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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conventional criticality analysis for spent fuel transport/storage systems have been performed based on the as-
sumption of fresh fuel concerning the potential uncertainties from number density calculations of actinide nuclides and fis-
sion products in spent fuel. However, these evaluation methods cause financial losses due to an excessive criticality margin. 
In order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many studies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to design and commercialize a transpor-
tation and storage cask applied to the Burnup Credit (BUC). This study conducted an assessment to ensure criticality safety 
for reactor operating parameters, axial burn-up profiles and misload accident conditions, which are the factors that are likely 
to affect criticality safety when the BUC is applied to the dual-purpose cask under development at the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KORA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riticality resulting from specific power, changed substantially and 
relied on conditions of low enrichment and high burn-up. Considering the end effect in the case of high burn-up produced 
a positive-definite result. In particular, the increment of maximum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s due to misloading was 
0.18467, confirming that misload is a factor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the BUC.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therefore be utilized as references in developing technologies to apply the BUC to domestic models and opera-
tional procedures or preventing any misload accidents during the process of spent fue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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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소내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량

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이

나 처분장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운

반·저장용기를 대용량화 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

로써 국내외에서 연소도이득효과(burnup credit, BUC)에 관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국내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

부가 주관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용기 관련 설비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

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과제

가 진행 중에 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기

술 개발”은 과도한 임계여유도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한 연소도 이득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이를 적

용할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핵임계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AEA TECDOC-1547 및 ISG-8 등의 국

외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핵임계평가 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노심운전인자’, ‘축방향으로의 연소도 분포’ 및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사고 시의 상황’을 주요인자

로 선정하여, 현재 개발중인 금속겸용용기를 대상으로 정량

적 핵임계평가를 수행하였다[1][2].

2. 핵임계평가 모델링 및 가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료로 Westinghouse 17×17 OFA(

이하 WH 17×17 OFA) 핵연료집합체를 선정하였으며, 

SCALE 6.0 코드 패키지의 ORIGEN-ARP 모듈 및 TRITON 모

듈의 T-DEPL시퀀스에 의해 계산된 동위원소 함량을 임계계

산의 물질정보로 활용하였다[3][4]. 이 때 물질정보에서 고려

하고 있는 동위원소는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234U, 235U, 238U, 
238Pu, 239Pu, 240Pu, 241Pu, 242Pu, 241Am, 16O)만을 고려하였다

[2]. 임계평가에는 MCNP 5 (build 1.60) 전산코드가 사용되

었으며, 중성자 선속 계산을 위한 핵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가 사용되었다[5]. 핵종별 함량 변화량이 적은 일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의 핵임계 해석은 사용후핵연료내의 악티나이드핵종 및 핵분열생성물 함유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연료로 가정된 가상의 연료를 선정하여 평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용기 설계 시 과

도한 임계여유도를 유도하여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연소도이

득효과(burnup credit, BUC)를 반영한 수송저장용기의 설계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에서 개발중인 금속겸용용기를 대상으로 연소도 이득효과적용 시 핵임계 안전성(criticality safety)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심 운전인자’, ‘축방향 연소도 분포’, ‘오장전 사고상황’에 대하여 핵임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심운전인자 중 저농축, 고연소도일 때 비출력에 따른 핵임계 변화가 크게 평가되었으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서 End 

effect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오장전에 의한 유효증배계수는 최대 0.18467증가하였으므로, 연소도이득효과를 적용

할 경우 필수고려사항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모델(금속겸용용기)의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기술 개발 및 사용

후핵연료 장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오장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절차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심단어: 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 연소도이득효과, MCNP, 핵임계, 노심운전인자, 축방향연소도분포, 오장전

KCODE Criticality Source Card Value

Number of source histories per cycle 10000

Number of inactive cycles 50

Number of active cycles -

-  For Specific Power 5000

-  For Fuel Temperature 3000

-  For Moderator Temperature 5000/3000

-  For Soluble Boron Concentration 3000

Table 1.  Key input parameter of KCODE calculation



Ho-seog Dho et al. : Quantitative Evaluation of Criticality According to the Major Influence of Applied with Burnup Credit on Dual-purpose Metal Cask

JNFCWT Vol.13 No.2 pp.141-154, June 2015 143

노심운전인자의 경우 충분히 생성 입자 수가 많지 않으면 유

효증배계수 변화량(Δk)이 표준편차보다 작아 임계계산의 신

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계산별로 활성화 주기

를 달리 적용하였다. 각 계산에서 사용한‘주기별 이력수’, ‘비

활성 주기수’ 및 ‘활성 주기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 금속겸용용기의 설계제원 및 형상

본 연구의 핵임계평가를 위한 금속겸용용기는 국내 표

준형원전인 한빛 및 한울 3, 4, 5, 6호기에서 발생한 CE형 

16×16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이하 “사용후핵연료”)와 West-

inghouse형 원전인 고리 1, 2호기의 WH14×14, 16×16 사

용후핵연료 및 한빛/한울 1, 2호기의 WH 17×17 사용후핵

연료를 21다발까지 건식으로 운반/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이다. 금속겸용용기의 제원 및 형상을 Fig. 1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2.2 해석 모델링 및 가정사항

임계계산을 위한 MCNP의 3차원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  운반용기 배열: Mirror boundary를 적용한 평면방향 

무한배열 

● 운반용기 상·하부 공간: 30 cm 두께의 물

● 운반용기 내 중성자 흡수체 적용

● 핵연료는 600 K 상태에서의 핵단면적 라이브러리 사용 

●  핵연료를 제외한 물질은 300 K 상태에서의 핵단면적 

라이브러리 사용 

운반용기 내부 캐니스터와 바스켓은 SS-304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Fe, Ni, Cr 등으로  

중성자와의 반응도가 작다. 또한, Guide tube도 임계에 주

Fig. 1. Dual purpose metal cask.

Fuel Region

Canister

Cask Body

Neutron Shield

Basket

Trunnion

Heat Transfer  
Fins

Items Description

Capacity 21 PWR F/A (WH & CE )

Reference Fuel

Maximum Burnup : 45,000 MWD/MTU
Maximum Initial Enrichment : 4.5wt% 

Minimum Cooling Time : 10 years
Maximum Decay Heat: 16.8 kW / Canister

Canister

Dimensions : (O.D.)1.7m X (L)4.9m
Weight : 33 t (with loaded fuel)

Material : Stainless steel, BORAL(B4C+Al) or 
METAMIC

Dimensions (O.D.)2.2 m X (L)5.3 m

Weight 105 t (with loaded canister)

Material Forged carbon steel

Table 2.  Specification of Dual purpose metal cask

(a) Side view of Cask (c) Sectional view of Cask

(b) Sectional view of Fuel assembly

Fig. 2. Modeling for Criticality Calculation by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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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모델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반복 계산을 하는 본 연구에서의 계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

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을 모사하지 않고 임계계

산을 수행하였다. BUC를 적용하지 않는 표준조건에서의 계

산결과, ‘캐니스터 및 바스켓을 모사한 경우’와 ‘모사하지 않

은 경우’ 의 유효증배계수가 동일한 값을 보임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사항을 적용하여 MCNP 3차원 모델링을 수행

하여 Fig. 2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에 적용된 물질정보 및 제

원은 Table 3와 같다.

3. 노심운전인자에 따른 핵임계 영향

3.1 노심운전인자 선정

NRC 기술문서 NUREG/CR-6747 및 NUREG/CR-6781

과 IAEA 기술문서 IAEA-TECDOC-1241 및 IAEA-TECDOC- 

1547에서는, BUC 적용 시의 임계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노심운전인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6][7][8][9]. 이러한 기술

문서에서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노심운전인자로는 초기 

농축도, 연소도, 비출력(specific power), 핵연료 온도, 냉각

재 온도, 보론 농도 등이 있다. 초기농축도와 연소도는 핵연

료 설계 및 노심 내 출력과 운전이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

정되므로 본 연구의 핵임계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비출력, 핵연료온도, 냉각재온도, 보론농도에 의한 유효증배

계수를 계산하였다.

3.2 비출력에 따른 핵임계 영향평가

비출력에 따른 핵임계평가를 위해 미국 에너지성(DOE)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대 120%의 비출력 변화를 적용

(평균비출력 37.5 MW/MTU × 120% = 45 MW/MTU)하였

다[10]. 대상 핵연료는 WH 17×17 OFA 형태로 초기농축도 

4.5wt%, 연소도 45,000 MWD/MTU, 최소 냉각기간 10 년

이다. 현재까지 운전된 국내 원전의 주기당 평균 연소일 수

는 노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평균적인 값인 400 일

을 적용하였으며, 주기 간 보수·정비 기간은 60 일로 가정

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에 7가지의 사례를 설정하여 동위원소 함

량을 계산하였으며, MCNP 입력문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사

례 및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에서 신연료에서 

Table 3. Composition of Materials for the criticality Analysis

Items Density 
(g/cm3)

Material
Composition

Weight
Fraction
(wt%)

Dimension

• Fuel 10.4394
Material composition can 
be changed by Operating 

parameters  

Diameter : 0.392 cm
Height : 384.8 cm

•  Clad 
Tube 6.44

Zr 97.90

I∙D. : 0.400 cm
O∙D. : 0.457 cm

Sn 1.60
Fe 0.20
Cr 0.10
O 0.10

• Water 1.0
H 11.13 100% flooding in 

empty spaceO 88.87

•  Neutron 
Absorber 1.98

C 5.8

Width : 0.5 cm
Height : 438.5 cm

10B 4.1
11B 18.6
Al 71.5

• Cask 7.94

Fe 68.5

I∙D. : 84.8 cm
O∙D. : 106.3 cm

Cr 19.0
Ni 10.0
Mn 2.0
P 0.05
Si 1.0

Table 4. keff variation for specific power sensitivity calculation

Case
1st 

(MW/
MTU)

2nd
(MW/
MTU)

3rd
(MW/
MTU)

keff
Standard
Deviation Δk*

Case 1 37.5 37.5 37.5 0.70706 0.0001 -

Case 2 30 37.5 45 0.70772 0.0001 +0.00066

Case 3 30 45 37.5 0.70703 0.0001 -0.00003

Case 4 37.5 30 45 0.70771 0.0001 +0.00065

Case 5 37.5 45 30 0.70647 0.0001 -0.00059

Case 6 45 30 37.5 0.70706 0.0001 0

Case 7 45 37.5 30 0.70637 0.0001 -0.00069

* Δk values are compared with keff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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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소되는 주기를 1st주기, 1st 주기 동안 연소된 핵연료

(once-burned fuel)가 다시 연소되는 주기를 2nd 주기, 1st

및 2nd 주기에 연소된 핵연료(twice-burned fuel)가 다시 연

소되는 주기를 3rd주기라고 정의하였다. 

계산결과, 세 번째 연소된 주기에서의 비출력이 높은 경

우 유효증배계수가 크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초기 농

축도 및 연소도에 대해 비출력 변화를 분석하여 각 조건에 맞

는 사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핵연료온도에 따른 핵임계 영향평가

본 연구에서는 SCALE 코드 패키지 내 TRITON 모듈을 

이용하여 핵연료 온도 900 K를 기준으로 100 K씩 온도를 

변화시켜 700 ~ 1100 K에서의 동위원소 함량을 계산하였

다. 또한, 이를 운반용기 내 사용후핵연료 물질정보로 적용

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

타내었다.

이를 Fig. 3과 같이 나타내면 핵연료 온도 800 ~ 900 K 구

간에서 유효증배계수의 증가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노심 내 핵연료 온도가 높아지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악티나이드 동위원소의 함량이 증가하기 때

문에 최대 핵연료 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임계 평가 시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감속재 온도에 따른 핵임계 영향평가

감속재 온도의 증가로 그 밀도가 감소하면 235U와의 반응

률이 높은 열중성자 생성이 줄어들어 핵임계값을 낮추는 역

할을 한다. 한편, 공명에너지 영역에서 238U이 중성자를 흡수

하는 반응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핵분열성 플

루토늄이 생성되어 임계값이 높아지는 영향도 동시에 발생

한다. 위와 같은 증감 효과가 감속재 온도에 따른 핵임계계

산에 반영된다. 감속재의 온도는 노심 입구(inlet nozzle)에

서 최저 온도를 나타내며, 노심 출구(outlet nozzle)에서 최

대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555 ~ 595 K까지 5 K 단위로 

노심온도를 적용하여 임계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 575 

K 이하에서의 동위원소 함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적용한 임계계산을 수행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계산에서의 유효증배계수의 변화가 매우 작으므

로 주기당 이력 수 10000, 비활성 주기 수 50, 활성 주기 수 

5000을 적용하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산이 표준편차 내에서 동일하다.

미국 규제위원회(NRC)에서는 경수로의 평균 감속재 밀도를 

Table 5. keff value as a function of fuel temperature

Fuel 
Temperature keff

Standard
Deviation Δk*

700 K 0.70411 0.00022 - 0.00500

800 K 0.70565 0.00022 - 0.00366

900 K 0.70911 0.00022 0

1000 K 0.71074 0.00022 +0.00163

1100 K 0.71280 0.00022 +0.00369

* Δk values are compared with keff of 900K

Fig. 3. keff as a function of Fuel Temperatu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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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eff value as a function of moderator temperature

Moderate
temperature keff

Standard
Deviation Δk*

575 K 0.70911 0.00010 -

580 K 0.70908 0.00010 - 0.00003

585 K 0.70911 0.00010 0

590 K 0.70913 0.00010 +0.00002

595 K 0.70922 0.00010 +0.00010

* Δk values are compared with keff of 5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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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56 g/cm3, 최저 감속재 밀도를 0.6516 g/cm3으로 적용

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감속재 밀도 0.6516 g/cm3, 

0.7036 g/cm3, 0.7556 g/cm3, 0.8076 g/cm3 및 0.8596 g/

cm3에 대해 동위원소 함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특히 감속재 

밀도가 0.6516 g/cm3에서 0.8596 g/cm3으로 증가하게 되면 

핵분열성 물질(235U, 239Pu, 241Pu)이 모두 75 ~ 95% 수준으로 

감소하여 유효증배계수를 낮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감속

재 밀도에 따라 유효증배계수는 큰 폭으로 변하며 Table 7

에서와 같이 밀도가 0.05 g/cm3 커질 때 유효증배계수는 약 

0.01000 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4.)

3.5 보론 농도에 따른 핵임계 영향평가

보론은 약 20wt%의 10B과 80wt%의 11B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특히 10B의 경우 열중성자 영역에서의 중성자 흡수단

면적이 매우 크므로, 냉각재 내에 보론을 넣어 노심 내 임계

도를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는 430 ~ 830 ppm 범위의 보론 농도를 대상

으로 임계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Table 8

과 같다. 감속재 내 보론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234U를 제외한 

모든 동위원소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핵분열성 동위

원소(235U, 239Pu, 241Pu)가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End effect 분석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에서 연소된 핵연료 집합체의 축방향  

연소도 분포가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축방향 연소도 

분포 실험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7. keff value as a function of moderator density

Moderate density keff
Standard
Deviation Δk*

0.6516 g/cm3 0.72547 0.00023 + 0.02240

0.7036 g/cm3 0.71331 0.00023 + 0.01024

0.7556 g/cm3 0.70307 0.00023 -

0.8076 g/cm3 0.69303 0.00023 - 0.01004

0.8596 g/cm3 0.68243 0.00023 - 0.02064

* Δk values are compared with keff of 0.7556 g/cm3

Fig. 4. keff as a function of moderator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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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eff value as a function of Soluble Boron concentration

Boron 
concentration keff

Standard
Deviation Δk*

430 ppm 0.70848 0.00013 - 0.00041

530 ppm 0.70864 0.00013 - 0.00025

630 ppm 0.70889 0.00013 -

730 ppm 0.70893 0.00013 + 0.00004

830 ppm 0.70910 0.00013 + 0.00017

* Δk values are compared with keff of 630 ppm

Fig. 5. keff as a function of boro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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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C(Yankies Atomic Energy Company)-1937의 축방향 연

소도 데이터베이스 3169개 중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 형태인 WH 17×17과 CE 16×16에 대한 데이터 

총 1135개를 기반으로 End effect 평가를 수행하였다[13].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핵연료 집합체를 축방향으로 18등분하

여 각 구간별 연소도 분포를 명시하고 있다. 노심 내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에서는 축방향 위치에 따라 중성자 선속의 차

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중성자 선속의 차이로 인해 축방향으

로 연소도 분포가 이루어지고, 축방향 각 위치에서의 동위원

소 함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nd effect란 축방향 연소

도 분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증배계수와 축방향으로 고

르게 연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유효증배계수의 차

이이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

 = 평균 연소도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핵임계 계산을 위해서는 각 노드

별 핵연료 물질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ORIGEN-ARP 전산

코드로 연소계산을 수행하여 동위원소 함량을 계산하였다. 

그 계산에는 주기 당 400 일씩 3주기, 즉 1,200 일간 연속적

으로 연소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대상 핵연료의 연소도와 

그 핵연료의 각 노드별 연소비(노드별 연소도/대상 핵연료

의 연소도)의 곱을 연소기간으로 나눈 비출력이 입력되었다.

4.1 연소도 그룹 수에 따른 End effect 경향분석

연소도 그룹 수와 End effect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DOE/RW-0472에서는 3 개 그룹 연소도, NUREG/CR-

6801에서는 12 개 그룹 연소도를 적용하여 End effect를 계

산하였다[14][15]. 본 연구에서는 3 개 그룹 및 12 개 그룹에 

대해 각각 End effect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YAEC-1937에서 선정된 1135 개의 데이터를 16 GWd/

MTU 미만, 16 GWd/MTU ~ 30 GWd/MTU, 30 GWd/MTU 

이상으로 분류하여 평균 연소도를 구하고, 각 그룹별 연소

도의 비출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4 GWd/MTU 미만부터 46 

GWd/MTU 초과까지 4 GWd/MTU단위로 총 12 개 그룹으

로 나누어 평균연소도 및 비출력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각각의 유효증배계수 계산 결과에서 

앞서 구한 평균 연소도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 계산과의 차

를 통하여 End effect를 정량화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와 

Fig. 7에 나타내었다. 연소도를 3 개 그룹으로 분류한 End 

effect계산 시 3 개 그룹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12개 그

룹으로 분류한 End effect 계산 시 12 개 그룹 중 10 개의 그

룹은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고연소도인 2 개의 그룹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연소도 그룹 수에 따라 End effect의 정량적 영향이 변할 

수 있으며, 연소도 구간을 세분화할수록 그 경향을 잘 파악

할 수 있다. 이 때, 각 연소도 구간의 대상 샘플이 충분히 확

보되지 않으면 특정 샘플의 축방향 분포에 의해 그 구간에서

Fig. 7. End effect of 12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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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d effect of 3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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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nd effect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2 평균 축방향 분포(average axial profile)을 

적용한 End effect 계산

End effect는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상태의 유효증배계

수와 평균 연소도를 적용한 상태의 유효증배계수의 차로 정

의되므로,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먼저 평균 연소도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를 Table 9와 같이 계산하였다. 이 때, 해당 연

소도 그룹에 포함되는 샘플 핵연료들의 평균 연소도를 기준

으로 평가되었다.(ex: 연소도 6,000 MWD/MTU 이하 그룹 

내 샘플들의 평균 연소도는 5,569 MWD/MTU 이며, 1,200

일 연소를 가정하여 비출력4.641 MW/MTU로 평가하였으며 

Table 9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한편 축방향 분포 중 평균 축방향 분포는 해당 연소도 그

룹에 포함되는 샘플 핵연료의 노드별 분포의 평균으로 정의

된다. 12개 연소도 그룹별 18 노드 각각의 평균 분포를 산출

하고, 평균 연소도 결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노드별 비

출력을 계산하여 Table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에서 적

용된 비출력에 대해 각각 ORIGEN-ARP 연소계산을 통하여 

물질정보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MCNP 입력으로 하여 평균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11에 나타

내었다. Table 11에서 계산된 유효증배계수와 Table 9에서 

Table 9. keff value of 12 group using uniform burnup

Group
Burnup 
(MWD/
MTU)

Average 
Burnup 
(MWD/
MTU)

Specific 
Power
(MW/
MTU)

keff
Standard
deviation

1 ~ 6000 5569 4.6 0.84916 0.00043

2 6000 ~ 10000 7991 6.7 0.83881 0.00040

3 10000 ~ 14000 12140 10.1 0.82969 0.00041

4 14000 ~ 18000 16375 13.6 0.81825 0.00042

5 18000 ~ 22000 20030 16.7 0.80673 0.00040

6 22000 ~ 26000 23748 19.8 0.79083 0.00043

7 26000 ~ 30000 27654 23.0 0.77837 0.00042

8 30000 ~ 34000 33147 27.6 0.75714 0.00038

9 34000 ~ 38000 36912 30.8 0.74221 0.00037

10 38000 ~ 42000 39922 33.3 0.72958 0.00037

11 42000 ~ 46000 43803 36.5 0.71369 0.00039

12 46000 ~ 48271 40.2 0.70144 0.00036

Table 10. Specific power of each nod for average axial burnup(12 group)

Specific Powers(MW/MTU)

Group 1 2 3 4 5 6 7 8 9

1 2.8 4.3 4.9 5.2 5.2 5.2 5.2 5.2 5.2 

2 4.0 6.1 7.1 7.4 7.5 7.5 7.5 7.4 7.4 

3 5.9 9.0 10.7 11.1 11.5 11.4 11.5 11.4 11.2 

4 8.4 12.5 14.5 15.0 15.3 15.2 15.2 15.1 15.0 

5 10.9 15.4 17.8 18.2 18.4 18.3 18.2 18.2 18.1 

6 12.5 18.4 20.9 21.6 21.8 21.7 21.7 21.6 21.5 

7 14.2 21.4 24.3 25.1 25.4 25.2 25.3 25.2 25.0 

8 18.2 25.5 29.0 29.8 30.0 29.9 29.9 29.9 29.8 

9 20.1 28.0 32.3 33.3 33.4 33.3 33.3 33.3 33.3 

10 22.0 30.5 34.9 35.9 36.1 36.0 35.9 35.9 35.8 

11 22.7 33.7 38.5 39.7 39.8 39.8 39.7 39.6 39.6 

12 24.1 37.0 42.6 43.7 44.1 44.1 44.0 43.9 43.8 

Group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5.1 5.1 5.0 5.0 4.9 4.8 4.4 3.7 2.3 

2 7.3 7.3 7.2 7.2 7.1 6.9 6.4 5.3 3.3 

3 11.3 11.1 11.1 11.1 10.8 10.5 9.5 7.8 5.0 

4 15.0 14.9 14.9 14.8 14.5 14.1 13.1 11.0 7.0 

5 18.1 18.0 18.0 17.9 17.5 17.3 16.3 14.2 9.7 

6 21.5 21.4 21.4 21.3 21.0 20.6 19.5 16.8 11.1 

7 25.1 25.0 25.0 24.9 24.6 24.2 22.8 19.5 12.7 

8 29.8 29.9 29.8 29.7 29.3 28.9 27.5 23.9 16.4 

9 33.3 33.3 33.3 33.2 32.7 32.2 30.7 26.7 18.1 

10 36.0 35.9 35.9 35.7 35.2 34.7 33.1 28.9 20.1 

11 39.7 39.7 39.6 39.4 38.7 38.3 36.5 31.7 20.5 

12 43.9 43.8 43.7 43.5 42.8 42.3 40.3 34.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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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유효증배계수의 차이가  End effect이며, 이를 Table 

11에 함께 나타내었다.

4.3 경계 축방향 분포(bounding axial profile)을 

적용한 End effect 계산

평균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 계산은 그 연

소도 그룹의 평균 분포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연소

도 그룹에서 평균적인 핵임계 영향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러

나 핵임계 안전성 평가는 최대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

므로, 핵임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핵임계적으로 가

장 보수적인 조건은 해당 연소도 그룹 내 각 샘플들의 축방향 

분포를 적용한 유효증배계수 계산 시 그 값이 가장 크게 계

산되는 샘플이며, 이 때 그 샘플의 축방향 분포를 경계 축방

향 분포라 한다. 이는 임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들을 반영하지 않고, 가장 보수적인 축방향 분포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축방향 분포 외의 값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샘플들을 해당 연소도 그룹의 중간값(ex: 그룹 2

의 연소도 6,000 MWD/MTU ~ 10,000 MWD/MTU의 중간값 

8,000 MWD/MTU)으로 연소시켜 물질정보를 산출하였으며, 

연소도 그룹 내 범위에 해당하는 각 샘플에 대해 유효증배계

수를 계산하였다. 그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제공하는 축방향 

분포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연소도에서의 평균 연소도 계산

을 수행하고End effect를 도출하여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평균 축방향 분포와 경계 축방향 분포에 따른 

End effect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평균 

축방향 분포는 42,000  MWD/MTU 연소도 이상에서 양의 값

을 보였으며, 경계 축방향 분포는 34,000 MWD/MTU 이상에

서 End effect가 양의 값을 보였다. 핵임계 계산의 표준편차

를 고려하면 30,000 MWd/MTU 이상에서부터도 End effect

를 고려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도가 증가할

수록 두 축방향 분포 적용으로 인한 End effect 값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5. 오장전으로 인한 핵임계영향 평가

5.1 오장전 시나리오 도출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에 있어 ‘오장전’이란 사용후핵 

연료의 운반 또는 저장 시 적재대상에서 제외된 사용후핵

연료가 용기에 장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IAEA에서 발행한 

TECDOC-1547에서는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을 위한 6개의 

기술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NRC에서는 NUREG-6955를 통해 오장전으로 인한 핵임계 

Table 11. End effect for average axial profile

Group
Burnup 
(MWD/
MTU)

Average 
Burnup 
(MWD/
MTU)

keff
Standard
deviation End effect

1 ~ 6000 5569 0.84728 0.00045 -0.00188

2 6000 ~ 10000 7991 0.83689 0.00043 -0.00192

3 10000 ~ 14000 12140 0.82714 0.00040 -0.00255

4 14000 ~ 18000 16375 0.81529 0.00040 -0.00296

5 18000 ~ 22000 20030 0.80075 0.00042 -0.00598

6 22000 ~ 26000 23748 0.78672 0.00040 -0.00411

7 26000 ~ 30000 27654 0.77261 0.00041 -0.00576

8 30000 ~ 34000 33147 0.75172 0.00037 -0.00542

9 34000 ~ 38000 36912 0.73745 0.00038 -0.00476

10 38000 ~ 42000 39922 0.72651 0.00041 -0.00307

11 42000 ~ 46000 43803 0.71470 0.00048 0.00101

12 46000 ~ 48271 0.70356 0.00049 0.00212

Fig. 8. End effect using average axial profile and bounding axia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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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16]. 이상의 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오장전으로 인한 핵임계 영향 평가

를 수행할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였다.

1. 기준 연소도 이하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는 경우

2. 신연료 집합체가 장전되는 경우

3. 1, 2번 사건이 다수 집합체에서 장전되는 경우

세부적으로는, 기준 연소도 이하의 핵연료 집합체를 기

준 연소도의 90%, 80%, 50%, 25%, 10%로 선정하였다. 신연

료 집합체의 경우, NUREG-6955에서는 2wt%, 3wt%, 4wt% 

및 5wt%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

는 핵연료집합체는 대부분 4.5wt%이고, 향후 5wt%까지 초

기 농축도를 증가시킬 계획이므로, 4.5wt% 및 5wt%를 신연

료집합체의 초기농축도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 참고문헌에서는 최대 오장전률을 12.5%(4다

발/32다발)으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설계중인 21 다발 장전 용기에 1 다발 ~ 4 다발

의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선정하였으며, 

이 때 최대 오장전률은 19.0%(4다발/21다발)로 가정하였다. 

Table 12. End effect for bounding axial profile

Group Burnup 
(MWD/MTU)

Average 
Burnup 

(MWD/MTU)

keff of uniform 
axial  burnup

(A)

Standard
deviation

keff of bounding 
axial profile

(B)
Standard deviation End effect

(B)-(A)

1 ~ 6000 4000 0.85553 0.00029 0.85213 0.00025 -0.00340

2 6000 ~ 10000 8000 0.83981 0.00027 0.83848 0.00027 -0.00133

3 10000 ~ 14000 12000 0.82431 0.00026 0.82193 0.00025 -0.00238

4 14000 ~ 18000 16000 0.80895 0.00024 0.80607 0.00030 -0.00288

5 18000 ~ 22000 20000 0.79337 0.00025 0.78965 0.00026 -0.00372

6 22000 ~ 26000 24000 0.77785 0.00027 0.77436 0.00036 -0.00349

7 26000 ~ 30000 28000 0.76246 0.00025 0.76132 0.00047 -0.00114

8 30000 ~ 34000 32000 0.74663 0.00023 0.74648 0.00046 -0.00015

9 34000 ~ 38000 36000 0.73164 0.00025 0.73859 0.00072 0.00695

10 38000 ~ 42000 40000 0.71757 0.00024 0.72946 0.00081 0.01189

11 42000 ~ 46000 44000 0.70239 0.00023 0.71676 0.00090 0.01437

12 46000 ~ 48000 0.68929 0.00022 0.70927 0.00101 0.01998

Fig. 9. Illustration of the misloaded fuel assembly positions.

(a) 1 misloaded assembly

(c) 3 misloaded assembly

(b) 2 misloaded assembly

(d) 4 misloade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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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개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에는 Fig. 9의 (a) ~ (c) 와 

같이 배열되면 최악조건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d)와 같이 4

개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에는 4번째 오장전 집합체가 장

전될 수 있는 두개의 X’ 위치에 대한 핵임계도를 분석하여 가

장 큰 핵임계도를 보이는 위치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Fig. 10와 같이 각각 오장전 집합체를 다른 위치에 모델링

하고 기준연료의 90% 연소 상황에 대하여 각각의 유효증배

계수를 각각 확인하였다. 계산결과 (a) 계산에서의 Δk가 약

간 크게 나타났으나 두 계산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와 (b) 어떠한 경우를 적용해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4개 집합체가 오장전 되

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a)와 같이 가정하였다. 

5.2 연소도(45,000MWD/MTU)이하의 사용

후핵연료 오장전 시 핵임계 영향 평가

본 절에서는 SF 오장전 시나리오 결정에 의해 결정된 기

준연소도 이하의 사용후핵연료가 오장전 되는 경우에 대해 

핵임계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앞서 기준연소도 이하의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장전 되었을 때 유효증배계수를 계산

하였으며, 1 ~ 4 개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Table 

13과 같다. 시나리오별 유효증배계수와 기준 핵연료의 유효

증배계수 차이(Δk)를 오장전 집합체 수별로 다시 분류하면 

Fig. 11과 같다. 계산 결과 기준연료 이하 연소도 오장전의 

경우 기준연료의 10% 연소 핵연료 4개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 유효증배계수가 0.14621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큰 임

계적 영향을 보였으며, 1개의 집합체가 오장전되는 경우에도 

0.1 이상의 유효증배계수 증가량을 보였다.

Fig. 10. Illustration of the 4 misloaded fuel assembly positions.

(a) ㅏ type misloaded assembly (b) ㅁ type misloaded assembly

Table 13. keff value under misloading scenarios

Scenario
Number of 
misloaded 
assembly

keff
Standard
deviation

Underburned by 
90%

1 0.70985 0.00044

2 0.71229 0.00043

3 0.71569 0.00042

4 0.71684 0.00043

Underburned by 
80% 

1 0.71646 0.00046

2 0.72309 0.00046

3 0.72695 0.00044

4 0.73190 0.00049

Underburned by 
50% 

1 0.74771 0.00049

2 0.76571 0.00047

3 0.77345 0.00047

4 0.77847 0.00046

Underburned by 
25% 

1 0.78486 0.00045

2 0.80635 0.00048

3 0.81632 0.00049

4 0.82243 0.00052

Underburned by 
10% 

1 0.80796 0.00050

2 0.82915 0.00052

3 0.84087 0.00049

4 0.84988 0.00052

Fig. 11. keff as a function of the percentage of required burnup for cases 
involving 1-4 misloaded fue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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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연료 오장전 시 핵임계 영향 평가

본 절에서는 SF 오장전 시나리오에 의해 결정된 신연료

가 오장전 되는 경우에 대해 핵임계 영향을 정량 평가하였다. 

초기농축도 4.5wt%와 5.0wt%인 신연료가 1 ~ 4 개 집합체

가 오장전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Table 14와 같이 계산하였다. 신연료는 기준연료 이하 연소

도 핵연료보다 반응도가 더 크므로 오장전으로 인한 핵임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계산결과를 기준모델과 비교하여 유효증배계수 증가

량을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모든 시나리오

에서 유효증배계수 증가량이 0.1 이상이었으며 5.0wt%의 신

연료 집합체 4개가 오장전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유효

증배계수가 0.18467 증가하였다. 

6. 결과 및 논의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 시 핵임계영향 분석을 위해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에서 개발 중인 21다발 금속 겸용용기를 대

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내부에 장전되는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는 임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WH 17×17 OFA 핵연료

집합체로 결정하였다[17]. 핵임계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기준모델로, 대상 용기의 기준연료(초기 농축도 

4.5wt%, 연소도 45000 MWD/MTU, 냉각기간 10 년)가 21다

발 장전되어있는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 유효증배계수

는 0.70357으로 계산되었다.

비출력의 경우, 세 번째 연소되는 주기(Table 4의 3rd 주

기)의 비출력이 높을수록 유효증배계수가 큰 값을 가짐을 확

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대 0.001 이내의 변화가 나타났다. 

핵연료 온도는 높을수록 유효증배계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1100 K에서의 유효증배계수가 900 K에서보다 약 0.005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감속재 온도가 직접적으로 유효증배계수 

변화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나, 온도의 증가는 곧 감속재 밀도

의 감소로 이어지고 감속재 밀도가 0.05 g/cm3 감소함에 따

라 유효증배계수가 약 0.01 증가하였다. 보론 농도는 증가할

수록 유효증배계수가 높아졌으며 보론 농도 100 ppm 증가 

시 0 ~ 0.0003의 유효증배계수가 증가하였다.

축방향연소도분포 적용으로 인한 End effect 평가는 

YAEC-1937의 축방향연소도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3 개 그룹 연소도와 12 개 그룹 연소도

를 구분하여 End effect를 비교하였을 때 12 개그룹 연소도

의 11, 12 그룹에서 양의 값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Bounding 

axial profile을 적용하여 End effect를 계산한 결과 9 그룹 ~ 

12 그룹인 4 개의 고연소도 그룹에서 양의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nd effect 평가는 Average axial profile을  

적용한 경우보다 Bounding axial profile을 적용하여 수행되

어야 보수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SF 오장전 시나리오는 국외 문서 및 국내 신연료 제작 

현황을 기반으로 기준모델에 오장전 될 수 있는 핵연료집합

체를 기준연료의 90%, 80%, 50%, 25%, 10% 연소 핵연료 및 

Table 14. keff value under misloaded fresh fuel assembly

Scenario
Number of 
misloaded 
assembly

keff
Standard
deviation

Initial enrichment
 4.5wt%

1 0.81983 0.00050
2 0.83784 0.00049
3 0.85897 0.00052
4 0.86135 0.00053

Initial enrichment
5.0wt% 

1 0.84623 0.00051
2 0.86915 0.00053
3 0.88082 0.00053
4 0.88844 0.00054

Fig. 12. keff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misloaded assemblies involv-
ing fresh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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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농축도 4.5wt%, 5.0wt% 신연료 집합체가 1 ~ 4 개 오

장전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SF 오장전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핵임계 계산을 수행한 결

과, 기준연료 이하의 연소도를 갖는 핵연료집합체 오장전으

로 인한 시나리오, 즉 10% 연소 핵연료가 4개 오장전되었을 

경우에는 0.14621의 최대 유효증배계수 증가량을 보였으며, 

신연료 오장전 시나리오에서는 초기 농축도 5.0wt% 집합체

가 4개 오장전되는 경우 0.18467의 최대 유효증배계수 증가

량을 확인하였다. 

7. 결 론

노심운전인자에 따른 핵임계 평가 수행 결과 핵연료 온

도, 감속재 온도(감속재 밀도), 보론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효

증배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출력은 초기 농축

도 및 연소도에 따라 임계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저농축, 

고연소도일 때 비출력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가 크게 나

타남 확인하였다. 

3 개 그룹과 12 개 그룹에 대한 연소도 그룹 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연소도 구간을 12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End effect에 의한 영향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연

소도 12개 그룹에 대해 End effect를 평가한 결과 평균 축방

향 분포 적용 시 42,000 MWD/MTU이상, 경계 축방향 분포 적

용 시 34,000 MWD/MTU 이상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BUC 적용에 있어 End effect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의 오장전 시나리오를 적용한 핵임계 평가결과는 반

응도가 높은 저연소도 핵연료가 장전되는 경우 기준모델의 

유효증배계수보다 최대 0.14621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연료가 오장전 되는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0.1 

이상의 유효증배계수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의 경제성을 높

이기 위한 연소도이득효과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영향

인자(노심운전인자, 축방향연소도 분포, 사용후핵연료 오장

전)에 대한 핵임계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또

한 본 연구결과는 국내의 수송/저장용기 개발에 대하여 사

용후핵연료 장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오장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절차 개발 과 국내 모델의 연소도 이득효과 적용 

기술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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