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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 핵연료로 채워진 하나로 노심을 MCNP로 모델링하여 상세한 발열량 분포를 

계산하 다. 방사화생성물에 의한 발열량은 지르칼로이-4, 알루미늄, 스테인 스스

틸 등으로 된 하나로 구조물  주요 방사화핵종의 구성비율이나 반응단면  등을 

고려하여 Al의 방사화만 고려하 다. 

  핵분열율이나 방사화반응율을 이용하여 지발감마나 붕괴감마에 의한 향을 평가

한 경우에는 핵분열당 발생하는 에 지 가 195.843MeV로 계산되었으며, 이 때 

펌  출력 0.7MW를 제외한 핵분열 출력 29.3MW는 핵연료에서 93%, 1차냉각수  

유동  사이 gap water에서 2.4%, 반사체 탱크내 수에서 1.89%를  유동 , 

inner shell 등 구조물에서 2.71%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발감마와 Al 붕괴감마가 포함된 핵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핵분열당 발생하는 

에 지 가 197.56MeV로 계산되었으며 핵연료에서 93.1%, 1차냉각수  gap 

water에서 2.78%, 반사체탱크내 수에서 2.24% 그리고 유동 , inner shell 등의 

구조물에서 1.88%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의 차이는 계산오차나 핵자료 등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 이다. 체 출력  지발감마  지발베타에 의한 것은 5～7% 

이고 Al의 방사화로 인한 붕괴감마  붕괴베타에 의한 것은 0.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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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detail analysis on the heat generation rate for the HANARO fuelled with 

new fuel has been performed using MCNP. An aluminum among main structural 

materials of zircaloy-4, aluminum and stainless steel in the HANARO is taken 

into account as the only heat source considering its reaction cross section, 

gamma energy, etc.

  The heat deposited in each region is included in the MCNP calculation, but 

the heat due to gamma and beta from fission product decay and activation 

product is not included. In case that the heat due to fission product delayed 

gamma and activation product decay gamma is calculated using fission rate and 

activation reaction rate, respectively, a recoverable energy   is calculated to be 

195.843MeV. With this  , the heat deposited in each region is calculated. 93% 

of the fission power of 29.3MW excluding a pump power 0.7MW is deposited in 

the fuel region, 2.4% is in the primary coolant and the gap water between flow 

tube, 1.89% is in the heavy water and 2.71% is at structural materials such as 

flow tube, inner shell, etc.

  If a specially prepared nuclear data including fission product delayed gamma 

and Al decay gamma is used, a recoverable energy   is calculated to be 

197.56MeV. Using this  , the heat deposition rate in each region is calculated 

to be 93.1% of the fission power of 29.3MW in the fuel region, 2.78% in the 

primary coolant and the gap water between flow tube, 2.24% in the heavy water 

and 1.88% at structural materials.  

  The above two   are about the same. The heat due to fission product 

delayed gamma and beta corresponds to 5～7% of the total fission power, and 

that due to decay gamma and beta from Al activation is found to be less t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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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구로는 노심이나 반사체의 조사공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는 원자로

이다. 시험을 안 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시료 조사가 노심에 미치는 향이나 조

사시료의 건 성을 평가하여 설계된 시험장치나 시험조건이 안 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시험에 한 안 성 평가에서 요한 것  하나는 시료나 시험장치의 재료

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온도가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정확한 상

온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발열량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핵분열당 시스템내

에서 축 되는 에 지를 알면 시스템 출력에 해당되는 정규화(normalization) 인자

를 구하여 MCNP 계산으로부터 시료에서의 정확한 발열량을 얻을 수 있다. 

  MCNP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성자속, 발열량 등의 결과는 성자 선원 1개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이들의 값을 알기 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출력에 해당하는 

성자 선원의 수를 정규화 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MCNP 계산으로부터 성자 

선원 1개당 핵분열에 의해 시스템내에서 축 되는 에 지를 구하여 핵분열당 발생

에 지를 계산하고, 시스템 출력에 해당하는 정규화 인자를 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 상세 노심모델에 해 설명하고, 핵분열생성물, 성자, 

감마선 등의 선원에 의해 생성되는 열량을 MCNP 계산으로 구하여 핵분열당 발생

에 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 다. 그리고 펌  출력을 제외한 핵분열출력 

29.3MW에 한 정규화 인자를 구하여 노심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에 지를 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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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발열량 평가

2.1 하나로 MCNP 모델

    하나로 노심분석을 하여 상세한 MCNP5[1] 모델을 만들었다. 노심내 핵연료

의 endplug, endplate, spacer, grapple head 등을 독립 으로 모사하거나 냉각수인 

물과 함께 균질화하고, spacer tube도 모델에 포함하 다. 반사체 역을 반경방향

으로 4등분하고 원주방향으로 8등분하여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1～20은 주요 부분에 한 MCNP 모델이다. 핵연료는 모두 새핵연료로 가정하

으며 제어 은 1/2 (350mm) 삽입된 상태를 그리고 정지 은 모두 인출된 상태를 

가정하 다.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기 해 MCNP KCODE mode 계산에서는 batch

당 10,000개  1000 batch로 총 천만 개의 선원을 사용하 으며, fixed source 

mode 계산에서도 천만 개의 선원을 사용하 다. 발열량 계산 결과들의 통계오차는 

핵연료를 비롯한 부분의 지역에서 1% 미만이었으며, inner shell 등 일부지역에서

는 5% 이하 고, 핵연료의 endplug 부분과 같이 cell 부피가 아주 작은곳에서는 

15% 이하 다. MCNP 계산에서는 발열량 등의 계산에 해당 cell의 부피를 계산하

여 사용하지만 불규칙한 구조를 가지는 cell에 해서는 이용자가 부피를 계산하여 

입력자료로 주어야 한다. 하나로 노심모델의 경우 불규칙 인 모양을 가진 cell에 

해서는 MCNP로 계산한 부피를 사용하 다. 

그림 1. 핵연료 심 높이에서의 하나로 MCNP 평면 모델 (z=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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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부 빔튜 가 치한 높이에서의 하나로 MCNP 평면 모델 (z=-10cm)

  

그림 3. 상부 빔튜 가 치한 높이에서의 하나로 MCNP 평면 모델 (z=+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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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핵연료 심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부분 MCNP 모델

그림 5. 36 다발 모델

   

그림 6. 36봉 모의다발 모델 (CT, I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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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어 치의 18 다발 모델

    

그림 8. 정지 치의 18 다발 모델

 

그림 9. OR공의 18 다발 모델

     

그림 10. 핵연료의 central tie rod  

          spacer tube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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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나로 MCNP 입면 모델

그림 12. Receptacle이 치한 높이에서  

      하나로 노심모델 (z=-50cm)

    

그림 13. Receptacle 상단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모델 (z=-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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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entral tie rod 하단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모델 (z=-40cm)

 

그림 15. Grapple head 하단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모델 (z=+40cm)

그림 16. Grapple head 간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모델 (z=+45cm)

   

그림 17. Grapple head 상단 높이에서의  

      하나로 노심모델 (z=+4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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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핵연료속에 endplug가 치

한 높이의 36 다발 모델 (z=+34cm)

     

그림 19. Endplug 치한 높이에서의  

         36 다발 모델 (z=+36cm)

 

그림 20. Endplate 치한 높이에서의  

         36 다발 모델 (z=+3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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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열량 분포 

    발열량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성분으로 나  수 있다. 

     (1) 핵분열생성물의 운동에 지

     (2) 핵분열 즉발 성자에 의한 발열량

     (3) 핵분열 즉발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4) 성자 흡수에 의한 포획감마에 의한 발열량

     (5) 핵분열생성물의 붕괴로 인한 베타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6) 구조물의 방사화생성물의 붕괴로 인한 베타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MCNP5 계산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운동에 지, 핵분열로 생성되는 즉발 성자 

 감마, 성자의 흡수나 비탄성산란에 의해 생성되는 2차 감마는 고려된다. 그러

나,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에 의한 베타나 감마 그리고 구조물( 를 들면, Al)의 방사

화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화생성물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베타나 감마 등 2차 생성

물에 의한 방사선원은 MCNP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2.2.1 핵분열생성물, 즉발 성자, 즉발감마선  포획감마에 의한 발열량

  MCNP 계산에서는 F6 tally에 의해 핵분열생성물, 즉발 성자, 즉발감마선  

성자 흡수나 비탄성 산란에서 생성되는 감마에 의한 발열량이 계산된다. 한편, 

MCNP 계산결과는 선원 1개당  단  무게당 발열량 (MeV/gm) 이므로 원자로 

출력에 해당하는 체 핵분열 성자 수를 normalization factor로 고려해주어야 한

다. Normaliza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Pn=
P⋅ν

Qf⋅keff⋅CF
                        (1)

여기서,

  

P = reactor power (W)
ν = average number of neutrons/fission
Qf = recoverable energy/fission (MeV)
keff = core eigenvalue

CF =환산인자=1.602 x10
-13 

J/MeV

  따라서, 총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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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a)

2.2.2 핵분열생성물 붕괴에 의한 지발감마 발열량

   핵분열생성물은 비정거리가 매우 짧아 그것의 지발감마는 핵분열이 일어난 곳에

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먼  핵분열율 분포를 이용하여 지발감마의 선원

분포를 구한 후 이들 감마를 선원으로 하여 MCNP의 fixed source mode로 감마수

송계산을 하여 지발감마에 의한 발열량을 구한다. 핵분열율 분포로는 F7 tally로 노

심내 각 핵연료 역에서 구한 핵분열 출력 분포를 이용하고 에 지 스펙트럼으로

는 ≈    (E의 단 는 MeV)[2] 를 이용한다. MCNP 계산 결과는 선원 

1개당 값이므로 normalization factor로는 체 지발감마의 개수를 사용해야 하며 

2.2.1의 normalization factor인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따라서, 지발감마에 의한 총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   ×

  ×   ×




          (2a)

2.2.3 핵분열생성물 붕괴에 의한 베타 발열량

   베타선은 생성된 치에서 모두 자신의 에 지를 잃어버린다고 가정한다. 따라

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연료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시 생성되는 베타 에 지

가 모두 열로서 발생한다. MCNP의 F7 tally로부터 핵분열율을 구하고 여기에 핵분

열당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 붕괴 베타 에 지를 곱하여 핵분열생성물 베타에 의

한 발열량을 구한다. Normalization factor는 다음과 같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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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주요핵종 주요 반응

방사화생성물 붕괴에 

의한 감마선 에 지  

방출율

방사화 생성물 붕괴에 의한 

베타선 최 /평균에 지  

방출율

Al

Al-27 (100%)
Al27(n,γ)Al28 1778.85keV (100%) 2862.9/1247.2keV (99.99%)

Zircaloy-4

Zr(>97%), Sn, 
Zr94(n,γ)Zr95

724.2keV (44.2%)

756.7keV (54.5%)

367.8/109.7keV (54.53%)

400.3/120.9keV (44.24%)

표 1. 주요 방사화 반응  방사화생성물 붕괴시 방출하는 감마선  베타선

여기서,

               

         
  

  따라서 핵분열생성물 베타에 의한 총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   ×

 ×   ×⋅



            (3a) 

  U235 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에 지  핵분열생성물 붕괴로 방출되는 감마 에

지는 약 7MeV, 베타 에 지는 약 8MeV 정도이다[3]. 여기서는 근사 으로 의 식 

(3a) 신 2.2.2항에서 구한 지발감마에 의한 총 발열량의 8/7배를 핵분열생성물 베

타에 의한 발열량으로 한다. 지발감마의 경우에는 감마가 이동이면서 물질과 반응

을 하며 에 지를 차 잃어버리지만 베타는 부분 핵연료내에서 모두 에 지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핵분열생성물 베타에 의한 총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   ×             (3b)

2.2.4 구조물의 방사화로 인한 생성물의 붕괴에 의한 발열량

   노심을 구성하는 구조물은 성자를 흡수하여 방사화되며, 방사화생성물이 붕괴

하면서 베타나 감마선을 낸다. 하나로의 노심에 사용된 주요 물질은 알루미늄, 지르

칼로이, 스테인 스스틸 등이다. 이들의 주요 방사화생성물  그것의 붕괴에 의한 

베타와 감마의 에 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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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Cr, O, etc

Zr-90 (51.45%)

Zr-91 (11.22%)

Zr-92 (17.15%)

Zr-94 (17.38%)

Zr-96 (2.80%)

Zr96(n,γ)Zr97 743.36keV (93.06%) 1915.0/757.0 keV (87.8%)

Stainless steel

Fe(68.145%)

Cr(19%)

Ni(10%)

Fe-54(5.845%)

Fe-56(91.754%)

Fe-57(2.119%)

Fe-58(0.282%)

Cr-50(4.345%)

Cr-52(83.789%)

Cr-53(9.501%)

Cr-54(2.365%)

Ni-58(68.077%)

Ni-60(26.223%)

Ni-61(1.140%)

Ni-62(3.634%)

Fe56(n,p)Mn56

846.754keV(98.87%)

1810.72keV(27.2%)

2113.05keV(14.34%)

735.7/255.3keV (14.6%)

1038.0/382.0keV (27.9%)

2848.7/1216.9keV (56.3%)

Fe54(n,p)Mn54 834.85keV (99.976%)

Fe58(n,γ)Fe59
1099.3keV (56.5%)

1291.6keV (43.2%)

274/80.84keV (45.3%)

466/149.1keV (53.1%)

  정확한 계산을 해서는 모든 방사화생성물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방사화생성

물의 붕괴로 인한 베타  감마에 의한 발열량이 체 발열량에 비해 크지 않을 것

이므로 발열량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주요 방사화생성물만 고려하기

로 한다. Zircaloy의 경우에는 Zr-94  Zr-96의 방사화가 있으나 핵종의 구성비율

이 작고 방출에 지도 높지 않으며 (n,γ)반응 단면 도 수십 mb으로 작다. 

Stainless steel의 경우에는 Fe-56의 방사화를 고려할만 하지만 SS로 된 부분이 

grid plate나 receptacle 등으로 원자로 하부에 있어 상 으로 낮은 성자속 환경

에 있으므로 체 발열량에 미치는 향이 Al의 방사화에 의한 향보다는 크지 않

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Al의 방사화에 의한 발열량만을 고려하 다. 

  Al은 (n,γ) 반응에 의해 Al-28이 생성되고 이것이 붕괴하면서 1.2472MeV의 베타

선을 방출한다. 이 베타선은 생성된 생성된 자리에서 에 지를 모두 잃어버린다고 

가정하면 베타선에 의한 발열량은 MCNP로 구한 Al cell에서의 capture 

rate(#/cc-sec)에 해당 cell 부피와 베타선의 에 지를 곱하여 구한다. MCNP로 구한 

Al의 capture rate를 F4(Al,β)라 하면 Al-28의 붕괴시 방출되는 베타선에 의한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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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다음과 같다.

    ⋅⋅                          (4)

    ⋅
 ⋅⋅⋅

                (4a)

  한편, Al-28은 붕괴하면서 1.77885MeV의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Al의 capture rate

를 각 역별로 구하여 이를 감마선원 분포로 사용하면, 이 감마선에 의해 각 역

에 축 되는 발열량을 구할 수 있다. Al capture rate를 감마선원 분포로 사용하여 

구한 발열량을 F6(Al,γ)라 하면 Al 붕괴시 발생하는 총 감마의 개수를 

normalization factor로 사용하여 Al-28의 붕괴에 의한 감마 발열량 분포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Al capture rate는 성자 선원 1개에 한 값이므로 

normalization factor 계산에는 체 핵분열 성자 수를 사용해야 한다. 

     ⋅


⋅                             (5)

여기서,

          
    
   

     ×   ×
 ×   ×⋅



⋅

        (5a)

  MCNP 모델에서는 Al이 있는 부분이 많고 복잡하여 따로 계산하지 않고 Al의 

capture rate만을 이용하여 구하기로 한다. 즉, 설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1.77885MeV의 감마선은 결국 모든 에 지를 시스템내에서 잃어버린다. 따라서 

Al-28의 붕괴 베타에 의한 발열량에 베타 에 지와 감마 에 지의 비를 곱하면 

Al-28의 붕괴 감마에 의한 발열량이 된다. 

    ×    × ⋅⋅


          (5b)

2.2.5 체 발열량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열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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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핵분열생성물, 즉발 성자, 즉발감마, 포획감마)에 의한 발열량

          + 핵분열생성물 붕괴 감마에 의한 발열량

          + 핵분열생성물 붕괴 베타에 의한 발열량

          + Al-28 붕괴 감마에 의한 발열량

          + Al-28 붕괴 베타에 의한 발열량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앞에서 구한 식들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 ⋅⋅

 ⋅ ⋅⋅

≈ ⋅⋅ ⋅⋅


⋅ 




⋅⋅⋅⋅




      (6)

  한편, 식 (1)로부터 

   P=
Pn⋅Qf⋅keff⋅CF

ν
                                        (7)

  MCNP 계산에서 구하는 식 (6)의 단 는 MeV이므로 식 (7)에서 MeV를 Joule로 

바꾸는 단 환산인자인 CF는 없어도 된다. 따라서 식 (6)과 (7)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8)

  

⋅
 ⋅ ⋅⋅


⋅ 




 ⋅⋅⋅




                   (9)

  새 핵연료로 이루어진 노심에서 제어 이 1/2 삽입된 조건에 해 F6(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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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내 영역 F6(n,p) FP beta F6 (FP γ) Al beta Al γ

fuel rod 8.3561E+01 2.8569E+00 9.5326E-01

cladding 4.1611E-01 1.9821E-01 1.32E-02

endplug 2.5171E-03 1.0127E-03 1.07E-04

central rod 7.8371E-02 3.7333E-02

central tube 2.4268E-02 1.1305E-02 9.80E-04

dummy bundle 1.1051E-01 4.6447E-02 1.22E-02

endplate & 

spacer
2.4234E-02 1.0011E-02 7.22E-04

grapple head 1.3287E-02 2.0593E-03

receptacle 1.1626E-01 2.0616E-02

flow tube 5.6444E-01 2.6690E-01

irr. hole tube 6.2082E-02 1.6674E-02

D2O reflector 1.4148E+00 3.7438E-01

ref. tank wall 1.3273E-01 1.7949E-02

Hf 2.0855E-01 4.9231E-02

beam tube wall 3.6314E-02 1.0981E-02

inner shell 3.1237E-01 1.3177E-01

grid plate & chi 1.3556E-01 8.9979E-03 3.60E-03

coolant & gap water 1.9455E+00 3.3710E-01

H2O in irr. hole 6.9764E-02 5.5432E-03

total 8.9229E+01 2.8569E+00 2.4998E+00 3.0892E-02 4.4060E-02

표 2. 핵분열 성자 1개당 하나로 노심 각 역에서의 발열량 

                                                        (단 : MeV/neutron)

노심내 영역 F6(n,p) FP beta F6 (FP γ) Al beta Al γ Total 

fuel rod 2.5864E+07 8.8428E+05 2.9506E+05 2.7044E+07

표 3. 하나로 각 역에서의 발열량 

                                                              (단  : watt)

F6(p)FP, F4(Al,β)를 구하고 의 식 (1a), (2a), (3b), (4a), (5b) 들을 이용하여 핵분

열 성자 1개당 각 역별 발열량을 구하면 표 2와 같다. 

  한편, MCNP로 구한 k eff  와 ν  는 각각 k eff=1.17744 (σ=0.00026)  ν=2.436 이

었다. 식 (9)를 이용하여 recoverable energy, 를 구하면 195.843MeV를 얻는다. 

  하나로의 1차 펌 에서 발생하는 열을 약 0.7MW로 가정하므로 핵분열에 의한 

출력은 29.3MW이다. 식 (1)을 이용하여 normalzation factor 을 구하면 

=1.9321E+18 이다. 따라서, 하나로의 각 역에서 발생하는 열은 식 (6)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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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ding 1.2880E+05 6.1351E+04 4.0986E+03 1.9425E+05

endplug 7.7910E+02 3.1346E+02 3.3201E+01 1.1258E+03

central rod 2.4258E+04 1.1555E+04 3.5813E+04

central tube 7.5116E+03 3.4992E+03 3.0339E+02 1.1314E+04

dummy 

bundle
3.4206E+04 1.4377E+04 3.7894E+03 5.2372E+04

endplate & 

spacer
7.5012E+03 3.0986E+03 2.2339E+02 1.0823E+04

grapple head 4.1128E+03 6.3741E+02 4.7502E+03

receptacle 3.5985E+04 6.3813E+03 4.2367E+04

flow tube 1.7471E+05 8.2612E+04 2.5732E+05

irr. hole tube 1.9216E+04 5.1612E+03 2.4377E+04

D2O reflector 4.3791E+05 1.1588E+05 5.5379E+05

ref. tank wall 4.1083E+04 5.5555E+03 4.6639E+04

Hf 6.4553E+04 1.5238E+04 7.9791E+04

beam tube 

wall
1.1240E+04 3.3988E+03 1.4639E+04

inner shell 9.6688E+04 4.0785E+04 1.3747E+05

grid plate & 

chimney
4.1958E+04 2.7851E+03 1.1139E+03 4.5857E+04

cool. & gap 

water
6.0218E+05 1.0434E+05 7.0652E+05

H2O in irr. hole 2.1594E+04 1.7158E+03 2.3310E+04

total 2.7619E+07 8.8428E+05 7.7375E+05 9.5619E+03 1.3638E+04 2.9300E+07

fraction (%) 94.26 3.02 2.64 0.033 0.047

  피복재를 포함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이 체 출력의 93%를 차지하고, 1차냉

각수  유동  사이 gap water에서의 열량은 체의 2.4%, 반사체 탱크내 수에

서의 열량은 체의 1.89%를 차지하며 나머지 2.71%는 유동 , inner shell 등 구조

물에서 발생한다.

2.2.6 지발감마  Al 붕괴감마를 포함한 핵자료를 이용한 발열량 계산

  U235의 핵자료에 핵분열에 의한 지발감마나 Al의 감마생성자료에 붕괴감마 자료

가 포함된 핵자료를 사용하여 발열량을 계산하고 앞의 결과와 비교하 다. 

  계산은 3가지 경우, 즉, 지발감마와 Al의 붕괴감마가 모두 포함된 경우, 지발감마

만 포함된 경우  Al의 붕괴감마만 포함된 경우에 해 수행되었다. 각 경우에 

한 임계도, 핵분열당 성자 수  성자 1개당 발열량을 표 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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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내 영역
case 1

핵분열감마 및 Al 붕괴감마 모두 포함

case 2

핵분열감마만 포함

case 3

Al 붕괴감마만 포함

 1.17573 1.17641 1.17744

 2.441 2.441 2.436

fuel rod 8.4695E+01 8.4777E+01 8.3564E+01

cladding 6.0747E-01 6.0376E-01 4.2010E-01

endplug 3.6428E-03 3.6010E-03 2.5529E-03

central rod 1.1639E-01 1.1557E-01 7.9319E-02

central tube 3.5076E-02 3.4874E-02 2.4540E-02
dummy 
bundle 1.5593E-01 1.5337E-01 1.1315E-01

endplate & 
spacer 3.3938E-02 3.3665E-02 2.4514E-02

grapple head 1.5272E-02 1.5123E-02 1.3363E-02

receptacle 1.3427E-01 1.3306E-01 1.1717E-01

flow tube 8.4067E-01 8.3574E-01 5.7009E-01

irr. hole tube 7.7514E-02 7.6717E-02 6.2735E-02

D2O reflector 1.7461E+00 1.7327E+00 1.4236E+00

ref. tank wall 1.4687E-01 1.4449E-01 1.3356E-01

Hf 2.5514E-01 2.5417E-01 2.0888E-01
beam tube 
wall 4.6201E-02 4.5921E-02 3.6427E-02

inner shell 4.4243E-01 4.3924E-01 3.1428E-01
grid plate & 
chimney 1.4233E-01 1.4103E-01 1.3666E-01

cool. & gap 
water 2.2691E+00 2.2610E+00 1.9541E+00

H2O in irr. hole 8.1239E-02 8.0467E-02 7.0476E-02
Total 9.1845E+01 9.1881E+01 8.9270E+01

표 4. 지발감마  Al 붕괴감마를 포함한 핵자료를 이용한 핵분열 성자 1개

당 하나로 각 역에서의 발열량 

                                                  (단 : MeV/neutron)

  핵분열지발감마  Al 붕괴감마에 의한 발열량은 표 4의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

으며 이를 이용하여 핵분열지발베타  Al 붕괴베타에 의한 향을 계산할 수 있

다. 이때 각 경우의      값이 다르므로 이 값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Recoverable energy 는 =(표 4의 case 1)+(핵분열지발베타)+(Al 붕괴베타) 

이므로      를 고려하여 를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여기서,

  
 

  = 표 4, case 1의 성자선원 1개당 발생하는 총 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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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내 영역
case 1

핵분열감마 및 Al 붕괴감마 

모두 포함

case 2

핵분열감마 영향

case 3

Al 붕괴감마 영향

fuel rod 2.6079E+07 4.3833E+05 -9.9310E+03
cladding 1.8705E+05 5.8144E+04 1.2497E+03
endplug 1.1217E+03 3.3833E+02 1.3513E+01
central rod 3.5839E+04 1.1501E+04 2.7505E+02
central tube 1.0800E+04 3.2708E+03 6.8406E+01
Al dummy 4.8012E+04 1.3293E+04 8.1431E+02
endplate+spacer 1.0450E+04 2.9281E+03 8.9793E+01
inconel & grapple 

head
4.7025E+03 6.0240E+02 4.8596E+01

receptacle 4.1343E+04 5.3903E+03 3.9634E+02
flow tube 2.5885E+05 8.3930E+04 1.6687E+03
irr. hole tube 2.3868E+04 4.6184E+03 2.5922E+02
D2O reflector 5.3765E+05 1.0083E+05 4.4348E+03
reflector tank 4.5222E+04 4.2423E+03 7.5748E+02
Hf 7.8560E+04 1.4469E+04 3.4202E+02
beam tube wall 1.4226E+04 3.0489E+03 9.4443E+01
inner shell 1.3623E+05 3.9797E+04 1.0590E+03
grid plate & chim 4.3825E+04 1.8920E+03 4.2661E+02
cool. & gap H2O 6.9868E+05 9.9095E+04 2.9113E+03
H2O in irr. hole 2.5015E+04 3.3900E+03 2.5208E+02
sum 2.8280E+07 8.8911E+05 5.2303E+03

전체 합계 (watt)
2.9300E+07 

(=case1+8/7*case 2+1.2472/1.77885*case3)

표 5. 지발감마  Al 붕괴감마를 포함한 핵자료를 이용한 하나로 각 

역에서의 발열량 

                                                 (단  : watt)

  
 

  = 표 4, case 2의 성자선원 1개당 발생하는 총 에 지,  , 

  
 

  = 표 4, case 3의 성자선원 1개당 발생하는 총 에 지,  , 

  이를 이용하면 핵분열당 recoverable energy 는 197.56MeV로 계산되었다. 이

는 앞서 2.2.5에서 계산된 195.843MeV 보다 0.9% 크다. 

  하나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29.3MW로 하고 =197.56MeV를 사용하여 구

한 normalzation factor =1.9179E+18을 이용하여 하나로 노심내 각 역에서의 

발열량을 구하면 표 5와 같다. 

  앞서의 표 3에서 보듯이 체 발열량에서 Al 붕괴감마  베타에 의한 것은 체

의 0.1% 미만이다. 핵분열생성물의 지발감마에 의한 발열량으로부터 구한 지발베타

에 의한 발열량은 1.016E+06 watt 이며 이들은 모두 핵연료내에서 발생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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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복재를 포함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은 체 출력의 93.1%, 1차냉각수  

gap water에서 발생하는 열은 체의 2.78%, 반사체탱크내 수에서 발생하는 열은 

체의 2.24%이며 나머지 1.88%가 유동 , inner shell을 비롯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다. 

  표 3의 결과와 비교할 때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출력이 체 출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나, 1차냉각수나 수에서 발생하는 열은 핵분열지발감마가 포함된 

핵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핵분열율과 지발감마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감마수송계산을 

한 경우보다 15～20%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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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내 영역
ENDL92의 Hf 자료를 

사용한 경우

ENDF60의 Hf 자료를 

사용한 경우 

비율

(ENDL92/ENDF60)

fuel rod 8.4695E+01 8.4545E+01 1.0018E+00
cladding 6.0747E-01 5.9022E-01 1.0292E+00
endplug 3.6428E-03 3.5233E-03 1.0339E+00
central rod 1.1639E-01 1.1304E-01 1.0297E+00
central tube 3.5076E-02 3.4095E-02 1.0288E+00
Al dummy 1.5593E-01 1.5238E-01 1.0233E+00
endplate+spacer 3.3938E-02 3.2792E-02 1.0349E+00
inconel & grapple 

head
1.5272E-02 1.1869E-02 1.2867E+00

receptacle 1.3427E-01 1.3453E-01 9.9809E-01
flow tube 8.4067E-01 8.1009E-01 1.0377E+00
irr. hole tube 7.7514E-02 7.4661E-02 1.0382E+00
D2O reflector 1.7461E+00 1.6900E+00 1.0332E+00
reflector tank 1.4687E-01 1.4273E-01 1.0290E+00
Hf 2.5514E-01 5.0807E-01 5.0217E-01

표 6. Hf 핵자료에 따른 하나로 각 역에서의 핵분열 성자 1개당 발열량 비교

                                                  (단  : MeV/neutron)

제 3 장 기타 검토사항

3.1 F7 tally 

    MCNP의 F7 tally는 fission Q-value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하나로 모델의 경우 

Q-value를 구해보면 180.88MeV 이다. MCNP의 tally는 핵분열 성자 1개당의 값이

다. 따라서 하나로의 936개 모든 핵연료 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에 지를 F7 tally로 

구하여 체 핵분열에 지를 계산하고 여기에 핵분열당 발생하는 성자 수( )를 

곱하고 임계도() 로 나 어주면 하나로시스템의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핵분열에

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게 하여 구한 값은 180.92MeV이다. 이는 fission 

Q-value와 거의 같다. 따라서 발열량을 계산할 때 사용한 의 방법은 타당하다.

3.2 Hf data 

   MCNP에서 감마 발열량을 구할 때는 핵자료에서 감마생성자료가 포함된 핵자료

를 사용해야 한다. Hf의 경우에도 감마생성자료가 포함된 ENDL92의 42c 를 사용

하 다. Hf은 성자 흡수체로 성자 흡수에 의한 효과를 제 로 평가하는지 알아

보기 하여 감마생성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ENDF60의 60c 자료를 사용하여 발열

량을 계산해보았다. 다음 표 6은 42c 자료와 60c 자료를 사용하 을 때 핵분열 성

자 1개당 하나로 각 역에서의 발열량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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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tube wall 4.6201E-02 4.4664E-02 1.0344E+00
inner shell 4.4243E-01 4.2103E-01 1.0508E+00
grid plate & chim 1.4233E-01 1.4149E-01 1.0060E+00
cool. & gap H2O 2.2691E+00 2.2283E+00 1.0183E+00
H2O in irr. hole 8.1239E-02 7.8753E-02 1.0316E+00
sum 9.1845E+01 9.1757E+01 1.0010E+00

Hf에서의 발열량
ENDL92의 Hf 자료를 

사용한 경우
ENDF60의 Hf 자료를 

사용한 경우
비율

(ENDL92/ENDF60)

성자에 의한 발열량 2.5036E-04 3.6327E-01 0.00069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2.5489E-01 1.4480E-01 1.760

( 성자+감마)에 의한 

발열량
2.5514E-01 5.0807E-01 0.502

표 7. Hf 핵자료에 따른 Hf에서의 핵분열 성자 1개당 발열량 비교

  부분의 역에서 ENDL92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감마 생성의 향으로 

ENDF60 자료를 사용한 경우보다 2~4% 정도 높았다. 그러나 Hf에서의 발열량은 

ENDF60을 사용한 경우가 ENDL92를 사용한 경우보다 2배 높았다. Hf에서의 발열

량을 성자에 의한 것과 감마선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ENDL92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이 99.9%로 부분을 차

지하 고 성자에 의한 발열량은 무시할만한 수 이었다. 반면에 ENDF60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자에 의한 발열량이 71.5%,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이 28.5%를 

차지하 다. 이는 ENDL92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ENDF60 자료를 사용한 경우보

다 성자 흡수로 생성되는 감마에 의한 향으로 감마 발열량이 매우 높게 계산되

었다. 성자 발열량의 경우에는 ENDF60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크게 계산되었

다. Hf에서 성자 흡수가 크므로 ENDF60 자료를 사용할 때 계산된 성자 발열

량이 타당한 값이다. 여기서는 Hf에서의 성자 발열량이 체 발열량의 0.6% 미만

으로 아주 작은 값이어서 체 발열량을 재평가 하지 않았다.  

  일반 으로 발열량 계산을 하여 감마생성자료가 없는 핵자료의 경우 감마생성

자료가 있는 ENDL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자 발열량에 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자 흡수 단면 이 큰 경우

에는 성자  감마 발열량에 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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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새 핵연료로 채워진 하나로 노심을 상으로 상세한 발열량 분포를 계산하 다. 

핵연료  구조물들을 매우 상세하게 모사하여 핵연료, 냉각수, 반사체, 구조물 등

에서 축 되는 에 지가 각각 얼마인지를 MCNP의 KCODE mode  fixed source 

mode로 평가하 다. 

  발열량에 기여하는 선원으로는 핵분열생성물, 핵분열 즉발 성자  감마선, 

성자 흡수 반응 등에 의해 생성되는 감마선,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시 나오는 지발베

타  지발감마선, 구조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화생성물의 붕괴시 나오

는 붕괴베타  붕괴감마선이 있다. 부분의 선원에 의한 향은 MCNP 계산에서 

고려되나 지발베타  지발감마 선원과 방사화생성물에 의한 붕괴베타  붕괴감마 

선원에 의한 향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지발베타  지발감마의 경우에는 핵연

료가 있는 지역에서 구한 핵분열율 분포와 에 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그 향을 

계산하거나 핵분열물질의 핵자료에 지발감마 생성에 한 자료를 추가하여 그 향

을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사화생성물의 붕괴베타나 붕괴감마에 해서는 

방사화물질이 있는 지역에서 구한 방사화반응율과 에 지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그 

향을 계산하거나 주요 방사화 물질의 핵자료에 감마생성 자료를 추가하여 그 

향을 계산할 수 있다. 

  하나로의 구조물은 부분 지르칼로이-4, 알루미늄, 스테인 스스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르칼로이-4 경우에는 주요 방사화핵종의 구성비율이나 반응단면  등이 

작고, 스테인 스스틸의 경우에는 grid plate 등 성자속이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

에 방사화에 의해 발열량에 미치는 향이 Al의 방사화에 의한 것보다는 매우 작을 

것으로 단되어 Al의 방사화만 고려하 다. 

  여기서는 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로에서의 발열량 분포를 계산

하 다. 핵분열율이나 방사화반응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핵분열당 발생하는 에 지 

가 195.843 MeV로 계산되었다. 하나로의 출력 30MW  펌  출력 0.7MW를 제

외한 나머지 29.3MW가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이다. 를 이용하여 하나로 

각 역에서의 발열량을 구하면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출력은 체 출력 29.3MW의 

93%, 1차냉각수  유동  사이 gap water에서의 발열량은 체의 2.4%, 반사체 

탱크내 수에서의 발열량은 체의 1.89%를 차지하며 나머지 2.71%가 유동 , 

inner shell 등 구조물에서 발생한다. 

  지발감마와 Al 붕괴감마가 포함된 핵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핵분열당 발생하는 

에 지 가 197.56 MeV로 계산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각 역별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출력은 체 출력의 93.1%, 1차냉각수  gap 

water에서 발생하는 열은 체의 2.78%, 반사체탱크내 수에서 발생하는 열은 

체의 2.24%에 해당하며 나머지 체출력의 1.88%에 해당하는 열은 유동 , inner 

shell 등의 구조물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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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출력  지발감마  지발베타에 의한 것은 5～7% 이고 Al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방사화생성물의 붕괴로 인한 붕괴감마  붕괴베타에 의한 것은 0.1% 미만

이었다. 하나로의 경우 노심내 구조물로는 부분 지르칼로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방사화반응단면 , 방사화핵종의 구성비율, 방출에 지 등을 고려하여 지르칼로이의 

방사화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Al의 에서 보듯이 지르칼로이의 방사화

에 의한 기여도 무시할 만한 수 일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지발감마나 지발베타

가 발열량에 미치는 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해서는 

지발감마생성 자료가 포함된 핵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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