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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속기구동 미암계로에서는 GeV 급의 양성자빔을 중핵물질에 조사함으로서 

핵파쇄 반응을 통해 생산된 중성자를 핵분열에 이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파쇄 반응의 단계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율레이션 코드인 LCS(LAHET 

Code System)를 사용해 액체， 고체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Pb와 W를 

표적물질의 예로 선정해서 중성자 생성 및 누설 특성을 계산 분석하였다. 주로 

계산 및 분석한 사항은 표적형태와 빔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중성자의 생성 및 

누션량의 변화이고，그외에 중성자의 에너지 변화도계산하였다 

t: NI!XT PAQI!CSI 
셉 l.ft 톨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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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70 년대말에 가속기와 원자로를 접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인 

가속기구동 미 엄계로(Accelerator-Driven Subcritical Reactor) [1] 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는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l<eff <1), GeV 급의 양성자빔을 중핵원소에 조사함으로서 

핵파쇄반웅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를 핵분열 시스템에 이용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기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 

• 토륨을 연료로 하는 선 에너지 생산 

@ 핵무기에서 방출되는 잉여 플루토늄의 소멸처리 

가속기구동 마임계로는 높은 소멸처리 능력을 갖는외에 미엄계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안전성이 보장되고 장전핵종에 대해 시스템이 큰 

탄력성을 갖는 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속기구동 미엄계로에서 이용하는 핵파쇄 중성자원은 주로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중성자산란 설험을 목적으로 19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더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양성자 빔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계속 새로운 중성자원들의 건절이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운전중인 핵파쇄 중성자원들로는 IPNS[2] , 

LANSCE[3] , KENS[4] , ISIS[5] , SINQ[6] 등이 있고， 계획중인 것들로는 

ESS[7] , NSP[8] , SNS[9] 등이 있다. 표적물질은 운전중인 중성자원들의 

경우처럽 범 출력이 낮은 경우에는 U, W, Ta 등의 고체표적을 사용했으나， 



최근에 계획되는 중성자원들의 경우에는 빔 출력이 증가되어 냉각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Hg, Pb , Pb-Bi 등의 액체표적이 선호되고 있다. 

핵파쇄 중성자원의 표적과 관련된 기술은 주로 물성연구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미엄계로 구동 목적의 중성자원 기술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빔 출력형태의 차이가 있다. 물성연구용인 

경우에는 주로 펄스형태로 작동되므로 펄스빔의 특성을 고려해서 표적에서 

중성자의 흡수가 어느 정도 허락되지만， 미엄계용인 경우에는 cw 모드로 

운전되므로 가능한 많은 중성자를 방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중성자흡수 

단면적이 큰 Hg의 경우에는 펄스형 중성자원인 ESS나 SNS에서 사용을 

계획중이지만 미임계로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빔 운전형태에 

기인하는 차이 외에는 많은 부분이 공통된 기술이므로 물성연구용으로 

개발된 헥파쇄 중성자원 표적기술을 미임계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핵파쇄 중성자원 표적 관련 기술 분야는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성자 생성 , 열발생 및 냉각， 방사능 관련(방사화물질 생성 및 

재료의 방사선 손상)이 그것이다. 중성자 생성과 관련된 일은 중성자원의 

용도에 맞는 양， 에너지， 분포를 갖는 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는 

표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표적시스템은 표적 자체 외에도 중성자의 

에너지 조절을 위한 감속재 둥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시스템의 형태나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생산되는 중성자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율레이션 코드률 이용해 연구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입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후보물질 중 고체로 W, 액체로 Pb를 예로 

선택해 이들 순표적 (Bare Target)의 형태나 양성자빔의 에너지에 따라 

생성되는 중성자들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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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양성자빔 조사시 표적내의 핵반응 

제 1 철 발쟁 가능한 핵 반응 

GeV 급 양성자빔이 비교적 높은 질량번호를 갖는 표적과 첫번째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핵파쇄 반응이다. 핵파쇄 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업자나 1차반응을 일으킨 빔양성자가 여전히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면 다시 

핵파쇄 반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업자들의 

에너지는 점차로 낮아지면서 표적핵과 그 에너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핵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 표적핵과 핵반응을 통해 소멸되지 않는 

생성입자들은 표적밖으로 누설되는데 이중 중성자를 미엄계로의 

중성자원으로 활용한다. 

표적내에서 발생가능한 핵반웅은 l차빔 입자인 양성자나 2차이후 

발생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helium , deutron , triton , pion , muon 등과 

높은질량번호를 갖는 표적물질이나 표적물칠이 핵반응에 의해 변환된 

물질과의 핵반응인데 1차빔 업자나 2차이후 발생입자의 에너지에 따라 

주요 발생 핵반응이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반응가능한 입자중 양성자와 중성자외에는 전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반응물질도 표적물질이 주이므로 GeV 급 

이하의 에너지 영역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번호 70번대 이상인， 

표적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어떤 핵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10]. 

3 



500 keV 이하의 에너지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모두 탄성충돌이 

일어나고 중성자의 경우는 흡수반웅이 추가로 존재한다. 0.5 - 10 MeV 

영역에서는 비탄성충돌의 가능성도 생기고 (p ,n) , (n ,p) 둥의 반웅도 

일어날 수 있다. 10 MeV 이상의 영역에서는 a 업자나 2개 이상의 핵자가 

생성될 수 있다. 20 MeV 이상의 영역에서는 intranuclear cascade 후의 

evaporation 또는 high-ener앞 fiss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evaporation이 

주를 이루고 이를 핵파쇄 반응(spallation) 이라 한다. 

제 2 절 핵파쇄 반응 

그림 2.1은 헥파쇄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빔업자인 양성자나 

2차이후 생성된 양성자나 중성자가 수섭 MeV 이상으로 표적핵과 충돌하면 

충돌입자의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충돌입자와 핵 전체와의 반응인 compound 

reaction 보다는 충돌입자와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나 중성자 핵자 

하나와의 반웅으로 볼 수 있는 direct reaction의 가능성 이 높아진다. 

충돌입자와 핵자와의 충돌후 충돌입자나 핵자는 핵 외부로 나갈수도 있고 

핵내의 다른 핵자와 반응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과정이 충돌입자나 

충돌된 핵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반웅을 일으킬 수 없을 때까지 

반복되는데 이를 intranuclear cascade라고 하며 대략 10-22 초 동안에 

발생한다. 이 반응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외에 뮤온， 파이온둥의 다양한 

업자가 발생한다 Intranuclear cascade에 의해 한단계의 입자발생이 

이루어지고， 반응을 일으킨 핵은 여기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데 곧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 가고 이 과정에서 핵자나 가벼운 핵을 방출하게 된다. 이 

과정을 evaporation이라 하고 이는 10-18 
_ 10-17 초 동안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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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intranucI ear cascade와 evaporation의 2단계를 

합해서 핵파쇄 반응이라 환다. 위에서 설명환 핵파쇄 반웅의 계산결과가 

실험 측정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intranuclear cascade 

단계에서 저에너지 중성자의 방출이 억제되도록 cascade의 cut-off 확률 

개념을 도입해 어느정도 에너지를 갖는 핵자가 cascade 단계에서 cut-off 

되어 evaporation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preequi 1 ibrium 단계를 거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를 3단계 핵파쇄 과정이라 하고 preequi1 ibrium 

단계에서는 핵자가 exci ton 개념으로 셜정되어 방출여부가 결정되는데 

preequilibrium 단계의 도입으로 100 MeV 이하의 양성자빔 조사시 

backward 방향의 중성자 에너지 분포에 대환 실험치와 계산치의 차이를 

~01 ~‘ 01 ,1 
딛흐 21 λλ '-t 

그림 2.2에 113 MeV 양성자빔을 납표적에 조사했을 때 300 각도에서 

방출되는 핵파쇄 반웅의 각 단계별 생성 중성자의 에너지별 반웅단면적이 

나타나 있다. 

핵파쇄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evaporation 단계에서 evaporation 

대신 핵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고에너지 핵분열 (high-energy 

fission) 이라 한다. 핵분열은 핵의 여기에너지가 핵분열의 입계에너지를 

능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 악티나이드의 경우는 여기에너지가 대략 5 MeV 

이상이면 핵분열이 가능해지고 일반적으로 6 , 7 MeV 이상이면 핵분열 

확률이 일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확률은 핵종에 따라 0 .4 에서 0.8 사이의 

값을 가진다. 악티나이드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기에너지가 

필요한데 칠량번호가 클수록 같은 여기에너지에서 핵분열 확률이 크다. 

여기에너지 80 MeV에서 203Bi B3은 0 .1 , l73Lu71은 10-4의 핵분열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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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악티나이드가 아닌 경우는 충돌입자의 운동량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여기에너지 증가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악티나이드의 경우 일부 

핵종은 그 외에 중성자 흡수에 의해서도 binding energy의 변화에 의한 

여기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이다. 운동에너지가 0 인 중성자의 흡수에 의해서도 핵분열이 

일어나는 fissi le 물질도 있고 1, 2 MeV 이상의 중성자를 흡수해야 

핵분열이 가능한 fissionable 핵종도 있다. High-energy fission은 중성자 

흡수에 의한 binding energy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고에너지 

충돌입자에 의한 핵분열을 의미한다. 

핵분열일수록 2개 핵분열 생성물들의 

높아진다. 

충돌입자의 

질량번호는 

에너지가 三크L 
'-

같아지는 확률이 

핵파쇄 각 단계별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다. 

1. Intranuclear cascade 

충돌입자가 중성자나 양성자인 경우 intranuclear cascade를 

기술하는 모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Bertini 모벌이다. Bertini 모벨에서 

충돌입자는 핵자들과 binary collision을 반복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반응단면적은 자유입자들 끼리의 반응단면적을 적용한다 Intranuclear 

핵자들의 운동량은 degenerated Fermi 분포에 의해 결정한다. Cascade는 

정해놓은 업자가 핵으로부터 방출되거나 cut-off 에너지 이하로 띨어지면 

중단되는데 preequi 1 ibrium 단계를 적용하려면 cut-off 에너지를 상수로 

셜정하는 대선에 다음과 같은 확률함수에 의거해 각 cascade 별로 다른 

cut-off 에너지를 임의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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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 E 
f(EJ = 2~(1- -:'C) 

‘ E。 E。

식 2.1에서 Ec는 cut-off 에너지이고 Eo는 조절이 가능한 상수이다. 

(2. 1) 

지금까지 설명한 Bertini 모텔 외에도 g 입자나 반양성자등의 충돌까지 

고려한 ISABEL 모벨이 있는데 이 모텔에서는 핵의 potential 

boundary에서의 반사나 산란도 고려할 수 있다. 

2. Preequilibrium 

preeQuilibrium 단계에서 첫번째로 수행하는 것은 cascade의 결과로 

형성된 part icle과 hole의 exciton의 갯수를 아는 것이다. 다음에 Gudima 

공식에 의해 초기의 exciton들이 증감하거나 방출될 확률을 구해 변화를 

계산하고 exci ton들의 갯수가 어느 값을 초과하면 다음 단계인 

evaporation으로 넘어간다. 

3. Evaporation 

evaporation을 기술하기 위해 Dresner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방출입자의 종류와 에너지를 Weisskopf 공식에 의해 결정한다. Weisskopf 

공식은 방출입자 i가 에너지 E 와 E+dE 사이의 값으로 방출될 확률을 

gjm/Y j W(f) 
P(E)dE =~ττ1- .~':_，f dE (2.2) 

π‘h~ W(i) 

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g는 spin state , m은 질량 cr는 inverse reaction 

반응단면적， W(f=finall state , i=init ial state)는 핵의 level 

densi ty를 의미한다. leve 1 densi ty는 Weisskopf 모벨， Gilbert-Cameron-

Cook-Ignatyuk 모탤， Jul ich 모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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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gh-energy fission 

RAL(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모텔은 high-energy fission을 

actinide와 subactinide로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기술한다. Act inide의 

경우는 excitation energy가 6 MeV 이상이면 대체로 일정한 반응단면적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해 6 MeV 이하면 fission 확률을 O 으로， 6 MeV 

이 상이 면 Vandenbosch-Huizenga 공식 인 

log끔 ~ Ø(Z) • A + lfI(z) 
.L f 

(2.3) 

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10, 1f은 각각 중성자 방출， 핵분열 반응 width이고 

Z는 원자번호 A는 질량번호이며 <1>, ψ는 Z에 관계하는 변수이다. 식 

2.3으로부터 핵분열확률은 1f / 10 + 1f 이 된다. subact inide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얻은 몇몇 핵종의 측정치를 excitation energy에 대한 함수로 

fitting을 하므로서 핵분열 level density parameter와 fission barrier를 

결정해 , 실험치가 없는 다른 핵종까지 excitation energy에 대한 

핵분열확률의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핵분열 여부를 결정한 후에 

핵분열물질의 운동량， 전하， 질량을 결정한다. 뻐L 모델외에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모델이 있는데 ORNL 모텔에서는 원자변호 91 

이상의 핵종만 핵분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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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률레이션 코드 

가속기 미입계로 표적시스템의 중성자 특성분석을 위해 2장에서 

설명한 반응과정의 시율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기존의 경수로나 

중수로 프로그램이 대략 20 MeV 이하의 중성자와 물질과의 반웅만올 

고려한 것이므로 20 MeV 이상의 고에너지 중성자와 그외 양성자， 그리고 

파이온등의 하전입자의 물질과의 반응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핵변환율 계산을 위해서는 transport 코드외에 

핵붕괴까지흘 포함하는 별도의 연소계산 코드도 필요한데 기존의 

ORIGEN[ll] 같은 코드는 저에너지 중성자에 의한 반응과 관련되어 계산을 

하므로 가속기 미임계로 시스템에서 요구될 수 있는 고에너지 중성자나 

양성자를 포함한 연소계산을 위한 코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가속기 미임계로용 전산코드개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며 

외국에서는 기존의 고전적안 코드인 MCNP[12]나 MORSE[13] 등에 고에너지 

업자 transport 코드인 HETC(High Energy Transport Code) [14] , 

NMTC(Nucleon Meson Transport Code)[15] 둥을 결합시킨 시스댐을 구축해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뻐TC는 미국의 ORNL에서 개발된 코드로 Bertini 의 intranuclear 

cascade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양성자， 중성자， 파이온， 뮤온등과 

관련된 모든 반응틀을 다루고 있다. 

NMTC는 intranuclear cascade의 경우 Bertini 의 모델을 사용하고 

evaporation의 경우에는 Dresner의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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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핵파쇄 관련 코드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 핵파쇄 반응 모텔에 

의존하므로 어느 모델을 채택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를 얻을수 

있으므로 시율레이션 결과의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 가속기 

미임계로 개발을 수행하는 곳에서는 표적 충돌 검증 실험을 계획하거나 

수행중에 있다. 

제 1 절 고에너지 수송 코드 

1. LAHET 코드 

뻐TC가 intranuclear cascade에서 Bertini 의 모벨을 사용하는 반면 

LAHET[16] 에서는 VEGAS intranuclear cascade 코드에 근원을 둔 ISABEL 

코드의 intranuclear cascade 모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evaporation은 

Dresner 모텔에 의해 다루어지나 가벼운 원자헥의 evaporation은 Fermi 

break-up 모텔에 의해 다루어지며 고에너지 핵분열은 ORNL 모델과 뻐L 

모델중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외에 intranuclear cascade와 evaporation 사이에 중간 단계로서 

preequi 1 i br i um exc i ton 모벨을 셜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level 

density의 변수도 3 개 모텔의 변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NMTC/JAERI 

NMTC!J AERI[ 17] 의 경우 빔입자의 에너지는 15 MeV - 3 GeV로 

제한되어 있고 NMTC의 evaporation 모델인 Dresner 모벌에 고에너지 

핵분열 부분은 Nakahara 모델을 leve 1 dens i ty 변수는 Baba의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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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특정이다. 째TC/JAERI에서 중성자와 양성자의 전체 및 탄성 

반응단면적은 Pearlstein 방식으로 계산되어 진다. 

3. SHIELD 

SHIELD[18]는 하전입자와 10.5 MeV 이상 100 GeV 이하의 고에너지 

중성자의 수송 계산을 한다. 이 코드는 田rc와 같은 능력과 웅용 정도를 

갖는데 다만 다루는 중성자의 에너지 하한션이 10.5 MeV로 뻐TC의 20 MeV 

보다 작다는 것이 특정이다. 

표적 형태는 MORSE의 CG-modulus나 GEMCA modulus를 이용해 정의하고 

최대 167ß 의 다른 매질 및 1개 매질당 최대 8 개의 핵종까지 취급할 수 

있다. 하전 입자의 경우는 이온화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포함되어 있고 

intranuclear cascade의 시율레이션을 위해 CASCAD 또는 QGSM 모벨을 

사용한다. CASCAD 모델의 경우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입사입자의 에너지 3 

- 5 GeV 까지에서 중간 이상의 원자번호를 가진 핵자와의 반응을 잘 

기술하나 가벼운 핵자의 경우에는 잘 적용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QGSM 의 

경우에는 0.5 TeV 까지의 업사입자와 가벼운 핵자를 포함한 모든 핵자와의 

반응을 잘 기술하나 계산시 과다한 CPU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HIELD에서는 산소보다 무거운 핵과 1 GeV 까지의 

업사업자와의 반웅은 CASCAD를 사용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QGSM을 

사용한다. Intranuclear cascade 다음 과정인 deexci tat ion 단계에서는 

질량번호 16 이하의 핵종에서는 Fermi braek-up 모벨을 사용하고 그 

이상의 핵종에는 핵자당 전탈 에너지가 2 MeV 이상일때는 

핵분쇄 (fragmentation) ， 2 MeV 이하일때는 evaporation이나 고에너지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evaporation 시에 방출되는 



입자들은 양성자， 중성자， 이중수소핵， 삼중수소핵， He3 핵， He4 핵 

포함하고 있다. 

4. SITHA 

= (、
숫r돋r 

SITHA(Simulation Transport Hadron)[19]는 10 GeV 까지의 중성자 및 

양성자， 파이온등의 하전 입자의 수송을 다룬다. 업자 수송을 위해 2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intranuclear cascade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 수송의 적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다. 

5. SOURCE 

이 코드는 MS(Moving Source) 모벨과 Bethe의 stopping 이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MS 모델의 장점은 실험 데이타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고 cascade nuc1 eon ernission , preequi 1 ibrium emission , 

evaporation의 3 단계로 반웅을 시율레이션한다. SOURCE[20] 코드는 

양성자빔이나 중성자 발생량의 변화를 표적의 깊이에 따라 볼 수 있다. 

6. FLUKA 

FLUKA[21] 코드는 5 GeV 이상일 때는 Dual Parton 모벨에 근거를 둔 

다중 핵분쇄 (fragmentation) 반응을 포함하고 1 GeV 와 5 GeV 사이일때는 

공명 생성 및 붕괴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핵반융을 이용한다. 

7. PEANUT 

PEANlIT 코드는 intranuclear cascade와 evaporation 및 Atchison 

모벨을 이용한 핵분열 반응을 포함하고 었다. 표적 대상 물질은 수소와 

질량번호가 4 이상인 것 모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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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저에너지 중성자 수송코드 

1. MCNP 

MCNP(Monte Carlo N-Particle)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에서 

개발한 중성자， 전자， 광자 수송코드로 원자로와 관련된 임계도 계산도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코드이다. 임의의 3차원 geometry와 시간에 따른 

계산을 할 수 있고 database화 된 핵자료를 사용하는데 중성자의 경우는 

ENDF를 사용한다. 열중성자는 자유기체와 S(u ,ß) 모멜로 다루어진다. 

LAHET와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고， 중수소 등의 거동을 계산할 수 

있도록 MCNP 코드를 수정하여 만든 떼CNP도 있다. 

2. MORSE 

미국 ORNL에서 개발한 3차원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 몬테칼로 

전산코드이다. MORSE 코드가 개발된 주 목적은 방사선 차폐설계 및 해석올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 해석 시 입자의 에너지를 다군(Multigroup)으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forward 및 adjoint 해를 동시에 계산한다. 사용자 

옵션에 따라 수송방정식의 해를 시간변수(time dependent solution)로 

계산할 수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에서 

개발된 MCNP에 사용자를 빼앗겨 사용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다. 

3. TWODANT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에서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모률로 구성되어 있다. 깨OD.때T[22]는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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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time independent)에 대한 Boltzmann 수송방정식의 혜를 

multigroup discrete-ordinate 방법 을 사용하여 구 한다 . 여 러 가지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1) adjoint 혜를 구할 수 있고， 2) X

Y, R-Z , R-theta 모양을 다룰 수 있으며 , 3) Eigenvalue 계산과 더불어 

외부 선원(f ixed source)에 대한 시스템 반웅올 계산할 수 었다. 가장 큰 

특정으로는 혜를 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대해 

옵션을 사용하여 돈테칼로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혜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 3 절 연소 코드 

1. ORIGEN2 

ORIGEN2는 ORIGEN의 upgrade로 3차원의 구조 및 중성자속 분포 

환경에서 한 부분 또는 한 점에서 핵종의 증감과 변화를 계산하는 

코드이다. ORIGEN2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로는 핵종들의 질량， 동위원소 

구성비， 방사능， 독성， 중성자 흡수율， 분열률， 중성자 방출률， 붕괴열， 

광자방출 등이 있다. 

2. CINDER’90 

LANL에서 개발한 LAHET와 뻐CNP에서 얻은 핵종생성 및 중성자 정보를 

바탕으로 핵종의 붕괴를 포함한 연소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code이다. 

CINDER’90[23]가 제공하는 결과들은 핵밀도， 방사능， 붕괴열， macroscopic 

neutron absorption , decay spectra 둥이 있는데 각각의 결과외에 각 

결과에 대한 주요 핵종들의 기여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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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코드 시스탬 

표적을 포함한 미임계로 관련 시율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여러 고에너지 코드， 저에너지 중성자 코드， 연소 코드 중 각각 1 

가지씩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각 국가별로 어떠한 방식의 코드 

연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미국 

LANL(Los Alamos National Lab.)에서 개발한 LCS[24]가 많이 알려져 

있다. LCS는 LAHET를 이용해 20 MeV 이상의 중성자와 그외 양성자， 

파이온， 뮤온둥의 하전입자의 수송을 다루고 20 MeV 이하의 중성자는 

HMCNP를 이용해 다루는 전산 시스탬이다. 

그림 3.1은 LCS의 각 부분별 코드의 역활 및 이들의 상호연관과 

흐름을 나타내 주는데 LCS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로는 LAHET , 

HMCNP , PHT , HTAPE , STRIP , XSEX 및 MRGNTP 등이 있다. 이들 코드들은 

그럼 3.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연계 사용하여 가속기 마임계로의 핵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20 MeV 이하의 중성자가 발생하면 중성자 

선원 화일 (NE따p)을 만든다. 이 화일은 때CNP에 입력되어 20 MeV 이하의 

중성자 거동의 분석에 사용된다. 기하학적 모사 방법은 MCNP의 경우와 

동일하여 MCNP의 입력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를 발취l하고 양성자 빔에 

관련된 입력자료를 첨가하여 LAHET 코드의 입력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코드의 계산 이력은 그림 3.1에서처럼 출력 화일 (HISTP)에 

기록된다. 이 화일을 이용하여 광자에 대한 선원을 얻을 수 있고， 표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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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에너지와 양성자 1 개당 발생하는 중성자 수 (중성자 수울) 을
 

둥
 

구할 수 있다. 

때CNP는 중성자 선원 화일인 NEUTP나 광자와 중성자의 선원이 

합해진 COMTP을 압력할 수 있으며， 중성자 거동 흑은 중성자-광자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물질계의 표면에서의 업자의 특성은 HISTX 화일에 

저장하여 lITAPE 코드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있도록 한다. 그외에 LCS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가. HTAPE 코드 

LAHET 계산의 출력 화일(HISTP)과 때CNP 출력 화일 (HISTX)을 

입력하여 표적에 입사한 양성자 1개당 발생하는 중성자 수， 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하전 입자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입자들의 양， 

질량과 에너지 평행 등을 계산하는 코드다. 

나. PHT 코드 

그럼 3.1에서 볼 수 있듯이 HI었P를 입력하여 파이온의 붕괴와 여기 

핵종들로부터 발생하는 광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GAMTP 화일을 

만든다. 

다. MRGNTP 

그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성자 선원 화일인 NE따P와 광자 선원 

화일인 G빼IP를 결합시켜 COMTP 화일을 만든다. 

라. XSEX 코드 

HISTP를 이용하여 표적에서 중성자 발생 단면적을 각도별 및 에너지 

별로 계산할 수 있는 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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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TRIP 코드 

이 코드는 특정한 핵종 혹은 특정한 정보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코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가속기 미임계로 연구를 주관하는 JAERI에서 코드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JAERI는 15 MeV 이상의 고에너지 중성자와 양성자둥의 

하전입자 transport 코드로 NMTC를 개량한 뻐rC/JAERI를 이용하고 15 MeV 

이하의 중성자는 MCNP를 사용하며 연소도 계산은 SPCHAIN[25]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 3.2는 JAERI의 가속기 미임계로 전산시스템의 흐름도이다. 

최근에는 TWODANT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ATRAS(Accelerator-Based 

Transmutation Reactor 뻐alysis System)[26]를 개발하고 있다. 

3. 러시아 

7}. JINR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사용하는 수송 코드는 SITHA(Simulat ion Transport Hadron)이며 이 

코드는 10 GeV까지의 중성자 및 양성자， 파이온둥의 하전 입자의 수송을 

다룬다. 10 MeV 이상의 하드론과 핵과의 반웅을 위한 총 반웅 단면적 및 

비탄성 반응 단면적은 HECSF 핵자료를 이용하고 20 MeV 이하의 중성자의 

반응을 위해 GR175-V1 핵자료를 사용한다. 

나. INR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고에너지에에서는 SHIELD를 사용하고 중성자의 경우 에너지가 10.5 

MeV 보다 작으면 LOENT라는 중성자 수송 코드에서 다루어 진다. LO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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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성자의 탄성 및 비탄성 충돌， 흡수， (n ,2n) 같은 반응들이 

고려된다. SHIELD는 LOENT 이외에도 MORSE와 결합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4. 독일 

7t. KFA 

KFA에서 개발한 코드는 HERMES(High Energy Radiat ion Monte Car 10 

E1aborate System) [27] 라는 시스템으로 그럼 3.3에 각 부분별 코드들의 

연관 관계가 나타나 있다. HERMES의 각 부분들은 off-1 ine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운 Monte Car10 코드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용량이나 CPU 시간을 각 시스템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외에 각 단계별로 중간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각 

부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쉽게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KFA 는 고에너지 수송 코드로 뻐rc를 사용하고 저에너지 중성자 수송 

코드로 MORSE-CG[28]를 사용한다. 전자와 광자는 EGS4(E1ectron Gamma 

Shower) 코드[29]를 이용하고 여기된 잔존 핵종의 광자방출을 위해 NDEM 

코드를 사용한다. Ut i 1 i ty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SIM은 田TC의 결과들을 

분석해 역시 utility프로그램으로 개발한 STATl ST로 보내고 STATIST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처리한다. 

나. KfK 

KfK에서는 KFA와 같이 고에너지 수송 코드로 뻐TC를 사용하나 

저에너지 중성자 코드는 MCNP를 사용한다. 맨rc와 MCNP의 결과를 이용해 

20 MeV 이하의 중성자 반응 단면적을 NJOY-JOYFOR90를 활용해 계산한다. 

표적의 핵파쇄에 의한 생성 핵종 관련 부분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18 



ORIGEN을 개 량한 KORIGEN을 개 발했는데 KORIGEN은 기 존 ORIGEN 코드의 

핵붕괴 자료가 핵파쇄시 생성되는 모든 핵종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핵붕괴 자료를 확대해 ORCOMLIB 라는 

새로운 핵붕괴 library를 만든 것이 특정이다. 

이외에 HERMES와 같이 많TC와 MORSE를 사용하나 중성자 반응 단면적 

자료나 계산 방식이 다른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5. 이태리 

7}. ANSALDO 

양성자의 표적과의 반응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중성자 발생의 

시율레이션을 위해 SOURCE 코드를 사용하였는데 SOURCE 코드를 통해 

발생된 중성자의 정보는 MCNP에 입력되어 계산되어 진다. 

나. INFN 

허용되는 입사업자 에너지는 20 TeV 이고 1 GeV 이상일때는 FLUKA 

코드를 사용하고 1 GeV 이하일때는 PEANlIT 코드를 사용한다. 

다. ENEA 

핵파쇄 반웅을 위해 뻐rc 코드를 사용했고 저에너지 중성자 계산은 

MCNP로 했으며 반응 단면적은 NJOY 코드를 이용해 JEF 1 파일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6.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CDF(College de France)를 중심으로 코드가 개발되고 

있는데 핵파쇄 관련 반응을 시율레이션 하기 위해 GEANT 코드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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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수송 계산올 위해 50 MeV 이하의 중성자는 GHEISHA 코드를 50 

MeV 이상의 중성자는 FLU때 코드를 사용한다. 

7. 스위스 

PSI(Paul Scherrer Institute)에서는 고에너지 수송을 위해 把TC

코드를 사용하며 , 20 MeV 이하의 중성자 수송 계산에는 05R[3이을 PSI에서 

개량한 05ILPSI나 TWODANT를 사용한다. 05ILPSI는 연속적인 반웅 단면적을 

이용하는 방식에 기초를 둔 코드인데 반웅 단면적 자료로는 ENDF/B-IV를 

사용하고 핵분열 반웅도 포함하고 있다 . TWODANT는 2차원 수송 코드인데 

사용하는 반웅 단면적 자료는 JEF-2.2에 바탕을 두어 NJOY로 계산한다. 

핵파쇄에 의한 생성 핵종의 붕괴를 계산하기 위해 ORIGEN을 개량한 

ORI田r를 이 용하는데 ORI田r는 ORIGEN에 HETC 코드에 서 나오는 핵 파쇄 

생성 핵종의 생성률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이다. 

제 5 절 다른 코드시스템틀간의 비교 

4절에서 각국의 가속기 미임계로 관련 코드들의 개발 현황을 알아 

보았는데 표 3.1에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31] . 

각국의 코드 시스템틀을 비교하기 위해 800 MeV 양성자 pencil 빔을 

지름 20 cm , 높이 60 cm 설련더 형태의 Pb208 , W186 표적에 조사하는 

시율레이션 수행을 OECD/NEA 주관으로 시행하였다[32]. 표 3.2와 그림 

3 .4부터 3.8에 Pb208 표적의 중성자 생성률 및 1 eakage , 생성 핵종의 

분포들을 비교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田rc를 고에너지 수송코드로 사용한 결과들은 대체로 일치함을 

보였으나 ENEA와 PSI의 결과는 다른것틀과 달리 20 MeV 이상에서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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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yield를 초과하였다. PSI-1와 PSI-2는 저에너지 중성자 수송 코드로 

각각 TWODANT 와 05R을 사용한점 이 다르나 leakage가 차이를 보인다. 생성 

핵종의 원자 및 질량 번호 분포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다른 코드간의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각도에서 핵반웅 모벨의 

개션 및 이의 검증을 위한 실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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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표적내 핵반응 일반 특성 계산 

2 장에서 GeV급 양성자빔이 heavy metal 표적에 조사되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핵반응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3장에서 

그러한 핵반응을 기술하는 자료나 모델들을 이용한 시율레이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시율레이션 코드중 하나인 LANL의 

LCS(LAHET Code System)를 사용해 , 조사된 양성 자빔 의 표적 내 의 투과성 , 

핵반응시 핵으로 부터 이탈되는 핵자나 생성입자의 특성， 표적물질의 

핵변환 특성등에 대해 일반적인 경향을 얄아본다. 

제 1 절 양성자투과 

양성자빔의 표적내의 투과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그렴 4.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름 30 cm , 높이 50 cm 의 설련더 형태인 납 표적에 0.5 , 1. 0 , 

1. 5 , 2.0 , 2.5 GeV의 빔을 조사하는 시율레이션을 하였다. 각 에너지별 

양성자를 5 ,000 개썩 조사하였고 빔의 형태는 지름 10 cm의 원형을 

가정하여 질련더의 윗면 중앙에 조사되도록 하였다. 양성자 투과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범양성자가 표적밖으로 나가거나 표적내에서 

멈출때까지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기서는 범양성자에 의해 

표적의 깊이별로 중성자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를 알아 봄으로서 간접적인 

투과정도를 알아보았다. 즉， 표적을 높이별로 10 cm 씩 5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빔양성자 1 개당 1차 충돌압자인 범양성자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 수를 계산하였다. 표 4.1 에 결과가 나타나 있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렴 4.2 이다. 구간번호는 빔조사표면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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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부터 1 , 2 , 3 , 4 , 5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그림 4.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빔에너지가 0.5 GeV 일때는 3 , 4 , 5 

구역에서 빔양성자에 의해 직접 생성된 중성자가 거의 없다. 빔에너지가 

0.5 GeV에서 1. 0 GeV로 증가하면 구역 1에서 생성중성자의 반이 존재하고 

2 구역에서 1/4 , 나머지 3, 4 , 5 구역에서 1/4 가량이 존재한다. 

빔에너지가 1. 5 , 2.0 , 2.5 GeV로 증가 하더라도 이 비율은 변화가 없고 

전체 생성중성자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에서 계산된 

빔에너지들에서는 마지막 5 구역에서 많아야 4 % 정도의 중성자만이 

생성되므로 이로부터 지름 30 cm의 납표적의 경우 2.5 GeV 이하의 

빔양성자는 50 cm 이상 투과하여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빔에너지가 0.5 GeV이면 20 cm 이상 투과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쟁성입자 

핵파쇄반응시 생성되는 입자들의 양 및 에너지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1절에서 사용한 납표적의 시율레이션 결과를 이용한다. 표 4.2 , 4.4 에 

납표적에 각각 1 GeV 와 2 GeV의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핵파쇄과정에서 

단위양성자당 생성되는 입자들의 수를 에너지구간별로 나타내었다. 

중성자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으로 양성자 a입자， 중수소핵， 삼중수소핵， 

파이온， He3 둥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cascade와 

evaporation 단계에서 모두 생성되나 그외의 입자들중 파이온은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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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나머지는 evaporation 단계에서 생성된다. 파이온은 뮤온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1 GeV 빔조사시 중성자는 27.3 개， 양성자는 4.1개가 생성되었고， 

그외에 α업자 1. 2 , 중수소핵 0.8 , 삼중수소핵 0.5 , 파이온 0 .4, He3 0.04 

개가 생성되었다. 빔에너지가 2 GeV일때 중성자， 양성자는 2배정도， 

나머지 업자들도 He3를 제외하고는 2 - 3 배 정도 증가함올 알 수 있다. 

표 4.3 , 4.5는 중성 자와 양성 자의 경 우에 cascade와 evaporation으로 

나누어 생성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의 경우는 cascade와 evaporation 단계에서 각각 비슷한 양이 

생성되었지만 중성자의 경우는 evaporation 과정에서 약 5 배 가량 더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양성자는 핵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함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핵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 비교적 저에너지 

양성자들이 중성자에 비해 생성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Cascade 단계에서는 비교적 고에너지를 가질수 있어 중성자와의 

방출량 차이가 적으나 상대적으로 evaporation 단계에서는 고에너지를 

갖기가 어려워 중성자에 비해 방출량이 현저히 멸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3은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1 GeV, 2 GeV 

경우 모두 cascade 단계에서 경한 스펙트럽을 보이는데 이는 cascade 

과정에서는 중성자들이 충돌입자와 직접충돌에 의해 방출되는 것에 

기언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빔입자 에너지까지의 에너지 상한선을 가질수 

있다. evaporation의 경우는 MeV 정도에서 정점을 갖는 분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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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표척물질변환 

1차업자나 2차이후 충돌입자와 핵반응을 일으킨 표적핵은 핵변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핵변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납표적과 텅스텐 표적에 

20000 개의 양성자빔을 조사하는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적 형태는 반경 50 cm , 높이 100 cm 의 실린더형으로 설정하고 

양성자빔을 반경 40 cm의 원형 형태로 표적의 중앙에 조사하도록 했다. 

입사빔 에너지는 0.8 GeV와 1.5 GeV의 두가지를 설정해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앞서 설명한데로 LCS 에서 20 MeV 이하의 중성자는 LAHET가 아닌 

HMCNP에서 따로 계산이 수행되는데 HMCNP는 LAHET와 달리 표적외 물질의 

생성률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20 MeV 이하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는 

이번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표적물질변환 계산은 

양성자등의 하전입자와 20 MeV 이상의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한， 즉 주로 

핵파쇄에 의한 방사화만을 고려한 것이다. 

1. 텅스텐표적 

그림 4 .4는 텅스텐 표적에 양성자 1 개가 입사했을때 생성되는 

새로운 핵종들의 평균 갯수를 원자변호의 함수로서 나타낸 것이다. 0.8 

GeV와 1. 5 GeV의 두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생성 핵종의 분포도에서 최대치는 Z=74 , 즉 텅스탠인 경우인데 이는 

원래의 텅스텐 핵종이 핵파쇄 반웅에 의해 중성자를 방출하는 것을 

주반응으로 하는 방식에 의해 원래의 텅스텐 표적의 동위원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표 4.6은 생성된 텅스탠 동위원소의 질량변호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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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1 개 입사시 생성되는 평균 핵종수이다. 0.8 GeV와 1.5 GeV 모두 

W182 핵종이 0.3070 과 0.7043 개로 가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W 

핵종의 총수가 2.0201 과 4.3913 이므로 W182는 이중 15%와 16%를 

차지한다. 

W 동위원소를 포함한 총 생성 핵종수는 0.8 GeV의 경우 3.6 개， 1. 5 

GeV의 경우 7.4 개로， W 동위원소는 이중 56 % 와 59 %를 차지한다. 1. 5 

GeV의 경우 0.8 GeV 경우보다 약 2 배 가량 더 많은 핵종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W 다음으로 2=73 , 72인 Ta , Hf 등의 핵종이 원자번호가 낮아질수록 

적게 생성되는데 이는 낮은 원자번호를 가진 핵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핵파쇄에 의한 양성자나 중성자의 방출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반융이 일어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0.8 GeV의 경우 2=50 에서부터 

원자번호가 낮아지면서 생성률이 증가를 보이다가 2=35 부근에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셜명한 고에너지 핵분열 

현상 때문이다. 고에너지 핵분열은 2 개의 핵분열 생성물이 같은 

원자번호를 갖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2=35 부근에서 정점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낮은 원자번호의 핵종은 핵파쇄보다는 주로 고에너지 

핵분열에 의해 생성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성률은 W 동위원소에 비해 

1000 배 이하로 떨어진다. 

1.5 GeV의 경우에는 2=74부터 원자번호가 낮아질수록 생성되는 

핵종수가 감소되는 정도가 0.8 GeV의 경우보다 완만한데 이는 양성자의 

에너지가 더 크므로해서 보다 많은 수의 양성자나 중성자를 방출시킬 

확률이 0.8 GeV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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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와 4.8는 원자번호 70 이상인 생성 핵종의 양성자 1 개당 

생성갯수와 이를 바탕으로 30 뼈의 (1. 6 X 1022 protons/day) 양성자빔 

조사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양을 계산한 결과이다. 

양성자빔 조사시 텅스텐보다 높은 원자변호를 갖는 Re , Os등도 

생성되는데 이는 (p ,n) 반응등에 기안하는 것이다. 

양성자 1 개당 평균 핵종 생성수로 부터 30 뼈 빔을 1 년간 조사했을 

때의 생성 핵종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실란더 표적의 텅스텐 핵종수로 

나누면 원래 텅스텐 핵의 다른 핵종으로의 변환률을 알 수 있다. 0.8 GeV 

와 1. 5 GeV의 경우에 각각 0.04% , 0.08% 의 변환률을 얻을수 있다. 

2. 납표적 

그럼 4.5 는 0.8 GeV 양성자빔이 납 표적에 조사 되었을 때 생성되는 

핵종의 원자번호별 분포이다. 텅스텐의 경우외- 마찬가지로 표적자체， 즉 

납의 동위원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었고 원자변호가 작아질수록 

생성빈도수가 줄어들다가 고에너지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핵종에 의해 

다시 증가하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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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성 자 생성 특성 계산 

제 1 철 계산조건 

4 장에서 양성자빔 조사시 표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시율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5 장에서는 핵반응시 발생하는 입자중 

미엄계로에서 활용되는 중생자의 표적내에서의 생생특성과 표적표변에서의 

누셜특성을 시율레이션을 이용해 얄아본다. 

표적물질은 4장에서 분석한 Pb , W 외에 Pb-Bi , Ta 둥도 미임계로용 

표적물질로 고려될 수 있는데 [33] ， 표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중 

Pb와 Pb-Bi , 그리고 W와 Ta가 중성자 관련 특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특성(단위부피당 핵수， 질량번호，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적은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Pb와 W의 질련더 형태를 적용한다. 

실린더 형태도 간단한 실린더외에 디스크 형태로 여러개의 디스크를 

간격을 두고 배치하거나， 외부는 기본질련더지만 내부는 디스크 형태，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하는둥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간단한 형태로 내부에 공간이 없는 1가지 물질로 구성된 

실련더 형태의 표적을 분석한다. 표적형태의 변화에 의한 중성자 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실련더표적의 지름과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높이는 50 cm(4 장 l 절에서 언급한데로 50 cm는 GeV 급 

양성자가 표적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다. )로 고정시키고 표적지름만 10 , 30 , 50 , 70 , 90 cm의 5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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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켰다. 지름의 변화에 대한 경향을 알면 높이 변화에 대한 경향도 

유사하므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적지름을 변화시킬때 

빔에너지는 1 GeV로 고정시켰다. 

빔에너지의 경우는 나중에 시율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GeV 정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중성자를 생산하므로 

변화가능 구간을 0.5 에서 2.5 GeV로 설정해 그 사이에 5 point를 잡았다. 

즉 0.5 , 1.0 , 1.5 , 2.0 , 2.5 GeV의 5 가지 빔에너지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빔에너지를 변화시킬때 표적지름은 30 cm로 고정시켰다. 

빔형태는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uniform한 분포를 갖는 지름 10 cm의 

원형형태로 가정하였다. 빔의 지름은 10 cm로 고정시키고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이는 실린더형 표적의 지름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적지름의 변화에 의한 중성자 생성 특성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빔전류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빔전류에 

비례해 시율레이션 결과는 단지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결과는 

빔양성자 1 개당 값으로 나타낸다. 

빔의 생성과 누설을 표적의 각 부분별로 알아보기 위해 4장에서와 

같이 높이가 10 cm인 5 개의 부분 실린더로 나누었다. 빔을 바로 조사받는 

부분을 1번 구역으로 하고 차례로 2 , 3 , 4 , 5 번 구역으로 정한다. 

표면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빔을 바로 조사받는 1번구역의 옆면을 1번으로 

차례로 2 , 3 , 4 , 5 번으로 설정하고 빔을 조사받는 윗면올 6번， 반대쪽 

아래면을 7번으로 설정한다. 그림 4. 1에 빔조사와 관련된 표적구역 및 

표면 구분 방법이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계산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0 



• 표적지름변화 

- 표적지름 10 , 30 , 50 , 70 , 90 cm 

- 표적높이 50 cm 

- 빔에너지 1. 0 GeV 

- 빔지름 10 cm 

• 빔에너지변화 

- 표적지름 30 cm 

- 표적높이 50 cm 

- 빔에너지 0.5 , 1.0 , 1.5 , 2.0 , 2.5 GeV 

- 빔지름 10 cm 

시율레이션 코드는 LCS(LAHET Code System)를 이용하고 핵자료는 

납과 텅스텐 모두 ENDF/B-V를 사용하였다. 표적지름의 변화에 대한 

중성자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5 가지 각 지름별로 10 ,000 개씩의 

양성자를 조사하는 시율레이션을 수행했고， 빔에너지의 변화에 의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빔에너지별로 5,000 개씩의 양성자빔을 

조사하는 사율레이션을 수행하였다. 

LCS는 생성량을 계산할 때 때CNP에서의 결과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n ,xn) 등과 같은 20 MeV 이하의 중성자에 의한 중성자 생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성과 관련된 수치는 실제보다 다소 낮은 값을 갖는데 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성자의 생성 및 표적밖으로의 누셜양， 에너지분포둥을 

계산할때 편의상 100 MeV 이하의 중성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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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는 계산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것에 기인한 차이 

역시 수 % 이하로 크지 않다. 

제 2 철 중성자 쟁성 및 누설량 

l절에서 설명한대로 설린더형 납 및 텅스텐 표적에 GeV 급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전체적으로 또는 표적 각 부분별로 어느 정도의 

중성자가 생성되고 표면으로 누설되는지， 또한 그 양은 표적지름이나 

빔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본다. 표적의 각 부분별 

중성자 생성 및 누설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l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성의 경우는 구역 1, 2 , 3 , 4 , 5 각각에 대해， 누설의 경우는 표면 1 , 

2 , 3 , 4 , 5 , 6 , 7 각각에 대해 계산을 했다. 

1.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 

표 5.2는 납표적의 경우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라 5 개 각 구역별로 

양성자 1 개당 몇 개의 중성자가 생성되고， 7 개 각 표면별로 몇 개의 

중성자가 누설되는지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적전체에 대한 값도 계산되어 

있다. 표 5.3은 텅스텐 표적의 경우에 대한 같은 종류의 값이다. 

5.1은 납과 텅스탠표적의 전체 생성 및 누설량을 그래프로 비교해 

그림 

놓은 

것이고 그림 5.2 , 5.3은 각 구역별 생성량의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각각의 일정한 지름의 표적에서 구역별로 생성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림 5 ,4 , 5.5 , 5.6은 누설량이 표적표면별로， 또한 

각 표면의 누설량이 표적지름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림 

5.5는 그림 5 .4와 같은 그래프이나 7 개 표면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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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옆， 아래의 3개 표면에 대해 본 것이다. 표면번호로 구별하면 

위표면은 6 , 옆표면은 1+2+3+4+5 , 아래표면은 7에 해당된다. 

그럼 5.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 표적의 중성자 생성의 경우 

납과 텅스탠 표적 모두 표적지름이 증가할수록 생성량도 증가하는데 

표적지름이 증가할수록 중성자 생성과 관련있는 반응을 일으킬수 

이는 

。1 1=
까"''-

고에너지 입자가 표적을 탈출할 확률이 떨어지게 때문이다. 표적지름이 10 

cm 일때 납표적은 18.3 n/p , 텅스텐 표적은 20.7 n/p의 중성자를 

생성하고， 표적지름이 30 cm로 증가하면 생성량이 26.7 n/p과 30.2 n/p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30 cm 이상으로 표적지름이 변하면 증가세가 완만해 

지는데 이는 고에너지 입자의 탈출확률이 exponential 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적물질의 질량번호가 클수록 중성자생성량이 크므로 질량번호 

207인 납이 질량번호 184인 텅스탠보다 핵 l 개가 양성자와 핵파쇄반웅 

할때 더 많은 중성자를 생성하나 표 5.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텅스탠의 

핵자빌도가 납보다 2배 가량 크므로 핵파쇄반웅수가 그만큼 높아져 

표적전체에서 생성되는 중성자량은 텅스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 5.2에서 5 개 각각의 구역에서의 중성자 생성도 전체중성자 

생성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그럼 5.3에서 양성자빔의 조사를 받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일수록 중성자 생성이 exponetial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중성자 생성량의 증가 경향을 셜명한 이유와 같은 

이치이다. 핵자밀도가 더 큰 텅스텐이 높은 구역번호에서 납보다 더 

급격히 중성자 생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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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중성자는 표적물질과 충돌반웅을 일으키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표적물질핵에 흡수되거나 표적표면 밖으로 

누셜되게 된다. 미임계로에서 이용하게되는 중성자는 표적밖으로 누설되는 

것이므로 같은 범조건 하에서 가능한한 많은 중성자를 미엄계로의 

노심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적에서의 생성도 많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표적내에서 생성된 중성자들이 표적내에서 흡수됨 없이 누셜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적물질의 흡수단면적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표적물질이 노섬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단 표적 밖으로 

누설된 중성자나 핵변환 과정중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가 다시 

표적을 통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성자경제 측면에서도 표적물질의 

흡수단면적은 낮을수록 좋다. 

그립 5.7은 납과 텅스텐의 중성자 반응단면적올 보여주는데 

흡수단면적의 경우 납의 경우가 텅스탠보다 월동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1에 열중성자의 흡수 반응단면적이 있는데 납이 0.17b으로 텅스탠보다 

약 100 배 가량 작다. 우리가 셜계하고자 하는 가속기 미임계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3절에서 자세히 셜명되어 지지만 표적에서 

생성된 중성자도 평균에너지가 수 MeV이므로 열중성자보다는 수백 keV나 

MeV 정도에서의 흡수 반응단면적이 중요하다. 

표 5.6 , 5.7은 1 GeV 양성자빔 조사시 납과 텅스텐의 생성 및 

누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보여준다. 0 에서 100 MeV 의 에너지 

구간을 o - 0.01 , 0.01 - 0.1 , 0.1 - 1, 1 - 10 , 10 - 100 MeV의 5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생성 중성자가 MeV 근방의 에너지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럼 5.7의 흡수 반응단면적 그래프에서 납의 경우에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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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에서 10-3 에서 10-2 barn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반해 텅스텐의 경우에 

10-1 barn 근처의 값을 가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중성자가 아닌 MeV 

근방의 중성자도 텅스렌의 흡수 반웅단면적이 큼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핵자밀도가 높아 텅스렌이 납보다 많은 중성자를 

생성하지만 생성된 중성자의 흡수정도도 더 커서 궁극적으로 미임계로의 

노심에서 이용하게 되는 표적밖으로의 누설 중성자의 수는 표적지름이 

커질수록 납표적의 경우가 더 크게 된다. 

표 5.2에서 표적지름이 10 cm 일때 납표적의 경우는 18.3 n/p의 

중성자를 누설하나(표 5.2에 표적지름이 10 cm~ 납표적의 경우 생성보다 

누설이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절명한대로 첫째， 생성계산에는 

(n , xn) 퉁의 반응에 의한 중성자 생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100 MeV 이상의 중성자는 생성과 누설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100 MeV 이상의 고에너지 중성자는 누설보다는 생성의 경우에 더 많기 

때문에 생성 중성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 

탱스렌표적의 경우는 20.2 n/p 개의 중성자를 누설해 이 경우에는 

생성과 누설 모두 텅스탠이 크다. 그러나 표적지름이 30 cm 인 정우에는 

납이 26.7 n/p , 텅스텐이 21. 7 n/p 개의 중성자를 누설해 생성은 텅스텐이 

크지만 누셜은 납이 크게된다. 표적지름이 증가하면 텅스탠은 생성도 

증가하지만 흡수도 증가하게 되고 흡수증가율이 생성증가율을 능가하게 

되어 표적지름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누설중성자는 감소하게 된다. 

납의 경우에는 흡수 단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 표적지름이 

증가하더라도 흡수증가율이 생성증가율을 능가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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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지름이 90 cm 까지 증가하더라도 생성， 누설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1에 납과 텅스텐의 생성과 누설중성자량이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성량은 납， 텅스텐 모두 증가하나 누설중성자양은 납의 경우 

표적지름이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나 텅스텐의 경우는 표적지름 30 cm 

에서 최대 누셜량을 보이고 이후 감소한다. 텅스텐은 5 개 표적지름 

중에서 지름이 30 cm 일때 최대누설량을 나타냈으나， 정확한 최대 

누셜량을 보이는 표적지름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적지름에서 

계산을 수행해서 누설량과 표적지름과의 연속적인 그래프를 얻어야 한다. 

납의 경우 표적지름이 90 cm 일때까지 누설량이 증가했으나 표적지름이 

계속 증가하면 고에너지 업자에 의한 중성자 생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흡수반응수는 늘어나므로 어느 표적지름 이상이 되면 텅스텐과 같이 

누설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한 많은 중성자를 누셜하는 것이 좋으면 지금까지 셜명한대로 

최대누셜량을 보이는 표적지름을 갖도록 표적을 셜계해야 하지만 

누설량외에 누설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도 핵변환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같이 고려되야 하는 등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으므로 모든것을 

종합해 표적의 제원이 결정되야 한다. 

3절에서 중성자 에너지 분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는데 표적지름이 

증가할 수록 중성자가 누셜되기전 많은 충돌을 겪어 누셜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것이 핵변환 효율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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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다른 것들 중에는 냉각을 위한 열전달 등도 있는데 

간단한 예로 납표적의 경우 중성자를 더 많이 누절시키고자 표적지름을 

어느 한도 이상 계속 증가시킬 수 없는데 이는 미임계로 크기와 관련되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표적 크기가 결정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5 .4 - 5.6은 7 개 부분표면에서의 누설량과 표적지름의 

변화와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표적지름이 작으면 옆면으로 누설될 수 있는 중성자의 

방향 영역이 커져서 옆면으로의 누설 가능성이 커진다. 표적지름이 

커질수록 반대로 윗면과 아랫면으로 누설될 확률은 커진다. 그렴 5.5는 

윗면， 옆면， 아랫면으로의 누설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표적지름이 

커질수록 윗면과 아랫면으로의 누설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텅스탠의 

경우는 흡수단면적이 커서 그 증가세가 둔화됨을 보얀다. 반면에 옆면의 

경우는 납의 경우 단순감소가 아닌데 이는 표적지름이 커지면서 생성량이 

커져 그에 비례해 누셜량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지릅변화에 의한 누설량 

자체의 증가가 위 , 아래면으로의 이동으로 언한 감소보다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텅스텐의 경우는 흡수단면적이 커서 감소가 빨리 

이루어진다. 

5 개의 옆면중 빔조사 부분에 가까운 옆면일수록 중성자 생성이 

많아져 누설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표적지름이 커질수록 중성자 수송 

경로가 달라질 확률이 높아지고 누설위치가 이웃하는 옆면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납의 경우에 생성이 증가해서 누셜도 증가해야 하나 표면 1은 

표적지름이 커질 수록 표면 6과 표면 2로 중성자 누셜이 생성중성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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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이동하고， 반대로 표면 2 둥으로부터 누설되었던 중성자가 표면 

1로 누설되는 양은 작아 결국 표적지름 증가와 함께 누설중성량의 감소가 

빨리 일어난다. 표면 2의 경우는 표적지름의 증가로 생성과 표면 1에서 

누설되었던 중성자들이 이동해서 누설되는 양이 원래 표면 2에서 

누설되었으나 다른 표면으로 옮겨져 누설되는 중성자보다 커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적지름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 대부분이 위와 

아래로 누설될 것이다. 

텅스텐의 경우 전체 누설 중성량중 위 표면으로 누설되는 중성자의 

비율이 납에 비해 높은데 이는 텅스텐의 높은 핵자밀도에 의한 충돌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흡수단면적이 높아 아래면으로의 누셜은 거의 

없다. 

2. 빔에너지 변화에 따른 영향 

표 5 .4, 5.5는 지름 30 cm , 높이 50 cm의 실련더형 납과 텅스텐 

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커면서 조사했을때 각 구역과 표면별로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렴 5.8에 표적 전체에서 생성되고 

누설되는 중성자량을 빔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냈는데 납의 정우 빔에너지가 

0.5 GeV 일때 9.9 n/p개의 중성자가 생성되었으나 빔에너지가 2.5 GeV 

일때 62.7 n/p 개의 중성자가 생성되었고， 텅스텐의 경우는 11.0 n/p 

개에서 78.3 n/p 개로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조사된 빔 에너지 구간에서 

생성 및 누설량이 빔에너지와 거의 직선적으로 비례함올 알 수 있다. 

이는 4장 2절에서 설명한데로 핵파쇄 과정에서 빔에너지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입자의 에너지 분포가 약간 경해지는 정도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빔에너지의 증가효과가 거의 생성입자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빔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증가세는 둔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위 

빔에너지당 중성자 생성갯수를 빔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그럼 5.9에서 알 

수 있다. 

납과 텅스텐 표적의 경우 모두 단위 빔에너지당 중성자 생성량은 1 

에서 2 GeV 사이에 최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핵파쇄 

반웅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중성자를 생성할 수 있는 빔에너지는 납과 

텅스탠의 경우 l 에서 2 GeV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중성자 생성 빔에너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범에너지에서 계산을 수행해서 중성자 생성량과 빔에너지의 연속적인 

그래프를 얻어야 할 것이다. 

텅스탠 생성량이 납의 경우보다 많은 이유는 지름변화에 의한 

영향에서 셜명했고 중성자 누설량의 경우 흡수량이 생성량과 비례하므로 

누설량도 빔에너지의 증가시 생성량과 같은 경향음 가지고 증가하게 된다. 

빔에너지의 변화에 의해 생성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가 섬하게 변하면 그에 

따른 중성자 흡수 단면적의 변화로 흡수량의 변화에 따른 누설량 변화가 

생길 수 있으나 앞서 셜명한대로 빔에너지 증가에 대해 에너지 분포가 

거의 차이 없이 약간 경해지므로 생성 중성자 에너지 분포 변화에 기인한 

누설량 변화는 거의 없다. 

납표적의 경우 빔에너지 1.5 , 2.0 , 2.5 GeV에서 중성자 누셜량이 

생성량보다 많은데 이는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서 설명한대로 

생성량 계산시 (n ,xn) 반응에 의한 중성자 생성과 100 MeV 이상의 

중성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성량이 누셜량보다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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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생성량은 실제값보다 작은 값이다. 그럼 5.10에서 5.14는 

빔에너지에 따른 구역 및 표면별 중성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제 3 절 중성자 에너지 분포 

2절에서 중성자의 생성 및 누셜량이 표적지름이나 빔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는데 3절에서는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들이 어떠한 에너지분포를 가지며 그러한 에너지분포가 마찬가지로 

표적지름과 빔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 본다. 

1. 표적지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 

생성되거나 누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0 에서 100 

MeV의 에너지 사이를 4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구간의 중성자 -λ‘ E크 

T三"

계산했다. 그림 5.15 - 5.17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5 가지 

표적지름중에서 10 , 50 , 90 cm의 표적전체 생성 및 누설중성자의 

에너지분포이다. 표 5.6 , 5.7은 46 개의 구간을 o - 0.01 , 0.01 - 0.1 , 

0.1 - 1 , 1 - 10 , 10 - 100 MeV의 5 구간으로 나눈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생성의 경우는 납과 텅스텐 모두 5 가지 표적지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5.6 , 5.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 - 10 

MeV 구간에 60 % 이상의 생성 중성자가 밀집해 있고 나머지는 0.1 - 1 과 

10 -100 MeV 구간에 나누어져 있는데 0.1 - 1 MeV 구간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0.1 M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는 극히 

미미하게 생성됨을 알 수 있고 1 MeV 근방에서 최대분포를 보인다. 

표적지름이 증가하면 납과 텅스텐 모두 에너지분포가 약해지는데 

이는 표적지름이 작을때 표적 밖으로 누셜될 확률이 높은 고에너지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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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증가하면서 누셜되는 대신 2차， 3차 핵파쇄 반웅을 일으킬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차， 3차 등의 핵파쇄 반웅을 일으키는 충돌업자는 

1차반응을 일으키는 충돌입자에 비해 낮은 에너지를 갖고， 충돌입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분포가 약해진다. 

따라서 표적지름이 증가하면 생성중성자의 평균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데 표 5.8 , 5.9에 표적지름 변화에 의한 생성중성자의 평균에너지 

변화가 나타나 있다. 납의 경우 표적지름이 10 cm 일때 생성 중성자의 

평균에너지는 7.5 MeV 이었으나 지름이 90 cm가 되면 6.9 MeV로 약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텅스텐의 경우도 7.4 MeV에서 6.8 MeV로 감소한다. 그림 

5.18에 중성자 평균에너지와 표적지름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누셜중성자의 경우는 중성자흡수가 없다면 단지 표적물질핵과의 

충돌에 의해 생성중성자가 에너지를 잃게되서 누설되므로 생성중성자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표적지름이 클수록 생성되서 누셜되기까지 

충돌회수가 커져 생성중성자와 누셜중성자와의 에너지 차이가 커진다. 

텅스텐의 경우 핵자밀도가 납보다 높아 같은 정도의 표적지름 증가시에 

생성중성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으면 납보다 더 급격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성자흡수가 있으면 생성중성자가 누셜되기 전에 

흡수가 일어나므로 흡수가 주로 발생하는 에너지대의 중성자 누설이 

감소해 이에 기인한 누셜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에 변화가 생긴다. 

그림 5.7의 중성자 반웅단면적과 그림 5.1의 생성 및 누설량에서 알 

수 있듯이 납의 경우는 흡수를 거의 고려치 않고 충돌에 의한 에너지 

감소만 고려하면 되지만 링스텐의 경우는 1, 2 MeV 이하의 중성자흡수가 

어느정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1, 2 MeV 이하의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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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흡수가 없다고 가정했을때의 누설중성자의 평균에너지보다 작으므로 

1, 2 MeV 이하의 중성자 흡수에 의해 평균에너지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텅스텐표적은 높은 핵자밀도에 의한 충돌기회 증가로 

누설중성자의 평균에너지가 표적지름이 증가하면 납표적의 경우보다 

급격히 낮아지지만 1, 2 MeV 이하의 중성자 흡수로 인해 평균에너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 납과 비슷한 정도의 평균에너지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누설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는 그림 5.15 - 5.17에 

나타나 있다. 납의 경우에 누설중성자의 에너지는 생성중성자의 

에너지보다 약해져서 왼쪽으로 이동한 모양을 보이지만， 텅스텐의 경우는 

여기에 중성자흡수가 발생한 형태를 보여준다. 표적지름이 증가할수록 

납과 텅스텐 모두 이동정도가 심해지고 같은 조건에서는 텅스텐이 납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누설중성자의 평균에너지는 납의 경우 

표적지름이 10 cm 일때 5.6 MeV 에서 90 cm 일때 1. 7 MeV로， 

텅스텐표적은 4.4 MeV 에서 1. 7 MeV 로 감소한다. 

2. 빔에너지 변화에 따른 영향 

표 5.10 , 5.11은 지름 30 cm , 높이 50 cm인 납과 텅스텐 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조사했을때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럼 5.19 - 5.21은 빔에너지 0.5 , 1. 5 , 2.5 

GeV에서의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 그래프이다. 

표 5.12에서 납표적의 경우 빔에너지가 0.5 GeV 일때 생성중성자의 

평균에너지는 6.4 MeV에서 빔에너지가 2.5 GeV가 되면 평균에너지는 8.3 

MeV로 증가한다. 누설 중성자의 경우는 2.9 MeV에서 3.6 MeV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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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그 결과는 표 5.13에 나타나 있고 

그림 5.22는 납과 텅스텐 표적의 생성 및 누설 중성자의 평균에너지를 

범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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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가속기구동 미엄계로에서는 중성자원으로 GeV 급의 양성자빔을 

중핵물질 표적에 조사할 때 발생하는 핵파쇄 중성자를 이용한다. 핵파쇄 

표적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 LAHET Code System올 사용해 Pb와 W 표적의 

중성자 발생 시율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중성자 생성 및 누설량과 중성자 에너지분포 및 

평균에너지로서， 이러한 값틀이 양성자빔 에너지와 표적형태의 변화에 

따라 어맹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 빔에너지를 0.5 , 1. 0 , 1. 5 , 2.0 , 2.5 

GeV로， 표적의 지름을 10 , 30 , 50 , 70 , 90 cm로 변경시키면서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적의 높이는 50 cm로 고정시켰는데 표적의 

높이 변화에 대한 중성자 생성량 및 에너지의 변화는 지름의 변경에 의한 

변화와 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적지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성자 누설량의 관점에서 W는 

최대치를 갖는 지름을 찾을 수 있으나 Pb의 경우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지름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빔에너지가 1 GeV , 높이가 50 cm 일 

경우에 W는 30 cm(22 n/p) , Pb는 50 cm(29 n/p)의 지름이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적의 표적형태는 누설된 중성자의 transutation 

eff iciency를 최고로 하는 것이여야 하므로， 누설중성자의 양 뿐 아니라 

에너지분포 및 평균에너지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노섬계산과 연계시킨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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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중성자의 평균에너지는 표적지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지름 

30 cm의 W, 지름 50 cm의 Pb 경우에(빔에너지 = 1 GeV , 높이 = 50 cm) , 

생성중성자는 대략 7 MeV, 누설중성자는 대략 2 MeV 정도이다. 

빔에너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빔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생성량도 

증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됨을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단위에너지당 중성자 

생성량은 1. 0 - 2.0 GeV 사이에 최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름 30 

cm , 높이 50 cm 표적의 경우 빔에너지가 0.5 GeV에서 2.5 GeV로 

증가하면 , 누설 량은 W가 8 n/p에 서 56 n/p로 • Pb는 10 n/p에 서 63 n/p로 

증가한다. 같은 형태의 표적에서 누설중성자 평균에너지는 빔에너지가 0.5 

GeV에서 2.5 GeV로 증가하면 W는 대략 1. 9 MeV 에서 2.3 MeV로， Pb는 

2.9 MeV에서 3.6 MeV 정도로 증가한다. 

본 보고서에서 중성자 생성과 관련되어 연구한 것은 1 가지 물질로 

된 단순 실린더 형태였으나 이와는 달리 디스크를 어떤 간격을 두고 

셜치하는 변형된 실련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텅스텐 표적의 

경우에 일정한 두께를 가진 여러개의 디스크로 배열된 구조로 사용했을때 

디스크들의 간격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고에너지 입자들의 탈출로 인한 

중성자 생성의 감소보다 빈 간격에 의해 흡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높아 

전체 누셜중성자는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디스크들간의 

간격이 너무 크면 통실련더의 경우보다 누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즉 

디스크틀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하면 통으로 된 질린더 형태를 이용할 때 

보다 보다 많은 중성자를 누설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정제적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스크들을 배열하고 디스크들의 외부를 감싸거나 납과 

텅스텐을 한 표적에 동시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변형된 형태의 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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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미암계로의 경제성이 중성자 생성 단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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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율레에션 코드들간의 계산 결과 비교를 위해 사용한 코드들 

Laboratory Authors Used Codes 

1.때SALOO(Genoa) P.Neuhold , P.Riscossa Moving Source Mode+MCNP 

2. J INR (Dubna) A.Daniel SITHA 

3.CDF (Paris) F.Bacha , J.Maillad GEANT+FLUKA+GHEISHA 

4. INFN(Mi lano) A.Ferrary ,P.Sala FLUKA+PEANUT 

5.INR (Moscow) A.Dementyey SHI ELD+LOENT 

N.Sobolevsky 

6.ENEA(Roma) P.A.Landeyro HETC(NEA)+MCNP 

A.Orazi , A.Santilli 

7. JAERI (J apan) H.Takada NMTC(JAERI)+MCNP 

8.LANL(U.S.) L.L.Daemen , G.Russel Ll따1ET+MCNP 

9. KFA (J ul i ch) P.Cloth , V.Dr따{e HERMES=HETC(KFA)+MORSE 

D.Filges , R.D. Neef 

10.KfK-1 C.Broeders HERMES=HETC(KFA)+MORSE 

(Karlsruhe) I.Broeders 

11.KfK-2 C.Broeders HERMES=HETC(KFA)+MCNP 

(Karlsruhe) I.Broeders 

12.KfK-3 M.Segev HERMES=HETC(KFA)+MCNP 

(Karlsruhe) 

13.PSI-1 F.Atchison HETC(PSI)+TWODANT 

(Vi 11 igen) Y.Kadi , H.U.Wenger 

14. PSI-2 F.Atchison HETC(PSI)+05R 

(Vi 11 igen) Y.Kadi , H.U.‘V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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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비교 분석애 참여한 각 코드들의 납 표적 중성자 계산 결과 

* 

Laboratory Neturon Neutron 

Yield Leakage 

En>20 En<20 Total En>20 En<20 Total 

MeV MeV MeV MeV 

1. 때SALOO 0.21 10.32 10.53 

2. JINR 0.72 19.47 20.19 0.66 17.33 17.99 

3. COF 1. 06 8.43 9.49 

4. INFN 

5. INR 2.28 19.46 21. 74 0.88 15.43 16.31 

6. ENEA 0.95 18.75 19.70 1. 30 19.73 21.03 

7. JAERI 0.77 19.77 20.54 

8. LANL 2.50 15.79 18.29 1. 17 15.02 16.19 

9. KFA 1. 98 14.59 16.57 0.90 13.37 14.27 

10. KfK-1 1. 98 14.59 16.57 0.89 13.06 13.95 

11. KfK-2 1. 98 14.94 16 ‘ 92 

12. KfK-3 1. 98 14.69 16.67 

13. PSI-l 0.11 16.36 16.47 1. 50 12.37 13.87 

14. PSI-2 0.11 16.52 16.63 1. 50 14 .47 15.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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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빔양성자 1 개당 1차 충돌입자인 빔양성자에 의해 지름 30C01 , 높이 

50 cm의 실린더형 납표적에 의해 생성되는 구역별 중성자 수. 

괄호안은 전체 중성자양에 대한 % 

빔에너지 

0.5 GeV 1. 0 GeV 1. 5 GeV 2.0 GeV 2.5 GeV 

구역 1 4.212(68) 7.030(52) 8.648(49) 9.786(49) 10 .882(48) 

2 1. 959(32) 3 .443(25) 4.712(26) 5.112(25) 5.671(25) 

3 0.002(0) 1. 854 (14) 2.478 (14) 3.062 (15) 3.370 (15) 

4 0.000(0) 0.865(6) 1. 196(7) 1. 471(7) 1. 674(8) 

5 0.000(0) 0.390(3) 0.753(4) 0.856(4) 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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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양성자 1 GeV 빔을 지름 30 cm , 높이 50 cm 납표적에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되는 입자수 

proton neutron pl deuteron t r 1 ton he-3 alpha 

0- 0.1 (MeV) 0 0.344 0 0 0 0 0 

0.1 - 1 0.000 4.896 0 0 0 0 0 

1 - 10 1.258 17.310 0.013 0.513 0.306 0.001 0.024 

10 - 100 2.010 3.927 0.250 0.292 0.210 0.036 1. 171 

100 - 1000 0.789 0.870 0.105 0 0 0 0 

1000 - 2000 0 0 0 0 0 0 0 

Tota! 4.057 27.347 0.368 0.805 0.516 0.037 1. 195 

표 4.3 양성자 1 GeV 빔을 지름 30 cm , 높이 50 cm 납표적에 조사했을때 

양성자 l 개당 생성되는 핵파쇄 단계별 중성자 및 양성자 수 

protoll neutron 

cascade evaporation cascade evaporation 

o - 0.1 (MeV) 0 0 0 0.343 

0.1 - 1 0 0 0.014 4.882 

1 - 10 0.086 1. 171 0.716 16.600 

10 - 100 1.436 0.574 2.862 1. 065 

100 - 1000 0.789 0 0.870 0 

1000 - 2000 o o 0 0 

Total 2.311 1.745 4.462 2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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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양성자 2 GeV 빔을 지름 30 cm , 높이 50 cm 납표적에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되는 입자수 

proton neutròn pl deuteron tríton he-3 alpha 

o - 0.1 (MeV) 0 0.616 0 0 0 0 0 

0.1 - 1 0.002 8.745 0 0.001 0.001 0 0 

1 - 10 2.877 32.360 0.036 1. 433 0.839 0.030 0.173 

10 - 100 4.656 9.760 0.740 1. 170 0.713 0.221 2.613 

100 - 1000 1.167 1. 633 0 .492 0 0 0 0 

1000 - 2000 0.182 0.088 0.003 0 0 0 0 

Tota! 8.884 53.202 1. 271 2.604 1.553 0.251 2.786 

표 4.5 양성자 2 GeV 빔을 지름 30 cm , 높이 50 cm 납표적에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되는 핵파쇄 단계별 중성자 및 양성자 수 

proton neutron 

cascade evapor a II Oll cascade evapoTatlon 

0- 0.1 (MeV) 0 0 0 0.616 

0.1 - 1 0 0.002 0.028 8.717 

1 - 10 0.183 2.694 1.494 30.870 

10 - 100 2.833 1. 823 6.088 3.672 

100 - 1000 1.167 0 1.633 0 

1000 - 2000 0.182 0 0.088 0 

Tota! 4.365 4.519 9.331 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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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W 동위원소의 양성자 1 개 업사시 생성 핵종수 

W 동위원소 0.8 GeV 1. 5 GeV 

W169 0.0009 0.0011 

W170 0.0049 0.0052 

W171 0.0081 0.0116 

Wl72 0.0218 0.0311 

W173 0.0251 0.0413 

W174 0.0484 0.0854 

W175 0.0509 0.0976 

W176 0.0974 0.1860 

Wl77 0.1026 0.1992 

W178 0.1892 0.3892 

W179 0.2137 0 .4615 

W180 0.1982 0.4593 

W181 0.2663 0.5969 

W182 0.3070 0.7034 

W183 0.1884 0.4263 

W184 0.1803 0.4323 

W185 0.0562 0.1171 

W186 0.0605 0.1470 

총 W 통위원소 2.0201 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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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W 표적에 0.8 GeV 양성자빔 조사시 원자번호 70 이상인 핵종의 

생성량 

핵종 생성갯수/양성자 1일 생성량 (g/day) 

Ba (2=70) 0.0765 0.3381 

La (2=71) 0.1254 0.5679 

Hf (2=72) 0.1944 0.8992 

Ta (2=73) 0.6945 3.3349 

W (2=74) 2.0201 9.8509 

Re (2=75) 0.1044 0.5056 

Os (2=76) 0.0005 0.0022 

표4.8 \\'표적에 1. 5 GeV 양성자빔 조사시 원자번호 70 이상인 핵종의 

생성량 

핵종 생성갯수/양성자 1일 생 성 량 (g/day) 

Ba (2=70) 0.1048 0.4649 

La (2=71) 0.2144 0.9743 

Hf (2=72) 0.3380 1. 5728 

Ta (2=73) 1.4046 6.7574 

W (2=74) 4.3916 21. 4456 

Re (2=75) 0.1330 0.6448 

Os (2=76) 0.0009 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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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미임계로용 표적 물질들의 중성자 생성과 관련된 특성 

materìal thermal absorptìon Z/A densi ty nucleus densìty 

cross section (b) (g/cm3
) (x 1022 1 cm3

) 

Ta 21. 0 73/181 16.6 5.54 

w 19.2 74/184 19.3 6.32 

Pb 0.17 82/207 11. 4 3.31 

Pb-Bi 0.094 82.5/208 10.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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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높이 50 cm의 납표적의 지름을 변화시카면서 1 GeV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수 

(혔; 10.0 30.0 50.0 70.0 90.0 

8.96 10.48 10.81 10.97 11.03 

2 5.29 7.70 8.27 8.52 8.70 

3 2.63 4.76 5.37 5.65 5.78 

4 1. 03 2.50 3.05 3.28 3.43 

5 0.36 1. 25 1. 61 1. 85 1. 97 

Total 18.28 26.68 29.10 30.27 30.91 

鐵: 10.0 30.0 50.0 70.0 90.0 

1 7.14 4.65 2.98 1. 87 1. 21 

2 5.34 6.09 4.52 3.10 2.09 

3 2.80 4.74 4.25 3.23 2.28 

4 1. 16 2.95 3.09 2.54 1. 88 

5 0.40 1.37 1. 57 1.34 1. 01 

6 1.43 5.73 9.39 12.47 14.67 

7 0.07 1. 12 3.07 5.29 7.21 

Total 18.33 26.65 28.86 29.84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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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의 지름을 변화시키면서 1 GeV 양성자빔 

조사했을때 양성자 l 개당 생성 및 누섣되는 중성자수 

혔; 10.0 30.0 50.0 70.0 90.0 

1 13.84 16.89 17.36 17.48 17.51 

2 5.33 8.90 9.65 9.85 9.93 

3 1. 36 3.33 3.92 4.14 4.20 

4 0.15 0.80 1. 18 1. 34 1. 40 

5 0.03 0.25 0 .43 0.52 0.57 

Total 20.71 30.16 32.55 33.33 33.61 

혔: 10.0 30.0 50.0 70.0 90.0 

1 10.51 4 .40 1. 29 0.35 0.10 

2 5.51 5.06 1. 92 0.58 0.17 

3 1.55 2.68 1.36 0.50 0.16 

4 0.24 0.98 0.69 0.31 0.11 

5 0.04 0.27 0.24 0.13 0.05 

6 2.32 8.09 10.35 11.00 11.12 

7 0.00 0.18 0.47 0.67 0.76 

Total 20.16 2l. 65 16.33 13053 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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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지름 30 cm , 높이 50 cm의 납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수 

|댁풋L 0.5 1. 0 1. 5 2.0 2.5 

5.78 10.64 14.52 17.26 19.94 

2 3.29 7.52 11 .43 14.01 17.04 

3 0.54 4.66 7.40 10.04 12.55 

4 0.23 2 .43 4.50 6.28 8.00 

니「 0.08 1. 23 2.78 3.88 5.18 

Total 9.92 26 .48 40.63 51.48 62.71 

l選풋L 0.5 1.0 1. 5 2.0 2.5 

1 2.25 4.66 6.75 8.30 9.89 

2 2.40 6.03 9.10 11.30 13.59 

3 1. 29 4.66 7.49 9.65 11.90 

4 0.54 2.88 4.90 6.64 8.34 

5 0.18 1. 34 2.49 3.42 4.36 

6 3.00 5.75 8.04 9.58 11.30 

7 0.13 1. 12 2.13 3.05 3.97 

Total 9.78 26 .44 40.89 51. 93 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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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지릅 30 cm ,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수 

(혔풋L 0.5 1.0 1.5 2.0 2.5 

1 8.88 16.98 23.86 29.40 34.84 

2 1. 62 8.89 13.85 19.10 23.56 

3 0.36 3.38 6.16 9.18 11. 85 

4 0.11 0.79 2.45 4.15 5.75 

5 0.05 0.26 0.83 1. 49 2.33 

Tota! 11. 01 30.30 47.15 63.32 78.34 

l혔펀L 0.5 1. 0 1. 5 2. 。 2.5 

1 1. 82 4 .42 6.56 8.36 10.14 

2 1. 54 5.02 7.70 10 .46 12.97 

3 0.53 2.69 4.61 6.67 8 .49 

4 0.14 0.98 2.09 3.29 4.35 

5 0.04 0.27 0.69 1. 19 1. 68 

6 4.12 8.22 11.56 14.28 16.88 

7 0.03 0.19 0.54 0.92 1. 44 

Total 8.22 21.80 33.75 45.17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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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높이 50 cm의 납표적의 지름을 변화시커면서 1 Geì'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 

지름(cm) 

생성 10.0 30.0 50.0 70.0 90.0 

중성자에너지 (Mev) 

o - 0.01 0.01 0.02 0.02 0.02 0.03 

0.01-0.1 0.18 0.33 0.38 0.40 0.42 

0.1 - 1 3.02 4.96 5.58 5.89 6.06 

1 - 10 12.16 17.42 18.88 19.57 19.95 

10 - 100 2.91 3.96 4.25 4.38 -L45 

지름(cm) 

누셜 10.0 30.0 50.0 70.0 90.0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1 0.04 0.07 0.12 0.19 

0.01 - 0.1 0.26 0.70 1. 20 1. 72 2.17 

0.1 - 1 4.49 11. 19 14.94 16.90 17.79 

1 - 10 11.56 13.36 11.70 10.33 9.53 

10 - 100 2.01 l.36 0.96 0.77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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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의 지륨을 변화시키면서 1 GeV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l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의 애너지 분포 

지름(cm) 

생성 10.0 30.0 50. 。 70.0 90.0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2 0.03 0.04 0.04 0.04 

0.01 - 0.1 0.28 0.51 0.57 0.59 0.60 

0.1 - 1 4.01 6.74 7 .48 7.73 7.82 

1 - 10 13.09 18.43 19.75 20.17 20.31 

10 - 100 3.31 4 .45 4.72 4.80 4.84 

지름(cm) 

누젤 10.0 30.0 50.0 70.0 90.0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5 0.10 0.10 0.08 0.07 

0.01 - 0.1 1. 09 3.95 3.72 3.00 2.62 

0.1 - 1 9.20 13.06 9.37 7.67 7.07 

1 - 10 8.00 3.68 2.61 2.34 2.31 

10 - 100 1. 81 0.86 0.53 0.43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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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높이 50 cm의 납표적의 지름을 변화시키면서 1 GeV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전체 중성자의 

평균에너지 

지름(cm) 10.0 30 ‘ 0 50.0 70.0 90.0 

생성중성자 7.51 7.11 7.00 6.94 6.91 

평균에너지 

(MeV) 

지름(cm) 10.0 30.0 50.0 70.0 90.0 

누설중성자 5.56 3.17 2.31 1. 92 1. 71 

평균에너지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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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의 지름을 변화시커면서 1 GeV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전체 중성자의 

평균에너지 

지름(cm) 10.0 30.0 50.0 70.0 90.0 

생성중성자 7.44 6.95 6.82 6.79 6.78 

평균에너지 

(MeV) 

지름(cm) 10.0 30.0 50.0 70.0 90.0 

누설중성자 4.39 2.07 1. 75 1. 72 1. 72 

평균에너지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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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지름 30cm , 높이 50 cm의 납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떼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 

빔에너지 (Gev) 

생성 0.5 1. 0 1. 5 2 ‘ 0 2.5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1 0.02 0.03 0.04 0.04 

0.01 - 0.1 0.14 0.33 0 .46 0.58 0.72 

0.1 - 1 2.10 4.90 7.05 8.75 10.52 

1 - 10 6 .44 17.31 26.15 32.36 38.68 

10 - 100 1. 23 3.93 6.94 9.76 12.75 

빔에너지 (Gev) 

T1걷」 0.5 1. 0 1. 5 2.0 2.5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2 0.04 0.07 0.09 0.11 

0.01 - 0.1 0.27 0.70 1. 04 1. 36 1. 69 

0.1 - 1 4.17 11.04 16.95 21. 47 26.08 

1 - 10 4.92 13.30 20 .47 25.73 31. 17 

10 - 100 0 .41 1. 36 2.36 3.29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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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지름 30cm ,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떼 양성자 l 개당 생성 맞 누설되는 중성자의 

애너지 분포 

빔에너지 (Gev) 

생성 0.5 1. 0 1. 5 2.0 2.5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2 0.04 0.05 0.07 0.08 

0.01 - 0.1 0.21 0.52 0.77 1. 04 1. 30 

0.1 - 1 2.69 6.77 10.12 13.45 16.61 

1 - 10 6.73 18.47 28.53 37.56 45.58 

10 - 100 1. 37 4.50 7.67 11. 21 14.76 

빔에너지 (Gev) 

누설 0.5 1. 0 1. 5 2.0 2.5 

중성 자에 너 지 (Mev) 

o - 0.01 0.04 0.10 0.16 0.21 0.26 

0.01 - α1 1. 33 3.97 6.25 8.48 10.54 

0.1 - 1 4.93 13.17 20.37 27.26 33.68 

1 - 10 1. 65 3.70 5.51 7.16 8.74 

10 - 100 0.28 0.86 1. 46 2.07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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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지름 30cm. 높이 50 cm의 납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설되는 전체 

중성자의 평균애너지 

빔에너지 0.5 1. 0 1.5 2.0 2.5 

(GeV) 

생성중성자 6.43 7.11 7.61 8.02 8.31 

평균에너지 

(MeV) 

빔에너지 0.5 1.0 1.5 2.0 2.5 

(GeV) 

누설중성자 2.91 3.19 3.30 3.44 3.58 

평균에너지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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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지름 30cm , 높이 50 cm의 텅스텐표적에 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양성자빔을 조사했을때 양성자 1 개당 생성 및 누셜되는 전체 

중성자의 평균에너지 

빔에너지 0.5 1. 0 1.5 2.0 2.5 

(GeV) 

생성중성자 6.28 6.94 7.26 7.57 7.82 

평균에너지 

(MeV) 

빔애너지 0.5 1.0 1. 5 2.0 2 ‘ 5 

(GeV) 

누설중성자 1. 94 2.06 2.16 2.21 2.29 

평균에너지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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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에서 방출되는 조사했을 2.2 113 MeV 양성자빔을 납표적에 그림 

중성자의 에너지별 반응단면적 . 핵파쇄 반응의 각 단계별 생성 

이용한 결과이고 기호로 표시된 것은 실험결과를 

이용해 각 단계별로 분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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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s with E <20 MeV 

MRGNTP 
merges neutron 

and photon files into 
a single HMCNP 

source 
file 

LAHET 
high-energy nuclear 

cascade 

particle surface crossings, 

and particle transport 
Monte Ca꺼。 code 

PHT 
gamma-ray generation 

from piondecay and 
nuclear deexcitation 

gamma-rays 

particle 
interaclions 

spallation products, 
nuclide depletions 

CINDER’90 
time-dependent 

nuclide buildup and 
depletion code 

HTAPE 
analyzes history files 

for fluxes, energy 
deposition, residual 

masses, etc. 

그럼 3.1 LAHET code system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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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C/JAERI 
Nuclear Reac!ion Calculation 
Par!icle Transpor! Calιula!ion 

(Ei> 15MeV까.p，n껴ions) 
- 、

Low Energy 

Neutron Flux 

/ 
Input Card 

Incident Energy, 
Trial Num양r 

Targent Materiallntormatio 
Charge Number, Mass Numtjer, 

Number Denslty, 
Target Geomeby 

Incident Beam Prifile 

SPCHAiN 
CalculaUon ot AccumuiaUon and Decay þt 
Produced Nuclide During Irradiation a 

그림 3.2 JAERI의 가속기 마임계로 전산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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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며cle Data Flow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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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구동 미입계로에서는 GeV급의 양성자빔올 중핵물질에 조사함으로 

서 핵파쇄 반용을 통해 생성된 중성자를 핵분열에 이용한다. 본 보고서에서 

는 핵파쇄 반웅의 단계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툴레이션 코드인 

LCS(LAHET Code System)를 사용해 액체， 고체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Pb와 W를 표적물질의 예로 선정해서 중성자 생성 빛 누설 특성올 계산 분 

석하였다. 주로 계산 및 분석한 사항은 표적형태와 빔 에너지의 변화에 따 

른 중성자의 생성 빛 누설량의 변화이고 그외에 중성자의 에너지 변화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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