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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증기발생기 방사화 계산 시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가 

미치는 향 평가

노 시 완
1 
․ 유 형 

1
 ․ 김 태 우

1 
․ 유 송 재

2,3
 ․ 이 재 기

1

한양 학교1․한국과학기술원2․한국원자력안 기술원3

E-mail: swnoh@rrl.hanyang.ac.kr

심어 : SMART, 축방향 출력분포, 증기발생기, 방사화,  MCNPX, FISPACT

 서  론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기존 PWR과 달리 8 의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며 노심과 매우 가깝게 

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가 많은 양의 성

자 조사에 의해 방사화 된다. 

SMART 증기발생기는 일정 기간 운  후 검  

유지보수를 해 원자로 용기 외부로 인출될 것으로 

상된다. 이 때, 방사화 된 증기발생기에 의해 주변

에 방사선장이 형성되므로 작업 시 종사자 피폭이 유

발된다. 따라서 작업 시 종사자 피폭을 합리 으로 낮

게 유지하기 해선 증기발생기의 방사화 정도를 미

리 평가하여 이를 작업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방사화 평가에 있어 요한 인자  하

나는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이다. 주기  코사인

(Cosine) 모양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주기 말로 갈수

록 상하부의 상 출력이 증가하면서 안장(Saddle)모

양의 분포를 갖게 된다. SMART 증기발생기는 노심 

쪽에 치하므로 이러한 축방향 출력분포에 따라 

방사화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축방향 출력분포에 따

른 방사화 정도를 비교하 으며 어떠한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한지를 단하 다.

 재료  방법  

평가 상 축방향 출력분포는 SMART 표 설계 

안 성 분석보고서[1]의 평형노심 BOC(Beginning Of 

Cycles), MOC(Middle Of Cycles)  EOC(End Of 

Cycles) 축방향 출력분포를 선정하 다. 축방향 출력

분포에 따른 방사화 차이를 비교하기 해 BOC, 

MOC  EOC 출력분포를 선원항으로 각각 세 주기 

(9년) 동안 조사된다고 가정하 다. 한 실제 운 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변화를 고려한 방사화 계산을 

해 한 주기에 BOC, MOC,  EOC 분포가 1년씩, 

총 세 주기 동안 반복 조사된다고 가정하 다. 두 경

우 모두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을 제외하기 해 한 

달의 냉각기간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

증기발생기의 방사화 계산을 해 MCNPX 산코

드[2]를 이용하여 SMART 원자로를 모델링하 다. 

모델링된 원자로와 에서 언 된 노심 축방향 출력

분포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하부에서의 성자 선속

분포를 계산하 다. 증기발생기의 하부 약 1/5지  

로는 성자 선속이 1/10
5
이하로 감소하므로[1] 이 지

 이상에서의 성자 선속  방사화는 따로 계산하

지 않았다.

MCNPX를 이용해 계산된 선속분포를 FISPACT- 

2005 산코드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 다. FISPACT

는 ITER와 같은 핵융합 시설에서의 방사화 계산을 

해 국원자력공사(UKAEA)에서 개발된 코드로서 

핵융합 시설, 핵분열로 등 다양한 경우에 용될 수 

있는 코드이다[3]. 본 연구에서는 1E-05 eV부터 10 

MeV까지의 성자 에 지를 고려하는 69군 핵단면  

자료를 이용하 다. 

이 게 계산된 증기발생기 내 핵종들 , 인출 시 

주변 방사선장에 기여하는 감마선 방출 핵종들만을 

고려하여 축방향 출력분포 별 방사능 값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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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MCNPX 코드를 이용해 계산된 축방향 출력분포 

별 증기발생기 하부 성자 선속분포는 그림 1과 같

다. EOC 출력분포를 갖는 경우 BOC 출력분포를 갖

는 경우보다 약 50%정도 높은 선속 값을 보 으며 

MOC 출력분포를 갖는 경우에는 BOC 출력분포를 갖

는 경우보다 약 10% 정도 높은 선속을 보 다. 이에 

따라 상하부의 상  출력분포가 높아지는 EOC 때에 

증기발생기의 방사화 정도 한 가장 높아지게 된다.

그림 2는 각 출력분포 별 주요 핵종들의 방사능 값

들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Real은 실제 운 에 따른 

출력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된 값이다. 

Fig. 1. Neutron flux distributions at the bottom of 

steam generator 

 

Fig. 2. Activities in the steam generator for each 

axial power distribution

BOC의 경우, 모든 핵종에 해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MOC의 경우는 핵종에 따라 Real 값 보다 크

거나 작은 값을 보 다. EOC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긴 핵종들(Co-60, Mn-54)의 경우, Real 값보다 

10-20% 정도 큰 값을 보 고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경우, 오차범  내에서의 매우 유사한 값을 보 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은 단시간 내에 포화되므로 마

지막 출력분포인 EOC 출력분포에 의한 방사화가 가

장 주요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SMART 증기발생기의 방사화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EOC때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이용하는 것

이 어느 정도의 보수성과 정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SMART 증기발생기 방사화 계산 시의 한 축

방향 출력분포를 결정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MCNPX와 FISPACT 산코드를 이용하여 각 축방

향 출력분포 별로 증기발생기 하부의 방사능 값을 계

산하 다. 계산된 결과를 통해 EOC 축방향 출력분포

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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