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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법은 정확한 구조물 처리와 연속에너지 핵반

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근사가 없이 핵특성인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최근에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코드를 이

용하여 확산방정식의 군정수를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가압경수로와 고온가스로의 노심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코드인 

McCARD를 이용하여 중수로 연료격자모형의 2군 군정수를 생산하

고, 이를 확산방정식 기반의 중수로 노심해석코드인 RFSP-IST와 

SCAN 코드에 적용하는 McCARD/RFSP-IST와 McCARD/SCAN

의 2단계 노심해석체계를 구축한다. 

McCARD의 군정수 생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핵연료다발문제

에 대한 연소해석을 수행하여 무한증배계수, 주요 핵종의 수밀도, 2

군 단면적, 핵연료 온도계수, 냉각재 기포반응도계수 등을 확정론적 

군정수 생산코드인 WIMS-IST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McCARD 기

반 2단계 계산체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ANDU6 초기 가

상노심에 대하여 McCARD/RFSP-IST, McCARD/SCAN, WIMS-

IST/RFSP-IST, WIMS-IST/SCAN 계산결과를 전노심 McCARD 

수송해석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출력분포예측은 McCARD 기반 

군정수를 이용한 노심해석 결과가 전노심 McCARD 계산을 통해 구

한 정해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유효증배계수는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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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군정수를 이용했을 때가 보다 정해에 가까웠다. 

 

주요어 : 몬테칼로법, 군정수, 핵연료온도계수, McCARD, WIMS-

IST  

 

학  번 : 201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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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현재 확정론적 방법에 기반한 수송해석 코드와 전노심 해석 코드로 

구성된 2단계 해석 체계는 원자로심 설계 해석에 보편적으로 쓰이

고 있다. 수송해석 코드는 핵연료봉 혹은 핵연료집합체 단위로 균질

화된 소수 에너지군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해 다군 중성자 속 분포

를 계산한다. 상용 원자로심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가압경수로의 노

심 설계 해석의 경우, 확정론적 방법에 기반한 수송해석 코드를 이

용한 2단계 해석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론적 방법은 다

군 근사 및 제한적인 구조 처리능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시

스템 해석에 있어서 정확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기

존에 군정수 생산에 사용되었던 확정론적 방법을 대체하는 몬테칼

로 방법이 여러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 B1 방법을 

통해 임계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확산이론 노심 해석에 필요한 확산 

계수의 생산이 가능한 몬테칼로 방법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안되고, 

몬테칼로 수송해석 코드인 McCARD에 구현되었다. 또한 전노심 해

석 코드인 MASTER와 연계하여 McCARD/MASTER 체계로 가압

경수로의 노심 해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중수로 또한 가압경수로와 같이 2단계의 IST(Industrial Standard 

Tool) 코드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다. IST 코드 체계는 확정론적 

중성자 수송해석 코드인 WIMS-IST와 증분단면적 생산 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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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IST, 및 전노심 해석 및 설계 코드인 RFSP-IST로 이

루어져 있다. WIMS-IST 코드 역시 2d 기반의 확정론적 수송해석 

코드로서 중수로 핵연료다발의 균질화된 소수 에너지군 군정수를 

생산한다. 이 코드에는 계산 속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

정들이 다군 근사와 함께 사용되는데, 따라서 몬테칼로 수송해석 코

드를 사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정확한 구조물의 모사와 연속에너지 

핵반응단면적 처리가 가능한 장점을 활용한 군정수의 생산이 가능

하다.  

제 2절 연구 내용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몬테칼로 연소해석을 수행, kinf 및 

주요 핵종의 수밀도 및 반응도 계수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중수로 

해석용 몬테칼로 노심해석체계 구축 기반연구를 수행한다. 위 연구

를 바탕으로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몬테칼로법을 이용한 

군정수를 생산하고 그 결과를 WIMS-IST 코드의 군정수 생산 결

과와 비교한다. 생산된 중수로의 군정수와 노심확산방정식 코드를 

이용하여 중수로문제를 풀고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군정수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모든 몬테칼로 계산은 몬테칼로 수송해

석 코드인 McCARD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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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중수로 격자모형 

  몬테칼로 연소 해석 

제 1절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 

CANDU6형 37봉 핵연료다발에 대해 ENDF/B-VI.8, ENDF/B-

VII.0와 ENDF/B-VII.1 beta5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McCARD와 WIMS-

IST 코드의 연소도별 무한증배계수, 수밀도 등을 비교한다. 

핵연료다발의 제원은 그림 2.1.1과 같다. 이때, 중수로 표준핵연료

다발 문제의 출력밀도는 33.49W/g이며 격자경계에서 반사 경계조

건이 적용된다. WIMS-IST 코드의 계산은 McCARD 코드와의 비교

를 위하여 기하학적 버클링(geometric buckling) 값으로 0을 사용

했다.  

McCARD 코드를 이용한 몬테칼로 연소계산은 주기당 100,000개의 

핵분열중성자원으로 20회의 발전주기(inactive cycle) 및 100회의 

실주기(active cycle) 계산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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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구조 

 
 

내용 값(cm) 

격자 길이 28.5750 

다발 길이 49.5300 

압력관 내경 10.3378 

평균 압력관 두께 0.4343 

칼란드리아관 내경 12.8956 

평균 칼란드리아관 두께 0.1397 

그림 2.1.1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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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조성 및 온도조건 

표 2.1.1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물질 조성 및 온도 조건 

영역 밀도(g/cm3) 온도(K) 물질 중량율(%) 

핵연료 10.4919 960.2 
U 88.15 

O-16 11.15 

틈 0.0012 342.2 
C 27.11 

O-16 72.89 

피복재 6.5200 561.2 Zr 100 

냉각재 0.8079 561.2 

H 0.10 

D 19.94 

O-16 79.96 

감속재 1.0851 342.2 

H 0.01 

D 20.09 

O-16 79.90 

압력관 6.5150 561.2 Zr-2 100 

칼란드리아관 6.5440 342.2 Zr-Nb 100 

 

제 2절 연소해석 결과 비교  

제 1항 코드의 실행조건 

McCARD와 WIMS-IST 코드의 실행 조건은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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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McCARD와 WIMS-IST 코드의 실행조건 

조건 코드 McCARD WIMS-IST 

코드 버전 1.0 WIMS-ACEL 2-5d 

실행 환경 LINUX Windows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기반데이터 

ENDF/B-VII.0 
(ENDF/B-VI도 사용가능) 

ENDF/B-VI based 
NDAS library -1a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에너지 군수 

연속에너지 89군 

 

제 2항 결과 비교 

가.  kinf 비교 

표 2.2.2에서 2.2.4은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변화시키면서 중

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서 각각 연소도별 kinf 계산결과를 비교

한 표이다. 표들에서는 몬테칼로 계산결과에 대한 WIMS-IST 코드 

결과의 차이를 pcm단위로 표시하고 그 최대값을 표기하였다. 

McCARD 계산결과에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가 명시

되었다. 이때, RMS 오차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2WIMS-IST McCARD

1

1RMS Diff. = 
N

i i
i

k k
N =

-∑         … (2.2.1) 

여기서 N은 총 연소도 개수이고 는 연소도 인덱스이다. WIMS-IST
ik

는 WIMS-IST코드를 통해서 계산된 번째 연소도의 kinf를, 

McCARD
ik 는 McCARD 코드를 통해서 계산된 번째 연소도의 kin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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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표 2.2.2을 통해, ENDF/B-VII.0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를 사용한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서 McCARD 코드의 kinf에 

대한 WIMS-IST 코드의 kinf 차이가 최대 191pcm 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2.3를 통해서는 ENDF/B-VI.8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

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두 코드의 kinf가 최대 919pcm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kinf의 RMS 차이와 최대 차이가 ENDF/B-VI.8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ENDF/B-VII.0 기반

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2.4을 통해서 ENDF/B-VII.1 beta5 기반의 핵

반응단면적을 사용했을 시 ENDF/B-VII.0 기반의 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kinf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NDF/B-VII.0과 ENDF/B-VI.8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 따

른 kinf 계산결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ENDF/B-VI.8 기

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서 238U 핵종을 ENDF/B-VII.0 기

반의 핵반응단면적 데이터로 교체한 뒤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2.2.5은 이 때 McCARD 코드와 WIMS-IST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에 두 코드의 최대 kinf 차이는 412pcm으로 

ENDF/B-VI.8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여 계산

했을 때보다 그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RMS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중수로 표준핵

연료다발 문제의 연소에 따른 kinf의 차이는 238U 핵종의 핵반응단면

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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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부터 2.2.4까지는 위 연소에 따른 kinf 값을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ENDF/B-VI.8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였을 때 연소에 따라 kinf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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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한 kinf 계산결과 비교 

(ENDF/B-VII.0) 

EFPD 
Burnup 

(MWd/tU) 
McCARD 

(ENDF/B-VII.0) 
WIMS-IST 

(ENDF/B-VI) 
Diff. 

0 0 1.12187 ± 0.00012 1.11996 -191 

0.1 3.45 1.11448 ± 0.00012 1.11384 -64 

0.5 17 1.09311 ± 0.00014 1.09446 135 

1 34 1.08379 ± 0.00013 1.08542 163 

2 68 1.07891 ± 0.00013 1.07979 88 

5 172 1.07427 ± 0.00013 1.07495 68 

20 689 1.07782 ± 0.00013 1.07838 56 

50 1723 1.07735 ± 0.00015 1.07735 0 

55 1896 1.07641 ± 0.00014 1.07589 -52 

60 2068 1.07470 ± 0.00015 1.07421 -49 

70 2413 1.07128 ± 0.00013 1.07027 -101 

80 2758 1.06697 ± 0.00015 1.06581 -116 

90 3103 1.06233 ± 0.00014 1.06095 -138 

150 5171 1.02905 ± 0.00015 1.02783 -122 

200 6895 1.00006 ± 0.00014 0.99955 -51 

250 8619 0.97325 ± 0.00016 0.9733 5  

RMS Diff. 102 

MAX Diff.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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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한 kinf 계산결과 비교 

(ENDF/B-VI.8) 

EFPD 
Burnup 

(MWd/tU) 
McCARD 

(ENDF/B-VI.8) 
WIMS-IST 

(ENDF/B-VI) Diff. 

0 0 1.11386 ± 0.00013 1.11996 610 

0.1 3.45 1.10651 ± 0.00013 1.11384 733 

0.5 17 1.08527 ± 0.00012 1.09446 919 

1 34 1.07686 ± 0.00013 1.08542 856 

2 68 1.07155 ± 0.00014 1.07979 824 

5 172 1.06754 ± 0.00013 1.07495 741 

20 689 1.07211 ± 0.00014 1.07838 627 

50 1723 1.07319 ± 0.00015 1.07735 416 

55 1896 1.07204 ± 0.00013 1.07589 385 

60 2068 1.07057 ± 0.00014 1.07421 364 

70 2413 1.06734 ± 0.00015 1.07027 293 

80 2758 1.06317 ± 0.00015 1.06581 264 

90 3103 1.05900 ± 0.00011 1.06095 195 

150 5171 1.02672 ± 0.00015 1.02783 111 

200 6895 0.99879 ± 0.00015 0.99955 76 

250 8619 0.97283 ± 0.00013 0.9733 47  

RMS Diff. 546 

MAX Diff.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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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한 kinf 계산결과 비교 

(ENDF/B-VII.1 beta5) 

EFPD 
Burnup 

(MWd/tU) 
McCARD 

(ENDF/B-VII.1 beta5)  
WIMS-IST 

(ENDF/B-VI) 
Diff. 

0 0 1.12005 ± 0.00013 1.11996 -9  

0.1 3.45 1.11254 ± 0.00012 1.11384 130 

0.5 17 1.09138 ± 0.00013 1.09446 308 

1 34 1.08210 ± 0.00013 1.08542 332 

2 68 1.07708 ± 0.00012 1.07979 271 

5 172 1.07241 ± 0.00015 1.07495 254 

20 689 1.07593 ± 0.00014 1.07838 245 

50 1723 1.07613 ± 0.00012 1.07735 122 

55 1896 1.07454 ± 0.00015 1.07589 135 

60 2068 1.07328 ± 0.00013 1.07421 93 

70 2413 1.06967 ± 0.00015 1.07027 60 

80 2758 1.06515 ± 0.00014 1.06581 66 

90 3103 1.06082 ± 0.00013 1.06095 13 

150 5171 1.02772 ± 0.00013 1.02783 11 

200 6895 0.99929 ± 0.00016 0.99955 26 

250 8619 0.97242 ± 0.00014 0.9733 88 

RMS Diff. 173 

MAX Diff.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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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중수로 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한 kinf 계산결과 비교 

 (The mixed one) 

EFPD 
Burnup 

(MWd/tU) 
McCARD 

(The mixed one)  
WIMS-IST 

(ENDF/B-VI) 
Diff. 

0 0 1.11925 ± 0.00013 1.11996 71 

0.1 3.45 1.11188 ± 0.00013 1.11384 196 

0.5 17 1.09034 ± 0.00014 1.09446 412 

1 34 1.08136 ± 0.00014 1.08542 406 

2 68 1.07656 ± 0.00011 1.07979 323 

5 172 1.07229 ± 0.00013 1.07495 266 

20 689 1.07633 ± 0.00011 1.07838 205 

50 1723 1.07634 ± 0.00015 1.07735 101 

55 1896 1.07515 ± 0.00016 1.07589 74 

60 2068 1.07349 ± 0.00015 1.07421 72 

70 2413 1.07015 ± 0.00013 1.07027 12 

80 2758 1.06561 ± 0.00014 1.06581 20 

90 3103 1.06136 ± 0.00013 1.06095 -41 

150 5171 1.02841 ± 0.00015 1.02783 -58 

200 6895 0.99969 ± 0.00014 0.99955 -14 

250 8619 0.97282 ± 0.00015 0.9733 48 

RMS Diff. 198 

MAX Diff.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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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연소도에 따른 kinf 추이(ENDF/B-VII.0) 

 

그림 2.2.2 연소도에 따른 kinf 추이(ENDF/B-V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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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연소도에 따른 kinf 추이 

(ENDF/B VII.1 beta5) 

 

그림 2.2.4 연소도에 따른 kinf 추이(The mix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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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수밀도 비교 

그림 2.2.5에서 그림 2.2.7은 연소시에 악티나이드, Xe 및 Sm 핵종

별 수밀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각 핵종에서 WIMS-IST 

코드와 McCARD 코드의 RMS 차이를 퍼센트 단위로 명시하고 있

다. 계산에 사용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I.0 기반

의 라이브러리이다. 이 때 RMS 차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2,WIMS-IST ,McCARD

,McCARD
1RMS Diff.

N j j
i i

j j
iN

X X
N X

 -
=  

 
∑        … (2.2.2) 

여기서 N은 연소도 개수이다. 
,WIMS-ISTj

iX 는 WIMS-IST코드를 통해

서 계산된 번째 연소도에서 핵종의 수밀도를, 
,McCARDj

iX 는 

McCARD 코드를 통해서 계산된 번째 연소도에서 핵종의 수밀도

를 가리킨다 

그림 2.2.5에서는 악티나이드중 235U, 238U, 239Pu 및 241Pu 핵종들

에 대해서 WIMS-IST 코드와 McCARD 코드의 수밀도 변화를 그

래프로 나타내고 RMS 차이를 명시한다. 241Pu을 제외한 나머지 핵

종은 모두 5%미만의 RMS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2-6과 그림 

2.2-7에서는 131Xe, 133Xe, 135Xe 핵종들과 149Sm, 151Sm, 153Sm, 

154Sm 대해서 두 코드의 수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135Xe과 

149Sm의 RMS 차이를 표기한다. 이중 135Xe 핵종의 수밀도 값이 큰 

차이를 보이며, 9.3%의 RMS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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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악티나이드 계열 핵종의 수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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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Xe 핵종의 수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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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Sm 핵종의 수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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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반응도 계수 비교 평가 

제 1항 핵연료온도계수 

가)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문제 

천연 산화 우라늄 핵연료와 중수 감속재를 사용하는 중수로 표준핵

연료다발 문제에 대하여 핵연료온도계수(FTC)를 조사하였다. 그리

고 McCARD 코드와 WIMS-IST 코드의 계산결과를 서로 비교하

였다. 이때, 핵연료온도계수는 식 2.3.1과 같이 직접차감법을 통해 

계산하였고, 표준편차는 식 2.3.2와 같이 계산되었다. 

 

핵연료온도계수 2 1

2 1 2 1

1 i i

T i i

k k
T T T k k
ρα - +∆
= ⋅

∆ -
               ... (2.3.1) 

 

표준편차 ( )
( )

( )
( )

1
2

2 2
2 14 4

2 1 2 1

1 1 1i i

i i
k k

T T T k k

ρσ σ σ
 ∆   = +   ∆ - 
 

  ... (2.3.2) 

 

1 2,i ik k 는 i번째 연소도의 1 2,T T 온도에서 계산된 무한증배계수 값이다. 

ρ 는 반응도이며, ( ); 1, 2i
nk nσ = 는 해당 증배계수의 표준편차이다.  

핵연료온도계수는 연소도 0, 3600, 6895 MWD/MTHM에서 계산되

었으며, 계산 방법은 기준 계산에서 조성 및 기타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며 온도조건만 1060.2K으로 변화시켜 중수로 표준핵연료다

발 문제의 kinf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WIMS-IST 코드가 사용하는 



 

 20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에는 Asymptotic Model의 가정이 사용

되었기 때문에 산란반응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한 

DBRC(Doppler Broadening Rejection Correction)를 적용한 경우

를 함께 계산하였다. 계산은 초기연소도와 방출연소도에서는 

10,000,000개의 핵분열중성자원으로 20회의 발전주기 및 100회의 

실주기 계산이 수행되었으며, 중간연소도의 경우 10,000,000개의 

핵분열중성자원으로 20회의 발전주기 및 1,000회의 실주기 계산이 

수행되었다.  

표 2.3.1은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FTC를 계산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연료온도계수는 연소에 따라 점차 음

수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소생성물 중 

239Pu 핵종이 가지고 있는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의 핵분열단면적의 

공명피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시스템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명피크의 도플러 넓어지기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핵분열반응이 

증가하여 핵연료온도계수에 양의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이는 238U 핵

종이 같은 상황에서 흡수단면적의 도플러 넓어지기 효과로 핵연료

온도계수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을 상쇄한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239Pu 핵종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고, 이 영향에 따라 연소에 

따른 핵연료온도계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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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핵연료온도계수 

Zero Burnup (0 MWD/MTHM) 

 960.2K  1060.2K  1010.2K  

 
k

inf
 SD

c) k
inf

 SD FTC 
(pcm) SD 

WIMS-
IST 1.11996 ¨ 1.11865 ¨ -1.04562 ¨ 

Std
a)
 1.12180 1.31222  1.12039 1.42800  -1.12033  0.01543  

Std(DB)
b)

 1.12105 1.00000  1.11958 1.00000  -1.17122  0.01127  

Mid Burnup (3600 MWD/MTHM) 

 960.2K 1060.2K 1010.2K 

 k
inf

 SD k
inf

 SD FTC 
(pcm) SD 

WIMS-
IST 1.05151 ¨ 1.05157 ¨ 0.05426 ¨ 

Std 1.05307 0.43570  1.05298 0.42250  -0.08715  0.00547  

Std(DB) 1.05264 0.44804 1.05247 0.44570 -0.15484  0.00570  

Discharge Burnup (6895 MWD/MTHM) 

 960.2K 1060.2K 1010.2K 

 k
inf

 SD k
inf

 SD k
inf

 
SD 

WIMS-
IST 0.99955 ¨ 1.00004 ¨ 0.49020 ¨ 

Std 1.00005 1.26537 1.00032 1.40708 0.27734  0.01892  

Std(DB) 0.99964 1.35246 0.99988 1.54887 0.23654 0.02057 

a)Std : Standard bundle problem result of McCARD 

b)Std(DB) : Standard bundle problem result of McCARD with DBRC 

c)SD : Standard Deviation (Unit :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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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수로 온도구배핵연료다발 문제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서 핵연료봉에 핵연료봉평균온도인 

960.16K의 핵반응단면적이 사용된 것과 달리 핵연료봉에 온도구배

조건을 주어 각각 다른 핵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한 문제이다.  

핵연료봉의 온도분포는 식 2.3.3과 같이 반지름에 대한 포물선의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경계의 온도가 핵연료봉피복의 온도와 동일하

며 핵연료봉 평균온도가 960.2K이 되도록 식을 구성하였다. 몬테칼

로 계산을 위해 그림 2.3.1과 같이 핵연료봉을 등부피간격으로 10

개의 셀로 나누고 각 셀의 평균온도에 해당하는 핵반응단면적을 사

용하였다. 평균온도는 식 2.3.4와 같이 계산하였다. 

 

        ( ) 22160.85 1359.16T r r= - +                   … (2.3.3) 

 

           ( )
1

1 2m

m

rm
avg m r

T rT r dr
S

π
-

= ∫                    … (2.3.4) 

 

r은 핵연료봉의 반지름이며, m은 핵연료봉의 특정 셀을 가리킨다. 

Sm은 m번째 셀의 단면적이다. 위 문제를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를 

통해 핵연료온도계수를 예측하였으며, 계산은 초기연소도와 중간연

소도에서 이루어졌다. 계산 방법은 표준핵연료다발문제와 동일하다. 

중간연소도의 핵연료온도계수의 계산을 위해 연소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림 2.3.2와 같이 중간연소도에서 239Pu 핵종의 생성이 핵연료

봉의 경계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연료봉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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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온도가 상승했을 때, 239Pu 핵종이 집중되어있는 핵연료봉 경계의 

온도변화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중수로 온도구배핵연료다발 문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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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중간연소도의 핵연료봉 내 주요 핵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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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는 표 2.3.2와 같다. 실제 온도구배가 주어졌을 때, 핵연료

온도계수가 좀 더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그 차이가 중간연소도에서는 더욱 커지는데 중간연소도의 결

과값이 주는 통계오차가 매우 커서 그 값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

다 낮은 통계오차를 주는 결과값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직접차감법(direct subtraction)으로 핵연료온도계수를 계산하고 있

어 통계오차를 낮추기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매우 커 값의 추이

만을 확인하고자 해당 값을 기재하였다. 

 

표 2.3.2 중수로 온도구배핵연료다발 문제의 핵연료온도계수 

Zero Burnup (0 MWD/MTHM) 

 960.2K  1060.2K  1010.2K  

 
k

inf
 SD

b) k
inf

 SD FTC 
(pcm) SD 

Std 1.12180 1.31222  1.12039 1.42800  -1.12033  0.01543  

Prof
a)
 1.12174 1.26175  1.12042 1.25575  -1.05457  0.01416  

Mid Burnup (3600 MWD/MTHM) 

 960.2K 1060.2K 1010.2K 

 k
inf

 SD k
inf

 SD FTC 
(pcm) SD 

Std 1.05307 0.43570  1.05298 0.42250  -0.08715  0.00547  

Prof
a)
 1.05305 1.53152 1.05304 1.36113 -0.00363  0.01848  

a)Prof. : Bundle temperature profile problem result of McCARD 

b)SD : Standard Deviation (Unit :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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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하여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CVC)

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McCARD 와 WIMS-IST의 계산 결과를 비

교하였다.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와 그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 
( )

1 i i
s v

T i i
s v

k k
VF VF k k
ρα ∆ - +
= ⋅     … (2.3.5) 

 

표준편차  
( ) ( )

( )
( )

( )

1
2

2 2
4 4

1 1 1i i
s vi i

s v

k k
VF VF k k

ρσ σ σ
 ∆   = +      

… (2.3.6) 

 

VF(Void Fraction)은 냉각재 중 기포가 차지하는 부피비이다. 

,i i
s vk k 는 각각 i번째 연소도의 정상상태와 냉각재의 기포율이 100%

인 상태에서 kinf 값이다.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는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를 가지고 초

기연소도, 중간연소도, 방출연소도에서 계산되었다. 계산은 초기연소

도와 방출연소도에서는 10,000,000개의 핵분열중성자원으로 20회

의 발전주기 및 100회의 실주기 계산이 수행되었으며, 중간연소도

의 경우 10,000,000개의 핵분열중성자원으로 20회의 발전주기 및 

1,000회의 실주기 계산이 수행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핵반응단면적

은 ENDF/B-VII.0기반의 연속에너지 핵반응단면적이다. 표 2.3-3

에서는 두 코드의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를 비교하였다. 세 연소단계



 

 26 

에서 두 코드의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표 2.3.3 냉각재기포반응도계수측정 

 

Ref. state Void state CVCa) 

McCARD 
WIMS

-IST 
McCARD 

WIMS

-IST 
McCARD 

WIMS-

IST 

MWD/ 

MTHM kinf 
SDb) 

(pcm) kinf kinf 
SD 

(pcm) kinf kinf 
SD 

(pcm) kinf 

0 1.12180 0.13122 1.11996 1.12039 0.39992 1.11865 -1.12033 0.01543 -1.04562 

3600 1.05307 0.04357 1.05151 1.05298 0.44062 1.05157 -0.08715 0.00547 0.05426 

6896 1.00004 0.12654 0.99955 1.00032 0.46304 1.00004 0.27734 0.01892 0.49020 

a) Coolant Void Coefficient 

b)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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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중수로 노심 해석을 위한   

몬테칼로 소수군 군정수 생산 

제 1절 McCARD 군정수 생산법 

제 1항 미세에너지군 군정수 생산 

 

4

4

( , ) ( , , )

( , , )
g

g

V E
g

V E

E E d dEd

E d dEd

απ
α

π

φ

φ
∆

∆

Σ
Σ =

∫ ∫ ∫
∫ ∫ ∫

r r Ω Ω r

r Ω Ω r
  …  (3.1.1) 

 

식 3.1.1은 일반적인 미세에너지군 군정수(fine-group cross 

section)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g 에너지 군, α 종류의 핵반응에 

대한 거시적 핵반응 단면적(macroscopic cross section)의 정의이

다. 분모는 그룹별 중성자속(flux)을 분자는 핵반응률(reaction rate)

을 나타내며, 몬테칼로 코드에서는 track length estimator 혹은 

collision estimator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해 낼 수 있다. 

 

( , ) ( , )
 ; =0,1.

( , )
g g

g

n n
sV E En

gg n

V E

E E E dE dEd
n

E dEd

φ

φ
′

′∆ ∆
′

∆

′ ′ ′Σ →
Σ =

∫ ∫ ∫
∫ ∫

r r r

r r
… (3.1.2) 

 

'
n
ggΣ 은 g군-g’군 간 산란 단면적(group to group scattering 

cross section)의 n차 르장드르(legradre) 계수의 정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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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s E EΣ →r 와 ( ), 'n Eφ r 는 각각 이중미분 산란단면적(double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 및 각 중성자속(angular 

flux)의 n차 르장드르 모멘트이다. 이중미분 산란단면적과 각 중성

자속은 몬테칼로 코드에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n>1의 경우 원

하는 정확도의 각 중성자속의 n차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많은 전산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 3.1.3과 같이 

( ) ( )1 0, ,E C Eφ φ≅ ⋅r r 는 근사를 이용하여 '
n
ggΣ 을 계산한다. 

 

( ) ( )

( )
'

'

'

, ' , ' '
; 0,1.

,
g g

g

n
sV E En

gg

V E

E E E dE dEd
n

E dEd

φ

φ

∆ ∆

∆

Σ →
Σ = =

∫ ∫ ∫
∫ ∫

r r r

r r
   … (3.1.3) 

 

제 2항 소수군 군정수 및 확산계수 생산 

노심 2단계 해석에서 격자해석코드는 확산계수 및 임계 스펙트럼을 

가중한 소수군 군정수를 노심해석코드에 넘겨줘야 한다. McCARD

에서는 B1 방법을 이용하여, 확산계수 및 임계스펙트럼을 생산한다.  

 

0

13 ( ) 3   

tg g g gg g g
g

g g tg g gg g
g

BJ

B B J J

φ φ χ

φ α

′ ′
′

′ ′
′

Σ = Σ +

± + Σ = Σ

∑

∑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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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1 arctan( )                        for  0
3 arctan( )

 ( )
1 ln((1 ) / (1 ))        for  0
3 ln((1 ) / (1 )) 2

tg

g

tg

x Bx x
x x

where B
x x Bx x

x x x

α

    = >    - Σ    = 
   + -

= - >     + - - Σ   

 

 

식 3.1.4는 다군 B1 수식이며, 식 3.1.2 와 3.1.3을 이용하여 몬테

칼로 모사단계에서 계산된 거시적 핵반응 단면적을 이용한 반복계

산을 통해 임계 상태의 해를 계산한다. 임계상태의 중성자속, 중성

자류(current) 그리고 곡률(buckling)을 각각 ,B B
g gJφ  그리고 B1 이

라 정의하면, 확산계수는 식 3.1.5와 같이 나타난다.  

 

                      
1

B
g

g B
g

J
D

Bφ
=


                  … (3.1.5) 

 

한편, 임계 스펙트럼에 가중된 소수군 군정수(few group cross 

section) 및 확산계수는 식 3.1.6과 식 3.1.7을 통해 계산된다. 

 

               
,

,

B
g g

g G
G B

g
g G

α

α

φ

φ
∈

∈

Σ
Σ =

∑
∑

                  … (3.1.6) 

 

                

1

B
g

g G
G B

g
g G

J
D

iB φ
∈

∈

=
∑
∑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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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몬테칼로 군정수 생산 체계 

 

제 2절 McCARD와 WIMS-IST의 소수군 

군정수 비교 

McCARD에는 2장 1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몬테칼로 군정수 생산

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그림 3.1.1에 설명되어 있는 McCARD 

군정수 생산 체계 흐름도와 같이 중수로 군정수를 생산하였다.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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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군정수 생산 및 B1 계산을 위해서 WIMS-IST 코드가 사용하는 

핵반응단면적의 에너지 군구조와 동일한 89군 군구조를 사용했으며, 

소수군 군정수는 2군을 사용하였다. 소수군 구조의 cut-off는 

6.025x10-7MeV이다. McCARD 계산에는 세대당 100,000개의 중

성자원으로 20세대의 발전주기 100세대의 실주기 계산을 수행하였

다. IST 코드 체계에서 중수로의 소수군 군정수는 CP방법에 기반한 

WIMS-IST 수송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중수로 핵연료다발에 대한 

군정수를 생산하고 있다. 표 3.2.1은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에 

대해 McCARD와 WIMS-IST에서 각각 생산한 2군 군정수와 kinf

를 비교한 표이다. 표 3.2.1에 표기된 McCARD(Inf.) 핵반응단면적

은 임계스펙트럼으로 보정하지 않은 무한 매질의 스펙트럼을 통해 

가중된 핵반응단면적이다. kinf는 각각의 코드가 계산한 값인 

kinf(Trans.)와 각 코드가 계산한 군정수를 이용하여 구한 kinf(2Gr.)

을 함께 비교하였다. kinf(2Gr.)의 계산은 식 3.2.1 과 같이 이루어

진다. 

 

( )inf 1 2 2 12 1 2 21 12

,2 ,3 ' ,2 ,3

2Gr. ( ) ( )

( ) 2 3
f r f r r

rg a f g n g n sgg sgg g n g n
G

k n n= Σ Σ + Σ Σ Σ Σ - Σ Σ

Σ = Σ + Σ + Σ + Σ + Σ - Σ - ⋅Σ - ⋅Σ∑ … (3.2.1) 

 

열중성자 에너지군의 흡수단면적이 상대오차가 2.1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해당 핵반응단면적들을 이용해 계산한 시스템의 

kinf(2Gr.) 값은 0.17%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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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McCARD(Cri.)는 임계스펙트럼으로 가중을 주어 계산한 핵

반응단면적이다. 이 경우 무한매질스펙트럼으로 가중한 핵반응단면

적과 유사하나 산란단면적에서 1.66%의 상대오차를 보여준다. 

 

표 3.2.1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군정수 비교 

Two-Group 

Constants1) 

McCARD 

(Inf.) 
WIMS-IST Rel. Diff., % 

1aΣ  1.65x10-3 1.66x10-3 0.61 

2aΣ  3.49x10-3 3.56x10-3 2.12 

1fnΣ  8.78x10-4 8.95x10-4 1.95 

2fnΣ  4.30x10-3 4.38x10-3 1.80 

12sΣ  8.80x10-3 8.88x10-3 0.92 

1D  1.36 1.36 0.02 

2D  0.87 0.89 1.87 

kinf(Trans.) 1.12184 1.11996 -0.17 

kinf(2Gr.)2) 1.12178 1.11996 -0.16 

1) Group 1(<1.0x1020 MeV), Group2(<0.625x106 MeV) 

2) ( )inf 1 2 2 12 1 2 21 122Gr. ( ) ( )f r f r rk n n= Σ Σ + Σ Σ Σ Σ - Σ Σ

,2 ,3 ' ,2 ,3( ) 2 3rg a f g n g n sgg sgg g n g n
G

Σ = Σ + Σ + Σ + Σ + Σ - Σ - ⋅Σ -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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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중수로 표준핵연료다발 문제의 군정수 비교 

Two-Group 

Constants1) 

McCARD 

(Cri.) 
WIMS-IST Rel. Diff., % 

1aΣ  1.64x10-3 1.66x10-3 
0.72 

2aΣ  3.48x10-3 3.56x10-3 2.16 

1fnΣ  8.88x10-4 8.95x10-4 1.20 

2fnΣ  4.30x10-3 4.38x10-3 1.84 

12sΣ  8.63x10-3 8.88x10-3 1.66 

1D  1.37 1.36 -0.83 

2D  0.87 0.89 0.58 

1) Group 1(<1.0x1020 MeV), Group2(<0.625x106 MeV) 

 

제 3절 중수로 모델의 해석 결과 

제 1항 CANDU6 전노심 문제 

본 절에서는 노심해석코드를 이용하여 CANDU6 전노심 문제를 풀

어 keff와 출력분포를 정해와 비교하였다. 정해는 동일한 문제에 대

한 몬테칼로 전노심 계산 결과값이고 계산은 McCARD 코드로 이루

어졌다. 계산에 사용된 노심해석코드는 FDM코드로서 RFSP-IST

와 SCAN 코드이며, 표 3.2.1~3.2.2에서 제시된 세 종류의 거시핵

반응단면적을 사용하였다.  

CANDU6 전노심 문제는 전형적인 CANDU6형 원자로의 노심모형

을 따르고 있다. 원기둥 형태의 노심 양단으로 반사체의 양이 적은 

notch부분과 반사체의 양이 많은 노심 중심부가 구현되어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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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내부에는 액체영역제어기, 조절봉, 흡수봉 그리고 정지봉들이 존

재하나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모두 구현하지 않았다. 핵연료다발

은 한 채널당 12개가 장전이 되며, 노심 내부에는 총 380개의 핵연

료 채널이 존재한다. 채널 내 압력은 약 100~120기압 정도로 유지

되며 감속재가 존재하는 칼란드리아관의 외부는 대기압 정도로 유

지된다. 핵연료 채널 외곽 부분은 60~70cm 정도의 중수 반사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또한 모든 핵연료 채널 및 감속재(반사체)는 다시 

칼라드리아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 3.3.1과 표 3.3.1은 노심

의 재원에 관한 참고표이다. 

 

그림 3.3.1 CANDU6 전노심 문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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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CANDU6 노심모형의 재원 

Contents Value Unit 
Number of fuel channels 380  

Lattice Pitch 28.575 cm 
Inner radius of main Calandria 379.7 cm 
Inner radius of SubCalandria 337.8 cm 

Length of Calandria notch 96.52 cm 
Length of fuel channel (12 fuel bundles) 594.4 cm 

Reactor core radius 314.3 cm 
Reflector thickness 65.6 cm 

   
Moderator temperature Volumetric Average 

(at moderator outlet) 69 °C 
Moderator D2O purity (Nominal design value) 99.85 wt 

   

Total fission power 2158.5 MW 
Total reactor(thermal) power 2061.4 MW(th) 

Total electrical power (Gross nominal) 713 MW(e) 
 

그림 3.3.1은 노심해석에 사용될 FDM코드인 SCAN, RFSP 코드 

입력을 위해 전체 노심을 x축, y축 z축에 대하여 각각 42개, 36개 

및 20개의 노드수로 분할(42x34x20 mesh model)하였을 때 xy 

평면상의 노드 분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42x34x20 미세격자

모델은 반응도 제어기구들의 노심 내 분포 위치를 고려하여 노심을 

분할한 것으로 통상 중수로 계산에 이용되는 모델이다. 또한, 그림 

3.3.1에서 안쪽의 굵은 선은 핵연료 다발이 장전되는 부분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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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바깥쪽의 굵은 선은 노심 중심부의 반경을 나타낸다. 중수로의 

경우 노심 반경이 핵연료 장전 방향에 대해 불균일하며 원형의 경

계면 구조를 가지는 점은 가압형 경수로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

점이다. 이 경우 노심 경계면 바깥에 존재하는 노드를 제외하고 나

면 노심 전체는 21,000여 개의 총 노드 수로 구성되게 된다.  

 

 

그림 3.3.1 42x34x20 미세격자모형 

 

제 2항 CANDU6 전노심 문제 해석결과 

SCAN와 RFSP 코드의 실행 조건은 표 3.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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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코드의 실행조건 

 SCAN RFSP McCARD 
Code version 1.0 RFSP-IST 1.0 

Operating system LINUX Windows LINUX 

Cross section data 
XS generated from McCARD, WIMS-IST 

Reflector cross section from KAERI* 

 

표 3.3.3 ~ 3.3.6 은 CANDU6 전노심 문제를 풀어 채널출력분포와 

keff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는 1/4 노심에 대하여 정리되었고, 

채널별 정해의 정규화된 출력과 정해가 가진 상대오차 그리고 정해

와 비교하는 두 채널출력 값의 상대오차를 표기하였다. 그 중 가장 

큰 상대오차 값을 보여주는 상대오차 값은 음영을 주어 표기하였다.  

표 3.3.3은 표 3.2.1~2에서 제시한 McCARD(Inf.)와 

McCARD(Cri.) 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하여 SCAN으로 CANDU6 전

노심 문제를 푼 결과이다. 정해의 결과와 비교하여 

McCARD(Inf.)/SCAN 경우의 최대 상대오차는 6.55%, 

McCARD(Cri.)/SCAN 경우는 3.54%로 나타나고 RMS 차이는 각

각 1.66%, 1.46%로 계산되었다. keff의 차이는 

McCARD(Inf.)/SCAN 경우 304pcm McCARD(Cri.)/SCAN 경우 

234pcm으로 나타난다. 계산 결과와 같이 B1계산을 통해 구한 임계 

스펙트럼으로 가중한 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하였을 때, 출력분포와 

keff 예측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4는 임계 스펙트럼으로 가중한 핵반응단면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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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P-IST과 SCAN에 적용하여 CANDU6 전노심문제를 풀어 비

교한 결과이다.  McCARD(Cri.)/RFSP-IST 경우는 최대 상대오차

가 -5.79% McCARD(Cri.)/SCAN 경우는 -3.54%로 나타나고 

RMS 차이는 각각 1.56%, 1.46%로 계산되었다. keff의 차이는 

McCARD(Cri.)/RFSP-IST 경우 226pcm McCARD(Cri.)/SCAN 

경우 234pcm으로 나타난다. keff의 예측은 두 값이 8pcm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RFSP-ISP이 좀 더 정해에 가까웠고, 출력분포예측

은 근소한 차이이나 반대로 SCAN코드가 좀 더 정해에 가까운 계

산을 하였다.  

표 3.3.5는 무한매질 스펙트럼으로 가중한 핵반응단면적을 이용한 

RFSP-IST코드와 SCAN코드의 노심해석 결과를 정해와 비교한 표

이다. 표 3.3.4와 비교했을 때 두 핵반응단면적의 출력분포 및 keff 

의 경향이 핵반응단면적에 의존하는 것을 두 코드결과에서 모두 확

인할 수 있다. 

표 3.3.6은 McCARD로 생산한 임계 스펙트럼 가중 핵반응단면적과 

WIMS-IST로 생산한 핵반응단면적을 각각 SCAN코드에 적용하여 

CANDU6 전노심문제를 해석한 결과이다. WIMS-IST/SCAN 경우

는 최대 상대오차가 -5.92% McCARD(Cri.)/SCAN 경우는 -3.54%

로 나타나고 RMS 차이는 각각 1.57%, 1.46%로 계산되었다. keff의 

차이는 WIMS-IST/SCAN 경우 148pcm McCARD(Cri.)/SCAN 

경우 234pcm으로 나타난다. keff의 예측은 WIMS-IST코드로 생산

한 핵반응단면적 이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값을 보여주나 이와 반

대로 출력분포예측은 근소한 차이이나 McCARD로 생산한 임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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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 가중 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한 결과가 정해에 보다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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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CANDU6 전노심 문제의 채널별 출력 분포 및 keff 

(Infinite &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1.698 1.697 1.647 1.574 1.461 1.327 1.181 1.021 0.845 0.668 0.498 
0.29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5 
2.50 0.82 0.38 -0.33 -0.10 0.08 -0.32 -0.79 -1.20 -2.71 -5.77 
1.81 0.15 -0.26 -0.93 -0.64 -0.37 -0.65 -1.07 -1.25 -2.42 -3.54 
1.663 1.660 1.624 1.546 1.443 1.303 1.164 1.004 0.834 0.651 0.479 
0.30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6 
2.93 1.36 0.07 -0.27 -0.66 -0.08 -0.93 -1.47 -2.46 -3.27 -5.79 
2.25 0.71 -0.56 -0.85 -1.17 -0.51 -1.23 -1.71 -2.46 -2.90 -3.50 
1.619 1.619 1.573 1.495 1.384 1.260 1.120 0.965 0.794 0.615 0.452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1.96 0.19 -0.43 -0.75 -0.50 -0.86 -1.60 -2.38 -3.23 -4.08 -6.55 
1.48 -0.27 -0.86 -1.13 -0.81 -1.07 -1.66 -2.33 -2.87 -2.89 -2.91 
1.565 1.542 1.494 1.416 1.313 1.183 1.044 0.891 0.729 0.570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30 0.04 -0.46 -0.66 -0.72 -0.48 -0.89 -1.47 -2.58 -4.64  
-0.29 -0.53 -1.00 -1.15 -1.14 -0.79 -1.05 -1.52 -2.27 -2.60  
1.464 1.447 1.404 1.324 1.216 1.092 0.950 0.808 0.647 0.501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17 -0.87 -1.60 -1.56 -1.08 -0.87 -0.66 -1.89 -2.53 -4.79  
-0.69 -1.37 -2.07 -1.98 -1.42 -1.09 -0.70 -1.78 -1.62 -1.25  
1.335 1.319 1.274 1.197 1.093 0.965 0.835 0.699 0.560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40 -1.09 -1.60 -1.52 -0.93 0.26 -0.04 -1.21 -2.78   
-0.84 -1.51 -1.98 -1.85 -1.16 0.16 0.07 -0.91 -0.69   
1.185 1.176 1.125 1.050 0.953 0.827 0.701 0.578 0.459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57 -1.89 -1.73 -1.47 -1.02 0.87 1.07 -0.63 -3.58   
-0.77 -2.07 -1.86 -1.53 -0.97 1.10 1.58 0.44 -0.06   
1.011 1.004 0.965 0.897 0.809 0.695 0.580 0.477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28 -1.29 -1.92 -1.98 -1.82 -0.50 -0.63 -3.23    
0.11 -1.44 -2.01 -1.99 -1.70 -0.16 0.33 -0.21    
0.834 0.829 0.791 0.731 0.653 0.556 0.465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6 -1.61 -2.22 -2.53 -3.12 -3.01 -4.42     
0.38 -1.55 -2.06 -2.26 -2.68 -2.06 -1.51     
0.656 0.649 0.615 0.571 0.498 0.417    RMS Error (%) 
0.32 0.32 0.32 0.32 0.32 0.32  Inf. (1) 1.66 
-0.45 -2.27 -3.05 -4.18 -4.93 -5.48  Cri. (2) 1.46 
-0.14 -1.89 -2.19 -2.19 -2.58 -2.69      
0.485 0.476 0.452       McCARD 
0.308 0.308 0.308       Rel. Err., % 
-1.56 -3.72 -3.61       Inf. (1), % 
0.46 -1.70 -1.00       Cri. (2), % 

Inf. (1)  :  (McCARD/SCAN – Ref.)/ Ref   Using Infinite medium spectrum weighted XS 
Cri. (2)  :  (McCARD/SCAN – Ref.)/ Ref     Using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Rel. Err. % : Relative Error of Channel Power 
 

Reference McCARD/SCAN - Reference 
Inf. XS Cri. XS 

1.09180 ± 0.00005 304(pcm) 234(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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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CANDU6 전노심 문제의 채널별 출력 분포 및 keff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1.698 1.697 1.647 1.574 1.461 1.327 1.181 1.021 0.845 0.668 0.498 
0.29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5 
2.27 0.60 0.17 -0.52 -0.26 -0.05 -0.40 -0.81 -1.12 -2.46 -5.21 
1.81 0.15 -0.26 -0.93 -0.64 -0.37 -0.65 -1.07 -1.25 -2.42 -3.54 
1.663 1.660 1.624 1.546 1.443 1.303 1.164 1.004 0.834 0.651 0.479 
0.30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6 
2.58 1.02 -0.27 -0.59 -0.95 -0.36 -1.16 -1.64 -2.55 -3.20 -5.37 
2.25 0.71 -0.56 -0.85 -1.17 -0.51 -1.23 -1.71 -2.46 -2.90 -3.50 
1.619 1.619 1.573 1.495 1.384 1.260 1.120 0.965 0.794 0.615 0.452 
0.31 0.31 0.26 0.23 0.21 0.19 0.18 0.17 0.17 0.16 0.16 
1.97 0.20 -0.41 -0.71 -0.42 -0.73 -1.40 -2.08 -2.79 -3.45 -5.79 
1.48 -0.27 -0.86 -1.13 -0.81 -1.07 -1.66 -2.33 -2.87 -2.89 -2.91 
1.565 1.542 1.494 1.416 1.313 1.183 1.044 0.891 0.729 0.570  
0.27 0.27 0.24 0.21 0.20 0.19 0.18 0.17 0.17 0.16  
0.11 -0.14 -0.62 -0.80 -0.84 -0.56 -0.91 -1.39 -2.36 -4.14  
-0.29 -0.53 -1.00 -1.15 -1.14 -0.79 -1.05 -1.52 -2.27 -2.60  
1.464 1.447 1.404 1.324 1.216 1.092 0.950 0.808 0.647 0.501  
0.29 0.29 0.25 0.23 0.21 0.19 0.18 0.18 0.17 0.17  
-0.33 -1.03 -1.74 -1.69 -1.17 -0.92 -0.63 -1.76 -2.20 -3.92  
-0.69 -1.37 -2.07 -1.98 -1.42 -1.09 -0.70 -1.78 -1.62 -1.25  
1.335 1.319 1.274 1.197 1.093 0.965 0.835 0.699 0.560   
0.27 0.27 0.24 0.22 0.21 0.19 0.19 0.18 0.18   
-0.64 -1.32 -1.81 -1.72 -1.10 0.12 -0.10 -1.15 -2.42   
-0.84 -1.51 -1.98 -1.85 -1.16 0.16 0.07 -0.91 -0.69   
1.185 1.176 1.125 1.050 0.953 0.827 0.701 0.578 0.459   
0.30 0.30 0.27 0.24 0.22 0.21 0.20 0.19 0.19   
-0.51 -1.82 -1.64 -1.35 -0.86 1.12 1.41 -0.20 -3.15   
-0.77 -2.07 -1.86 -1.53 -0.97 1.10 1.58 0.44 -0.06   
1.011 1.004 0.965 0.897 0.809 0.695 0.580 0.477    
0.30 0.30 0.27 0.24 0.23 0.21 0.21 0.20    
0.25 -1.32 -1.92 -1.96 -1.74 -0.36 -0.37 -2.67    
0.11 -1.44 -2.01 -1.99 -1.70 -0.16 0.33 -0.21    

0.834 0.829 0.791 0.731 0.653 0.556 0.465     
0.30 0.30 0.27 0.25 0.24 0.23 0.22     
0.42 -1.56 -2.14 -2.41 -2.94 -2.71 -3.87     
0.38 -1.55 -2.06 -2.26 -2.68 -2.06 -1.51     
0.656 0.649 0.615 0.571 0.498 0.417    RMS Error (%) 
0.32 0.32 0.29 0.27 0.26 0.25  Diff.(RFSP) 1.56 
-0.25 -2.08 -2.80 -3.84 -4.51 -4.81  Diff.(SCAN) 1.46 
-0.14 -1.89 -2.19 -2.19 -2.58 -2.69      
0.485 0.476 0.452       McCARD 
0.31 0.31 0.30       Rel. Err. % 
-1.04 -3.22 -3.00       Diff.(RFSP) % 
0.46 -1.70 -1.00       Diff.(SCAN) % 

Diff.(RFSP):  (McCARD/RFSP-IST – Ref.)/ Ref.   Using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Diff.(SCAN):  (McCARD/SCAN – Ref.)/ Ref.     Using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Rel. Err. % : Relative Error of Channel Power 
 

Reference McCARD/RFSP-IST 
-Reference 

McCARD/SCAN 
-Reference 

1.09180 ± 0.00005 226(pcm) 234(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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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CANDU6 전노심 문제의 채널별 출력 분포 및 keff 

(Infinite medium spectrum weighted XS) 

1.698  1.697  1.648  1.574  1.461  1.327  1.181  1.021  0.845  0.668  0.498  
0.29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5  
2.34  0.67  0.23  -0.46  -0.22  -0.01  -0.37  -0.79  -1.12  -2.52  -5.36  
2.50  0.82  0.38  -0.33  -0.10  0.08  -0.32  -0.79  -1.20  -2.71  -5.77  
1.663  1.660  1.624  1.546  1.443  1.304  1.164  1.004  0.834  0.651  0.479  
0.30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6  
2.64  1.08  -0.20  -0.53  -0.90  -0.31  -1.14  -1.62  -2.57  -3.28  -5.56  
2.93  1.36  0.07  -0.27  -0.66  -0.08  -0.93  -1.47  -2.46  -3.27  -5.79  
1.619  1.619  1.573  1.495  1.384  1.260  1.120  0.965  0.794  0.615  0.452  
0.31  0.31  0.26  0.23  0.21  0.19  0.18  0.17  0.17  0.16  0.16  
2.02  0.26  -0.36  -0.65  -0.37  -0.70  -1.38  -2.08  -2.81  -3.54  -6.04  
1.96  0.19  -0.43  -0.75  -0.50  -0.86  -1.60  -2.38  -3.23  -4.08  -6.55  
1.565  1.542  1.494  1.416  1.313  1.183  1.044  0.891  0.729  0.570   
0.27  0.27  0.24  0.21  0.20  0.19  0.18  0.17  0.17  0.16   
0.17  -0.08  -0.57  -0.77  -0.80  -0.53  -0.91  -1.41  -2.41  -4.30   
0.30  0.04  -0.46  -0.66  -0.72  -0.48  -0.89  -1.47  -2.58  -4.64   
1.464  1.447  1.404  1.324  1.216  1.092  0.950  0.808  0.648  0.501   
0.29  0.29  0.25  0.23  0.21  0.19  0.18  0.18  0.17  0.17   
-0.28  -0.98  -1.70  -1.65  -1.14  -0.90  -0.65  -1.79  -2.29  -4.14   
-0.17  -0.87  -1.60  -1.56  -1.08  -0.87  -0.66  -1.89  -2.53  -4.79   
1.335  1.319  1.274  1.198  1.093  0.965  0.835  0.699  0.560    
0.27  0.27  0.24  0.22  0.21  0.19  0.19  0.18  0.18    
-0.60  -1.28  -1.79  -1.69  -1.09  0.12  -0.12  -1.20  -2.59    
-0.40  -1.09  -1.60  -1.52  -0.93  0.26  -0.04  -1.21  -2.78    
1.185  1.176  1.125  1.050  0.953  0.827  0.702  0.578  0.459    
0.30  0.30  0.27  0.24  0.22  0.21  0.20  0.19  0.19    
-0.47  -1.79  -1.63  -1.35  -0.86  1.10  1.36  -0.30  -3.43    
-0.57  -1.89  -1.73  -1.47  -1.02  0.87  1.07  -0.63  -3.58    
1.011  1.004  0.965  0.898  0.809  0.695  0.580  0.477     
0.30  0.30  0.27  0.24  0.23  0.21  0.21  0.20     
0.24  -1.32  -1.94  -1.98  -1.79  -0.41  -0.46  -2.90     
0.28  -1.29  -1.92  -1.98  -1.82  -0.50  -0.63  -3.23     
0.834  0.829  0.791  0.731  0.653  0.556  0.465      
0.30  0.30  0.27  0.25  0.24  0.23  0.22      
0.40  -1.58  -2.17  -2.47  -3.00  -2.84  -4.15      
0.36  -1.61  -2.22  -2.53  -3.12  -3.01  -4.42      
0.656  0.649  0.615  0.571  0.498  0.417     RMS Error (%) 
0.32  0.32  0.29  0.27  0.26  0.25   Diff.(RFSP) 1.59 
-0.33  -2.16  -2.90  -4.00  -4.70  -5.12   Diff.(SCAN) 1.65 
-0.45  -2.27  -3.05  -4.18  -4.93  -5.48       
0.485  0.476  0.452        McCARD 
0.31  0.31  0.30        Rel. Err., % 
-1.27  -3.45  -3.28        Diff.(RFSP), % 
-1.56  -3.72  -3.61        Diff.(SCAN), % 

Diff.(RFSP):  (McCARD/RFSP-IST – Ref.)/ Ref.   Using Infinite spectrum weighted XS 
Diff.(SCAN):  (McCARD/SCAN – Ref.)/ Ref.     Using Infinite spectrum weighted XS 
Rel. Err. % : Relative Error of Channel Power 
 

Reference McCARD/RFSP-IST 
-Reference 

McCARD/SCAN 
-Reference 

1.09180 ± 0.00005 306(pcm) 304(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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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CANDU6 전노심 문제의 채널별 출력 분포 및 keff 

(WIMS-IST XS & McCARD XS)  

1.698  1.697  1.647  1.574  1.461  1.327  1.181  1.021  0.845  0.668  0.498  
0.29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5  
2.21  0.54  0.12  -0.57  -0.31  -0.09  -0.42  -0.81  -1.09  -2.43  -5.21  
1.81  0.15  -0.26  -0.93  -0.64  -0.37  -0.65  -1.07  -1.25  -2.42  -3.54  
1.663  1.660  1.624  1.546  1.443  1.303  1.164  1.004  0.834  0.651  0.479  
0.30  0.25  0.22  0.20  0.19  0.18  0.17  0.16  0.16  0.16  0.16  
2.65  1.09  -0.19  -0.50  -0.86  -0.24  -1.02  -1.47  -2.34  -2.98  -5.21  
2.25  0.71  -0.56  -0.85  -1.17  -0.51  -1.23  -1.71  -2.46  -2.90  -3.50  
1.619  1.619  1.573  1.495  1.384  1.260  1.120  0.965  0.794  0.615  0.452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1.70  -0.06  -0.67  -0.96  -0.68  -1.00  -1.67  -2.35  -3.07  -3.73  -5.92  
1.48  -0.27  -0.86  -1.13  -0.81  -1.07  -1.66  -2.33  -2.87  -2.89  -2.91  
1.565  1.542  1.494  1.416  1.313  1.183  1.044  0.891  0.729  0.570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06  -0.19  -0.68  -0.85  -0.88  -0.58  -0.92  -1.40  -2.36  -4.17   
-0.29  -0.53  -1.00  -1.15  -1.14  -0.79  -1.05  -1.52  -2.27  -2.60   
1.464  1.447  1.404  1.324  1.216  1.092  0.950  0.808  0.647  0.501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37  -1.07  -1.79  -1.72  -1.19  -0.93  -0.63  -1.74  -2.20  -4.20   
-0.69  -1.37  -2.07  -1.98  -1.42  -1.09  -0.70  -1.78  -1.62  -1.25   
1.335  1.319  1.274  1.197  1.093  0.965  0.835  0.699  0.560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57  -1.24  -1.74  -1.63  -0.99  0.26  0.06  -0.97  -2.31    
-0.84  -1.51  -1.98  -1.85  -1.16  0.16  0.07  -0.91  -0.69    
1.185  1.176  1.125  1.050  0.953  0.827  0.701  0.578  0.459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67  -1.98  -1.80  -1.51  -1.01  0.97  1.29  -0.24  -2.94    
-0.77  -2.07  -1.86  -1.53  -0.97  1.10  1.58  0.44  -0.06    
1.011  1.004  0.965  0.897  0.809  0.695  0.580  0.477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26  -1.30  -1.90  -1.92  -1.70  -0.27  -0.25  -2.61     
0.11  -1.44  -2.01  -1.99  -1.70  -0.16  0.33  -0.21     

0.834  0.829  0.791  0.731  0.653  0.556  0.465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47  -1.49  -2.07  -2.32  -2.83  -2.60  -3.81      
0.38  -1.55  -2.06  -2.26  -2.68  -2.06  -1.51      
0.656  0.649  0.615  0.571  0.498  0.417     RMS Error (%) 
0.32  0.32  0.32  0.32  0.32  0.32   Diff.(1) 1.57 
-0.15  -1.96  -2.69  -3.73  -4.39  -4.80   Diff.(2) 1.46 
-0.14  -1.89  -2.19  -2.19  -2.58  -2.69       
0.485  0.476  0.452        McCARD 
0.31  0.31  0.31        Rel. Err. % 
-0.95  -3.11  -2.96        Diff. (1) % 
0.46  -1.70  -1.00        Diff. (2) % 

Diff.(1):  (WIMS-IST/SCAN - Reference )/ Reference  
Diff.(2):  (McCARD/SCAN - Reference ) / Reference     Using Critical spectrum weighted XS 
Rel. Err. % : Relative Error of Channel Power 
 

Reference WIMS-IST/SCAN 
-Reference 

McCARD/SCAN 
-Reference 

1.09180 ± 0.00005 148(pcm) 234(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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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먼저 몬테칼로법을 이용한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해 McCARD를 통

해 핵연료다발 문제의 연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NDF/B-VII.0의 핵

반응단면적을 사용한 연소해석 결과가 RMS 차이가 102pcm으로 

WIMS-IST와 가장 유사한 해석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McCARD 

기반 군정수 생산 기능을 이용하여 중수로 노심 계산을 위한 소수 

에너지군 군정수를 생산하였다. 열중성자 에너지군의 흡수단면적이 

상대오차가 2.1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해당 핵반응단면적

들을 이용해 계산한 시스템의 kinf(2Gr.) 값은 0.17% 차이를 보인

다. 해당 군정수를 노심해석코드인 RFSP-IST, SCAN에 적용하여 

CANDU6 전노심 문제를 해석하였다. 같은 문제의 몬테칼로 전노심 

계산과 비교하였을 때, 임계 스펙트럼으로 가중한 핵반응단면적이 

출력분포와 keff 예측에 무한매질 스펙트럼을 이용한 핵반응단면적으

로 계산한 결과보다 정해와 보다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무한매질 

스펙트럼을 가중한 군정수를 사용했을 때 출력분포의 RMS 오차가 

1.66%, 임계스펙트럼을 가중한 군정수를 사용했을 때 1.46%이다. 

keff은 순서대로 304pcm, 234pcm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전노심 문제를 WIMS-IST로 생산한 군정수를 통해 해석한 

결과와 임계스펙트럼을 가중한 McCARD 군정수를 통해 해석한 결

과를 비교하였다. keff을 비교해보면 정해와 각각 148pcm, 234pcm 

차이로 WIMS-IST로 계산한 결과가 정해와 가까운 keff값을 보여

준다. 반면에 출력분포의 RMS 차이는 1.57%, 1.46%로 Mc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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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한 군정수의 계산결과가 정해와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이상

의 결과에서 중수로 노심해석을 위해 몬테칼로법을 이용하여 생산

한 군정수와 기존 WIMS-IST 코드로 생산된 군정수가 유의미하게 

비교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노심 문제를 McCARD/SCAN 체계에 적

용한 결과가 몬테칼로 전노심 계산결과와 출력분포예측에 1.36% 

RMS 오차, keff 차이는 234pcm정도의 차이를 보여, 해당 몬테칼로

법을 통해 생산된 군정수가 실제 중수로 전노심 계산에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중수로의 주요 특성변수들을 계산하였다. 중수

로 실험을 통한 측정이 요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몬테칼로 수치전산

모사를 통해 계산된 값들은 중수로 노심해석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비교 및 검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계산된 

FTC 값은 정확한 출력계수를 계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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