분석 

제 l 절 개 요 

한국원전연료(주)로부터 차세대 원자로 노심설계 자료를 한국전력기술(주) 

로부터는 차세대 원자로 노심 외곽구조물의 설계자를 입수하여 설계사양을 

분석하였다. 

MCNP 전산코드 모델링을 위하여 한국원전연료(주)에서 입수한 자료에서 

는 핵연료봉， 가연성독봉， 노내계측관의 설계자료와， 핵연료집합체의 장전모 

형， 그리고 초기 설계노심의 상대출력분포를 사용하였고， 한국전력기술(주) 

의 자료에서는 Baffle, Barrel, 압력용기동 노심 외곽구조물의 설계자료를 이 

용하였다. 

제 2 절 차세대 원자로 노심 

차세대 원자로는 3983.0 MWt의 열출력으로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중인 원 

자로이다. 차세대 원자로심의 구성은 표 4.1와 같다. 차세대 원자로는 241 개 

의 핵연료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는 16x 16의 격자형 

핵연료봉 2367B 와 5개의 Water Hole로 이루어져 있다. 

핵연료봉은 Zircaloy-4 재질의 관안에 펠렛형태의 농축 U02를 사용하고 

있다.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장전모형에 따라 가연성독봉인 U02 - Gd20 3봉 

이 12, 16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4.1은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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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 제원 

lnlet Moderator Temperature 292.2 oC (558 F) 

A verage Moderator Temperature 310.6 oC (591 F) 

A verage Fuel Temperature 701 .4 "c (1294.5 F) 

Active Core Height 381 cm 

No. of Fuel Assemblies 241 

Lattice in Assembly 16x 16 

Maximum Enrichment 5.0 w/o 

Lead Rod Burnup 60000 MWD/T 

Effective Core Diameter 365.8 cm 

Fuel Assembly Pitch 20.88 cm 

Fuel Rod Pitch 1.285 cm 

Fuel Rod Diameter 0.826 cm 

Clad I.D. 0.843 cm 

Clad O.D. 0.970 cm 

Pellet Theoretical Density 10.96 g/cm3 

Pellet Density (% Theoretical) 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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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섬에 사용될 

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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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각 핵연료집합체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4.2는 핵연료집합체에 

사용된 가연성독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연성독봉은 가장자리에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 핵연료 펠렛이 삽입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U02 

Gd20 3 펠렛이 삽입되어 있다. 핵연료봉은 가연성독봉의 모습과 동일하나 핵 

연료봉 윗쪽과 아래쪽이 zoning 되어 있지 않고 핵연봉 전체에 같은 농축도 

를 가지는 펠렛이 삽입되어 었다. 표 4.2는 1주기 노심에 사용될 각 핵연료 

집합체에 사용될 핵연료봉과 가연성독봉의 농축도와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의 장전모형은 그림 4.3과 같다. 

제 3 절 차세대 원자로 외곽구조물 

차세대 원자로의 노섬은 두께 2.2225 cm의 Baffle이 싸고 있으며 노심의 

중심부에서 199.39 cm 떨어진 위치에 두께 6.6675 cm의 Barrel이 위치하고 

있다. Baffle과 Barrel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Stainless Steel) 304이다. 

Barrel 외곽에는 Downcomer가 위치하고 있고， 노심의 중심에서 231 .4575 

cm 떨어진 거리에 두께 23.0124 cm의 압력용기가 있다. 압력용기의 재질은 

SA508, Class 3의 단조강이다. 차세대 원자로에는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SB168 재질로 두께 0.3175 cm의 Vessel Cladding이 압력용 

기 내벽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각 외곽구조물의 위치 및 두께는 그림 4.3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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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Gd 가연성독봉의 

(핵연료봉과 동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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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집합체 수 

Fuel NO.of Fuel Rod No. of Fuel No. of Gd Gd 20 3 

Assembly Fuel Rod Per Weight 
Type Assemblies Enrichment Assembly Shim Rods Percent 

AO 81 1.60 236 

BO 28 3.28 236 

B1 48 3.28/2.78 172/52 12 8 

B2 4 3.28/2.78 124/100 12 8 

CO 20 3.78/3.28 184/52 

C1 60 3.78/3.28 120/100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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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V 

RPV Cladding 

Downcomer 

Barrel 

Baffle 

B1 

AO BI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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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AO CI BO 

Re f1ective Boundary 

176.89 
.-.J I I Unit: cm 179 .1 1 

199.39 
206.06 
23 1.46 
254 .47 

그림 4.3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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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제 1 절 개 요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의 

비교 · 검증계산에서， 계산결과의 정확성이 확인된 Full-Scope Monte Carlo 

방법으로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MCNP 전산코드 모델링 

차세대 원자로의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해서 차세대 원 

자로의 MCNP4B 전산코드 모델은 4장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 분석자료를 

참고로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노심 전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므로 차세대 

원자로의 계산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모델링 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섬의 

유효높이 (active height)까지만 계산의 대상으로 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4.3과 같이 원자로심 전체의 형태를 원자로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원주방향 

으로 1/8 모델링 하였고 원자로 죽방향으로 그림 5.1와 같이 대칭성을 이용 

하여 1/2 모델링을 하였다. 축방향의 경우에도 냉각수가 원자로의 하부에서 

들어와 상부로 이동하므로 냉각수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계산모 

댈에서는 냉각수 온도를 상부와 하부의 평균온도로 가정하였다. 

MCNP 코드에서는 만들어진 셀 (Cell ， MCNP 모델령의 가장 기본단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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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차세대 원자로 축방향 기하학적 구조의 MCNP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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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셀로 지정하는 기능과 이를 격자셀에 채우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각 봉들을 실제 수치대로 묘사하고 Universe 셀로 지정하였다. 그 

리고 이들을 핵연료집합체 격자 젤에 채워 넣어 핵연료집합체 셀을 만들었 

다. 이 때 핵연료 장전모형에 따라 핵연료봉의 농축도， 가연성독봉의 수를 

결정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몇가지의 Universe 셀을 지정 

하였다. 지정된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장전모형에 맞도록 새로운 Universe 

셀로 채워졌으며 채워진 구역을 그림 5.1와 같이 원자로 축방향으로 5개로 

나누어진 원자로섬에 채우므로써 계산에 사용한 1/16 원자로심을 형성하였 

다. 

원자로는 정상운전시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 (All Rod Out, ARO)이므 

로 Water Hole은 냉각수가 차 있다고 가정하였다. Baffle은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를 싸고 있으므로 그 형태와 크기를 정밀하게 모델링 하였다. 

5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원자로심의 아래쪽은 반사체 경계조건을 적용하 

였고 윗쪽은 상부반사체 (top reflector)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원자로의 

윗부분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반사체로서 상당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반사체를 설치해야 하 

는데 고리 1 호기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에는 상부와 하부 구조물을 물과 

강철로 균질화된 10 inch 이내의 반사체로 가정하고 있어 차세대 원자로의 

MCNP4B 전산코드 모델링에서도 상부 반사체를 두께 4.445 cm의 Baffle, 

13.8875 cm의 물， 그리고 6.6675 cm의 Barrel이 놓여 있다고 가정하였다. 

1/16 원자로심의 전체 구조는 5개의 구역과 상부반사체를 Barrel, 

Downcomer, 압력용기가 차례로 싸고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 

제 3 절 노섬 임계도 해석 및 선원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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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로 MCNP4B 코드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 주 

기 노심초기 (BOC) ， ARO , HFP(Hot Fu l1 Power), 제논 평형 상태에서 임계 

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차세대 원자로 1주기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 

마다 연소도에 따라서 CASMO 전산코드의 셀 계산을 통해 제논 평형 상태 

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을 고려한 핵종별 수밀도를 구하고 이것을 다시 

MCNP4B 전산코드의 물질데이타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한 계산의 정확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 

자로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ENDF!B-VI Release4와 NJOY 처리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핵자료집을 만들고， 이 핵자료집을 KNGRXS(KNGR 

Cross Se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새로이 만들어진 핵자료집은 원자로를 구 

성하는 구조재에 대해서는 292.2 oc 를， 냉각수에 대해서는 310.6 oc 를， 핵연 

료봉 구성물질에 대해서는 701 .4 oc 에 대한 핵자료로 구성되어져 있다. 

완성된 MCNP 전산코드 비균질 모델링을 이용하여 차세대 원자로 선원항 

계산하였다.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한 선원항 계산을 위해 KCODE 임계도 

계산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도 계산의 정확성을 위하여 KCODE 

한 주기 동안의 중성자 추출수를 5000, 총 실행 주기를 150, 초기 엄계도를 

1.0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차세대 원자로의 노섬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MCNP4B 전산코드의 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유효증배계수 ( keff)가 

1.00338 :t 0.00084로 계산되었다. MCNP4B 코드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l주 

기 초기노심의 상대출력분포와 한국원전연료(주)에서 계산한 초기노심의 상 

대출력분포와 비교하여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MCNP4B 코드로 계산한 차 

세대 원자로 초기노심의 상대출력분포는 한국원전연료(주)에서 계산한 값에 

비해 RMS(Root Mean Square) 오차 3.68%로 계산되어 차세대 원자로의 

MCNP 전산코드 모델링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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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9 
0.894 
-0.6 

0.695 
0.614 

Design -11.6 
MCNP 

Error(%)* 0.863 0.956 0.656 
0.820 0.897 0.639 
-5.0 -6.1 -2.7 

0.906 1.154 1.1 16 1.093 
0.889 1.137 1.108 1.074 
-1.9 -1.5 -0.7 -1.7 

0.876 1.1 58 0.920 1.1 75 1.050 
0.878 1.166 0.924 1.210 1.078 

0 .3 0.7 0.4 3.0 2.7 

0.888 1.141 0.877 1.1 66 0.924 1.152 
0.881 1.1 53 0.882 1.191 0.967 1.183 
-0.8 1.1 0.5 2.1 4.7 2.7 

0.903 1.1 38 0.878 1.137 0.880 1.173 0.930 
0.894 1.125 0.878 1.152 0.912 1.214 0.950 
-1.0 -1.2 0.1 1.4 3.6 3.5 2.2 

1.1 18 0.895 1.140 0.869 1.143 0.893 1.179 
1.107 0.886 1.202 0.918 1.1 84 0.932 1.186 
-1.0 -1.1 5.4 5.7 3.6 4.4 0.6 

* Error(%) = (MCNP-Design)/MCNP X 100 

RMS Error(%) = 3.68 

그림 5.2 BOC에서 MCNP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l주기 

상대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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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엄계도 및 출력분포 계산에 사용된 원자로 모텔에서 선원항을 핵연료봉 

출력분포로 대체하여 원자로내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위한 MCNP4B 전산 

코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임계도 계산에서 얻은 중성자 선원항을 이용하 

여 MCNP4B 전산코드내의 고정선원문제 (SDEF) 해법으로 합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림 5.3과 같이 압력용기의 내벽을 방위각 방향으로 1.5 。

씩 30둥분 하였고， 축방향으로 5둥분하여 압력용기 축방향 중성자 조사량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로 축방향 중심부에서 중성자 조사량이 높게 

계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측정영역을 다른 측정영역에 비해 좁 

게 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압력용기 내부의 

l/lOT , 1/10T+0.l 끼 1/4T, 1/4T+0.l", 그리 고 3/4T 지 점 에 서 의 중성자 조사 

량을 각각 계산하였다.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서 중성자 수송 중단에너지 

Ccut-off energy)는 1 MeV로 하였다. 

MCNP의 계산결과는 1개의 중성자 선원에 대한 것으로 정규화 시키므로 

노섬에서 발생되는 총 중성자 수를 곱해주어야 원하는 위치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구할 수 있다. 차세대 원자로의 정상운전시 전출력인 3983.0 MWt 

를 고려하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으며， 중성자 선원의 

출발은 엄계도 계산에서 구한 핵연료봉 출력분포에 의해 임의 추출하였다. 

원자로 내 중성자 선원의 수는 평균 핵분열 중성자 수(τ)와 총 핵분열 수 

의 곱으로 구해진다. 총 핵분열 회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P = ￡ol Zf￠ ERdV (5. 1) 

총 핵분열 회수 = LlZf￠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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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cm 

그림 5.3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측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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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 

(5.2) 

여 기 에 서 , p = 열 출 력 (thermal power) 

J: f = 핵 분 열 단 면 적 (fission cross section) 

4> = 중성 자 플럭 스(neutron flux) 

E R = 평 균 핵 분 열 에 너 지 (200 Mev /fission) 

v= 원자로 부피 
이다. 또한 원자로 내에서 발생되는 총 중성자 발생수는 다음식에 의해 구 

하여 진다. 

총 중성자 발생수 τμl2f￠dV 

p
-
과
 

(5.3) 

여기에서 평균 핵분열 중성자 수( 11)는 선원항 계산에서 구한 2.443을 사용 

하였다.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은 원주방향으로 17 。 까지 

중성자 조사량이 계속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계산되었다. 그림 5.4 

는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나타낸 결과 

이다.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은 원주방향으로 

17 。 영역에서 4.3 x 10 10 neutron / cm2 
• sec 로 계산되었다. 표 5.1에는 본 연 

구에서 계산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이 차세대 원자로 가동기간 동 

안 계속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가동년수별로 압력용기의 내벽과 압력용기 내 

에서 누적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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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MCNP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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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차세대 원자로 가동 년수별 누적 중성자 조사량 

Neutron Fluence X 10 19 n/cm2 CE> 1 MeV) 
Calendar 

EFPY 
Year 

ID* 1/1OT 
l/lOT 

1/4T 
1/4T 

3/4T 
+0.1" +0.1" 

1 l.25 0.136 0.110 0.107 0.072 0.070 0.015 

5 6.25 0.679 0.551 0.536 0.361 0.350 0.073 

10 12.5 l.358 l.102 l.071 0.722 0.700 0.146 

20 25.0 2.715 2.204 2.143 l.444 l.401 0.291 

30 37.5 4.073 3.306 3.214 2.165 2.101 0.437 

40 50.0 5.430 4.408 4.285 2.887 2.801 0.582 

50 62.5 6.788 5.510 5.357 3.609 3.501 0.728 

* ID Inner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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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료르 
L-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년수가 증가하는 동안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로 인 

하여 재료의 물성이 저하되는 취화현상이 발생된다. 가동기간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열충격 요건과 파괴인성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중 가압열충격 요건의 가장 주요한 인자는 압력용기 

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이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정확한 건전성 평가 

를 위해서는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 특 

히 60년의 설계수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압력 

용기에서의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 예측을 통하여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최대 

한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NRC의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 

방법 규제 지침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NRC의 규제지침에는 원자로 압력 

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치의 외삽에 의한 계산보다는 직접적인 계 

산을 통해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 발전소 고유 

설계자료와 최신 버전의 핵단면적 자료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한 각분할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경우 미세한 공간분할과 각분할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요건/지침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 

량 계산방법을 분석하였다. 기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 

산에서는 노심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선원항을 구한 후 2차원 각분할 

법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한다. 몬테칼로방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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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할 경우에는 선원항 계산은 노심해 

석코드에서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할 수도 있을뿐 아니라 몬테칼로방법의 전 

산코드(MCNP)를 사용하여 선원항을 계산할 수도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방법에 따른 계산결과의 정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분할법과 몬테칼로방법으로 비교 • 검증 계산을 수 

행하였다. 차세대 원자로를 대상으로 비교 · 검증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실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고리 1호기 1주기 노심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 

교 · 검증 계산은 NESTLE-TORT, NESTLE-MCNP 그리고 비균질 모델의 

Full-Scope Monte Car10 방법으로 원자로내 감시시편에서의 C!E 값과 압력 

용기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각각 수행하였다. 비교 • 검증 계산결과 비균질 

모델의 Full-Scope Monte Car10 방법 의 계산이 다른 계산방법 에 비 해 정 확 

한 계산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에 계산의 정확 

성이 확인된 비균질 모델의 Full-Scope Monte Car10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계산 수행을 위해 한국원전연료(주)와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확보한 차세 

대 원자로 설계자료를 분석하여 MCNP 전산코드 모델링에 이용하였다. 

완성된 MCNP 코드 모델링을 이용하여 차세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되 

는 중성자 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해 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유효증배계 

수가 1.00338 i:: 0.00084로 계산되었고 상대출력분포는 한국원전연료(주)에서 

계산한 차세대 원자로 초기노심 상대출력분포와 비교하여 RMS 오차 3.68% 

로 계산되어 차세대 원자로의 MCNP 전산코드 모델령이 타당함을 확인하였 

다. 엄계도 계산에서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하여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 

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을 수행하여 원자로 축방향 중심부의 압력용기에 

서 최 대 중성자 조사량은 4.3 x 10 10 neutγvn/ cm2 
• sec로 계산되 었다. 

차세대 원자로의 수명말기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제한치 

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자로의 수명 예측을 

68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와 비슷한 열출력과 설계수명을 가진 ABB-CE 

System 80+ 원자로의 설계 기준값인 6.2 X 10 19 neμtron/ cm2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 차세대 원자로는 46EFPY(57년)의 수명을 가지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차세대 원자로는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중인 원자로로 설계변경의 가능성 

도 있고， 천이노심에서는 노심내 중성자 선원항 변화가 많으므로 차세대 원 

자로 압력용기의 보다 정확한 수명예측을 위해서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가 

완성된 후 평형노심을 대상으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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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칼로방법올 사용하여 차세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한 결과 원자로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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