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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rm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the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the planning 
phase of decommissioning, the classification of decommissioning wastes and the cost evaluation a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source term analysis. In this study, the verification of MCNP/ORIGEN-2 model is carried out for preliminary 
source term calculation for Wolsung Unit 1. The inventories of actinide nuclides and fission products in fuel bundles with 
different burn-up were obtained by the depletion calculation of MCNPX code modelling the single channel. Two factors 
affecting the accuracy of source terms were investigated. First, the neutron spectrum effect on neutron induced activation 
calculation was reflected in one-group microscopic cross-sections of relevant radio-isotopes using the results of MCNP 
simulation, and the activation source terms calculated by ORIGEN-2 using the neutron spectrum corrected librar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original ORIGEN-2 library (CANDUNAU.LIB) in ORIGEN-2 code package. Second, op-
eration history effect on activation calculation was also investigated. The source terms on both pressure tubes and calandria 
tubes replaced in 2010 and calandria tank were evaluated using MCNP/ORIGEN-2 with the neutron spectrum corrected 
library if the decommissioning wastes can be classified as a low lev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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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기

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몇 기의 발전소

의 최초 허가된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07년에 30 년의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주요기

기 교체와 설비개선을 통하여 운영허가기간을 10 년 연장

하여 운영 중이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경우, 2012년에 최초 허가된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대규모 기기교체와 설비개선 이후 현재 운영허가연장을 기

다리고 있는 상태이다[1].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뿐만 아니

라 앞으로 다가올 후속호기들의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대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149기의 원자로가 영구정지 하였다. 이들 중 19

기가 해체 완료되었고, 52기의 원자로가 해체를 진행 중이

며, 59기의 원자로가 지연해체전략을 선택하여 최종 해체

단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원자로들은 특별

한 해체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해체전략 수립을 기다리

고 있다[2]. 미국의 경우, 15기의 원전을 해체하여 가장 경험

이 많으며, 특히 사고로 가동을 중지한 원자로, 정상적으로  

운전 기한을 마친 원자로 등 다양한 해체 경험을 가지고 있

다. Table 1은 해체가 완료된 미국 원전들 중 5기의 원전들

의 원자로 용량, 상업운전 기간, 해체 기간을 보여준다. 5기

의 원전들은 모두 PWR 노형이며, 상업운전 종료 후 즉시해

체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 Trojan 원전의 경우는 원자로 일체 

해체 및 처분 방안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의 원전에서는 원자

로 내부를 용기로부터 분리한 후 원자로 용기와 내부를 따로 

처분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3,4,5,6,7].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로 해체 시 즉시해체, 

지연해체와 같은 해체시점에 대한 전략과 원자로 일체 해체, 

분리 해체와 같은 처분방법에 대한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적

용할 수 있다. 선원항 평가는 이러한 해체전략 수립 시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원항 평가를 통해 해체 폐기물

의 분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비용평가가 가능

하다. 또한 해체 폐기물의 선원항 평가를 통해서 얻은 핵종 

별 재고량 정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방사능 감쇄 수

준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해체 방법과 최적의 해체 시

작시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8].

선원항 평가를 위해서는 중성자속 계산코드와 방사화 계

산코드가 필요하다. 중성자속 계산코드로계산한 중성자 선

속 및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핵반응단면적 정보를 생

산하며, 방사화 계산코드로 중성자속 계산코드에서 생산된 

정보를 이용하여 방사화 핵종 생성량을 결정한다. 중성자속 

계산코드에는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하는 코드와 확률론적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체대상 발전소에 대한 선원항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체전략 수립단계에서 

선원항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체 폐기물을 분류하고 비용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성 1호기의 예비 선원항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MCNP/ORIGEN-2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소도가 다른 핵연료 다발의 악티나이드 계열과 

핵분열 생성물의 핵종 수밀도는 싱글 채널 모델을 이용하여 MCNPX 코드로 연소 계산하여 구하였다. 선원항의 정확도에 영

향을 미치는 두가지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번째 요인으로 선원항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MCNP로 계

산하여 해당 핵종의 1군 미시 핵단면적에 반영하였다. 중성자 스펙트럼이 반영된 라이브러리로 계산한 선원항과 ORIGEN-2 

코드 package에 내장된 library (CANDUNAU.LIB)로 구한 선원항을 비교하였다. 두번째 요인으로 선원항에 대한 출력이력

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체 폐기물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도 교체된 압력관, 칼란드리아

관과 기존 칼란드리아 동체에 대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을 반영한 library를 적용하여 MCNP/ORIGEN-2로 선원항 평가 계산

을 수행하였다. 

중심단어: 선원항 평가, 해체 폐기물 분류, MCNP, MCNPX, ORIGEN-2, 월성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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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

해서는 ANISN나 XSDRNPM 같은 일차원적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결정론적 방법의 하나인 각분할법을 사

용한다.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DOT/DORT나 

TWODANT 같은 2차원 중성자 수송 코드나 TORT와 같은 3

차원 중성자 수송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한 형태

에 대해서는 MCBEND, MORSE, KENO5, MCNP 및 TRIPOLI

와 같은 몬테칼로 방법에 근거한 확률론적 방법의 코드를 사

용할 수 있다. 방사화 계산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

드는 ORIGEN 코드이다. ORIGEN 코드는 여러 가지 버전으

로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ORIGEN-2와 ORIGEN-S 코드

가 있다. 

월성 1호기의 선원항 평가를 수행한 기존 연구[9,10,11]

에는 WIMS-AECL[12]를 사용하여 핵연료 연소도에 따라 핵

종 수밀도를 계산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MCNPX[13]를 사용

하여 핵종 수밀도를 계산하여 MCNP[14] 전노심 모델에 사

용하였다. 월성 1호기 설계자료를 토대로 MCNP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MCNP 계산을 통하여 노심내 중성자 스펙트럼 

및 핵반응단면적을 계산하였다. MCNP 계산결과인 유효증

배계수와 채널별 출력분포를 월성 1호기 실측치와 비교하

여 MNCP 노심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MCNP 로 계산

한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보정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ORIGEN-2 코드[15]로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및 

칼란드리아 동체에 대한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였다. MCNP/

ORIGEN-2 선원항 평가 모델의 타당성은 참고문헌 [9]에서 

수행한 압력관 시료의 선원항 측정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운전이력과 중성자 스펙트럼이 선원

항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체 폐기

물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MCNP/ORIGEN-2 모델

2.1 대상 발전소 정보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지어진 가압중수

형 원자로로서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재, 감속재, 반사체로 중수를 사용한다. 월성 1호기는 1983

년 4월 22일 최초로 상업운전에 돌입하여 2012년 10월 운전

정지 할 때까지 30년 동안 출력운전을 하였다. 월성 1호기의 

열출력은 2,061 MW
th
이다.

2.2 선원항 평가 절차

월성 1호기에 대한 선원항 평가 절차는 Fig. 1과 같다. 

MCNP 노심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는 칼란드리아 동체 내부

의 다양한 구조물의 상세 제원 및 재질의 성분비와 핵연료 다

발의 연소도에 따른 핵종 수밀도이다. MCNP로 구한 중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ORIGEN-2의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후, 

ORIGEN-2 코드로 방사화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월

성 1호기가 2012년 운전정지 할 때까지 30년간의 운전이력

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MCNP 코드를 사용

하여 노심의 중성자속을 계산하였고 ORIGEN-2 코드를 사용

하여 방사화 핵종의 재고량을 평가하였다. 

ORIGEN-2는 자체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인 CAND-

UNAU.LIB를 방사화 계산에 이용할 경우 중성자 스펙트럼 

변화에 따른 핵반응단면적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

서, MCNP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반

영된 1군 핵반응단면적을 계산하였고, 이를 ORIGEN-2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인 CANDUNAU.LIB에 적용하여  

NPP Reactor Capacity Commercial Operation Decommission

Trojan 1,130 MWe 1976~1993 1996~1999

Maine Yankee 860 MWe 1972~1996 1997~2004

Connecticut Yankee 619 MWe 1968~1996 1996~2006

Rancho Seco 913 MWe 1975~1989 1989~2007

San Onofre 450 MWe 1969~1992 1999~2008

Table 1. Example of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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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화 계산을 수행하였다.

선원항 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해당 원자로의 생애 운전 이력, 중성자 스펙트럼의 영향이 있

다. 원자로의 생애 운전이력을 방사화 계산에 적용하기 위하

여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선원항 결과를 비교하였다. 방

사화 계산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ORIGEN-2의 자체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와 MCNP로 

계산된 핵반응단면적을 비교하였고, ORIGEN-2 핵반응단면

적 라이브러리 수정 전, 후의 계산된 방사화 핵종 재고량을 

상호 비교하였다. 

2.3 MCNP 노심 모델

2.3.1 핵연료 채널 모델링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칼란드리아 동체 내부에 존재

하는 핵연료 채널들을 모델링 하였다. 노심 내에는 380개

의 핵연료 채널이 있으며, 각 핵연료채널은 핵연료다발, 압

력관, 칼란드리아관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연료다발은 

37개의 연료봉들로 구성되며, 봉단 접합판에 의해서 지지된

다. 하나의 채널에는 12개의 연료다발이 장전되며 연료채널  

격자의 길이는 28.575 cm이다[15]. Fig. 2에서 MCNP를 통

해 모델링 된 핵연료 채널의 단면 및 측면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3.2 MCNP 노심 모델링

2.3.2.1 노심 구조물 모델

노심 내에는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반응도 제어장치

들이 설치되어있다. 노심의 반응도 제어장치는 크게 정지봉, 

흡수봉, 조절봉, 액체영역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정지봉과 

흡수봉은 정상운전 시 거의 인출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정지

봉 및 흡수봉의 삽입과 인출을 위한 안내관들만 전 노심 모

델에 반영하였다. 조절봉은 정상운전 시 노심 내에 삽입되어 

운전되며, 노심 과도상태 발생 시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거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노심 내에 21개의 조절봉이 삽입되어 

있으며, 모두 전 노심 모델에 반영하였다. 액체영역제어기는 

노심영역에 경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노심의 반응도를 제

어한다. 14개의 액체영역제어기가 노심 내에 설치되어있으

며, 모두 전 노심 모델에 반영하였다. 반응도 제어장치들은 

노심 하부의 지지구조물들에 의해서 지지된다. 지지구조물

들 또한 노심 총 반응도 및 중성자속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 노심 모델에 반영하였다[16]. Fig. 3에서 

MCNP 전 노심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Source term calculation process.

Fig. 2. MCNP fuel bundle model.

28.575 cm

4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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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노심 연소도 모델

월성 1호기에 대한 기존 연구[9,10,11]는 핵연료 다발의 

연소도별 핵종 수밀도를 WIMS-AECL을 사용하여 구하였고 

이를 MCNP 전 노심 모델에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

서는 MCNPX로 단일 채널을 모델링하여 핵연료 다발의 핵종 

수밀도를 연소도별로 구하여 MCNP의 전 노심 모델에 사용

하였다. 2차원 무한 배열의 집합체를 묘사하는 WIMS-AECL 

과는 달리, MCNPX의 단일채널 모델은 3차원 모델로 핵연료 

채널 양 끝에 진공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실제 노심에 가까운 

중성자 스펙트럼이 연소 계산에 사용되어진다. MCNP 전 노

심모델에는 총중량비가 99% 이상이 되고 거시흡수단면적이 

큰 순서대로 6종류의 악티나이드와 19종류의 핵분열 생성물

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9]보다 많은 핵종을 사용하였다. Fig. 

4는 MCNPX로 계산한 연소도별 악티나이드 핵종 및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으로 MCNP 전 노심 모델에 사용한 핵종들

을 보여주고 있다.

2.3.3 MCNP 노심 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심 평균 연소도 8041 EFPD(Effective 

Full Power Day)에서의 평형노심을 모델링 하였다. 정상

노심은 임계노심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MCNP를 통하여 계

산된 유효증배계수 결과도 1.0에 근사한 값을 가져야 한다. 

각 핵연료다발의 연소도를 고려하여 핵연료다발에서의 악

티나이드 핵종 및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MCNPX로 계산

하였으며, 이를 MCNP 모델에 반영하였다. 연소도가 반영

된 MCNP 모델을 이용하여 KCODE로 계산한 유효증배계수

는 1.00054±0.00002로 초과반응도가 54 pcm으로 나타나 

(A) Actinide

M
A

SS
 (G

RA
M

)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E+00

1.E-01

1.E-02

U-235

U-236

U-238

Pu-239

Pu-240

0 4 8 122 6 10 14 1816

(B) Fission product

Fig. 4. Nuclide inventories of fission product with different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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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11]의 최적 모델(15 pcm)에 가까운 값을 보여준

다. Fig. 5는 월성 1호기의 연소도 8041EFPD에서 Reactor  

Fuelling Simulation Program (RFSP)으로 계산한 노심채널

출력이며, Fig. 6는 8041 EFPD에서 MCNP 구동을 통하여 

계산한 노심채널 출력값과 RFSP로 계산한 노심채널 출력값

의 % 오차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최대 오차는 노심하부에서 14.9% 이며,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값은 5.7%로 전체적으로 참고문헌[17]과 유사

한 오차(최대오차 16.9%, 평균오차 4.1%)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8041 EFPD에서의 평형노심모델이 실

제 노심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MCNP 노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하부구조물과 반

응도제어기의 정확한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어 대체적으로 노심하부와 상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출

력오차가 발생하였다.

2.4 ORIGEN-2 모델

MCNP/ORIGEN-2 선원항 평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9]에 있는 월성 1호기의 방사화 압력관 시편에서 

측정한 방사화 핵종 재고량과 본 연구의 MCNP/ORIGEN-2 

선원항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방사화 핵종 재고량

을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은 1994년 월성 1호기 노심 내 E11

과 O08 채널의 압력관이다. 시편이 수집된 압력관의 위치는 

Fig. 7와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다[9]. Fig. 8의 EP와 OP는 

각각 E11와 O08 채널의 압력관 시편 수집 위치를 나타낸다.  

Fig. 5. Channel power distribution at 8041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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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압력관들은 1982년 12월 21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

며 3,463 EFPD 동안 조사되었다. 수집된 시편은 2010년 6월 

1일에 KAERI에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11.4 년, 

수집 후 분석 시까지 냉각기간은 15.1 년이다. ORIGEN-2 계

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로 생애 운전이력

과, 노심내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

2.4.1 선원항에 대한 월성 1호기 운전이력의 영향

운전이력은 중성자 총 조사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성

자속 준위 또는 출력 준위와 원자로 운전/정지 기간이 이를 

결정한다. Table 2은 지난 30 년간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보여준다. 30 년간의 평균이용률은 79.6%로 나타났다. 2009

년부터 2011년까지는 설비개선을 위한 대규모의 정비기간으

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이용률은 85.8%가 된다.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력은 매우 복잡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기저부하의 역할을 하므로 대부분 100% 출

력운전 상태를 유지하지만 계획예방정비나 기기이상에 의한 

발전정지 시 장기간 출력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기도 한다. 또

한 기기 점검이나 정비 시 출력이 감발된 상태로 운전을 하

기도 한다. 이러한 자세한 발전소 운전이력을 그대로 방사화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생애 운전이력을 방사화 계산에 적용하기 위

한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A방법은 연단위로 100% 출

력운전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때 정지기간은 평균 

이용률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B방법은 시편 위치의 중

성자속에 이용률을 곱하여 계산된 중성자속으로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A방법은 실제 원자로의 운전이력과 유

사하게 운전이력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B방법은 입

력문 작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압력관에 대한 방사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A와 B 방

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P4 및 OP5 위치에서  

Year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Capacity
Factor (%) 61.9 66.8 94.4 79.7 92.9 79.4 91 85.9 91.1 86.8 100

Year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Capacity
Factor (%) 82.6 83.7 81 102.1 78.5 82.8 80.9 83.1 99.1 89.5 90.3

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vg.

Capacity
Factor (%) 77.7 91.4 89.8 93 23.2 0 49.3 81.0 79.6

Table 2. Capacity factor of Wolsong unit 1

Fig. 8. Sampling location of each pressure tube frag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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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년간 중성자를 조사한 후 비방사능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압력관에 조사되는 중성자속은 각각 9.4512×1013 #/cm2·sec

와 3.6649×1014 #/cm2·sec이며, 계산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95Zr이나 97Zr과 같은 단

반감기 핵종의 경우에는 운전이력 적용방법에 따라 비방사능

값이 크게 차이를 보였지만, 60Co이나 94Nb과 같은 장반감기  

핵종의 경우에는 운전이력 적용방법과 관계없이 비슷한 비방

사능값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연 해체를 할 경우, 장반감기  

핵종은 중성자 총 조사량이 같다면 거의 같은 비방사능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2.4.2 선원항에 대한 중성자 스펙트럼의 영향

Location Isotope Half life
Specific Activity (Bq/g)

(B-A)/A
A method B method

EP4

97Zr 16.749 h 1.81E+09 1.56E+09 -14.2%

95Zr 63.032 d 3.77E+09 3.32E+09 -12.1%

60Co 5.2714 y 4.54E+06 4.54E+06 -0.1%

94Nb 2.03E+4 y 4.47E+06 4.48E+06 0.2%

Total 1.69E+10 1.48E+10 -12.5%

OP5

97Zr 16.749 h 6.95E+09 5.96E+09 -14.2%

95Zr 63.032 d 1.46E+10 1.28E+10 -12.1%

60Co 5.2714 y 5.78E+06 5.80E+06 0.3%

94Nb 2.03E+4 y 1.02E+07 1.02E+07 0.1%

Total 8.31E+10 7.27E+10 -12.6%

Table 3. Specific activity results with different operation history

(A) Operation history with overhaul (B) Continuous operation history without overhaul

Fig. 9. Plant oper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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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스펙트럼은 노심의 상태, 연소도, 노심의 기하학

적 형태 및 구조물의 재질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방사

화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구조물들은 서로 다른 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물이라고 하더라

도 노심내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Fig. 10은 채널 EP3 (연소도 44.58 MWD/kg)에서 압

력관, 칼란드리아관 및 칼란드리아관에서 MCNP로 계산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경

우, 노심 내의 위치가 서로 비슷하고 재질의 구성비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칼란드리아 동체의 경우에는 노심 

내의 위치가 중심부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재질 또한 압력관

이나 칼란드리아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성자 스펙트럼은 중성자 에너지군 축약 시 핵반응 단

면적에 영향을 준다. ORIGEN-2는 자체 핵반응단면적 라이

브러리를 가지고 있지만, 핵종 별로 단일한 핵반응 단면적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사화 계산에 사용하게 되

면 각각의 구조물에 따라, 혹은 노심 내 위치에 따라 달라

지는 중성자 스펙트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Table 4

에서 ORIGEN-2 자체 라이브러리와 MCNP 계산에 의해 구

해진 각 구조물에서의 94Nb의 (n, γ) 반응 핵반응 단면적을 

비교해 보았다. 노심내부 구조물(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일 

경우, MCNP의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계산한 핵반응 단면적

은 핵연료다발의 연소도에 따라 큰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물 위치에 따라 중성자 스펙트럼의 분포가 달

라 압력관(PT), 칼란드리아관(CT), 칼란드리아 동체별(Ca-

landria Tank)로 각각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ORIGEN-2의 자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모든 구조물

에 동일한 핵반응단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칼란드리아 동체

에서 계산된 핵반응 단면적의 경우 ORIGEN-2 라이브러리의 

핵반응 단면적값과 30% 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폐기물 분류에 중요한 핵종들 중 
59Ni, 63Ni, 60Co 및 94Nb의 (n, γ) 반응단면적 뿐만 아니라  

Fig. 11에 박스 표시된 핵종의 핵반응단면적을 수정하여 이 

핵종들의 재고량 계산하였다. 이들 핵종들은 중·저준위 폐

기물 분류에 중요한 핵종들이다. 

3. MCNP/ORIGEN-2 모델 검증 및 예비 

선원항 계산 결과

3.1 MCNP/ORIGEN-2 선원항 평가 모델 검증  

결과

Location(Fuel Burnup, MWD/kg) EP4 (127.8) EP34 (105.9) EP3 (44.6)

CANDUNAU.LIB (ORIGEN-2) 9.604

MCNP Revised XS at PT 7.954 7.948 7.951

MCNP Revised XS at CT 8.356 8.394 8.341

MCNP Revised XS at Calandria Tank : 12.21 barn

Table 4. (n,γ) reaction cross-section of 94Nb at various location (Unit : barn)

Fig. 10. Neutron spectrum calculated by MCNP simulation for each 
structure at EP3.

Re
la

tiv
e 

Fl
ux

1E-7

1E-8

1E-9

1E-10

1E-11

1E-12

1E-13

1E-14

1E-15
1E-10 1E-7 1E-4 0.11E-9 1E-6 1E-3 11E-8 1E-5 0.01 10

Neutron Energy (MeV)



JNFCWT Vol.13 No.1 pp.21-34, March 2015

Kyoungho Noh  et al. : Verification of MCNP/ORIGEN-2 Model and Preliminary Radiation Source Term Evaluation of Wolsung Unit 1

30

Table 5는 압력관에서 94Nb의 비방사능 측정값과, ORI-

GEN-2 자체 라이브러리로 계산한 값, MCNP/ORIGEN-2 코

드 체계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MCNP/ORIGEN-2 모델 

검증을 위해 94Nb의 계산값을 참고 문헌 [9]에 수록된 94Nb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Table 5에서 ORIGEN-2로 표시된 값

은 라이브러리(CANDUNAU.LIB)를 수정하지 않고 얻은 계

산값의 오차이며, MCNP/ORIGEN-2로 표시된 값은 라이브

러리(CANDUNAU.LIB)를 수정한 후에 계산된 값의 오차이

다. WIMS-AECL의 값은 참고문헌 [9]에서 계산한 값의 오차

이다. 계산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성자 스펙트럼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ORIGEN-2 라이브러리의 핵반응단면적을 그

대로 사용한 경우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중성자 스펙트럼의 효과를 고려하

여 MCNP로 계산한 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한 경우에는 노심 

외곽을 제외한 부분에서 오차가 10% 내외로 비교적 정확하

게 계산되어 참고문헌 [9]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P4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여주는 것은 노심외곽에 

위치한 EP4의 중성자속 준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된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문헌 [9]에서도, EP4에서 가

장 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핵연료 채널 양끝에 반

사체 역할을 하는 핵연료 채널 외부 구조물(Fig. 8)을 MCNP 

모델에서 생략 또는 단순화하여, 중성자의 누출이 과도하게 

예측된 까닭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핵종에서도 

관찰 되어졌다.

Fig. 11. Example of decay chain.

ID Measured
Data [9]

ORIGEN-2
Relative Error*

MCNP/ORIGEN-2
Relative Error*

WIMS-AECL
Relative Error* [9]

EP4 4.334E+06 -19.8% -36.4% -27.1%

EP34 6.519E+06 27.1% 4.6% -2.7%

EP3 8.708E+06 22.3% 6.1% 14.3%

OP5 6.797E+06 32.4% 11.3% 8.8%

OP6 7.457E+06 29.8% 11.2% 16.4%

OP1 7.246E+06 24.5% 4.0% 10.6%

Relative Error* = (Calculated Result – Measured Data)/(Measured Data) x 100

Table 5. Comparison of specific activity of 94Nb in irradiated pressure tube (unit: B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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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비 선원항 계산 결과

Table 5에서 보듯이 상대 중성자속이 낮을수록 비방사

능값이 낮으므로, 중성자속이 가장 낮은 위치인 V06 위치의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칼란드리아 동체의 비방사능 값을 계

산하여 이후 경주 방폐장에 처분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압

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경우 노심 채널별 출력분포가 가장 

낮은 V06 채널의 첫 번째 핵연료번들을 선택하였다. V06의 

위치는 Fig. 12에서 볼 수 있다. 칼란드리아 동체의 경우 칼

란드리아 동체 끝단 10 cm 영역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예비 선원항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Table 6에

서 볼 수 있다.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및 칼란드리아 동체의 

재질은 각각 Zr-Nb 2.5%, Zircaloy-2, ASME SA240 304L이다. 

현재 월성 1호기 노심 내의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은 2010년  

설비개선 시 교체된 것으로 조사시간은 운영허가 연장기간

을 고려하여 5/15/25 년으로 가정하였다. 칼란드리아 동체의 

경우 중성자 조사기간을 30/40/50 년으로 계산하였다.

해체 폐기물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

기물이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방사

Fig. 12. Position at which the neutron flux were obtained.

Pressure tube Calandria tube Calandria tank

Material Zr-Nb 2.5% Zircaloy-2 ASME SA240 304L

Neutron Flux (#/cm2sec) 1.752E+13 1.752E+13 5.965E+11

Neutron irradiation period 5/15/25 yr 5/15/25 yr 30/40/50 yr

Table 6. Basic information for source term calculation at fuel channel V06

Nuclide Concentration (Bq/g)

3H 1.11E+06

14C 2.22E+05

60Co 3.70E+07

59Ni 7.40E+04

63Ni 1.11E+07

90Sr 7.40E+04

94Nb 1.11E+02

99Tc 1.11E+03

129I 3.70E+01

137Cs 1.11E+06

α emitter 3.70E+03

Table 7. The Radioactivity limit for LLW disposa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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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능농도 값 미만

이어야 한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는 

Table 7에서 볼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핵종 중 재질

의 성분비와 방사화 계산 결과를 검토한 후 저준위 폐기물 분

류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60Co, 59Ni, 63Ni 및 94Nb에 대한 

비방사능 농도를 계산하였다. 

Table 8에서 선원항 계산 결과를 요악하여 나타내었다. 

압력관의 경우 가장 짧은 5 년의 중성자 조사기간에서도 94Nb

의 비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력

관의 위치가 핵연료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높은 중성자속의 

영향으로 짧은 조사기간에서도 많은 방사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력관의 경우 재질 속에 Nb이 2.5%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중성자속을 가진 칼란드리아관보다 높은 
94Nb 비방사능 농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칼란드리아관의 

 경우는 5 년 이하의 중성자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

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본 계산이 중성자속이 낮은 지역에서 계산이 수행된 점

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칼란드리아 동체의 경우는 30 년의 중성

자 조사기간에서도 59Ni과 63Ni의 비방사능 농도 제한치를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질 속에 Ni이 10% 정도 포

함되어있으며, 30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중성자 조사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하여 비방사능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MCNP/ORIGEN-2의 선원항 평가 모델을 

검증하고 원자로 해체시 노심구조물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선원항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생애운전이력은 중성자 총조사량이 같을 경우 장반

Pressure tube (unit: Bq/g)

Nuclide Limit 5 yr 15 yr 25 yr

60Co 3.70E+07 6.60E+05 1.10E+06 1.14E+06

59Ni 7.40E+04 5.96E+01 1.64E+02 2.52E+02

63Ni 1.11E+07 8.15E+03 2.29E+04 3.59E+04

94Nb 1.11E+02 2.60E+05 7.64E+05 1.25E+06

Calandria tube (unit: Bq/g)

Nuclide Limit 5 yr 15 yr 25 yr

60Co 3.70E+07 4.82E+05 8.08E+05 8.38E+05

59Ni 7.40E+04 2.01E+03 5.51E+03 8.41E+03

63Ni 1.11E+07 2.75E+05 7.72E+05 1.21E+06

94Nb 1.11E+02 4.05E+01 1.19E+02 1.94E+02

Calandria tank (unit: Bq/g)

Nuclide Limit 30 yr 40 yr 50 yr

60Co 3.70E+07 3.63E+04 4.68E+04 5.72E+04

59Ni 7.40E+04 1.74E+05 2.29E+05 2.81E+05

63Ni 1.11E+07 3.11E+07 4.00E+07 4.81E+07

Table 8. Results of preliminary source term calculation at V06



Kyoungho Noh  et al. : Verification of MCNP/ORIGEN-2 Model and Preliminary Radiation Source Term Evaluation of Wolsung Unit 1

JNFCWT Vol.13 No.1 pp.21-34, March 2015 33

감기 핵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나, 중성자 스펙트럼

은 원자로 구조물의 선원항 평가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EP4의 결과에서 보듯이 중성자 반사체 역할을 하는 

핵연료다발 외부구조물(Fig. 8)이 선원항 평가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노심 구조물을 묘사하는 것이 

선원항 평가에 중요하다. 또한 노심 연소도 분포를 실제 평

형노심과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 MCNPX 연소계산을 수행

하여 핵연료의 핵종 수밀도를 구하였고 이를 선원항 평가에 

사용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교체된 압력관, 칼란드리아관과 기존 

칼란드리아 동체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가능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노심내부에서 중성자속이 가장 낮은 위치인 

V06의 첫 번째 핵연료 다발을 선정하여,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분류기준의 핵종별 비방사능 농도를 방사화 계산 결과

와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동체

은 94Nb, 59Ni, 63Ni의 비방사능 농도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

기 때문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분될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비 선원항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압력관, 칼란드

리아관, 칼란드리아 동체와 같이 노심에 가까운 구조물들은 

높은 중성자속과 장기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방사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반감기 핵종들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분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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