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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연구개발용 핵자료 구축․평가

II. 연구개발 목   필요성

  원자력을 이용하는 분야로는 원자로, 핵융합로 등의 에 지 생산을 한 분야 

외에도, 사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이온가속기, 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물성

분석, 암 치료, 동 원소생산, 지하자원탐사 등의 분야도 있다. 이런 모든 분야에 

필요한 핵자료는 아직 충분히 정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설계오차는 안 성과 

운  여유도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 한 핵자료 확보는 안 성

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자료 수요를 만족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필요한 핵자료를 자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과 필요한 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내에서 더

욱 필요한 상 핵종과 핵반응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국내에서 사용 인 각종 핵

설계 코드용 군정수 라이 러리를 생산․검증하 으며 국내에서 필요한 일부 핵종

의 핵반응을 외국시설에서 측정하는 한편 국내에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핵자료를 정 하게 측정하는 데도 연구의 주안 을 두었다.

III. 연구개발 내용  결과

1. 핵자료 서비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핵자료 서비스분야에서는 본 과제기간 동안 국내 

동 원소와 원자력 련 출연연구소  산업계의 의견을 반 하여 핵구조 자료, 

성자 서비스, 하 입자 서비스, 고에 지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 다. 성자 반응

단면 을 도시하기 해 다양한 라이 러리, 반응 종류를 손쉽게 취 하기 해 

인터넷 HTTP의 쿠키기능을 사용하여 사용편의성을 확장하 다.

  연구용 핵자료 서비스분야에서는 WIMSD-5B 라이 러리를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핵종 추가  연소 사슬 보완 등을 통해 자체 으로 개량해 오고 있다. 액체

속로용으로 최신 평가 핵자료집을 이용하여 개량하고 있으며, 군 구조 한 이

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HELIOS 코드는 기존의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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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생산 방법을 개량하 으며 기존의 KASHIL-E6 라이 러리를 업데이트하여 

ENDF/B-VI.8에 근거한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를 생산하고 검증하 다. 

2. 핵자료 평가 

  실측자료 평가와 련하여 Dy, Ag, Sm, W, Ta, Hf의 성자 총단면  실측자

료를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공명상수를 생산하여, 기존의 핵자료를 

보완 개선하 으며 공명상수를 평가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고연소도 핵연료용 핵자료평가와 련하여 원자로 반응도에 주로 향을 미치

는 핵분열물질  19개의 핵종을 선정하여 성자 에 지 20 MeV까지 평가하

으며 그 결과들은 ENDF-6 형태의 일로 작성하 다. 

  토륨 주기 핵물질에 해, 평가과정의 첫 번째 요한 과정인 포텐셜 라메터

들을 각각의 핵물질에 따라 결정하 고 결정된 라메터들로 단면 을 평가하

다.

  감마생성단면  평가와 련하여 지하자원 탐사에 필요한 Gd, Eu, Sm Au의 

동 원소에 한 (n, ) 단면 을 실험치와 비교 결정한 후 방출되는 감마 스펙트

럼을 실험치와 비교 평가하 다. 한 노내 계측기 개발을 해 노심내 감마원인 

핵분열핵종, 구조재료에 한 자생성 단면 을 평가하 다.

  고에 지 핵자료와 련하여 성자  양성자 에 지 400 MeV까지에 해 

이론모형 평가를 한 산코드체계를 개량하고 이를 용하여 양성자 가속기의 

차폐에 필요한 탄소, 구리, 철 등의 핵반응자료를 생산하 다. 한 인공 성 차

폐에서 요한 입사 양성자에 한 성자 생성 단면 과 방출 스펙트럼을 주요 

핵종에 해 생산하 다.

  의료용 동 원소 생산을 한 “하 입자 핵단면  자료집“ 을 생산하 다. 이 

자료집에는 양성자, 양자, He-3  알 입자의 모니터 핵반응과, 감마선원과 

양 자선원을 생산하는 핵반응에 한 평가핵자료를 담고 있다.

3. 군정수생산

  MCNP4C 코드용 라이 러리, WIMSD-5 코드용 라이 러리, 고속로용 라이

러리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 핵분열 생성물 연소 해석용 라이 러리, 각종 원자

로심의 검증 계산용 라이 러리 등을 생산하 으며 비균질 노심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분 자료 생산 방법을 모색하고 검증하 다. 한 고에

지 성자  하 입자수송코드인 KASKAD와 KATRIN을 설치하고 수송계산

용 핵반응 라이 러리 생산체계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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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자료 실측

  4.1 외국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일본 쿄토 학 원자로 연구소(KURRI)의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

와 일본 동경공 (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를 이용하

여 원자로 독물질인 4종의 Dy 동 원소와 5종의 Gd 동 원소들의 성자 포획

단면 을 측정하 다. 한 러시아 Dubna에 있는 Frank 성자 물리 연구소

(FLNP)의 자가속기와 원자로를 결합한 핵자료 측정 설비들을 이용하여 토륨

련 핵종의 단면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 다.

  4.2 포항가속기 TOF 설비 개량  단면  측정 

  포항 성자 설비를 개량하여 열 성자로부터 수백 eV까지의 성자 단면  

측정실험을 할 수 있는 핵자료 측정 설비를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12개의 시

료들(Ta, W, Ti, Dy, Sm, Ag, Hf, Zr, In, Cu, Mo, Bi)에 한 성자 단면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4.3 자원연구소 VDG 설비 개량  단면  측정

  고속 성자 포획 단면 을 측정하기 한 빔 펄싱  번칭 시스템, 새로운 

성자 실험실, 빔 수송 라인  즉발 감마선 검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그 특성

을 평가하 다. 한 고속 성자 포획 단면  해석을 한 성자 발생 표 에서

의 삼 수소량 해석, 방생 고속 성자에 한 기본 물리량을 측정하고 자료를 수

집하 다.

IV. 연구개발 경과의 유용성  활용계획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원자력산업의 핵자료 수요에 맞추어 독자 으로 핵자료

기술에 한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래 1단계

에서 핵자료 측정, 평가  처리의 기반기술을 습득하 고, 본과제인 2 단계에서 

국내외를 상으로 핵자료 DB를 구축하여 운 하고, 핵자료 실측, 평가, 처리에 

한 제한  기술을 보유, 외국기 과 공동 는 단독으로 국내외에서 필요한 일

부 평가핵자료와 군정수 라이 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수 을 높

다.

  한편 재  세계 인 원자력 련 연구와 사업의 동향은 핵융합로와 함께 수

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 한 심고조, 기 과학  산업용 용량가속기 건조, 



- iv -

그리고 의학, 생명과학  우주산업에서의 방사선응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범 한 에 지와 핵종을 포함하고 높은 정 도를 가지는 핵자료

의 수요가 상된다. 이에 따라 3 단계에서는 국내 핵자료 실측, 평가,  처리 

기술의 고도화와 정 화를 실 하면서, 미래의 원자력연구  사업에서 요구되는 

핵자료의 범 와 정 도 수 을 도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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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Nuclear R&D Project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data are widely used in various R&D and application fields 

such as fission and fusion reactors, accelerator driven system, cancer 

therapy, isotope production, and underground resource exploration. 

However, the accuracies required by these fields are not fully satisfied, so 

the unwanted margins are introduced to insure the safety and the 

operability. Consequently, acquirement of precise nuclear data will 

guarantee the safety as well as the economy. 

   To meet the need of nuclear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satisfy domestic requirements to some extent, as well a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network to share available resources around the world. 

The activities in this project include nuclear database servi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nuclear data, and production of 

group-constant libraries. 

III. Work scope and Results 

1. Nuclear Data Service 

   As for the online nuclear data service, informations on nuclear 

structure database, neutron data, charged particle data, and high energy 

data service were upgraded in response to the relevant users' opinions 

from domestic laboratori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n the nuclear data service for the R&D, the WIMSD-5B library is 

constantly being updated and upgraded responding users' demands, such 

as adding new nuclides and burnup chains. Libraries for the liquid metal 

reactor are also being upgraded, and the structure of the group constant 

is being revised according to the us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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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As for the evaluation of measured data, neutron total cross sections for 

Dy, Ag, Sm, W, Ta, Hf were evaluated using the SAMMY code. 

   In the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the high burn-up fuel, most 

important 19 nuclides were selected and their neutron data were evaluated 

for energies up to 20 MeV, and the results were compiled in the 

ENDF6-format.

   As for the thorium cycle nuclear data, optical model parameters were 

determined as a first step, and the total cross sections were evaluated 

using the parameters. 

   Gamma production cross sections of Gd, Eu, Sm, and Au for 

underground resource exploration were evaluated. Gamma production cross 

sections for fission products and structural materials in the reactor were 

also evaluated for the development of in-core detector. 

   As for the high energy nuclear data,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theoretical model calculation was improved for incident neutron and proton 

energies up to 400 MeV, and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copper, iron and 

carbon which are important in the application fields of the accelerator and 

the space.

   For the production of radioisotope, "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was published, which contains proton-, deuteron-, 3He- 

and alpha-induced monitor reactions, and gamma and positron emitter 

production cross reactions. 

3. Processing 

   Various libraries for MCNP4C code, WIMSD-5 code, fast reactor, 

shielding, fission product burnup, and reactor benchmark were generated, 

and a new resonance integral method was developed and applied for the 

heterogeneous reactor. 

   KASKAD and KATRIN codes for neutron and charged particle transport 

simulation, were installed and their library production system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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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asurements 

4.1 Measurements using foreign facilities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of four isotopes of Dy and five isotopes 

of Gd which are used as poison material in the reactor were measured 

using KURRI in Kyoto Univ. of Japan, and Pelletron accelerator in the TIT 

of Japan. 

   Total and capture cross sections of thorium isotopes were also 

measured using FLNP accelerator in Dubna, Russia. 

4.2 Upgrade of the TOF Facility at PAL and measurements 

   Upgrade was made on PAL facilities,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for neutron total cross sections for energies from thermal to 

several hundreds eV for 12 samples such as Ta, W, Ti, Dy, Sm, Ag, Hf, 

Zr, In, Cu, Mo, and Bi. 

 

4.3 VDG upgrade and measurement 

   Beam pulsing and bunching system, neutron experimental room, beam 

guiding system, and measurement system of fast neutron capture and 

prompt gamma-ray after fast neutron capture were designed and built. 

Their characteristics were also estimated for the measurement of fast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IV. Usage of the Results and Proposals for the Next Phase 

   Mos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 investment in the nuclear 

data R&D to meet their nuclear industry needs.  Korea, since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started in 1997, has acquired basic technologies related to 

evaluation, processing and measurement. During this project as a 2nd phase, 

we established and are operating the nuclear DB service open to domestic and 

worldwide users. We also achieved some limited technologies on the 

measurement, evaluation and processing by ourselves or in cooperation with 

foreign organizations. Meanwhile, current trend on the nuclear R&D and 

industry is outlined as growing interest in fusion system, hydrogen production 

reactor, high capacity accelerator for basic and applied fields, an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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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to the medical, bio science, and space industries. It is expected 

that ranges of nuclear data in the view point of energy, mass, and isotope 

would become wider and their accuracy would be more accurate to cope 

with the recent nuclear needs. In the 3rd phase, we will set out required 

ranges and precisions of the nuclear data for the future nuclear R&D and 

application, while improving our technologies in the measurement, 

evaluation and processing of nucle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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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자료는 핵구조 특성과 핵반응 특성의 수치자료이다. 지 까지 알려진 핵종은 

2890 여개로 여기상태까지 합치면 3,500 여개의 핵종이 알려져 있다. 반감기에 

따른 핵종의 개수를 표 1에 보여 다.

안정핵종 1년 이상 1일 이상 1시간 이상 1분 이상 측정확인 존재핵종

249 409 674 972 1,674 ～3,500 ～7,000

표 1. 알려진 핵종의 개수 (여기상태포함)

  핵구조 특성은 동 원소 이용 시에 필요한 수치자료로 방사선붕괴 등에 따른 

감마선, 알 선, 베타선의 방출량과 핵에 지 를 말하여 동 원소의 이용을 

해서도 필수 인 자료이다. 원자력 에 지 연구를 한 핵구조 특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는 핵종으로 부분 상당히 정 하게 알려

져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들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핵반응은 핵자와 핵이 반응하는 탄성산란과 핵자와 핵내부가 반응하는 복합핵

반응으로 나  수 있다. 복합핵반응은 복합핵 생성 후 방출되는 입자에 따라 포획

반응, 비탄성산란반응, 문턱반응, 핵분열반응, 핵 쇄반응 등으로 분류된다. 이 반

응들은 입사 성자의 에 지에 따라 표2와 같은 에 지 역에서 나타난다. 그러

나 하 입자 는 자가 입사할 경우에는 부분 문턱반응으로 인하여 높은 에

지 역 이상에서만 핵반응이 나타난다.

 역 에 지 특 징

열 역 eV 이하 1/v 포획단면 , 음의 공명에 지 향

공명 역 keV 이하 공명상수, 도 러효과

비분리공명 역 수백 keV 이하 평균 인 공명상수

높은에 지 역 20 MeV 이하 평탄구조, 진폭변동, (n,2n), (n,p) 등 문턱반응

간에 지 역 150 MeV 이하 (n,xn), (n,pxn) 등 복잡한 방출입자

고에 지 역 150 MeV 이상 이온 문턱에 지 이상, 핵 쇄 반응

표 2. 에 지구간에 따른 핵반응 단면 의 특성

* 역의 에 지는 핵종의 질량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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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핵반응 자료는 입사입자의 종류, 표 핵의 종류, 입사입자의 에 지에 

따른 반응 확률인 단면 과 반응 후의 방출입자( 자, 성자, 양성자, 양자 등) 

각-에 지 분포에 따른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방 한 수의 수치자료가 된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분야로는 원자로, 핵융합로 등의 에 지 생산을 한 분야 

외에도, 사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이온가속기, 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물성

분석, 암치료, 동 원소생산, 지하자원탐사 등의 분야도 있다. 한 우주 는 태

양기원의 방사선도 있으며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생성 시의 각종 물질 생성도 규

명하려는 천체 핵물리분야도 있다. 표 3에는 핵자료를 필요로 하는 분야와 핵자

료의 용도 등을 요약하 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최 으로 설계하기 

해서는 각 분야의 특성에 합한 별도의 핵자료가 필요하다.

  재까지 각종 실험과 이론 인 계산에 의해 일부 응용 분야에 해서는 상당

히 정 한 핵자료가 얻어졌으나, 그 외의 분야에 해서는 아직 충분히 정 하지 

못하므로 정 설계를 해서는 개발 상과 유사하게 모사된 임계실험장치에 의한 

확인 후 한 설계오차를 설정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설계오차는 안 성

과 운  여유도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 한 핵자료 확보는 안

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반 이 에 우리나라는 설계 기술 도입에 의한 간진입 략으로 

핵연료설계와 원자로 설계기술 자립을 추진하 으므로 최근까지 우리는 이때 도

입된 설계코드에 포함된 군정수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수 

라이 러리는 상 응용분야, 즉, 1년 주기의 가압경수로에서만 신뢰성이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1997년에 착수한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핵자료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MCNP, DORT, DANT 등의 성자 수송

코드와 WIMS, CASMO, HELIOS 등의 격자코드에 한 군정수 생산능력을 확보

하 다. 한 핵분열생성물의 일부 에 지구간에 한 핵자료평가 능력과 실측 능

력도 확보하 다.

  그러나 아직도 혼합핵연료, 장주기, 액체 속로 등의 신개념 연구에 핵자료를 

사용하기에는 신뢰성과 정 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향상된 개념에서는 시

스템내부에 Am, Cm 등의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이 많아지므로 핵분열생성

물인 핵종에 한 보다 정 한 핵자료가 필요해 진다. 액체 속로의 경우에는 평

균 성자에 지가 높으므로 (n,2n), 비탄성반응 등이 요해 진다. 이와 같이 신

개념의 원자로 는 기존개념을 구체화하는 설계에서는 기존 핵자료보다 정 한 

핵자료가 요구된다. 더구나 임계실험장치에 의한 분검증이 제한 인 상황에서는 

더욱 신뢰도가 높은 정  핵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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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핵자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필요한 핵자료를 

어느 정도 자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과도 필요한 핵자료

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

자료실측, 핵자료평가,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실측자료, 평가핵자료, 군정수 라이 러리를 입수할 수 있는 력 체제를 형성하

여야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내에서 더욱 필요한 상 핵종

과 핵반응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국내에서 사용 인 각종 핵설계 코드용 군정수 

라이 러리를 생산․검증하 으며 국내에서 필요한 일부 핵종의 핵반응을 외국시설

에서 측정하는 한편 국내에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핵자료를 정 하게 

측정하는 데 연구의 주안 을 두었다.

제 1 .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핵자료는 핵의 질량자료와, 붕괴시의 반감기, 감마선의 세기 등의 고유 특성에 

한 핵구조자료와, 성자 등의 입사입자와의 반응 확률과 방출입자에 한 핵반

응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방사선과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

에서 필요한 자료이다. 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

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합하다.

  2. 핵자료네트워크

  핵반응자료는 핵종, 입사입자, 입사에 지 등에 한 단면 , 방출입자의 에

지, 방향 등 자료의 양이 방 하므로 하나의 핵이라도 모든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응용분야마다 다른 핵자료의 정 도를 요구하며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 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의에 의해 필요한 정 도와 우선

순 를 결정하고 국제 인 력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핵자료를 기에 공 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이용자와 생산자간의 핵자료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며 국제

으로도 실측자와 평가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

으로는 핵자료연구회를 결성하고 국제 으로는 IAEA 주 의 핵반응자료센터 네

트워크(NRDC: Nuclear Reaction Data Center)에 가입하 다. 한 핵자료 평가

와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에 필수 인 외국의 실측결과와 평가핵자료집도 수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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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 (에 지) 용도 핵 종 주요반응

경수로, 고속로, 

미임계로 등 각종 

원자로

(n < 20 MeV)

노심핵설계
핵연료, 구조재, 감속재, 
가연성 독 , 핵분열생성물

산란, 포획, 핵분열, 
(n,2n) 등

차폐 구조재, 차폐체 산란 DDX*

방사화, 재료손상, 
압력용기수명연장

구조재, 차폐체 포획, 문턱

도시메트리, 동 원소
생산, 방사화분석

표 핵종(Cu, Mo, U-238 
등)

포획, 문턱, 핵분열

핵융합로 

(n < 14 MeV)

방사화, 재료손상 라스마용기, 도코일
14 MeV DDX*, 산란, 
문턱, 14 MeV DDX*

삼 수소 생산 Li, Be 등 산란, 포획, 문턱

차폐 차폐체 (,n), 산란DDX*

사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p < 50 MeV)

의료용 동 원소 생산 표 핵 (O, F 등) 문턱반응 에 지, 최 치

치료, 피폭선량 생체핵종(C, N, O 등) p-, n-문턱, 포획

박층 재료마모 분석 속 (Fe, Co, Ni 등) 문턱반응 시작부분

차폐, 방사화 구조재 문턱, 산란

자가속기

( < 100 MeV)

동 원소 생산 표 핵 (,n)

차폐, 방사화 구조재 (,n), n-포획, 산란

이온가속기 

( < 250 MeV/n)

치료 생체핵종(C, N, O 등) C-12, Ne 반응

박층분석 속 C-12, Ne 반응

고에 지 

양성자가속기 

(p～GeV)

핵 쇄 표  (Pb, Bi, W) 핵 쇄반응, 

차폐, 방사화 캐비티, 구조재 p-, n-문턱

Well logging

(n < 20 MeV,

  < 30 MeV)

지하자원 탐사
토양, 지하자원(Si, Al, Fe, O 
등)

n-, -포획, 감마방출

환경분석

(n < MeV,

p < 수백 MeV)

미량시료 분석,
우주선 방사화

표 핵 p-, n-문턱

우주공학

(p < 200 MeV)

반도체 차폐, SEU Si, Al, Ti 등 p-, n-문턱, 산란DDX*

인체 차폐 구조재, 생체 p-, n-분턱, 산란

천체물리

(n < 200 keV)
Big Bang 핵종 n ～ 30 keV 포획반응

표 3. 핵자료의 사용 분야

* DDX(Double Differential Cross Section): 방출입자의 각-에 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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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핵자료 측정  평가 작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평가 핵자료집들은 원자력 

련 연구에 직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련 시설의 설계  해석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MCNP용 라이

러리, 원자로심 격자해석 코드인 WIMSD, HELIOS 코드용 라이 러리, 액체 속

로 노심 해석  원자로 차폐 해석용 다군 군정수 라이 러리 등을 생산하 다. 

생산된 라이 러리들은 본 랩의 웹 페이지(http:://hpngp01.kaeri.re.kr) 는 

CD-ROM으로 제작되어 소내외에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제 2 . 핵자료 평가

  1. 성자 반응단면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성자 반응단면 은 표 핵에 입사된 성자가 표 핵과 결합하여 복합핵을 

형성할 확률을 나타낸다. 입사 성자가 표 핵의 에 지 간 에 지 차와 일

치하면 반응단면 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을 공명이라 한다. 공명이 일어

나는 에 지와 공명폭 등을 공명상수라 하고 이러한 공명상수는 노물리, 핵설계, 

차폐설계, 방사선 향․평가 등에 이용된다. 아직까지는 공명상수를 직  계산하는 

이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측 자료가 공명상수 평가에 요한 기  자료

가 된다. 기존에는 외국의 실험시설에 의지하 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비행시간(Time of Flight) 실험 장치를 설치하여 성자 반

응단면 을 측정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국내에서 실측한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

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국내에서 요구되는 핵자료 생산이 용이해 

질 것이다.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사용후 핵연료의 장시설이나 운반용기의 설계, 방사성핵종 소멸처리 연구, 원

자로내 반응도 연구, 개선된 핵연료의 개발, 방사선에 한 구조물질들의 손상 

악에 성자 단면 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한 Dy 물질은 성자 독물질

이나 제어  물질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정확도가 향상된 핵자료 데이터는 원자로

의 안 성 평가에 필수 인 자료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자료집인 ENDF/B-VI의 

핵분열생성물들이나 독물질에 한 성자 단면  평가 자료는 부분 1980년

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평가에 사용된 실험 자료들은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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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핵자료집인 JENDL은 개선된 핵자료 평가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요 핵분열생성물에 해서는 아직도 10여년 이 에 평가된 결

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실험 자료를 반 하여 평가된 새로운 핵자료

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 게 평가된 새로운 핵자료는 다양한 핵  설계  연

구 활동에서 신뢰성  정 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성자 손실 기여도가 크고 반감기가 상 으로 긴 19개의 핵분

열생성물들을 선정하여 고속 성자 에 지 역에서 성자 단면  평가를 완료하

고, 성자 독물질인 Dy의 동 원소 에서 존재비와 성자 손실 기여도를 고

려해 주요 5개의 핵종들을 선택하여 평가를 완료하 다. 한 핵변환 핵종 에서 

우선 장반감기를 갖고 주로 베타 붕괴를 하는 I-129, Pd-107 그리고 Cs-135를 

선택하여 평가를 수행하 다. 이러한 핵종들에 한 평가는 평가 방법론과 에 지 

역에 따라 두 역으로 나 어 평가를 수행하 다. 즉 열 역부터 분리공명 역

(resolved resonance region)과 고속 역이라 불리는 비분리공명 역(unresolved 

resonance region)부터 20 MeV까지 구분하여 각각의 역에서 다른 모델을 사용

하여 평가한 후 비분리공명 역에서 두 결과를 합쳤다. 각각의 에 지 역에서의 

결과들은 합쳐진 후 물리  에서 확인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라이 러리를 

도출하게 된다. 각각의 에 지 역에서 평가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 한 평가가 가능한 코드들을 선정하고 코드의 평가 체계를 정립하 고 완

성된 라이 러리의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결정하 다. 그러므로 향후 평가될 핵종

들에 해서는 본 과제에서 확립한 평가체계가 활용될 것이다.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토륨주기 핵연료에 한 연구는 최근에 IAEA를 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의 석유 에 지 자원의 고갈과 에 지 독립의 요성이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륨주기 핵연료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토륨의 매장은  세계 으

로 우라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토륨주기의 핵연료는 핵연료주기 

연구에서 민감한 사항인 핵확산 항성을 만족시켜  수 있는 안의 핵연료 주

기 기술로서 최근에 인도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륨주기에 

한 핵자료는 우라늄 핵연료의 핵자료보다 개발이 많이 뒤쳐져있는 상태이고 토륨

주기의 요 핵종에 한 핵자료가 기존의 평가 일들마다 다른 값들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정 도가 향상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핵자료의 생산은 핵  계

산에 필수 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핵분열성 핵물질들에 한 평가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가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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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고 정 한 평가가 가능한 코드들을 선정하고 코드의 평가 체계를 정립

하 고 코드에서 사용될 기본 이고 요한 라메터들을 결정하 다. 그러나 

재 사용코드로 결정된 Empire package는 fission level density 결정의 문제  

발견으로 인하여 완 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학모델에 

한 기본 인 라메터들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반응단면 과 별 비탄성 

산란단면 에 한 평가만이 수행되었다. 향후 핵분열 channel에 한 검증작업

이 완료되면 핵분열에 한 구체 인 평가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원자로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한 성자 포획반응 후 방출하는 감마에 한 

스펙트럼은 노내 계측기 개발이나 차폐계산에 요한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이것

은 좀 더 신뢰성 높은 핵자료를 요구하는 신개념의 원자로와 미래형의 핵융합 원

자로에서 더욱 요하게 취 되어 진다. 한 희토류이자 핵분열생성물에 한 스

펙트럼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탐사 개발용 자료와 우주 물리학의 

nucleosynthesis 과정을 해석하는 데 필수 인 자료이다.

  비분리공명 역 이상에서 성자의 포획단면 을 획득하는 데는 실험치가 가장 

요한 자료지만 실험치가 없더라도 통계  모델의 발달로 그 단면  계산이 가

능하다. 통계  모델을 용하기 해서는 실험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방출 감마 스펙트럼의 모양과 총 양을 결정하는 transmission 계

수는 핵반응 실험을 통해 획득한 감마 strength 함수를 그 기반으로 한다. 그러

나 핵반응 실험의 한계로 성자의 결합에 지 이하의 역에 한 감마 

strength 함수는 Lorentzian extrapolation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해 계산된 방출 감마 스펙트럼은 실험치와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실험계측기의 

발달로 (n,)나 (d,p)와 같은 실험데이터들이 생산되어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낮

은 에 지에 한 감마 strength 함수의 생산이 가능해 졌다. 그 strength 함수는 

포획단면 을 계산하는 데 직 으로 활용이 되며 나아가 실험치가 존재하지 않

는 핵종에 한 방출 감마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데 용할 수 있다.

  5. 고에 지 핵자료 평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속기, 핵 쇄, 장수명 핵종처리, 핵의학, 우주과학  천

체물리 연구 등에서 사용하는 수 MeV 이상 수 GeV 이하(고에 지: high 

energy)까지의 성자, 양성자, 입자, 자 등의 핵반응에서는 열 성자로, 고

속로 등에서 사용하는 20 MeV 이하의 성자에 한 핵반응에 비해 훨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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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채 이 존재하며 많은 반응물질이 생성된다. 한 고에 지 역에서는 자, 

양성자 등의 입사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 성자 등이 반응 후에도 충분히 높

은 에 지를 갖게 되므로 다시 자, 성자, 양성자 등을 발생시키고 소량의 

양자, 삼 수소, He-3, He-4 등도 발생시키며 쇄반응도 수반하는 등 다입자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에 한 핵반응 메카니즘도 알아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1단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자  양성자의 400 MeV까

지의 평가를 해 핵반응 이론모형을 사용한 기존 산 코드체계인 

ECIS-GNASH-GSCAN-ESCAN을 개량하여 수백 MeV까지 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용하여 양성자 가속기의 차폐에 필요한 탄소, 구리, 철 등의 핵반

응자료를 생산하 고 인공 성 차폐에서 요한 입사 양성자에 한 성자 생성 

단면 과 방출 스펙트럼을 주요 핵종에 해 생산하 다.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하 입자에 의한 핵반응으로 생산되는 의료용 동 원소는 진단과 치료뿐 아니

라 의료와 련된 연구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제 1단계에서 수

행된 “하 입자 반응 단면  평가“의 계속작업으로 “의료용 동 원소 생산을 

한 하 입자 핵단면  자료집(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for Radioisotope Production)”을 생산하 다. 이 자료집에는 양성자, 양자, 

He-3  알 입자의 모니터 핵반응과, 감마선원과 양 자선원을 생산하는 핵반

응에 한 평가핵자료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실험 자료와 평

가방법을 기술하 고 이들을 IAEA 등 타 기 에서 생산한 평가핵자료들과의 비

교하 다. 평가 핵단면 은 동 원소 생산시설의 입자수송해석에 합한 

ENDF-6형식으로 생산하 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된 자료의 간단한 소개와 

결과를 기술하 다.

제 3 .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 등이 생산되어 공개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핵계산을 수행하기 

해 기존의 핵계산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군정수 라이 러리들을 새로운 평가핵

자료로 체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를 해 최신의 NJOY99.90 코드를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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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자료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군정수 라이 러리들을 생산하 다. 본 

과제에서는 ENDF/B-VI.8, JENDL-3.3, JEFF-3.0에 근거한 MCNP4C용 라이

러리인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를 생산하 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

해 WIMSD-5 코드용 라이 러리를 개량하 다. 한, 기존의 고속로용 라이 러리

인 KAFAX-F22를 폭 개량한 KAFAX-E66를 생산하 고, 차폐 해석용 라이 러

리인 KASHIL-E6에 한 개량 작업을 수행하 다. 한, 다양한 목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MATXS 형태의 라이 러리를 생산하여 각종 원자로심 검증 계산과 

핵분열생성물 연소 해석에 용하 다.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최근 산 장비들의 속한 발달과 더불어 원자로 해석에 사용되던 산 코드

들도 크게 개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량된 산 코드에 합한 라이 러리들의 

개량도 필요하게 되었다. LANL에서는 그동안 미비한 으로 지 되어 온 비분리 

공명 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량된 MCNP4C를 발표하

다. 따라서 라이 러리에서도 비분리 공명 역에 확률표를 삽입하여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결정론  코드 라이 러리에서는 다양한 공명 

분 자료의 생산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Bondarenko 방법이나 균질 노심 성자속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비균질 노심

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분 자료 생산 방법을 모색하고 검증 

계산을 수행하 다. 

  3. 고에 지 입자수송용 산체계 구축

  고에 지 입자의 수송계산이 요시되는 양성자 가속기와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등의 보 과 더불어 고에 지 입자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수송코드와 정 한 고에 지 핵자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재 

고에 지 수송계산을 해 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로는 Monte Carlo 코드인 

MCNPX를 들 수 있다. MCNPX는 다양한 설정값을 통하여 계산 상의 정 한 모

델링이 가능하지만 Monte Carlo 코드의 특성상 계산시간이 길어서 계산 상이 

클 경우 일반 인 성능의 컴퓨터로는 거의 수행하기 힘든 작업이 많다. 안으로

서 결정론  코드를 들 수 있다. 재 하 입자를 포함한 고에 지 계산이 가능한 

코드로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KASKAD와 KATRIN을 들 수 있다. KADKAD는 2

차원 모델링이 가능하고 KASKAD를 모체로 해서 개발한 KATRIN은 더욱 상세

한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다. 특히 이 코드들은 본 과제와 개발자와의 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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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 지속 인 개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의 입자수송코드가 그러하듯이 이 코드들 역시 수송계산을 한 별도의 

핵반응 라이 러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라이 러리는 CONSYST와 SADCO 

코드를 사용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CONSYST  SADCO는 러시아

에서 평가한 핵자료에 기반을 둔 코드로서 최신평가핵자료의 유연한 이용이 어려

우므로 CONSYST  SADCO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최신 핵자료를 이용해서 

KASKAD  KATRIN 코드용 핵반응 라이 러리를 마련하는 도구를 아울러 개

발하 다. 부분의 결정론  코드들의 경우 복잡한 구조를 모델링할 경우 입력 

자료가 복잡해져서 오류가 생기거나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

기 하여 복잡한 구조를 쉽게 형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BOT3P라는 코드를 

도입하 다. 한 이러한 코드들을 이용해서 양성자 가속기의 차폐계산이나 ADS 

등의 모사에 리 사용되는 핵종들에 한 핵반응 라이 러리를 생산한 후 벤치

마크 계산을 수행하 으며 필요에 따라 라이 러리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하여 고에 지 입자수송계산을 한 산체계를 구축하 다.

  제 4 .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매장량의 한계 때문에 에 지원인 수력  

화력발 소 건립의 한계로 원자력 발 소의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자력 발

소의 핵연료 주기  핵안정성과 연소 후 핵연료 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이 되는 핵자료는 

재까지는 선진국에서 제한 으로 개방되는 핵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한국형 신

형로의 개발, 기존로의 개량, 방사능 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원 산업분야  동

원소응용, 핵의학, 핵융합 등의 연구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도 필

요한 새로운 핵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체계 으로 인

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핵자료 측정설비로는 시험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설비와 자가속기 는 양성

자 혹은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나  수 있다. 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기계 인 chopper 장치나 filter를 사용하여 성자 에 지를 분리할 수 있

지만, 열 성자 에 지 역의 핵자료만을 생산 할 수 있다. 한편,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는 비행시간법(TOF)에 의해 에 지 분해가 가능하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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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에 지 역에서 수 MeV 성자 에 지 역까지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에 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핵자료 측정설비를 구축하

고, 국내 여러 학과 공동으로 국외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실험을 수행하

면서 핵자료 측정에 한 연구그룹이 형성되었으며, 국외 연구그룹과도 공동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단계 다. 국내외 연구자들과 핵자료 측정  

평가에 련한 정보교환  연구 방향 제시를 한 국제 워크 도 주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포항에 구축된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를 활용하

여 국내에서 필요한 핵자료 생산  핵자료 측정 인력양성을 한 연구를 수행하

고, 국내에서 필요한 핵자료들  포항 성자 설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에 지

역의 핵자료 측정 실험은 국외 설비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국내의 핵자

료 측정인력 양성을 해서 핵자료 측정을 한 교육 로그램과 함께 국내외 연

구자들의 연구정보 교환  연구방향에 한 논의를 한 국제 워크 도 계속해

서 추진한다. 한편 국내에 구축된 포항 성자설비를 최 한 활용하기 한 연구로 

자빔을 얇은 표 에 입사하 을 때 생성되는 Bremsstrahlung 자에 의하여 

생성되는 감마선을 이용한 핵자료 측정에 한 연구도 수행할 정이다. 국외 측

정설비에서 핵자료 측정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경험, 검출기 개발 기술  데이터 

획득 련 기술들은 국내에 구축될 핵자료 측정 설비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단면  측정 

  성자에 의한 핵반응 자료는 우주의 생성 기원을 밝히는 연구나 차세  핵융

합로 개발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본 자료로 그 요성이 오래 부터 리 부각되

어 많은 나라가 높은 정 도를 갖는 성자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 연

구하고 있다. 재에는 많은 자료들이 축 되어져 실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고속 성자에 한 핵반응 자료는 정 한 측정이 어려워 속 성자에 의

한 핵반응 자료보다 그 자료가 많지 못하고 정 도도 상당히 떨어져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목 원자로에서 뿐만 아니라 재 핵폐기물 재처리용  의

료용 가속기 건설에 힘을 기울여 100 MeV  정 형 가속기나 수십 MeV  싸

이클로트론들이 자체 설계 제작되어 건설되고 있다. 이들 부분은 핵분열 반응이

나 핵융합의 성자 원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 인 단계에 

불과하여 가속기 건설에만 치 하고 있을 뿐, 이를 이용한 활용 연구가 미흡하여 

앞으로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실히 요구된다.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에서는 1988년 이래로 1.7 MeV 탄뎀형 정 형 가속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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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와 이온 주입, 이온빔 분석, 이온빔 성형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이래로, 보다 정확한 고속 성자에 한 핵자료 측정을 해서 그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핵자료 측정 시스템 구축에는 고속 성자 반응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 

구축, 이 실험실로의 빔 운송 라인 완성, 고속 성자를 발생시키는 챔버 구성, 

배경복사를 여서 측정할 수 있는 감마선 검출 시스템 제작, 발생된 성자의 에

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자 비행시간 측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자 에 지 

 여기에 상응되는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을 이차원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

자료 처리 시스템 등이 있다. 

  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기 해서는 기  신호가 필요한데, 이를 해 성자 

발생 반응에 기여하는 입사입자를 다발화하여야 한다. 이런 빔 다발화를 해서는 

고주  빔 펄싱  번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펄싱  번칭 시스템은 성자

와 샘 과의 반응 이후에 방출되는 감마선에 해 감마선의 측정 시간을 선택함

으로써 배경복사를 일 수 있고, 동시에 입사되는 성자의 에 지를 측정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성자 발생 반응에 기여하는 입사 빔을 다발화하는 방법에는 기계 인 혹은 

자기 인 chopper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반복을 많이 

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RF 필드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하는 RF 

고 압 제작 기술  극과의 임피던스 매칭 기술 등이 상당히 어려우며, 특정한 

주 수 역의 경우에는 범용화된 RF 증폭기나 임피던스 매칭 키트가 없어 모두 

자체 설계 제작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에서 구축된 고속 성자에 한 핵반

응 단면  측정 장치들에 한 진척된 정도  핵자료 측정 시스템의 특성  그 

원리들을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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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개발 황

제 1 . 핵자료 서비스

  1. 핵자료서비스

  핵자료 인터넷 서비스로는 핵질량에 해서는 랑스의 원자질량센터(AMDC)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핵구조  핵반응자료에 해서 미국 핵자료 센터인 

BNL/NNDC에서 개발한 서비스, IAEA/NDS, 미국 LANL/T2, 미국 LBNL, 일본 

JAERI/NNDC 등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있다.

  랑스 CSNSM/AMDC(http://csnwww.in2p3.fr/amdc/)는 핵질량의 실측자료와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AME 데이터베이스이며 간단한 핵의 붕괴모드와 

반감기에 한 NUBASE 데이터베이스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미국 BNL/NNDC(http://www.nndc.bnl.gov/)는 핵구조자료인 ENSDF, 이를 요

약한 NUDAT, Nuclear Wallet Card, 의학용 MIRD를 제공한다. MIRD를 제외한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용자가 원자번호, 질량수 등을 입력으로 제공하면 핵

종의 질량, 붕괴모드, 반감기, 여기  등의 값을 얻을 수 있다. ENSDF는 질량

수 44 이하는 Nuclear Physics A에 질량수 45 이상은 Nuclear Data Sheet로 

출간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된다. MIRD는 핵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종에 한 붕괴 도식을 미리 일의 형태로 만들어 제공한다. 핵반응자료는 실

측자료인 EXFOR(CSIRS)와 평가자료(ENDF-B, JEF, JENDL)를 제공하며, 이들

로부터도 원자번호, 질량수, 입사입자를 입력하여 텍스트 형태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IAEA/NDS는 미국 BNL/NNDC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LBNL(http://ie.lbl.gov/)은 핵구조자료만 서비스하며 ENSDF 자료를 이용하여 

붕괴시의 핵 를 텍스트 기반으로 보여 다. LANL/T2(http://t2.lanl.gov/)는 

핵반응단면 자료를 화형 입력을 통해 postscript 도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 다. 한 ENDF 일을 핵반응 단 (MF, MT)로 구분하여 텍스트 형태

의 출력을 제공한다. 일본 JAERI/JNDC(http://wwwndc.tokai.jaeri.go.jp/)는 일본 

평가자료집인 JENDL의 postscript 도형을 본 과제 에서 개발한 ENDFPLOT 

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사업의 1 단계기간과 2단계 연구기간에 걸쳐 

개발하고 개량한 웹사이트 KAERI/NDEL(http://atom.kaeri.re.kr/)에서 핵종표와 

붕괴도형, 감마선자료, X선과 자선의 감쇄계수, 화형 단면 도형 작성기 

ENDFPLOT-2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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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자료네트워크

  핵은 수십 ～ 수백 개의 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핵자는 다시 3 개의 쿼크

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 계는 강력(Strong force)과 자기력의 향을 

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2체 문제처럼 무 간단하지도 않고 통계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지도 않은 개체의 집합이다. 때문에 핵자료를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실험 인 방법도 그 정 성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한편 응용분야에서는 되도록 정 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요청

한다. 따라서 한 실측결과와 이론 인 방법을 혼용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

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한된 연구 인력과 측정시설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국제 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실측결과를 수집하고, 미래에 측되는 응용분야에 한 평가 작

업을 조정한다. 핵질량에 해서는 3,000 개의 핵종의 질량만을 다루므로 AMDC

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핵구조자료는 3,000 개 핵종과 그에 한 기  핵 , 반응별 핵  자료로 

재 17 MB 분량이다. 핵구조자료를 해 서지정보로 NSR(Nuclear Structure 

Referenc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으며 수치자료는 XUNDL(Experimental 

Unevaluated Nuclear Data List)에 수집하고 있다. 이를 평가한 자료는 

ENSDF(Evaluated Nuclear Structure Data File)로 불린다. ENSDF는 핵의 질

량수에 따라 미국 BNL NNDC 주 으로 각국의 연구자가 개인자격으로 작성하고 

있다. ENSDF는 질량수에 따라 Nuclear Physics A와 Nuclear Data Sheet에 논

문의 형태로 발간된다.

  실측 핵반응자료는 논문 등으로 발표한 실측자료의 서지사항만을 데이터베이스

화한 CINDA와 수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EXFOR로 구성되어 있다. EXFOR

에는 1 GeV이하의 성자, 핵반응, 하 입자반응 수치자료가 포함된다. 이  

성자 유발 핵반응자료는 4개 센타, 즉, 미국 BNL NNDC는 미국과 캐나다 지

역, 러시아 IPPE CJD는 구소련연방국가, OECD NEA DB는 OECD DB 가맹국, 

IAEA NDS는 기타 지역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실험장치가 있는 곳을 

기 으로 한다. 핵반응에 해서는 미국, 캐나다 지역은 BNL NNDC, 그 외의 

지역은 러시아 모스크바 학(MSU)의 CDFE에서 담당한다. 하 입자반응에 해

서는 미국, 카나다는 BNL NNDC, 일본의 경우에는 홋카이도 학에서, 국은 

CIAE CNDC, 기타 지역은 Kurchatov 연구소 CAJAD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내에서 실험한 자료 , 성자반응 자료는 NEA DB로, 핵반응 자료는 

MSU CDFE로, 하 입자반응 자료는 Kurchatov CAJAD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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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이 실측 핵반응자료를 수집하는 NRDC(Nuclear 

Reaction Data Center)의 회원 센터로 되어 있으며 1998년 이후 NRDC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평가핵자료는 미국의 ENDF/B, 구주공동체의 JEFF, 일본의 JENDL, 구소연방의 

BROND, 국의 CENDL 등 5개 국가에서 자국의 심 응용분야에 치 하여 작성

하고 있다. 이들의 효과 인 운 과 정보 교환을 해서 OECD/NEA는 회원국인 

미국, 구주공동체, 일본의 평가핵자료에 한 실측, 평가, 수요 분야의 문가회의

인 WPEC(Working Party f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 하고 있다. 이 회의

는 각 평가핵자료집(ENDF/B, JEFF, JENDL, BROND)의 표자간의 회의이다. 우

리나라는 2000년 이후 observer로 참가하고 있다. 한 원자로 분야외인 핵융합, 

의료분야의 핵자료 수요를 해서는 IAEA에서는 각국의 표 핵자료집에서 비교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제 표 핵자료집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

인 평가핵자료집을 작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과제의 평가결과를 국제 표 핵

자료집 는 우리나라에서 리 사용되는 미국의 ENDF/B 평가핵자료집에 제출하

여 반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응용분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의 핵자료 수요를 반 한 연구를 하기 해서는 핵자료 실측, 평가, 

처리  응용분야의 수요자로 구성된 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 하여

야 한다. 미국은 ENDF/B를 한 CSEWG(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을 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observer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JENDL을 한 Sigma 원회를 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Sigma 원

회에서 주최하는 일본 핵자료연구회에 참가하고 있다. 국내의 핵자료 활동을 해

서는 2000년에 한국 핵자료연구회를 결성하 으며 DB 운용분과, 핵구조분과, 

성자분과, 자분과, 하 입자 분과의 5 개 분과로 나 어 활동하고 있다. 한 

핵자료 생산  평가 국제 워크 을 1998년부터 개최하여 국내 연구능력의 심화

를 도모하고 있다. 2004년까지 7회를 개최하 다. 한 2004년에는 기존 원자로

응용에서 확장된 핵자료를 요청하는 “양성자 사업단”과 연합으로 “한일 가속기 

여름학교”를 개최하여 새로운 분야인 가속기, 핵자료, 방사선 수송에 해 한국, 

일본 문가 20인의 강사와 총 100인이 참여하여 핵자료의 실질  응용분야와 

실태를 악하 다.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원자력 연구 개발용 산 코드에 사용하기 한 핵자료들은 기본 으로 각각의 

산 코드와 함께 공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만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에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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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이 있다. 한 로, MCNP용 라이 러리의 경우 최

근에 평가된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의 핵반응 자료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용 빈도가 은 핵종에 한 자료  다양한 온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라이 러리들은 독자 으로 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생산되어 OECD/NEA나 IAEA와 같은 국제기 의 웹 페이지를 

통해 공 되고 있다. 본 랩에서도 MCNP용 라이 러리인 MCLIB-E6, 고속로용 

라이 러리인 KAFAX-F22,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인 KASHIL-E6, WIMSD용 

라이 러리인 WIMKAL-88 등을 OECD/NEA Data Bank를 통해 공 한 바 있으

며, IAEA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생산한 WIMSD-5 코드용 라이 러리를 IAEA

의 웹 페이지를 통해 공 하고 있다. 

제 2 . 핵자료 평가

  1. 성자 단면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20 MeV이하 에 지의 성자 반응단면  평가는 핵자료 평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지만 성자 반응에 해서 아직 모든 반응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  

이론이 없어서 여 히 실험이 평가를 한 가장 요한 평가 기  자료이다. 실험

자가 자신의 raw data를 처리하여 공명상수 세트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리량 

세트로 보고한 실험결과를 이용해 평가를 수행한다. 

  자 가속기를 이용한 성자 생성 설비가 에 지 분해능이 뛰어나 공명에 지 

역에서의 성자 반응단면  측정에 이용되는데 표 으로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선형 자가속기 ORELA을 이용한 설비와 뉴욕 RPI 학의 설비, 

벨기에의 GEEL, 스 스의 PSI, 일본 교토 학의 설비 등이 있다. 국내에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성자 측정 설비가 있는데 국외의 설비와 비교하여 뛰어난 성

능은 아니지만 수백 eV까지의 측정이 가능하다. 재 국외의 설비들은 성자 반

응단면  측정 이외의 실험에 이용되고 있으며 장비의 노후화와 실험자들이 노령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설비는 최근에 구축되었으며 국외에서 실험 경험을 

쌓은 실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성자 반응단면  측정 실험 자료를 이용한 평가 코드로는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SAMMY 코드가 있다. 공명상수를 직  계산하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공명상수들을 알고 있을 때 이로부터 단면 을 계산하는 물리학 모

델들을 이용한다. 성자 반응의 종류에 따라 실험 조건에 따른 향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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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소자승법으로 최 의 공명상수를 구한다. 재 M6 버 까지 새로운 버 이 

선보 으며 SAMMY 이용자 그룹을 형성하여 코드 사용 시 발생하는 오류를 수

정해 나가고 있다. 매년 IAEA NDS(Nuclear Data Section)에서 개최하는 핵자료 

평가 워크 을 통해서 핵자료 평가에 한 기  이론과 평가 방법 등에 한 교

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자 반응단면  측정이 가능해 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를 해 SAMMY 코드를 이용한 

평가 방법을 구축하 다.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세계 으로 표 인 성자 반응 단면  평가 일은 미국의 ENDF/B-VI, 

유럽공동체의 JEF, 일본의 JENDL, 구소련의 BROND 그리고 국의 CENDL등이 

있다. 각국의 평가 일은 지속 으로 새로운 평가를 통하여 각국의 목 에 따라 

핵자료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기존의 ENDF/B-VI 일을 개정

하고 있고 일본과 국은 JENDL-3.3과 CENDL-3의 발표를 통하여 기존 일들

을 개선하고 있다. 한 유럽 공동체는 원자로용 일인 JEF와 핵융합용 일인 

EFF를 통합하여 JEFF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ENDF/B-VI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 원소에 한 반응단면 , 핵

분열생성물들에 한 반응단면 , 핵융합에 필요한 핵종들 성자 단면 , 핵분열

핵물질들에 한 반응단면  등 수백 개 핵종에 하여 최근의 평가 결과를 포함

하여 ENDF/B-VI를 체하고자 BNL을 주축으로 새로운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검증된 핵종별 반응 단면 은 ENDF/B-VII에 수록하여 개선된 핵자료 평가

일의 발표를 비하고 있다. BNL에 따르면 ENDF/B-VII은 2005년 12월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 게 최근의 실측치를 기 으로 새로이 평가된 일은 

핵자료 데이터를 이용한 설계 분야에서 정 성과 안 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표 연구소를 심으로 핵구조 연구가 수행 이고 포항가속기연구

소의 100 MeV  자 가속기를 활용한 핵반응의 실측을 수행하고 있다. 한 

자원연구소의 2 MW  반데그라 를 활용하여 단면  측정분석을 하고 있다. 핵

자료 실측능력을 확보하기 하여 일본 교토  노물리 연구소, 러시아 Dubna 시

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연구소에서 수행한 핵분열생성물과 Dy 동 원

소 그리고 핵변환 핵종들에 한 평가는 이미 BNL에 달되었고 BNL은 핵종별 

핵반응 데이터들에 한 검증 작업을 수행 에 있고 검증에 따른 문제 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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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가 수행한 모든 핵종들에 한 단면  결과들이 

ENDF/B-VII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이다.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토륨 주기 핵연료는 재 IAEA 주도로 토륨 주기 핵물질에 하여 평가할 핵

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핵종에 해서 핵분열 단면 과 성자 스펙트럼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토륨 핵주기 핵물질에 한 국제 공동연구 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 한국, 러시아, 루마니아, 백러시아 

등이 참가하고 있고 올해 1차년도 진도 검회의가 열리기도 하 다. 특히 러시아

의 계자는 IAEA주 의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BROND는 IAEA와는 

별개로 독립 으로 토륨 핵종에 한 개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ORNL에서는 Th-232에 해 공명에 지 역에서 평가를 수행하 고 

루마니아에서는 Th-232에 한 핵분열 단면  평가를 수행하 다. 오스트리아에

선 선정된 핵종에 한 학 모델 라메터들을 구하고 있다. 특히 백러시아의 

Vladimir는 선정된 핵종에 하여 학모델과 핵분열 단면  계산 그리고 스펙트

럼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인디아에선 평가된 핵자료들을 노심계산에 용하

여 평가된 일들의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한 유럽의 실험실을 이용한 핵자료 

실측 데이터 획득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핵분열에 한 평가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평

가에 한 기본 인 모델과 련된 코드들이 정립되고 평가체계가 정립되었으나 

평가에 활용될 Empire package내의 핵분열 단면  결과에 한 검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존 우라늄 핵물질에 한 검증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단계에서는 코드계산에 선행되어질 기본 인 라메터들에 

한 선정과 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핵반응은 성자 포획반응 후 방출되는 감마선의 

스펙트럼이다. 그러나 실험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실험치는 포획반응에 의

한 감마 방출 이외에 비탄성산란에 의한 감마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이미 평가되어 

있는 기존의 일들도 비탄성산란에 의한 방출 감마를 스펙트럼에 포함시켜 평가

하 다. 재 실험데이터를 정리한 EXFOR 라이 러리에는 본 연구에서 평가할 

핵종 에 9개의 핵종에 해서만 실려 있고, 기존의 핵자료집인 ENDF/B-VI, 

JENDL-3.3, JEFF-3.0, CENDL-2, BRONDL-2.2 등에는 24개의 핵종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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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이루어져 있다. 이  4개 핵종은 실험치와 평가 일이 동시에 존재하고, 3

개의 핵종은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자와 핵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많은 핵반응 코드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앞으로 평가하게 될 다른 핵반응을 고려하여 modular 시스템인 

EMPIRE-2.18 코드[Her02]를 사용하 다. 그러나 이 코드는 GDR에 기 한 

strength 함수만을 사용하여 방출 감마 스펙트럼을 설명하므로 실험데이터와 차

이를 보인다. 제 3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감마 strength 함수를 바꾸어서 방출 

감마의 스펙트럼을 설명하 다. 이때, 이것이 다른 반응에 비물리 인 향을 주

지 않도록 스펙트럼의 재규격화를 병행하 다.

  5. 고에 지 핵반응자료평가

  고에 지 핵반응 자료들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필수 인 표  실험자료도 완

히 생산되지 못한 단계이며 따라서 이들 핵자료가 이용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불충분한 실험자료를 이론모형을 이용한 계산값으로 보완하고 있다. 더욱이 고에

지에 한 재까지의 핵반응이론들은 완 하지 않으므로 결과 으로 불충분한 

실험자료와 함께 이를 이용하는 연구분야의 해석결과가 큰 오차를 갖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고에 지 핵자료가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는 입자와 핵사이의 핵반

응모형 뿐 아니라 물질 내에서의 입자수송을 모사하는 수송모형도 필요하다. 고에

지 입자수송 코드시스템은 사용목 에 따라 이 같은 두 가지 모형을 포함한 코

드시스템으로 결합한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핵반응 단면 을 목 에 합한 형태

로 처리한 핵자료집(라이 러리)을 생산하여 수송해석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갖는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고에 지 핵자료는 JENDL-HE 2004 [Fuk04]으로, 일본 

JAERI 의 핵자료센타(JNDC)에서 작성한 것으로 가속기 응용, 핵변환 등에 우선

으로 필요한 약 40여종의 성자와 양성자에 해 에 지 3 GeV까지 평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LANL에서 발간된 LA150 라이 러리[Cha98]는 고에 지 입자의 수송해

석용으로 INC모델을 용한 기존의 고에 지 산코드 이후 JENDL-HE 2004  

발간 이 까지의 간핵자료집  가장 최신의 핵반응모델과 실험치를 용하

다고 여겨진다. 입사 성자  양성자 에 지 150 MeV까지의 반응단면   수

송해석에 필요한 방출입자의 이 미분단면 (에 지-각 분포)을 제공하고 있다. 

재 약 40 여종의 주요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이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NRG, 독일의 FZK, 러시아의 IPPE 등에서도 각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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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응용 산업에서 필요한 고에 지 핵자료집을 생산하고 있다. 표2.2.5-1 

에는 재까지 발간된 고에 지 핵자료집과 포함 핵종, 입자  에 지를 요약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을 심으로 고에 지 핵자

료집(KAERI High Energy Library)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 성자  양성자 

250 MeV까지에 해 주요 표핵종 14종을 포함하고 있다.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하 입자를 이용한 의료용 동 원소생산과 련된 평가핵자료집은 1998년 

IAEA CRP를 통해 발간된 “Development of Reference Charged-Particle 

Cross Section Database for Medical Radioisotope Production"이 있다. 이 

CRP에서 검토한 핵반응으로는 빔모니터용 반응, 감마방출 동 원소를 생산하는 

반응, 양 자방출 동 원소를 생산하는 반응 등이다.

  범용 라이 러리로서는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LANL)에서는 입사 성

자  양성자의 에 지가 150 MeV 까지 확장된 평가핵자료집인 LA150을 발표

하 고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 최  에 지 3 GeV까지의 성자  양성

자 핵반응 자료집 JENDL-HE 2004 을 발표하 다. 그러나 이들 범용 라이 러

리는 하 입자로서 양성자만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수송이나 쇄반응 주로 평

가되어 있어서 동 원소생산에 필요한 특정 반응에 한 자세한 핵자료는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본 과제의 제 1단계에서는 의료용 동 원소 생산에 련된 주요 

핵반응을 140 MeV까지 평가하 으며 제 2단계에서는 동 원소 생산의 주반응 

뿐 아니라 부차반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반응자료를 포함하는 ENDF-6자료

집을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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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1. 재까지 발간된 고에 지 핵자료집

Lab. Comments Stored           Nuclides

JAERI

JENDL/HE-2004

En & Ep < 3 GeV

GNASH (< 250 MeV)

JQMD ( < 3 GeV

H-1, C-12,13, N-14, O-16, Mg-24,25,26, Al-27, 

Si-28,29,30, K-39,41, Ca-40,42,43,44,46,48, 

Ti-46,47,48,49,50, V-51, Cr-50,52,53,54, Mn-55, 

Fe-54,56,57,58, Co-59, Ni-58,60,61,62,64, 

Cu-63,65, Zn-64,66,67,68,70, Zr-90,91,92,94,96,

Nb-93, W-180,182,183,184,186,

Hg-198,199,200,201,202,204

LANL

LA150 

En & Ep < 150 MeV

GNASH (mainly)

H-1,2, Be-9, C-12, N-14, O-16, Al-27, 

Si-28,29,30, P-31, Ca-40, Cr-50,52,53,54, 

Fe-54,56,57, Ni-58,60,61,62,64, Cu-63,65, Nb-93, 

W-182,183,184,186,

Hg-196,198,199,200,201,202,204,

Pb-206,207,208

KAERI

KAERI-HE File

En & Ep < 250 MeV

GNASH

C-12, N-14, O-16, Al-27, Si-28, Ca-40, 

Ar-40, Fe-54, 56,  Ni-64, Cu-63, 65,  Zr-90, 

Pb-208

NRG
En & Ep < 150 MeV

TALYS

Ca-40,42,43,44,46,48, Sc-45, Ti-47,48,49,50, 

Fe-56,57,58, Ni-60, Ge-72,73,74,76, 

Pb-204,206,207,208, Bi-209

FZK
En < 50 MeV for

 IFMIF
Cr-52, Fe-56, V-51

IPPE
WIND 

En & Ep <100 MeV

n+U-232-238, Np-237,239, P-236-244,

 p+U-238

IPPE

MENDL-2 

< 100 MeV 

for activation

505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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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

  MCNP 코드는 원자로심 해석, 각종 차폐 해석, 실험 자료의 검증 등에 리 사용되

고 있는 코드로서 컴퓨터 성능의 발달에 힘입어 사용자의 수가  세계 으로 속

히 늘어가고 있다. 재, MCNP 코드용 성자 라이 러리로는 ENDF/B-VI.2를 토

로 만들어진 ENDF60 라이 러리[Hen94], ENDF/B-VI.4를 토 로 만들어 졌으

며 UR 확률표(unresolved resonance probability tables)를 포함하고 있는 URES 

라이 러리[Lit98], ENDF60 라이 러리에 지발 성자 자료가 첨가된 ENDF6DN 

라이 러리[Wer99] 등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한, 국내에서는 

1999년 ENDF/B-VI release 5를 토 로 300K, 600K, 900K에서 생산된 ACE(A 

Compact ENDF) 포맷 라이 러리인 MCLIB-E6[Seo99]가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

다.

  LANL에서는 ENDF66이라 명명된 MCNP4C 코드용 성자 라이 러리를 생산하

여 2002년 ·하반기에 배포할 목 으로 다양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 으나

[Cam02], 일부 핵종에 한 UR 확률표 자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라이 러리는 ENDF/B-VI.6에 포함된 173종의 핵종에 한 ACE 포맷 자

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정된 NJOY99.50[Mac94] (추후 NJOY99.63으로 업그 이

드 됨)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다. 모든 핵종들에 한 자료는 293.6K에서 처리되었으

며, UR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핵종들은 3000K에서도 처리되었다. 한, 35종의 핵

종들은 77K에서 처리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재 LANL에서는 MCNP용 라이 러리들을 broadening/thinning하여 원하는 온

도에서의 라이 러리로 재생시켜 주는 기능의 Doppler broadening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293.6K에서의 기본 라이 러리만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핵종들은 이 코드를 

통해 원하는 온도로 broadening/thinning된 라이 러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

만, UR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핵종들의 경우 293.6K에서의 기본 라이 러리뿐만 아

니라 broadening될 수 있는 상한 온도에서의 라이 러리 생산도 필수 이기 때문에 

3000K에서 처리된 라이 러리가 추가되었다.

  WIMSD-5B[NEA98]는 비상업용 격자 계산 코드로서 세계 각국의 연구소  

학교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WIMSD-4[Ask66]가 연구용 원자로

인 하나로 설계 해석에 이용된 바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격자 계산에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라이 러리인 'WIMSD 1986'[Hal91]은 WIMSD-4 코

드와 함께 입수되었다. 부분의 핵종 자료가 ENDF/B-IV,-V  UKNDL 평가 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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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는 

WIMSD-5B 라이 러리를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핵종 추가  연소 사슬 보완 

등을 통해 자체 으로 개량해오고 있었다.

  국내에서 개발 인 액체 속로인 KALIMER의 노심 해석용 라이 러리로는 

JEF-2.2를 토 로 한 KAFAX-F22가 생산, 사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

응하여 평가핵자료집, 군 구조 등을 변경하고 필요한 핵종들을 추가하여 

KAFAX-E66  KAFAX-J32 등이 공 된 바 있다.

  차폐 해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BUGLE-96 [ORN96]은 미국의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처리, 작성된 것으로 성자 47군, 자 20군의 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ENDF/B-VI를 사용하여 성자 199군, 자 42군의 상세

군으로 처리된 VITAMIN-B6 라이 러리로부터 경수로의 차폐  압력 용기 선량 

계산을 목 으로 축약된 자료이므로, 상기 목 에 부합한 차폐 구조체의 해석에만 유

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구조의 차폐체 해석을 해서는 상세군 라이 러

리를 그 목 에 맞게 축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랩에서는 군축약 등 자료의 처리에 용이하고 TRANSX [Mac02]/ 

DANTSYS[Alc95] 코드 시스템과 쉽게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MATXS 포맷의 상

세군 라이 러리인 KASHIL-E6 [Gil98, Gil01, Gil02]를 생산하여 NEA Data Bank

를 통해 배포, 사용해 오고 있다. KASHIL-E6는 VITAMIN-J와 동일한 군 구조인 

성자 175군, 자 42군으로 되어 있다. 179개 핵종들에 한 자료가 ENDF/B-VI.5

로부터 생산되었으며 공명 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하기 한 6～8개의 배

경 단면 과 300, 600, 1000, 2100K의 온도 자료, P5～P7의 Legendre 차수에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MCNP4C가 나오기 이 에는 MCNP 코드에서 비분리 공명 에 지 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의 성자속이 상 으로 큰 

고속로 노심 계산에서 약 으로 지 되어 왔다. MCNP4C 코드가 요구하는 형태

인 비분리 공명 에 지 역의 확률표 자료를 제공하기 한 코드로는 LANL의 

핵자료 처리 코드인 NJOY의 PURR 모듈과 ORNL의 핵자료 처리 코드인 

AMPX-2000의 PURM 모듈 등이 개발되어 리 사용되고 있다. 

  HELIOS 등과 같은 결정론  코드용 라이 러리에서는 보다 정확한 공명 분 

자료를 생산하기 한 노력이 개되고 있다. 즉 기존의 Bondarenko 방법이나 

균질 노심 성자속을 이용하는 신 비균질 노심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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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공명 분 자료의 생산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상세군 성자속을 계산하

기 한 코드로는 RABBLE과 NRSC/RMET21 등이 사용되고 있다. 

  3. 고에 지 입자수송용 산체계 구축

  재 고에 지 입자수송계산에 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로는 Monte Carlo 코

드인 MCNPX가 있다. MCNPX는 20 MeV 이하의 에 지 역에서 사용하던 코드

인 MCNP에 고에 지 계산을 지원하는 LAHET를 결합하여 만든 코드로서 계산

상의 정 한 3D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결정론  코드에 비해 상 으로 계산

시간이 아주 길다는 단 이 있다.

  MCNPX에서 고에 지 입자수송계산을 해 공식 으로 사용하는 라이 러리는 

미국의 Los Alamos 연구소에서 평가한 LA150 고에 지 평가핵자료를 토 로 

제작되었으며 재 MCNPX 코드와 더불어 배포되고 있다. LA150 라이 러리는 

약 40여 주요 핵종에 한 성자  양성자 핵반응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한

에 지는 기존의 20 MeV를 넘어선 150 MeV이다. 개발목 은 방사선 치료나 

APT(Accelerator Production of Tritium), ATW(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등과 같은 가속기 응용 분야에서 방사선 수송  방사선에 의한 

heating  손상 등을 계산하기 한 핵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MCNPX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다른 고에 지 라이 러리로는 KAERI 고에 지 라이 러리와 

JENDL 고에 지 라이 러리를 들 수 있다. KAERI 고에 지 라이 러리는 

LA150 보다 높은 상한에 지 250 MeV까지 14개 핵종에 한 성자  양성

자 핵반응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JENDL의 경우 약 60여 핵종에 

한 성자  양성자 핵반응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한 에 지는 3 GeV에 이

르고 있다.

  고에 지 핵자료의 보 과 더불어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한 핵자료처리코

드의 개량  개선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핵자료 처리에 리 쓰이고 있는 

NJOY 의 경우 고에 지 핵자료를 제 로 처리해서 MCNPX 코드용 고에 지 라

이 러리를 마련하기 해 NJOY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ACER 모듈의 수정이 이

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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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자가속기에서 가속된 자빔을 성자 생성 표 에 입사하여 펄스형 성자

빔을 생성하여 핵자료 측정을 하는 해외 설비로는 일본 경도 학 원자로 연구소

[Kob89], 미국 Oak-Ridge 연구소의 ORELA[Lew76], 그리고 뉴욕에 있는 RPI 

학교의 설비[Tat67], 벨기에의 GEEL[Ben78] 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

우는 자가속기를 원자로와 연결하여 펄스형 성자를 생성하여 핵자료를 측정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열 성자 에 지 역에서 수백 

keV 에 지 역의 핵자료들을 주로 생산하 다. 자가속기를 이용한 성자 생

성설비는 에 지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여 핵자료 측정에 필요한 공명에 지 역

에서의 핵자료들을 얻기 한 정 한 실험에 매우 유리하다. 

  최근에는 미국 Oak-Ridge 연구소의 ORELA는 핵자료 측정 실험 보다는 천체

물리분야의 실험과 다른 분야의 R&D를 지원하기 한 시험설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RPI의 설비도 핵자료 측정보다는 학생의 연구용 설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 Dubna의 설비도 원자로의 노후로 해체단계에 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성자 설비는 핵자료 측정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

른 목 으로 사용되거나 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해외 핵자료 측정설비들은 장

기간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참여 연구 인력들도 노령화 단계

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에 구축된 자가속기 기반의 성자 설비는 기존의 국외설비들보다는 성

능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열 성자에서 수백 eV 에 지 역의 핵자료 측정이 가

능한 설비이다. 국내의 연구 인력도 수년간 국외설비에서 핵자료를 측정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로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제까지 해외에서 생산한 핵자료에

만 의존하여 온 황에서 국내 핵자료 측정 설비를 활용하여 국내연구진들이 국

내에 필요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핵자료 측정설비를 활용하

면 원자력 분야의 연구를 새로운 역으로 확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

라 성자를 이용한 기 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단면  측정

  핵자료 측정 특히 고속 성자에 의한 포획단면  측정은 차세  에 지원을 

해결하는 기본 자료로, 물질의 생성 원리를 규명하는 자료로 생각되어 그 요성

이 일 부터 부각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다투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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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축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Argonne National Lab.을 심[Gue73a] [Don73a] [Mea75a] 

[Smi79a] [Gue81a] [Smi88a] [Smi87a] [Smi88b] [Smi91a] [Smi01a]  

[Smi04a] 으로 각 학  연구소에서 성자 비행시간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네델란드의 노틀담 학 [Fal04a], 벨지움의 Joint 

Nuclear Center [Lis69a] [Pau71a] 등에서 고속 성자원을 개발하여 핵자료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국의 CENDL [Lia03a], 일본의 JENDL 

[Nak03a]이라는 핵자료 리 체계가 형성되어져, 북경 , 동경 공업  

[Mas94a], 센다이 학 등을 심으로 수십 년 부터 실험 핵자료를 측정하여, 

원자로 재료물질에 한 성자 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에서 외국에서 얻어진 각종 핵자료

에 한 평가  계산을 수행하여, web 페이지를 통하여 그 자료를 국내외에 보

하고 있으며[Kar04a,] 실험 으로는 몇 년 부터 포항공과 학교 가속기 센터

에서 여러 물질에 한 핵반응을 통해 발생시킨  에 지 성자를 이용하여 

단면 을 측정[Kim99a]하고 있으며,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에서는 고속 성

자를 연속 으로 발생시켜, 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해 몇몇 물질에 한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고 있다[Woo04a], 재는 성자 펄스 빔 생산을 계획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Kim04a] [Hon04a]. 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

로 이용연구단에서는 원자로로부터 여러 가지의 에 지를 가진 성자를 발생시

켜, 이를 분리하여 원자들의 구조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 소자에 한 비 괴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50 MeV 싸이클로트론에서 (p, n) 반응을 통해 수십 MeV 성자를 만들어 암 

치료  진단을 한 동 원소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성자

원을 확보하고, 성자 분  분석을 통한 성자 표 장 형성, 동 원소 생산, 비

괴 진단 활동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핵자료를 실측할 수 있는 기술은 아

직 보 인 단계이며, 이를 한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재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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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핵자료는 핵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핵구조 자료와 성자, 자, 양성자 등 

입사입자와의 반응확률, 반응의 부산물에 한 핵반응자료로 구별된다. 이러한 자

료는 핵구조 자료의 경우 평가핵구조 자료(ENSDF; Evaluated Nuclear 

Structure File), 핵반응자료의 경우 평가핵자료(ENDF; Evaluated Nuclear Data 

File)로 특정한 포맷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자료는 BNL/NNDC, OECD/NEA 

Databank, IAEA/NDS 등의 기 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기 해서는 

그 포맷, 의미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장기간에 거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

다. 따라서 최종 이용자인 노물리, 방사선응용, 동 원소응용, 의료이용, 환경시료

분석, 천체핵물리 등의 다양한 이용자가 직  이해하고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이

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 본 과제에서는 1 단계에서 웹기반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쉽게 자료에 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핵

자료서비스 ( http://atom.kaeri.re.kr/)를 개발하 다.[Kae01] 2단계 기간동안에

는 국내의 동 원소와 원자력 련 출연연구소, 산업계의 의견을 반 하여 핵구조

자료, 성자서비스, 하 입자서비스, 고에 지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 다. 개선된 

홈페이지는 그림 3.1.1-1과 같다. 

그림 3.1.1-1. 온라인 핵자료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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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핵구조자료

  핵종표[Cha01]는 핵질량표[Aud95]에 수록된 2,930핵종에 한 물리량  

atomic mass, excess mass, binding energy, beta decay energy 등을 추출한

다. 핵종의 고유특성  NMR 응용에 요한 핵의 기모멘트와 자기모멘트도 제

공한다.[Sto01] 자기모멘트는  기 4극, 자기 2극 모멘트를 제공한다.

  붕괴특성에 해서는 NUDAT[Kin96]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NUDAT에서

는 spin, 반감기, 붕괴모드, 붕괴에 지를 추출하며 여기상태에 한 물리량도 추

출한다. 핵종이 붕괴하는 경우에는 딸핵종 는 모핵종에 한 정보도 쉽게 알기 

해 붕괴모드로부터 추정되는 핵종에 한 연결(link)을 설정하 다. NUDAT 자

료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매년 BNL에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여 갱신한다.

  핵분열생성물인 경우에는 ENDF/B-VI로부터 U-235, U-238, Pu-239 핵분열

시의 생성분율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ENDF/B-VI File 8로부터 축약된 일 

(yield.dat)을 사용한다.

  평가핵자료 일에 나타나는 300 여개의 핵종에 해서는 성자 반응단면 의 

표값이 표시된다. 이 값들은 열 성자 에 지 0.0253 eV에서의 값, 상온에서의 

Maxwell 평균값, g-factor, 핵분열스펙트럼 평균치, 14 MeV에서의 값들이다.

그림 3.1.1-2. 핵종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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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 입자 핵자료

  하 입자 핵자료는 의료용 동 원소생산을 해 생산한 자료로 본 과제의 1단

계기간에 평가하여 생산한 자료와[Lee01] IAEA의 평가자료[Qai01]를 온라인 서

비스에 추가하 다. 우리 연구소에서 평가한 양성자반응단면 은 원하는 동 원소

뿐 아니라 부수 인 핵반응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부분 100 MeV 에 지 역까

지 평가하 다.

  표 3.1.1-1에는 의료용 가속기의 빔 모니터링용으로 사용되는 핵반응을 열거하

다. 빔 모니터링은 양성자(p), 양자(d), 헬륨-3(3He), 헬륨(4He)에 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평가하거나, 수집한 각종 평가핵반응자료를 표 

3.1.1-2에는 감마방출핵종을 표 3.1.1-3에는 양 자붕괴 핵종을 보 다.

반응
에 지범 [MeV]

반응
에 지범 [MeV]

KAERI IAEA KAERI IAEA

27Al(p,X)22Na 26-100 30-100 Cu(p,X)56Co 40-100 50-100

27Al(p,X)24Na 30-100 Cu(p,X)62Zn 40-100 14-60

Ti(p,X)48V 1-61 5-30 Cu(p,X)63Zn 40-100 4.5-50

Ni(p,X)57Ni 1-51 15-50 Cu(p,X)65Zn 40-100 2.5-100

27Al(d,X)22Na 14.8-85 29.5-80 Fe(d,X)56Co 8-80 8-50

27Al(d,X)24Na 16-80 Ni(d,X)61Cu 25-78 2.5-50

Ti(d,X)48V 2-80 9-50

27Al(3He,X)22Na 8-126 10-100 Ti(3He,X)48V 7.5-133 16-100

27Al(3He,X)24Na 25-100

27Al(,X)22Na 23-170 30-100 Cu(,X)66Ga 8-150 8-30

27Al(,X)24Na 30-100 Cu(,X)67Ga 14.2-140 15-50

Ti(α,X)51Cr 2.9-172 5-40 Cu(,X)65Zn 13.4-140 15-50

표 3.1.1-1. 의료용 가속기의 모니터 반응 평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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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에 지 역[MeV]

반응
에 지 역[MeV]

KAERI IAEA KAERI IAEA

67Zn(p,n)67Ga 2-80 2-25 124Te(p,2n)123I 12-50 12-30

68Zn(p,2n)67Ga 13-140 13-30 124Te(p,n)124I 5-50 5-30

Kr(p,X)81Rb 14.5-115 14.5-80 127I(p,5n)123Xe 37-150 37-100

82Kr(p,2n)81Rb 14.5-115 14.5-80 127I(p,3n)125Xe 20-150 20-100

111Cd(p,n)111In - 4-30 124Xe(p,2n)123Cs 15-150 15.5-40

112Cd(p,2n)111In 11.5-150 11.5-35 124Xe(p,pn)123Xe 15-150 16.5-40

123Te(p,n)123I 4-50 4-20

표 3.1.1-2. 감마방출 핵종 생산 평가 일

반응
에 지 역[MeV]

반응
에 지 역[MeV]

KAERI IAEA KAERI IAEA

14N(p,)11N 4-140 4-25 14N(d,n)15O 1-140 1-15

16O(p,)13N 6-140 6-20 18O(p,n)18F 2.5-140 2.5-20

표 3.1.1-3. 양 자붕괴 핵종 생산 평가 일

    다. ENDFPLOT-2

  성자 반응단면 을 도시하기 해 1 단계에서 ENDFPLOT를 개발했으나, 2 

단계에서는 다양한 라이 러리, 반응 종류를 손쉽게 취 하기 해 인터넷 HTTP

의 쿠키기능을 사용하여 사용편의성을 확장하 다[Cha02]. 한, 1 단계에서 개

발한 포획단면  도형작성기의 기능을 흡수하 다.

  ENDFPLOT-2는 MCNP ACE 라이 러리 는 ENDF-6 형식의 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ENDF-6의 File3 형태[McL97]로 입력한 일을 

읽어 단면  도형을 화면에 표시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 다 . 입력으로 

핵종, 핵반응 종류 , 에 지 범  등을 입력하면 출력은 화면과 GIF 일 , 

Postscript 일 , Text 일 등의 형태로 얻을 수 있다 . ENDFPLOT에서

는 여러가지 핵종과 핵반응 , 는 라이 러리를 복합 으로 입력할 수 있

도록 하므로  라이 러리간의 비교 , 핵종간의 비교 , 핵반응간의 비

교가 용이하다 . 입력으로 사용되는 라이 러리로는 재  M CN P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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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리와 ENDF/B-VI pointwise 평가 일 , JENDL-3.2 pointwise 

평가 일 , JEF-2.2 pointwise 평가 일, IAEA의 NGATLAS가[Kop97] 제공

되고 있다. 분의 평가 일에는 원자로계산에 요한 300여개의 핵종의 단면 , 산

란단면 , 포획단면 , 핵분열단면 이 수록되어 있으며, NGATLAS에는 972개 핵종에 

한 포획 단면 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부분의 핵종에 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1.1-3. ENDFPLOT-2.0 화면

  2.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연구 련 핵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오고 있다.  세계

으로 원자력 련 시설의 설계, 해석에 리 쓰이고 있는 MCNP 코드 라이

러리를 비롯하여 WIMSD, HELIOS 코드 라이 러리를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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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공하 다. 한 액체 속로용  차폐 해석용 핵자료 라이 러리를 소내외에 

제공하여 액체 속로  원자로 차폐체의 설계와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에

서는 제공된 라이 러리들에 한 개 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가. MCNP 라이 러리

  재 국내외 으로 MCNP(A General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Bri00] 코드용 라이 러리에 한 수요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발표된 ENDF/B-VI.8 [Lem01], JENDL-3.3 [Shi02], JEFF-3.0 [Jac02]에 근거

한 계산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CLIB-E6 [Seo99]의 후속으로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Kim02b, Kim02d, Kim02e, Kim03a, Kim03b, Kim03d] 이 라이 러리들은 

재 본 랩의 웹 페이지 (http:://hpngp01.kaeri.re.kr)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핵종들을 추가하고 있다. KNE68에는 312 핵종, 

KNJ33에는 288 핵종, KNF30에는 95 핵종들의 ACE 포맷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나. WIMSD-5 라이 러리

  1990년  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WIMSD 라이 러리의 개량 작업이 시

작되었다. 1999년부터는  세계의 라이 러리 개발 문가들이 참여하는 IAEA 

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를 본격 으로 착수하 고, 마침내 2002

년에는 몇 가지 평가 핵자료집을 기반으로 라이 러리를 개량하여 공개하기에 이

르 다. 본 랩에서도 WIMSD 라이 러리의 개량을 한 IAEA CRP에 주도 으

로 참여하 다. 공개된 라이 러리는 ENDF/B-VI.8, JENDL-3.2, JEF-2.2 각각

의 평가 핵자료를 기반으로 개량된 것과 각 핵종별 최선의 평가핵자료를 선정하

여 개발된 IAEA 라이 러리가 있다. [IAE02] 한, 기존의 69군 라이 러리와 

함께 172군으로 확장된 라이 러리가 개발되었다. 제 3 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

발된 WIMSD-5B 라이 러리에 하여 상세히 기술하 다.

    다. 액체 속로용 라이 러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외에서는 액체 속로 노심 해석을 해 KAFAX-F22, 

-E66, -J32 [Kim97, Kim01] 등을 이용하고 있다. 본 랩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

에 부응하여 핵종을 추가하거나 군 구조를 변경해 가며 군정수 자료를 계속 공

해 오고 있다. 고속로 해석에는 CCCC 형의 ISOTXS-포맷 자료와 BROKXS-포

맷 자료가 이용되어 왔다. ISOTXS에는 무한희석 단면 과 탄성산란 매트릭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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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고,  BROKXS에는 온도와 배경 단면 의 함수로 된 자기 차폐 인자

가 수록되어 있다. 근래에는 ISOTXS-포맷을 보완하여 열  고속 에 지 역은 

물론 핵융합 계산에도 이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MATXS-포맷을 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하 다. KAFAX 라이 러리는 MATXS 형

식으로 단면  자료 외에도 KERMA, DPA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JEF-2.2와 

ENDF/B-VI.6에 기반을 둔 KAFAX-F22와 -E66는 JEFF-3.0과 ENDF/B-VI.8의 

최신 평가 핵자료집을 이용하여 개량되고 있으며, 군 구조 한 80군에서 이용자들

의 요구에 따라 100군 이상으로 확장하여 생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라. HELIOS 라이 러리

  HELIOS [Cas91, Vil92] 코드는 기존의 공명 분 생산 방법이 개량되었다. 기

존에는 RABBLE을 이용한 공명 역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으로 가 하여 생

산된 공명 분 자료를 HEBE 코드로 가공하여 온도와 배경단면 의 함수로 

HERMES 라이 러리에 수록하여 이용하 다. 그러나 최근의 HELIOS 라이 러

리는 subgroup 방법을 이용하여 공명 분자료를 해석 노심에 따라 계산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HELIOS 라이 러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계산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NRSC/RMET21 [Les01] 코드와 NJOY [Mac94]를 이용하여 공명 역에서의 자

기차폐 효과를 비균질 노심계산을 통해 정 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제 3 에는 시험 으로 단면 을 계산하여 검증한 차와 결과를 수록하

다. 향후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정 한 공명 분 자료를 생산하고 HELIOS 라이

러리 개발에 이용할 것이다.

    마. 차폐해석용 라이 러리

  기존의 KASHIL-E6 라이 러리[Gil98, Gil01, Gil02]에 한 업데이트 작업의 

일환으로 ENDF/B-VI.8에 근거한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Kim04a, Kim04c, Kim05]. 이 라이 러리는 VITAMIN-B6[ORN96] 구조의 

성자 199군, 자 42군으로 처리되었으며, 표 인 차폐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이 라이 러리는 핵종 추가 작업을 거친 후 본 랩의 웹 페이지

(http:://hpngp01.kaeri.re.kr)를 통해 서비스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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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핵자료 평가

  1. 성자단면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가. 개 요

  입사 성자의 에 지에 따른 반응단면 을 그래 로 나타내면 특정 에 지에

서 peak가 나타나는데 이는 입사 성자의 에 지가 표 핵의 에 지 간 에

지 차와 일치하면서 복합핵을 형성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이를 가리켜 공명

(resonance)이라 한다. 각각의 공명은 공명에 지와 반응폭 등의 공명상수를 이

용해서 나타내는데 물리  모델을 용하고 이들 공명상수를 이용하면 성자 반

응단면 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명상수를 직  계산할 수 있는 

핵물리 이론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명상

수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 이다.

  국내에서는 지 까지 주로 외국에서 측정하여 평가한 핵자료를 입수․처리하여 

원자로 핵설계  차폐설계, 방사선 향 분석․평가 등에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 완료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록 자료가 있

다 하더라도 정  계산의 필요성에 의해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외국에서 기 개발한 자료가 없는 경우 국내 수요에 부응하기 

해서는 핵자료의 자체 생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1998년 포항가속

기연구소에 성자 반응단면  측정을 해 비행시간(Time of Flight, TOF) 실

험 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자체 으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 다. 비행시간 실험장치는 그림 3.2.1-1과 같이 성자를 표 핵에 입사시켜

서 표 핵을 통과하는 성자 수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

항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를 이용해 공명상수를 평가하고 생산하 다. 평가 방법과 

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1-1. 비행시간 실험장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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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AMMY 코드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방법

  일반 으로 성자 반응단면 은 비행시간 실험에 의하여 시간에 따른 반응수

의 형태로 측정된 값을 에 지에 따른 반응단면 으로 치환하여 얻는다. ORNL에

서 개발한 SAMMY 코드는 실험자들이 측정해서 반응단면 으로 치환한 자료를 

fitting하여 최 의 공명상수를 생산하는 코드이다[Lar99]. SAMMY 코드는 실험

을 통해 측정한 단면 에 한 상을 붕괴이론 는 R-행렬이론이라 불리는 산

란이론으로 기술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치를 상호작용 반경(interaction 

radius)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공명에 지(resonance energy)와 반응

폭(width), 양자수(quantum number) 등과 같은 측 가능한 양으로 변수화

(parameterization)한다. 성자 단면 을 변수화하는 방법에는 single 는 

multi-level Breit-Wigner formula, Adler-Adler formula 등 여러 가지가 있으

나 SAMMY 코드에서는 포획 채 에 한 에 지 사이에 간섭을 무시하는 

Reich-Moore formula를 사용하고 있다. 

  실험값과 일치하는 최 의 변수를 결정하기 한 fitting 방법으로 Bayes 방법

을 이용한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최소자승법은 모든 변수들에 해서 최 의 

fitting을 하기 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  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이

라고 일컫는 Bayes 방법은 덜 요한 변수들에 해서는 그 값이나 련 불확실

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취 하여 불확실성을 매우 큰 값으로 가정하거나 zero 

correlation이라고 가정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피하는 방법이다. Bayes 방법에서는 

prior uncertainty와 correlation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분석 결과로

부터 이들 정보를 얻어 다음 분석에 이용하며 이  정보가 없을 경우 이들 변수에 

해서는 large uncertainty-zero correlation을 가정한다. Bayes 방정식은 

         이다. 여기에서   는 B가 참일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표시한다. D는 데이터, P는 변수, B는 그 밖에 모든 련 정보를 

의미한다.   는 변수들에 한 선분포 확률 도함수(prio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표시하고,   는 후분포 확률 도함수(posterio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는 P가 정확하다고 할 때 D를 측할 

확률 도함수를 각각 표시한다. 즉, Bayes 방법은 변수 P에 해 기값을 넣어

주면 이론에 의해 단면 을 계산하고 계산된 단면 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실험값

에 더 일치하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 생성하는 계산을 반복하여 최 의 변수를 결

정하는 방법이다.

   Data fitting시에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에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data 측정에 한 statistical uncertainty로서 이는 data 측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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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고유의 불확실성으로서 일반 으로 Poisson 통계를 따르며 측정치

가 N일 때 의 값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하나는 systematic 

uncertainty로서 data reduction 시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data 

covariance를 취 하는 여러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으나 SAMMY code에서는 

implicit data covariance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data 

reduction parameter에 한 정보만 주어지면 SAMMY code내에서 련 계산을 

수행한다. Data covariance matri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ij = νi δij + ∑k Xk
i wk Xk

j (3.2.1-1)

  여기에서 V는 data covariance matrix를, ν는 statistical uncertainty를, X는 

data reduction parameter에 한 data의 편미분 계수로 구성된 sensitivity 

matrix를, w는 data-reduction parameter에 한 covariance matrix를 나타낸

다. 특히 SAMMY 코드는 parameter 일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 각 parameter

에 한 uncertainty와 함께 각 parameter간의 correlation에 한 내용을 담고 

있는 covariance matrix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도출한 양의 uncertainty

를 계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AMMY 코드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는 그림 2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평

가의 시작은 SAMMY 코드 실행에 필요한 단면 (transmission) 측정 일, 입력

일, 변수 일을 작성하는 것이다. 단면  측정 일은 TOF 실험 결과로 에 지

와 각 에 지에서 측정된 성자 수로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포항 TOF 실험장치에

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 다. 입력 일에는 계산 조건과 실험조건에 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는 측정 온도 효과를 반 하는 도 러 broadening과 비행 거리(flight 

path), burst width와 channel width 효과를 다루는 resolution broadening, 

explicit normalization and/or background function, sample의 유한한 크기에 한 

보정, 여러 핵종  동 원소 취 과 같은 기능에 이용되어 실험 조건을 반 한다. 변

수 일은 공명상수 일로 공명에 지, 성자반응폭, 감마포획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공명 는 핵종과 각운동량에 따라 스핀그룹을 나 어 구분한다. 공명

상수 일은 처음에 실험 데이터를 그래 로 그려서 나타나는 공명으로부터 유추하

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기존에 보고된 공명상수 일들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변수 일을 ENDF/B-VI를 근거로 작

성하 다.

  기본이 되는 세 개의 일을 작성한 후에 입력 일과 변수 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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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반응단면 을 계산한 이론값과 실험값을 RSAP 코드[Say00]를 이용해 그

래 를 그려서 비교하고 이론값이 실험값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수들

을 조정한다. 이는 Bayes방법을 이용해 최 의 변수를 찾는 과정 에 수행되는 단

계로 SAMMY 코드에서는 선형 근사법을 채용하고 있어서 기값이 참값과 차이가 

많이 있으면 fitting 결과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기 때문에 최 에 가까운 값을 기

값으로 주기 함이다. 기값이 참값에 근사할수록 맞춤 결과가 좋다. 따라서 

Bayes 계산을 하기 에 변수 일을 조정하는 과정을 좋은 기값을 얻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더 정확한 최종 결과를 얻기 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변수 일이 실험데이터를 잘 구 하는 단계에 이르면 Bayes 계산을 한다. Bayes 

계산 시 평가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계산을 한다. 처음에

는 성자반응폭에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감마포획폭에 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에 지에 해 계산을 한다. 변수들 사이에 상 계를 고려하여 성자

반응폭과 감마포획폭에 해서 동시에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에 지, 성자반응

폭, 감마포획폭에 해서 동시에 계산을 한다. Bayes 계산으로 생성된 새로운 변수

일을 이용해서 다시 Bayes 계산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합한 변수를 생성한다. 

평가하려는 에 지 역 이외의 경계부근 에 지에서도 평가를 진행한다. 각각의 공

명은 상호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주변 에 지의 공명을 동시에 평가하여 경계부근

에서의 fitting을 정확하게 하기 함이다. 

  Bayes 계산으로 최 의 변수들을 구한 후엔 상 행렬을 계산한다. 상 행렬은 각 

변수들이 계산과정에서 가지는 오차를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변수들의 오차를 고려

하여 다시 한번 Bayes계산을 한다. 그 결과 생성된 변수와 상 행렬을 이용해 최종

으로 이론값을 계산하여 실험값과 비교한다. SAMMY fitting 결과는 실험데이터와 

이론값이 에 지-반응단면  그래 에서 잘 일치하는지와 χ2/N값으로 정확도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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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 Analysis : Parameter adjustment using flags of parameter

1. Neutron width and/or 2. Gamma width and/or 3. Energy

Good fitting ?

Bayes' Analysis for Generating Covariance Matrix 

and Plotting using RSAP program

Plotting using RSAP program

Final Non-Bayes' Analysis with Covariance Matrix 

and Plotting using RSAP program

Good fitting ?

  Parameter adjustment

 1. Neutron width and/or

 2. Gamma width and/or

 3. Energy

New Parameter file from 

SAMMY output

Non-Bayes' Analysis and Plotting using RSAP program

File preparation for SAMMY analysis

1. Input file 2. Parameter file 3. Data file

END

Yes

Yes

No

No

그림 3.2.1-2. SAMMY 코드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과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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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측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TOF 실험 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에서도 자체 인 핵자료 

생산을 해 Dy, Ag, Sm, Ta, W, Hf,   Mo의 천연 시료를 이용한 실험들을 

수행하 다. 그 에 0에서 100 eV까지의 에 지 역에서 측정한 단면  실

험 결과를 이용하여 공명상수들을 평가하 다.

(1) 천연 Dysprosium 단면  평가

  원자로 노심에서 제어 이나 가연성 독 의 성자 독물질로 사용되는 Dy의 

공명상수를 평가하 다. Natural Dy을 구성하고 있는 동 원소와 각각의 성분비, 

각운동량에 따른 스핀 그룹은 표 3.2.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 변수 일은 

ENDF/B-VI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명상수 값을 이용하 다. 100 eV까지(실제로

는 경계부근의 평가를 해 120eV까지 평가하 다.) 총 77개의 공명  동 원

소별로 Dy-160 공명은 8개, Dy-161 공명은 47개, Dy-162 공명은 3개, 

Dy-163 공명은 18개, Dy-164 공명은 1개로 구분되었다[Kim03a]. χ2/N값이 

1.00으로 그림 3.2.1-3과 그림 3.2.1-4에 에 지-단면  그래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명상수를 이용해 계산된 단면 과 실험으로 측정된 단면 이 잘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 생성된 공명상수는 일반 으로 사용 인 

ENDF/B-VI, BNL 평가자료집[Mug84], LANDOLT-BOERNSTEIN[Sch98] 공명

상수와 비교하여 표 3.2.1-7에 나타내었다. 일부 공명 에서 성자 반응폭에 차

이가 있었는데 Dy-160의 33.81 eV, Dy-161의 9.71 eV, 12.31 eV, 48.08 eV, 

50.84 eV, 64.63 eV, 73.66 eV, 87.76 eV, 98.36 eV, Dy-163의 5.7eV, 63.10 

eV, 71.75 eV, 88.11 eV 공명 에서 BNL 평가자료집과 비교해 성자 반응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y-161의 64.63 eV, 87.76 eV, 93.36 eV에서와 

Dy-163의 68.10 eV에서 성자 반응폭이 크게 평가되었다. 본 평가는 

transmission data만을 이용한 1차 평가로서 앞으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는 

capture 측정치를 동시에 이용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천연 Silver 단면  평가

  100 eV까지 총 23개의 공명이 있으며 14개는 Ag-107의 공명이고 9개는 

Ag-109의 공명이다. 단면  데이터 평가결과는 χ2/N 값이 1.41로서 그림 

3.2.1-5에 총 반응단면  fitting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3.2.1-6에는 단면  

fitting 결과를 실험값과 함께 그려 비교해 보았다[YOO03a]. ENDF/B-VI와 

LANDOLT-BOERNSTEIN[Sch98]의 공명상수와 평가된 공명상수를 비교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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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에 정리하 다. 특히 동일한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한 Dr. Skoy[Sky00]

의 결과와도 비교하 다. 그 결과 30.7 eV와 51.7 eV에서 성자폭에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핵 종 성분비(%) 질량(amu) 스핀그룹

Dy-156 0.06 155.9242783

Dy-158 0.10 157.9244047

Dy-160 2.34 159.9251938 1

Dy-161 18.90 160.9269297 2, 3

Dy-162 25.50 161.9267948 4, 5, 6

Dy-163 24.90 162.9287276 7, 8

Dy-164 28.20 163.9291712 9, 10, 11

Natural Dy 162.50

표 3.2.1-1. 천연 Dy의 구성

핵 종 성분비 (%) 질 량 (amu) 스핀 그룹

Ag-107                51.839 106.9050931 1, 2, 3, 4

 Ag-109               48.161 108.9047559 5, 6, 7, 8

Natural Ag 107.868

표 3.2.1-2. 천연 Ag의 구성

(3) 천연 Samarium 단면  평가

  Sm의 공명상수 평가는 배경복사(background) 보정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

우로 나 어 배경복사가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YOO03b]. 

그 결과로 χ2/N값이 배경복사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96 고 보정을 한 경

우에는 1.58로 보정을 한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배경복사 보

정을 안한 경우에 Sm-149는 8.950 eV와 9.260 eV 공명 에서 Sm-152은 

8.047 eV 공명 에서 공명 와 반응폭 등의 공명상수가 ENDF/B-VI release 8

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공명상수들을 동일한 실험

치를 이용해 평가한 Dr. Skoy의 공명상수[Sko00]와 ENDF/B-VI release 8 평가

자료집, LANDOLT-BOERNSTEIN Data[Sch98]와 비교하여 표 3.2.1-9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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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00 eV까지 총 71개의 공명이 8개는 Sm-147, 1개는 Sm-148, 52개

는 Sm-149, 4개는 Sm-150, 4개는 Sm-152, 2개는 Sm-154에 의한 것으로 결

정되었다. 특히, Sm-149에 해서 공명에 지 33.90 eV인 경우에 ENDF/B-VI 

release 8 평가집과 비교하면 공명상수들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5.0 

eV 근처에서 평가에 고려되지 못한 공명 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핵 종       성분비(%) 질 량 (amu) 스핀그룹

Sm-144 3.1 143.9119958

Sm-147 15.0 146.9148938 1, 2

Sm-148 11.3 147.9148184 3

Sm-149 13.8 148.9171799 4, 5

Sm-150 7.4 149.9172718 6

Sm-152 26.7 151.9197288 7

Sm-154        22.7 153.9222058 8

Natural Sm 150.360

표 3.2.1-3. 천연 Sm의 구성

(4) 천연 Tantalum 단면  평가

  Natural Ta는 100% Ta-181로 구성되어 있고 질량은 180.95 amu이다. 100 

eV까지 30개의 공명이 있으며 각운동량에 따라 두개의 스핀그룹으로 나 어 평

가하 다[Kim03b]. 그림 3.2.1-9와 그림 3.2.1-10에 total cross section과 

transmission의 fitting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χ2/N는 0.52이고 80 eV 이

상의 에 지에서 fitting이 정확하지 않다. 이는 평가 에 지 역의 경계 부근에

서의 fitting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실험 데이터가 100 eV이상에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경계부근에서의 external 변수 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평가된 

공명상수는 ENDF/B-VI와 BNL 평가자료집[Mu84]의 공명상수와 비교하여 표 

3.2.1-10에 정리하 다. 

20.5 eV, 24.09 eV, 30.2 eV, 39.33 eV, 50.3 eV and 76.7 eV의 공명 에서 

ENDF에서 정한 스핀 그룹과 BNL에서 스핀 그룹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ENDF에

서 정한 스핀 그룹에 따라 평가를 하 다. 35.4 eV, 36.2 eV, 39.3 eV, 98.3 eV의 

공명 에서 ENDF와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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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연 Tungsten 단면  평가

  에 지 역 0 eV-100 eV까지에서 Natural 텅스텐을 평가하 다. 텅스텐의 

구성은 표 3.2.1-4와 같고 각운동량에 따른 스핀그룹을 6개로 나 어 평가를 진

행하 다[Kim03c]. 평가 결과 텅스텐의 공명은 100eV까지 총 16개가 있으며 

W-182 4개, W-183 9개, W-184 2개, W-186 1개로 구분된다. 그림 3.2.1-11

과 3.2.1-12에 보여진 로 이론값이 실험값을 잘 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χ2/N는 0.64이다. 평가 결과로 생성된 공명상수는 표 3.2.1-11에 정리하 다. 80 

eV 이상에서는 fitting 결과가 낮게 평가되었다. Tantalum에서와 마찬가지로 에

지 경계 부근에서의 평가가 100 eV이후 역에서의 측정값이 없어서 경계면에

서의 평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공명상수를 표 3.2.1-10에서 ENDF/B-VI, BNL 평가자료

집[Mug84], LANDOLT-BOERNSTEIN[Sch98]의 공명상수와 비교하 다. 

W-183의 46.08 eV과 47.8 eV, W-186의 18.81 eV, W-182의 21.1 eV에서 

ENDF/B-VI에 수록된 공명상수와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W-183에 한 두 공명

에서는 그 차이가 컸다. 

핵종 구성비(%) 질량 (amu) 스핀그룹

W-180 0.12 179.9467055 ± 0.0000051 6

W-182 26.3 181.9482053 ± 0.0000031 1

W-183 14.28 182.9502242 ± 0.0000030 2, 3

W-184 30.7 183.9509323 ± 0.0000030 4

W-186 28.6 185.9543619 ± 0.0000031 5

Natural W 183.8495 ± 0.00000611484

표 3.2.1-4. 천연 W의 구성

(6) 천연 Hafnium 단면  평가

  Hf는 포항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가 해외의 실험시설에서 실험한 결과와 비교

하여 단면 의 peak가 낮게 측정되고 측정된 성자 수도 작아서 100 eV까지의 

실험 데이터 에 13eV까지만 선택하여 평가하 다[Kim04]. 총 10개의 공명 

에 1 eV 근처와 2.4 eV 근처, 8 eV 근처의 공명은 실험 장치의 분해능 한계로 

단면  peak가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공명상수 평가 결과도 기존의 공명상수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된 것으로 단된다. 한 13 eV 이상의 측정 자료는 공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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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흩어져 있어서 평가 상에서 제외하 다. 앞으로 정 한 측

정자료가 구해 질 경우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χ2/N 값이 0.24로 실험값

보다 크게 평가되었다. 이는 공명의 peak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다고 가정하

여 실험치보다 높은 peak에 맞춰서 평가한 결과이다. 공명의 peak는 공명의 반

치폭에 맞춰서 결정하 다. 결정된 공명상수는 BNL 평가자료집[Mu84]의 공명상

수와 비교하여 표 3.2.1-12에 정리하 다. 특히 Hf에 한 BNL평가 자료집에는 

반응폭에 한 공명상수자료가 부족한데 이번 평가로 반응폭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핵종 구성비(%) 질량 (amu) 스핀 그룹

Hf-174 0.162 173.9400415 1

Hf-176 5.206 175.9414033 2

Hf-177 18.606 176.9432204 3, 4

Hf-178 27.297 177.9436981 5

Hf-179 13.629 178.9458154 6, 7

Hf-180 35.100 179.9465488 8

Natural Hf 178.486403

표 3.2.1-5. 천연 Hf의 구성

(7) 천연 Molybdenum 단면  평가

  Mo의 스핀 그룹은 총 27개로 나 었고 200 eV까지의 에 지에서는 14개의 

공명이 존재한다. 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시에 실험 결과를 정확하

게 구 할 수 있도록 공명 상수를 변화시키면서 최 의 값을 찾는다. 아직까지 포

항의 실험 시설이 기존의 실험시설보다 개선된 실측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지 까지의 평가결과들은 기존에 사용 인 평가 자료집의 공명상수와 비

교하여 그 추이에 벗어나지 않도록 평가를 수행하 다. 본 평가에서는 실측값에 

일치하도록 평가를 수행하 고 그림 3.2.1-15와 3.2.1-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평가된 공명상수는 BNL 평가 자료집의 공명상수와 비교하여 표 3.2.1-13에 정

리하 다. Mo-97의 스핀 2.5와 Mo-100의 스핀 1은 실제 스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지만 ENDF/B-VI에서 사용한 값으로 본 평가에서는 공명의 스핀 값에 

한 실험 결과가 없어서 그 로 사용하 다. 공명의 에 지는 BNL평가 결과와 비

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성자 반응폭과 감마 포획폭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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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공명은 공명상수 세트에 의해서 구 되는데 이때 각 공명상수 값들에 따

라 다른 공명상수 세트도 동일한 공명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 결

과와 상이한 평가 결과는 만약 개선된 실험 결과를 이용한 평가가 아니라면 의미

를 찾기 어렵다. 앞으로 포항의 실측 능력이 개선되어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

공하고 이와 같은 평가 경험을 쌓는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핵자료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종 구성비(%) 질량 (amu) 스핀 그룹

Mo-92 14.84 91.9068095 1,2,3

Mo-94 9.25 93.9050867 4,5,6

Mo-95 15.92 94.9058406 7,8,9,10,11,12

Mo-96 16.68 95.9046780 13,14,15

Mo-97 9.55 96.9060201 16,17,18,19,20,21

Mo-98 24.13 97.9054069 22,23,24

Mo-100 9.63 99.90974765 25,26,27

Natural Mo 95.93150947

표 3.2.1-6. 천연 Mo의 구성

    라. 결 론

  포항가속기 TOF 실험장치를 이용해 측정된 성자 단면 을 이용하여 성

자 반응단면 을 평가함으로써 자체 인 공명상수 생산이 가능해 졌다. 본 연구에

서는 Dy, Ag, Sm, W, Ta, Hf,  Mo의 성자반응단면  실측자료를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공명상수를 생산하 다. 평가 결과는 실험값과 일치하

으나, 일부 공명에서는 기존의 평가 자료집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반응폭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 다. 반응단면 은 단면 뿐만 아니라 포획단면 , 분열

단면 , 흡수단면  등의 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실험자료만을 

이용해 평가를 수행하 는데 더 정확한 평가를 해서는 포획단면  등에 한 

실험값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보다 신뢰성 있는 단면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Dy에 한 포획단면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명상수를 재평가할 계

획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는 보다 새로

이 측정된 값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핵자료를 보완 개선한 자체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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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신의 실험 장치를 이용한 개선되고 정확해진 실험 결과

로부터 공명상수를 생성함으로써 재평가되어야 할 공명상수나 평가되지 못한 공

명상수를 평가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어 앞으로의 핵자료의 정

화  보완 활동과 련하여 핵물리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림 3.2.1-3. 천연 Dy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4. 천연 Dy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5. 천연 Ag의 total cross 

section SAMMＹ fitting 결과

그림 3.2.1-6. 천연 Ag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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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천연 Sm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8. 천연 Sm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9. 천연 Ta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결과

그림 3.2.1-10. 천연 Ta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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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천연 W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12. 천연 W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13. 천연 Hf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14. 천연 Hf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15. 천연 Mo의 total cross 

section SAMMY fitting 결과

그림 3.2.1-16. 천연 Mo의 transmission 

SAMMY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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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60 0.5 -58.19<-33.33>[-33.33]
-58.18±0.34

105.8<(80)>[<80>]
106.32±10.62

555.3<33.3>
588.76±57.66

0.0113
0.0111

160 0.5 1.88<1.88±0.02>[‐]
1.86±0.0045

105.8
139.98±8.602

0.2<0.2±0.1>[0.21]
0.2581±0.0164

5.0095
3.8816

160 0.5 10.45<10.45±0.03>[‐]
10.29±0.0013

100.0<100.0±10>[
]
204.29±3.715

16.50<16.50±2.0>[
16]
24.830±0.2294

0.0706
0.0452

160 0.5 20.47<20.47±0.05>[‐]
20.01±0.019

105.8<108>[<108>
]
415.02±27.32

31.00<31.00±3>[ ]
26.657±1.314

0.0415
0.0399

160 0.5 34.90<34.90±0.02>[‐]
33.81±0.029

105.8<108>[<108>
]
663.18±46.74

1.18<1.18±0.12>[1
.2]
39.211±2.093

0.8567
0.0270

160 0.5 73.14<73.14±0.07>[‐]
69.69±0.44

105.8<108>[<108>
]
105.74±10.58

6.50<6.50±0.56>[ ]
12.79±1.250

0.1631
0.0877

160 0.5 85.60<85.60±0.1>[85.56]
81.78±0.044

112.0<112.0±15>[
]
109.59±11.02

91.00<91.00±7>[ ]
243.23±8.422

0.0199
0.0132

160 0.5
115.60<115.60±0.1>[115.
62]
112.15±0.59

105.8<108>[<108>
]
105.86±10.58

2.04<2.04±0.30>[2
.0]
249.35±24.92

2.0014
74.3115

161 3 1.89<2.08>[ ]
1.869±0.052

106.8<(121.9)>
100.66±9.776

6.32
3.68±0.35

0.0593
0.0983

161 3 2.71<2.71±0.02>[ ]
2.70±0.0004

119.00<119.0±10>
121.17±1.122

0.33<0.33±0.015>
0.37±0.002

1.0438
0.9172

161 2 3.68<3.68±0.03>[ ]
3.66±0.0003

124.00<124.00±15
>
134.76±0.98

0.89<0.89±0.04>
0.93±0.004

0.1985
0.1894

161 2 4.33<4.33±0.02>[‐]
4.28±0.001

80.00<80.00±3>
125.54±1.69

0.58<0.58±0.065>
0.66±0.005

0.3072
0.2684

161 3 7.74<7.74±0.03>[‐]
7.64±0.01

107.00<107.00±4>
429.96±15.50

0.30<0.30±0.01>
0.67±0.016

1.1396
0.5093

161 2 10.26<10.26±0.20>[‐]
9.71±0.01

106.80
141.36±11.05

0.12<0.12±0.02>
0.22±0.01

1.4509
0.7778

161 3 10.85<10.85±0.03>[‐]
10.65±0.02

106.80
89.382±9.184

0.24<0.24±0.02>
0.15±0.012

1.4231
2.2613

161 3 12.65<12.65±0.04>[‐]
12.31±0.019

106.80
524.81±33.71

0.023<0.028±0.01>
0.53±0.03

12.1569
0.6484

161 2 14.31<14.31±0.05>[‐]
14.03±0.003

124.00<124.00±4>
447.20±9.037

3.10<3.1±0.2>
4.21±0.05

0.0594
0.0422

161 3 16.67<16.67±0.06>[ ]
16.42±0.01

116.00<116.00±5>
70.964±7.849

3.70<3.7±0.2>
1.24±0.05

0.0970
0.2828

161 2 18.48<18.48±0.06>[ ]
18.05±0.004

114.00<114.00±5>
268.51±10.95

4.25<4.25±0.3>
3.37±0.07

0.0445
0.0532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7-1. 천연 Dy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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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61 2 20.24<20.24±0.04>[ ]
19.98±0.04

106.80
102.82±10.37

0.15<0.15±0.02>
0.57±0.05

1.1615
0.3096

161 2 25.22<25.22±0.04>[ ]
25.01±0.03

102.00<102.00±7>
1010.3±57.76

0.6<0.60±0.035>
2.69±0.12

0.2935
0.0649

161 2 29.04<29.04±0.04>[ ]
27.90±0.02

126.00<126.00±8>
256.46±22.90

1.35<1.35±0.1>
1.69±0.09

0.1319
0.1046

161 3 29.92<29.92±0.04>[ ]
29.35±0.05

116.00<116.00±8>
1219.2±80.53

0.46<0.46±0.04
>
3.14±0.17

0.7447
0.1090

161 3 35.74<35.74±0.04>[ ]
34.68±0.06

106.80
101.55±10.30

1.40<1.4±0.1>
1.61±0.15

0.2485
0.2175

161 3 37.71<37.71±0.05>[ ]
36.47±0.01

118.00<118.00±11
>
403.08±29.86

5.60<5.6±0.2>
8.66±0.30

5.1784
8.3515

161 3 38.51<38.51±0.05>[ ]
37.59±0.03

110.00<110.00±6>
553.96±42.91

7.15<7.15±1.0>
5.39±0.26

0.0529
0.0642

161 3 43.27<43.27±0.05>[ ]
41.93±0.02

117.00<117.00±9>
1164.4±54.72

6.50<6.5±0.5>
15.93±0.43

0.0573
0.0219

161 2 45.14<45.14±0.06>[ ]
44.40±0.05

108.00<108.00±8>
145.53±15.00

6.20<6.2±0.45>
2.41±0.17

0.0319
0.0748

161 2 48.80<48.80±0.1>[ ]
46.08±0.03

106.80
74.606±7.662

0.35<0.35>
5.21±0.23

0.0389
0.5000

161 3 50.86<50.86±0.06>[ ]
48.03±0.06

93.00<93.00±13>
95.014±9.418

2.42<2.43±0.20
>
2.62±0.23

0.1466
0.1362

161 2
51.80<51.80±0.4>[51.72
]
49.47±0.02

113.00<113.00±10
>
329.43±29.28

10.50<10.5±0.5
>
13.64±0.45

0.0140
0.0202

161 3 52.24<52.24±0.08>[‐]
50.84±0.06

106.80
661.66±58.89

0.8<0.8±0.1>
7.82±0.46

0.4308
0.0444

161 2 55.19<55.19±0.06>[‐]
52.05±0.04

111.00<111.00±12
>
110.51±11.03

4.65<4.65±0.25
>
6.38±0.36

0.0411
0.0310

161 2 59.57<59.57±0.06>[‐]
56.98±0.04

106.80
102.53±10.38

2.75<2.75±0.3>
9.39±0.59

0.0670
0.0226

161 2 61.41<61.41±0.06>[ ]
59.05±0.06

141.00<141.00±20
>
700.44±62.94

3.80<3.8±0.25>
10.79±0.56

0.0486
0.0167

161 3 63.64<63.64±0.06>[ ]
60.68±0.07

105.00<105.00±20
>
104.47±10.46

2.60<2.6±0.2>
4.56±0.34

0.1364
0.0802

161 2 67.55<67.55±0.07>[ ]
64.63±0.02

106.80
489.48±46.02

0.05<0.05±0.05
>
32.67±1.11

3.4767
0.0062

161 2 73.17<73.17±0.08>[ ]
69.82±0.15

106.80
106.37±10.66

2.00<2.0±0.1>
6.27±0.49

0.0907
0.0316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7-2. 천연 Dy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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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61 3 78.09<78.09±0.09>[ ]
74.89±0.50

106.80
107.00±10.69

0.29 <0.29±0.05>
0.25±0.03

1.1787
1.3752

161 2 82.27<82.27±0.09>[ ]
78.30±0.34

106.80
107.72±10.77

1.28<1.28±0.10>
2.07±0.21

0.1404
0.0877

161 3 85.07<85.07±0.09>[ ]
78.89±0.16

106.80
107.15±10.71

3.00<3.0±0.2>
4.95±0.47

0.1189
0.0743

161 3 88.77<88.77±0.10>[ ]
83.9331±0.5582

106.80<106±20>
106.44±10.66

7.0<7±0.1>
0.60±0.06

0.0541
0.5719

161 2 91.12<91.12±0.10>[ ]
87.76±0.13

106.80
105.44±10.59

0.60<0.6±0.15>
19.54±1.29

0.2933
0.0128

161 3 93.29<93.29±0.11>[ ]
88.08±0.51

110.00<110.00±15
>
109.35±10.96

11.50<11.5±1>
4.84±0.47

0.0349
0.0757

161 3 95.23<95.23±0.11>[ ]
90.75±0.33

106.80
106.55±10.67

1.65<1.65±0.1>
4.25±0.41

0.2117
0.0856

161 2
101.35<101.35±0.11>[ 
]
94.91±0.074

96.00<96.00±20>
92.936±9.425

7.25<7.25±0.9>
27.96±1.32

0.0283
0.0107

161 2 102.42<102.42±0.11>
98.36±0.049

106.80
104.77±10.56

0.30<0.3±0.05>
55.44±2.016

0.0071
0.5827

161 3 104.12<104.12±0.11>
99.16±0.71

106.80
106.79±10.68

0.35<0.35±0.15>
0.35±0.035

0.9776
0.9759

161 2 104.98<104.98±0.11>
100.99±0.29

106.80
106.09±10.64

3.35<3.35±0.35>
15.35±1.27

3.1157
11.3926

161 3 110.50<110.50±0.12>
105.85±0.20

106.80
107.10±10.70

5.10<5.1±0.5>
14.50±1.26

5.0997
14.1991

161 2 112.43<112.43±0.13>
108.61±0.21

106.80
106.83±10.68

47.50<4.75±0.5>
25.56±2.07

22.9774
16.2357

161 2 113.44<113.44±0.14>
110.40±0.81

106.80
106.80±10.68

0.85<0.85±0.2>
1.25±0.13

0.8341
1.2190

161 2 118.42<118.42±0.14>
115.42±0.88

106.80
106.81±10.68

3.70<3.7±0.4>
7.86±0.79

3.4162
6.6840

161 2 120.51<120.51±0.14>
117.51±0.91

106.80
106.83±10.68

3.60<3.6±0.25>
18.60±1.86

3.3308
13.1163

162 0.5 5.44<5.44±0.02>
5.37±0.0003

147.40<148±15>
256.41±2.007

21.10<21.10±1.5
>
14.41±0.07

0.0542
0.0733

162 0.5 71.10<71.10±0.2>
66.72±0.03

125.00<125.00±15
>
789.86±57.43

400.0<400.0±15>
44.77±2.15

0.0105
0.0236

162 0.5 117.22<±0.11>
114.20±0.87

120.00<120.00±15
>
120.06±12.00

9.500<±0.6>
20.85±2.11

8.8031
17.7642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7-3. 천연 Dy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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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63 3 -1.613<-2.36>
-1.61±0.05

108.60<(90.3)>
108.03±10.79

0.15
0.14±0.014

2.2935
2.3797

163 2 1.713<1.713±0.004>
1.71±0.00012

102.6<102.6±0.08
>
87.133±0.3289

0.85<0.85±0.05>
0.915±0.002

0.2083
0.1946

163 2 5.81<5.81±0.02>
5.72±0.03

108.60
91.070±9.739

0.014<±0.0025>
0.023±0.002

12.8660
0.76539

163 3 16.23<16.23±0.03>
15.93±0.001

105.0<105.0±13>
354.29±4.489

10.65<10.65±0.4
>
9.66±0.07

0.0375
0.0369

163 3 19.65<19.65±0.03>
19.31±0.019

108.60
756.41±42.52

0.50<0.50±0.015
>
2.40±0.13

0.6858
0.1428

163 2 35.79<35.79±0.04>
34.85±0.032

108.60
625.98±52.01

4.10<4.1±0.3>
4.91±0.26

0.0360
0.0462

163 3 50.27<50.27±0.06>
47.67±0.07

108.60
109.97±10.94

1.65<1.65±0.2>
1.65±0.15

0.2116
0.2111

163 3 55.85<55.85±0.08>
53.69±0.01

120.0<120.0±12>
143.69±13.05

14.00<14±1>
14.51±0.36

0.0292
0.0275

163 2 58.97<58.97±0.08>
55.95±0.02

111.0<110.0±15>
796.62±47.24

41.00<41±2>
20.23±0.65

0.0080
0.0091

163 3 66.11<66.11±0.10>
62.68±0.031

108.60
104.23±10.62

4.20<4.2±0.4>
10.78±0.45

0.0864
0.0372

163 2 72.00<72.00±0.11>
68.10±0.02

108.60
110.72±10.71

1.75<1.75±0.15>
89.88±3.03

0.1031
0.0057

163 2 75.48<75.48±0.10>
71.75±0.07

108.60
104.64±10.64

1.15<1.15±0.05>
9.10±0.50

0.1548
0.0231

163 2 78.99<78.99±0.13>
76.33±0.08

108.60
104.37±10.64

7.25<7.25±0.4>
8.48±0.53

0.0278
0.0245

163 3 86.30<86.30±0.14>
82.31±0.55

108.60
108.65±10.86

0.60<0.6±0.15>
0.60±0.06

0.5724
0.5681

163 3 94.08<94.08±0.08>
88.11±0.47

108.60
108.11±10.83

9.99943<10±1>
3.54±0.35

0.0394
0.1015

163 3 105.88<105.88±0.10>
101.00±0.63

108.60
128.24±12.84

31.4982<31.5±4>
4.6240±0.4584

21.0375
4.3548

163 2 107.18<107.18±0.10>
104.03±0.93

108.60
108.66±10.87

14.00112<14±2>
0.7884±0.0790

10.6928
0.7749

163 3 120.33<120.33±0.12>
117.33±0.91

108.60
108.65±10.86

4.799726<4.8±0.
4>
22.0365±2.2113

4.4617
16.3510

164 1/2 -1.88<-1.88±0.04>
-2.00±0.03

61.4<61.4±3.0>
28.07±1.20

51.9
81.790±0.5957

0.0356
0.0479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7-4. 천연 Dy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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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J E(eV) (meV)  (meV)

107 1
11.1
11.1268
(11.142)

141.50[141.00]
117.63
(108.06)

24.587[24.585]
18.070
(14.613)

107 0
16.3
16.4653
(16.4233±0.0039679)

134[146]
284.24
(363.54±10.64)

2.917[2.90]
1.8431
(1.8861±0.028025)

107 1
18.9
18.9000
(18.8985±0.1396)

100
100.00
(100.00±10.00)

0.000105
0.000105
(0.000105±0.0000105)

107 1
20.3
20.3005
(20.3227±0.1467)

100
99.999
(99.994±10.00)

0.00012
0.00012
(0.00012055±0.000012
055)

107 1
35.84
35.8396
(35.8258±0.2330)

100
99.999
(99.997±10.00)

0.000285
0.00028505
(0.00028582±0.000028
579)

107 1
41.57[41.5]
41.7502
(41.7255±0.026383)

137
155.67
(163.78±15.68)

4.5[4.025]
2.1485
(1.8914±0.095475)

107 1
42.81
42.8079
(42.7514±0.2764)

100
99.999
(100.00±10.00)

0.003495
0.0034958
(0.0035108±0.0003510
5)

107 1
(0)

44.9[44.80]
45.2518
(45.2644±0.1178)

147
147.60
(150.12±14.94)

0.3[0.87]
0.24938
(0.46195±0.042525)

107 1
51.56[51.40]
51.7933
(51.7560±0.01846)

133
191.74
(314.97±24.32)

23.4[17.2]
7.3862
(7.2856±0.2187)

107 1
64.24
64.2235
(64.1974±0.4275)

100
99.999
(99.970±9.997)

0.018975
0.019009
(0.019514±0.0019497)

107 2
64.74
64.7306
(64.5649±0.4307)

100
100.00
(99.997±10.00)

0.0026
0.0026015
(0.026308±0.00026295)

107 1
73.21
73.1760
(72.6666±0.4941)

100
99.999
(99.981±9.998)

0.027
0.027005
(0.027215±0.0027199)

107 1
82.600‐
(82.8273±0.5979)

139.07‐
(139.07±13.91)

0.0014‐
(0.014028±0.0014027)

LANDOLT-BOERNSTEIN Data [ENDF/B-IV Data]

Skoy's result

(KAERI's result

표 3.2.1-8-1. 천연 Ag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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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J E(eV)  (meV)   (meV)

107
[10
9]

1 133.9
133.917

120
119.93

97.866
96.101

109 1
5.145[5.19]
5.20624
(5.1857±0.00076345)

143[136.00]
313.63
(345.27±3.608)

9.6495[9.5498]
4.8258
(4.4633±0.00032193)

109 1
30.6[30.4]
30.7314
(30.6739±0.010650)

130
22.760
(432.99±24.17)

6.33[5.50]
3.1458
(3.3719±0.085125)

109 1
32.7
32.7075 
(32.6940±0.2138)

100
100.02
(100.09±10.01)

0.0069975
0.0069983
(0.0068938±0.0006899
9)

109 1
40.3[40.1]
40.5499 
(40.4917±0.020158)

131
161.80
(231.62±19.89)

3.24[3.75]
2.6576
(2.7860±0.1113)

109 0
55.8[55.7]
56.1107
(56.0480±0.031764)

139
163.96
(171.55±16.32)

11.623[9.3]
5.066
(4.8898±0.22453)

109 1
71.[70.8]
71.3788
(71.2595±0.038227)

120
109.65
(138.85±13.44)

26.019[20.0]
11.028
(9.7253±0.46853)

109 0
[83.50]‐
(83.402±0.5993)

[132]‐
(132±13.20)

[0.00185]‐
(0.018544±0.0018542)

109 1
87.7
87.7028
(88.4744±0.3361)

130
130.03
(130.81±13.07)

4.70
4.8252
(1.6569±0.15893)

109 1
[91.50]‐
(91.2748±0.6679)

[132]‐
(132±13.20)

[0.0250]‐
(0.025156±0.0025149)

LANDOLT-BOERNSTEIN Data [ENDF/B-IV Data]

Skoy's result

(KAERI's result

표 3.2.1-8-2. 천연 Ag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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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7 4

41.300
67.9008
[41.300]
36.6629±2.324

69.0
59.004
[47.297]
160.08±14.84

1359.0< >(1747.5)
11007
[1772.8875]
3535.93±265.44

147 3

3.397±0.020
3.41275
[3.39934±0.0008156
9]
3.39975±0.00076145

67±3
73.626
[105.71±2.221]
86.146±2.108

0.585±0.01(0.59)
0.53239
[1.111775±0.011865]
1.035738±0.011732

147 4

18.300±0.05(18.36)
18.2209
[18.2214±0.0048919]
18.2059±0.0049537

76±4(72)
32.037
[545.13±14.75]
468.45±14.37

39.50±0.5(40.45)
16.3997
[33.11494±0.51581]
30.132±0.49708

147 3

27.10±0.1(27.16)
27.0489
[26.9917±0.027077]
26.9809±0.27791

84±7
94.194
[72.787±7.247]
123.46±12.18

2.975±0.15(3.04)
2.9102
[3.23321±0.25918]
3.80323±0.29501

147 3

29.74±0.10(29.76)
29.6602
[29.6453±0.042556]
29.6738±0.022836

71±6
83.539
[233.16±22.30]
436.35±36.89

6.45±0.15
6.1797
[8.0329±0.5565]
14.13606±0.77481

147 4

32.10±0.1(32.14)
31.9729
[31.9360±0.014816]
31.8998±0.014711

70±6
116.36
[288.53±25.46]
304.07±26.39

21.5±0.6(21.95)
12.7198
[19.53056±0.87975]
19.92093±0.88538

147 4

39.700±0.1
39.2709
[39.4899±0.019001]
39.3903±0.055185

68±9
111.64
[1145.8±51.63]
983.52±68.96

39.5±0.5(40.1)
17.627
[87.615±2.538]
66.0206±2.5830

147 3

40.6000±0.1(40.72)
40.3466
[41.1782±0.1547]
40.7272±0.1210

69< ‐ >(70)
69.946
[68.645±6.866]
69.648±6.966

2.25±0.1(2.35)
2.5575
[2.11514±0.20593]
3.0877±0.30293

147 4

49.340±0.10(49.36)
48.9429
[49.0604±0.084212]
49.0265±0.066812

99±17(75)
83.880
[581.57±55.61]
432.31±41.94

8.50±0.15(8.25)
10.2898
[22.5743±1.6009]
20.7506±1.4316

147 3

58.00±0.1(58.09)
58.1972
[56.7635±0.4384]
57.3979±0.039772

67±9(77)
81.515
[1017.2±101.0]
67.893±6.792

18.5±0.15(17.95)
16.705
[8.36456±0.83344]
8.87994±0.88856

147 4

65.10±0.1(64.96)
65.1293
[65.4750±0.3789]
65.4399±0.3357

69< ‐ >(60)
59.986
[69.287±6.928]
69.509±6.951

2.55±0.15(3.7)
0.37637
[2.33044±0.23288]
4.44291±0.44145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1.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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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7 3

      (65.13)
65.2565
[66.3346±0.3792]
66.6601±0.3499

‐ (60)
59.999
[60.162±6.016]
60.403±6.040

‐ (2.4)
0.24249
[2.29088±0.22855]
3.64774±0.36348

147 4

76.100±0.1(76.15)
77.2926
[76.9141±0.2608]
76.9719±0.2606

47±12(74)
78.646
[46.743±4.676]
46.531±4.654

9.6±0.3(9.85)
1.6578
[16.6022±1.6223]
17.0297±1.6571

147 4

79.800±0.2(79.89)
79.7051
[79.8013±0.1261]
79.8679±0.1311

69< ‐ >(60)
60.011
[70.215±7.021]
70.287±7.027

2.0±0.15(2.1)
0.2101
[50.4439±3.9184]
48.9971±3.8711

147 3

83.4±0.2(83.60)
83.6188
[82.0601±0.086927]
82.0831±0.089572

69< ‐ >(76)
76.306
[69.372±6.936]
69.323±6.930

32.9±1.0
32.023
[90.6281±6.1031]
88.2088±6.0638

147 4

94.9±0.2‐‐
[93.7424±0.6418]
93.6375±0.6367

69< ‐ >( ‐)‐
[68.997±6.900]
68.989±6.899

2.8±0.2‐
[2.76778±0.27681]
2.77301±0.27726

147 4

99.5±0.2(99.54)‐
[99.939±0.1660]
99.9184±0.3043

69< ‐ >(79)‐
[68.565±6.858]
68.599±6.860

130.5±4(131.5)‐
[72.4163±7.1156]
64.1138±6.2550

147 3

102.6±0.2‐
[102.6]
102.570±0.2491

69.0< ‐ >‐
[68.155]
67.757±6.775

85.5±3‐
[188.54]
151.791±15.006

147 4

106.8±0.2‐
[106.8]
106.799±0.7870

69.0< ‐ >‐
[68.961]
68.982±6.898

23.5±1‐
[23.417]
22.3194±2.2314

147 4

108.6±0.3‐
[108.6]
108.600±0.7847

69.0< ‐ >‐
[69.000]
69.000±6.900

0.5±0.2‐
[0.49996]
0.499472±0.049947

148 0.5

‐ (94.9)
95.0221
[94.5678±0.1337]
94.5973±0.1137

‐ (10)
10.007
[10.035±1.003]
10.045±1.004

‐ (385)
339.32
[371.91±26.90]
375.13±25.90

149 3

1.5<‐0.285>
0.262964
[0.285]
0.21592±0.040297

78.5<62>(62)
66.045
[37.255]
97.430±9.281

3.8811< >(0.0739)
0.075373
[0.044196]
0.0513975±0.004892
6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2.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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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9 4

0.0973±0.0002
0.102392
[0.0973]
0.108432±0.00048940

60.5±0.6
54.087
[163.62]
16.852±1.374

0.300±0.0045(0.3)
0.37820
[0.29985]
1.652288±0.087638

149 4

0.872±0.0003
0.874571
[0.86755±0.00012242]
0.869823±0.00016675

59.8±1.0
6.6.300
[100.35±0.2854]
54.788±0.4800

0.4175±0.0225
0.42583
[0.68867±0.00016259]
0.8999438±0.0048759

149 4

4.95±0.03(4.940)
4.95706
[4.94247±0.0012116]
4.93963±0.0012139

61±3(59)
97.284
[111.37±3.290]
111.68±3.311

1.20±0.125(1.205)
1.0187
[1.82751±0.026063]
1.906200±0.027484

149 3

6.430±0.05(6.428)
6.44696
[6.43008±0.0037483]
6.42684±0.0039548

68±5
109.91
[90.301±7.088]
124.01±8.858

0.315±0.14(0.525)
0.70002
[0.862881±0.035715]
1.107488±0.047644

149 4

8.950±0.07(8.928)
8.97537
[8.30963±0.0052884]
8.93974±0.0067065

68±4(70)
82.675
[1414.4±8.341]
179.80±13.46

5.55±0.35(6.66)
1.8230
[85.4325±0.15713]
3.72257±0.21128

149 3

‐ (9.26)
9.23547
[8.53897±0.049181]
9.33797±0.071471

‐ (100)
98.362
[118.19±12.59]
163.64±16.23

‐ (0.105)
0.10841
[0.255658±0.022193]
0.149087±0.014862

149 3

12.05±0.08(12)
12.0089
[12.2293±0.039139]
11.9759±0.015194

62±6
65.130
[230.13±113.5]
320.88±25.63

0.8±0.1(0.795)
0.57177
[11.9118±0.4795]
1.95663±0.11366

149 4

14.91±0.10(14.89)
14.8948
[14.844±0.0078516]
14.8587±0.0071254

65<72±8>
82.832
[338.81±20.30]
259.95±16.24

3.1±0.1(3.17)
2.3222
[6.72356±0.28367]
5.69813±0.19643

149 3

15.85±0.10
15.9429
[16.0324±0.1138]
15.9131±0.067011

78.5< ‐ >(100)
100.21
[1883.7±142.3]
414.80±39.54

0.16±0.02(0.16)
0.17338
[7.05381±0.51888]
0.973831±0.088856

149 4

17.10±0.1(17.14)
17.1767
[17.1251±0.023730]
17.1396±0.025325

94±5
123.41
[565.15±42.74]
703.55±49.72

1.15±0.03(1.115)
1.7418
[5.69644±0.38824]
6.82031±0.40050

149 4

23.2±0.1(23.23)
23.3370
[23.183±0.1189]
23.3134±0.1241

72±9
72.419
[2861.1±209.8]
1530.4±135.1

0.50±0.01(0.495)
0.54267
[18.9079±1.2864]
5.99231±0.48724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3.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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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9 4

24.6±0.1(24.72)
24.4501
[24.7882±0.063529]
24.7482±0.052685

78.5< ‐ >(100)
99.176
[555.66±51.26]
383.14±36.01

0.175±0.01(0.165)
0.17494
[5.28953±0.45917]
4.112381±0.029635

149 3

25.2±0.1(25.26)
25.1924
[25.2022±0.018156]
25.2032±0.016296

69<86±6>
83.944
[52.204±5.209]
65.646±6.516

6.85±0.085(6.99475)
5.3414
[5.6381±0.413]
6.58219±0.40705

149 4

26.1±0.1 (26.08)
25.9475
[25.8659±0.072399]
25.8975±0.051435

90±5
96.383
[810.06±71.69]
480.59±44.28

1.95±0.1(1.80)
1.7940
[6.91988±0.56756]
4.78356±0.37249

149 3

28.0±0.1(27.98)
27.9455
[28.1616±0.1721]
27.8714±0.1356

78.5 < ‐ >(100)
99.442
[3495.1±255.0]
1355.1±120.9

0.265±0.015(0.265)
0.29721
[31.0275±2.1941]
7.08181±0.61338

149 3

29.9±0.1 (29.91)
30.2026
[29.6951±0.1611]
30.4004±0.098106

78.5 < ‐ >(100)
102.70
[78.407±7.841]
84.262±8.432

1.45±0.05(1.39497)
1.4527
[1.38001±0.13646]
1.58047±0.15527

149 4

30.8±0.1 (30.82)
30.8956
[30.6904±0.044416]
30.8058±0.035176

66 <73±7>(60)
68.432
[901.63±72.77]
240.40±23.29

5.3±0.1 (5.34)
5.3020
[17.7958±1.1931]
6.94856±0.54433

149 4

33.90±0.1 (33.94)
33.7595
[34.5313±0.1619]
34.5203±0.3920

55 <67±12>(67)
69.960
[5051.9±313.7]
9424.5±596.6

3.15±0.1
3.2115
[65.4413±3.5758]
82.8225±3.9943

149 3

40.2±0.1
39.8516
[40.5477±0.5327]
40.0242±0.3150

560<110±22>(110)
128.61
[1004.7±100.3]
664.95±65.44

11.9±0.05 (12.40)
13.431
[6.6456±0.6335]
7.99006±0.79581

149 3

41.3±0.1 (41.33)
41.2056
[41.7328±0.5105]
41.2446±0.065531

74<109±9>(109)
125.61
[1427.3±139.7]
363.65±35.70

10.5±0.65 (11.25)
10.696
[10.61156±0.98481]
10.47288±0.91306

149 4

44.3±0.1 (44.26)
43.9878
[44.0063±0.030045]
44.0057±0.029436

80<115±10>(115)
160.48(134)
[1011.9±69.03]
887.89±62.98

33.0±0.65 (34.05)
23.120
[64.4738±2.6387]
56.1364±2.2168

149 4

45.1±0.1 (45.05)
45.0454
[45.899±0.1703]
45.9110±0.1822

61<52±11>(52)
53.719
[837.17±81.44]
660.34±64.98

5.5±0.3 (5.68)
5.5841
[9.90563±0.89775]
7.1060±0.6660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4.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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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9 3

49.5±0.1 (49.53)
50.0400
[49.2793±0.2543]
49.4396±0.2314

54 < ‐ >(100)
100.87
[53.736±5.374]
53.777±5.378

2.82±0.09 (2.82)
3.2711
[2.77301±0.27501]
2.63226±0.26215

149 3

50.5±0.1 (50.49)
50.5588
[51.3067±0.2819]
50.9117±0.3049

78.5< ‐ > (100)
99.975
[78.440±7.845]
79.499±7.949

1.2±0.1 (0.1220)
0.12305
[3.03314±0.30188]
1.14796±0.11476

149 4

51.60±0.1 (51.62)
51.3868
[51.1808±0.063588]
51.2196±0.047627

76 <77±8>(77)
85.783
[1050.0±86.94]
804.30±69.22

23.5±1(23.8)
18.830
[51.8484±2.6893]
46.001±2.304

149 4

57.40±0.1 (57.47)
57.0096
[57.3418±0.090439]
56.9891±0.1103

67 <128±12>(128)
156.03
[3708.4±229.3]
2530.0±183.3

16.0±0.4(16.05)
22.470
[190.8223±7.4756]
116.0494±7.6613

149 4

59.70±0.1 (59.69)
59.5030
[59.3466±0.072658]
59.2807±0.070986

73 <123±12>(123)
132.68
[95.088±9.488]
587.25±55.82

31.75±1.0 (33.9)
26.538
[30.801±2.493]
48.9285±3.5072

149 3

60.9±0.1 (60.84)
60.8033
[61.0071±0.1573]
60.8463±0.1839

78.5< ‐ > (100)
99.911
[79.288±7.925]
81.743±8.181

2.05±0.1(0.22200)
0.22464
[13.3053±1.2714]
9.71863±0.95463

149 4

62.10±0.1 (62.11)
61.5845
[62.3616±0.1689]
61.5701±0.078979

71<110±12>(110)
123.32
[446.48±44.39]
74.629±7.466

19.5±1 
23.504
[18.7043±1.7314]
32.3623±2.7962

149 4
[3]

64.80±0.1 (64.81)
64.3166
[64.2234±0.060761]
64.2458±0.062951

78.5 < ‐ > (100)
114.70
[863.18±77.92]
522.69±50.22

25±1(32.4)
41.630
[79.6106±4.0798]
64.8000±3.6619

149 4

68.3±0.1
68.0814
[67.7118±0.086189]
67.7652±0.095179

60 < ‐ > (100)
105.41
[952.33±89.03]
842.92±80.62

8.75±0.35 (9.35)
9.6975
[60.4294±3.6703]
51.1903±3.3761

149 3

70.7±0.1 (70.75)
70.2599
[70.0642±0.058076]
70.0673±0.058964

77 <115±10>(115)
129.89
[77.247±7.723]
76.411±7.638

30.5±1.5 (32.2)
37.889
[85.715±5.0531]
83.1950±4.9656

149 3

72.10±0.1 (72.13)
72.0956
[75.5912±0.095475]
71.6228±0.095521

78.5 < ‐ > (100)
100.04
[79.564±7.957]
79.274±7.925

3.0±0.15 (0.1425)
0.14233
[60.0381±5.0138]
58.0825±4.7688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5.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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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9 4

73.10±0.1 (73.11)
72.3801
[72.9921±0.1245]
73.0461±0.1210

81<158±20>(158)
174.70
[79.756±7.974]
79.691±7.966

47±4 (54.85)
42.816
[61.2619±4.9854]
57.5944±4.7430

149 4

74.70±0.1 (74.69)
73.7468
[74.4139±0.1504]
74.4895±0.1471

57 < ‐ > (100)
96.206
[57.388±5.739]
57.219±5.721

8.25±4.5 (7.70)
8.5258
[52.2799±4.4708]
49.7368±4.3082

149 3

75.4±0.1
75.5897
[75.7333±0.1740]
75.7674±0.1922

85 < ‐ > (100)
101.41
[86.082±8.606]
86.746±8.672

12.0±0.35(11.2)
11.110
[33.5064±3.2016]
29.162±2.8118

149 4

76.9±0.1 (76.81)
76.8547
[78.1060±0.1384]
78.1468±0.01513

78.5 < ‐ > (100)
100.02
[80.844±8.079]
81.670±8.164

1.9±0.15 (0.168)
0.16879
[46.1154±4.1175]
39.9583±3.6557

149 4

83.9±0.1 (83.97)
83.9833
[83.8816±0.097851]
83.9143±0.097039

67< ‐ > (100)
100.11
[67.096±6.709]
67.818±6.779

8.3±0.35 (7.9)
7.8469
[96.587±6.885]
100.7663±7.1156

149 3

87.7±0.2‐
[87.8590±0.1127]
87.8982±0.1273

78.5< ‐ >‐
[78.676±7.867]
79.136±7.912

8±0.5‐
[132.593±10.115]
108.6838±8.8681

149 4

90.8±0.2‐
[90.1375±0.1054]
90.1456±0.1088

75< ‐ >‐
[259.15±25.85]
266.26±26.54

47±1.5‐
[269.43±20.70]
253.254±21.369

149 3

92.2±0.2‐
[91.6262±0.3918]
91.7005±0.3390

99.9< ‐ >‐
[97.898±9.794]
97.912±9.790

31±1.5‐
[58.8744±5.7619]
60.056±5.880

149 4

95.6±0.2‐
[95.4254±0.6497]
95.4076±0.6609

97< ‐ >‐
[96.893±9.690]
96.920±9.692

38.5±2‐
[12.9516±1.2921]
12.8228±1.2808

149 3

96.3±0.2‐
[96.5576±0.2742]
96.6922±0.2686

75< ‐ >‐
[75.147±7.514]
75.287±7.528

53.5±2‐
[65.7038±6.4269]
61.1756±5.9894

149 4

98.22±0.20‐
[97.8281±0.1458]
97.8508±0.1511

114< ‐ >‐
[112.81±11.29]
112.75±11.27

35±2‐
[172.913±15.542]
164.37±14.94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6.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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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49 4

99.63±0.20‐
[99.6352±0.5004]
99.5755±0.5138

84< ‐ >‐
[100.35±8.384]
83.901±8.390

25.55±1.05‐
[26.7576±2.6651]
26.1073±2.6033

149 3

101.7±0.2‐
[101.7]
101.700±0.7260

78.5< ‐ >‐
[78.495]
78.508±7.851

2.0±0.25‐
[1.9931]
1.98139±0.19814

149 3

104.4±0.2‐
[104.4]
104.400±0.7554

78.5< ‐ >‐
[78.486]
78.486±7.849

5.45±0.4‐
[5.4521]
5.45388±0.54556

149 4

104.9±0.2‐
[104.9]
104.900±0.7501

61.0< ‐ >‐
[60.992]
60.987±6.099

5.5±1‐
[5.4903]
5.51064±0.55108

149 3

107.1±0.2‐
[107.1]
107.100±0.7773

64.0< ‐ >‐
[63.989]
63.992

8.5±1‐
[8.50325]
8.51638±0.85181

149 4

109.1±0.2‐
[109.1]
109.101±0.7948

59.0< ‐ >‐
[58.989]
59.001±5.900

12.0±0.6‐
[11.941]
12.0279±1.2032

150 1/2

10.2 
10.2296
[10.2]
10.1959±0.064402

60
56.081
[43.079]
66.991±6.655

129
96.685
[84.105]
63.307±6.297

150 1/2

   <3.2>(3.2 )
3.20287
[3.2]
3.19483±0.037249

‐ <60>(60)
57.769
[42.460]
71.472±7.069

‐ (7.1)
6.3397
[4.5974]
4.6547±0.4602

150 1/2

20.65±0.09 (20.64 )
20.5177
[20.462±0.0064569]
20.4694±0.0061384

61±4(60.2)
149.15
[498.30±18.32]
401.83±16.53

47.9±0.8 (53)
21.779
[50.609±1.071]
44.037±0.9035

150 1/2

48.14±0.10
47.6878
[47.5636±0.060899]
47.5740±0.058432

110±9
137.61
[931.34±79.75]
788.65±70.17

18.3±0.3 (19.5)
27.598
[70.441±4.267]
60.390±3.627

152 1/2

136
135.538
[136.0]
120.204±8.384

61
60.265
[58.967]
79.559±7.804

1885<  >(1884.5)
3599.6
[1615.3]
21881±1346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7.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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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J E(eV)  (meV)  (meV)

152 1/2

8.047±0.007(8.05)
7.94776
[7.50935±0.0024206]
7.94179±1.427

66±6 
39.115
[689.03±14.79]
622.43±16.67

135±5
144.32
[10.921±0.2809]
82.949±1.427

152 1/2

62.20±0.06 
63.3117
[61.5546±0.1115]
62.6810±0.1613

61< ‐ > (65)
65.879
[60.164±6.019]
61.312±6.128

4±2 (4.0)
0.40941
[8.7001±0.8163]
7.5556±0.7017

152 1/2

87.70±0.09 
88.0365
[86.1376±0.060108]
86.0805±0.56725

65±25 
65.613
[67.554±6.728]
70.684±7.039

206±19 
133.18
[167.84±11.26]
175.07±11.42

154 1/2

‐ <57.>
57.0064
[57.0]
56.9814±0.4367

‐ <79>(79)
7.7303
[71.938]
84.800±8.446

‐ (473.37)
547.18
[480.13]
794.99±79.18

154 1/2

93.01±0.09(93)
93.0107
[92.631±0.1534]
92.5878±0.1046

71 < ‐ >(80)
80.042
[74.335±7.426]
75.554±7.543

139±19
13.677
[198.80±16.76]
213.07±16.19

ENDF/B-VI release 8data <Mughabghab's data> (LANDOLT-BOERNSTEIN data) 

Dr. Skoy's result

[KAERI's result with Background Correction by -0.01567]

KAERI's result

표 3.2.1-9-8. 천연 Sm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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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81 3.0 -14.40<-11.7>
-14.26±0.1599

56.0[55]
45.40±2.89

16.41
121.88

9.83
17.08

181 4.0 4.28±0.01[ ]
4.30±0.0001

53.0±4[‐]
118.06±0.54

2.19<1.80>[ ]
1.07

2.04<1.70>
1.05

181 3.0 10.34<10.36±0.05>[ ]
10.39±0.0004

55.0<5±6>[ ]
173.46±1.29

2.04<1.75>[ ]
1.38

1.88<1.65>
1.36

181 4.0 13.95±0.05[ ]
13.94±0.0016

52.0<4±4>[ ]
114.36±4.55

0.57<0.57>[ ]
0.43

0.56<0.56>
0.43

181 4.0
<3>

20.3<20.29±0.10>[ ]
20.51±0.01

60.0<52±5>[ ]
245.35±16.63

0.58<0.48>[ ]
0.47

0.57<0.47>
0.47

181 3.0 22.7<22.72±0.10>[ ]
22.76±0.0311

52.0<60±10>[ ]
342.34±30.33

0.11<0.10>[ ]
0.17

0.11<0.10>
0.17

181 3.0
<4>

23.9<23.92±0.10>[ ]
24.10±0.0024

53.0<62±6>[ ]
264.02±7.49

3.25<2.90>[ ]
2.15

2.85<2.68>
2.11

181 4.0
<3>

30.0<30.02±0.05>[ ]
30.21±0.04

55.0±11[ ]
55.11±5.51

0.11<0.14>[ ]
0.15

0.11<0.14>
0.15

181 3.0 35.16<35.14±0.05>[ ]
35.41±0.01

65.0<69±6>[ ]
531.15±13.04

5.30<8.00>[ ]
7.53

4.47<6.32>
7.30

181 4.0 35.9±0.05[ ]
36.21±0.01

65.0±7[ ]
124.35±11.15

8.44<8.00>[ ]
3.09

6.86<6.56>
2.96

181 3.0
<4>

39.13<39.12±0.06>[ ]
39.33±0.003

60.0±7[ ]
342.23±8.510

22.40<24.90>[ ]
9.19

12.08<14.33>
8.66

181 4.0
<3>

49.15<49.13±0.08>[ ]
50.32±0.17

53.0<54±6>[ ]
53.120±5.304

0.53<0.53>[ ]
0.63

0.52<0.51>
0.66

181 3.0
<×> 55.855.81±0.33

56.0
56.01±5.600

0.01
0.01

0.01
0.01

181 4.0
< >

57.54<57.53±0.08>[ ]
57.22±0.29

56.0
55.98±5.60

0.13<0.14>[ ]
0.13

0.13<0.14>
0.13

181 3.0
< >

59.05±0.08[ ]
59.20±0.34

56.0
56.07±5.60

0.06<0.07>[ ]
0.060

0.06<0.06>
0.06

181 4.0 63.12<63.11>[ ]
62.15±0.03

64.0±7[‐]
65.65±6.48

2.90<2.70>[ ]
2.67

2.68<2.51>
2.49

181 3.0
<4>

76.85±0.08[ ]
76.75±0.08

48.0<49±15>[ ]
47.49±4.77

6.00<6.00>[ ]
5.51

4.67<4.93>
4.35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10-1. 천연 Ta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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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81 4.0 77.64<77.61±0.10>[ ]
76.75±0.37

54.0<56±15>[ ]
53.88±5.39

2.80<2.50>[ ]
1.09

2.56<2.32>
1.06

181 3.0 -14.40<-11.7>
-14.26±0.16

56.0[55]
45.40±2.89

16.41
121.88

9.83
17.08

181 4.0 4.28±0.01[ ]
4.30±0.0001

53.0±4[‐]
118.06±0.54

2.19<1.80>[ ]
1.07

2.04<1.70>
1.05

181 3.0 10.34<10.36±0.05>[ ]
10.39±0.0004

55.0<65±6>[‐]
173.46±1.29

2.04<1.75>[ ]
1.39

1.88<1.65>
1.3591

181 4.0 13.95±0.05[ ]
13.94±0.0016

52.0<54±4>[ ]
114.36±4.55

0.57<0.57>[ ]
0.43

0.56<0.56>
0.43

181 4.0
<3>

20.3<20.29±0.10>[ ]
20.51±0.01

60.0<2±5>[ ]
245.35±16.63

0.58<0.48>[ ]
0.47

0.57<0.47>
0.47

181 3.0 22.7<22.72±0.10>[ ]
22.76±0.03

52.0<60±10>[ ]
342.34±30.33

0.11<0.11>[ ]
0.17

0.11<0.10>
0.17

181 3.0
<4>

23.9<23.92±0.10>[ ]
24.10±0.002

53.0<62±6>[ ]
264.02±7.49

3.25<2.90>[ ]
2.15

2.85<2.68>
2.11

181 4.0
<3>

30.0<30.02±0.05>[ ]
30.21±0.04

55.0±11[ ]
55.11±5.51

0.11<0.14>[ ]
0.15

0.11<0.14>
0.15

181 3.0 35.16<35.14±0.05>[ ]
35.41±0.01

65.0<69±6>[ ]
531.15±13.04

5.30<8.00>[ ]
7.53

4.47<6.32>
7.30

181 4.0 35.9±0.05[ ]
36.21±0.006

65.0±7[ ]
124.35±11.15

8.44<8.00>[ ]
3.09

6.86<6.56>
2.96

181 3.0
<4>

39.13<39.12±0.06>[ ]
39.33±0.003

60.0±7[ ]
342.23±8.51

22.39<24.90>[ ]
9.19

12.08<14.33>
8.66

181 4.0
<3>

49.15<49.13±0.08>[ ]
50.32±0.17

53.0<54±6>[ ]
53.12±5.30

0.53<0.53>[ ]
0.63

0.52<0.51>
0.62

181 3.0
<×>

55.8
55.81±0.33

56.0
56.01±5.60

0.01
0.01

0.01
0.01

181 4.0
< >

57.54<57.53±0.08>[ 
]
57.22±0.29

56.0
55.98±5.60

0.13<0.14>[ ]
0.13

0.13<0.14>
0.13

181 3.0
< >

59.05±0.08[ ]
59.20±0.34

56.0
56.07±5.60

0.06<0.07>[ ]
0.06

0.06<0.06>
0.06

181 4.0 63.12<63.11>[ ]
62.15±0.03

64.0±7[ ]
65.65±6.5

2.90<2.70>[ ]
2.67

2.68<2.51>
2.49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10-2. 천연 Ta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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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81 3.0
<4>

76.85±0.08[ ]
76.75±0.08

48.0<49±15>
[ ]
47.49±4.77

6.00<6.00>[ ]
5.51

4.67<4.93>
4.35

181 4 77.64<77.61±0.10>[ ]
76.75±0.37

54.0<56±15>
[ ]
53.88±5.40

2.80<2.50>[ ]
1.0938

2.56<2.32>
1.06

181 3 78.95±0.10[78.89]
79.0043±0.0826

56.0
55.87±5.594

0.85< >[ ]
2.02

0.8215<0.8215>
1.8693

181 4 82.94<82.92±0.05>[ ]
83.73±0.22

52.0<48±10>
[ ]
31.86±3.19

7.00<7.00>[ ]
2.52

5.65<5.56>
2.21

181 4
<3>

85.1±0.05[85.10]
83.75±0.28

57.73<58±12>
[ ]
57.25±5.75

2.05<2.15>[ ]
2.03

1.90<2.02>
1.93

181 4.0
< >

85.75<85.60±0.05>[ ]
85.28±0.55

56.0
56.05±5.60

0.10<0.15>[ ]
0.10

0.10<0.15>
0.10

181 3.0 89.6<89.58±0.05>[ ]
88.81±0.34

55.0<51±10>[ ]
54.90±5.50

1.65<1.70>[ ]
1.24

1.57<2.03>
1.18

181 4.0
<3>

91.44<91.40±0.05>[ ]
91.48±0.19

56.0
55.93±5.60

1.15<1.15>[ ]
1.98

1.11<1.10>
1.86

181 3.0
< >

97.0<96.98±0.06>[ ]
94.83±0.16

56.0
55.67±5.58

1.60<1.90>[‐]
4.21

1.50<1.76>
3.46

181 4.0
<3>

99.32<99.20±0.06>[ ]
98.36±0.03

50.0±10[ ]
48.00±4.85

57.50<61.00>[ ]
20.77

18.89<16.10>
11.74

181 3.0
< >

103.52<103.48±0.06>[10
3.57]
103.52±0.72

56.0
56.00±5.60

0.55<0.46>[0.14]
0.55

0.54<0.45>[0.88]
0.54

181 4.0
<3>

105.54<105.53±0.07>[10
5.57]
105.50±0.75

50.0±10
49.96±5.00

15.00<15.00>[12.7
6]
14.92

9.78<8.90>[12.65]
9.75

181 3.0
<4>

115.08±0.07[115.14]
115.06±0.86

57.0±10
56.98±5.70

20.50<22.25>[19.5
7]
20.36

11.25<11.76>[15.
98]
11.21

181 4.0
< >

118.32<118.30±0.08>[11
8.36]
118.32±0.87

56.0
56.00±5.60

1.20< >[1.21]
1.20

1.16<1.16>[2.18]
1.16

181 3 78.95±0.10[78.89]
79.0043±0.0826

56.0
55.87±5.60

0.85< >[ ]
2.02

0.8215<‐>
1.8693

181 4 82.94<82.92±0.05>[ ]
83.7348±0.2158

52.0<48±10>[ ]
31.86±3.20

7.00<7.00>[ ]
2.52

5.6481<5.5588>
2.2081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10-3. 천연 Ta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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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81 4
<3>

85.1±0.05[85.10]
83.7485±0.2785

57.73<58±12>
[ ]
57.25±5.75

2.05<2.15>[ ]
2.03

1.8961<2.0171>
1.934

181 4
< >

85.75<85.60±0.05>[ ]
85.2801±0.5513

56.0
56.05±5.60

0.10<0.15>[ ]
0.10

0.0997<0.1493>
0.0968

181 3 89.6<89.58±0.05>[ ]
88.81±0.34

55.0<51±10>[ 
]
54.90±5.50

1.65<1.70>[ ]
1.24

1.5664<2.0310>
1.1760

181 4
<3>

91.44<91.40±0.05>[ ]
91.48±0.19

56.0
55.93±5.60

1.15<1.15>[ ]
1.98

1.1095<1.0984>
1.8630

181 3
< >

97.0<96.98±0.06>[ ]
94.83±0.16

56.0
55.67±5.60

1.60<1.90>[ ]
4.21

1.5019<1.7633>
3.4574

181 4
<3>

99.32<99.20±0.06>[ ]
98.36±0.03

50.0±10[ ]
48.00±4.90

57.50<61.00>[ ]
20.77

18.89<16.10>
11.74

181 3
< >

103.52<103.48±0.06>[10
3.57]
103.52±0.72

56.0
56.00±5.60

0.55<0.46>[0.14]
0.55

0.54<0.45>[0.88]
0.54

181 4
<3>

105.54<105.53±0.07>[10
5.57]
105.49±0.75

50.0±10
49.96±5.00

15.00<15.00>[12.
76]
14.92

9.78<8.90>[12.65
]
9.75

181 3
<4>

115.08±0.07[115.14]
115.059±0.8578

57.0±10
56.98±5.70

20.50<22.25>[19.
57]
20.36

11.25<11.76>[15.
98]
11.21

181 4
< >

118.32<118.30±0.08>[11
8.36]
118.320±0.8672

56.0
56.00±5.60

1.20< >[1.21]
1.20

1.16<1.16>[2.19]
1.16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10-4. 천연 Ta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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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8
2 0.5 -100<-94>[ ]

-107.73±3.98
66
48.00±4.95

3750
9421.4±362.4

64.8585
47.7547

18
2 0.5 4.16<4.16±0.01>[ ]

4.17±0.0004
50<48±3>[ ]
88.37±1.22

1.47<1.47±0.03>[ ]
1.1501±0.0071

1.4280<1.4263>
1.1353

18
2 0.5 21.1<21.06±0.03>[ ]

21.1817±0.004
62<65±6>[ ]
331.4±13.92

38<39±1>[ ]
15.662±0.2961

23.56<24.375>
14.9552

18
2 0.5

114.3<114.3±0.1>[21.
03]
114.785

61<60±3>[ ]
60.75±6.08

270<270±10>[ ]
214.44±22.01

49.7583<49.0909>
47.3384

18
3 0.0 -1.5<-7.5>[ ]

-1.50
66<70>
65.18±6.53

0.01165
0.0115±0.0012

0.0116
0.0115

18
3 1.0 7.65<7.63±0.03>[ ]

7.68
70<77±8>[ ]
137.65±7.066

1.31<1.1±0.12>[1.2
45]
1.24±0.03

1.28<1.08>[1.22]
1.23

18
3 1.0

27.13<27.05±0.03>[2
7.03]
27.21

77<77±6>[ ]
268.69±16.11

31.5<31.5±1.5>[33.
5]
20.86±0.49

20.38< > [21.20]
18.90

18
3 1.0

40.6<40.68±0.03>[40.
66]
40.77

68<68±30>
68.197±6.816

1.875<1.3±0.3>[1.4
65]
1.75±0.17

1.28<1.27>[1.42]
1.69

18
3 1.0

46.08<46.24±0.07>[4
6.25]
46.56

68.999<77±8>[ 
]
847.95±42.49

115.5<105±3>[125.
5]
100.62±2.19

35.74<37.26>[39.
55]
86.87

18
3 0.0 47.8<47.8±0.04>[ ]

48.31

77.999<78±10>[ 
]
78.313±7.845

28.75<27±2.5>[29.
5]
11.83±0.91

11.62<11.32>[11.
74]
7.3733

18
3 1.0

65.5<65.34±0.03>[65.
3]
65.69

103<78±21>[ ]
104.21±10.42

1.88<1.45±0.25>[1.
30]
3.76±0.37

1.8306<1.41>[0.2
9]
3.5852

18
3

0.0
[1]

101.3<101.1±0.1>[10
1.0]
99.64

65<65±30>[ ]
65.733±6.561

60<65±5>[80.5]
60.10±6.02

12.79<13>[13.52]
12.90

18
3 1.0

103.8<103.9±0.12>[1
03.84]
103.83

66
66.023±6.602

22.5<1.95±0.3>[2.1
5]
22.30±2.23

15.469
15.3748

18
4 0.5 -11.76<-420>[ ]

-11.76
68
64.566±6.494

3.9
3.73±0.28

3.68846
3.5257

18
4 0.5 102<101.69±0.1>[ ]

102.28
68
68.226±6.821

32<3.6±0.3>[ ]
30.94±3.11

21.76
21.2862

18
6 0.5

18.81<18.83±0.3>[18.
80]
18.84

49<43.8±1.4>[4
4]
85.687±7.558

280<300±15>[298]
348.55±3.617

41.70<38.22>[38.
19]
68.78

ENDF/B-VI<Mughabghab's Data>[LANDOLT's DATA]

KAERI's Evaluation

표 3.2.1-11. 천연 W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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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J E(eV)  (meV)  (meV) ( )nr

nrg
Γ+Γ
ΓΓ

174
1/

2

-1.00303±0.031412

(-0.99)

2.1344±0.2212 56.077±5.8 2.0561

174
1/

2

4.30686±0.050913

(4.25±0.03)

0.016889±0.0016

991
60.047±6.003 0.0169

174
1/

2

13.3611±0.089004 5.2182±0.5218 58.713±5.871 4.7923

176
1/

2

-80.0014±0.2203 375.26±37.78 59.566±5.978 51.4062

176
1/

2

-20.0000±0.039992 19.679±1.984 59.262±5.962 14.7733

176
1/

2

7.81626±0.075253

(7.93±0.05)

2.6849±9.049

(14.5±1.4)

88.121±0.2822

(60±5)

2.6055

(11.6779)

177 3.0
1.10438±0.00010142

(1.098±0.020)

2.0354±0.010673

(0.95±0.015)

77.14±0.6066

(66.2±0.7)

1.9196

(0.9198)

177 3.0
5.925±0.0028391

(5.89±0.02)

4.5503±0.2404

(2.95±0.15)

87.780±7.377

(54.8±1.5)

4.0683

(2.6269)

177 3.0
11.0188±0.0091021

(10.95±0.03)

0.47111±0.047083

(0.245±0.02)

67.419±6.741 0.4637

177 4.0
2.39642±0.00018506

(2.388±0.002)

3.5397±0.0059030

(4.5±0.05)

194.39±0.6788

(60.8±0.7)

3.4287

(3.9767)

177 4.0
6.62037±0.0019851

(6.60±0.02)

4.9691±0.074561

(4.55±1.1)

208.82±4.513 4.7674

177 4.0
8.86643±0.0024914

(8.88±0.02)

4.1332±0.071293

(3.4±0.35)

520.54±14.45 4.0757

178
1/

2

-54.5558±0.4878

(-54.5)
1093.7±58.93

45.975±5.122 44.1203

178
1/

2

7.80702±0.0011429

(7.78±0.02)

23.222±0.4386

(50±3)

145.29±3.543

(60±10)

20.0218

(27.2727)

179 5.0
-6.11462±0.039288

(-6.1)

16.542±1.867 41.253±4.635 9.5669

179 5.0
5.69003±0.0053157

(5.68±0.03)

4.0886±0.2207

(2.1±0.2)

71.553±7.002 3.7038

180
1/

2

-49.0423  0.4677

(-48.7)

402.29±31.98 42.494±4.646

(53.3)

38.4342

KAERI Evaluation

Mughabghab's Data

표 3.2.1-12. 천연 Hf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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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J E [eV]  [meV]   [meV]

94 1/2
107.170±0.164

108.800±0.200

184.570±9.863

-

0.104±0.023

0.160±0.020

95 2
-0.968±0.666

-9.900

99.526±14.480

160

1.355±0.010

-

95 3
44.812±0.056

44.900±0.200

38.963±9.970

150.0±10.0

241.650±0.412

171.429±8.571

95 1
110.830±0.006

110.400±0.200

308.09±14.64

310±80

0.317±0.098

0.320±0.040

95 2
118.244±0.636

117.800±0.200

196.51±12.99

200±120

0.250±0.021

0.180±0.024

95 3
159.263±0.321

159.50±0.20

190.17±14.89

166±20

9.637±0.013

12.857±0.857

96 1/2
132.056±0.008

131.40±0.10

2776.50±12.81

95±5

56.057±0.142

240±20

97 2
71.377±0.729

70.930±0.030

332.570±19.820

130±30

12.387±0.021

20.16±1.80

97 5/2
79.039±0.001

79.550±0.030

117.700±0.620

120.00±60.00

0.123±0.032

0.110±0.020

97 5/2
108.167±0.007

109.580±0.050

129.760±19.790

-

0.211±0.151

0.220±0.080

97 5/2
125.390±0.806

126.89±0.060

129.240±12.960

-

0.254±0.022

-

97 5/2
135.666±0.001

136.37±0.080

126.300±3.079

-

1.840±0.001

1.200±0.100

98 3/2
12.172±0.691

12.10 ±0.10

168.530±30.900

125 ±20

0.033±0.032

0.033±0.002

100 1
97.520±0.060

97.2±0.1

147.800±17.690

-

0.135±0.236

0.225±0.010

Pohang Evaluation

Mughabghab's Data

표 3.2.1-13 천연 Mo의 동 원소별 공명상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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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원자로 반응도에 주로 향을 미치는 19개의 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핵종에 

해 단면  계산을 한 체계와 사용 모델을 정립하 으며, 사용할 모델 코드도 

결정하 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성자 반응 단면 을 계산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실험 데이터를 기 으로 계산된 결과를 평가하 다. 이러한 성자 반응 단면

에 한 평가는 원자로내에서의 반응도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장 

설계, 개선된 핵연료의 개발, 방사선에 한 구조물질들의 손상을 악하는데 매

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핵연료에 독물질이나 제어 물질로 사용가능한 

Dy 동 원소에 한 재평가도 이루어졌고 핵변환용 핵종 에서 우선 I-129, 

Cs-135, Pd-107을 선택하여 기존의 ENDF/B-VI 일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과

를 도출하 다. 이러한 평가 작업  결과의 신뢰성 증진과 국내 평가 업무의 국

제 인 상 증진  국제 인 핵자료 데이터 평가에 참여하고 공헌하고자  세

계에 배포하고 있는 반응 데이터 자료집인 ENDF/B에 모든 평가결과를 수록하기

로 결정하 고 수 십년 부터 미국내에서 ENDF/B 평가 일을 주 하고 배포하

고 있는 BNL의 NNDC와 공동연구 형태로 이를 추진하 다.

  우선 평가핵종에 하여 구형 모델과 변형구형 모델로 분류하 고 각각의 경우

에서 기존에 발표된 라메터들을 이용한 분석과 기존의 평가 일들과 비교 분

석을 수행하 다. 한 평가 에 지 역에서 가능한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

근 발표된 Empire package를 사용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 다. 기존의 포텐셜은

[Iga73,Nak95,Rip00] 입사 성자 에 지  표 의 A 혹은 Z 번호에 따라 제한

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선택된 핵분열생성물들에 하여는 핵반응 단면 들을 

만족스럽게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포텐셜을 기 로 포텐셜 

인자들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포텐셜의 형태와 인자들을 간편하고 

효율 으로 구하고자 ABRXPL[Lee99a]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사 성자의 에 지에 의존하는 포텐셜의 형태와 구성인자를 손쉽게 

구하 다.

  1 keV에서 20 MeV까지의 성자 입사 에 지에 하여 선택된 포텐셜을 사

용하고 SCAT2-Empire[Ber92,Her00] 그리고 Ecis-Empire[Her00] 모듈을 사

용하여 단면 , 산란  비산란 단면  그리고 각각의 반응 단면 들을 계산하

고 계산결과들을 신뢰성 있는 실험데이터  기존의 평가 일들과 비교 분석

하 다. 평가된 단면  결과들은 ENDF-6 형태의 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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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체계 구축

  핵자료 평가는 핵반응에 한 실측 자료와 이론을 이용하여 최 의 단면  값

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우선 으로 지 까지 행하여진 실험 결과를 수

집, 분석하여야 하며, 실험의 신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  세계 으로 수

행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평가된 일인 ENDF/B-VI, JENDL-3.2, 

JEF-3, BROND-3, CENDL-2들과 함께 요약 비교 분석하 다. 수집된 데이터들

로부터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핵종별로 ABRXPL을 이용하여 성

자 단면  평가에서 요한 시작 단계인 학 모델 포텐셜을 결정하 다. 

ABRXPL를 이용하여 ABAREX를 실행시켜 계산된 단면  결과들과 기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학구형 모델의 포텐셜 인자들을 결정하 다. 포텐셜 인

자 결정에 활용되는 요한 단면 으로 (n, tot), (n, n), (n, ) 반응이 사용되고 

선택된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 때때로  단면 에 한 실험 자료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에 resonance 역에서 평가된 s-wave 

[Oh00] 는 p-wave strength function 값을 기  학 모델 포텐셜 인자 결정

에 활용하 다. 

  ABAREX는 s- and p-wave strength function, 포텐셜 인자들 그리고 성자 

decay를 한 transmission coefficients들을 생산한다. 결정된 학 모델 인자들

은 Empire의 반응단면  부분에 활용되어 각각의 반응 단면 을 계산하는데 사

용된다. 한 복합핵으로부터 양성자 입자 방출을 한 transmission coefficient 

계산은 Empire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Beccheti-Greenless를 사용하 고 알

 입자 방출을 해서는 McFadden-Satchler의 라메터를 사용하 다[Rip00].

  반응 단면 의 경우 문턱 에 지, 단면 의 shape, 계산 단면 의 정성 그리

고 실험 데이터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최종 평가가 결정된다. 그림 2-1은 성자 

단면  생산  평가를 한 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된 반응 단면 은 

실험값과 비교하여 실험값과 만족되지 않을 경우는 라메터 튜닝을 하게 된다. 

최종 으로 생산된 단면 은 process 코드를 사용하여 ENDF-6 format으로 작

성되며 format 확인을 거쳐 최종 으로 발표하게 된다. 특히 매우 변형된 핵종에 

한 평가는 coupled channel 계산이 가능한 코드에서의 포텐셜 인자 획득과 단

면  계산이 요구된다. 

  Empire는 통계 모델과 quantum mechanical 모델인 multistep 

compound(MSC)와 multistep direct(MSD)를 사용하여 반응 단면 을 계산하고 

있다. 특히 Empire는  width fluctuation 교정인자를 포함하고 있고 각분포도 반응 단

면 을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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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생산에 Empire-II 코드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Empire 코드를 사용한 평가 결과는 resonance 역과 합쳐진 후 포맷 검토 

과정(CHECKR, PSYCHE 코드사용)과 processing 검증과정을(NJOY 코드사용) 

통하여 일의 응용을 한 비과정을 마치고 평가 history, 평가과정, 사용된 

라메터, 사용된 모델들, 평가내용들을 포함하는 general information (MF1)을 

작성하여 완 한 full data 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게 생성된 일은 ENDF/B

에 포함시키기 하여 미국내 할 기 인 BNL에 제출하게 된다.

    나. OMP 인자도출

  입사 성자 에 지에 의존하는 포텐셜 인자들의 형태를 결정하고 선택된 실험 

데이터를 기 으로 ABAREX코드를 사용하여 학 모델의 포텐셜 인자들을 결정

하 다. Woods-Saxon well[Law92]이 학 모델의 real optical model 포텐셜 

형태로 사용되었다. 

V(r) = -V/ {1+exp((r-Rv)/av)} (3.2.2-1)

  여기서 V, av는 포텐셜의 strength와 diffuseness를 나타내고 nuclear radius인 

Rv는 nuclear mass number인 A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되었다

Rv  = rv A1/3 (3.2..2-2)

Derivative Woods-Saxon shape[Law92]이 imaginary 포텐셜을 표 하기 하

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W(r) = -4Wexp((r-Rw)/aw) / {1+ exp((r-Rw)/aw)}2 (3.2.2-3)

  여기서 W, Rw 그리고 aw는 포텐셜 strength, radius 그리고 diffuseness를 각

각 나타낸다. 한 spin-orbit coupling에 한 포텐셜 형태를 하여 Thomas 

form[Law92]이 사용되었다. 

Vs-o(r) = (2 SL • )Vso(2/r){d/dr(1/[1+exp((r-Rso)/aso)])} (3.2.2-4)

  여기서 SL • 는 orbital과 spin angular momentum operator의 dot product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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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그림 3.2.2-1. Process for Neutron Cross Section Evaluation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포텐셜 strength와 radius를 입사 성자 에 지의 함

수로서 정의하고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V = Vo + V1‧En , Rv = ro + r1‧En (3.2.2-5)

W = Wo + W1‧En ,  Rw = rwo + rw1‧En (3.2.2-6)

  여기서 En 은 입사 성자의 에 지를 나타낸다. Spin-orbit coupling에 한 

포텐셜 인자들, Vso, rwo, aso 는 constant 값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 다. 그러므로 

총 13개의 인자(Vo, V1, ro, r1, av, Wo, W1, rwo, rw1, aw, Vso, rwo, aso)들과 

s-wave strength function이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선택된 포텐셜 인자들로부터 복합핵에서 성자 방출을 한 transmission 

coefficient가 계산되고 단면 , shape 탄성 산란 단면  그리고 반응 단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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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 일반 으로 spin 1/2 성자가 표 을 향할 때 반응단면 , shape 

탄성 산란 단면  그리고  단면 은 transmission coefficients의 함수로 다음

과 같이 표 된다. 여기서 η ι은 reflection factor로 transmission coefficien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σR=π/κ2
∑
∞

ι=0
[ ( ι+1)T

+
ι + ιT -

ι ] (3.2.2-7)

σE = π/κ2
∑
∞

ι=0
[ (ι+1)|1-η +

ι |2
+ι|1-η -

ι |
2
] (3.2.2-8)

σT = 2π/κ2
∑
∞

ι=0
[ (ι+1)[1-R(η +

ι )]+ι[1-R(η -
ι )]]] (3.2.2-9)

T ι=( (ι+1)T +
ι + ιT -

ι )/(2ι+1) (3.2.2-10)

  표  spin이 0인 경우 비분리 공명 역에서  단면 값에 공헌하고 에 지에 

따른 단면 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s-wave strength function (So)는 ABAREX에

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ι=0).

So = (E1/E)1/2(Γ/D) (3.2.2-11)

E는 측정 interval에서 평균 에 지를 나타내고 E1은 기  에 지를 나타낸다. 

s-wave strength function은  단면  계산에서 비분리 공명에 의한 공헌도를 

나타내고 있다. 

σt ≈ 4πR2 + C (E/E1)
1/2 So (3.2.2-12)

한 To(transmission) 계수가 주어질 경우 So와는 다음과 같은 계가 있다. 

So ≈ (1/2π)(E1/E)1/2To (3.2.2-13)

Higher partial wave function의 경우 수식(14)로 부터 성자의 spin을 고려하

고 일반화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계를 얻을 수 있다. 

Sjl ≈ {1/(2πVl)}{(2j+1)/2(2l+1))}(E1/E)1/2Tjl (3.2.2-14)

j=l±1/2를 갖는다. 한 l이 1인 경우, 즉 p-wave인 경우, penetration factor Vl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Vl = (kR)2/(1+(kR)2) (3.2.2-15)

그러므로 공명 에 지 역 이상의 비분리 역에서 s-wave strength function

의 실측 데이터와의 비교는 좀 더 실험치에 근 한 계산결과  potential 라메

터들을 구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다. 도

  연속 에 지 에서 도를 나타내고자 dynamic approach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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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에 도입되었다. 도를 나타내는 수식의 결정과 수식내의 인자들은 특

히 반응단면  계산에 많은 향을 미친다. Dynamic approach 방법은 핵의 

rotation과 vibration에 따라 발생되는 도의 변화를 보다 향상되게 표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변형된 핵자는 기 축을 심으로 양쪽이 칭되게 

회 을 한다. 이러한 가정을 근거하여 도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ρ(E,J,π)=
1

16 6π
(

η 2

τ
||
)

1/2
a

1/4
∑
J

K=- J
(U-

η 2[J(J+1)-K 2 ]
2|τ eff|

)
- 5/4

                                 exp [2[a(u-
η 2

[J(J+1)-K
2
]

2|τ eff|
)] 1/2] (3.2.2-16)

여기서 a는 도 인자이고, J는 핵의 spin이고, K는 핵의 projection이고 E

는 여기 에 지이고, U 는 pairing 에 지보다 작은 여기 에 지이고, τ
eff
는 

effective moment of inertia이며 τ
||
는 parallel component를 나타낸다. 식은 

rotation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주고 K vib
를 곱하

므로 vibration에 의한 향을 포함할 수 있다. 

K vib= exp [(1.7(
3m 0A

4πh 2
S drop

) 2/3) 4/3] (3.2.2-17)

여기서 S drop=17/4πr 2
0
이고 r 0

=1.26 값을 갖는다. T는 핵의 온도를 나타낸다. 

  핵의 변형상태를 나타내고자 moment of inertia와 도 인자 a에 핵의 변

형정도를 포함하 다. Empire에서는 에 지 종속 인 a를 사용하고 있으며 

Ignatyuk에 의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a(U)= â[ 1 + f ( U )
δ
w

U
] (3.2.2-18)

여기서 δ
w
는 shell correction을 나타내고 (에 지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항으로 

에 지 종속을 나타냄) â는 a값의 asymptotic값을 나타낸다. f(U)=1-exp(-γU)

로 표 되고 여기서 γ는 Ignatyuk에 의해서 추천된 -0.054값을 사용한다. 

    라. 단면  계산

(1) 핵분열생성물

  선택된 핵분열생성물들의 ENDF/B-VI내에서의 평가는 주로 1980년 에 이루

어졌다. 그러므로 최근의 실험데이터들을 기 으로 신뢰성이 향상되고 핵자료의 

응용에서 정확성을 증 시키고자 핵반응 단면  데이터들의 생산이 요구되었다. 

SCAT2-ECIS-Empire 코드 조합을 사용하여 width fluctuation correction term이 

포함되어 있고 emission paticle들의 angular distribution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quantum mechanical 인 근방법인 Empire를 반응 단면 의 계산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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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표 3.2.2-1은 선택된 19개의 핵분열생성물들을 평가하기 하여 핵종별 평가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핵자의 변형정도를 나타내는 β값의 분석과 BNL과의 논의

로 평가 시 구형모델과 변형 모델로 취 할 핵종들을 결정하 다. 핵종별로 (n, 

tot), (n, n), (n, n'), (n, ), (n, 2n), (n, 3n), (n, p), (n, ), (n, np) 그리고 (n, 

n)에 한 단면 들을 계산하고 실험값과 기존의 평가 일들과 비교 평가하

다[Lee00a,Lee00b,Lee01a,Lee01b].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n, tot)과 

(n, γ)에 한 계산 결과는 기존 실험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고 문턱 반응 단면 의 경우도 잘 일치하고 있다. 더욱이 meta stable의 경우도 

존재하는 실험값과 모델 계산은 잘 일치하고 있다. 

  표에서 구형과 변형 모델이 용된 몇몇 핵종들에 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

다. 우선 그림 3.2.2-2는 Mo-95에 한 단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

과는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에 지 역에서 기존의 ENDF/B-VI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ENDF/B-VI는 200 keV에서 비정상 인 피크 값을 

나타내고 있다. ENDF/B-VI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최근의 실험치와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2-3에서 Mo-95에 한 (n, ) 단면 의 계

산 결과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고 ENDF/B-VI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pre-equilibrium 에 지 역에서의 계산결과는 기존의 ENDF/B-VI와 많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4와 3.2.2-5는 Nd-143에 한 (n, tot)와 

(n, ) 단면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 tot) 단면 의 경우 계산결과와 

ENDF/B-VI는 실험치와 오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으나 ENDF/B-VI와는 

체 단면  shape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n, )의 경우 ENDF/B-VI는 실험 

데이터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산 결과와 실험 데이터는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0 keV 이상 에 지 역에서 계산결과와 

ENDF/B-VI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핵 종

구형핵종

Ag-109, Cs-133, Mo-95, Nd-143, Nd-145, Pd-105, 

Pr-141, Rh-103, Ru-101, Tc-99, Xe-131, Sm-147, 

Sm-149

변형핵종 Sm-150, Sm-151, Sm-152, Eu-153, Gd-155, Gd-157

표 3.2.2-1. 선택된 19개 핵분열생성물 핵종에 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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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147에 한 (n, tot) 단면 의 계산 결과는 그림 3.2.2-6 에서 보여주고 

있다. (n, tot)의 경우 계산 결과는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2.2-7은 (n, )에 한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100 keV 이상에서 

계산결과는 실험값과 일치하고 있으나 100 keV 이하에서는 실험값과 많은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0 keV 이하에서는 resonance 역에서 평가된 결

과를 사용할 것이므로 실험값과 잘 일치할 것이다. 1 MeV 이상의 에 지 역에

서는 계산결과와 ENDF/B-VI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 에서 보듯이 

구형 핵종에 한 모델 계산은 만족스럽게 단면 을 생산하 다.

  변형모형으로부터 평가된 핵종 에서 Sm-150, Gd-157에 한 결과를 요약하

다. 그림 3.2.2-8은 Sm-150에 한 (n, tot)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ENDF/B-VI나 계산결과는 실험값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2-9

는 (n, )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는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고 

ENDF/B-VI는 실험값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2-10은 

Gd-157에 한 (n, tot)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와 ENDF/B-VI는 실

험값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3.2.2-11은 (n, )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

과와 ENDF/B-VI는 실험값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4 MeV 부근에서의 계산

결과는 이론  바탕이 되는 direct capture 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평가 결과는 BNL과 공동연구 력으로 진행되었고 공

명 에 지부분 결과와 합쳐지고 general information file(MF1)을 핵종별로 작성

하여 full data library를 완성하 다. 완성된 일은 ENDF/B-VII에 수록하기 

하여 ENDF/B의 책임기 인 미국의 BNL에 송부된 상태이고 결과에 한 검증 

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시 2005년 12월에 발표될 ENDF/B-VII에 포함될 정

이다. 재는 preliminary ENDF/B-VI에 포함되어 있다. 

(2) 성자 독물질

  Empire를 이용하여 설정된 평가 차에 따라 Dy 동 원소에 하여 단면 을 

계산 평가하 다. Dy는 가연성 독물질과 제어 으로 사용이 기 되는 물질이다. 

특히 Dy는 성자 흡수 단면 이 클 뿐만 아니라 각 동 원소간의 흡수단면 이 

모두 고르게 크므로 상 으로 장기간 성자 흡수를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Dy는 mass number가 140부터 173까지의 동 원소를 갖고 있으나 이번 평가는 자

연 으로 존재하는 주요 동 원소  존재비가 큰 Dy-160(2.34%), Dy-161(18.9%), 

Dy-162(25.5%), Dy-163(24.9%) 그리고 Dy-164(28.2%)에 해 수행하 다

[Lee99b]. Dy-160, -161, -162, -163, -164에 하여 최근 입수한 실측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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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기 으로 입사 성자 에 지별 단면 , 탄성산란단면 , (n, ), (n, 

n'), (n, p), (n, np), (n, )등을 포함하는 반응 단면 의 계산결과를 실측 데이터 

 ENDF/B-VI와 비교하 다.

  그림 3.2.2-12와 3.2.2-13은 존재비가 가장 큰 Dy-164에 한 (n, tot)와 (n, 

)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산결과는 최근에 입수한 실험 데

이터와 잘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NDF/B-VI는 (n, tot)와 (n, ) 단면

에서 기  실험값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결과는 

기존의 ENDF/B-VI내 데이터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Dy 동 원소에 한 평가 결과도 핵분열생성물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계산 결

과는 resonance 부분 결과와 합치고 general information file(MF1)을 핵종별로 

작성하여 full data library를 완성하 고 ENDF/B-VII에 발표하기 하여 

ENDF/B의 책임기 인 미국의 BNL에 송부한 상태이다. 결과에 한 검증이 완

료되면 내년 12월에 ENDF/B-VII에 수록될 정이다. 

(3) 핵변환용 물질 단면  평가

  앞에서 정의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핵변환용 핵분열생성물들  가속기이용 

핵 쇄 과제에서 요구한 I-129, Cs-135, Pd-107에 하여 1 keV부터 20 MeV

까지 성자 단면 을 계산하고 실험값들과 비교분석하여 성자 반응 단면 에 

하여 평가를 완료하 다. 핵 쇄에서는 장 반감기를 갖고 주로 베타붕괴를 하는 

핵종들에 성자를 입사시켜 짧은 반감기를 갖는 원소나 안정한 원소로 변형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하기에 변형시키기에 합한 반응 단면 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 으로 다른 핵종으로 변형시키기에 필요한 반응은 포획반응으로 포획

반응단면 의 정확도 향상이 요구된다. 

  선택된 핵변환용 물질들의 ENDF/B-VI내 평가는 1980년 와 1990년 에 이

루어 졌다. 특히 이러한 핵종들에 하여는 최근의 실측 데이터가 많지 않기에 평

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Empire 코드 내에는 최근의 이론 인 모델들

이 모두 삽입되어 있기에 실측치의 부족함을 이론으로 채울 수 있었다. SCAT2와 

Empire 코드 조합을 사용하여 total, 탄성과 비탄성, (n, p), (n, ), (n, np), (n, 

n), (n, 2n), (n, 3n) 등의 단면 을 계산하 고 최근 실험데이터  기존의 평

가 일들과 비교, 평가하 다. 한 기존의 ENDF/B-VI는 (n, p)와 (n, )에 한 

반응 단면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번 평가 결과는 ENDF/B 일을 개선시키

게 될 것이다. 그림 3.2.2-14는 I-129에 한 (n, )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계

산결과는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림에서 ENDF/B-V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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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계산결과는 ENDF/B-VI를 향상

시킬 것이다. 

  핵변환용 물질에 한 단면  계산 결과도 resonance 부분 결과와 합쳐지고 

general information file(MF1)을 핵종별로 작성하여 full data library를 완성하

다. I-129와 Cs-135에 해서는 일들을 이미 ENDF/B-VII의 책임기 인 미

국의 BNL에 송부하여 결과에 한 검증을 의뢰하 고 Pd-107은 재 평가가 완

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Pd-107 한 여러 가지 포맷 확인 과정을 거쳐서 BNL

에 보낼 계획이다. 

    마. 결론

  ABRXPL은 입사 성자 에 지 종속 인 포텐셜 형태와 인자들을 찾는데 매우 

효과 이었고 선택된 인자들에 의한 모델 단면  계산결과는 각 핵종별 존재하

는 실험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하 다. 한 s-wave strength function은 실험 

데이터에 근 한 단면 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핵분열생성물들의 경우 매우 요한 역할을 하 다. 

  계산된 반응 단면 의 경우 모든 핵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

으며 특히 원자로에서 성자의 손실에 요한 역할을 하는 (n, ) 단면 의 경우

도 계산 결과는 실험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n, n')의 경우도 단면  

값을 잘 생산하고 있고 새로이 도입된 Empire는 meta stable의 경우에도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 다. 그러나 몇몇 핵종들의 경우 반응 단면 에서 

ENDF/B-VI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 다. 그러므로 새로이 도입된 평가

체계는 실험 데이터에 근 한 향상된 단면 을 생산할 수 있게 하 고 앞으로의 

단면  계산에 활용할 것이다. 

  Dy 동 원소에 한 평가에서 실측 데이터를 기 으로 선택된 라메터들은 

실험 데이터에 매우 근 한 단면  계산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ENDF/B-VI와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택된 핵분열생성물들과 독물질로 사용되는 Dy 동

원소에 한 평가 결과들은 ENDF-6 형태로 작성되었고 향후 ENDF/B-VI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핵변환용 물질들의 평가에서는 실험치의 부족으로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특히 OMP 라메터의 결정에서 실험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natural 

element의 실험값을 신 사용하기도 하 다. 기존의 ENDF/B-VI는 몇몇 반응 

단면 에 하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번의 평가결과는 ENDF/B 

일을 개선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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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Mo-95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3. Mo-95에 한 (n, )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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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Nd-143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5. Nd-143에 한 (n, )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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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Sm-147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7. Sm-147에 한 (n, ) 단면



- 82 -

그림 3.2.2-8. Sm-150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9. Sm-150에 한 (n, )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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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Gd-157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11. Gd-157에 한 (n, )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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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Dy-164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2-13. Dy-164에 한 (n, )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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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 I-129에 한 (n, ) 단면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토륨 주기 핵연료는 재 IAEA 주 으로 Th-232, Pa-131, Pa-233, U-233, 

U-234, U-236의 핵종에 해서 핵분열단면 과 성자 스펙트럼, 방출 성자에 

한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IAEA에서는 이미 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올해 

1차년도 진도 검회의가 열리기도 하 다. KAERI는 IAEA의 자 여유의 부족으

로 공동연구 자 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 으나 업져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토륨 주기 핵연료에 한 성자 단면  평가에 Empire를 활용하기로 결정하

다. Empire는 핵분열에 한 단면 을 계산할 수 있는 Madland-Nixon 모델을 

첨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의 삽입 후에 Empire내 기존 모델 계산 결과들과

의 상호 계와 핵분열모델계산을 한 RIPL library의 합성, default로 사용할 

parameter들의 결정 등 핵분열계산을 한 입력값들의 검증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한 주요한 핵분열성 핵물질들인 우라늄, 루토늄들에 한 검증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식 으로 release는 하지 않고 있다. 

  핵분열 핵물질에 한 핵반응 단면 에 한 평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수행하는 

부분으로 핵분열에 한 이론 인 근과 평가를 한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4～50여 부터 핵분열에 한 이론이 수립되기 시작하 으나 재까지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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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이론은 없기에 평가 방법과 결과에 해서 서로들 많은 논의가 되기도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재 Empire가 채택하고 있는 핵분열모델에서 핵분열과 련해서 계산하는 

요한 값들은 우선 핵분열 단면 , 평균방출 성자, 즉발  지발 성자 스펙트럼

들이다. 이러한 값들을 도출하고 실험데이터에 근 시키기 하여 fundamental 

barrier height, barrier curvature, barrier discrete level information들에 한 

입력 값이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계산  평가 과정에서 이들 값에 한 

tunning이 이다.  

  핵분열성 핵물질에 성자가 입사하여 핵분열을 일으키기 해서는 total 

compound nucleus의 에 지가 fission barrier보다 커야 한다. 일반 으로 

actinide 계열에 속하는 물질들의 경우 even-even을 갖는 핵종들은 성자 흡수

후의 binding 에 지가 fission barrier보다 크게 되므로 fission이 매우 잘 일어

난다. 반면에 even-odd를 갖는 핵종들은 핵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나 

barrier의 penetration에 의한 핵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Cf-252의 경우는 

fission barrier가 alpha 입자 방출의 barrier와 거의 비슷하기에 자발 인 핵분열

에 의한 성자 방출을 하고 있다. 

  핵분열을 한 transmission coefficients들은 Hill-Wheeller 공식에 의해서 구

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Tf = 1/{1+exp[2π(V-E)/hω] (3.2.3-1)

그러므로 핵분열을 일으키기 한 확률은

Pf = Tf / Σ Ti  (i = neutron, proton, alpha, fission) (3.2.3-2)

같이 표 된다. 보통 핵분열성 핵물질들은 변형모델을 갖게 되는데 변형된 핵이 

성자를 흡수하여 좀 더 변형이 심화되고 최종 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상을 

설명하기 하여 shell correction이 첨가된 double humped fission barrier를 

사용한다. 핵분열에 한 단면 의 생산  평가는 좀 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

요한 부분이다. 

    가. 평가 방법

  우선  세계 으로 수행된 실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미 평가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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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B-VI, JENDL-3.2, JEF-2, BROND-2, CENDL-2)들과 함께 요약한다.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선정 OMP 인자들의 결정에 

활용한다. OMP 인자 결정에 활용되는 요한 단면 은 (n, tot), (n, el)이다. 결

정된 OMP 인자는 total, elastic scattering과 reaction cross section 계산에 활

용되고 Empire내에서 핵분열을 한 transmission coefficients들을 계산하고 핵

분열 barrier에 한 기본 인 자료와 level들을 loading한다. 특히 핵분열단면

을 계산할 경우 coupled channel 계산이 가능한 ECIS코드의 사용이 요구된다. 

입력된 parameter들 에서 fission barrier height값과 continuum 에 지 값들

을 변화시키면서 실험 데이터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최종 평가가 결정된다. 최종

으로 생산된 단면 은 Empend 코드를 사용하여 ENDF-6 format으로 작성되며 

format 확인을 거친다.

    나. OMP 인자

  Empire에서 변형 구형모델에 사용될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V(r)=-V Rf R(r)- iW v f v(r)+4ia DW D
d
dr
f D(r)

                      +
λ

π 2

r
[V so

d
dr
f Vso(r)+ iW so

d
dr
f Wso(r)]σ⋅ l (3.2.3-3)

V R,W V,W D
 그리고V so,W so

는 real, imaginary surface derivative 포텐셜 depth

와 spin-orbit 포텐셜의 real과 imaginary 포텐셜을 나타낸다. σ⋅l는 intrinsic과 

orbital angular momentum operators의 scalar product를 나타내고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σ⋅l= l          for j= l+1/2 (3.2.3-4)

   =-( l+1)    for j= l-1/2

  단면  계산에서 학 모델의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결정되었다. 

V i(E)= α
1+α

7
η+α

8
δ
c+α

9A+α
10A

1/3+α
11A

- 2/3+α
12

δ
c'

       +(α 2+α
13

η+α
14A)E+α

3E
2
+α

4E
3
+α

6 E

       +(α 5+α
15

η+α
16E) ln (E)+α

17
δ
cE

-2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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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η=(N-Z)/A이다. N, Z 그리고 A는 target의 성자수, 양성자수 그리고 

원자번호를 나타낸다. 한 Coulomb repulsive의 교정항목으로 

δ
c=0.4

Z

A 1/3 ,δ
c'=1.73

Z
R c

이고 R c
는 coulomb radius를 나타낸다. 핵의 반경

은 R i= r iA
1/3으로 주어지고 r i와 a i(diffuseness)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다. 

r i(E)=b 1+b 2E+b 3
η+b 4A

-1+b 5A
-1/2+b 6A

2/3+b 7A

       +b 8A
2
+b 9A

3
+b 10A

1/3
+b 11A

-1/3 (3.2.3-6)

a i(E)=c 1+c 2E+c 3
η+c 4A

-1+c 5A
-1/2+c 6A

2/3+c 7A

      +c 8A
2+c 9A

3+c 10A
1/3+c 11A

-1/3 (3.2.3-7)

그리고 radial dependent form factor f i(r)는 Woods-Saxon shape이 사용된다.

f i(r)=
1

1+exp(
r-R i

a i
)

(3.2.3-8)

  OMP 결정에 요시되는 (n, tot), (n, el) 실험 데이터를 기 으로 변형구형핵

종에 한 OMP 인자를 선택한다. 

    다. Empire

  핵분열 핵물질들의 단면 을 계산하기 하여 Ecis-Empire 코드의 조합을 사

용하 다. 핵물질들은 변형모델로의 계산이 요구되며 Ecis는 변형 모델과 

coupled-channel 계산에 매우 유효하고 효과 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계에 

잘 알려진 검증된 코드이다(by J.Raynal, CEA Saclay, France). 

  핵분열단면  생산  평가와 련해서는 재 Empire가 fission module을 첨

가한 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이고 몇 개의 핵분열성 핵물질에 하여 

평가 작업을 수행 이므로 외부로의 코드 release는 이러한 검증작업이 완료된 

시 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소내에서 fission 단면  생산방법, 생산에 련되는 

parameter들의 이해, 생산결과에 미치는 인자들의 이해를 해서 draft version

을 입수하여 핵분열단면  계산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리므로 완벽한 핵분열단면

 평가를 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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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단면  평가

  재 Empire로의 핵분열 단면  평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Fission level 상

의 불확실성으로 코드의 자인 M. Herman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 해결

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계산과정의 우선 요한 학모델에서 

포텐셜 라메터들을 생산하고 계산된 (n, tot) 단면 과 포획단면 에 하여 실

측치와 비교, 평가하 다. 그림 3.2.3-1은 Th-232에 한 (n, tot) 단면 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산 결과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3-2는 Pa-231에 한 (n, tot) 단면 을 보여주고 있다. 실

험값은  에 지 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에 지 역에 

몰려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산결과는 실험값의 간 부분을 지나고 있으나 

ENDF/B-VI는 실험값의 다소 높은 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지 

역에 걸쳐서 ENDF/B-VI는 계산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3-3은 U-233에 한 (n, tot) 단면 을 보여 주고 있다. ENDF/B-VI

와 계산 결과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3-4

는 U-236에 한 (n, tot) 단면 을 보여 주고 있다. U-236의 경우 참고할 만한 

실험 데이터가 없기에 앞의 핵종에서 선택되고 사용된 포텐셜 라메터들을 사용

하 다.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선택된 포텐셜 라메터들로부터 계산된 결과와 기

존의 평가된 일들과는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3-1

은 토륨 핵연료 주기 핵물질의 단면  생산에 필요한 변형 상수 β와 사용된 

collective level들을 나타내고 있다. 

    마. 결론 

  토륨 주기 핵물질에 하여 평가과정의 첫 번째 요한 과정인 포텐셜 라메

터들을 각각의 핵물질에 따라 결정하 고 결정된 라메터들로 계산된 (n, tot) 

단면  값은 실험 데이터와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

으로 핵분열단면 을 계산하기 해서는 Empire 코드 내에 fission channel의 검

증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검증과 실질 인 계산에 따른 평가까지의 결과

를 내기에는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 IAEA에서 진행 인 토륨 핵

연료주기 핵물질 분석에 한 공동연구 업무에 IAEA의 참여 요구에도 극 으

로 참여할 수가 없는 실이다. 다만 재까지의 결과를 IAEA에 송부하여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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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Th-232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3-2. Pa-231에 한 (n, tot) 단면



- 91 -

그림 3.2.3-3. U-233에 한 (n, tot) 단면

그림 3.2.3-4. U-236에 한 (n, tot)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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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1. 변형 상수 와 사용된 collective levels

핵종
β 값 Collective 

levels (keV)
Spin Parity

β2 β4

Pa-231

Pa-233

Th-232

U-233

U-234

U-236

0.16

0.19

0.19

0.20

0.194

0.207

0.07

0.071

0.071

0.09

0.071

0.075

0.00

0.0586

0.0777

0.1932

0.00

0.0571

0.0705

0.1796

0.00

0.0494

0.1621

0.00

0.0403

0.0922

0.1553

0.00

0.0435

0.1434

0.2961

0.00

0.0452

0.1495

0.3098

1.5

3.5

2.5

4.5

1.5

3.5

2.5

4.5

0.0

2.0

4.0

2.5

3.5

4.5

5.5

0.0

2.0

4.0

6.0

0.0

2.0

4.0

6.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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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가. 개요

  감마선은 핵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핵의 구조나 반

응과 같은 핵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한 방출 감마의 스펙트럼은 자원

탐사와 차폐계산 그리고 핵 합성과정[Gor02, Smi03, Sur98]을 이해하는 데 필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에 한 실험 데이터와 평가 일들은 충분히 존재

하지 않으며, 한 기존의 평가 일은 측정된 실험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재평가하고, 실험

데이터가 없는 핵종에 해 그 스펙트럼을 물리  기  하에 측하는 것이 목 이

다.

  감마 방출 스펙트럼 자료를 만들기 해 Hauser-Feshbach 통계  모델[Hau52]

을 용하 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한 핵심 인 요소는 핵에 지  도와 감

마 transmission 계수이다. 핵에 지  도를 설명하기 해 몇 가지 방법이 발

달 되었지만[Dig73, Fu00, Ign93], 본 연구에서는 Gilbert-Cameron 방법[Gil65]을 

채택하 다. 감마 transmission 계수를 설명하는 감마 strength 함수는 핵 모델에 따

라 여러 가지 형태[Chr84]로 표 될 수 있지만 거  공명을 기 로 하는 

Brink-Axel 방법을 향상시킨 Kopecky-Uhl 방법[Kop90]을 부분의 핵반응 코드

[Her02, Iga91, You91]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 기 한 

strength 함수는 성자 결합에 지 이하의 낮은 에 지에 나타나는 bump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Iga86, Yam87]. 를 들어 Au-197의 포획 감마 방출 스펙트럼 실

험 데이터의 5.5 MeV 근처에 나타나는 bump와 Gd 동 원소들에서 3MeV 근처에서 

나타나는 bump들은 거  공명만을 고려한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Kim04a]. 

다행히도 이 게 낮은 에 지에서 나타나는 감마스펙트럼의 bump들은 pygmy 

resonance와 scissors mode를 도입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bump가 일어나는 

부분은 성자 결합에 지 이하의 낮은 에 지 역이므로 핵 실험으로부터 

strength 함수에 한 실험 데이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역반응인 방출 

감마 스펙트럼을 실험데이터에 맞춘다면 그 역에 한 strength 함수를 만들 수 있

다[Sch01, Voi01, Kim04a]. 이 게 만들어진 strength 함수를 사용하여 

Hauser-Feshbach 통계  모델 계산으로 실험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 핵종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계산하 다.

    나. 평가 핵종

  본 연구에서 평가한 핵종은 원자로를 구성하는 물질에 을 두었다. 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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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분열성 물질과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핵연료원료 

물질, 그리고 핵분열생성물과 핵연료를 감싸는 구조물과 핵분열을 조 하는 제어

을 이루는 물질을 선택하 다. 그 외에 낮은 에 지의 방출 감마 스펙트럼의 특

징을 가장 잘 가진 Gold(Au-197)를 평가 핵종에 포함시켰으며, 실험데이터가 없

는 핵종들과 비교 실험을 하기 해 Niobium(Nb-93)도 함께 평가하 다. 본 연

구에서 평가한 모든 핵종들을 표 3.2.4-1에 나타냈다. 표 3.2.4-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핵종은 많지 않다. 총 32개의 핵종을 평가하

으며, 그 에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은 9개 핵종이고, 평가 일이 존재하

는 것은 24개 핵종이며,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핵종은 4개뿐이다. 실험 데이터

와 평가 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핵종을 우선평가 상 핵종으로 삼아, 기존의 평

가 일과 본 연구의 계산결과  어느 것이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하는지 비교

해 보았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핵종들의 방출 감마 스펙트럼을 재생

산하여 필요한 특징을 찾아냈고, 그러한 특징들을 실험데이터가 없는 핵종의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만드는 데 용하여 평가 일과 비교하 다. 방출 감마에 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핵종이 3개 있었으며, 한 구조물이나 제어 으로 

쓰이는 핵종들은 존재하는 실험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EXFOR Library에 존

재하는 실험데이터  질량수가 가장 가까운 Nb-93에 해서 평가하여 필요한 

값들을 추출한 후 구조물이나 제어 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만드는 데 참

고하 다.

구분 동 원소 실험데이터 평가 일

Fissile U-233, 235, Pu-239 X, X, X O, O, O

Fertile U-238, Pu-242 O, O O, O

Fission 

products

Gd-155, 156, 157, 158, 

160

Eu-151, 153

Sm-152

O, O, O, O, O

X, X

X

X, X, X, X, X

O, O

X

Cladding Zr-90, 91, 92, 94, 96 X, X, X, X , X O, O, O, O, O

Control rod

Cd-106, 108, 110, 111, 

112, 113, 114, 116

In-113, 115

Ag-107, 109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O

X, X

O, O

비교
Au-197

Nb-93

O

O

O

O

표 3.2.4-1. 평가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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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계  모델

(1) Hauser-Feshbach 통계  모델

  핵이 충돌할 때 장시간 존재하는 복합핵에 흡수된 flux의 방출을 설명하기 해 통

계  모델을 사용한다. 수학 으로 이 모델은 복합핵을 형성하는 인자와 그것이 붕괴

하는 인자의 곱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형성 인자를 Ya라고 하고 방출인자를 Yc라고 

했을 때 그것의 단면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σ
ac=C pW a

Y aY c

Σ
bY b

(3.2.4-1)

여기서 Cp는 핵의 스핀과 수와 련된 값이고, b는 모든 가능한 채 을 의미하며, 

향상된 결과를 얻기 해 width fluctuation  Wa를 고려한다. 각각의 인자들은 에

지, 하, 질량의 보존에 기 하여 설명된다. 이때 각운동량과 parity 보존까지 고려

하는 것이 Hauser-Feshbach 통계  모델[Hau52]이다. 따라서 방출 채 들은 다음

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Y c(E, J,π)=Σ
j
Σ
iT
j
i(E, J,π) (3.2.4-2)

여기서 Ti
j는 transmission 계수를 의미하고, Yc는 모든 채 에 해 설명되어야 한

다. 이때 채 들은 낮은 에 지 여기 상태에 해서 핵의 에 지 는 구별될 수 있

지만, 에 지가 높아짐에 따라 각 여기 상태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별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핵의 높은 에 지 여기 상태는 한  

도함수로 가 한 방출인자를 사용한다.

Y c(E-E', J,π)⇒Y c(E-E', J,π)ρ c(E', I c)dE (3.2.4-3)

여기서 ρc는 에 지 E'에서 각운동량 Ic를 가지는 잔류 핵의  도 함수이다. 다양

한 방법으로 핵  도 함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ilbert-Cameron이 제시한 방법[Gil65]을 선택하 다. 이 방법은 핵의 결합 에 지

까지를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들을 히 조 하여 실험값에 가깝게 재생

산하기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매개변수들은 ENSDF등의 자료

들을 핵반응 코드의 입력 데이터로 쓰기 편리하게 정리한 Reference Input 

Parameter Library (RIPL-2)[Iae03]에 실린 값을 기본으로 하 고,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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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Her02]에서 지원하는  cumulative fitting으로 필요한 도 매개변수들의 

값을 조 하 다. 

  한편, 식 (3.2.4-2)에 나타난 transmission 계수들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T(E γ) = 2πE 2L+1
γ f(E γ) (3.2.4-4)

여기서 f는 감마 strength 함수이며, 이것은 설명하기 해 다양한 핵 모델이 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해 거  공명에 바탕을 둔 

Brink-Axel 방법을 향상시킨 Kopecky-Uhl 방법을 채택하 다. Brink-Axel 방법

은 여기상태의 핵 흡수 단면 은 바닥상태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Lorentzian 함수를 도입하여 설명된다. 한편 Kopecky-Uhl 방법은 공명 폭이 에

지에 의존 이며, 감마 에 지가 '0'으로 향할 때 Brink-Axel방법의 Lorentzian 함

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방법이다[Kop90]. Kopecky-Uhl 방법의 표

은 다음과 같다.

f XL(E γ )=K(
E γΓ(E γ )

(E
2
γ+E

2
i)

2+E 2
γΓ(E γ )

2 +
0.7Γ4π 2T 2

E 5
i

)σΓ (3.2.4-5)

여기서  K= 1

3π 2ℏ2c 2
 이고, XL은 E1, M1로 표 되는 multipolarity이며, Eγ는 감마 에

지, K는 물리  상수,  σ, Γ, Ei,는 각각 거  공명의 단면 , 폭, 에 지를 나타낸다. 

감마 방출은 자기 이 상에 의한 것인데,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E1 이에 의

한 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식 (5)의 두 번째 항은 E1 이 이외의 

이에 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공명 폭은 다음과 같이 에 지에 의존

인 식으로 표 된다.

Γ(E γ )=Γ
E 2

γ+4π 2T 2

E 5
i

(3.2.4-6)

(2) Pygmy Resonance

  (n, ) 와 (d, p) 반응 실험에서 핵의 결합에 지 이하에서 변칙 인 bump가 나타

난다. 이것은 기존의 거  공명에 기 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

인 물리  상인 Pygmy resonance로 알려져 있다[Iga86, Vre04, Ya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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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으로 이 bump는  Hydrodynamic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Moh71]. 즉, 극자 진동은 양성자와 그 양성자와 같은 궤도에 있는 성자

(blocked neutron),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Excess neutron의 세 가지 유체로 구

성되어 있다. 이때 두 종류의 극자 진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두 가지 모드의 성

자에 한 양성자의 진동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자와 blocked neutron에 한 

excess neutron의 진동이다. 여기서 자는 GDR에 공헌하고 후자가 Pygmy 

resonance에 공헌한다[Iga86]. Pygmy resonance를 설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Lorentzian 형태의 함수를 도입한다[Kim04a].

f p(E γ )=K p

σ
pE γΓ

2
p

(E 2
γ+E

2
p)

2+(E γΓ p)
2

(3.2.4-7)

여기서 Kp는 물리  상수이고, σp, Γp, Ep,  는 각각 Pygmy resonance의 peak 단면

, 폭, 에 지이다. Pygmy resonance가 E1 GDR과 련이 되어 있으므로 식 

(3.2.4-7)을 식 (3.2.4-5)에 추가 하면 그 resonance의 향을 고려한 함수가 만들

어진다. 그림 3.2.4-3에서 Pygmy resonance를 고려했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의 

방출 감마 스펙트럼이 잘 비교되어 있다. 즉, Lorentzian extrapolation을 했을 때 총 

방출되는 감마의 양을 실험데이터와 거의 비슷하게 재생산하지만, 그 스펙트럼의 모

양은 실험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한다. 반면에 Pygmy resonance가 삽입된 함

수를 썼을 때는 실험데이터의 모양까지 잘 재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Scissors Mode

  낮은 에 지의 방출 감마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변칙 인 bump는 구형 핵종에 

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ygmy resonance로 잘 설명이 되었지만, 변형 핵종을 

설명하기 해서는  다른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구형 핵종을 설명하기 해 도입

한 Pygmy resonance는 변형 핵종을 설명하면서 비물리 인 상을 보인다. 즉, 실

험데이터에서 보여 지는 것과는 다르게 E1 이의 향이 더욱 커지고, M1의 향이 

격하게 어든다. 그러나 최근에 획득된 (, ')이나 (e, e') 실험에 따르면 변형 핵

종에 해 M1 이의 향이 구형 핵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양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Zil96].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해 M1 scissors mode를 도입하

다. 이것의 표 은 식 (3.2.4-7)과 같고 각각의 매개변수들은 실험 데이터에 맞게 

조 함으로써 획득된다[Kim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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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cissors(E γ )=K s

σ
sE γΓ

2
s

(E 2
γ+E

2
s)

2+(E γΓ s)
2

(3.2.4-8)

여기서 Ks는 물리  상수이고 σs, Γs, Es,  는 scissors mode의 peak 단면 , 폭, 에

지이다. 그림 3.2.4-5는 표 인 변형 핵종에 한 방출 감마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3.2.4-8)이 포함된 strength 함수의 사용으로 실

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총 방출 감마에 한 M1 이의 공헌도

가 구형핵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4-2은 구형 핵종으로 설명되

는 Au-197와 변형 핵종으로 설명되는 U-238에 해 각 이들이 차지하는 양을 나

타내었다. Au-197에서 나타나는 bump를 Pygmy resonance로 해석하여 재생산했

을 때 각 이들이 차지하는 양은 물리 이지만, 그것을 scissors mode로 해석하

을 때는 M1의 공헌도가 비물리 으로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U-238의 bump를 

scissors mode로 해석하 을 때는 변형핵종에서 M1의 향이 커진다는 것[Zil96]

을 잘 설명하지만, Pygmy resonance로 해석하 을 때는 그 반 의 결과가 나타나

는 비물리 인 상을 보인다. 각 실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방출 감마에서 나타

나는 낮은 에 지의 bump는 크게 나타나는 것 외에 아주 작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형핵종에 한 주된 bump는 Pygmy 

resonance로 해석하되 작게 나타나는 bump를 scissors mode로 해석하 고, 변형

핵종에 해서는 그 반 의 경우를 용하 다. 

Extrapolation Pygmy(1) Scissors(2) (1)+(2)

E1 (Au-197) 78.2 90.1 36.2 88.3

M1(Au-197) 13.5 6.3 60.5 8.1

E2 (Au-197) 8.3 3.6 3.3 3.6

E1 (U-238) 80.8 83.3 68.3 68.7

M1(U-238) 11.5 10.0 25.3 24.9

E2 (U-238) 7.7 6.7 6.4 6.4

표 3.2.4-2. Ratios of each transition for integral spect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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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M1 scissors mode와 E1 Pygmy resonance 

  그림 3.2.4-1에서 두 모드의 차이가 비교되어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 쓰인 fE1 

과 fM1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f E1= f
Kopecky
E1 + f p (3.2.4-9)

f M1= f
Brink
M1 +f scissors (3.2.4-10)

여기서 f KopeckyE1
는 Kopecky-Uhl에 의한 방법이고, f BrinkM1

 는 Brink-Axel 방법으로 식 

(3.2.4-5)의 두 번째 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 평가 과정  결과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반응은 성자가 입사되어 포획된 후 나오는 방출 감

마의 스펙트럼이다. 실험의 어려움으로 포획감마 방출 스펙트럼만을 측정한 자료

는 없고, 모든 실험데이터는 성자의 비탄성산란에 의한 감마를 포함시켜 획득하

다. 이런 방출감마는 구별 가능한 핵 에서 일어나는데 방출 감마의 2∼3 

MeV 이하인 지역이고, 그것이 체 인 스펙트럼의 모양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탄성산란에 의한 방출 감마를 함께 계산하 다. 통계  모델을 

사용하는 감마 방출 스펙트럼의 모양은 식 (3.2.4-1), (3.2.4-2), (3.2.4-3)에서 

알 수 있듯이 strength 함수와 핵  도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OMP 인자들

은 포획감마의 높낮이에는 향을 주지만, 방출 감마 스펙트럼의 모양과는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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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다. 한 입사에 지도 포획감마의 높낮이에만 향을 주고, 방출감마의 

체 인 모양에는 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감마의 최  방출에 지와는 직 인 

련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이 감마방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OMP 인자들은 

부분 RIPL-2에서 추천하는 값을 기본으로 하 으며, 입사에 지는 실험데이터들이 

모두 0.5 MeV에서의 값을 사용하 으므로 그 값으로 평가하 다. 한 핵종에 해 하

나의 strength 함수를 가지므로 하나의 입사에 지에 해서 평가하면, 다른 에 지

에 해서도 같은 strength 함수를 용하여 쉽게 그 양을 얻을 수 있다.

  방출 감마를 생산하는 체 인 과정이 그림 3.2.4-2에 주어져 있다. 첫 번째 과정

으로 평가할 핵종을 선택하여 실험데이터 자료인 EXFOR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

집하 고, 평가 일로부터 이미 평가된 자료를 수집하 다. 핵반응 코드를 실행하기 

해 필요한 기본 인 데이터는 RIPL-2로부터 여기에서 추천하는 OMP 인자들과 

 도 인자들을 추출하 다. 여기서 도인자는 EMPIRE-II code가 제공하는 

cumulative plot을 통해 핵의 에 지  도를 잘 설명하는지 단하여,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하 다[Kim04b]. 이러한 데이터로 Hauser-Feshbach 계산을 수행하

여 포획단면 을 비교한다. 그림 3.2.4-4는 이 게 해서 만들어진 U-238에 한 포

획단면 을 나타낸 값이다. 포획단면 이 타당하다면 실험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림 3.2.4-2의 왼쪽을 따르고, 그 지 않을 경우 오른쪽을 따른다. 이때 주의할 

은 낮은 에 지의 bump를 설명하기 해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 으므로 체 인 

포획단면 의 증가가 있다. 따라서 재규격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끝내면 결과 으로 다시 Hauser-Feshbach 계산을 통하여 감마 스펙트럼을 생

산해 낸다.

  그림 3.2.4-3은 입사에 지가 0.5 MeV인 성자에 한 Au-197의 감마 방출 스

펙트럼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 한 바와 같이 이것은 방출 감마의 낮은 에 지 역

에 한 Pygmy resonance의 향을 잘 보여 다. 재의 ENDF/B-VI에 평가된 

일은 실험데이터의 체 인 모양은 비슷하게 따라 가지만 재규격화의 실패로 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림 3.2.4-5는 핵분열성 핵종인 U-238에 한 방출감마 스펙

트럼이다. 실험데이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나타나는 bump와 작게 나타나는 

bump 두 가지가 보인다. Uranium과 같은 변형핵종은 M1 이의 향이 크므로 그

것을 고려하여 방출 감마에 지에서 나타나는 bump는 M1 scissors mode에 의한 

것이 부분이고, 다른 작은 bump는 E1 Pygmy resonance에 의한 것으로 단된

다. 이 그림으로부터 각각의 이들이 총 방출 감마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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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생산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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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6는  다른 핵분열성 핵종인 Pu-242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이다. 

Pu-242에 한 실험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드가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의 에

지인 0.0276 eV 성자를 입사시켜 나온 스펙트럼이다. EMPIRE-II code로 직  

계산할 수 없으므로 입사 성자의 에 지가 1.09 MeV로 계산한 후 tuning을 통하

여 0.0276eV때의 포획단면 을 같게 만든 후 실험데이터에 fitting시켜 필요한 데이

터를 뽑았다. 표 3.2.4-3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핵종들에 한 Pygmy와 scissors 모

드에 이용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림 3.2.4-7은 핵분열성 핵종에 한 포획감마 방출 스펙트럼인데, 불행히도 비교

할 실험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에 지의 bump를 설명하기 해 필

요로 되는 인자들은 질량수가 가장 가까운 핵종인 U-238의 값을 사용하 다. 체

으로 ENDF/B-VI의 자료들이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보인다. 그림 3.2.4-8은 

핵분열생성물이자 성자 독물질인 Gd 동 원소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생산

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변형 핵종에 해 M1 scissors mode의 사용으

로 실험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방출 감마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림 3.2.4-9은  다

른 핵분열생성물이자 표 인 희토류 핵종들인 Eu와 Sm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

럼이다. 이 핵종들에서 사용된 scissors mode의 값들은 질량수가 가장 가까운 

Gd-155의 값을 사용하 다. Sm-152의 경우 평가 일도 존재하지 않아 비교 상

이 없지만, Eu 동 원소의 경우 JENDL-3.3에서 평가된 값이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

게 평가되어 있다.

  그림 3.2.4-10는 Nb-93에 한 방출 감마 스펙트럼이다. 이것은 두 개의 작은 

bump가 존재하기 때문에 Pygmy resonance와 scissors mode 둘 다를 고려하 다. 

이 핵종을 평가한 목 이 핵의 구조물이나 제어 으로 쓰이는 핵종들에 한 낮은 에

지의 bump를 설명하는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핵종들에 쓰일 수 있는 값들

을 측하기 해서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데이터를 잘 

설명하지만, 기존 평가 자료는 무 높게 평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그 질량수 주 의 핵종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에 한 기존의 평가가 높게 되었

으리라 측이 가능하며 실제로 다음 그림들이 이런 사실을 말해 다.  그림 

3.2.4-11, 12, 13은 각각 Zr, Cd, In과 Ag의 동 원소를 나타낸다. Nb-93에

서 사용된 Pygmy 와 scissors 모드에 한 데이터를 그 로 용하여 스펙트

럼을 계산하 다. 모든 계산결과가 기존의 평가 일보다 낮게 획득되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2.4-11에서 보이는 것처럼 zirconium 동 원소에 한 

기존의 데이터와 본 연구의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Zr-90의 경우 재의 

결과보다 기존 평가 일의 결과가 10배 이상 높게 평가되어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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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onium 동 원소에 해서도 거의 10배 이상 높게 평가되어 있어 더 이상의 

그 동  원소에 한 기존 일의 데이터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 그림 3.2.4-12는 

cadmium 동 원소에 한 기존평가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이 역시 기

존의 자료가 높게 평가되어져 있으며, 특히 Cd-114의 경우 기존 일은 본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bump가 보인다. 마지막 그림 3.2.4-13은 indium과 silver 동

원소에 한 결과인데, 불행히도 indium 동 원소의 평가된 일은 존재하지 않아 

비교 상이 없다. silver 동 원소의 경우에는 총 방출 스펙트럼에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그 스펙트럼 모양은 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Hauser-Feshbach 통계  모델을 바탕으로 감마 방출 스펙트럼에 

해 계산하고 평가하 다. Gilbert-Cameron 근 방법이 핵의 에 지  도를 

설명하기 해 채택되었으며, Kopecky-Uhl 방법이 감마 strength 함수를 설명하기 

해 용되었다. 이 함수에서 구형 핵종에 해 E1 거  공명에 pygmy resonance

를 추가함으로써 향상된 결과를 획득하 고, 변형 핵종에 해 M1 거  공명에 

scissors mode를 추가함으로써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핵 실

험에서 얻기 힘든 성자 결합 에 지 이하의 감마 strength 함수를 측 하여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핵종에 하여 감마 방출 스펙트럼을 측할 수 있었다.

Ep σp Γp Es σs Γs

Au-197 5.35 5.0 1.85 1.8 0.06 0.5

Gd-155 0.0 0.0 0.0 3.0 0.15 1.5

Gd-156 0.0 0.0 0.0 3.0 0.15 1.5

Gd-157 0.0 0.0 0.0 3.05 0.20 1.6

Gd-158 0.0 0.0 0.0 3.20 0.15 1.5

Gd-160 0.0 0.0 0.0 3.35 0.30 1.5

U-238 3.60 0.08 0.4 2.45 0.18 1.2

Nb-93 4.10 0.15 0.8 5.10 0.25 0.08

Pu-242 3.00 0.38 1.2 2.30 0.58 1.20

표 3.2.4-3. Pygmy resonance 와 scissors mode에 용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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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Au-197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그림 3.2.4-4. U-238에 한 포획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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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U-238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그림 3.2.4-6. Pu-242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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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핵분열성 핵종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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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Gd 동 원소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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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희토류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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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0. Nb-93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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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1. Zr 동 원소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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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2. Cd 동 원소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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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3. In과 Ag 동 원소에 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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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에 지 핵자료 평가

    가. 가속기 차폐용 단면  평가

  양성자 가속기의 차폐에서 가장 요한 정보는 2차 성자의 에 지 분포이다. 구

리는 빔 수송라인에서 쓰이는 유도자석의 주성분이며 빔덤 의 열을 제거하는 주요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차폐계산을 한 입자수송용 도구로는 MCNPX가 주로 사용

되며 이때 필요한 핵반응자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내

장된 핵자료인 LA150 라이 러리[Cha98, Cha99]를 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

장된 핵물리 반응모형( : LAHET) 모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재 한국원자력연

구소에서 추진 인 양성자 가속기의 최  에 지는 100 MeV [Lee03a]로서 GeV 

 에 지에서 주로 용되는 INC 모형을 기반으로 한 LAHET 모듈은 핵구조에서 

기인하는 향을 잘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 백 MeV까지에 용할 목 으로 

평가된 LA150 라이 러리를 쓰는 것이 물리 으로 타당하다.

  그림 3.2.5-1에서 LA150 라이 러리와 LAHET 모듈에서의 입사 양성자에 

한 비탄성반응 단면 을 실측치와 비교한 결과 LA150의 경우 양성자 에 지 

50MeV 이상에서는 실측치를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50 MeV 이하의 경

우 실측치보다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편 MCNPX에서는 LAHET과 같은 

이론모형에서 계산된 핵반응단면 이 아닌, 연속 에 지에 해 평가된 단면 자

료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생산한 평가핵자료를 LA150핵자료 신 쓸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입사양성자와 구리 표 간의 평가핵자료를 

MCNPX 형식의 단면 으로 변환하여 성자 생성수율 벤치마크문제에 용하여 

보았다.[Lee04a, Lee04b]

  학모형 해석을 통하여 비탄성산란반응과 탄성산란반응 단면 을 계산하고 그 결

과 생산된 입자들의 투과계수를 방출-붕괴 반응코드인 GNASH에 사용하 다. 

GSCAN과 ESCAN 코드를 통하여 ENDF6 형식의 단면  일로 생산하 고, 이를 

다시 NJOY 코드를 이용하여 MCNPX에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한다. 구리에 

한 학모형 해석은 1단계에서 개발한 SA(Simulated Annealing)알고리즘[Lee01c, 

Lee01d, Lee01e]을 용하여 Cu-63과 Cu-65에 해 성자  양성자에 해 수

행하 으며 핵  도는 GSM (Generalized Superfluid Model)을 기본으로 하고 

실측치를 보다 잘 재 할 수 있도록 조정하 다.

  그림 3.2.5-1 에서는 본 과제에서 평가한 양성자 비탄성 단면 과 LA150라이

러리, LAHET 이론모형, 그리고 실측치를 비교하고 있다. 비탄성단면 은 핵반응

단계에서 성자 방출 단면 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속기 차폐계산에서 요

한 항목이다. 즉, 발생되는 2차 성자의 개수는 비탄성단면 에 비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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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과제의 결과가 150 MeV까지의  에 지 구간에서 LA150 라이 러

리보다 실측치를 보다 잘 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자를 방출하는 개개의 채 에 하여 그림 3.2.5-2에서는 Cu(p,Zn-63) 반응

을, 그리고 그림 3.2.5-3에서는 Cu(p,Zn-62) 반응에 한 평가결과를 실측치  다

른 평가자료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 두 반응은 양성자에 지 50 MeV 이하에서 성

자를 생성하는 두 가지 요한 반응이며, Cu(p,Zn-63) 평가결과는 실측치를 반

으로 잘 재 하고 있으나, Cu(p,Zn-62)의 평가결과는 실측치보다 약간 크게 평가되

고 있다

  그림 3.2.5-4는 성자생성 단면 을 입사양성자의 에 지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LA150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과제에서 평가된 성

자생성 단면 은 15 MeV를 심으로 그 이상의 모든 에 지구간에서 LA150결과보

다 크며 성자생성 단면 의 실측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단면 이 아닌 

TTY(Thick Target Yield) 실험결과는 수 개가 존재하며, ENDF6형식으로 평가된 

단면 자료를 NJOY코드를 통해 MCNPX 형태로 변환 후 MCNPX를 이용하여 TTY

실험에 한 모사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2.5-5는 본 과제에서 평가한 단면 과  

LA150 평가단면 에 해 TTY 실측치와 비교한 것으로 양성자 1개당 생성 성자 

수( 성자 수율)를 입사양성자의 에 지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과제의 핵자료로부터 모사된 성자수율은 실측치를 더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5-1. 입사양성자 에 지에 따른 비탄성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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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입사양성자 에 지에 따른 Cu-nat(p,x)Zn-63 반응단면

그림 3.2.5-3. 입사양성자 에 지에 따른 Cu-nat(p,x)Zn-62 반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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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입사양성자 에 지에 따른 성자생성 단면

그림 3.2.5-5. 입사양성자 에 지에 따른 성자 수율



- 117 -

    나. 인공 성 차폐용 단면  평가

  우주공간에서의 우주선차폐는 2차 입자의 발생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 요

하다. 2차입자 에서 성자는 하가 없기 때문에 하 입자보다 투과성이 훨씬 

커서 차폐문제가 요해 진다. 한 2차 성자는 차폐체 내부에서 생성되면서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폐체 표면에서 부분의 에 지를 잃는 하 입자에 비해 

차폐체 내부의 선량평가 지 에 도달할 확률이 커진다. 본 과제에서는 태양풍으로

부터 도달하여 지구궤도에 머물고 있는 양성자에 지 부분을 포함하는 400 

MeV까지 확장하여 Al-27 과 P-208에 한 양성자 비탄성단면 과 방출 성자

의 각-에 지 분포를 평가하 다.[Lee02a,Lee02b,Lee02c,Lee02d,Lee02f]

  LA150 평가에서 채택된 부분의 기  실측치를 그 로 채택하고 100 MeV 

이상에 해서는 성자방출 스펙트럼 실측치를 조사하여 실측치를 기  실측치

에 추가하여 표 3.2.5-1에 정리하 다. Al-27의 경우 Meier[Mei89]가 수행한 

113 MeV 자료와 Scobel[Sco92]의 160.3 MeV, 그리고 Stamer[Sta93]와 

Meier의 256 MeV를 기 자료로 채택하 다. Pb-208의 경우 Scobel[Sco90]의 

120 MeV와 160.3에 한 실험 그리고 Stamer[Sta93]와 Meier[Mei]의 265 

MeV의 실험을 기  실측치로 채택하 다. 참고문헌에 보고 된 바로는 120 MeV

와 160.3 MeV의 경우 Kalbach[Kal88]의 상학 인 경험식이 방출 성자의 

각 분포를 잘 측하는 것으로 기술 되었으나 256 MeV의 경우는 Meier의 경우 

특히 후방각의 방출 성자 에 지 분포가 HETC 코드의 계산결과와 잘 일치하지 

않았으며 Stamer의 경우는 120도와 150도로 방출되는 성자의 에 지 분포가 

Bertini의 INC모델이 실측치보다 낮게 계산되었다고 보고 되어있다. 모든 기 실

측치는 NEA에서 제공하는 EXFOR 산 일[EXFOR] 형태로 추출하 으며 완비

성(integrity)을 조사하 다.

  Stamer의 256 MeV에 한 EXFOR 자료에서는 출간논문에 수록되지 않은 20 

MeV 이하의 성자에 지에 한 분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참고논문에서는 실

측치가 평형 방출에 의한 성자를 주로 계측하 으며 계측기의 문턱에 지가 

16 ～ 29 MeV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20 MeV이하의 성자 분포는 기  실측치

에서 제외하 다.

  이론평가에 용된 학모형의 매개변수들은 1단계의 250 MeV까지 평가에 

용한 값들을 기본으로 하여 400 MeV까지 확장하 다. 그림 3.2.5-6 에서는 

Al-27과 Pb-208에 한 양성자 비탄성단면 과 탄성산란각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양성자 비탄성단면 은 방출 성자의 2차미분단면 (에 지-각 분포)과 다음과 

같이 직 인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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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xn(μ,E,E')=

σ
r(E)y n(E) f n(E,E',μ)

2π
(3.2.5-1)

여기에서 E는 입사양성자 에 지, E'은 방출 성자의 에 지, yn은 성자 수율, fn은 

에 지 E'과 방출각 를 갖는 방출 성자의 정규분포이다. 방출반응의 이론모형계산

을 해서는 본 과제에서 구축한 ECIS-GNASH- GSCAN- ESCAN 코드시스템을 

사용하 다.

  150 MeV 이하의 평가결과는 LA150의 결과와 에 띄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

는 LA150에서 채택한 기  실측치와 핵반응모형이 학 매개변수와 그에 따른 

성자와 양성자의 투과계수를 제외하고는 본 평가에서와 같기 때문이다. 한 

성자/양성자 투과계수의 효과는 모든 반응채 의 합으로 나타나는 단면

(inclusive)의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한편, 입자양성자 에 지 150 ～ 400 

MeV에서는 본 과제에서의 평가결과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탄성단면 의 

기  실측치과 산란각분포를 잘 재 하는 400 MeV까지의 학모형 매개변수를 

용하고 방출 성자의 에 지-각 분포의 실측치를 잘 모사하도록 평형 방출에 

한 핑 매트릭스를 조정하 다. 그 결과 그림 3.2.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으로 방출 성자의 에 지-각 분포를 잘 재 하 으나, 256 MeV의 입사양

성자와 Pb-208의 반응에서 방출되는 성자 에 지 15 MeV에서 20 MeV까지

의 분포는 실측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 으며, 이는 Kalbach 경험식의 한계에 기

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5-1 입사양성자 100 MeV 이상의 성자생성 이 미분단면  기  실측치

Reaction Ep [MeV]  Emission Angles [deg] EXFOR entry

Al-27(p,xn)

Meier 113.0 7.5, 30, 60, 150 O0100

Scobel 160.3 160.3 0 - 145 (14 angles) O0181

Stamer 256.0 7.5, 30, 60, 150 C0511

Meier 256.0 7.5, 30, 60, 150 C0168

Pb-208(p,xn)

Scobel 120.0  0 - 145 (14 angles) O0181

Scobel 160.3 0 - 145 (14 angles) O0181

Stamer 256.0 7.5, 30, 60, 150 C0511

Meier 256.0 7.5, 30, 60, 150 C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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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Al-27과 Pb-208의 양성자 비탄성단면 과 탄성산란 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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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Al-27과 Pb-208의 입사 양성자에 의한 방출 성자 에 지-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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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에 지 핵자료평가용 코드개발

  본 과제에서 고에 지 핵자료평가를 해 사용 인 주요 산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Lee02h,Lee03b,Lee03c,Lee03d,Lee04a,Lee04c]

- ECIS96[Ray94]: 결합채 (coupled-channel;CC) 학모형을 이용하여 

단면 , 반응단면   탄성산란단면 과 각분포를 계산하고 그 결과 입사

입자의 투과계수(transmission coefficients)를 생산하여 방출/붕괴 반응계

산코드인 GNASH 에 달한다.

- DWUCK: DWBA(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식을 용하여, 

표 핵을 불연속 로 여기시키는 직  비탄성단면 을 계산한다.

- OPTMAN/SHEMAN: 결합채 (coupled-channel;CC)을 이용하여 직 비

탄성단면 을 계산한다.

- GNASH [You94]: 통계모형과 평형(preequilibrium) 방출모형을 이용하

여 입자방출단면 과 각-에 지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그림 3.2.5-1에는 각 코드들 간의 상호 계를 도식화 하 으며  과정은 

GNSCRIPT 라는 perl 로 만들어진 스크립트로 수행된다. 

  평가된 핵 단면 들이 응용분야에 용되기 해서는 ENDF6 형태로 변환 는 처

리되어야 하며, 지 까지는 GSCAN코드가 GNASH코드의 결과를 처리하여 

MF6-MT5형식으로 방출입자와 잔류핵의 에 지-각 분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분형식의 단면  (integrated cross sections)을 나타내는 MF3와 각분포

를 나타내는 MF4 부분을 생산하기 해서 지 까지는 MINGUS 코드시스템에서 쓰

고 있는 MINGUS3이 사용되어 왔으나, MINGUS3은 MINGUS코드시스템용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GNSCRIPT 환경에 알맞는 ENDF6형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NSCRIPT 환경에 합한 ENDF6 형식의 단면  set 를 생산하기 하여 

ESCAN을 개발하 다. ESCAN의 주요 서 루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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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Schematic Diagram of Data Flow 

between ESCAN and Nucle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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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1

  MF1-MT451 일을 생성한다. 이 일은 단면 일의 첫 번째에 부분에 해당되

며 “mf1.txt"로부터 읽어 들인 단면 평가방법과 이력을 기술하고, 단면  일에 포

한된 단면  내역(directory)을 생성한다.

INIT3A

  표 핵과 성자, 양성자, 양자, 삼 수소, 헬륨-3, 알 입자, 자 등 6개의 입사

/방출 입자에 한 물리상수를 기화한다.

INP3B

  GSCAN에서 생산한 TAPE3을 통해 평가 상의 표 핵과 입사입자의 원자번호, 원

자량, 핵종을 읽어 들인다.

INIT3B

  ENDF6 일에서 필요한 TEXT, SEND, FEND, MEND, TEND등의 형식을 기화

한다. 

UPDATE3

  입사 성자에 하여 단면 (MT1), 탄성산란단면 (MT2), 비탄성단면

(MT3), 이체 반응단면 (binary reactions)의 총합단면 (MT5) 등을 생산한다. 입

사 양성자에 해서는 핵반응과 간섭에 의한 탄성산란단면 (MT2), 총합단면

(MT5)을 생산한다. 에 지간격은 GNSCRIPT에서 생산된 “energy.grd" 일에서 

가져온다.

UPDATE4

  입사 성자가 탄성 충돌할 때의 각분포(MF4)를 계산한다. 산란 각분포는 다음 식

(3.2.5-2)와 같이 정의되며 σ
s(E)는 MF2 에서 주어지는 산란단면 이다.

f(μ,E)=
2π

σ
s(E)

σ(μ,E) (3.2.5-2)

CALC,  UPDATE6

  하 입자의 탄성산란단면 은 쿨롱산란, 핵산란 그리고 두 산란의 간섭산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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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쿨롱산란은 러더포드산란의 형태로 표시하며 자스크리닝 효과는 무

시될 수 있다. 따라서 하 입자의 탄성산란단면 은 핵산란과 간섭산란단면 의 합

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서 루틴에서는 핵산란과 간섭산란단면 , 산란각 분포를 

생산한다.

σ
NI(E)=

⌠
⌡

μ
max

μ
min

[σ e(μ,E)-σ
c(μ,E)]dμ (3.2.5-3)

P NI(μ,E)=
σ
e(μ,E)-σ

c(μ,E)
σ
NI(E)

,   ≤≤ (3.2.5-4)

          ,                    otherwise

UPDATE65

  GNASH 계산결과 생성된 TAPE3을 읽어서 MF6-MT5를 생산한다. 

MF6-MT5는 반응 후 방출되는 입자( 성자, 양성자, 삼 수소, 헬륨-3, 알 입

자, 자 등)와 잔류핵의 각-에 지 분포를 나타내는 일이다. MF6-MT5는 반

응단면 을 담고 있는 MF3과 함께 사용되어 각-에 지 이 미분단면 을 추출할 

수 있다. 고에 지 반응에서는 반응채 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므로 각각의 

채 에 한 단면 과 각-에 지 분포를 모두 표시하는 것은 효과 이지 않다. 

MF6-MT5 형식을 이용하게 되면 단면 을 반응채 의 이 아니라 실측 에서 

기술하는 방법(inclusive)이 가능하다. 즉 어떤 채 을 거치든 간에 성자를 방출하

는 모든 채 의 합을 성자 생성단면 과 방출 성자의 각-에 지 분포로 표시하는 

것이다. 한편 잔류핵의 생성단면 과 에 지-각분포도 MF6-MT5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이는 열 생성, 방사선 손상 등의 계산에 직  용할 수 있다. 어떤 생성물 i의 생

성단면 과 각-에 지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으며

σ
i(μ,E,E')=

σ(E)y i (E)f i (μ,E,E ')

2π
(3.2.5-5)

여기에서 E는 입사입자 에 지, E'은 방출입자 에 지, 는 방출각, σ(E)는 MF3

에서 정의되는 반응단면 , y는 생성율,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정규분포이다.

⌠
⌡ dE

⌠
⌡ dμf i(μ,E,E')= 1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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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E

  이 서 루틴은 모든 MF 일을 읽어 들여서 NS(순차번호), SEND(섹션구분), 

FEND( 일구분), MEND(핵종구분) 등을 삽입하며 하나의 ENDF 형식의 일로 

묶어 다.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본 과제기간 동안에는 제 1단계의 하 입자 핵반응자료집 생산의 연속작업으로

서 그 범 를 의료용 동 원소 생산과 련된 핵반응자료로 한정하여 실측치의 

fitting과 이론모델의 용을 병행하 다. 재까지 개발된 하 입자반응과 련한 

이론모델은 가벼운 표 과 입자와의 반응을 아직까지는 잘 모사하지 못하는 단

이 있으나 실측자료만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작업에 비해 두 가지 큰 장 을 가

진다. 첫째로는 이론모델을 용하면 측정하기 어렵거나 실측자료가 없는 부차

인 반응채 (minor 혹은 parasitic channel)을 주반응 채 과 함께 일 으로 생

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방출입자의 각-에 지를 포함하는 반응자료

를 생산할 수 있어 수송해석에 쓸 수 있는 full-set 라이 러리를 생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의료용 동 원소 생산과정에서는 부수반응에 의해 불필요한 동 원소

도 발생하며, 동 원소 생산시설의 최 설계를 해서는 이들 핵반응자료를 정확

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3.2.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핵자료를 생산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 기  실측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선택

- 핵반응의 성질에 따라 한 fitting 이나 이론모델을 용

- 기 실측치를 보다 잘 측할 수 있는 모델 라메터를 선택 는 조정

- ENDF-6형식의 라이 러리 생산

  각 차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이미 제 1단계 연구보고서와 핵자료집 (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for Radioisotope Production), 그리고 

앞 의 “고에 지 핵자료 평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본 에서는 주요 핵반

응에 한 도표를 수록하 다. 그림 3.2.6-2 - 3.2.6-9에는 양성자 빔 모니터 반

응, 그림 3.2.6-10 - 3.2.6-13에는 양자 빔 모니터 반응, 그림 3.2.6-14 - 

3.2.6-15에는 He-3 빔 모니터 반응, 그림 3.2.6-16 - 3.2.6-20에는 알 입자 빔 

모니터반응, 그림 3.2.6-21 - 3.2.6-20에는 감마선 방출원소 생성반응, 그리고 마

지막으로 양 자 방출원소 생성반응은 그림 3.2.6-21 - 3.2.6-36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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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의료용 핵반응자료 평가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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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Al-27(p,X)Na-22

그림 3.2.6-3.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Al-27(p,X)N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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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Ti-nat(p,X)V-48

그림 3.2.6-5.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Ni-nat(p,X)Ni-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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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Cu-nat(p,X)Co-56

그림 3.2.6-7.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Cu-nat(p,X)Z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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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Cu-nat(p,X)Zn-63

그림 3.2.6-9. 양성자 빔 모니터 반응 : Cu-nat(p,X)Z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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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0. 수소 빔 모니터 반응 : Al-27(d,X)Na-22

그림 3.2.6-11. 수소 빔 모니터 반응 : Ti-nat(d,X)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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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2. 수소 빔 모니터 반응 : Fe-nat(d,X)Co-56

그림 3.2.6-13. 수소 빔 모니터 반응 : Ni-nat(d,X)Cu-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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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4. He-3 빔 모니터 반응 : Al-27(He-3,X)Na-22

그림 3.2.6-15. He-3 빔 모니터 반응 : Ti-nat(He-3,X)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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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6. 알  빔 모니터 반응 : Al-27(a,X)Na-22

그림 3.2.6-17. 알  빔 모니터 반응 : Ti-nat(a,X)C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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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8. 알  빔 모니터 반응 : Cu-nat(a,X)Ga-66

그림 3.2.6-19. 알  빔 모니터 반응 : Cu-nat(a,X)G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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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0. 알  빔 모니터 반응 : Cu-nat(a,X)Zn-65

그림 3.2.6-21. 감마선 방출반응 : Cu-nat(a,X)G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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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2. 감마선 방출반응 : Zn-68(p,2n)Ga-67

그림 3.2.6-23. 감마선 방출반응 : Kr-nat(p,X)R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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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4. 감마선 방출반응 : Kr-82(p,2n)Rb-81

그림 3.2.6-25. 감마선 방출반응 : Cd-112(p,2n)I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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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6. 감마선 방출반응 : Te-123(p,n)I-123

그림 3.2.6-27. 감마선 방출반응 : Te-124(p,2n)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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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8. 감마선 방출반응 : Te-124(p,n)I-124

그림 3.2.6-29. 감마선 방출반응 : I-127(p,5n)Xe-123 → 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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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0. 감마선 방출반응 : I-127(p,3n)Xe-125 → I-125

그림 3.2.6-31. 감마선 방출반응 : Xe-124(p,2n)Cs-123 → Xe-123 → 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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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2. 감마선 방출반응 : Xe-124(p,pn)Xe-123 → I-123

그림 3.2.6-33. 양 자 방출반응 : N-14(p,alpha)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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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4. 양 자 방출반응 : O-16(p,alpha)N-13

그림 3.2.6-35. 양 자 방출반응 : N-14(d,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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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6. 양 자 방출반응 : O-18(p,n)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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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

  본 랩에서는 원자로심 해석  차폐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군정수 라이 러리

를 생산하여 원자로심 설계  실험 자료의 검증 등을 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MCNP4C 코드용 라이 러리, WIMSD-5 코드용 라이 러리, 고속로용 

라이 러리 [Kim01],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 핵분열 생성물 연소 해석용 라이

러리, 각종 원자로심 검증 계산용 라이 러리 [Seo00, Kim02a, Kim02c, 

Kim04d] 등을 생산하 다.

    가. MCNP용 라이 러리 개량

  재 원자력계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핵자료집이 제작되어 사용되

고 있다. 그 에서도 미국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ENDF/B-VI, 일본 JAERI의 JENDL, 유럽 OECD/NEA의 JEFF 등은 방 한 양의 신

뢰성 높은 평가핵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비교  최근에 이들 핵자료집에 한 새로운 release가 제작․배포되었기 때문에, 새

롭게 평가된 핵자료가 기존의 계산 체계에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보기 한 작업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CNP4C용 라이 러리 개량 작업의 일환으로, 최신 버 의 평가핵

자료집을 토 로 ENDF/B-VI.8에 근거한 KNE68 (KAERI NDL ENDF/B-VI.8), 

JENDL-3.3에 근거한 KNJ33 (KAERI NDL JENDL-3.3), JEFF-3.0에 근거한 

KNF30 (KAERI NDL JEFF-3.0) 라이 러리를 생산, 검증 계산을 수행하 다. 이들

의 생산에는 NJOY99.81 코드를 사용하 으며, MCNP4C 코드에서 사용될 수 있도

록 UR 에 지 역에서의 자기 차폐 (self-shielding) 효과를 고려하기 한 UR 확

률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 KNE68

  KNE68 (KAERI NDL ENDF/B-VI.8) 라이 러리는 ENDF/B-VI.8에 근거하여 생

산된 MCNP4C용 ACE 포맷 성자 라이 러리이다. 2002년 10월에 생산되어 재 

본 랩의 웹 페이지 (http://hpngp01.kaeri.re.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라이

러리는 NJOY99.81 코드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ENDF/B-VI.8의 총 329 핵종들 

 312 핵종에 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라이 러리는 총 101 핵종에 한 

UR 확률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MCNP4C 코드 사용시 UR 에 지 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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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93.6K에서의 온도 자

료를 생산하 고, ZAID identifier로는 ".80c"를 사용하여 기존의 라이 러리와 구분

하 다. 한, 일부 isomer 핵종들의 경우 ".85c"를 ZAID identifier로 사용하 다.

  표 3.3.1-1은 ENDF/B-VI.8, JENDL-3.3, JEFF-3.0 등에 포함된 핵종들의 총 목

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는 재 생산되어 웹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들의 목록이 해당 ZAID 

identifier와 함께 제공되었다. 

(2) KNJ33

  KNJ33 (KAERI NDL JENDL-3.3) 라이 러리는 JENDL-3.3에 근거하여 생산된 

MCNP4C용 성자 라이 러리이다. 2002년 11월에 생산되어 재 본 랩의 웹 페이

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라이 러리는 KNE68과 마찬가지로 NJOY99.81을 통해 

처리되었다. 이 라이 러리에는 JENDL-3.3의 총 337 핵종들  288 핵종에 한 

ACE 포맷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총 199 핵종들이 UR 확률표 자료를 포

함하고 있다. 모든 핵종들은 293.6K의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90c"를 ZAID 

identifier로 사용하 다. 한, 일부 isomer 핵종들의 경우 ".95c"를 ZAID 

identifier로 사용하 다.

(3) KNF30

  KNF30 (KAERI NDL JEFF-3.0) 라이 러리는 JEFF-3.0에 근거하여 2003년 1월

에 생산된 MCNP4C용 성자 라이 러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NJOY99.81을 사용하

여 MCNP4C용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재, 이 라이 러리에는 검증 계산에 필

요한 95 핵종들에 한 ACE 포맷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웹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다. KNF30은 293.6K의 ACE 포맷 라이 러리로서 PURR 모듈을 통해 생산된 

UR 확률표를 포함하고 있다. KNF30은 핵종에 한 ZAID identifier로서 ".70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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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KNE68 KNJ33 KNF30 핵종 KNE68 KNJ33 KNF30

H-1  1001.80c  1001.90c  1001.70c Ca-46  　 20046.90c 　

H-2  1002.80c  1002.90c  1002.70c Ca-48  　 20048.90c 　

H-3  1003.80c 　 　 Sc-45  21045.80c 21045.90c 　

He-3  2003.80c  2003.90c  2003.70c Ti-nat 22000.80c 　 22000.70c

He-4    2004.80c  2004.90c  2004.70c Ti-46  　 22046.90c 　

Li-6    3006.80c  3006.90c 　 Ti-47  　 22047.90c 　

Li-7    3007.80c  3007.90c 　 Ti-48  　 22048.90c 　

Be-9    4009.80c  4009.90c  4009.70c Ti-49  　 22049.90c 　

B-10    5010.80c  5010.90c  5010.70c Ti-50  　 22050.90c 　

B-11    5011.80c  5011.90c  5011.70c V-nat 23000.80c 23000.90c 23000.70c

C-nat  6000.80c  6000.90c  6000.70c Cr-50  24050.80c 24050.90c 24050.70c

N-14    7014.80c  7014.90c  7014.70c Cr-52  24052.80c 24052.90c 24052.70c

N-15    7015.80c  7015.90c 　 Cr-53  24053.80c 24053.90c 24053.70c

O-16    8016.80c  8016.90c  8016.70c Cr-54  24054.80c 24054.90c 24054.70c

O-17    8017.80c 　  8017.70c Mn-55  25055.80c 25055.90c 25055.70c

F-19    9019.80c  9019.90c 　 Fe-54  26054.80c 26054.90c 26054.70c

Na-23  11023.80c 11023.90c 11023.70c Fe-56  26056.80c 26056.90c 26056.70c

Mg-nat 12000.80c 　 12000.70c Fe-57  26057.80c 26057.90c 26057.70c

Mg-24  　 12024.90c 　 Fe-58  26058.80c 26058.90c 26058.70c

Mg-25  　 12025.90c 　 Co-59  27059.80c 27059.90c 　

Mg-26  　 12026.90c 　 Ni-58  28058.80c 28058.90c 28058.70c

Al-27  13027.80c 13027.90c 13027.70c Ni-60  28060.80c 28060.90c 28060.70c

Si-nat  14000.80c 　 　 Ni-61  28061.80c 28061.90c 28061.70c

Si-28  14028.80c 14028.90c 14028.70c Ni-62  28062.80c 28062.90c 28062.70c

Si-29  14029.80c 14029.90c 14029.70c Ni-64  28064.80c 28064.90c 28064.70c

Si-30  14030.80c 14030.90c 14030.70c Cu-63  29063.80c 29063.90c 29063.70c

P-31   15031.80c 15031.90c 15031.70c Cu-65  29065.80c 29065.90c 29065.70c

S-nat    16000.80c 　 16000.70c Ga-nat 31000.80c 　 31000.70c

S-32   16032.80c 16032.90c 　 Ga-69  　 31069.90c 　

Cl-nat 17000.80c 　 　 Ga-71  　 31071.90c 　

Cl-35  17035.80c 17035.90c 　 Ge-72  32072.80c 32072.90c 　

Cl-37  17037.80c 17037.90c 　 Ge-73  32073.80c 32073.90c 　

Ar-40  　 18040.90c 　 Ge-74  32074.80c 32074.90c 　

K-nat 19000.80c 　 　 Ge-76  32076.80c 32076.90c 　

K-41   　 19041.90c 　 As-75  33075.80c 33075.90c 33075.70c

Ca-nat 20000.80c 　 20000.70c Se-74  34074.80c 34074.90c 　

Ca-40  　 20040.90c 　 Se-76  34076.80c 34076.90c 　

Ca-42  　 20042.90c 　 Se-77  34077.80c 34077.90c 　

Ca-43  　 20043.90c 　 Se-78  34078.80c 34078.90c 　

Ca-44  　 20044.90c 　 Se-80  34080.80c 34080.90c 　

표 3.3.1-1.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의 핵종  Z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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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KNE68 KNJ33 KNF30 핵종 KNE68 KNJ33 KNF30

Se-82  34082.80c 34082.90c 　 Mo-99  42099.80c 42099.90c 42099.70c

Br-79  35079.80c 35079.90c 　 Mo-100 　 42100.90c 42100.70c

Br-81  35081.80c 35081.90c 　 Tc-99  43099.80c 　 　

Kr-78  36078.80c 36078.90c 　 Ru-96  44096.80c 44096.90c 　

Kr-80  36080.80c 36080.90c 　 Ru-98  44098.80c 44098.90c 　

Kr-82  36082.80c 36082.90c 　 Ru-99  44099.80c 44099.90c 　

Kr-83  36083.80c 36083.90c 　 Ru-100 44100.80c 44100.90c 　

Kr-84  36084.80c 36084.90c 　 Ru-101 44101.80c 44101.90c 　

Kr-85  36085.80c 36085.90c 　 Ru-102 44102.80c 44102.90c 　

Kr-86  36086.80c 36086.90c 　 Ru-103 44103.80c 44103.90c 　

Rb-85  37085.80c 37085.90c 　 Ru-104 44104.80c 44104.90c 　

Rb-86  37086.80c 　 　 Ru-105 44105.80c 　 　

Rb-87  37087.80c 37087.90c 　 Ru-106 44106.80c 44106.90c 　

Sr-84  38084.80c 　 　 Rh-103 45103.80c 45103.90c 　

Sr-86  38086.80c 38086.90c 　 Rh-105 45105.80c 45105.90c 　

Sr-87  38087.80c 38087.90c 　 Pd-102 46102.80c 46102.90c 　

Sr-88  38088.80c 38088.90c 　 Pd-104 46104.80c 46104.90c 　

Sr-89  38089.80c 38089.90c 　 Pd-105 46105.80c 46105.90c 　

Sr-90  38090.80c 38090.90c 　 Pd-106 46106.80c 46106.90c 　

Y-89   39089.80c 39089.90c 　 Pd-107 46107.80c 46107.90c 　

Y-90   39090.80c 　 　 Pd-108 46108.80c 46108.90c 　

Y-91   39091.80c 39091.90c 　 Pd-110 46110.80c 46110.90c 　

Zr-nat 40000.80c 　 　 Ag-107 47107.80c 47107.90c 47107.70c

Zr-90  40090.80c 40090.90c 40090.70c Ag-109 47109.80c 47109.90c 47109.70c

Zr-91  40091.80c 40091.90c 40091.70c Ag-111 47111.80c 　 　

Zr-92  40092.80c 40092.90c 40092.70c Cd-nat 48000.80c 　 　

Zr-93  40093.80c 40093.90c 　 Cd-106 48106.80c 48106.90c 48106.70c

Zr-94  40094.80c 40094.90c 40094.70c Cd-108 48108.80c 48108.90c 48108.70c

Zr-95  40095.80c 40095.90c 　 Cd-110 48110.80c 48110.90c 48110.70c

Zr-96  40096.80c 40096.90c 40096.70c Cd-111 48111.80c 48111.90c 48111.70c

Nb-93  41093.80c 　 41093.70c Cd-112 48112.80c 48112.90c 48112.70c

Nb-94  41094.80c 41094.90c 　 Cd-113 48113.80c 48113.90c 48113.70c

Nb-95  41095.80c 41095.90c 　 Cd-114 48114.80c 48114.90c 48114.70c

Mo-nat 42000.80c 　 　 Cd-115m 48115.85c 　 　

Mo-92  　 42092.90c 42092.70c Cd-116 48116.80c 48116.90c 48116.70c

Mo-94  42094.80c 42094.90c 42094.70c In-nat 49000.80c 　 　

Mo-95  42095.80c 42095.90c 42095.70c In-113 49113.80c 49113.90c 　

Mo-96  42096.80c 42096.90c 42096.70c In-115 　 49115.90c 　

Mo-97  42097.80c 42097.90c 42097.70c Sn-112 50112.80c 50112.90c 　

Mo-98  　 42098.90c 42098.70c Sn-114 50114.80c 50114.90c 　

표 3.3.1-1.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의 핵종  ZAID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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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KNE68 KNJ33 KNF30 핵종 KNE68 KNJ33 KNF30

Sn-115 50115.80c 50115.90c 　 Xe-134 54134.80c 54134.90c 　

Sn-116 50116.80c 50116.90c 　 Xe-135 54135.80c 54135.90c 　

Sn-117 50117.80c 50117.90c 　 Xe-136 54136.80c 54136.90c 　

Sn-118 50118.80c 50118.90c 　 Cs-133 55133.80c 55133.90c 　

Sn-119 50119.80c 50119.90c 　 Cs-134 55134.80c 55134.90c 　

Sn-120 　 50120.90c 　 Cs-135 55135.80c 55135.90c 　

Sn-122 　 50122.90c 　 Cs-136 55136.80c 55136.90c 　

Sn-123 50123.80c 50123.90c 　 Cs-137 55137.80c 55137.90c 　

Sn-124 　 50124.90c 　 Ba-134 56134.80c 56134.90c 　

Sn-125 50125.80c 　 　 Ba-135 56135.80c 56135.90c 　

Sn-126 50126.80c 50126.90c 　 Ba-136 56136.80c 56136.90c 　

Sb-121 51121.80c 51121.90c 　 Ba-137 56137.80c 56137.90c 　

Sb-123 51123.80c 51123.90c 　 Ba-138 56138.80c 56138.90c 　

Sb-124 51124.80c 51124.90c 　 Ba-140 56140.80c 56140.90c 　

Sb-125 51125.80c 51125.90c 　 La-139 　 57139.90c 　

Sb-126 51126.80c 　 　 La-140 57140.80c 　 　

Te-120 52120.80c 52120.90c 　 Ce-140 58140.80c 58140.90c 　

Te-122 52122.80c 52122.90c 　 Ce-141 58141.80c 58141.90c 　

Te-123 52123.80c 52123.90c 　 Ce-142 58142.80c 58142.90c 　

Te-124 52124.80c 52124.90c 　 Ce-143 58143.80c 　 　

Te-125 52125.80c 52125.90c 　 Ce-144 58144.80c 58144.90c 　

Te-126 52126.80c 52126.90c 　 Pr-141 59141.80c 59141.90c 　

Te-127m 52127.85c 52127.95c 　 Pr-142 59142.80c 　 　

Te-128 52128.80c 52128.90c 　 Pr-143 59143.80c 59143.90c 　

Te-129m 52129.85c 52129.95c 　 Nd-142 60142.80c 60142.90c 　

Te-130 52130.80c 52130.90c 　 Nd-143 60143.80c 60143.90c 60143.70c

Te-132 52132.80c 　 　 Nd-144 60144.80c 60144.90c 　

I-127  53127.80c 53127.90c 　 Nd-145 60145.80c 60145.90c 　

I-129  53129.80c 53129.90c 　 Nd-146 60146.80c 60146.90c 　

I-130  53130.80c 　 　 Nd-147 60147.80c 60147.90c 　

I-131  53131.80c 53131.90c 　 Nd-148 60148.80c 60148.90c 　

I-135  53135.80c 　 　 Nd-150 60150.80c 60150.90c 　

Xe-124 54124.80c 54124.90c 　 Pm-147 61147.80c 61147.90c 　

Xe-126 54126.80c 54126.90c 　 Pm-148 61148.80c 61148.90c 　

Xe-128 54128.80c 54128.90c 　 Pm-148m 61148.85c 　 　

Xe-129 54129.80c 54129.90c 　 Pm-149 61149.80c 61149.90c 　

Xe-130 54130.80c 54130.90c 　 Pm-151 61151.80c 　 　

Xe-131 54131.80c 54131.90c 　 Sm-144 62144.80c 62144.90c 　

Xe-132 54132.80c 54132.90c 　 Sm-147 62147.80c 62147.90c 　

Xe-133 54133.80c 54133.90c 　 Sm-148 62148.80c 62148.90c 　

표 3.3.1-1.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의 핵종  ZAID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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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KNE68 KNJ33 KNF30 핵종 KNE68 KNJ33 KNF30

Sm-149 62149.80c 62149.90c 62149.70c Ta-182 73182.80c 　 　

Sm-150 62150.80c 62150.90c 　 W-nat 74000.80c 　 　

Sm-151 62151.80c 62151.90c 62151.70c W-182  74182.80c 74182.90c 74182.70c

Sm-152 62152.80c 62152.90c 　 W-183  74183.80c 74183.90c 74183.70c

Sm-153 62153.80c 62153.90c 　 W-184  74184.80c 74184.90c 74184.70c

Sm-154 62154.80c 62154.90c 　 W-186  74186.80c 74186.90c 74186.70c

Eu-151 63151.80c 63151.90c 　 Re-185 75185.80c 　 　

Eu-152 63152.80c 63152.90c 　 Re-187 75187.80c 　 　

Eu-153 63153.80c 63153.90c 　 Ir-191 77191.80c 　 　

Eu-154 63154.80c 63154.90c 　 Ir-193 77193.80c 　 　

Eu-155 63155.80c 63155.90c 　 Au-197 79197.80c 　 　

Eu-156 63156.80c 63156.90c 　 Pb-206 82206.80c 82206.90c 　

Eu-157 63157.80c 　 　 Pb-207 82207.80c 　 　

Gd-152 64152.80c 64152.90c 　 Pb-208 82208.80c 82208.90c 　

Gd-154 64154.80c 64154.90c 64154.70c Bi-209 83209.80c 83209.90c 　

Gd-155 64155.80c 64155.90c 64155.70c Th-230 90230.80c 90230.90c 　

Gd-156 64156.80c 64156.90c 64156.70c Th-232 90232.80c 90232.90c 90232.70c

Gd-157 64157.80c 64157.90c 64157.70c Pa-231 91231.80c 91231.90c 　

Gd-158 64158.80c 64158.90c 64158.70c Pa-232 91232.80c 91232.90c 　

Gd-160 64160.80c 64160.90c 64160.70c Pa-233 91233.80c 91233.90c 　

Tb-159 65159.80c 65159.90c 　 U-232  92232.80c 92232.90c 　

Tb-160 65160.80c 　 　 U-233  92233.80c 92233.90c 92233.70c

Dy-160 66160.80c 　 　 U-234  92234.80c 92234.90c 92234.70c

Dy-161 66161.80c 　 　 U-235  92235.80c 92235.90c 92235.70c

Dy-162 66162.80c 　 　 U-236  92236.80c 92236.90c 92236.70c

Dy-163 66163.80c 　 　 U-237  92237.80c 92237.90c 　

Dy-164 66164.80c 　 　 U-238  92238.80c 92238.90c 92238.70c

Ho-165 67165.80c 　 　 Np-235 　 93235.90c 　

Er-166 68166.80c 68166.90c 　 Np-236 93236.80c 93236.90c 　

Er-167 68167.80c 68167.90c 　 Np-237 93237.80c 93237.90c 93237.70c

Lu-175 71175.80c 　 　 Np-238 93238.80c 93238.90c 　

Lu-176 71176.80c 　 　 Np-239 93239.80c 93239.90c 　

Hf-nat 72000.80c 　 　 Pu236 94236.80c 94236.90c 　

Hf-174 72174.80c 72174.90c 72174.70c Pu-237 94237.80c 94237.90c 　

Hf-176 72176.80c 72176.90c 72176.70c Pu-238 94238.80c 94238.90c 　

Hf-177 72177.80c 72177.90c 72177.70c Pu-239 94239.80c 94239.90c 94239.70c

Hf-178 72178.80c 72178.90c 72178.70c Pu-240 94240.80c 94240.90c 94240.70c

Hf-179 72179.80c 72179.90c 72179.70c Pu-241 94241.80c 94241.90c 94241.70c

Hf-180 72180.80c 72180.90c 72180.70c Pu-242 94242.80c 94242.90c 94242.70c

Ta-181 73181.80c 73181.90c 　 Pu-243 94243.80c 　 　

표 3.3.1-1.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의 핵종  ZAID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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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KNE68 KNJ33 KNF30 핵종 KNE68 KNJ33 KNF30

Pu-244 94244.80c 94244.90c 　 Bk-249 97249.80c 97249.90c 　

Am-241 95241.80c 95241.90c 95241.70c Cf-249 98249.80c 98249.90c 　

Am-242 95242.80c 95242.90c 　 Cf-250 98250.80c 98250.90c 　

Am-242m 95242.85c 95242.95c 　 Cf-251 98251.80c 98251.90c 　

Am-243 95243.80c 95243.90c 　 Cf-252 98252.80c 98252.90c 　

Cm-241 96241.80c 96241.90c 　 Cf-253 98253.80c 　 　

Cm-242 96242.80c 96242.90c 　 　 　 　 　

Cm-243 96243.80c 96243.90c 　 　 　 　 　

Cm-244 96244.80c 96244.90c 　 　 　 　 　

Cm-245 96245.80c 96245.90c 　 　 　 　 　

Cm-246 96246.80c 96246.90c 　 　 　 　 　

Cm-247 96247.80c 96247.90c 　 　 　 　 　

Cm-248 96248.80c 96248.90c 　 　 　 　 　

Cm-250 　 96250.90c 　 　 　 　 　

Bk-247 　 97247.90c 　 　 　 　 　

표 3.3.1-1.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의 핵종  ZAID (계속)

    나. WIMSD-5 라이 러리 개량  검증

   단계에서 개발된 WIMSD-5B 코드 라이 러리는 다양한 검증 계산을 통해 

그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ENDF/B-VI.8, JEF-2.2, JENDL-3.2 등을 이용한 라이

러리뿐만 아니라, 각 핵종별 최선의 평가핵자료집을 선정하여 IAEA 라이 러리

로 명명, 공개하 다. 여기서는 개발된 라이 러리의 주요 인자들에 한 정의와 

생산 방법 등을 기술하고 검증 계산결과를 수록하 다.

  

(1) 주요 인자 정의

    ◎ 수송단면

σ
tr,g=σ

t,g-σ
s1,g

(3.3.1-1)

  여기서 σ
t,g
는 총단면 , σ

s1,g
는 P1 산란 매트릭스로 보정된 산란단면 이다. 

σ
s1,g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σ
s1,g≡

∑
NG

g'=1
σ
s1,g'→gJ g'

J g
 (열외 성자군)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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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s1,g≡ J g ∑

NG

g'=1

σ
s1,g→g'

J g'
 (열 성자군) (3.3.1-3)

여기서 J g는 g군의 current이다.

    ◎ 흡수단면

σ
a,g≡σ

a,g-σ
n→2n,g-2σ n→3n,g

(3.3.1-4)

    ◎ P0 산란 단면  

  WIMSD-5B 라이 러리에는 감속재를 제외한 부분의 핵종들이 P1 산란 매트

릭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이 러리에 P1 산란 매트릭스 자료가 없는 핵종에 

해서는 self-scattering 항에 다음과 같이 transport correction을 반 한다.

σ
s0,g→g= σ

s0,g→g+2σ
n→2n,g→g+3σ

n→3n,g→g-σ
s1,g

(3.3.1-5)

    ◎ 공명 분자료

  흡수 공명 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Ia,b,g
△Ug

≡
σ
a,b,g

σ
b

σ
a,b,g+σ

b

(3.3.1-6)

RIf,b,g
△Ug

≡
(νσ

f)b,gσ b
σ
a,b,g+σ

b

(3.3.1-7)

  여기서 배경단면 은 σ
b=λ

r
σ
pr+Nhσ ph/Nr로 계산되는데 σ

pr
과 σ

ph
는 공명핵

종과 수소의 potential 단면 이며 은 공명 핵종의 Goldstein-Cohen  값이

다.  값은 각 핵종별로 라이 러리에서 제공해야 한다. WIMSD-5B에서는  값

이 equivalence theorem에 따라 구한다.

σ
b,hom = σ

b,het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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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
b,hom=λ

r
σ
pr+Nhσ ph/Nr, (3.3.1-9)

σ
b,het=λ

r
σ
pr+∑

i
(Niλ iσ pi/Nr)+σ

e
, (3.3.1-10)

λ
i=[σ b,hom-Nhσ ph/Nr-λ

r
σ
pr]/(Niσ pi/Nr) (3.3.1-11)

로 계산된다. 각 에 지 군에 따른 값이 계산될 수 있으나 개발된 라이 러리에는 

핵종에 따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 다. NRSC 코드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

고 표 3.3.1-2에 WIMSD-5B 라이 러리에 입력된 핵종별  값을 수록하 다. 

[Les97]

(2) WIMSD-5B 라이 러리

  개량된 라이 러리는 ENDF/B-VI.8, JENDL-3.2, JEF-2.2 평가핵자료집 각각

을 이용한 라이 러리와 각각의 핵종별로 엄선된 평가핵자료집을 이용하여 생산

된 IAEA 라이 러리가 있다. 한 라이 러리의 군의 수를 69에서 172군으로 확

장한 라이 러리도 개발되었다. 표 3.3.1-3에는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

에 한 일반 인 정보를 수록하 다. U-238 단면 은 국의 CENDL-2 핵자료

집으로부터 생산하 고, 루토늄 자료는 FOND-2.2 자료로부터 생산하 다. 핵

종별 I.D.는 'WIMS 1986' 라이 러리의 ID와 동일하게 작성하 으며 dosimetry 

자료도 새롭게 생산하 다. Pu-242 자료는 배경단면 을 달리하여 2개의 핵종 

자료로 수록하 다.

  표 3.3.1-4에는 기존의 69군에서 172군으로 확장한 군 구조를 수록하 다. 고속에

지 군은 19.64 MeV～9.119 keV 에 지 구간을 45군으로, 공명에 지 군은 

9.119 keV～4 eV까지를 47군으로 하 으며, 4 eV～10-5 eV 구간을 80군의 열에

지 구간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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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개량된 라이 러리에 이용된 Goldstein-Cohen  인자

원자량  원자량  원자량 

1-2

3-6

7-11

12-14

15,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00

0.99

0.98

0.97

0.96

0.95

0.94

0.93

0.91

0.90

0.89

0.87

0.85

0.84

0.82

0.81

0.79

0.78

0.76

0.75

0.74

0.72

0.71

0.70

0.69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47

48

49

50,51

52

53,54

55

56,57

58,59

60,61

62

63,64

65,66

67-69

70,71

72,73

0.68

0.67

0.66

0.65

0.64

0.63

0.62

0.61

0.60

0.59

0.58

0.57

0.56

0.55

0.54

0.53

0.52

0.51

0.50

0.49

0.48

0.47

0.46

0.45

0.44

74,75

76-78

79-81

82-84

85,86

87-90

91-93

94-96

97-100

101-103

104-107

108-111

112-116

117-120

121-125

126-131

132-137

138-144

145-152

153-161

162-172

173-188

189-214

215-

0.43

0.42

0.41

0.40

0.39

0.38

0.37

0.36

0.35

0.34

0.33

0.32

0.31

0.30

0.29

0.28

0.27

0.26

0.25

0.24

0.23

0.22

0.21

0.20

(3) 라이 러리 검증

  개발된 라이 러리의 검증을 해 다양한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여 계산하고 

실험치와 비교하 다. 속 우라늄, UO2, MOX, 수감속 노심 [Ber77, Fox70, 

Tun70] 등의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3.1-5에 노심 특성들을 간략히 

정리하 고, 검증 계산 결과를 수록하 다. 라이 러리의 "gx" 표시는 172군 라

이 러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이다. 를 들어, IAEA는 69군 라이 러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이고 IAEAGX는 172군 라이 러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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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1-H –H2O 3001 1.00783 0

296
350
400
450
500
600

M inf.dil.
Hydrogen bound in 
water

ENDF/B-VI.8

1-H –ZrH 5001 1.00783 0

296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M 10.0 Hydrogen bound in ZrH ENDF/B-VI.8

1-D -D2O
3002

2.0141
0

296
350
400
450
500
600

M inf.dil.
Deuterium bound in D2O
HWR spectrum

ENDF/B-VI.8

2-He- 3 3 3.01493 0 300 S inf.dil. Helium-3 JENDL-3.2

2-He- 4 4 4.03617 0 900 S inf.dil. Helium-4 JENDL-3.2

3-Li- 6 6 6.01507 0 300 S inf.dil. Lithium-6 ENDF/B-VI.8

3-Li- 7 7 7.01601 0 300 S inf.dil. Lithium-7 ENDF/B-VI.8

4-Be-nat 9 9 9.0122 0

296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S inf.dil. Beryllium ENDF/B-VI.8

5-B – 10 10 10.0129 0 300 B 1000.0 Boron-10 (burnable) ENDF/B-VI.8

5-B – 10 1010 10.0129 0 300 S 1000.0 Boron-10 (unburnable) ENDF/B-VI.8

5-B – 11 11 11.0099 0 300 B 300.0 Boron-11 (burnable) ENDF/B-VI.8

5-B –nat 1011 10.811 0 300 S
Natural Boron
(unburnable)

ENDF/B-VI.8
(from 
isotopes)

6-C –nat 2012 12.0011 0

296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M inf.dil. Graphite ENDF/B-VI.8

7-N -nat 14 14.0067 0 300 S inf.dil. Nitrogen ENDF/B-VI.8

8-O –nat 6016 15.9905 0

293
450
600
900
1100

S inf.dil. Oxygen ENDF/B-VI.8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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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9-F -nat 19 18.9982 0 300 S inf.dil. Fluorine ENDF/B-VI.8

11-Na-nat 23 22.9895 0 300 S inf.dil. Sodium JENDL-3.2

12-Mg-nat 24 24.3051 0
293
600
900

S Magnesium JENDL-3.2

13-Al-nat 27 26.9815 0 293 S inf.dil. Aluminium ENDF/B-VI.8

14-Si-nat 29 28.0859 0
293
900

S Silicon
ENDF/B-VI.8
(from 
isotopes)

15-P-nat 31 30.9741 0
293
900

S 2.0E5 Phosphorus ENDF/B-VI.8

16-S-nat 32 32.0637 0
293
900

S 5.0E5 Sulphur JENDL-3.2

17-Cl-nat 35 35.4526 0 300 S inf.dil. Chlorine JENDL-3.2

20-Ca-nat 40 40.0803 0 300 S inf.dil. Calcium ENDF/B-VI.8

22-Ti-nat 48 47.8789 0
293
900

S 3.5E4 Titanium JENDL-3.2

23-V –nat 51 50.9416 0
293
900

S 4.5E5 Vanadium ENDF/B-VI.8

24-Cr-nat 52 51.9959 0
293
600
900

S Chromium
ENDF/B-VI.8
(from 
isotopes)

25-Mn-nat 55 54.9381 0
293
900

S 1.5E4 Manganese ENDF/B-VI.8

26-Fe-nat 2056 55.8464 0
293
600
900

S Iron
ENDF/B-VI.8
(from 
isotopes)

28-Ni-nat 58 58.6936 0
293
600
900

S Nickel
ENDF/B-VI.8
(from 
isotopes)

27-Co- 59 1059 58.9332 0
293
900

S 2.5E5 Cobalt ENDF/B-VI.8

29-Cu-nat 3063 63.5456 0
293
900

S Copper
CENDL-3
(from 
isotopes)

40-Zr-nat 91 91.2196 0
293
600
900

S 300 Zirconium JEF-2.2

41-Nb- 93 93 92.9032 0
293
900

S 3.0E4 Niobium ENDF/B-VI.8

42-Mo-nat 96 95.9402 0
293
900

S 1.5E5 Molibdenum JENDL-3.2

47-Ag-nat 3109 107.868 0
293
600
900

S
Silver
(control rod material)

JENDL-3.2
(from 
isotopes)

48-Cd-nat 2113 112.411 0
300
600
900

S 2.0E3
Cadmium
(control rod material)

JENDL-3.2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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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49-In-nat 2115 114.82 0
300
600
900

S 200
Indium
(control rod material)

JENDL-3.2

50-Sn-nat 118 117.241 0
293
600
900

S Tin
JENDL-3.2
(from 
isotopes)

51-Sb-121 121 120.904 1
293
600
900

S 500 Antimony-121 JENDL-3.2

51-Sb-123 123 122.904 1
293
600
900

S 500 Antimony-123 JENDL-3.2

63-Eu-nat 152 151.965 0 700 S
Europium
(control rod material)

ENDF/B-VI.8
(from 
isotopes)

64-Gd-154 2154 153.921 1
293
700
1100

B/FP 5.0E4
Gadolinium-154
(burnable absorber)

JENDL-3.2

64-Gd-155 2155 154.923 1
293
700
1100

B/FP 1.0E4
Gadolinium-155
(burnable absorber)

JENDL-3.2

64-Gd-156 2156 155.923 1
293
700
1100

B/FP 1.0E4
Gadolinium-156
(burnable absorber)

JENDL-3.2

64-Gd-157 2157 156.924 1
293
700
1100

B/FP 1.0E4
Gadolinium-157
(burnable absorber)

JENDL-3.2

64--Gd-158 2158 157.924 1
293
700
1100

B/FP 5.0E3
Gadolinium-158
(burnable absorber)

JENDL-3.2

66-Dy-160 160 159.925 0
293
700
1100

B/FP 2.0E5 Dysprosium-160 JEF-2.2

66-Dy-161 161 160.927 0
293
700
1100

B/FP 2.0E5 Dysprosium-161 JEF-2.2

66-Dy-162 162 161.927 0
293
700
1100

B/FP 2.0E5 Dysprosium-162 JEF-2.2

66-Dy-163 163 162.929 0
293
700
1100

B/FP 2.0E5 Dysprosium-163 JEF-2.2

66-Dy-164 164 163.928 0
293
700
1100

B/FP 2.0E5 Dysprosium-164 JEF-2.2

67-Ho-165 165 164.93 0
293
700
1100

B/FP 2.0E5 Holmium-165 ENDF/B-VI.8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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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68-Er-166 2166 165.93 1
293
700
1100

B 500
Erbium-166
(burnable absorber)

ENDF/B-VI.8

68-Er-167 2167 166.932 1
293
700
1100

B 500
Erbium-167
(burnable absorber)

ENDF/B-VI.8

72-Hf-176 2176 175.941 1
293
700
1100

B 1000
Hafnium-176
(burnable absorber)

CENDL-3

72-Hf-177 2177 176.943 1
293
700
1100

B 1000
Hafnium-177
(burnable absorber)

CENDL-3

72-Hf-178 2178 177.944 1
293
700
1100

B 500
Hafnium-178
(burnable absorber)

CENDL-3

72-Hf-179 2179 178.946 1
293
700
1100

B 1000
Hafnium-179
(burnable absorber)

CENDL-3

72-Hf-180 2180 179.947 1
293
700
1100

B 500
Hafnium-180
(burnable absorber)

CENDL-3

72-Hf-nat 178 178.487 0
293
600
900

S 500
Natural Hafnium
(unburnable)

CENDL-3

73-Ta-nat 181 180.955 0
293
600
900

S 500 Tantalum JENDL-3.2

74-W –nat 183 183.856 0
293
600
900

S 500 Tungsten ENDF/B-VI.8

82-Pb-nat 207 207.262 0 300 S
Lead
(206,207,208)

ENDF/B-VI.8
(from 
isotopes)

36-Kr- 83 4083 82.9141 0 700 FP 5.E5 Krypton-83 JENDL-3.2

42-Mo- 95 4095 94.9059 0 700 FP 3.E4 Molibdenum-95 JENDL-3.2

43-Tc- 99 4099 99.0005 1
293
700
1100

FP 3.E4 Technetium-99 JENDL-3.2

44-Ru-101 4101 100.906 0 700 FP
2.5E4

Ruthenium-101 JENDL-3.2

44-Ru-103 5103 102.906 0 700 FP 1.2E6 Ruthenium-103 JENDL-3.2

44-Ru-106 4106 105.908 0 700 FP 1.0E6 Ruthenium-106 JENDL-3.2

45-Rh-103 4103 102.905 0 700 FP 5.5E4 Rhodium-103 JENDL-3.2

45-Rh-105 4105 104.906 0 700 FP 4.5E7 Rhodium-105 JENDL-3.2

46-Pd-105 5105 104.905 0 700 FP 8.0E4 Palladium-105 ENDF/B-VI.8

46-Pd-107 4107 106.905 0 700 FP 2.0E5 Palladium-107 ENDF/B-VI.8

46-Pd-108 4108 107.904 0 700 FP 2.0E5 Palladium-108 ENDF/B-VI.8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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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47-Ag-109 4109 108.905 1
293
700
1100

FP 5.0E5 Silver-109 JENDL-3.2

48-Cd-113 4113 112.9 0 700 FP 2.0E8 Cadmium-113 ENDF/B-VI.8

49-In-115 4115 114.82 0 700 FP 3.0E7 Indium-115 JENDL-3.2

51-Sb-125 4125 124.905 0 700 FP 5.0E7 Antimony-125 JENDL-3.2

52-Te-127m 5127 126.905 0 700 FP 5.0E7 Telurium-127m JENDL-3.2

53-I –127 4127 126.905 0 700 FP 7.0E5 Iodine-127 ENDF/B-VI.8

54-Xe-131 4131 130.906 0 700 FP 7.0E5 Xenon-131 JENDL-3.2

55-Cs-133 4133 132.906 1
293
700
1100

FP 2.5E4 Cesium-133 ENDF/B-VI.8

55-Cs-134 4134 133.907 0 700 FP 5.0E5 Cesium-134 ENDF/B-VI.8

55-Cs-137 4137 136.907 0 700 FP 5.0E4 Cesium-137 JENDL-3.2

53-I –135 6135 134.91 0 700 FP 1.5E8 Iodine-135 JEF-2.2

54-Xe-134 5134 133.905 0 700 FP 1.0E5 Xenon-134 JENDL-3.2

54-Xe-135 4135 134.907 0 700 FP 2.5E8 Xenon-135 JENDL-3.2

55-Cs-135 5135 134.906 0 700 FP 5.0E4 Cesium-135 ENDF/B-VI.8

54-Xe-136 4136 135.908 0 700 FP 1.0E5 Xenon-136 JENDL-3.2

60-Nd-143 4143 142.91 0 700 FP 3.5E4 Neodinium-143 JENDL-3.2

60-Nd-145 4145 144.913 0 700 FP 4.5E4 Neodinium-145 JENDL-3.2

61-Pm-147 4147 146.915 0 700 FP 5.0E5
Promethium-147
(+n→Pm-148)

JENDL-3.2

61-Pm-147 5147 146.915 0 700 FP 5.0E5
Promethium-147
(+n→Pm-148m)

JENDL-3.2

62-Sm-147 6147 146.915 0 700 FP 4.5E5 Samarium-147 JENDL-3.2

61-Pm-148
m

4148 147.918 0 700 FP 3.0E7 Promethium-148m ENDF/B-VI.8

61-Pm-148 5148 147.918 0 700 FP 8.0E7 Promethium-148 JENDL-3.2

62-Sm-148 6148 147.915 0 700 FP 1.0E6 Samarium-148 JENDL-3.2

61-Pm-149 5149 148.918 0 700 FP 6.5E7 Promethium-149 JENDL-3.2

62-Sm-149 4149 148.917 0 700 FP 2.0E7 Samarium-149 ENDF/B-VI.8

62-Sm-150 4150 1489.917 0 700 FP 1.0E5 Samarium-150 JENDL-3.2

62-Sm-151 4151 150.92 0 700 FP 5.0E6 Samarium-151 JENDL-3.2

62-Sm-152 4152 151.92 0 700 FP 1.0E6 Samarium-152 JENDL-3.2

63-Eu-151 5151 150.92 0 700 FP Europium-151 ENDF/B-VI.8

63-Eu-152 5152 151.925 0 700 FP Europium-152 JENDL-3.2

63-Eu-153 4153 152.922 0 700 FP 3.0E5 Europium-153 ENDF/B-VI.8

63-Eu-154 4154 153.922 0 700 FP 1.5E6 Europium-154 ENDF/B-VI.8

63-Eu-155 4155 153.923 0 700 FP 1.0E7 Europium-155 ENDF/B-VI.8

FP4902 4902 114.675 0 700 FP N/A Lumped fission product ENDF/B-VI.8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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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90-Th-232 2232 232.033 2

293
600
900
1100

A 28.0 Thorium-232 JENDL-3.2

92-U -232 4232 232.033 0 FP
Pseudo fission product
U-232(n,2n)U-231

N/A

92-U -232 232 232.033 4
293
700
1100

A 1.0E5 Uranium-233 JENDL-3.2

92-U -233 9233 233.045 3

293
600
900
1100

A 800.0 Uranium-233 ENDF/B-VI.8

91-Pa-231 1231 231.035 0
293
700
1100

FP 1.0E5
Protactinium-231
(non-fissile fission 
product)

JENDL-3.2

91-Pa-233 1233 233.04 4
293
700
1100

A 5.5E5 Protactinium-233 JENDL-3.2

92-U -234 234 234.041 2
293
700
1100

A 1.0E5 Uranium-234 JENDL-3.2

92-U -235 2235 235.044 3

293
600
900
1100

A 800.0 Uranium-235 ENDF/B-VI.8

92-U -236 236 236.046 2
293
700
1100

A 1.0E4 Uranium-236 JENDL-3.2

92-U -237 4927 237.049 0 FP
Pseudo fission product
U-238(n,2n)U-237

N/A

92-U -237 927 237.048 4
293
700
1100

A 1.5E7 Uranium-237 JENDL-3.2

92-U -238 8238 238.051 2

293
600
900
1100

A 28.0 Uranium-238 CENDL-3.2

93-Np-237 937 237.048 4
293
700
1100

A 1.0E5 Neptunium-237 ENDF/B-VI.8

93-Np-239 1939 239.053 4
293
700
1100

A 1.0E6 Neptunium-239 ENDF/B-VI.8

94-Pu-238 948 238.05 4
293
700
1100

A 3.0E4 Plutonium-238 FOND-2.2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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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94-Pu-239 6239 239.052 3

293
600
900
1100

A 700.0 Plutonium-239 FOND-2.2

94-Pu-240 1240 240.054 2

293
600
900
1100

A 2.0E3 Plutonium-240 FOND-2.2

94-Pu-241 1241 241.049 3

293
600
900
1100

A 1.0E4 Plutonium-241 FOND-2.2

94-Pu-242 242 242.058 2
293
700
1100

A 1.0E5
Plutonium-242
(high self-shielding)

FOND-2.2

94-Pu-242 1242 242.058 2
293
700
1100

A 1.0E3
Plutonium-242
(low self-shielding)

FOND-2.2

95-Am-241 951 241.057 4
293
700
1100

A 5.0E4 Americium-241 FOND-2.2

95-Am-242 1952 242.059 0
293
700
1100

FP 5.0E6
Americium-242
(non-fissile fission 
product)

FOND-2.2

95-Am-242
m

952 242.059 4
293
700
1100

A 1.0E6 Americium-242m FOND-2.2

95-Am-243 953 243.061 4
293
700
1100

A 5.0E5 Americium-243 FOND-2.2

96-Cm-242 962 242.058 4
293
700
1100

A 1.0E6 Curium-242 JENDL-3.2

96-Cm-242 963 243.061 4
293
700
1100

A 1.0E6 Curium-243 JENDL-3.2

96-Cm-242 964 244.063 4
293
700
1100

A 1.0E6 Curium-244 JENDL-3.2

V 1000 1 0 1 D 1/v absorber N/A

Rv 1999 1 0 1 D
Resonance part of 1/v
absorber

N/A

-v 2000 1 0 1 D -1/v absorber N/A

A 3000 1 0 1 D Pure absorber N/A

U 4000 1 0 1 D
Inverse lethargy 
intervals

N/A

6-C -0 2212 12.011 0 1 D Graphite damage ENDF/B-VI.8

40-Zr- 0 1091 91.2196 0 1 D Zr damage ENDF/B-VI.8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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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ID 원자량 NF 온도 Type σ
0

주 석 평가핵자료

25-Mn-55 1055 54.938 0 1 D Mn-55(n,g)Mn-56 JENDL/D-99

26-Fe-54 1054 53.9396 0 1 D Fe-54(n,p)Mn-54 JENDL/D-99

26-Fe-58 3058 57.9333 0 1 D Fe-58(n,gamma)Fe-59 JENDL/D-99

27-Co-59 2059 58.9332 0 1 D Co-59(n,gamma)Co-60 JENDL/D-99

28-Ni-58 1058 57.9354 0 1 D Ni-58(n,p)Co-58 JENDL/D-99

29-Cu-63 1063 62.9296 0 1 D Cu-63(n,gamma)Cu-64 JENDL/D-99

36-Kr-84 84 83.9114 0 1 D Kr-84(n,gamma)Kr-85 ENDF/B-VI.8

45-Rh-103 2103 102.904 0 1 D Rh-103(n,n’)Rh-103m JENDL/D-99

49-In-115 1115 114.904 0 1 D In-115(n,n’)In-115m JENDL/D-99

49-In-115 3115 114.904 0 1 D In-115(n,gamma)In-116m JENDL/D-99

63-Eu-151 1151 150.92 0 1 D Eu-151(n,g)Eu-152 JENDL/D-99

66-Dy-164 1164 163.928 0 1 D Dy-164(n,g)Dy-165 JEF-2.2

71-Lu-176 176 175.941 0 1 D Lu-176(n,g)Lu-177 ENDF/B-VI.8

79-Au-197 197 196.967 0 1 D Au-197(n,g)Au-198 JENDL/D-99

90-Th-232 1232 232.038 0 1 D Th-232(n,g)Th-233 JENDL/D-99

90-Th-232 3232 232.038 0 1 D Th-232(n,f) JENDL/D-99

92-U -235 1235 235.044 0 1 D U-235(n,g)U-236 ENDF/B-VI.8

92-U -235 1003 235.044 0 1 D U-235(n,f) ENDF/B-VI.8

92-U -238 1238 238.051 0 1 D U-238(n,g)U-239 JENDL/D-99

92-U -238 3238 238.051 0 1 D U-238(n,f) JENDL/D-99

93-Np-237 1237 237.048 0 1 D Np-237(n,f) JENDL/D-99

94-Pu-239 1239 239.053 0 1 D Pu-239(n,f) JENDL/D-99

90-Th-232 1632 232.033 0 1 D Th-232(n,2n) JENDL-3.2

92-U -233 1633 233.045 0 1 D U-233(n,2n) ENDF/B-VI.8

92-U -235 1635 235.044 0 1 D U-235(n,2n) ENDF/B-VI.8

92-U -238 1638 238.051 0 1 D U-238(n,2n) CENDL-2.1

94-Pu-239 1639 239.052 0 1 D Pu-239(n,2n) ENDF/B-VI.8

94-Pu-240 1640 240.054 0 1 D Pu-239(n,2n) JENDL-3.2

94-Pu-241 1641 241.049 0 1 D Pu-239(n,2n) JENDL-3.2

94-Pu-242 1642 242.058 0 1 D Pu-239(n,2n) JENDL-3.2

◎ NF :  Resonance trigger (0-4)
   0 Material has no resonance tables.
   1 Material is non-fissile with absorption resonance integral tables.
   2 Material is fissile with absorption resonance integral tables.
   3 Material is fissile with absorption and fission resonance integral tables.
   4 Material is fissile without resonance integral tables.

◎ Type of material (M, S, D, FP, A, B)
   M Moderators.
   S Structural materials and other components.
   D Dosimetry reactions (use for reaction rates only).
   FP Fission products.
   A Fissile and fertile actinides.
   B Burnable materials.

표 3.3.1-3. IAEA 라이 러리에 포함된 핵종에 한 일반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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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에 지 공명에 지 열에 지

군 에 지(eV) 군 에 지(eV) 군 에 지(eV) 군 에 지(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96403E+07
1.73325E+07
1.49182E+07
1.38403E+07
1.16183E+07
1.00000E+07
8.18731E+06
6.70320E+06
6.06531E+06
5.48812E+06
4.49329E+06
3.67879E+06
3.01194E+06
2.46597E+06
2.23130E+06
2.01897E+06
1.65299E+06
1.35335E+06
1.22456E+06
1.10803E+06
1.00259E+06
9.07180E+05
8.20850E+05
6.08101E+05
5.50232E+05
4.97871E+05
4.50492E+05
4.07622E+05
3.01974E+05
2.73237E+05
2.47235E+05
1.83156E+05
1.22773E+05
1.11090E+05
8.22975E+04
6.73795E+04
5.51656E+04
4.08677E+04
3.69786E+04
2.92830E+04
2.73944E+04
2.47875E+04
1.66156E+04
1.50344E+04
1.11378E+04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11882E+03
7.46586E+03
5.53085E+03
5.00450E+03
3.52662E+03
3.35463E+03
2.24867E+03
2.03468E+03
1.50733E+03
1.43382E+03
1.23410E+03
1.01039E+03
9.14242E+02
7.48518E+02
6.77287E+02
4.53999E+02
3.71703E+02
3.04325E+02
2.03995E+02
1.48625E+02
1.36742E+02
9.16609E+01
7.56736E+01
6.79040E+01
5.55951E+01
5.15780E+01
4.82516E+01
4.55174E+01
4.01690E+01
3.72665E+01
3.37201E+01
3.05113E+01
2.76077E+01
2.49805E+01
2.26033E+01
1.94548E+01
1.59283E+01
1.37096E+01
1.12245E+01
9.90555E+00
9.18981E+00
8.31529E+00
7.52398E+00
6.16012E+00
5.34643E+00
5.04348E+00
4.12925E+00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4.00000E+00
3.38075E+00
3.30000E+00
2.76792E+00
2.72000E+00
2.60000E+00
2.55000E+00
2.36000E+00
2.13000E+00
2.10000E+00
2.02000E+00
1.93000E+00
1.84000E+00
1.75500E+00
1.67000E+00
1.59000E+00
1.50000E+00
1.47500E+00
1.44498E+00
1.37000E+00
1.33750E+00
1.30000E+00
1.23500E+00
1.17000E+00
1.15000E+00
1.12535E+00
1.11000E+00
1.09700E+00
1.07100E+00
1.04500E+00
1.03500E+00
1.02000E+00
9.96000E-01
9.86000E-01
9.72000E-01
9.50000E-01
9.30000E-01
9.10000E-01
8.60000E-01
8.50000E-01
7.90000E-01
7.80000E-01
7.05000E-01
6.25000E-01
5.40000E-01
5.00000E-01
4.85000E-01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4.33000E-01
4.00000E-01
3.91000E-01
3.50000E-01
3.20000E-01
3.14500E-01
3.00000E-01
2.80000E-01
2.48000E-01
2.20000E-01
1.89000E-01
1.80000E-01
1.60000E-01
1.40000E-01
1.34000E-01
1.15000E-01
1.00000E-01
9.50000E-02
8.00000E-02
7.70000E-02
6.70000E-02
5.80000E-02
5.00000E-02
4.20000E-02
3.50000E-02
3.00000E-02
2.50000E-02
2.00000E-02
1.50000E-02
1.00000E-02
6.90000E-03
5.00000E-03
3.00000E-03
1.00000E-05

표 3.3.1-4. 새로 작성된 172군 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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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벤치마크 노심 특성  검증 계산 결과

노심 Fuel wt.% (U235) 실험기

aecl_um U-metal 0.714 AECL-Canada

aere_um U-metal 0.928 AERE-UK

hw_um U-metal 0.95 HW-USA

bnl_um U-metal 1.016 BNL-USA

trx1_um U-metal 1.3 USA

srl_um U-metal 3.0 SRL-USA

bapl1 UO2 1.31 USA

naig_nc UO2 2.02 NAIG-Japan

curl_zpr1 UO2 2.07 CURL-USA

baw_bay2 UO2 2.46 BAW-USA

baw_cx10 UO2 2.46 BAW-USA

aerl_ocf UO2 2.49 AERL-Japan

jaeritca UO2 2.6 JAERI-Japan

wapd_crx UO2 2.7 WAPD-USA

aeewjuno UO2 3.0 AEEW-UK

sckvenus UO2 4.01 SCKBN-Belgium

ge_pu MOX-LW 0.22 GE-USA

wcrx_pu MOX-LW 0.72 WAPD-USA

jtca_pu MOX-LW 0.72 JAERI-Japan

bnw_pu MOX-LW 0.72 BNW-USA

hiss U-homogeneous Mix. 92.3 AEEW-UK

bnl_thh2o UO2-ThO2 97.0(U233) BNL-USA

zed2t1d2o UO2-HW 0.72 AECL-Canada

zed2t2p24 UO2-HW 0.72 AECL-Canada

zed2t4d22 UO2-ThO2-HW 93.0 AECL-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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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tal criticality benchmarks

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aecl_um 1.00000(~.24)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0359(0.36) 0.704 0.0650 0.1402 1.091

iaea 1.00121(0.12) 0.720 0.0652 0.1391 1.101

wdn29 1.01356(1.33) 0.704 0.0655 0.1418 1.090

endfb6gx 1.00178(0.18) 0.703 0.0652 0.1430 1.102

endfb6 0.99963(-.04) 0.717 0.0654 0.1420 1.112

jendl3gx 1.00013(0.01) 0.705 0.0650 0.1376 1.100

jendl3 0.99808(-.19) 0.720 0.0652 0.1367 1.109

jef22 0.99653(-.35) 0.717 0.0658 0.1376 1.113

aere_um 1.00000(~.8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1106(1.09) 2.366 0.2007 0.2039 1.498

iaea 1.00728(0.72) 2.405 0.2014 0.2034 1.515

wdn29 1.01994(1.94) 2.360 0.2012 0.2067 1.489

endfb6gx 1.00930(0.92) 2.371 0.2020 0.2107 1.516

endfb6 1.00596(0.59) 2.407 0.2026 0.2106 1.532

jendl3gx 1.00676(0.67) 2.373 0.2005 0.1998 1.511

jendl3 1.00343(0.34) 2.409 0.2011 0.1997 1.526

jef22 1.00548(0.54) 2.397 0.2029 0.2015 1.525

hw_um 1.00000(~.1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9945(-.06) 1.495 0.1362 0.1739 1.138

iaea 0.99497(-.51) 1.536 0.1370 0.1736 1.156

wdn29 1.00031(0.03) 1.511 0.1373 0.1775 1.141

endfb6gx 0.99573(-.43) 1.495 0.1368 0.1793 1.151

endfb6 0.99151(-.86) 1.534 0.1375 0.1793 1.168

jendl3gx 0.99593(-.41) 1.499 0.1358 0.1706 1.148

jendl3 0.99172(-.84) 1.538 0.1366 0.1706 1.165

jef22 0.99216(-.79) 1.530 0.1379 0.1719 1.166

bnl_um 1.00000(~.16)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9061(-.95) 1.446 0.0975 0.1130 1.062

iaea 0.99058(-.95) 1.450 0.0972 0.1118 1.064

wdn29 0.99463(-.54) 1.429 0.0977 0.1147 1.054

endfb6gx 0.98656(-1.4) 1.441 0.0980 0.1146 1.072

endfb6 0.98669(-1.4) 1.444 0.0977 0.1135 1.074

jendl3gx 0.98925(-1.1) 1.443 0.0978 0.1108 1.069

jendl3 0.98940(-1.1) 1.445 0.0975 0.1098 1.071

jef22 0.98945(-1.1) 1.438 0.0981 0.1102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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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trx1_um 1.00000(~.30) 1.320(~1.6) 0.0987(~1.0) 0.0946(~4.3) 0.797(~1.0)

iaeagx 0.99300(-.71) 1.365(3.44) 0.0973(-1.4) 0.0993(5.00) 0.798(0.10)

iaea 0.99288(-.72) 1.374(4.12) 0.0973(-1.4) 0.0983(3.88) 0.801(0.53)

wdn29 0.99309(-.70) 1.355(2.67) 0.0979(-.82) 0.1009(6.68) 0.794(-.41)

endfb6gx 0.98798(-1.2) 1.360(3.02) 0.0977(-.99) 0.1007(6.42) 0.805(1.03)

endfb6 0.98795(-1.2) 1.368(3.62) 0.0976(-1.1) 0.0997(5.42) 0.808(1.41)

jendl3gx 0.99279(-.73) 1.363(3.23) 0.0974(-1.3) 0.0972(2.73) 0.803(0.75)

jendl3 0.99269(-.74) 1.370(3.80) 0.0974(-1.3) 0.0963(1.84) 0.806(1.10)

jef22 0.99196(-.81) 1.364(3.33) 0.0981(-.65) 0.0966(2.11) 0.807(1.28)

srl_um 1.00000(~.29)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2216(2.14) 4.300 0.3564 0.1638 0.645

iaea 1.01961(1.90) 4.399 0.3581 0.1634 0.657

wdn29 1.01268(1.24) 4.415 0.3740 0.1685 0.647

endfb6gx 1.01469(1.44) 4.291 0.3575 0.1701 0.651

endfb6 1.01228(1.21) 4.382 0.3589 0.1698 0.662

jendl3gx 1.02076(2.01) 4.312 0.3518 0.1602 0.652

jendl3 1.01836(1.79) 4.400 0.3531 0.1601 0.663

jef22 1.01855(1.80) 4.377 0.3583 0.1613 0.660

UO2 criticality benchmarks

bapl1 1.00000(~.10) 1.390(~.72) 0.0840(~2.4) 0.0780(~5.1) 

0.000

iaeagx 0.99710(-.29) 1.428(2.70) 0.0823(-2.1) 0.0771(-1.1) 0.812

iaea 0.99775(-.23) 1.429(2.83) 0.0820(-2.4) 0.0763(-2.1) 0.813

wdn29 0.99887(-.11) 1.414(1.76) 0.0827(-1.5) 0.0786(0.78) 0.808

endfb6gx 0.99337(-.67) 1.418(2.00) 0.0826(-1.7) 0.0775(-.62) 0.818

endfb6 0.99408(-.60) 1.419(2.09) 0.0823(-2.0) 0.0769(-1.4) 0.819

jendl3gx 0.99861(-.14) 1.419(2.08) 0.0825(-1.7) 0.0754(-3.3) 0.816

jendl3 0.99923(-.08) 1.420(2.16) 0.0823(-2.1) 0.0749(-4.0) 0.816

jef22 0.99797(-.20) 1.415(1.78) 0.0827(-1.6) 0.0748(-4.1) 0.818

naig_nc 1.00000(~.4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0027(0.03) 1.075 0.0580 0.0434 0.461

iaea 1.00243(0.24) 1.071 0.0578 0.0428 0.461

wdn29 1.00142(0.14) 1.061 0.0582 0.0441 0.459

endfb6gx 0.99767(-.23) 1.065 0.0581 0.0433 0.465

endfb6 0.99980(-.02) 1.061 0.0580 0.0428 0.464

jendl3gx 1.00398(0.40) 1.067 0.0581 0.0424 0.463

jendl3 1.00592(0.59) 1.063 0.0580 0.0419 0.463

jef22 1.00450(0.45) 1.059 0.0583 0.0418 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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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curl_zpr 1.00000(~.5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0113(0.11) 2.497 0.1565 0.0913 0.710

iaea 1.00045(0.04) 2.519 0.1562 0.0906 0.715

wdn29 0.99891(-.11) 2.498 0.1570 0.0931 0.708

endfb6gx 0.99613(-.39) 2.483 0.1570 0.0922 0.715

endfb6 0.99555(-.45) 2.503 0.1567 0.0918 0.720

jendl3gx 1.00399(0.40) 2.486 0.1564 0.0891 0.712

jendl3 1.00317(0.32) 2.505 0.1561 0.0887 0.717

jef22 1.00231(0.23) 2.497 0.1572 0.0887 0.718

baw_bay2 1.00000(~.25) 2.280(~1.3) 0.0000 0.0000 0.000

iaeagx 1.00743(0.73) 2.346(2.91) 0.1341 0.0694 0.578

iaea 1.00838(0.83) 2.350(3.09) 0.1337 0.0688 0.579

wdn29 1.00640(0.63) 2.334(2.39) 0.1346 0.0707 0.575

endfb6gx 1.00312(0.31) 2.329(2.15) 0.1345 0.0698 0.581

endfb6 1.00410(0.41) 2.332(2.28) 0.1340 0.0693 0.582

jendl3gx 1.01147(1.13) 2.332(2.29) 0.1342 0.0678 0.580

jendl3 1.01219(1.20) 2.335(2.39) 0.1337 0.0673 0.580

jef22 1.01187(1.17) 2.326(2.03) 0.1345 0.0672 0.581

baw_cx10 1.00000(~.13) 1.850(~1.1) 0.0000 0.0000 0.000

iaeagx 0.98820(-1.2) 1.822(-1.5) 0.1012 0.0570 0.498

iaea 0.98982(-1.0) 1.823(-1.5) 0.1009 0.0564 0.499

wdn29 0.98754(-1.3) 1.809(-2.2) 0.1017 0.0580 0.496

endfb6gx 0.98449(-1.6) 1.807(-2.3) 0.1014 0.0572 0.502

endfb6 0.98609(-1.4) 1.807(-2.3) 0.1011 0.0566 0.502

jendl3gx 0.99253(-.75) 1.810(-2.2) 0.1013 0.0557 0.500

jendl3 0.99386(-.62) 1.809(-2.2) 0.1010 0.0552 0.500

jef22 0.99330(-.68) 1.803(-2.6) 0.1016 0.0550 0.501

aerl_ocf 1.00000(~.22) 1.350(~3.0) 0.0000 0.0430(~4.7) 0.000

iaeagx 0.99697(-.30) 1.437(6.44) 0.0780 0.0464(7.93) 0.432

iaea 0.99901(-.10) 1.435(6.33) 0.0777 0.0458(6.58) 0.432

wdn29 0.99718(-.28) 1.424(5.49) 0.0784 0.0472(9.67) 0.430

endfb6gx 0.99399(-.61) 1.424(5.50) 0.0781 0.0464(7.91) 0.434

endfb6 0.99600(-.40) 1.422(5.35) 0.0779 0.0459(6.70) 0.434

jendl3gx 1.00152(0.15) 1.427(5.68) 0.0780 0.0453(5.33) 0.433

jendl3 1.00326(0.32) 1.424(5.50) 0.0778 0.0448(4.28) 0.433

jef22 1.00241(0.24) 1.419(5.11) 0.0783 0.0447(3.9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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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jaeritca 1.00000(~.05)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8800(-1.2) 1.981 0.1115 0.0595 0.496

iaea 0.98952(-1.1) 1.982 0.1111 0.0589 0.497

wdn29 0.98688(-1.3) 1.969 0.1119 0.0605 0.494

endfb6gx 0.98405(-1.6) 1.965 0.1117 0.0597 0.499

endfb6 0.98557(-1.5) 1.966 0.1114 0.0591 0.500

jendl3gx 0.99248(-.76) 1.968 0.1115 0.0580 0.498

jendl3 0.99370(-.64) 1.969 0.1111 0.0576 0.498

jef22 0.99298(-.71) 1.962 0.1118 0.0574 0.499

wapd_crx 1.00000(~.14)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0064(0.06) 3.766 0.2118 0.0853 0.709

iaea 0.99969(-.03) 3.794 0.2110 0.0848 0.714

wdn29 0.99961(-.04) 3.779 0.2121 0.0871 0.709

endfb6gx 0.99733(-.27) 3.739 0.2124 0.0859 0.713

endfb6 0.99647(-.35) 3.765 0.2115 0.0855 0.718

jendl3gx 1.00477(0.47) 3.739 0.2113 0.0831 0.710

jendl3 1.00373(0.37) 3.765 0.2105 0.0829 0.714

jef22 1.00093(0.09) 3.763 0.2124 0.0828 0.716

aeewjuno 1.00000(~.24)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8913(-1.1) 1.693 0.0909 0.0454 0.391

iaea 0.99119(-.89) 1.693 0.0907 0.0448 0.391

wdn29 0.98878(-1.1) 1.682 0.0914 0.0460 0.389

endfb6gx 0.98643(-1.4) 1.678 0.0911 0.0453 0.393

endfb6 0.98844(-1.2) 1.677 0.0909 0.0448 0.393

jendl3gx 0.99440(-.56) 1.681 0.0909 0.0442 0.392

jendl3 0.99611(-.39) 1.679 0.0907 0.0438 0.392

jef22 0.99369(-.64) 1.676 0.0914 0.0436 0.393

sckvenus 1.00000(~.48)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8694(-1.3) 3.618 0.1957 0.0624 0.462

iaea 0.98749(-1.3) 3.638 0.1951 0.0618 0.465

wdn29 0.98355(-1.7) 3.629 0.1955 0.0635 0.462

endfb6gx 0.98310(-1.7) 3.588 0.1962 0.0626 0.464

endfb6 0.98366(-1.7) 3.607 0.1955 0.0621 0.467

jendl3gx 0.99279(-.73) 3.592 0.1951 0.0607 0.463

jendl3 0.99299(-.71) 3.610 0.1945 0.0603 0.465

jef22 0.99132(-.88) 3.605 0.1963 0.0601 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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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LW            criticality benchmarks

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ge_pu 1.00000(~.5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9788(-.21) 4.039 0.2311 1.1479 9.209

iaea 0.99934(-.07) 4.051 0.2297 1.1388 9.243

wdn29 0.99819(-.18) 3.933 0.2287 1.1406 9.020

endfb6gx 1.00028(0.03) 4.001 0.2314 1.1557 9.245

endfb6 1.00183(0.18) 4.011 0.2300 1.1493 9.278

jendl3gx 1.00427(0.42) 3.999 0.2313 1.1103 9.203

jendl3 1.00565(0.56) 4.009 0.2299 1.1054 9.235

jef22 1.00385(0.38) 4.006 0.2314 1.1102 9.263

wcrx_pu 1.00000(~.34)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9605(-.40) 5.338 0.3147 0.4900 3.334

iaea 0.99745(-.26) 5.363 0.3131 0.4861 3.351

wdn29 0.99602(-.40) 5.215 0.3102 0.4880 3.270

endfb6gx 0.99765(-.24) 5.284 0.3149 0.4930 3.344

endfb6 0.99912(-.09) 5.307 0.3133 0.4901 3.361

jendl3gx 1.00338(0.34) 5.284 0.3142 0.4740 3.330

jendl3 1.00459(0.45) 5.306 0.3126 0.4719 3.346

jef22 1.00270(0.27) 5.299 0.3147 0.4727 3.353

jtca_pu 1.00000(~.1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8370(-1.7) 2.272 0.1016 0.2223 1.996

iaea 0.98761(-1.3) 2.254 0.1013 0.2193 1.987

wdn29 0.98638(-1.4) 2.200 0.1017 0.2208 1.954

endfb6gx 0.98784(-1.2) 2.242 0.1016 0.2210 2.002

endfb6 0.99176(-.83) 2.224 0.1012 0.2183 1.992

jendl3gx 0.99344(-.66) 2.244 0.1017 0.2154 1.996

jendl3 0.99723(-.28) 2.225 0.1014 0.2130 1.985

jef22 0.99605(-.40) 2.224 0.1021 0.2129 1.994

bnw_pu 1.00000(~.12)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0.99041(-.97) 3.892 0.2230 0.3954 2.739

iaea 0.99223(-.79) 3.912 0.2222 0.3917 2.752

wdn29 0.98931(-1.1) 3.804 0.2206 0.3935 2.690

endfb6gx 0.99228(-.78) 3.852 0.2232 0.3968 2.749

endfb6 0.99410(-.59) 3.871 0.2223 0.3938 2.761

jendl3gx 0.99882(-.12) 3.853 0.2229 0.3830 2.737

jendl3 1.00033(0.03) 3.870 0.2221 0.3807 2.749

jef22 0.99816(-.18) 3.866 0.2236 0.3810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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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spectrum criticality benchmarks

LATTICE    k eff
주) ρ 28 

주) δ 25 주) δ 28       
주)

C.R.

hiss 1.00000(~.10) 0.000 0.0000 0.0000 0.000

iaeagx 1.01186(1.17) 99.999 10.0000 0.0004 0.054

iaea 1.00412(0.41) 99.999 10.0000 0.0005 0.054

wdn29 0.99415(-.59) 99.999 10.0000 0.0004 0.057

endfb6gx 1.01165(1.14) 99.999 10.0000 0.0004 0.054

endfb6 1.00388(0.39) 99.999 10.0000 0.0005 0.054

jendl3gx 1.02263(2.19) 99.999 10.0000 0.0004 0.055

jendl3 1.01442(1.41) 99.999 10.0000 0.0004 0.054

jef22 1.02313(2.23) 99.999 10.0000 0.0004 0.054

BNL-Th2-U3-H2O    criticality benchmarks

bnl_thh2o 1.00000(~.76) 1.380(~3.0) 0.0000 0.0000 0.000

iaeagx 1.01412(1.38) 1.112( -19) 0.5678 0.0181 0.594

iaea 1.01595(1.56) 1.116( -19) 0.5649 0.0181 0.596

wdn29 0.99282(-.73) 1.214( -12) 0.5892 0.0172 0.619

endfb6gx 0.99636(-.37) 1.208( -12) 0.5704 0.0176 0.626

endfb6 0.99808(-.19) 1.211( -12) 0.5674 0.0175 0.628

jendl3gx 1.01464(1.43) 1.136( -18) 0.5839 0.0174 0.593

jendl3 1.01607(1.57) 1.139( -17) 0.5815 0.0174 0.595

jef22 0.99625(-.38) 1.176( -15) 0.5739 0.0166 0.613

Uranium D2O criticality benchmarks

zed2t1d2o 1.00000(0.25) 0.0511( 1.5) 1.4138( 0.3) 1.140(1.00) 1.206(0.40)

iaeagx 1.00674(0.67) 0.0528( 3.3) 1.4230( 0.6) 1.146(0.86) 1.221(1.25)

iaea 1.00483(0.48) 0.0526( 3.0) 1.4279( 1.0) 1.146(0.85) 1.223(1.42)

wdn29 1.00313(0.31) 0.0531( 4.0) 1.4223( 0.6) 1.146(1.33) 1.203(-.24)

endfb6gx 1.00296(0.30) 0.0531( 3.9) 1.4183( 0.3) 1.146(0.84) 1.222(1.30)

endfb6 1.00116(0.12) 0.0530( 3.7) 1.4231( 0.7) 1.146(0.81) 1.224(1.47)

jendl3gx 1.00435(0.43) 0.0516( 1.0) 1.4214( 0.5) 1.146(0.84) 1.221(1.21)

jendl3 1.00254(0.25) 0.0516( 0.9) 1.4261( 0.9) 1.146(0.83) 1.223(1.39)

jef22 1.00492(0.49) 0.0514( 0.5) 1.4224( 0.6) 1.146(0.81)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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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k eff  
주) δ 25   

주)
C.R.

zed2t2p24 1.00000(0.25) 0.0580( 1.5) 0.9258( 0.6)

iaeagx 0.99921(-.08) 0.0537(-7.4) 0.8990(-2.9)

iaea 0.99751(-.25) 0.0535(-7.7) 0.9008(-2.7)

wdn29 0.99723(-.28) 0.0541(-6.7) 0.9036(-2.4)

endfb6gx 0.99522(-.48) 0.0541(-6.8) 0.9064(-2.1)

endfb6 0.99364(-.64) 0.0539(-7.1) 0.9082(-1.9)

jendl3gx 0.99719(-.28) 0.0524(-9.7) 0.9073(-2.0)

jendl3 0.99558(-.44) 0.0523(-9.9) 0.9091(-1.8)

jef22 0.99702(-.30) 0.0522(****) 0.9101(-1.7)

zed2t4d22 1.00000(0.25) 0.0071(10.0)

iaeagx 0.99915(-.09) 0.0087(23.2)

iaea 0.99882(-.12) 0.0087(23.2)

wdn29 0.99578(-.42) 0.0081(14.6)

endfb6gx 0.99062(-.95) 0.0083(17.9)

endfb6 0.99030(-.98) 0.0083(17.9)

jendl3gx 1.00141(0.14) 0.0084(18.7)

jendl3 1.00111(0.11) 0.0084(18.9)

jef22 0.99748(-.25) 0.0078(10.3)

주) ρ 28 :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s in 238U above 0.625 eV to those below 0.625 eV,

δ 25 :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s in 235U above 0.625 eV to those below 0.625 eV,

δ 28 : the ratio of fission reactions in 238U to those in 235U,

C.R. :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s in 238U to fission reactions in 235U.

  속 우라늄 노심의 경우 새로 개발된 IAEA 라이 러리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라이 러리들은 농축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험치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172군 라이 러리 결과는 69군 라이 러리 결과에 비해 실험치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UO2 노심에서도 IAEA 라이 러리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노심들의 경우 모든 라이 러리에서 임계도 값이 

1%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MOX 노심에서는 ‘1986’ 라이 러리에 비해 새로 개

발된 라이 러리의 결과가 실험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농축 노심

인 HISS 노심에서는 172군 라이 러리에서 실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U-233 노심에서는 IAEA 라이 러리와 JENDL-3.2 라이 러리에서 실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감속 노심에서는 모든 라이 러리 결과가 실험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 라이 러리는 일부 단면 을 실험치와 조정

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라이 러리는 평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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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를 실험치와의 조정 없이 이용한 결과이다.  노심에서 IAEA 69군 라

이 러리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고속로용 라이 러리 개량

  액체 속로 노심 해석용 라이 러리인 KAFAX-F22, -E66, -J32 등을 액체

속로 설계  해석을 해 생산하 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군 구조  핵

종들을 추가하여 제공하 다. 한 핵분열 생성물의 연소 사슬을 변경하여 악티나

이드 핵종별 가상 핵분열 생성물을 생산하 다. 본 보고서에는 가상 핵분열생성물

의 선정 배경  단면  생산 방법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핵분열생성물 선정 

  ENDF/B-VI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에는 핵분열 핵종마다 1300개 내외의 핵분열

생성물 핵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에서 고속로 연소 계산 시 기여하는 핵종은 

200여개 핵종이다.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생산하여 일본의 고속로 해석에 이용하고 있

는 JFS-3-J2에서는 연소 계산 코드 DCHAIN을 사용하여 360일 연소 시 핵분열생성

물의 99.95%가 되도록 155개 핵종을 선정하여 가상 핵분열생성물을 생산한 바 있

다. 한 OECD/NEA의 WPEC (Working Party on Evaluation Co-ordination)의 

SG17에서는 고속로용 가상 핵분열생성물을 한 핵종수를 162개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ENDF/B-VI에서 165개 핵종, JENDL-3.2에서 7개 핵종을 추

가하여 총 172개 핵종을 선정하 다.

(2) 가상 핵분열생성물 단면  생산 

  생산된 172개 핵분열생성물 라이 러리로부터 생성 수율을 가 하여 가상 핵분열

생성물 단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해 ENDF/B-VI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

료를 이용하 는데, 수율 자료는 입사 성자의 함수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입사 

성자의 에 지에 따른 수율을 결정하고 단면 을 수율에 따라 가 하여 가상 핵분

열생성물의 단면 을 생산하게 된다. 한 연소 사슬의 구성에 따라 독립 수율 는 

 수율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 3.3.1-1에는 생산된 U-235의 가상 핵분열생성물 

단면 을 나타냈다. 온도 800K, 노심 평균 성자 에 지 0.5 MeV일 때의 산란  

포획단면 이다. 약 1 keV 이하에서는 공명 상이 나타난다. 핵분열생성물은 노심 

연소 계산에서 흡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3.1-2에는 생산된 6 핵종별 가상 핵분열생성물의 포획단면 을 비교하

다. 1 keV 이하에서는 핵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1 keV 이상에서는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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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상 핵분열생성물의 단면 만이 다른 핵종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가상 

핵분열생성물 단면  자료는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의 불확실도 뿐만 아니라 연

소 사슬 구성 등에서 오는 근사 때문에 정 한 값은 아니다. 그러나 핵분열생성물

의 흡수 반응이 주로 열 성자 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속 노심 연소 계산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림 3.3.1-2에서 알 수 있듯이 핵분열 핵종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6 핵종 이외의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해

서는 이들과 같은 가상 핵분열생성물을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1-1. U-235의 가상 핵분열생성물 단면

그림 3.3.1-2. 핵분열 핵종의 가상 핵분열생성물 흡수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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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72개 핵분열생성물 라이 러리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가상 핵분

열생성물 자료를 생산하 다. 한, 입사 성자의 에 지, 핵분열 핵종, 온도에 따른 

가상 핵분열생성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 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목

에 합하도록 연소 사슬을 조정하여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심 있는 연

구자들의 목 에 맞게 자료가 생산되고 이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라. 차폐용 라이 러리 개량

  2001～2002년에 걸쳐서 최신의 평가 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 등이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ENDF/B-VI는 2005년으로 정된 

ENDF/B-VII이 발표되기 이 의 최종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한, JENDL-3.3과 

JEFF-3.0은 일부 핵종들에 한 핵자료가 이  버 에 비해 비교  많이 수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ASHIL-E6 라이 러리에 한 업데이트 작업의 일환으

로 ENDF/B-VI.8에 근거한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를 생산하고자 하 다. 

[Kim04a, Kim04c, Kim05] 이 라이 러리는 KASHIL-E6에서 채택한 VITAMIN-J

의 군 구조에 비해 다소 개선된 상세군 구조인 VITAMIN-B6 구조로 되어 있다. 생산

된 라이 러리의 검증을 해 4종의 요 차폐 벤치마크 실험에 한 검증 계산을 

TRANSX/DANTSYS 코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 다. 한, JENDL-3.3  

JEFF-3.0 라이 러리의 철, 크롬, 구리, 니  등의 핵자료가 차폐 계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 다. 

(1)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의 생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인 KASHIL-E6에 한 업데이트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ENDF/B-VI.8 평가 핵자료집을 사용한 라이 러리를 생

산하고자 하 다. 핵자료의 처리에는 최신 처리 코드인 NJOY99.90을 사용하 고, 

차폐 벤치마크 계산에 필요한 일부 핵종들에 한 처리를 우선 으로 수행하 다. 

차폐체의 주 재료로 사용되며 차폐 해석에서 요한 핵종들인 철, 크롬, 구리, 니  

등은 JENDL-3.3  JEFF-3.0 평가 핵자료집을 사용한 라이 러리도 함께 생산

하여 핵자료집의 변경에 따라 계산 결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참고

로, JEFF-3.0의 Fe-56 자료의 경우 에 지-각 분포 자료(MF=6)를 처리하는 도

에 에러가 발생하여 MATXS 포맷 라이 러리를 생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JEF-2.2의 Fe-56 자료를 사용한 벤치마크 계산을 우선 수행하 고, 

JEFF-3.0의 Fe-56 자료에 한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지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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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할 정이다. 본 라이 러리 생산에서 고려된 온도  배경단면 은 

KASHIL-E6와 동일하며, 300, 600, 1000, 2100 K의 온도에서 핵종에 따라 6～8개

의 배경단면  자료를 생산하 다. 한 산란 매트릭스를 한 Legendre 차수도 P

5～P7의 자료를 생산한 KASHIL-E6와 같게 하 다.

  성자  자에 한 에 지 군 구조로는 성자 175군, 자 42군인 

VITAMIN-J 구조를 선택했던 KASHIL-E6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성자 199

군, 자 42군인 VITAMIN-B6 구조를 선택하 다. VITAMIN-B6의 성자 군 구조

는 차폐 해석에서 심 있는 고속 성자 수송에 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VITAMIN-J 구조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열 성자 역의 군 개수를 증가시킴으

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상한 에 지 5.043 eV

인 열 성자 에 지 역의 군 개수는 VITAMIN-J 구조가 12개인데 반해 36군으로 

크게 증가되어 열  고속 원자로 계통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차폐 설계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자에 한 군 개수는 두 경우가 동일하지만 군 구조 자체

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성자  자 군정수를 한 가  함수로는 원자로 차폐 문제에 형 으로 용

되고 있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는 KASHIL-E6에서와 동일한 형태이다. 성자의 경

우, 열 성자 역에서는 Maxwellian 스펙트럼, 감속 역에서는 1/E 스펙트럼, 고

에 지 역에서는 핵분열 스펙트럼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NJOY GROUPR 모듈의 

IWT=4) 자의 경우, 자 흡수 에 지 역에서는 1/E 스펙트럼을 보이다가 고

에 지 역에서는 차츰 감소하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인다(NJOY GAMINR 모듈

의 IWT=3).

(2) 벤치마크 계산

  본 연구에서는 국의 Winfrith에 있는 최  출력 30 kW의 NESTOR 원자로에 설

치되어 있는 ASPIS 차폐 시설에서 실시한 4개의 벤치마크 실험에 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 다. [Pes97, Gil98] 한, 철, 크롬, 구리, 니  자료에 한 평가 핵자료집 

변경에 따른 향도 살펴보았다.

  (가) 차폐 벤치마크 실험

  ASPIS 차폐 시설은 180cm×190cm 사각형 면이 NESTOR 원자로의 흑연 반사

체와 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물로 채워진 강철 탱크를 두꺼운 콘크리트 차폐벽

이 둘러싸고 있으며, 길이는 390cm이다. 검증 계산을 해 선택한 실험은 경수

로 압력 용기 시설 검증을 한 PCA-REPLICA와 NESDIP-2, 철 자료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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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infrith Iron88, 흑연 자료의 검증을 한 Winfrith Graphite 실험이다. 

PCA-REPLICA

  미국 ORNL의 PCA(Pool Critical Assembly)에서 LWR Pressure Vessel 

Surveillance Dosimetry Improvement Program(LWR-PV-SDIP)으로 수행되었던 

노심-열차폐체, 열차폐체-RPV(Reactor Pressure Vessel) 사이에 물의 두께를 각

각 12 cm와 13 cm로 한 12/13 configuration을 그 로 복제한 실험 설비이다(그림 

3.3.1-3 참조). 성자원은 NESTOR 원자로에 의해 조사된 얇은 핵분열 으로서 

U-235가 93.0 wt.%로 고 농축된 알루미늄 합 으로 만들어졌다. 세 종류의 문턱에

지 검출기가 심 수평축을 따라 10곳에 설치되었다. 즉 Rh-103(n,n') Rh-103m, 

In-115(n,n')In-115m, S-32(n,p)P-32이며 이들의 문턱에 지는 각각 0.04, 0.34, 

0.95 MeV이다. 

그림 3.3.1-3. PCA-REPLICA 벤치마크 계산 모델

NESDIP-2

  PCA-REPLICA 실험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부 차폐체의 두께  배치가 

다소 변경되었다. 검출기도 PCA-REPLICA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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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frith Iron88

  원자력 시설의 구조재와 차폐체로 쓰이는 철 자료의 벤치마크를 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문턱에 지가 1.9 MeV인 Al-27(n, α)Na-24 반응율 측정치도 추가되었다.

Winfrith Graphite

  원자로 감속재나 반사체로 쓰이는 흑연의 벤치마크를 한 실험으로, 검출기는 

Winfrith Iron88과 동일하다. 

  (나) 계산 과정

  각각의 벤치마크 실험에 한 성자 수송 계산을 해 TRANSX/DANTSYS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 다. 199군의 MATXS 포맷 성자 라이 러리와 TRANSX 코드를 

이용하여 역별 거시 단면 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한 1차원 수송 계산을 수행하

다. 여기서 계산된 199군의 역별 성자속은 BUGLE-96과 동일한 구조인 47군의 

역별 거시 단면  자료를 생산하기 한 가  함수로 사용하 다. 이들 47군 거시 

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원자로  차폐 시설에 한 2차원 수송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3.1-4 참조)

  일반 인 수송 계산에서는 계산 모델을 3차원으로 묘사할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산기의 성능이 좋지 않던 수년 까지만 하

더라도 1차원  2차원 수송 계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3차원 계산과 유

사한 효과를 얻기 한 3D-Equivalent Flux Synthesis 방법[Gil01]이주로 사용되

었는데 합성된 3차원 성자속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φ(x,y,z)=φ(x,z)×φ(y,z)/φ(z) (3.3.1-12)

  모든 계산에서는 P3, S8을 사용하 고 mesh의 간격은 1cm를 넘지 않도록 묘사하

다. 검출기의 선량 반응율 계산을 한 Rh-103 (n,n'), In-115 (n,n'), S-32 (n,p), 

Al-27 (n, α)의 단면  자료로는 IRDF-90 version 2 [Koc99]의 자료를 사용하

다. 이들 문턱 선량 반응율 단면  자료는 검출기 치에서의 역별 199군 성자속

을 가  함수로 하여 47군 자료로 축약,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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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차폐 벤치마크 계산 차

  (다) 계산 결과

  각각의 벤치마크 실험에 한 3D-Equivalent Flux Synthesis 방법을 통해 생산된 

성자속과 선량 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성자 반응에 한 선량 반응율을 

계산하 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표 3.3.1-6～3.3.1-9에 수록하 다. 

  PCA-REPLICA 실험의 선량 반응율  차폐체 앞뒤의 물 치에서 측정된 Rh-103 

반응율은 계산값과 실험값이 약 10%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RPV에서의 반응율

은 Rh-103의 경우 실험값에 비해 약 10% 정도 크게 계산되었으며, T/4 치에서 

13% 정도 크게 계산된 In-115 반응율을 제외하면 In-115  S-32 반응율은 실험값

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vity에서의 반응율도 8～12%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반응율들에 한 평균 C/M (Calculated-to-Measured) 비

(ratio)를 살펴보면 벤치마크 계산 결과는 3% 이내의 작은 차이를 보이며 실험값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SDIP-2 실험에서는 차폐체 앞뒤의 물 치에서 계산된 Rh-103 반응율이 실

험값과 최고 22%의 차이를 보여 PCA-REPLICA에 비해 나쁜 결과를 보 다. 반

면, RPV에서는 모든 반응율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Cavity에서는 S-32 반

응율이 실험값과 정확히 일치한데 반해 나머지 반응율들은 비교  큰 차이를 보

다. 각각의 반응율들에 한 평균 C/M 비를 살펴보면 NESDIP-2는 

PCA-REPLICA에 비해 체로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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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103 반응율은 PCA-REPLICA에 비해 12% 정도 낮게 계산되었다. 

  Winfrith Iron88 실험에서는 Rh-103 반응율이 철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실험값

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즉, 약 40cm의 두께까지는 10% 이내의 차이를 보

이다가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실험값에 비해 격히 감소하여 약 61cm에서는 실험

값에 비해 25% 정도 낮게 계산되었다. In-115 반응율도 철의 두께에 따라 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체 으로 실험값에 비해 낮은 값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턱

에 지가 상 으로 높은 S-32 반응율은 모든 치에서 실험값에 비해 낮게 계산되

고 있으나 철의 두께에 따른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Al-27 반응율은 실험값에 비해 

평균 으로 약 24% 이상 크게 계산되었다.

  Winfrith Graphite 실험에서는 계산 결과가 체로 실험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Rh-103과 In-115 반응율의 경우 Winfrith Iron88에서처럼 흑연의 두께가 두

꺼워 질수록 실험값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32 반응율은 체로 실

험값에 비해 높게 계산되고 있으며 흑연의 두께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Al-27 반응율은 실험값에 비해 평균 으로 약 26% 이상 크게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 크롬, 구리, 니  자료에 한 평가 핵자료집 변경에 따른 향도 

살펴보았다. 계산 결과, 크롬, 구리, 니  자료는 평균 으로 약 2% 이내의 작은 향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철 자료의 경우 벤치마크 실험의 종류에 따라 

핵자료의 변경에 따른 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 다. 표 3.3.1-10에는 각 벤치마

크 실험에 한 철 동 원소의 평가 핵자료집 변경에 따른 평균 C/M 선량 반응율 비

를 수록하 다. PCA-REPLICA와 NESDIP-2의 경우, ENDF/B-VI.8과 JEFF-3.0을 

사용한 계산 결과는 체로 2% 이내의 매우 작은 차이를 보 지만 JENDL-3.3을 사

용한 계산 결과는 S-32 반응율에서 ENDF/B-VI.8에 비해 최고 10% 정도 낮게 계산

되었다. Winfrith Iron88의 경우, S-32 반응율을 제외하면 JENDL-3.3과 JEFF-3.0

이 3% 이내의 작은 차이를 보 으며, ENDF/B-VI.8을 사용한 계산 결과는 이들보다 

약간 크게 계산되었다. Winfrith Graphite의 경우에는 검출기 치에 흑연만 존재하

므로 철에 한 핵자료의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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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Position

Distance from 

Fission Plate
103Rh (n,n') 115In (n,n') 32S (n,p)

Front Water 

Gap

1

2

3

4

1.91

7.41

12.41

14.01

1.06 (3.0)*

0.89 (3.0)

0.92 (3.0)

0.90 (3.0)

Rear Water 

Gap

5

6

7

19.91

25.41

30.41

0.99 (3.0)

1.04 (4.0)

0.92 (4.0)

RPV
8

9

39.01

49.61

1.10 (1.0)

1.08 (1.9)

1.13 (0.9)

0.98 (1.4)

1.03 (1.5)

0.98 (1.9)

Cavity 10 58.61 0.88 (1.6) 0.93 (1.5) 1.08 (1.3)

Average 0.98 1.01 1.03
* the uncertainty (%) of the measurement 

Detector 

Position

Distance from 

Fission Plate
103Rh (n,n') 115In (n,n') 32S (n,p)

Front Water 

Gap

2

3

4

5

6

7

3.06

5.15

9.05

10.15

14.05

15.60

0.90 (4.7)*

0.84 (4.7)

0.79 (4.7)

0.82 (4.7)

0.80 (4.7)

0.83 (4.7)

Rear Water 

Gap

8

9

10

11

12

13

22.00

24.65

30.41

27.45

32.45

35.20

0.89 (4.8)

0.78 (4.8)

0.85 (5.0)

0.81 (5.0)

0.85 (5.6)

0.87 (5.3)

RPV

14

15

16

17

37.70

43.38

49.06

54.74

0.91 (5.1)

0.97 (5.1)

1.01 (5.6)

1.02 (5.9)

0.95 (4.3)

0.95 (4.2)

0.97 (4.4)

0.96 (4.5)

0.90 (6.5)

0.93 (6.9)

0.99 (6.5)

0.98 (6.5)

Cavity 18 60.42 0.77 (6.2) 0.83 (4.6) 1.00 (6.5)

Average 0.87 0.93 0.96
* the uncertainty (%) of the measurement 

표 3.3.1-6. PCA-REPLICA에서 선량 반응율의 C/M 비

표 3.3.1-7. NESDIP-2에서 선량 반응율의 C/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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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Position

Distance from 

Fission Plate
103Rh (n,n') 115In (n,n') 32S (n,p) 27Al (n, 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00

5.10

10.22

15.34

20.44

25.64

30.79

35.99

41.19

46.44

51.62

56.69

61.81

66.99

0.94 (5.1)*

0.96 (5.2)

1.01 (5.1)

1.01 (5.1)

1.04 (5.2)

1.03 (5.1)

1.01 (5.1)

0.98 (5.2)

0.95 (5.2)

0.89 (5.2)

0.84 (5.1)

0.80 (5.2)

0.75 (5.1)

0.93 (4.5)

0.83 (4.5)

0.85 (4.5)

0.83 (4.5)

0.82 (4.5)

0.78 (4.5)

0.74 (4.5)

0.67 (4.6)

0.67 (4.6)

0.61 (4.7)

0.84 (6.5)

0.75 (6.5)

0.79 (6.5)

0.79 (6.5)

0.80 (6.5)

0.80 (6.5)

0.82 (6.6)

0.76 (6.5)

0.85 (6.5)

0.88 (6.5)

0.84 (6.5)

0.83 (6.9)

0.90 (8.6)

0.83 (21.)

1.12 (4.7)

1.22 (4.7)

1.28 (4.7)

1.32 (4.7)

Average 0.94 0.77 0.82 1.24
* the uncertainty (%) of the measurement 

Detector 

Position

Distance from 

Fission Plate
103Rh (n,n') 115In (n,n') 32S (n,p) 27Al (n, α)

1

2

3

4

5

6

7

8

9

10

0

5

10

15

20

30

40

50

60

70

1.15 (0.4)*

1.01 (0.5)

0.98 (0.6)

0.97 (0.7)

0.98 (1.0)

0.93 (1.4)

0.88 (2.2)

0.86 (3.4)

0.81 (5.0)

0.65 (6.7)

1.14 (0.4)

0.99 (0.5)

0.95 (0.6)

0.97 (0.7)

0.99 (1.0)

0.97 (1.4)

0.92 (2.2)

0.96 (3.4)

0.85 (5.0)

0.80 (6.7)

1.09 (0.4)

0.88 (0.6)

0.92 (0.8)

0.96 (1.0)

1.02 (1.2)

1.02 (1.7)

0.97 (2.2)

1.09 (2.8)

1.02 (3.3)

1.06 (3.7)

1.49 (0.7)

1.07 (1.0)

1.18 (1.4)

1.21 (1.7)

1.35 (2.0)

1.24 (2.6)

Average 0.92 0.95 1.00 1.26
* the uncertainty (%) of the measurement 

표 3.3.1-8. Winfrith Iron88에서 선량 반응율의 C/M 비

표 3.3.1-9. Winfrith Graphite에서 선량 반응율의 C/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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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Experiment

Nuclear 

Data File
103Rh (n,n') 115In (n,n') 32S (n,p) 27Al (n, α)

PCA-

REPLICA

ENDF/B-VI.8 0.98 1.01 1.03 -

JENDL-3.3 0.96 0.95 0.93 -

JEFF-3.0 0.97 0.99 1.02 -

NESDIP-2

ENDF/B-VI.8 0.87 0.93 0.96 -

JENDL-3.3 0.85 0.88 0.88 -

JEFF-3.0 0.85 0.91 0.95 -

Winfrith

Iron88

ENDF/B-VI.8 0.94 0.77 0.82 1.24

JENDL-3.3 0.88 0.72 0.69 1.10

JEFF-3.0 0.85 0.72 0.93 1.12

Winfrith

Graphite

ENDF/B-VI.8 0.92 0.95 1.00 1.26

JENDL-3.3 0.92 0.95 1.00 1.26

JEFF-3.0 0.92 0.95 1.00 1.26

표 3.3.1-10. 철 동 원소 평가 핵자료집 변경에 따른 평균 C/M 선량 반응율 비

  본 연구에서 고려한 4종의 벤치마크 실험들의 체 검출 치에서 계산된 C/M 선

량 반응율 비들의 평균값을 철의 평가 핵자료집을 변경해가며 계산해 보았다. 그 결

과, ENDF/B-VI.8은 0.94, JENDL-3.3은 0.90, JEFF-3.0은 0.93의 C/M 비를 보

다. 즉, 아직까지도 원자로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로는 ENDF/B-VI.8을 선택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마. 핵분열생성물 평가 핵자료의 검증 계산

  핵분열생성물에 한 성자 반응 단면 은 원자로내 연소 성능 측, 사용후 핵

연료 장소 설계를 한 임계도 계산, 고성능 핵연료의 설계, 구조 재료의 방사선 

손상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과 미국 Brookhaven 국립 연구소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의 National Nuclear Data Center (NNDC)는 국제 공

동 연구를 통해 20～30년 이상 자료의 갱신 없이 사용되어 온 ENDF/B-VI의 일부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성자 반응 단면 을 새롭게 재평가하 다. [Oh00, 

Lee02, Lee03]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평가된 핵분열생성물들  18종(Pr-141 제외)에 한 

성자 흡수 단면 을 기존의 ENDF/B-VI.7 라이 러리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 

한, 새롭게 평가된 핵자료가 연소 임계도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얻은 연소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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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핵분열생성물들의 동 원소 조성 계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Kim03c, Kim04b] 벤치마크 계산은 WIMS-D Library Update Project(WLUP) 

[IAE02]의 핵자료 처리 차에 따라 생산된 라이 러리를 사용한 WIMSD-5B 코드

[Ask66]를 이용해 수행하 다.

(1) 핵분열생성물 평가 핵자료

  성자 반응 평가 핵자료는 원자로 설계  안  해석 등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다 상세한 원자로심 해석을 수행하기 해 핵

분열생성물 평가 핵자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분열생성물에 한 ENDF/B-VI 평가 핵자료는 최근 측정된 실험 

자료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다수의 핵종들이 오래된 실험 자

료에 근거하여 1970～80년 에 걸쳐 평가된 자료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과 미국 BNL의 NNDC는 1998년부터 국제 공동 

연구에 착수, 핵임계 안   수송 분야에서 특히 요한 19종의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핵자료를 최근의 실험 자료에 근거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자 반응 자료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표 3.3.1-11은 여기서 선정된 19종의 핵분열 생성물들

에 한 ENDF/B-VI 라이 러리의 핵자료 평가 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공동 연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0년에 종료된 1단계 평가에서

는 총 19개 핵종에 하여 열 성자 역을 포함한 공명 역에서 핵자료 평가

[Oh00]를 수행하 고 평가된 자료는 ENDF/B-VI.8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최근에 

종료된 2단계 평가에서는 총 19종의 핵종에 하여 상  공명 역부터 20 MeV의 

고속 성자 역에 걸쳐 핵자료의 평가[Lee02, Lee03]를 수행하 고 평가된 자료

는 2005년에 공개될 정인 ENDF/B-VII에 포함하기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단계 

평가 핵종들  Tc-99, Eu-153, Gd-157 등 3종은 공동 연구 성격상 미국 BNL에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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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Product

ENDF/B-VI 

Evaluation Date

ENDF/B-VI.7 

(2000)

ENDF/B-VI.8

(2001)

ENDF/B-VII

(to be released)

42-Mo-95 199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43-Tc-99 1978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44-Ru-101 198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45-Rh-103 1978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46-Pd-105 1989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47-Ag-109 1983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54-Xe-131 1978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55-Cs-133 1978 Re-evaluation - Upper Res.～Fast

59-Pr-141 198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0-Nd-143 1974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0-Nd-145 198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2-Sm-147 1988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2-Sm-149 1978 Re-evaluation - Upper Res.～Fast

62-Sm-150 198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2-Sm-151 1989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2-Sm-152 1980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3-Eu-153 1986 Re-evaluation - Upper Res.～Fast

64-Gd-155 1977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64-Gd-157 1977 - Thermal～Res.(MF=2) Upper Res.～Fast

표 3.3.1-11. 선정된 핵분열생성물 핵자료의 평가 황

(2) WIMS-D용 라이 러리 생산

  WIMSD-5B 코드는 열 성자로 노물리 격자 계산 코드로서 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이 코드는 비교  우수한 성능을 지닌 반면 매우 오래된 

핵자료에 근거한 다군 군정수를 사용한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 코드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해서 최근에 평가된 핵반응 자료에 

근거한 라이 러리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주도하에 WIMS-D Library Update Project (WLUP)가 1990년  

반에 착수되어 2001년 말 종료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성자 흡수단면 의 비교  연소도에 따

른 동 원소 조성을 계산하기 해 WLUP의 핵자료 처리 차에 따라 69군 

WIMSD-5B 코드용 성자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모든 핵종들에 한 기  

평가 핵자료로는 ENDF/B-VI.8을 사용하 고, 새롭게 평가된 18종의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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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에 한 핵자료만을 ENDF/B-VI.7과 ENDF/B-VII의 평가 핵자료로 체해 

주었다. 핵자료 처리 코드로는 NJOY99.81을 사용하 다. 

  WIMS-D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열 성자로에서는 100 eV 이하의 열 성자 

 하  공명 에 지 역에서의 성자속이 크기 때문에, 라이 러리들을 서로 비교

할 때 이 역에서의 흡수단면  차이가 클 경우 벤치마크 계산 결과에 향을  수

도 있다. 즉 Mo-95, Tc-99, Rh-103, Pd-105, Xe-131, Nd-145, Sm-147 등은 이 

역에서 ENDF/B-VI.7과 ENDF/B-VI.8 간에 약 20～50%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여기서 Mo-95, Rh-103, Sm-147 등은 약 2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에 지 구간에서 성자 흡수단면 이 수십 barns 이하로 작기 때문에 계산 결

과에 미치는 향이 작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Tc-99, Pd-105, Xe-131, 

Nd-145 등은 이 구간에서 수백 barns 이상의 흡수단면 을 지니고 있어 계산 결과

에 비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특히, Xe-131은 약 15%의 차이를 보이

는 26군에서의 흡수단면 이 약 1500 barns로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다(그림 3.3.1-5 참조).

그림 3.3.1-5. ENDF/B-VI.7과 ENDF/B-VI.8 간의 주요 핵분열생성물 핵종 비교 

  그림 3.3.1-6에서 ENDF/B-VI.7, ENDF/B-VI.8, ENDF/B-VII에 근거하여 처리

된 Xe-131의 69군 흡수단면 을 비교하 다. 그림에는 ENDF/B-VI.7  

ENDF/B-VII 라이 러리들의 ENDF/B-VI.8에 한 비(ratio)를 함께 표시하여 각각

의 라이 러리들에 한 상 인 차이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ENDF/B-VI.7과 ENDF/B-VI.8은 체로 열 성자  하  (lower) 

공명 에 지 역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ENDF/B-VI.8과 ENDF/B-VII은 

상  공명 이상의 에 지 역에서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86 -

그림 3.3.1-6. Xe-131의 성자 흡수단면  비교

(3) 벤치마크 계산

  WLUP에서는 업데이트된 WIMS-D 라이 러리의 검증을 해 많은 벤치마크 문제

를 비해 놓았다. 이들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들의 동 원소 조성을 계산할 

수 있는 OECD/NEA 연소도 벤치마크 문제와 LWR-Pu 재순환 벤치마크 문제에 

한 WIMSD-5B 코드 계산을 수행하 다. [IAE02]

  (가) OECD/NEA Burnup Credit Criticality Benchmark (Phase 1B)

  본 벤치마크 문제는 경수 감속 UO2 pin cell에 한 격자 계산을 통해 산출된 연소

도에 따른 핵종 조성을 실험값과 비교, 검증하기 해 마련되었다. 각각의 핵종 조성

은 27.35, 37.12, 44.34 GWd/tU 등 3종류의  연소도에서 계산되었다.

  ENDF/B-VI.7과 ENDF/B-VI.8을 사용한 벤치마크 계산 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

를 비교하면 두 라이 러리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핵종은 Nd-145로 44.34 GWd/tU의 연소도에서 ENDF/B-VI.8이 

ENDF/B-VI.7에 비해 실험값을 약 1.8% 정도 낮게 측하 다. 핵종의 조성 계산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었던 Xe-131은 실험값이 존재하지 않아 실험값

과 직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림 3.3.1-7은 ENDF/B-VI.7을 사용하여 계산된 조성에 한 ENDF/B-VI.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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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계산된 동 원소 조성의 상 인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언 한 

로 Tc-99, Pd-105, Xe-131, Nd-145 핵종들의 조성이 두 라이 러리 간에 상

으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Xe-131은 44.34 GWd/tU의 연소도에서 

4.66%의 차이를 보 다. 두 라이 러리 간 핵종 조성의 차이는  연소도가 증가함

에 따라 차 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1-7. ENDF/B-VI.8과 ENDF/B-VI.7 간의 동 원소 조성 비교

  (나) LWR-Pu Recycling Benchmark

  본 벤치마크 문제는 경수 감속 MOX pin cell에 한 격자 계산을 통해 산출된 핵종 

조성을 수치 으로 검증하기 해 마련되었으며 highly degraded plutonium과 

normal PWR recycled plutonium을 사용한 두 가지 경우에 해 계산이 수행되었

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연소도는 50 GWd/tU이다. 

  그림 3.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벤치마크 계산 결과는 OECD/NEA 벤치마크 

계산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즉, Tc-99, Pd-105, Xe-131, Nd-145 핵

종들의 조성이 두 라이 러리 간에 비교  큰 차이를 보 다. 특히, Xe-131은 

normal PWR recycled Pu를 사용한 경우에 5.02%의 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본 벤치마크 문제가 OECD/NEA 벤치마크 문제에 비해  연소도가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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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원자로 해석용 코드들의 개량에 따라 라이 러리 한 개량되고 있다. MCNP 

코드 한 미비한 으로 지 되어 온 비분리공명 역에서의 자기차폐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따라서 라이 러리에서도 비분리공명의 확률표를 삽입하여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정론  코드 라이 러리에서는 다

양한 공명 분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Bondarenko 방법이나 균질 노심 성자속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비균질 노심

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분 자료 생산 방법을 모색하고 검증

하 다. 본 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 MCNP용 라이 러리 생산방법 개량

  기존의 MCNP4A  4B 코드에서는 비분리공명에 지 역에서의 자기차폐효과

(self-shielding)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의 성자속이 상 으로 큰 고속

로 노심 계산에서 약 으로 지 되어 왔다. 그러나 MCNP4C 코드에서는 이를 보완

하여 NJOY 등 핵자료 처리 코드를 통해 생산된 UR 확률표(unresolved resonance 

probability table)를 UR 단면  자료로 그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최신의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과 

NJOY99.81 코드를 사용하여  UR 에 지 역에서의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하기 한 

MCNP4C 코드용 연속에 지 ACE 포맷 성자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UR 확률

표는 NJOY 코드의 PURR 모듈을 통해 생성된다. 

(1) NJOY 처리

  NJOY[Mac94]는 미국의 LANL에서 개발된 핵자료 처리 코드로서, ENDF 포맷의 

평가핵자료로부터 입자 수송 코드  원자로 노심계산 코드 등에 필요한 형태의 라이

러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NJOY99.81 버 이 도입되었는

데, GASPR 모듈을 실행할 때 발생하던 문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한 수정 버 이 

사용되었다. 

  그림 3.3.2-1은 MCNP4C용 라이 러리의 생산을 한 NJOY 코드의 처리 차를 

보여주고 있다. 지 까지 사용되던 일반 인 MCNP용 라이 러리 생산 차와 비교

할 때, 본 계산에서는 PURR 모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NJOY 처리 도  이 모듈을 

거치면서 PENDF 일에 UR 확률표 자료가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벤치마크 

계산에 필요한 온도인 293.6K에서의 ACE 포맷 라이 러리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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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MCNP4C용 라이 러리 생산을 한 NJOY 처리 차

  라이 러리를 생산하는 도  두 번의 ACER 모듈을 거치게 되는데, 두 번째 ACER

의 실행은 NJOY 코드의 자체 인 consistency 체크를 해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ACER의 실행 후 생성되는 일은 두 번째 ACER 실행을 한 입력 자료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된다. 

- check reaction thresholds against q values

- check that main energy grid is monotonic

- check angular distributions for correct reference frame

- check angular distributions for unreasonable cosine values

- check energy distributions

- check photon production sum

- check photon distributions

이 과정은 LANL의 라이 러리 검증 방법들  한 단계에 해당한다.

  (가) KNE68

  KNE68 라이 러리를 사용한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총 53종의 원소들  16종

의 원소가 UR 확률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원소들은 표 3.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UR 에 지 역을 지니고 있다. 특히, Mo-nat, U-233, 

Pu-241, Am-241 등은 지수차수(exponential order) 2 이상의 넓은 UR 에 지 



- 190 -

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노심들의 경우에는 확률표의 

향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 W-182, W-183, W-184, 

W-186, U-234, U-236 등도 비교  큰 UR 에 지 역을 지니고 있다. 이들  

Mo-nat, Am-241, U-234, U-236 등은 부분의 노심 내에 비교  은 양만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표의 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나) KNJ33

  KNE68을 사용한 벤치마크 계산에서는 총 53개의 핵종에 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Mg-nat, Si-nat, Ca-nat, Ti-nat, Ga-nat, Zr-nat, Mo-nat, 

Cd-nat 등 8개의 천연 핵종들에 한 평가 핵자료가 JENDL-3.3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 핵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동 원소들에 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KNJ33에 한 벤치마크 계산에서는 총 84종의 원소를 사용하 다. 이

들 84개 핵종에 한 라이 러리도 NJOY99.81을 통해 처리하 다.

  KNJ33에 한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총 84종의 원소들  30종의 원소가 UR 확

률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원소들은 표 3.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UR 에 지 역을 지니고 있다. 특히, Cd-106, Cd-108, Cd-113, U-233, 

Pu-241, Am-241 등은 지수 차수(exponential order) 2 이상의 넓은 UR 에 지 

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노심의 경우 확률표의 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도 Mo-95, Mo-97, Cd-111, U-234, U-236, 

Np-237 등이 비교  큰 UR 에 지 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KNF30

  앞에서 언 했듯이, KNE68을 사용한 벤치마크 계산에는 53개의 핵종에 한 자료

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Si-nat, Zr-nat, Mo-nat, Cd-nat 등 4개의 천연 핵종

들에 한 평가 핵자료가 JEFF-3.0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 핵종을 구성

하고 있는 모든 동 원소들에 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KNF30에 한 벤치

마크 계산에서는 총 72종의 원소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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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KNE68 KNJ33 KNF30

Lower E

(E, MeV)

Upper E

(F, MeV)

Log(F)- 

Log(E)

Lower E

(C, MeV)

Upper E

(D, MeV)

Log(D)- 

Log(C)

Lower E

(A, MeV)

Upper E

(B, MeV)

Log(B)- 

Log(A)

Fe-58

Zr-91

Zr-92

Zr-94

Mo-nat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100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6

W-182

W-183

W-184

W-186

Th-232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

-

-

-

1.0000E-03

-

-

-

-

-

-

-

-

-

-

-

-

-

-

-

4.5000E-03

7.6500E-04

2.6500E-03

3.2000E-03

4.0000E-03

6.0000E-05

1.5000E-03

2.2500E-03

1.5000E-03

1.0000E-02

-

2.5000E-03

5.7000E-03

3.0000E-04

9.8600E-04

1.5000E-04

-

-

-

-

1.0000E-01

-

-

-

-

-

-

-

-

-

-

-

-

-

-

-

1.0000E-01

4.5000E-02

1.0000E-01

1.0000E-01

5.0000E-02

1.0000E-02

1.0000E-01

2.5000E-02

1.0000E-01

1.4903E-01

-

3.0000E-02

4.0000E-02

4.0200E-02

1.0000E-02

3.0000E-02

-

-

-

-

2.00 

-

-

-

-

-

-

-

-

-

-

-

-

-

-

-

1.35 

1.77 

1.58 

1.49 

1.10 

2.22 

1.82 

1.05 

1.82 

1.17 

-

1.08 

0.85 

2.13 

1.01 

2.30

-

3.0160E-02

7.1000E-02

5.3500E-02

-

5.0000E-02

2.0000E-02

2.0000E-03

1.9000E-02

1.8000E-03

3.2000E-02

2.6000E-02

7.0000E-04

3.8000E-04

7.0000E-03

1.8000E-03

7.0000E-03

1.0000E-03

8.0000E-03

9.0000E-03

-

-

-

-

3.5000E-03

1.5000E-04

1.5000E-03

2.2500E-03

1.5000E-03

1.0000E-02

5.0000E-04

2.5000E-03

2.7000E-03

3.0000E-04

1.9000E-03

1.5000E-04

-

1.0000E-01

1.0000E-01

1.0000E-01

-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

-

-

-

5.0000E-02

3.0000E-02

5.0000E-02

3.0000E-02

4.0000E-02

1.5000E-01

3.5000E-02

3.0000E-02

4.0000E-02

3.0000E-02

4.0000E-02

4.0000E-02

-

0.52 

0.15 

0.27 

-

0.30 

0.70 

1.70 

0.72 

1.74 

0.49 

0.59 

2.15 

2.42 

1.15 

1.74 

1.15 

2.00 

1.10 

1.05 

-

-

-

-

1.15 

2.30 

1.52 

1.12 

1.43 

1.18 

1.85 

1.08 

1.17 

2.00 

1.32 

2.43

3.7000E-01

3.0160E-02

7.1000E-02

5.3500E-02

-

5.0000E-02

2.0000E-02

2.0000E-03

1.9000E-02

1.8000E-03

3.2000E-02

2.6000E-02

6.0000E-03

6.1000E-03

7.1758E-03

-

7.3500E-03

-

8.0000E-03

9.0000E-03

-

-

-

-

3.5000E-03

1.5000E-04

1.4990E-03

2.2500E-03

1.5000E-03

1.0000E-02

-

2.5000E-03

5.7000E-03

3.0000E-04

1.1500E-03

-

1.0000E+0

0

1.0000E-01

1.0000E-01

1.0000E-01

-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1.0000E-01

-

1.0000E-01

-

1.0000E-01

1.0000E-01

-

-

-

-

5.0000E-02

3.0000E-02

1.0000E-01

2.5000E-02

4.0000E-02

3.0000E-01

-

3.0000E-02

4.0000E-02

3.0000E-02

4.0000E-02

-

0.43

0.52 

0.15 

0.27 

-

0.30 

0.70 

1.70 

0.72 

1.74 

0.49 

0.59 

1.22 

1.21 

1.14 

-

1.13

-

1.10 

1.05 

-

-

-

-

1.15 

2.30 

1.82 

1.05 

1.43 

1.48 

- 

1.08 

0.85 

2.00 

1.54 

-

표 3.3.2-1. KNE68, KNJ33, KNF30의 비분리공명 에 지 역

  KNF30에 한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총 72종의 원소들  27종의 원소가 비

분리공명의 확률표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원소들은 표 3.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비분리공명에 지 역을 지니고 있다. 특히, U-233, Pu-241 등

은 지수 차수(exponential order) 2 이상의 넓은 비분리공명에 지 역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노심의 경우 확률표의 향이 커질 수도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도 Mo-95, Mo-97, U-234, U-236, U-238, Pu-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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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비교  큰 비분리공명에 지 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F30과 

KNJ33은 Cd-106, Cd-108 등 일부 원소를 제외하고는 체로 비슷한 비분리공명

에 지 역을 지니고 있다.

(2) 라이 러리 검증

  LANL에서는 생산된 MCNP 라이 러리의 검증을 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검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 Internal NJOY Consistency Checks

  NJOY99 코드는 자체 으로 MCNP 데이터 일에 하여 몇 가지 consistency 체

크를 수행한다. 체크 항목들은 앞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잘못되거나 

unreasonable하다고 여겨지는 값들이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정된다. 

  (나) Special-purpose Checking Codes

  몇몇 코드들이 처리된 MCNP 라이 러리 일들을 검증하기 해서 사용되어진다. 

이 코드들은 비분리공명의 확률표, sums of partial-reactions, secondary neutron 

and photon distributions, MT=5 cross sections, a comparison of threshold 

values with Q values 등을 체크하기 해서 사용된다.

  (다) Plots of Cross-section Data

  각각의 반응단면 들을 ENDF 자료와 함께 도시하고 비교함으로써 NJOY 처리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찾을 수 있다. LANL에서는 XSPLOT이라는 코드를 사용

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 Small, Standard MCNP Run

  앞선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일들은 표  MCNP 실행을 한 자료

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MCNP 코드가 일을 읽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

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NJOY 코드의 자체 인 consistency 체크 방법을 통한 라이 러리 

검증 작업만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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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치마크 계산

  새롭게 생산된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를 검증(validation)하기 해

서 LANL의 라이 러리 검증용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에 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각각의 라이 러리를 사용한 검증 계산 결과들은 벤치마크 실험 자료와 정량

으로 비교하 으며, ENDF60 라이 러리를 사용한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한, 새롭게 포함된 비분리공명의 확률표에 의한 비분리공명에 지 역에서의 자기

차폐효과 등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가)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

  LANL에서는 생산된 MCNP 코드용 라이 러리의 검증을 해서 ICSBEP 

(International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valuation Project)[NEA01]  

CSEWG(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 specifications[CSE91]의 벤

치마크 자료와 비교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이들 벤치마크 문제들이 모든 동

원소와 심 있는 에 지 역들을 모두 포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넓은 범 의 

에 지 역과 다양한 요 반사체(reflector) 물질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선택되

었다. 본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는 총 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총 1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Fra99].

Group 1: Bare metal assemblies

Group 2: Solution assemblies

Group 3: Water-reflected metal assemblies

Group 4: Polyethylene-reflected assemblies

Group 5: Beryllium- and beryllium oxide-reflected assemblies

Group 6: Graphite-reflected assemblies

Group 7: Aluminum-reflected assemblies

Group 8: Steel- and nickel-reflected assemblies

Group 9: Tungsten-reflected assemblies

Group 10: Thorium-reflected assemblies

Group 11: Normal uranium-reflected assemblies

Group 12: Highly enriched uranium-reflected assemblies

Group 13: Other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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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산 결과

  본 계산에서는 keff 임계도 계산 결과에만 을 맞추었다. 모든 벤치마크 계산은 

PC Linux 시스템에서 수행하 으며, MCNP version 4C 코드를 사용하 다.

ENDF60 결과와 비교

  ENDF/B-VI.8, JENDL-3.3, JEFF-3.0에 근거하여 생산된 이들 세 라이 러리에 

한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ENDF/B-VI.2에 근거하여 생산된 LANL의 ENDF60 라

이 러리에 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ENDF60 라이 러리는 UR 에 지 역에

서의 확률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 된 비교를 해 UR 확률표를 사용하

지 않은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이런 비교는 사용된 평가 핵자료가 임계도 계산 결

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필요하다. 그림 3.3.2-2～3.3.2-4는 이들 세 라이

러리를 사용한 계산 결과와 ENDF60을 사용한 계산 결과의 임계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NE68은 ENDF60과 비슷한 계산 결과를 보

다. 즉, ENDF/B-VI의 release 변경에 따른 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그림 3.3.2-3과 3.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KNJ33과 KNF30은 ENDF60과 비

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NJ33은 IEUMT2, BIGTEN1, 

BIGTEN2 등과 같은 비교  다량의 우라늄 반사체를 포함하고 있는 고속 성자 벤

치마크 문제에서 임계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핵연료  반사체 역

을 구성하고 있는 U-238 핵분열 반응율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KNF30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JENDL-3.2 평가 핵자료의 요 문제 들 의 하나는 U-233을 포함한 고속 성

자 벤치마크 문제에서 임계도를 과 평가한다는 이다. 그림 3.3.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런 상은 수백 keV 이상의 에 지 역에서 U-233의 핵분열반응단면

을 재평가한 JENDL-3.3에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JEFF-3.0은 

JENDL-3.2의 U-233 반응 단면  자료를 그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ENDL-3.2에서 나타나던 U-233 고속 성자 노심에 한 임계도 과 평가 상은 

그림 3.3.2-4에서 보는 것처럼 그 로 나타나고 있다. KNF30은 그룹 5의 Be  

BeO 반사체를 포함한 속 Pu 노심(PUMET18, PUMET19, PUMT21A, 

PUMT21B)에서도 임계도를 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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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KNE68과 ENDF60 간의 임계도 계산 결과 비교

그림 3.3.2-3. KNJ33과 ENDF60 간의 임계도 계산 결과 비교

그림 3.3.2-4. KNF30과 ENDF60 간의 임계도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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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폐 효과 비교

  그림 3.3.2-5～3.3.2-7은 KNE68, KNJ33, KNF30 라이 러리에 포함된 UR 확률

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효과는 UR 확률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임계도 계산 결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자기 차폐 효과는 세 라

이 러리에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즉, 그룹 13의 MIXMET8과 그룹 11의 

BIGTEN1, BIGTEN2 등 일부 문제에서만 자기 차폐 효과가 비교  크게 나타났을 

뿐 부분의 문제에서는 임계도에 2 mk 보다 작은 향을 미쳤다. 가장 큰 향을 보

인 MIXMET8 문제의 경우, KNE68에서 11.2 mk, KNJ33에서 11.4 mk, KNF30에

서 11.4 mk의 자기 차폐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3.3.2-5. KNE68의 UR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그림 3.3.2-6. KNJ33의 UR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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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KNF30의 UR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벤치마크 실험과 비교

  각각의 라이 러리에 하여 MCNP 계산값과 벤치마크 실험값 사이의 χ 2차를 계

산함으로써 라이 러리 간의 정량 인 비교를 수행하 다[Pre92]. χ 2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χ 2=∑
i

[MCNP( i)-Exp(i)] 2

MCNP(i)+Exp(i)
(3.3.2-1)

여기서 Exp(i)와 MCNP( i)는 벤치마크 문제 i에 한 임계도 실험값과 MCNP4C

를 이용한 계산 값을 나타낸다. 

  ENDF60, KNE68, KNJ33, KNF30에 한 χ 2값을 표 3.3.2-2에 수록하 다. 이 

표에는 각각의 벤치마크 그룹별 χ 2값과 체 벤치마크 문제에 한 χ 2값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률표를 사용하지 않은 KNE68의 경우

를 제외한 부분의 계산 결과들은 ENDF60에 비해 큰 χ 2차를 보 다. 특히, 

KNJ33과 KNF30의 경우 비분리공명의 확률표를 사용한 계산 결과가 사용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세 라이 러리

들을 비교하면, JEFF-3.0에 근거한 KNF30 라이 러리가 일부 벤치마크 문제에서 

발생한 임계도의 과 평가 등으로 인해 KNE68  KNJ33에 비해 나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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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ENDF60
KNE68 KNJ33 KNF30

with PT w/o PT with PT w/o PT with PT w/o P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7E-04

2.01E-04

8.21E-06

7.52E-06

8.85E-05

1.75E-05

8.74E-05

4.14E-05

1.68E-04

3.53E-05

1.98E-04

1.34E-05

7.78E-06

9.94E-05

1.49E-04

2.30E-05

1.20E-05

9.92E-05

9.09E-06

8.98E-05

4.19E-05

1.83E-04

4.72E-05

2.66E-04

1.59E-05

8.89E-05

1.19E-04

1.69E-04

2.12E-05

2.69E-05

9.75E-05

1.28E-05

9.41E-05

4.65E-05

1.71E-04

2.88E-05

1.75E-04

1.94E-05

1.07E-05

4.94E-05

2.38E-04

1.91E-05

4.12E-06

4.66E-05

4.98E-05

2.42E-05

5.36E-05

2.89E-04

5.47E-05

4.64E-04

2.85E-05

8.60E-06

3.79E-05

2.39E-04

1.53E-05

2.18E-06

5.06E-05

4.71E-05

2.07E-05

5.86E-05

2.92E-04

4.19E-05

4.80E-04

2.42E-05

5.37E-05

1.87E-04

1.78E-04

2.11E-05

1.77E-05

9.30E-04

1.24E-05

6.52E-05

9.30E-05

3.20E-04

8.56E-05

6.30E-04

1.18E-04

3.30E-05

1.80E-04

1.85E-04

1.53E-05

1.91E-05

1.05E-03

9.59E-06

8.08E-05

7.22E-05

2.99E-04

8.83E-05

6.08E-04

8.87E-05

1.01E-04

Tot. 9.81E-4 1.13E-03 9.92E-04 1.33E-03 1.36E-03 2.69E-03 2.80E-03

표 3.3.2-2. MCNP4C 계산값과 실험값 간의 χ 2차 비교

    나. 공명 역 공명 분자료 생산방법 개선

  공명 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는 일반 으로 NR(Narrow Resonance) 근사

에 근거한 Bondarenko방법[Bon64]을 이용하여 고려된다. Bondarenko 방법은 

고속로 시스템에서는 매우 합하다. 그러나 1～500 eV의 에 지에서 역 공명

에 민감한 시스템에서는 자기 차폐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 따라서 핵자

료 처리 코드 NJOY에서는 공명 핵종과 수소의 균질 노심을 가정하여 성자속을 

계산하고 그 성자속을 이용하여 자기 차폐된 유효 단면 을 생산한다. 본 과제

에서는 비균질 노심의 성자속을 RMET21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기존의 방

법으로 생산된 유효 단면 과 비교하 다. 한 NJOY 코드와 RMET21 코드를 

연계하여 비균질 노심의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역에서의 정 한 유효 단면

을 생산할 수 있는 계산 체계를 확립하 다.

  Bondarenko 방법, NJOY/Computed-flux, NJOY/RMET21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ENDF/B-VI.8 평가핵자료를 바탕으로 HELIOS 코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190군 단면 을 생산하 다. 그림 3.3.2-8은 NJOY/RMET21 방법을 통해 악티나

이드 핵종들의 단면 을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3.2-9와 3.3.2-10에 

의 세 가지 방법으로 생산된 U-235와 U-238의 단면 을 비교하 다. U-23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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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20.871, 36.682, 66.032 eV에 역 흡수단면 이 존재한다. 

NJOY/RMET21 방법으로 생산된 단면 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된 단면

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NDF/B-VI.8

↓

NJOY
(reconr/broadr)

 : 온도에 따른  단면  생산

↓

FXS4RMET  : RMET21 계산을 한 단면  생산

↓

RMET21  : 충돌 확률법에 의한  상세군 성자속 계산 

↓

RMET2GRPR  : RMET21 출력자료를 NJOY/groupr 입력자료로 변환

↓

NJOY
(groupr)

 :  상세군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역에서의 다군정수 생산

↓

190-G Lib.

그림 3.3.2-8. NJOY/RMET21 을 이용한 단면  생산 차

그림 3.3.2-9. U-235 핵분열  흡수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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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Energy (eV)] MCNP-4C
NJOY/

RMET21

NJOY

(comp.flux)
HELIOS

U-235 

fission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98.029

12.204

11.141

34.812

98.168

12.162

11.468

35.372

80.726 

28.634 

 7.925 

42.677 

90.071

35.652

15.144

45.659

U-235 

capture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63.234

10.199

34.567

44.427

62.845

10.197

35.928

45.985

49.126

34.444

21.468

73.167

54.990

42.772

34.751

81.799

U-238 

capture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13.354

 22.917

383.179

 13.064

13.647

 23.348

376.131

 13.265

14.409 

 25.205 

394.545 

 13.422 

12.639

 22.292

418.674

 13.219

그림 3.3.2-10. U-238 흡수단면  비교

  의 세 가지 방법으로 생산된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TRX-, BAPL-, 

BNL-series  WPPR 벤치마크 계산을 ONEDANT 코드로 수행하고 공명 역

에서의 유효 단면 을 비교하 다. 한 비교를 해 HELIOS  MCNP-4C 계

산을 수행하 다. 표 3.3.2-3～3.3.2-6에 각각의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얻은 유

효 단면 을 비교하 다. 

표 3.3.2-3. TRX-1 노심에서의 유효 단면  비교

  표 3.3.2-3과 3.3.2-4에서 NJOY/RMET21에 의해 생산된 라이 러리를 이용하

여 얻은 유효단면 은 MCNP-4C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U-238 

공명 피크가 있는 에 지 군에서 ONEDANT/NJOY(Computed)와 HELIOS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2-5의 BNL-1 노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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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Energy 

(eV)]
MCNP-4C

NJOY/

RMET21

NJOY

(comp.flux)
HELIOS

U-235 

fission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96.824

13.818

11.269

38.201

97.963

13.833

11.233

38.528

84.660

29.607

 7.925

43.285

87.568

33.413

15.127

44.450

U-235 

capture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61.377

12.442

35.217

55.699

61.375

12.531

34.949

56.814

51.527

35.866

21.484

75.524

53.543

40.283

34.740

80.901

U-238 

capture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18.107

 30.053

391.063

 14.830

18.702

 30.907

400.254

 14.983

18.935

 32.501

420.195

 14.855

17.262

 29.323

415.477

 14.862

Group[Energy (eV)] MCNP-4C
NJOY/

RMET21

NJOY

(comp.flux)
HELIOS

U-233 

fission

104 [54.222-61.442]

111 [22.603-25.613]

112 [19.947-22.603]

121 [ 6.868- 7.338]

122 [ 6.476- 6.868]

59.024

71.698

134.861

104.041

377.298

58.970

71.776

134.252

103.425

375.657

55.201

72.529

154.205

103.245

373.835

56.095

76.853

162.140

109.993

373.283

U-233 

capture

104 [54.222-61.442]

111 [22.603-25.613]

112 [19.947-22.603]

121 [ 6.868- 7.338]

122 [ 6.476- 6.868]

5.516

6.153

17.748

34.848

104.797

5.526

6.163

17.691

34.617

104.143

5.121

5.997

22.327

34.550

103.323

5.238

6.348

23.436

36.909

102.578

Th-232 

capture

104 [54.222-61.442]

111 [22.603-25.613]

112 [19.947-22.603]

121 [ 6.868- 7.338]

122 [ 6.476- 6.868]

4.856

16.930

14.619

0.249

0.258

5.079

17.419

14.956

0.249

0.258

4.997

17.908

15.625

0.249

0.258

4.868

16.656

14.968

0.248

0.253

NJOY/RMET21 결과는 MCNP-4C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Th-232의 두 개

의 흡수 공명 피크가 있는 112군에서 HELIOS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2-4. BAPL-1 노심에서의 유효 단면  비교

표 3.3.2-5. BNL-1 노심에서의 유효 단면  비교

  WPPR 노심에서의 유효단면 을 표 3.3.2-6에 수록하 는데 NJOY/RMET21 

결과는 MCNP-4C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U-238의 공명 피크에서 

ONEDANT/NJOY(Computed)와 HELIOS로 계산된 유효 단면 은 MCNP-4C 결

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로부터 NJOY/RMET21을 

이용하면 공명 역에서 매우 정 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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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Energy (eV)] MCNP-4C
NJOY/

RMET21

NJOY

(comp.flux)
HELIOS

U-235 

fission

 99 [101.30-114.79]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129 [2.6996-3.0590]

130 [2.3824-2.6996]

13.73

99.16

15.43

11.04

39.69

20.41

10.05

13.75

98.50

15.44

11.16

39.81

20.33

10.03

16.22

83.49

29.33

7.93

43.78

18.43

9.52

16.05

88.08

33.40

14.70

44.52

18.21

9.30

U-235 

capture

 99 [101.30-114.79]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22 [ 6.476- 6.868]

123 [ 5.715- 6.476]

129 [2.6996-3.0590]

130 [2.3824-2.6996]

13.09

62.02

14.70

34.25

61.31

4.29

2.11

13.15

61.84

14.72

34.76

61.68

4.28

2.11

13.65

50.82

35.46

21.48

77.46

4.12

2.25

14.73

53.94

40.43

33.79

82.29

4.71

2.43

Pu-239 

fission

103 [61.442-69.623]

107 [37.267-42.229]

112 [19.947-22.603]

168 [0.2907-0.3011]

37.24

8.42

81.33

3248.13

37.24

8.29

81.88

3246.47

52.17

11.78

57.44

3246.72

52.99

11.72

61.07

3232.37

Pu-240 

capture

 91 [275.36-312.03]

100 [89.398-101.30]

103 [61.442-69.623]

108 [32.888-37.267]

147 [1.0525-1.0623]

15.14

19.05

9.61

6.00

115621.56

14.70

18.67

9.63

5.98

115130.00

13.93

21.87

16.99

5.01

115152.00

14.59

22.80

17.17

5.25

114952.9

Pu-241 

fission

103 [61.442-69.623]

108 [32.888-37.267]

112 [19.947-22.603]

115 [13.710-15.536]

121 [ 6.868- 7.338]

122 [ 6.476- 6.868]

170 [0.2510-0.2705]

43.76

41.70

10.72

257.73

335.30

396.33

1621.94

43.76

41.52

10.77

258.37

336.03

396.31

1620.75

52.86

34.97

16.04

296.17

373.28

348.78

1620.61

55.57

37.92

18.49

301.23

398.77

540.51

1649.15

Pu-242 

capture

 92 [243.01-275.36]

 94 [189.26-214.45]

107 [37.267-42.229]

112 [19.947-22.603]

115 [13.710-15.536]

129 [2.6996-3.0590]

130 [2.3824-2.6996]

1.30

10.41

10.24

18.36

6.38

680.78

1524.53

1.27

10.54

10.40

18.48

6.35

690.51

1575.57

4.06

9.23

8.49

11.89

9.17

742.45

1780.88

4.20

9.15

8.58

12.83

9.28

692.87

1549.39

표 3.3.2-6. WPPR 노심에서의 유효 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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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에 지 입자수송용 산체계 구축

    가. 수송코드 설치  라이 러리 생산체계 구축

  KASKAD[Vol00a]  KATRIN[Vol04]은 discrete ordinate method를 사용하여 

각각 2차원 x-z, r-z, r-θ 구조  3차원 x-y-z, r-θ-z 구조에서 성자, 자, 

하 입자에 한 수송방정식을 계산하는 코드로서 원래 러시아의 Keldysh Institute 

of Applied Mathematics에서 개발하 으며 본 과제와 개발자와의 력을 통하여 

개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ADS(Accelerated Driven System) 련연

구의 증가와 더불어 심이 커지고 있으며 핵분열 문제를 포함한 부분의 수송계산

에 사용될 수 있다. 주 응용분야로는 MCNPX[Lan00]나 LAHET[Pra00] 등으로 

Monte Carlo 코드로는 상당히 긴 소요시간으로 인해 계산이 힘든 deep-penetration 

문제의 해석을 들 수 있다. 수송계산을 해 필요한 핵종의 단면  라이 러리는 일

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지 않는 FMAC-M 포맷으로 마련해야 한다.

  KASKAD  KATRIN 코드 패키지는 주 계산 코드인 KASKAD  KATRIN 

와 후처리 코드 KASF  KATRIF, 20 MeV 이하 에 지 역에서의 성자  

자용 핵반응자료를 생산하기 한 CONSYST/ABBN[Man98], 20 MeV 이상에

서의 성자/양성자/ 이온 핵반응자료를 생산한 후 CONSYST에서 마련한 20 

MeV 이하의 자료와 병합함으로써 체 에 지 구간에 한 핵반응자료를 생산해 

주는 SADCO[Gor96], 포맷 변환 유틸리티인 ARVES[Vol00b]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CONSYST  SADCO 코드의 기반자료는 러시아에서 평가한 핵자료들이

다. 이 코드들은 기본 으로 MS-DOS 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소스코드 없이 실행

일 형태로 배포되는 CONSYST를 제외하고는 Linux에서 Lahey fortran 

compiler를 사용하여 컴 일이 가능하도록 수정하 다. KASKAD  KATRIN 계

산의 경우 계산용 라이 러리 생산부터 후처리까지 작업 단계가 많기 때문에 

MS-DOS 보다는 batch 작업이 용이한 Linux가 작업수행에 더 한 OS이므로 

CONSYST 실행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Linux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를 마

련하여 구축하 다[그림 3.3.3-1 참조].

  러시아 핵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핵반응라이 러리 생산체계와 더불어 

국내  미국, 일본 등의 해외에서 생산한 최신평가핵자료를 이용하여 KASKAD 

 KATRIN 코드용 핵반응자료를 생산하는 체계 역시 구축하 다. CONSYST는 

편집이 어려운 바이 리 형태의 ABBN-93 라이 러리 일[Man97]을 기본 핵

자료로 사용하고 SADCO의 경우 총단면  자료는 텍스트 형태의 일로 되어있

어 수정이 가능하지만 산란반응을 다룰 때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scattering 



- 204 -

matrix 는 독자 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코드 내부에 있는 별도의 루틴에서 계

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수정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다군 단면 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핵자료를 갱신하려면 소스코드나 바이 리 일을 수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아서 새로운 평가 핵자료를 실제 계산에서 용하고자 

할 경우 CONSYST  SADCO 코드의 개발자에게 기본 핵자료의 갱신을 요청하

는 것 외에는 달리 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쇄 인 코드를 사용하

지 않고 NJOY처럼 재 리 사용되고 있는 개방형 평가핵자료 처리도구를 

KASKAD  KATRIN 계산을 한 핵자료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한다면 기본핵자료의 수정이나 갱신이 보다 유연하고 용이해 질 것이다.

  NJOY와 TRANSX를 사용하면 ANISN 포맷[Eng67]의 다군 단면 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ANISN 포맷의 성자/양성자 자료를 KASKAD  KATRIN 계산

을 한 FMAC-M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RVES

에는 ANISN 포맷을 FMAC-M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모듈이 있지만 성자 처리

용일 뿐이므로 양성자 자료에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양성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ARVES 의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NJOY와 TRANSX

에서 계산해 주지 않지만 하 입자의 수송계산을 해 매우 요한 자료인 

stopping power를 별도로 계산해서 ANISN 포맷이나 FMAC-M 포맷의 일에 

추가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NJOY와 

TRANSX에서 출력한 ANISN 포맷의 다군 단면  일을 편집할 수 있는 로그

램인 LIBBER 와 ANISN 포맷의 성자/양성자 coupled data를 바이 리 형태의 

FMAC-M 포맷의 자료로 변환해 주는 로그램인 ANI2FM을 별도로 개발하 다. 

LIBBER는 ANISN 포맷의 다군 단면  일에서 특정 코드의 자료를 쉽게 편

집하기 한 도구로서 별도의 코드에서 계산한 stopping power 자료를 추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ANI2FM 은 ARVES를 토 로 개발한 로그램으로서 

ANISN 포맷의 성자 핵자료와 더불어 양성자 핵자료도 처리할 수 있으며 

LIBBER를 사용하여 특정 코드에 추가한 stopping power를 올바로 읽어서 

FMAC-M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한다.[Cho02  그림 3.3.3-2 참조]

  이러한 라이 러리 생산체계에 더하여 KASKAD  KATRIN 코드의 입력 작

업을 도와주는 처리 코드로 BOT3P 코드를 도입하여 설치하 다. 결정론  코

드의 특성상 유연한 구조 설계가 어려워서 복잡한 구조를 모델링 할 경우 입력 

자료가 복잡해 져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

는데 이를 방지하기 하여 BOT3P 코드는 복잡한 구조를 쉽게 형상화할 수 있

게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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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핵종의 라이 러리 생산  벤치마크

  본 과제에서 설치  구축한 산코드와 핵반응 라이 러리 생산체계의 검증을 

하여 KASKAD  KATRIN 코드의 자와의 공조를 통해 몇 가지 표 인 

핵종에 한 핵반응자료를 생산한 후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 다. 핵반응자료는 

CONSYST  SADCO를 포함하는 표 차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 으나 실험값과의 차이를 보이는 일부 낮은 양성자 에 지의 경우 NJOY

를 사용하는 차를 병행하여 사용하 다. 이 경우 상이한 차를 통하여 생산한 

두 종류의 핵반응 자료를 수송계산에 사용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계

산을 수행한 핵종은 C, Fe, Cu, Pb, W, Sn, U 등이며 벤치마크계산 유형은 양성

자를 각 핵종으로 이루어진 표 에 때렸을 때의 성자의 수율을 계산하는 것이

다. 양성자의 입사에 지는 30, 50, 52  100 MeV[Cho03]로 부터 최  2 

GeV에 이르는 넓은 역이다.

  표 3.3.3-1에는 C, Fe, Cu, Pb 등을 표 으로 하는 30  52 MeV 에서의 

성자 수율 계산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각 표 의 두께는 모

두 양성자의 비정(stopping range)보다 약간 큰 수치이며 도  계산결과와 함

께 표에 나타내었다.  NJOY/TRANSX/ANI2FM으로 나타난 부분은 LANL의 고에

지 핵자료인 LA150을 NJOY 코드로 처리한 후 TRANSX 와 ANI2FM을 이용

하여 생산한 핵반응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계산했을 때의 결과인데, 일부 핵종의 

경우 특히 52 MeV에서 CONSYST  SADCO를 사용했을 때보다 실험값과 더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3-2는 입사양성자의 에 지가 100 MeV 

일 때의 성자수율 계산결과를 역시 실험값  NJOY/TRANSX/ANI2FM으로 생

산한 라이 러리를 사용했을 때의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3.3-3에는 직경이 20 cm이고 길이가 60 cm 인 원통형의 납 표 에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때의 성자의 수율을 다양한 양성자 에 지에서 계산한 결과를 실험

값  LAHET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에 지 역은 100 MeV에서 

2 GeV 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으며 1.5 GeV 이상에서는 입사에 지가 증가할수

록 실험값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이하에서는 반 으로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3-4에는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때의 상이한 크

기의 텅스텐  납 표 에 한 성자의 수율을 역시 실험값  LAHET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표시하 다. 반 으로 LAHET 계산결과에 비해 실험값을 보

다 더 만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원통형 납 표 에 한 성자

의 수율 계산 결과를 COSMOTRON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는 표 3.3.3-5에 나타내었

다. 두께와 길이가 작은 표 에 한 계산결과의 경우 LAHET에 비해 실험값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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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석과 열화우라늄에 한 성자 수율 계산 결과를 

LAHET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는 표 3.3.3-6에 나타내었다. 열화우라늄의 경

우 실험값  LAHET 계산결과에 비해 반 으로 과소평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 가속기 차폐계산 용

  (1) 성자  감마선의 감쇠 계산

  성자  감마선의 차폐 계산에의 용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철, 콘크리

트, 납 등의 몇 가지 주요 차폐체에 한 감쇠계산을 수행하 다[Cho04a]. 양성

자빔을 입사할 표 핵으로는 성자수율이 비교  큰 직경 6 cm, 두께 1.6 cm 

의 원통형 구리로 선정하 으며 구리를 에워싸고 있는 차폐체 역시 원통형으로 

모델링하 다. 입사 양성자의 에 지는 100 MeV 이며 KATRIN 계산에 필요한 

핵반응라이 러리는 CONSYST 와 SADCO를 사용하여 생산하 다. 계산결과는 

그림 3.3.3-3에서 3.3.3-8에 걸쳐 MCNPX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단 는 인체에 한 방사선의 험도의 객 인 평가척도인 선량당량으로 하

다. MCNPX 계산결과와 비교한 이유는 MCNPX가 차폐계산에 이미 리 사용되

고 있고 실험값과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잘 검증된 코드이기 때문이다. 선량당량은 

KATRIN 코드로 계산한 성자  감마선속에 선량당량률변환계수[Icr87]를 곱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그림을 보면 납에 한 계산결과는 MCNPX와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철과 콘크리트의 경우 거리가 커짐에 따라 과소 혹은 과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CONSYST  SADCO에서 생산한 철  

콘크리트의 단면  자료가 에 지 구간에 따라 실제의 산란단면 보다 크거나 작

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철  콘크리트의 단면  자료를 에 지 구간

별로 일정값을 곱하여 차폐 계산을 다시 수행해 보았는데 그림 3.3.3-9에서 그림 

3.3.3-11에 걸쳐 나타낸 것처럼 MCNPX 계산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 주었다.

  (2) NIMROD 실험 해석

  3D 모델링이 가능한 KATRIN을 사용하여 국의 NIMROD 양성자 가속기시설 

내에서 행해진 덕트스트리  실험 [Ste73] 을 모사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

하여 KATRIN의 스트리  계산 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Cho04b].

  NIMROD 실험은 터 을 따라서 설치한 검출기에서 방사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KATRIN에서 해석할 방사화 반응률은 
197Au(n,)198A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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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n,2n)11C 등 2가지이다. 이를 모사하기 하여 먼  KATRIN 계산을 통하여 

터 의 시작 에서의 에 지별 성자속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토 로 각 방사화 

반응에 한 군정수를 생산한 후 각 군별 성자속에 곱하여 반응률을 계산하

다. 측정값은 터 의 시작 을 1로 하여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반응률의 값은 

요하지 않으며 계산값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규격화하여 서로 비교하 다.

  NIMROD의 계산모형은 그림 3.3.3-3에 표시하 다. 평면도에서 void로 표시한 

부분으로 들어간 입자는 다시 돌아오거나 통과하여 터 로 오지 않고 소실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KATRIN계산에서 이를 근사 으로 모사하기 하여 이 부

분에 도가 10 g/cm3인 경수가 치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에 지가 7 GeV

인 양성자빔의 표 은 구리로서 지름 1cm, 길이 5cm 의 원통형이며 터 의 심

선상에 치해 있고 터 의 내벽은 도가 2.3 g·cm-3 인 콘크리트이다.

  KATRIN 계산에 필요한 단면 자료는 20 MeV 이하는 CONSYST를 20 MeV 

이상은 SADCO 코드를 사용하여 생산하 다. 반응률 계산에 필요한 군정수는 

JENDL-3.3 고에 지 핵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 다. 

  그림 3.3.3-4에 
197Au(n,)198Au 반응에 한 계산결과를 측정값과 비교하여 도

시하 다. 거리는 터 의 시작 에서 터 을 따라서 측정한 거리이다. 왼쪽으

로 꺾어지는 지 에 해당하는 거리는 11 m이다. KATRIN 계산결과와 측정값은 

터  종단부를 제외하고는 반 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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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3. 

CONSYST  SADCO를 

이용하는 KASKAD  KATRIN 

코드 수송계산 차

       
그림 3.3.3-2. 

최신 평가핵자료  NJOY를 

이용하는 KASKAD  KATRIN 

코드를 이용한 수송계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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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콘크리트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그림 3.3.3-4. 콘크리트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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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철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그림 3.3.3-6. 철 내에서의 감마선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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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그림 3.3.3-7. 납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그림 3.3.3-8. 납 내에서의 감마선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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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콘크리트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그림 3.3.3-10. 콘크리트 내에서의 감마선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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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철 내에서의 성자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그림 3.3.3-12. 철 내에서의 감마선의 반지름방향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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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 NIMROD 계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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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5. 12C(n,2n)11C 반응률 

계산결과  측정값과의 비교

       
그림 3.3.3-14. 197Au(n,)198Au 

반응률 계산결과  측정값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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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energy
Target

Material 

density

(g/cm 3 )

Target 

length

(cm)

KASKAD-S‐2.5/

ABBN‐93/

SADCO‐2
NJOY/

TRANSX/

ANI2FM

Estimated
(measured 

&estimated) 
[Nak83]

30 MeV

C 1.7 0.9 1.45E-2 1.09E-4 1.14E-3

Fe 7.86 0.3 1.98E-2 4.18E-3 9.90E-3

Cu 8.93 0.3 1.72E-2 5.45E-3 1.21E-2

Pb 11.34 0.3 1.64E-2 8.50E-3 1.73E-2

52 MeV

C 1.7 2.145 4.60E-2 3.27E-3 7.58E-3

Fe 7.86 0.6 7.19E-2 2.11E-2 2.04E-2

Cu 8.93 0.82 6.19E-2 2.78E-2 2.45E-2

Pb 11.34 1.0 1.01E-1 4.86E-2 3.05E-2

표 3.3.3-71. 원통형의 흑연, 철, 구리, 납 표 에 

30 MeV와 52 MeV의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성자 수율 비교

Target Measured[Lon87]

KASKAD‐S‐2.5/

ABBN‐93/

SADCO‐2
NMTC

NJOY/TRANSX/

ANI2FM

Li 0.123 0.151 0.160

Fe 0.115 0.208 0.122 0.093

Cu 0.145 0.202 0.169 0.144

Pb 0.343 0.388 0.363 0.215

Th 0.530 0.429 0.449

표 3.3.3-72. 원통형의 리튬, 철, 구리, 납, 토륨 표 에 

100 MeV의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성자 수율 비교

Proton beam 

energy, 

MeV

Total group 

number used

KATRIN/ABBN‐93/

SADCO‐2
LAHET

(preequilibrium 

model) [Lan98]

MRTI

experimental data 

(1990) [Vas90]

100 70 0.431

200 76 2.25

400 82 6.63 6.54

600 88 11.70 11.77

800 97 17.41 16.58

1000 97 23.37 21.01 21.5

1500 103 39.75 32.50 32.5

2000 109 52.63 41.98 42.0

표 3.3.3-73. 직경 20 cm, 길이 60 cm인 원통형 납 표 에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성자 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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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beam 

energy, 

MeV

W target 10.2d = cm 40l = cm Pb target 10.2d = cm 61l = cm

BNL 

experimental 

data (1998) 

[Zuc98]

KATRIN/

ABBN‐93/

SADCO‐2
LAHET

[Zuc98]

BNL 

experimental 

data 

(1998)[Zuc98]

KATRIN/

ABBN‐93/

SADCO‐2
LAHET 

[Zuc98]

800 15.11 15.97 17.47 13.60 14.13 14.96

1000 20.40 21.43 23.22 17.38 18.50 19.82

1200 26.84 28.81 22.31 22.38 24.25

1400 28.46 33.82 33.67 26.21 27.40 28.26

표 3.3.3-74. 텅스텐과 납 표 에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각각의 성자 수율 비교

Proton 

beam 

energy

, MeV

Pb target 10.0d = cm 40l = cm Pb target 20.0d = cm 60l = cm

COSMOTRON 

experimental 

data 

(1966)[Gib66]

KATRIN/

ABBN‐93/

SADCO‐2

LAHET

(preequil

i-brium 

model) 

[Lan98]

COSMOTRON 

experimental 

data 

(1966)[Gib66]

KATRIN/

ABBN‐93/

SADCO‐2

LAHET

(preequil

i-brium 

model) 

[Lan98]

540 7.90 8.507 7.948 8.60 10.22 9.037

720 12.05 12.15 12.834 14.09 14.82 14.288

960 16.82 17.72 18.151 20.46 22.54 20.979

1470 26.82 27.80 30.136 31.82 37.89 32.240

표 3.3.3-75. 상이한 크기의 납 표 에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성자 수율 비교

Proton 

beam 

energy

, MeV

Sn target 10.0d = cm 40l = cm
Depleted U target 20.0d = cm 

60l = cm

COSMOTRON 

experimental 

data 

(1966)[Gib66]

KATRIN/

ABBN‐93/

SADCO‐2

LAHET

(preequil

i-brium 

model) 

[Lan98]

COSMOTRON 

experimental 

data 

(1966)[Gib66]

KATRIN/

ABBN‐93/

SADCO‐2

LAHET

(preequili

-brium 

model) 

[Lan98]

540 4.65 4.92 5.897 18.64 12.32 13.796

720 8.37 7.11 8.959 29.09 17.72 20.600

960 11.82 9.98 12.512 40.46 26.28 31.381

1470 16.36 14.37 18.192 57.73 42.53 50.295

표 3.3.3-76. 주석과 열화우라늄 표 에 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의 

각각의 성자 수율 비교



- 217 -

제 4 .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가. 외국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핵자료 측정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된 외국 핵자료 측정설비들은 일본 경도

학 원자로연구소(KURRI)의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 일본 동경공

(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 러시아 Dubna에 있는 

Frank 성자 물리 연구소(FLNP)의 자가속기와 원자로를 결합한 핵자료 측정 

설비 등이다. 본 연구기간동안에 측정된 핵자료들은 Dy 동 원소와 Gd 동 원소

들과 같은 원자로 독물질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과  
232Th, 93Nb 등과 같은 

토륨 련 핵종의 핵자료 측정으로 크게 나  수 있다.

(1) 원자로 독물질 성자 포획단면  측정

  4종의 
161,162,163,164Dy 동 원소들과 5종의 155,156,157,158,160Gd 동 원소들의 성

자 포획단면 을 성자의 에 지 역에 따라서 두 곳에서 측정하 다. 열 성자

에서 수 keV의 성자 에 지 역의 측정실험은 일본 경도 학 원자로연구소

(KURRI)의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에서 10 keV 이상 100 keV 이

하 그리고 550 keV 에 지에서는 일본공 (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에서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Dy 동 원소들과 Gd 동 원소

들의 특성들을 표 3.4.1-1과 표 3.4.1-2에 정리하 다.

  (가) 일본 교토  KURRI 설비에서 Dy 동 원소의 포획단면  측정 

[Kim02-1], [Ro02], [Kim02-2], [Lee03e]

    실험방법

  각 시료에 한 성자의 포획단면 들은 유효비행거리 12.65±0.12 m의 비행

거리에서 성자 TOF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

포획감마선들은 12개로 이루어진 BGO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Yam96]. 

그림 3.4.1-1에 12개의 BGO로 구성된 검출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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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61Dy 162Dy 163Dy 164Dy

Chemical purity(%) 95.66 96.17 98.86 98.45

Isotopic composition(%)
156Dy
158Dy
160Dy
161Dy
162Dy
163Dy
164Dy

0.02±0.00

0.02±0.00

0.35±0.01

95.66±0.05

2.53±0.02

0.90±0.02

0.56±0.01

<0.01

<0.01

0.08±0.01

1.24±0.01

96.17±0.01

1.79±0.01

0.72±0.01

<0.01

<0.01

0.032±0.01

0.36±0.01

1.23±0.02

96.86±0.04

1.52±0.02

<0.01

<0.01

0.02±0.01

0.15±0.01

0.35±0.01

1.03±0.01

98.45±0.02

Weight (g) 0.5362 0.3097 0.5555 0.3286

Thickness (mm) 0.200 0.200 0.205 0.200

Diameter (mm) 20.00 15.00 20.05 15.50

표 3.4.1-1 Dy 동 원소 사양 

Sample  155Gd 156Gd 157Gd 158Gd 160Gd

Chemical Purity (%) 91.74 93.79 90.96 92.0 98.12

Isotopic composition(%) 
152Gd
154Gd
155Gd
156Gd
157Gd
158Gd
160Gd

0.04±0.00

0.64±0.02

91.74±0.10

5.11±0.10

1.12±0.05

0.94±0.05

0.41±0.02

<0.01

0.11±0.01

1.96±0.02

93.79±0.03

2.53±0.02

1.20±0.02

0.41±0.02

<0.02

0.16±0.01

0.81±0.02

2.21±0.03

90.96±0.08

5.08±0.05

0.80±0.02

<0.1

<0.1

0.96±0.05

1.7±0.05

3.56±0.05

92.0±0.10

1.82±0.05

<0.01

0.02±0.00

0.18±0.01

0.32±0.02

0.43±0.02

0.93±0.02

98.12±0.05

Weight  203.3 mg 197.6 mg 357.3 mg 352.8 mg 193.3 mg

Area[mm2]  π × 92    π × 92 15.4×15.4 15.1×15.1  π × 92

Thickness [mm] 0.1 0.1 0.1 0.1 0.09

표 3.4.1-2 Gd 동 원소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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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BGO Detector Assembly

  본 측정에서 자선형가속기는 두 가지 작동모드로 운 하 다. 성자 에 지

가 10 eV 이하 역의 실험을 하여 반복률 40 Hz, 피크 류 0.4 A, 펄스폭 3 

㎲ 그리고 30 MeV의 자에 지로 운 하고, 성자 에 지가 1 eV 이상의 에

지 역의 실험에는 반복률 100 Hz, 피크 류 4 A, 펄스폭 0.1 ㎲ 그리고 30 

MeV의 자에 지에서 운 하 다. 성자 포획단면  측정실험에 사용된 실험

배치도는 그림 3.4.1-2와 같다.

  한편 측정시스템의 에 지교정  background의 정도를 알기 해 큰 공명피

크를 가지고 잘 알려진 에 지의 값을 가진 Au(4.92 eV), Co(132 eV), Mg(336 

eV, 2.37 keV) 등으로 구성된 notch filter를 사용하 다.

그림 3.4.1-2 성자 포획단면  측정 실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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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 장치 

  데이터획득을 한 계측 회로도는 그림 3.4.1-3과 같다. 다 변수분석기

(multiparameter analyzer)에 장되는 3개의 신호  하나는 BGO 검출기에서 

발생한 신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성자 세기를 모니터 하기 해 사용된 BF3 비

례계수기에서 계수율  스펙트럼을 측정한 신호이다.

  12개의 BGO 검출기로부터 발생하는 출력신호는 동시계수방법에 의해 동시계

수장치에 입력되어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진 다음 KURRI 자선형가속기의 burst

에 의해 기화된 시간분석기(time digitizer)로 입력된다. 동시계수방법은 신호 

 잡음 비(signal to noise)를 좋게 하는 측정기술 의 하나이다. 이 게 입력된 

TOF 데이터는 각 시료별로 4×4096 채 을 가진 데이터로 컴퓨터에 장된다. 

TOF 측정에 있어서 성자의 세기(intensity)를 모니터하기 하여 설치된 BF3 

비례계수기의 데이터(계수율  스펙트럼)는 별도의 다 고분석기  카운터로 

입력되어 장되며, 측정된 모든 TOF 데이터들은 BF3 계수기로 측정된 성자 

수에 의해 규격화된다.

그림 3.4.1-3. 데이터 획득을 한 계측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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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시료에 의한 성자 포획수율(capture yield)을 측정하기 해 포획반응에 한 

검출효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포획단면 이 상 으로 큰 Sm 시료를 사용하

여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결정하 다.

① 열 성자속(thermal neutron flux)의 결정

  시료에 의한 성자 포획수율을 측정하기 해서는 우선 입사 성자속을 결정

해야한다. 본 측정에서는 열 성자에 해 상 으로 큰 포획단면 (5670 barn)

을 가지는 Sm 시료를 사용하여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결정하 는데 다음의 

식과 같다.

CSm(Eth )= ε
Sm(Eth )YSm(Eth )φ(Eth ) (3.4.1-1)

  여기에서C는 계수율, 첨자 Sm은 Sm 시료, Eth는 0.0253 eV의 에 지, ε은 

포획반응에 한 검출효율, Y는 포획수율, φ는 입사 성자속이다. Sm은 포획단

면 이 크고 열 성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으므로 식(3.4.1-1)에서 YSm(Eth )는 1

이 되며, 한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 ε
Sm(Eth )을 1이라고 가정하면 식(3.4.1-1)

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되며 Sm 시료를 측정하면 열 성자속을 구할 수 

있다.

CSm(Eth )= φ(Eth ) (3.4.1-2)

②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detection efficiency) [Yam86]

  검출기의 검출효율은 
10B 시료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10B의 단면 은 

3592.3 barn으로 10B( (n,α,γ)반응에 해서 10B은 black이라고 할 수 있고 식

(3.4.1-1)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CB(Eth )= ε
B(Eth )YB(Eth )φ(Eth ) (3.4.1-3)

이 된다. 여기서 첨자 B는 
10B를 나타낸다. B의 열에 지에서의 포획수율 

YB(Eth )는 Sm 시료와 마찬가지로 1의 값을 갖고 식(3.4.1-3)을 입하면 열에

지에서의 검출효율 ε
B(Eth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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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th )

CSm(Eth )
= ε

B(Eth )= ε
B

(3.4.1-4)

이 된다. 결과 으로 어떤 에 지에서의 성자속 φ(E)는 검출효율 ε
B
의 측정과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CB(E)= ε
BYB(E)φ(E) (3.4.1-5)

③ 포획수율(capture yield) 결정

  시료의 성자 포획수율은 다음의 계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CS(ER )= ε
S(ER )YS(ER )φ(ER)= ε

S(ER )φ(ER ) (3.4.1-6)

여기서 첨자 S는 시료, ER은 시료의 공명에 지이다. φ(ER)은 식(3.4.1-5)으로부

터 얻어진다. BGO 검출기는 총 에 지흡수검출기(total energy absorption 

detector)로 간주하기 때문에 포획시료에 한 검출효율 ε
S(ER )은 에 지에 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ε
S(ER )=ε

S
(3.4.1-7)

로 나타낼 수 있다. 포획시료의 에 지 E에서의 계수율은

CS(E)= ε
SYS(E)φ(E) (3.4.1-8)

와 같으므로 포획수율 YS(E)는

YS(E)=
CS(E)

CB(E)
⋅

ε
B

ε
S
YB(E) (3.4.1-9)

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CS(E)와 CB(E)는 측정하는 양이고 ε
B
는 열 성자에 

의한 Sm 시료의 계수율을 측정해서 얻는다. ε
S
는 포획시료의 공명측정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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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획수율의 보정

  성자 포획단면  측정에 있어서 포획수율은 포획시료에서 일어나는 포획반응

의 수로부터 결정되는 양이다. 성자 포획수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C(E)= (1-e
Nσ

t(E) t
)

σ
C(E)

σ
t(E)

fC (3.4.1-10)

여기서 N은 시료의 원자수, σ
t
는 성자 단면 , t는 시료의 두께, σ

C
는 성

자 포획단면 , fC는 시료에서의 성자산란에 한 보정인자이다. 시료의 두께가 

얇은 경우 성자 포획단면 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σ
C(E)=

YC(E)

N t f c
(3.4.1-11)

성자 포획단면 의 측정 시 시료에서 발생하는 성자의 단일 혹은 다 산란의 

문제는 매우 요하다. 

    측정 결과
  161Dy, 162Dy, 163Dy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결과는 그림 3.4.1-4와 같으며 

학술지([Kim02-1])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Symp. on Reactor 

Dosimetry)에 발표되었고[Kim02-2], 164Dy의 성자 포획단면 은 재 낮은 

에 지 역에서만 결과를 그림 3.4.1-5와 같이 얻었으며 학술지에 발표하기 하

여 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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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161,162,163Dy의 성자 포획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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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164Dy의 성자 포획단면  

  (나) 일본 동경공  설비에서 Dy 동 원소와 Gd 동 원소의 포획단면  측정

  일본 동경공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원자로공학연구소(Research 

Laboratory for Nuclear Reactors)의 3 MeV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하여 Dy 

동 원소와 Gd 동 원소의 포획단면 을 측정하 다. Pelletron 가속기에 의해 

가속된 펄스형 양성자빔은 성자 발생용 
7Li 표 에 입사되고 7Li(p,n)7Be 반응

에 의해 성자 펼스를 발생시킨다. 6Li-glass 섬 검출기를 이용해 발생한 성

자 펄스를 검출하 다. 시료에 포획된 성자에 의해 (n,) 핵반응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은 NaI(Tl) 섬 검출기로 측정하 다[Iga94].

    Pelletron 가속기  핵자료 측정 설비

  Pelletron 가속기는 미국 NEC사의 3UH-HC Pelletron 가속기로 Van de 

Graaff형 정 가속기의 일종이지만 하운반에 스테인 스 속펠렛을 사용하는 

에서 고무벨트를 사용하는 Van de Graaff형 가속기와 구별된다. 터미  압

은 최  3 MV이고 직경 5 mm의 구멍을 지나 가속된 펄스형 양성자빔(1.5 ns 

width, 4MHz)은 수송  끝에 설치되어 있는 
7Li 표 에 도달한다. 빔 수송 에는 

기  시간신호를 얻기 한 TPO(Time Pick-Off) 장치와 빔 류를 측정하기 

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는 10-8～10-6 Torr의 고진공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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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letron 가속기에 의해 가속된 펄스형 양성자 빔은 성자 발생용의 7Li 표

에 입사되어 
7Li(p, n)7Be 반응에 의해 펄스 성자를 발생하고, 이를 시료에 입사

하여 생성된 감마선을 그림 3.4.1-6과 같은 측정 장치에 의해서 핵자료 측정 실험

을 한다. 7Li 표 은 직경 30 mm, 두께 0.5 mm의 동 에 속 7Li을 진공 증착

한 것이다. 7Li 표 은 융 이 낮기 때문에 펄스형 양성자 빔에 의한 발열로 7Li이 

증발하지 않도록 
7Li 표 에 빔 수송 의 외부로부터 물을 분사하여 냉각시켰다.

그림 3.4.1-6.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장치

    검출기  계측회로

  본 실험에 사용된 성자 검출기는 6Li-glass 섬 검출기를 사용하 고, 감마선

검출기로는 Compton 억제형 NaI(Tl) 검출기를 사용하 다. 6Li-glass 섬 검출기

는 직경 5 mm, 두께 5 mm의 원통형 
6Li-glass 섬 체에 직경 12.7 mm의 자

증배 이 붙어 있는 소형검출기이다. 그림 3.4.1-7에 개략 인 모양을 나타내었다. 

Compton 억제형 NaI(Tl) 검출기는 그림 3.4.1-8과 같이 직경 152 mm의 주검출

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형 환상형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Compton 산란과 

자 생성에 의해 주검출기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2차 감마선을 형 환상형 검출

기로 검출하고, 이 event를 주검출기에서 측정한 감마선 event와 역동시회로에 의

해 제거함으로써 주검출기에  에 지를 부여한 event만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자  감마선 계측회로는 그림 3.4.1-9와 그림 3.4.1-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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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6Li-glass 섬 기를 이용한 성자 검출기

(a) 

(b)

그림 3.4.1-8. Compton 억제형 

NaI(Tl) 감마선 검출기, 

(a) 주 검출기, (b) 환상형 검출기

   

그림 3.4.1-9. 성자 계측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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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0. 감마선 계측 회로도

    측정 실험 

  실험은 경북 , 익산 , 동아  그리고 일본 동경공  원자로공학연구소와 공동

으로 수행하 으며 Dy 동 원소(161,162,163,164Dy)와 Gd 동 원소

(155,156,157,158,160Gd)들에 하여 10-100 keV 성자 에 지 역과 550 keV 

성자 에 지에서 각각 측정하 으며, 각 시료들에 하여 측정한 시간은 표

3.4.1-3,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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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3. 10-100 keV 역에서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시간

구  분

161Dy 162Dy 163Dy 164Dy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측정 시간 21 6.5 6.5 75 8 9 32 6.5 6.5 129.7 18.5 17

표 3.4.1-4. 550 keV에서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시간

구  분

161Dy 162Dy 163Dy 164Dy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측정 시간 43 10 4 56 28 5 49 38 8 44 21 2

표 3.4.1-5. 10-100 keV 역에서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시간

구  분 155Gd 156Gd 157Gd 158Gd 160Gd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측정 시간 30.5 13.5 13 75.8 13.5 13 31 4.5 4.5 67 9.5 9 34.6 13.5 13

    데이터 분석

  표 시료인 197Au와 각각의 Dy(혹은 Gd) 동 원소 시료의 (n,)핵반응을 일

으킨 성자 수와 감마선 고스펙트럼을 Compton 억제형 NaI(Tl) 검출기로

부터 측정한 결과로부터 고 무게법을 이용하여 감마선 수율을 구하면 시료

의 성자 포획단면 은 아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σ
Dy =

Y
CDy⋅nDy⋅φ

Dy

(3.4.1-12)

여기서, CDy 는 Dy에 한 보정인자, nDy는 시료의 두께[atoms/barn], 는 

Dy에 입사한 성자 수이다. 측정용 시료에 입사한 성자 수 는 표 시

료에 입사한 성자 수 와의 상 측정을 통해서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

다.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체계도는 그림 3.4.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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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Dy = φ

Au⋅
CIDy
CIAu

⋅
LiAu
LiDy

⋅
CDy
CAu

(3.4.1-13)

CIDy,CIAu : Dy 동 원소와 197Au의 측정시 가속기에서 발생된 양성자의 수

LiDy,LiAu  : Dy 동 원소와 197Au의 측정시 성자 검출기에서 측정된 성자 수

CDy,CAu  : 성자 검출기에서 검출한 성자 수들 에 특정 DW(Digital 

Window) 역에서 Dy와 197Au에 입사된 성자 수

그림 3.4.1-11. 측정 데이터 분석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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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포획단면  측정결과

  ①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Kim01-1], [Kim02-3], Kim02-4],[Kim04-1]

  성자 에 지가 100 keV 이하인 경우의 Dy 동 원소에 한 성자 포획단

면  측정 결과를 표 3.4.1-6에 정리하 으며, 다른 그룹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그림 3.4.1-12에 나타내었다. 성자 에 지가 550 keV에 한 성자 포획

단면 을 표 3.4.1-7에 정리하 다.

성자에 지 

(keV)

성자 포획단면  (barn)
161Dy 162Dy 163Dy 164Dy

15-25

25-35

35-45

45-55

55-65

65-75

75-85

2.81 ± 0.127

2.16 ± 0.104

1.76 ± 0.084

1.51 ± 0.074

1.30 ± 0.062

1.18 ± 0.057

0.99 ± 0.052

0.56 ± 0.034

0.45 ± 0.025

0.38 ± 0.020

0.34 ± 0.018

0.32 ± 0.016

0.30 ± 0.016

0.26 ± 0.016

1.54 ± 0.078

1.20 ± 0.059

1.01 ± 0.050

0.90 ± 0.040

0.77 ± 0.038

0.71 ± 0.035

0.68 ± 0.035

0.25 ± 0.025

0.21 ± 0.015

0.17 ± 0.012

0.15 ± 0.011

0.15 ± 0.010

0.15 ± 0.010

0.15 ± 0.012

표 3.4.1-6.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결과

그림 3.4.1-12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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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에 지

(keV)

성자 포획단면  (barn)

161Dy 162Dy 163Dy 164Dy

Present 550[FWHM*] 0.221±0.016 0.110±0.007 0.119±0.008 0.037±0.005

Mizuno 550[FWHM+] 0.216±0.009 0.108±0.004 0.109±0.005 -

Bokhovko

200 -210

300-320

440-460

0.444±0.025

0.327±0.019

0.245±0.014

0.127±0.008

0.105±0.007

0.093±0.006

0.317±0.021

0.222±0.014

0.146±0.009

0.049±0.004

0.046±0.004

0.038±0.003

Beer

300-400

400-500

500-600

520

570

0.299

0.253

0.229

-

-

-

0.2037

0.1565

0.1078

-

-

-

0.075

0.075

ENDF/B-

VI

370

400

500

520

548

552

700

550[FWHM*]

0.302

-

-

-

-

-

0.163

0.203

0.325

-

-

-

-

-

0.326

0.325

0.158

-

-

0.134

-

-

0.158

0.130

-

0.178

0.118

-

0.111

-

0.114

0.116

표 3.4.1-7. 성자 에 지가 550 keV 역에서 Dy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 161Dy: 73 keV, 162Dy: 180 keV, 163Dy: 83 keV, 164Dy: 173 keV

+ 161Dy: 80 keV, 162Dy: 113 keV, 163Dy: 80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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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성자 에 지가 100 keV 이하인 경우의 Gd 동 원소에 한 성자 포획단

면  측정 결과를 표 3.4.1-8에 정리하 으며, 다른 그룹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그림 3.4.1-13에 나타내었다. 아직 오차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성자에 지 역

(keV)

성자 포획단면  (barn)

155Gd 156Gd 157Gd 158Gd

15-25

25-35

35-45

45-55

55-65

65-98

2.9876

2.4436

2.0909

1.9462

1.7099

1.4687

0.8155

0.5443

0.4979

0.4521

0.4268

0.3734

2.2151

1.6614

1.4392

1.2750

1.0397

0.8847

0.3980

0.2934

0.2735

0.2503

0.2404

0.2433

표 3.4.1-8.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결과

그림 3.4.1-13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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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bna 핵자료 측정 설비에서 토륨 련 핵종 단면  측정[Bae00], 

[Gri02], [Mez03]

  232Th는 미래 고속증식로에 아주 유용한 핵종으로 그 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 
232Th에 한 성자 포획단면 의 측정 데이터는 이러한 추

세에 부합할 만큼의 풍부하지 않고 정확도(accuracy)도 요구되는 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32Th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은 그것이 갖는 자연붕괴사슬

(decay chain)로부터 기인하는 높은 감마 배경복사에 의해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반 으로 이러한 높은 감마 배경복사들은 그것을 만드는 딸 핵종을 화학

으로 제거하거나 는 측정 시 펄스 분석 수 을 높여 최소화시키고 있다. 자

의 경우, 측정은 시료의 처리 후 곧바로 측정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신호

비를 감소시키게 되는 성자포획에 기인하는 감마선들까지도 제거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포획에서 두 개 이상의 감마를 방출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호 비를 개선할 수 있는 다 동시계수측정법(multiple coincidence 

technique)을 도입하여 측정을 수행하 다. 다 도분석법(multiplicity 

spectrometry)은 감마 TOF 스펙트럼을 다른 다 도에 해 동시 으로 측정하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21.5 eV～215 eV의 에 지

역에서 
232Th의 성자포획단면 의 측정을 수행하 으며, 성자포획에 의해 변

형된 복합핵의 붕괴과정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감마 다 도 스펙트럼

(gamma multiplicity spectrum)도 측정하 다.

    실험 방법:

  - Dubna 핵자료 측정 설비: 러시아 Dubna에 소재한 JINR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연구소에 있는 Frank 성자 물리연구소(FLNP)가 보유한 

자선형가속기와 IBR-30 원자로를 결합한 핵자료 측정설비는 그림 3.4.1-14와 

같다. 본 실험은 그림 상에서 선으로 표시한 122 m 비행거리에서 수행하 다. 

자선형가속기의 에 지  출력은 각각 40 MeV 와 10 kW로 펄스폭 4 μsec에

서 운 되었다.

  - 시료  검출기: 시료로서 4.5 cm× 4.5 cm 크기의 토륨시료(5.0 g)와 직경 

6.0 cm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 으며 각 시료의 두께는 토륨이 0.023 cm, 우

라늄이 0.025 cm 이다. 이것은 각각 6.42×10-4 atom/barn  1.19×10-3 

atom/barn에 상당한다. 성자빔은 그림 3.4.1-15에서와 같이 BF3 비례계수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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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되어진 후 시료 앞에 설치된 두 개의 collimator에 의해 직경 8 cm로 집

속되어져서 검출기 앙에 설치된 시료에 입사된다.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86 %의 C6H5CH3 과 14 % 의 B(OCH3)3로 구성된 다 분할 액체 섬 계수 에 

의해 검출된다. 섬 액체는 두 개의 40 l 탱크에 2 mm 두께의 알루미늄 으로 

격리된 16개의 분할된 공간에 각각 채워져 있으며 각 공간에는 PM튜

(FEU-100)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3.4.1-14. 러시아 Dubna 핵자료 측정 설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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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5. 러시아 Dubna 핵자료 측정실험 장치도

1-monitor, 2, 4, 8-collimators, 3-sample filter, 5-lead shielding of (n,) detector, 

6-16-section liquid (n,) detector, 7-sample radiator, 9-neutron detector

- 계측회로: 16개 PM-tube 신호는 그림 3.4.1-1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증폭된 

다음 분 고 분석기에 입력된다. 이 분석기의 논리 신호들은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들어오는 입력신호의 수를 결정하는 fast coincidence multiplicity coder로 

보내지게 된다. 한편, 증폭된 16개 PM-tube 신호는 선형 합산기에 의해 더해진 

다음 미분 고분석기로 보내진다. 다시 이 신호는 coincidence multiplicity 

coder의 신호로 사용되며, 한 성자의 TOF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신호로 사용

된다.

그림 3.4.1-16. 러시아 Dubna 핵자료 계측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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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분석 방법:

  - 232Th의 에 지군 평균 성자 포획단면  측정: 232Th의 i 번째 에 지군의 

평균 성자 포획단면 은 표 시료인 
238U의 성자 포획단면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σ
C>
Th
i =

SU

STh
⋅

(nd)U

(nd)Th
⋅
NThi
MTh

⋅
MU

N
U
i

⋅< σ
C>
U
i
. (3.4.1-14)

  이 식에서 S는 시료의 단면 , n 는 시료의 수 도, d는 시료의 두께, M는 시

료의 모니터 수, Ni 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i 번째 에 지군의 체 검출기에 측

정된 수이다. <σ
C>
U
i
는 ENDF/B-VI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GRUCON 코드로 계산

한 값이다. 표 3.4.1-9는 식 (3.4.1-14)에 의해서 측정된 값과 ENDF/B-VI와 

JENDL-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GRUCON 코드로 계산한 값과 측정된 값의 비 

(R= 계산값/측정값)를 같이 나타내었다.

성자 에 지 군 

[eV]

<σ
C>
Th 

[barn]
R
ENDF

R
JENDL <σ

C>
U[barn]

21.5 - 46.5

46.5 - 100

100 - 215

215 - 465

465 - 1,000

1,000 - 2,150

2,150 - 4,650

4,650 - 10,000

57.0 ± 5.0

20.3 ± 2.0

19.9 ± 3.0

5.84 ± 0.60

3.96 ± 0.40

2.34 ± 0.20

1.70 ± 0.20

0.86 ± 0.10

1.05

0.93

1.37

0.68

1.17

1.11

1.20

0.99

1.05

0.93

1.36

0.77

1.44

1.31

1.43

0.96

54.2

16.6

20.3

4.55

3.32

1.70

1.24

0.81

표 3.4.1-9. 232Th 의 에 지군 평균 성자 포획단면

  - 232Th의 에 지군 평균 성자 단면  측정: 232Th의 성자 단면 은 

124 m의 비행거리에 설치된 직경 0.5 cm, 길이 6 cm인 보론 비례계수  3개로 

된 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TOF 방법으로 측정한다. 시료가 있을 때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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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성자 검출기에 검출되는 비 즉 성자 이율 T를 측정하면 된다. 만약, NO

와 NI를 시료가 없을 때와 시료가 있을 때의 성자 카운트 수라고 한다면 성

자 에 지 역 ΔE에서의 평균 이율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E) >=
N I(E)

NO(E)
≡

⌠
⌡ΔE

φ(E)ε(E)e
- σ

t (E) nddE

⌠
⌡ΔE

φ(E)ε(E)dE
(3.4.1-15)

  이 식에서 n 는 단  부피당 원자수이고 d 는 시료의 두께이다. φ(E)와 ε(E)

는 성자 에 지의 함수로 표시된 성자속과 검출효율이다. 평균 성자 단면

은 아래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σ
T(nd)=-

1
nd

ln T(E) (3.4.1-16)

  이때 측정된 단면 은 임의의 두께를 갖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두께에 의한 다  산란 효과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즉,

σ
T(0)≡ < σ

T>=Kmsc(nd)⋅ σ
T(nd) (3.4.1-17)

  다 산란 효과에 한 보정 상수 Kmsc(nd)는 서로 다른 두께의 시료에 한 평

균 단면 을 측정한 후 두께가 0인 시료에 한 단면 으로 추정한 값에 의

해서 결정된다. 성자 에 지가 10 eV 이상 10 keV 이하 역에서 측정된 에

지군 평균 성자 단면 을 표 3.4.1-10에 정리하 고, ENDF/B-VI와 

JENDL-3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의 비도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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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에 지 군 [eV] < σ
T> [barn] R

ENDF
R
JENDL

10.0 - 21.5

21.5 - 46.5

46.5 - 100

100 - 215

215 - 465

465 - 1,000

1,000 - 2,150

2,150-4,650

4,650 - 10,000

12.4 ± 0.6

74.6 ± 4.0

71.8 ± 3.0

45.3 ± 1.5

33.5 ± 1.3

24.9 ± 1.1

21.9 ± 0.9

19.6 ± 0.9

17.7 ± 0.8

1.12

1.04

1.07

1.09

1.02

1.04

1.06

1.03

1.08

1.08

1.02

1.10

1.04

1.04

1.13

1.02

0.98

1.02

표 3.4.1-10. 232Th의 에 지군 평균 성자 단면  측정 결과와 

ENDF/B-VI와 JENDL-3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와의 비 (R=계산값/측정값)

  - 93Nb의 에 지군별 평균 성자 포획단면   단면  측정[Gri01], 

[Gri03] : 232Th의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93Nb의 에

지군별 평균 성자 포획단면 과 단면 을 측정하 고 측정결과는 표 

3.4.1-11과 12에 있다. 93Nb의 공명상수도 결정하여 표 3.4.1-13에 정리하 다.

Energy Group

[eV]

Capture Cross Sections of 93Nb
Capture Cross Sections 

of 238U [barn]Present

[barn]
ENDF/B-VI

21.5 - 46.5 0.89 ± 0.36 0.413 54.2

46.5 - 100 0.16 ± 0.02 0.147 16.6

100 - 215 3.00 ± 0.07 3.058 20.3

215 - 465 1.69 ± 0.10 1.995 4.55

465 - 1,000 1.19 ± 0.11 1.090 3.32

1,000 - 2,150 1.53 ± 0.15 2.758 1.70

표 3.4.1-11 93Nb의 에 지군별 평균 성자 포획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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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12.  93Nb의 에 지군별 평균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nergy Group

[eV]

Total Cross Sections of 93Nb

Present

[barn]
ENDF/B-VI

465 - 1,000 7.5 ± 0.06 7.81

1,000 - 2,150 10.4 ± 0.97 11.57

2,150 - 4,650 9.21 ± 0.82 11.12

4,650 - 10,000 9.11 ± 0.81 9.27

10,000 - 21,500 8.47 ± 0.73 7.30

21,500 - 46,500 9.23 ± 0.71 8.16

46,500 - 100,000 9.32 ± 0.72 9.06

성자 에 지 [eV]
측정된 공명상수 ENDF/B-VI

Γ
n
 (meV) Γ γ (meV) Γ

n
 (meV) Γ γ (meV)

35.85

42.15

94.14

105.65

118.77

193.6

0.143 ± 0.068

0.11 ± 0.04

0.45 ± 0.12

0.62 ± 0.13

 5.8 ± 0.33

39.5 ± 3.6

228 ± 30

163 ± 25

194 ± 30

167 ± 30

172 ± 17

320 ± 60

0.107 ± 0.010

0.084 ± 0.008

0.314 ± 0.020

0.450 ± 0.020

3.80 ± 0.16

41.0 ± 1.2

166 ± 30

173 ± 30

170 ± 60

163 ± 60

132 ± 14

125 ± 12

표 3.4.1-13. 93Nb의 공명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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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항 성자 설비 개량  핵자료 측정

  (1) 포항 성자 설비 개요 [Kim01-2], [Kim02-5]

  포항 성자 설비는 그림 3.4.1-17과 같이 1998년 4월에 완공된 100 MeV  

자선형가속기에서 가속된 자빔을 Ta 표 장치에 입사하 을 때 생성된 펄스

형 성자를 이용하여 비행-시간법으로 성자의 에 지 함수로 성자 반응 단

면 을 측정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펄스형 성자 설비이다. Ta 표 장치는 그

림 3.4.1-18과 같이 10개의 서로 다른 두께의 Ta을 1.5 mm의 간격으로 배열하

고, 2 mm 두께의 Ti으로 표 의 커버를 만들었다. 이때 사용된 Ta 의 두께 

 지름 등 Ta 표 의 자세한 사양은 표 3.4.1-14와 같다.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의 에 지는 열 성자에서 수 MeV 에 지 역까지 Maxwell 분

포를 갖는다. 열 성자속을 최 로 하기 해서 그림 3.4.1-19와 같이 물을 사용

한 감속 장치를 사용하 다.

그림 3.4.1.-17. 100 MeV  자선형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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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표  구성 부분  크 기

사용된 순수 Ta 표 의 총 두께

40 mm φ
x
 2 mm t  3 개

40 mm φ
x
 3 mm t  2 개

40 mm φ
x
 4 mm t  1 개

40 mm φ
x
 6 mm t  4 개 

Ta 사이사이의 공간 총 두께 15 mm
물 순환 이 의 외경   12 mm φ

표 의 총 길이 74 mm
표 의 외경  49 mm φ

표 3.4.1-14. Ta 표 의 사양

그림 3.4.1-18. Ta 표 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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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9. 물을 사용한 감속 장치 

  성자 표 에서 생성된 성자들의 에 지는 성자들의 속도, 즉 일정한 거리

(L)에서 성자의 비행시간 tn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비행시간(Time of Flight)법이라 한다. 성자의 에 지가 1 MeV 이하인 경우에 

해서 성자의 에 지와 비행거리  비행시간과의 계는 아래와 같다.

En = (72.3⋅ L[m]
t n[μ sec ] )

2

  [eV] (3.4.1-18)

   식으로부터 알고 있는 에 지의 성자가 검출기에 측정되는 시간을 정확하

게 측정하면 비행거리 L은 정확하게 결정된다. 성자 에 지를 정확하게 측정하

기 해서 잘 알려진 공명에 지를 갖는 시료들(notch filter)을 선택하여 성자

가 시료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도록 비행 송선 앙 지 에 설치한다. 각

각의 시료들에 해서 공명에 지에 응되는 채 을 아래의 식으로 fitting 하면 

비행거리 L을 얻을 수 있다.

I=
72.3⋅L
Δt⋅ E

+
τ

Δt 
(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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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Δt 는 한 채 에 응되는 시간으로 0.5 μsec 이고, τ는 진짜 시간 0

와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간 0 사이의 차이다. 각 시료들의 공명에 지를 채 에 

하여 fitting 하면 그림 3.4.1-20과 같이 비행거리 L에 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본 실험 장치의 비행거리(실험장치- 성자표 -검출기)는 10.79±0.01 m이고 

τ=4.97 ㎲이다.

그림 3.4.1-20 시료들의 에 지를 채 의 함수로 fitting한 결과

  (2) 포항 성자설비 개량

  1단계 사업인 “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설비구축 타당성연구”로 

포항가속기연구소에 100 MeV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성자 생산설비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실험 가능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로 2단계

에는 국내  국외 이용자를 한 핵자료 측정 설비로 사용하기 하여 기존의 

설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기간동안에 개량된 설비들은 자가속기 

성능 보완, TOF 빔 송  개량, 자동 시료 교환기 제작  설치, 데이터 획득 

장치 개량, 그리고 TOF 빔라인 확장이다. 

(가) 자가속기 장치 련 설비 보완

  ① Modulator의 펄스 시스템(Oscilator)과 자석에 공 하는 원장치(MP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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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여 자가속기의 성능이 보완되었다. 2000년도의 최  빔 류가 약 30 

～40 mA이고 운  에 빔이 가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재 최  빔 류를 약 

70 ～ 120 mA까지 얻을 수 있었으며, 운  에 정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② 자가속기에서 가속되는 자빔의 크기를 모니터하기 하여 표 에 입사하

는 자빔을 볼 수 있는 CCD 카메라가 장기간의 방사선조사에 의해서 노후 된 

것을 교체하 다.

  ③ 방사선 역의 출입과 가속기 운 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제 시

스템을 설치하 다.

  ④ 자가속기 주변의 방사선  조 을 한 차폐체 보강: 표 장치실의 방

사선 차폐를 하여 표  뒷면에 그림 3.4.1-21과 같이 납벽돌로 보강하고, 지상

의 시료교환기  검출기실 주변에 외부사람들이 근 할 수 없도록 철망과 천막

으로 주변을 차폐하 다.

그림 3.4.1-21. 표 실의 납 벽돌 차폐체  방사선 구역 철망과 천막 설치

(나) TOF 빔 송  개량

  ① 성자 빔라인에 사용하던 납과 폴리에틸  콜리메이터를 그림 3.4.1-22와 

같이 설계하여 납과 철, 붕산(H3BO3)으로 바꾸어서 설치하 다. 이때 첫 번째 빔 

송 (직경 20 cm) 안에 설치하는 콜리메이터의 직경은 표  부근에서는 10 

cm로 하고 시료 부근에는 5 cm로 하 으며 두 번째 빔 송 (직경 15 cm)에 

설치한 콜리메이터는 시료 부근에서는 5 cm로 하고 검출기부근에서는 8cm로 하

다.

  ② 새로이 교체된 콜리메이터를 이용해 산란에 의해서 생성된 열 성자들에 의

한 배경복사 를 2배 이상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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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2. 성자 TOF 빔라인에 설치된 콜리메이터의 설계도

(다) 자동 시료 교환기 제작  설치:

  러시아 Dubna와 공동으로 자동시료교환기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 다. 그림 

3.4.1-23과 같이 제작 설치된 자동시료 교환기에는 4 개의 시료를 장착할 수 있

고 각 시료들이 정해진 시간동안 성자 빔 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CAMAC 장

치로 제어할 수 있다. 자동시료교환기를 이용하면 실험 에 시료 교체를 해서 

가속기의 운 을 단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험시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에 발생하는 계통 인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라) 데이터 획득 장치 개량 

  ① 데이터 획득 장치 개발  설치: 기존의 NIM을 기반으로 하던 데이터 획득 

장치의 성능보완을 해서 러시아 Dubna의 FLNP와 공동으로 CAMAC을 기반으

로 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를 그림 3.4.1-24와 같이 개발하 고 데이터 획득뿐만 

아니라 자동시료교환기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하 다. 이를 이용하는 실험

자들의 편이를 해서 데이터 획득 장치의 작동 매뉴얼을 작성하 다.

  ② 성자-감마 분리 장치 개발  설치 : 자빔을 Ta 표 에 입사하면 

bremsstrahlung에 의해서 많은 감마선들이 생성된다. 그러나 감마선과 성자가 

검출기에 반응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감마선과 성자를 분리하는 장치

를 그림 3.4.1-25와 같이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감마선과 기타 기 인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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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오는background 신호를 그림 3.4.1-26과 같이 분리할 수 있었다. 감마선과 

noise를 제거하기 해 그림 3.4.2-25의 SCA-550의 LLD를 1.12 Volt로 하면 

그림 3.4.1-26의 MCA 채  3000 이하의 신호는 모두 제거된다.

  ③ NIM 과 CAMAC 기반의 데이터 획득 장치 개발 운용

- CAMAC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와 함께 NIM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 획득 장치를 그림 3.4.1-27과 같이 개발하여 운용

- 감마선 background를 데이터 획득 시 제거하기 하여 성자-감마선 분리 

기회로장치를 사용하여 background를 일 수 있는 데이터 획득 장치를 갖춤

그림 3.4.1-23. 시료 4개를 동시 장착할 수 

있는 자동 시료 교환기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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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4. CAMAC 데이터 획득 장치

그림 3.4.1-25. 성자-감마선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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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6. 감마선, 노이즈, 성자의 고 분포

그림 3.4.1-27. NIM과 CAMAC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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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OF 빔라인 확장

  TOF 빔 라인의 길이가 L일 때 성자 에 지 분해능은 식 (3.4.1-18)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ΔE
E

=2
dt
t

(3.4.1-20)

dt는 여러 종류의 시간 측정과 련된 불확정도 제곱의 합한 것의 제곱근이다.

dt=τ= (∑
i
τ2
i ) (3.4.1-21)

  이때 시간 측정과 련된 불확정도는 아래와 같다:

ⓐ TOF 빔라인의 길이 L( τ
L
: △L=0.013 m)

ⓑ moderator 두께에 의한 시간 불확정도( τ
M
 : moderator 두께는 0.03 m)

ⓒ 자선형가속기의 펄스 비( τ
A
 : 1 ㎲)

ⓓ 데이터획득장치의 채  비( τ
W
 : 0.5 ㎲)

ⓔ 검출기에 의한 시간 불확정도( τ
D
 : 매우 어서 무시해도 됨)

  열거된 것들 에서 τ
L
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거의 일정하다. 에 지 분해능을 

높이기 해서는 τ
L
을 여야 하는데 τ

L
은 TOF 빔라인 길이 L을 길게 하면 

어든다. 빔라인을 확장하기  그림 3.4.1-28(좌)와 같이 측정된 길이 L=10.79 

m인 경우 성자 에 지 분해능을 성자 에 지에 따라 계산해 보면 표 

3.4.1-15와 같다.

성자 에 지[eV] 0.01 0.1 1 10 100 500

에 지분해능[%] 0.607 0.613 0.670 1.090 2.930 6.438

표 3.4.1-15. 빔라인의 길이 L=10.79 m인 경우 성자 에 지 분해능

 에 지 분해능을 높이기 하여 그림 3.4.1-28(우)와 같이 TOF 빔라인을 확장

하 다. 빔 라인 확장 후 TOF 빔라인 길이를 공명에 지가 잘 알려진 시료들(In, 

Co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그림 3.4.1-29와 같이 L=12.06±0.02 m인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성자 에 지 분해능은 표 3.4.1-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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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8. 빔라인 확장 과 후의 성자 검출기 설치실 모습

그림 3.4.1-29. 시료들의 공명에 지를 채 의 함수로 fitting 한 결과

성자 에 지[eV] 0.01 0.1 1 10 100 500

에 지분해능[%] 0.543 0.548 0.600 0.976 2.621 5.760

표 3.4.1-16. 빔라인의 길이 L=12.06 m인 경우 성자 에 지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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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항 성자설비 이용 성자 단면  측정 

(가) 실험개요

  국내에서 핵자료 생성을 해 구축된 포항 성자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성자 

단면 을 성자 비행시간법(TOF)으로 측정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가속

기의 운 조건  사용된 검출기는 다음과 같다.

- 포항 성자 생산 설비 운 조건: 자빔 에 지 : 60 ～ 65 MeV

자빔의 최  류 : 약 80 ～ 150 mA

자빔 폭 : 1 ～ 1.5 μs

자빔 반복률: 10 ～ 12 Hz

비행거리: 약 10.8 m

성자 검출기: 6Li glass scintillator

  데이터 획득 장치는 NIM과 CAMAC을 기반으로 하는 그림 3.4.1-27과 같이 

사용하 다. 지 까지 성자 단면 을 측정한 시료들과 각각 측정한 시간을 표 

3.4.1-17에 정리하 다.

시료 두께(mm) 측정시간(In/Out) 시료 두께(mm) 측정시간(In/Out)
Ta 0.2 27/27 Hf 0.5 42.5/42.5
W 0.2 48/48 Zr 0.5 33/33
Ti 0.5 43/43 In 0.2 21.5/21.5
Dy 0.5 18/16 Cu 1.5 31.25/31.25
Sm 1.0 65/65 Mo 3.0 48/48
Ag 0.5 65/65 Bi 3.0 48/48

표 3.4.1-17. 측정한 시료들과 데이터 획득 시간

(나) 데이터 분석 방법

  성자 TOF 방법으로 시료의 단면 을 측정하는 방법은 성자 선원과 검출

기 사이에 시료를 넣었을 경우(sample-in)와 시료가 없을 경우(sample-out)의 

검출기에 검출되는 성자 수의 비, 즉 성자 투과율(transmission rate)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입사한 성자의 에 지 함수로서의 성자 단면 σ(Ei)은 일정한 두께를 가

진 물질을 통과한 에 지(E)를 가진 성자의 투과율T(Ei)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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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exp { -nσ(Ei)} (3.4.1-22)

  여기서Ei 는 TOF채 에 상당하는 i-번째 에 지그룹에서의 총 계수, n은 단

면 당 원자 도이다. 본 측정에서 각 시료에 한 성자 투과율 T(Ei)는 아래

와 같다.

T(Ei)= (
Cisample- in

C
i
sample-ou t ) (3.4.1-23)

  로서, Dy 시료를 성자 빔라인에 있었을 경우(sample-in 혹은 sample)와 없

을 경우(sample out 혹은 open beam)의 TOF 스펙트럼은 그림 3.4.1-30과 같다.

그림 3.4.1-30. Dy의 TOF 스펙트럼

  측정하려는 시료에 해서 투과율을 측정하면, 성자 단면 은 다음의 식으

로 구할 수 있다.

σ(Ei)=-( 1
n ) lnT(Ei)  (3.4.1-24)

  식(3.4.1-24)에 한 측정 불확정도(uncertainty)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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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Δσ(Ei)=
1
n

1

C
i
sample- in

+
1

C
i
sample-out

(3.4.1-25)

이 식에서 n은 시료의 단 면 당 원자 도이고, i 는 time analyzer의 채  수

이다.

(다) 측정 결과

  본 실험에서는 성자 에 지 0.01 eV～100 eV 역에 하여 성자 단면

을 측정하 으며, 측정된 값들 사이의 측정편차, 즉 계측오차를 이기 해 

Δu=0.1 사지(lethargy)로 더하고 이들 결과를 ENDF/B-VI의 값들과 비교하

다.

  ① 공명에 지가 없는 경우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 Cu 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Sko02]

그림 3.4.1-31. Cu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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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Kim03-1], [Kim03-3]

그림 3.4.1-32. Ti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 Zr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그림 3.4.1-33. Zr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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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그림 3.4.1-34. Bi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② 공명이 있는 시료들의 성자 단면  측정

    ㉠ In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Sko02]

그림 3.4.1-35. In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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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Kim03-2], [Kim03-03]

그림 3.4.1-36. Dy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 Ag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Kim03-3], [Kim04-2]

그림 3.4.1-37. Ag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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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Kim03-3]

그림 3.4.1-38. W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 Sm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Kim03-4], [Kim04-2]

그림 3.4.1-39. Sm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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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f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그림 3.4.1-40. Hf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 Ta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그림 3.4.1-41. Ta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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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 시료의 성자 단면  측정결과

그림 3.4.1-42. Mo 의 성자 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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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l Purity [%] Thickness Reaction Eth[MeV] T1/2 [h] E γ [MeV] I γ[%]

In

Cu

Al

Al

99.99

99.97

99.94

99.94

0.2 mm

0.1 mm

0.1 mm

0.1 mm

115In(n,γ)116mIn
65Cu(n,p)65Ni
27Al(n,p)27Mg
27Al(n,α)24Na

Thermal

1.37

1.89

3.25

0.905

2.52

0.158

14.96

1293.54

1281.7

843.76

1368.63

84.4

23.6

71.8

100

표 3.4.1-18. 성자 강도 분포 측정 실험에 사용된 박막의 특성

  (3) 포항 성자설비 이용 방사화 단면  측정 연구

  포항 성자 생산설비는 자선형가속기에 기반을 둔 설비이기 때문에 자빔이 

표 에 입사하면 bremsstrahlung 자와 성자를 동시에 생성한다. 

bremsstrahlung 자는 입사한 자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 의 강도를 갖지

만, 성자는 등방성으로 생성된다. 

  성자를 이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해서 두꺼운 Ta 표 을 사용하여 생성된 

성자를 감마선 백그라운드를 최소화 하면서 이용하기 해서 성자 빔라인을 

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에 해서 90도 방향으로 설치하여 성자 생산설비로 이

용한다. 반면에 bremsstrahlung 자를 이용하려면 얇은 표 을 사용하고 자빔

이 입사하는 방향에서 실험을 한다면 자 생산 설비로 이용할 수 있다. 

  성자 표 으로 제작된 Ta 표 을 이용하여 표  주 의 성자 생성  자 

생성에 한 연구를 방사화 방법으로 하 다. 한편 얇은 W 표 을 사용하여 

bremsstrahlung 자 생성에 한 연구도 방사화 방법으로 수행하 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자를 이용한 단면  측정을 방사화 방법으로 수행하기 한 기

연구로 수행한 것이다. 

  ① 두꺼운 Ta 표 을 이용한 실험

㉠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 분포를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

  그림 3.4.1-43과 같이 방사화 박막(In, Al, Cu)을 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자빔을 입사하 을 때 생성되는 성자의 강도를 표  입구에서의 강

도와 비교하여 측정하 다(그림 3.4.1-44 참조). 사용된 박막의 특성을 표 

3.4.1-18에 정리하 다. 그림 3.4.1-44에서와 같이 열 성자(thermal neutron)는 

표  끝 쪽이 입구 쪽보다 2배 이상 많이 생성되고, 속 성자(fast neutron)는 

Ta 표 의 입구에서 약 3 cm 지 이 최 의 강도로 생성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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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3. 두꺼운 Ta 표 을 이용한 방사화 실험 setup

                 (a)                               (b)

그림 3.4.1-44. Ta 성자 표 장치에서 생성되는 

(a)열 성자와 (b) 속 성자 분포

㉡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감마 분포를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

  그림 3.4.1-43과 같은 방법으로 자빔에 의해서 생성되는 bremsstrahlung 

감마 에 지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In의 자-핵반응을 이용하여 감마선의 

분포를 Ta-표 의 치에 따른 분포를 측정하 다. 이때 사용된 In의 자-핵

반응과 련된 특성을 표 3.4.1-19에 정리하 고, 생성되는 감마선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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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3.4.1-45에 보여 주고 있다. 높은 에 지의 감마선

은 표 의 입구에 많이 생성되고 낮은 에 지의 감마선은 표 의 뒤 쪽으로 많

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action Eth[MeV] T1/2 [h] E γ [MeV] I γ[%]
113 In (γ,2n) 111In 17.12 67.32 171.28 90.24
113 In (γ,3n) 110In 27.11 4.9 657.75 97.80
115
In (γ,4n) 111In 33.44 67.32 171.28 90.24

113 In (γ,4n) 109In 35.17 4.3 203.50 73.50

표 3.4.1-19. In의 자-핵반응 련 자료

그림 3.4.1-45. Ta 표 에서 생성되는 감마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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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 양(yield) 측정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는 등방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표 

3.4.1-17과 같은 반응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성자 량은 표 3.4.1-20과 같으며, 

잘 알려진 성자 분포식과 비교하여 측정된 성자 양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fitting하여 얻은 값은 k=1.08×10 12, n=1.29 그리고 ω= 1.32이었고 그림 

3.4.1-46에 비교하 다.

Y(E)= k Ene - E/ω (3.4.1-26)

Reaction Eth[MeV] Y th [n s
- 1kW- 1]

115In(n,γ)116mIn
65Cu(n,p)65Ni
27Al(n,p)27Mg
27Al(n,α)24Na

Thermal

1.37

1.89

3.25

(2.75 ± 0.22) × 1012

(2.16 ± 0.19) × 1012

(1.88 ± 0.15) × 1012

(1.05 ± 0.08) × 1012

표 3.4.1-20. Ta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량을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 3.4.1-46. Ta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 생성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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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성자 표  주 에 3 cm 깊이의 물을 moderator로 사용할 때 생성되는 

성자 분포를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

  Ta 성자 표  주 에 그림 3.4.1-47과 같이 3 cm 깊이의 물을 부은 

moderator를 올려놓고 방사화 박막을 입사 자빔의 방향과 성자 빔 이 의 

심에서 방사형으로 박막을 설치하여 자빔을 조사하여 생성되는 성자의 분

포를 측정하 다. 

  Ta 성자 표   11 cm 지 에서 생성되는 열 성자  감마선의 분포를 

측정하기 해서 직경 0.5 인치 두께 0.25 mm의 박을 사용하 다. 열 성자속

은 
197Au가 열 성자를 포획하여 198Au가 된 후 붕괴될 때 발생되는 411.80 keV

의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8.07 MeV 

이상의 감마선속의 분포는  197Au(γ,n) 196Au반응으로 생성된 196Au가 붕괴될 때 

발생되는 355.73 keV의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림 3.4.1-47. Ta 성자 표 과 물 moderator를 사용한 

성자  감마선 분포 측정 실험 setup

  측정된 열 성자와 감마선의 분포를 입사하는 자빔의 방향에 따라 측정된 결

과가 그림 3.4.1-48에 보여 다. 열 성자는 그림 3.4.1-47의 심 부근에서 최

값을 갖는 반면 감마선은 입사하는 자빔의 방향으로 계속 증가된다는 것 즉 

감마선은 앞쪽으로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성자 빔 라인은 

입사하는 빔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하면 감마선 백그라운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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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8. Ta 성자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와 감마선 분포

  ② 얇은 W 표 을 이용한 실험

㉠ 얇은 W 표 에서 생성되는 bremsstrahlung 감마선과 성자의 각 분포 측정

  그림 3.4.1-49와 같이 얇은 W 표 에 자빔을 입사하도록 설치하고 표  주

로 원형으로 박을 설치하여 생성된 감마선의 각분포를 감마선의 에 지에 따

라서 측정하 다. 이때 사용된 박의 감마에 지에 따른 핵반응  붕괴할 때 생

성되는 감마선의 특성을 표 3.4.1-21에 정리하 다. 자빔의 에 지가 60 MeV 

이상이라서 박의 자-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 감마에 지가 45.73 

MeV 정도까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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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eaction Eth. [MeV] T1/2[d] Main E γ [keV] I γ[(%)

197Au( γ, n)196Au 8.07 6.183 
355.73

333.03

86.9

22.9

197Au( γ, 2n)195Au 14.71 186.09 
98.88

129.76

10.9

0.8

197Au( γ, 3n)194Au 23.08 1.5841
293.58

328.50

10.2

60

197Au( γ, 4n)193Au 30.46 0.7354
186.17

255.57

10.1

6.7

197Au( γ, 5n)192Au 38.73 0.2058
316.51

295.96

58

22.3

197Au( γ, 6n)191Au 45.73 0.1325
277.86

586.44

7.2

17

197Au(n, γ)198Au Thermal 2.695 411.80 95.58

표 3.4.1-21. 감마선 에 지에 따른 박의 핵반응 련 자료

그림 3.4.1-49. 앏은 W 표 을 이용한 감마선  성자 

분포 측정 실험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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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W 표 에서 생성되는 감마선의 각 분포를 측정한 것과 아래 식으로 

fitting한 결과를 그림 3.4.1-50에 표시하 다. 0도는 입사한 자빔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f(θ,Eth)=
(1+(Eth/μ)

2

(k+Ethθ
2
)
3 +

80
Eth

(3.4.1-27)

   식에서 μ=0.511 MeV로 자의 정지 질량이고, θ는 입사하는 자빔의 방

향과 박막사이의 각이고, Eth는 이 자와 핵반응하게 하는 한계에 지이다. k

는 fitting으로부터 결정되는 상수인데, 감마의 한계에 지가 23 MeV 이상일 때

는 k=1이고, 15 MeV 이하일 때는 k=0.45이다. 한편, 얇은 W 표 에서 생성되

는 열 성자의 각 분포는 표 3.4.1-20의 마지막에 있는 의 성자 포획반응에 

의해서 방사화 된 박에서 생성되는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열 성자의 각분포

를 측정하 다. 열 성의 각 분포는 그림 3.4.1-51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그림 

3.4.1-50의 감마선 분포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θ에 해서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f(θ)=a 0+a 1
θ+a 2

θ 2 (3.4.1-28)

  열 성자 측정결과를 fitting한 결과 a0=0.9937, a1=-0.1895, a2=0.02194인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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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0. 얇은 W 표 에 생성된 

감마선의 각 분포 측정 결과 

그림 3.4.1-51. 얇은 W 표 에서 

생성되는 열 성자의 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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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단면  측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는 터미  압이 1.7 MV인 정 형 가속기를 이온빔 분

석(PIXE, PIGE, RBS, ERD-TOF 등), 이온빔 매질 개질, 이온빔 주입, 이온빔 성

형 연구를 수행할 때 새로운 소자 개발, 반도체 박막 분석, 마이크로 기어  

마이크로 즈 제작, 원자로 재료물질에 한 내 방사선 테스터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정 형 가속기의 가속 입자 선원으로는 RF 선원과 

SNICS(Source of Negative Ion by Cs Sputtering) 선원이 있으나, 불활성 기체

를 제외한 부분의 선원은 SNICS 선원을 이용한다. 이 선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양성자는 최  에 지가 3.4 MeV이며 표 에서 최  15 ㎂를 달할 수 있다. 

0.3 MeV 양자의 경우는 1 ㎂ 빔 류를 얻을 수 있다. 한 각 터미  압에

서 에 지 떨림은 1 kV 미만이다. 그림 3.4.2-1은 고속 성자 포획단면 을 측

정하기 해서 개량 설계된 가속기 도면을 나타낸다.

  산란 성자에 의한 향 때문에 기존의 빔 라인에서 성자 포획 단면  측정

을 병행하는 것을 탈피하여, 기존 실험실의  주차장을 개조하여 새로운 실험실

을 신축하 다. 이때 성자 차폐를 고려하여 기존의 실험실과는 35 cm의 콘크

리트와 20 cm의 벽돌, 10 cm 공기, 10 cm의 스티로폼 벽을 구성하 다. 크기는 

가로 500 cm, 세로 650 cm, 높이는 평균 350 cm로 만들어 졌으며, 바닥은 5 

mm 아스콘으로 도배하 다, 기존의 실험실과는 직경 25 cm의 구멍을 뚫어 빔 

라인이 통하도록 만들었으며 항온, 항습 장치를 가동하 다. 그림 3.4.2-2는 

성자 실험실의 내부와 외부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성자실로의 빔을 수송하기 

해서 기존의 이온 주입 빔 라인(기존 30도 휘어짐)에서 45o 더 휘어지게 하는 

다이폴 자석을 제작하 다. 45o 휨 자석 속에서 입사 빔이 휘어지면서 입사 빔이 

집속 되도록 즉 stigmatic effect 가 작용하도록 다이폴 자석의 폴 끝을 5.6o 틀

어서 단하여 제작하 다. 45o 다이폴 자석의 최  자력은 1.2 Tesla로 3.4 

MeV 에 지를 갖는 양성자와 양자가 자유자재로 45o로 휘어질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여기에 공 되는 정 류 공극 장치는 컴퓨터에서 제어되도록 설계하 는

데, 최  자력까지 1024 bit 디지털로 제어되게 설계되었다. 그림 3.4.2-3은 기

존의 빔 라인에 장착된 45o 휨 자석을 나타낸다. 이 자석의 설계는 Possion 

superfish code [laa04a]에 의해 모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제작된 다

이폴 자석의 성능을 테스터해 보기 해서 류를 30 A와 40 A를 주면서 다이폴 자석의 

앙 부분에서의 자력을 측정하 다. 그 결과는 그림 3.4.2-4와 같다. 그림 3.4.2-4에서

처럼 다이폴 자석의 정 앙 부분에서의 자력선의 안정도는 0.1 % 이내이며, 각 부분에

서 자력 차이는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조  차이가 날 정도이다. 그림에서 한 



- 271 -

지  사이 거리는 1 cm 나타낸다. 이 45o 다이폴 휨 자석을 이용하여 양성자 입사 

에 지 변화에 따라 다이폴 자석에 인가되는 류량과 비례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그림 3.4.2-5). 이 비례성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지정해 주는 값에 의해서 자

기장이 인가되도록 설계하 는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3.4.2-1)

  B 는 이 때 만들어진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식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가속 입자와 정 형 가속기의 터미  압만 입력 하면 바로 인가되어야 할 정

류 세기를 계산하여 정 류 공 기에 인가하도록 비쥬얼 베이직을 이용하여 로

그램 하 다. 그림 3.4.2-6은 외부에서 조 할 수 있는 45o 휨 자석 조 용 로

그램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빔 류 10 μA에서 45o 휘기 과 45o 휘고 난 이

후에 98 % 빔 량이 얻어짐을 Faraday cup에서 측정한 류량으로 확인하 다. 

성자를 발생시키는 챔버는 4가지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 다. 입사되는 빔 

류가 측정되도록, 성자 발생 표 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자 발생 표 을 

냉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사 빔을 성형할 수 있는 빔 콜리메이터가 놓이도록 

설계 제작하 다. 그림 3.4.2-7은 성자 발생 챔버를 나타내고 있다. 냉매로는 

연을 해서 액체 온을 사용한다. 성자 발생 챔버의 진공은 성자 발생 

표 을 교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진공을 깨야하기 때문에 이를 해서 본 빔 라인

과 성자 발생 챔버 사이에는 게이트 밸 를 부착하여 분리시켰으며, TMP 와 

rotary 진공 펌 를 사용하여 낮은 10-6 torr를 유지하 다. 

  성자 발생 챔버로 들어오는 빔 류를 재기 해서는 성자 발생 챔버가 

연되어야 한다. 연체로는 MC-60 이라는 라일론을 이용하 다. 입사 빔의 하

량은 RG 59 라인을 통해 가속기 조정 룸에 있는 산 류계로 측정한다. 에

지가 큰 입자 빔이 표 에 입사하면 표  속의 이차 자가 에 지를 받아서 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이 상 때문에 실제로 입사된 입자 빔 량보다도 더 

많은 빔 량이 입사된 것으로 오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 빔의 종류  입사 빔

의 에 지에 따라 발생되는 이차 자의 량  이차 자의 에 지를 측정하고, 이

차 자발생을 가능한 막을 수 있도록 입사 빔이 들어오는 입구와 표 에 충돌되

는 면  비를 가능한 크게 1 : 40이 되게 하 으며, 빔 성형 콜리메이터를 이

으로 만들어서 이차 자가 성자 발생 챔버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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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KIGAM 가속기 개량 도면

Beam pulsing and bunching system, 45o bending magnet, Neutron 

experimental room, Detecting system of gamma-ray after neutron capture 

reaction

그림 3.4.2-2. 성자 실험실 내부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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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45o bending magnet and its current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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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Magnet strength of 45o bending magnet

Point means the distance of 1 cm from edge of magnet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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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Magnet Strength to Supply Current for 45o Bending Magnet

그림 3.4.2-6. Program for Controlling 45o Bending Magnet Remotely

그림 3.4.2-7. Fast Neutron Generat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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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성자 비행시간 측정 시스템은 발생된 성자가 발생 시 에서 검

출 시 까지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속력  에 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성

자 비행시간을 원활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펄싱 빔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계 인 

chopping 법이나, 자기 인 chopping법을 통하여 펄스 빔을 만드는데, 여기에

는 에 지 분해능에 향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첫째는 빔의 

펄스 폭에 의한 시간 차이이며, 둘째는 발생 시 에서 검출 시 까지의 이동 거리 

차이에 의한 시간 차이를 말한다. 이는 성자 검출기가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일

어나는 상이다. 셋째는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과정 즉 기  신호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시간 차이를 말한다. 이들의 불확정도는 성자 에 지를 측정

할 수 있는 측정 한계의 경계를 나타낸다. 빔의 불확정성 (빔의 시간 분해능)이 1 

ns 라면, 1 MeV의 성자가 1 m를 움직이는데 72.3 ns가 소요되므로 1.38 %의 

시간 분해능을 유지하며, 이는 에 지 분해능 2.76 %의 크기를 갖는다.

  이 시간 불확정도와 더불어 성자 비행시간 측정 시스템에서는 성자 비행 

거리도 요한 변수로 취 될 수 있다. 성자의 비행시간에 한 인 크기

는 성자 비행거리에 향을 받는다. 즉 1 MeV 성자가 1 m를 이동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은 72.3 ns인데 반해 5 keV 성자의 경우는 1 us가 소요된다. 따라

서 시간 불확정도 역시 단일 성자 에 지에 해서 성자의 비행 거리에 따른 

 시간의 크기가 작으면 같은 크기의 불확정도가 용될 경우, 측정 성자 에

지가 낮은 쪽이 더 유리하다. 한 같은 에 지를 가지는 성자라도 펄스 빔의 

빔 반복률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빔 분해능 내에 두 빔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1 MeV의 성자를 1 m 거리에서 성자 검출기로 검출할 

경우, 13.8 MHz보다 작은 빔 반복률을 가지면 두 빔의 다발은 겹치는 상은 일

어나지 않는다.

  성자 비행시간 측정 시스템에서는 빔 duty factor가  하나의 요한 요인

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는 펄스 빔의 한 주기 내에 빔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비를 나타내므로 실재 사용 가능한 빔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자 비행시간 측

정 시스템을 한 빔 펄싱 시스템을 제작하기 해서는 빔 반복률, peak 

current, 두 빔 사이의 off 빔의 간격, 빔 폭에 의한 에 지 퍼짐량, 표 에서 펄

스 빔의 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될 빔 펄싱  번칭 

시스템의 사양은 빔 폭 1-2 ns이며, 반복율은 1-32 MHz까지 변환 가능하며, 빔 

duty factor 도 20 %이상으로 설계하고자 하 다. 이는 가속기의 charging 특성, 

성자 검출기의 검출 특성  평균 성자 포획 반응을 고려하여 얻은 양이다. 

  성자 펄스 빔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  간단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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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드는 고주  압 변화에 따른 빔 펄싱  번칭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계

획하고 여기에 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 다.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의 빔 펄싱 

번칭 시스템은 펄싱화 시키는 부분과 번칭화 시키는 두 부분으로 나 어서 진행

되는데, 그 원리는 다음 그림 3.4.2-8과 같다. 입사 빔 방향과 나란하게 치한 

평형  극에 입사 빔에 수직인 RF field 가 인가되면, 이 방향의 RF 주 수에 

따라 입사된 빔은 움직이게 된다. 이 극에서 일정한 거리 뒤에 놓여 있는 구멍 

슬릿을 통해 지나가는 입사 빔은 펄스를 형성하게 된다.  형성된 펄스 빔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
⋅⋅⋅


  ⋅⋅ 

(3.4.2-2)

  여기서 E 는 입사빔의 에 지로 keV 를 나타내고, d 두 극 의 거리로 cm 로 

나타나며, Δy는 슬릿 사이즈를, q (coulomb)는 입사 빔의 하량을 나타낸다. Vo 

는 RF field의 최고 압(volt)을, w는 인가되는 RF field의 주 수 (Hz)를, l1 은 

펄싱 극의 빔 방향 길이를, l2는 극에서 슬릿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만약 E가 

28 keV, d가 3 cm, Δy가 0.2 cm, q가 1.6 x 10-19 coulomb, Vo가 81 V, w가 4 

MHz이고, l1이 8 cm, l2가 28.3 cm이면, 빔의 펄스폭은 64 ns가 된다. 이때 빔 효

율은 RF 인가 압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한 주기 내에서 두 번 생기므로 

⋅


 로, 체 빔 에 50 % 정도가 펄스 빔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게 성형된 빔이 그림 3.4.2-8과 같은 빔 방향과 나란한 원형 극을 따라 

빔 방향에 해 나란 방향으로 인가된 RF field에 놓이게 되면 나란한 방향으로 

압축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성자 발생 표 까지 압축 상이 계속된다. 이 때 번

칭 극을 세 개로 하고, 가운데 극은 RF 압, 양쪽 극은 ground가 되게 하

고, 두 번째 극의 길이를 RF field의 반주기 동안에 입사 빔이 날아가는 길이로 

제작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극 사이에서 첫 번째 번칭이 일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차 번칭이 일어나게 되어 같은 극으로 두번 번칭이 되게 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얻어진 압축률은 자체에서 제작한 코드를 이용한 모

사를 통해서 얻어졌는데, 이때 사용된 기장의 세기는 Possion Superfish에 의

해서 계산되었다. 그 결과는 그림 3.4.2-9와 같다. 다른 압에 의한 는 한 

압에 해서만 Superfish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비례 으로 계산하여 번칭률 모사에 

이용하 다. 그림 3.4.2-10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번칭률  빔 압축률 모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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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코드에 의해서 얻어진 모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펄싱 주 수가 1.2 

kV에 4 MHz, 번칭 주 수가 1.4 kV에 8 MHz에 해당될 때 성자 발생 표 에

서 1～2 ns 펄스 빔이 20 % 이상의 압축 효율을 가지고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펄싱  번칭 빔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빔의 모양에 따라 빔의 양에 

손실을 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NEC 사에서 만든 빔 운동학 로그

램을 이용하여 각 구조물에서 빔의 크기  에미턴스를 계산하 다. 실제 성자 

표 이 존재하는 치에서의 빔 크기는 x 축의 크기는 6.98 mm, y 축의 크기는 

6.24 mm, x 축 각도는 1.88 mR, y 축 각도는 5.06 mR 이었다 (그림 

3.4.2-11). 그림 3.4.2-12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설계 제작하여 기존의 빔 

라인에 장착한 빔 번칭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빔 번칭 시스템의 극 구조는 

앞에서 계산한 수치 값에 응되게 설계하 으며, 빔 번칭 특성을 강화하기 해

서 바로 앞쪽에 아인젤 즈를 부착하여, 슬릿 구멍에서 빔이 모이도록 구성하

다. 빔 펄싱  번칭 시스템과 기존의 빔 라인을 분리하기 해서 게이트 밸 를 

부착하 으며 진공은 1 × 10-7 torr로 유지하 다. 각종 극의 정렬은 가속기의 

가속 탱크를 어내고 가속기 뒤쪽과 앞쪽에 빔 라인 축을 표시한 이후에 트랜짓

을 이용하여 정렬하 다.

  펄싱  번칭 빔을 얻기 해 각 극에 인가되는 RF field는 RF amplifier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데 이를 해서는 RF amplifier를 제작해야 한다. 한 충

분한 RF field가 극에 달되기 해서 각 극과 RF amplifier간의 임피던스 

가 일치해야한다. 그림 3.4.2-13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빔 펄싱  번칭 극에 

인가될 RF amplifier 연결 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기에 function generator로

부터 RF signal을 발생하고 이를 RF amplifier로 력 증폭을 한 다음 이를 고

압으로 환하여 각 극에 인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F amplifier인 MHz amplifier와 임피던스 매칭 모듈은 

상용화된 것이 없어서 자체 제작하 다. 기에는 강한 력을 가진 증폭기를 제

작하고, 상호 유도 상을 이용하여 높은 압을 가진 RF field를 얻으려고 하

으나 도선에서 발생하는 열과 극과의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 실패하 다. 즉 RF 

고 압은 공기를 매개로 일, 이차 코일의 턴 수의 비를 이용하여 고 압 RF를 얻

어야 하는데 공기의 상호 유도 계수가 작아서 이차 코일의 턴 수가 많아야 고

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게 할 경우에는 코일의 인덕턴스가 극의 리액턴

스보다 커서 임피던스 매칭이 어려워 져서 많은 력 손실을 입게 되어 처음 설

계한 RF 증폭기로는 RF 고 압을 얻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진공 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고 압을 발생시키는 RF 증폭기(주 RF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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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를 설계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RF 증폭기를 오스트

일리아 있는 Emtron 사에 주문 제작하고, 여기에 인가되어야 하는 입력 RF 증폭

기를 본 연구에서 직  제작하게 되었다. 즉 주 RF 증폭기는 입력 력이 30～

50 W여야 하고, 그 가능 역은 2 30 MHz이다. 출력은 4.5 kW이며, 최  

plate 압은 3500 kV이다. 치 증폭기는 미국의 communication 회사의 RF 

amplifier kit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AN 762 kit는 입력 신호가 사용 가능 주

수 역은 1.6 ～ 30 MHz이고, 력은 15 W이고, 출력은 140 W이다. 드라이  

증폭기의 입력으로는  발생기를 사용할 계획이나,  발생기의 력이 0.5 W밖

에 안되어 이를 한 드라이  앰 가 따로 있어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AN 779L kit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AN 779L 증폭기의 입력은 100 mW에 출

력이 20 W이다. 이들 증폭기는 모두 push-pull 타입의 증폭 회로를 구성하고 있

다. 여기에 이용된 고 력 트랜지스터는 Motolora 사에서 single side band로 개

발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고 드라이  앰 에 들어간 트랜지스터는 라스틱 

트랜지스터로 25 dB정도의 증폭도를 갖는다. 치 증폭기와 드라이  증폭기의 

증폭 회로는 그림 3.4.2-14, 15와 같다. 이 회로를 이용하여 제작된 RF 증폭기는 

그림 3.4.2-16과 같은데, 특히 치 증폭기인 AN762는 작동 시 발생하는 많은 

열 때문에 공기를 이용한 냉각이 필요하여 각 모듈에 냉각핀을 부착하 다.

그림 3.4.2-8. Beam Pulsing and Bunchin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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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Electric Field Calculated by Possion Superfish 

for Beam Pulsing and Bunching Electrode

그림 3.4.2-10. Simulation Code for Beam Compression and i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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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1. Dynamics of Proton in Neutron Beam Line by NEC Code

그림 3.4.2-12. Beam Pulsing and Bunching System in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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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5. Electric Circuit of RF Driver Amplifier

그림 3.4.2-16. RF Amplifiers ; Pre-amplifier and Driver 

Amplifier



- 283 -

  본 연구에서는 고속 성자 핵반응 자료에 상당한 흥미를 느껴, 1～2 MeV 

성자를 발생하게 되었다. 1～2 MeV 성자는 그 발생 확률이 비교  높은 
3H(p, 

n)3He 반응을 선택하 다. 3H(p, n)3He 반응은 1950년 부터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Bru99][Fow56][Wil53]. 3He 핵에는 낮은 에

지 가 존재하지 않아서, 높은 양성자 에 지를 이용하여 낮은 성자 에 지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으로 Q 

값이 -0.746 MeV 이고, 실험실 계에서 성자 발생을 한 양성자 에 지 한계

는 1.109 MeV 이며, 이 에 지에서의 성자 발생 방향은 빔 방향에 해 좁은 

콘을 이룬다. 한 양성자 에 지가 증가할수록, 이 콘은  방향으로 열리게 되

고, 양성자 에 지 1.148 MeV 까지는 두 그룹의 에 지를 가진 성자가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응의 발생 성자 에 지는 운동학에 의해서 입사 

양성자의 에 지와 산란각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음 식으로 표 된다. m1

을 양성자 질량 (1.007825 a.m.u.), Eo을 양성자 에 지, m2 를 tritium 질량

(3.016050 a.m.u.), M1를 성자 질량 (1.008665 a.m.u.), M2 을 3He 의 질량

(3.01603 a.m.u.), Q를 반응 에 지라 하고, ET =Eo+Q, θ를 성자의 산란각, 

를 3He의 산란각, E1를 성자 산란 에 지, E2를 3He 핵의 산란에 지라 하고,  

         

A 1=
m 1 M 2

( M 1+M 2)
2 (1-

Q
ET

) (3.4.2-3-a)

B 1=
m 2 M 1

( M 1+M 2)
2 (

M 1+M 2-m 1

m 2
+
m 1

m 2

Q
ET

) (3.4.2-3-b)

A 2=
m 1 M 1

( M 1+M 2)
2 (1-

Q
ET

) (3.4.2-3-c)

B 2=
m 2 M 2

( M 1+M 2)
2 (

M 1+M 2-m 1

m 2
+
m 1

m 2

Q
ET

) (3.4.2-3-d)

이라 하면, 성자 산란각과 방출 에 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식을 얻을 수 

있다.

sinψ=(
M 1

M 2

E 1

ET

A 1+B 1+A 2+B 2-
E 1

ET

)
1
2  sinθ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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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ET
= A 1 [ cosψ±(

B 1

A 1
- sin 2ψ)

1
2 ] 2,   if A1≤B1  plus sign (3.4-2-5)

    = A 2 [ cosθ±(
B 2

A 2
- sin 2θ )

1
2 ] 2,   if A2≤B2 plus sign      

  이 반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자 에 지는 입사 양성자와 산란각과의 함

수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양성자 빔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보

유 인 탄뎀형 정 형 가속기로부터 만들어 졌는데, 정 형 가속기의 가속 에

지 한계는 3.4 MeV이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자의 최  에 지는 2.6 MeV

이다. 빔 방향에 해 10o 내에 치한 샘 에 해(즉 성자 발생 표 에서 20 

cm, 지름 5 cm, 두께 0.3 cm인 시료) 시료의 입체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 지 퍼짐은 2 MeV 성자에 해서 5 % 이내로 계산되었고, 다른 성자 발

생 각에 비해 0o 방향에 치한 시료가 더 작은 에 지 퍼짐 폭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이용되는 성자 발생 표 은 Ti 박막 속에 수소를 함유하는 능력이 월

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 에 이용하던 가스 표 보다 박막 표 을 많이 

이용한다. 박막 표 은 입사 빔의 국부 인 열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트리티움이 

이동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충분한 냉각을 하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성자 발생 

표 인 Ti-3H 얇은 박막 표 은 랑스의 SODERN 사에서 구입한 표 이다. 우

선 성자 발생량  발생 에 지, 에 지 폭을 측정하기 해서 박막 표  내에 

포함되어 있는 
3H 과 Ti층의 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 다. 3H 분석은 박막 

표 을 괴 시키지 않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온빔 정량 분석이 가장 합하

다. 본 연구에서 
3H 분석은 ERD-TOF 법과 (d, ) 반응으로, Ti 층 분석은 RBS 

법으로 수행하 다. 3H 분석에 (d, ) 반응을 사용한 것은 (d, ) 반응의 반응 단

면 이 400 keV 이내의 에 지를 갖는 양자에 해서는 1 % 이내로 정확하며  

에 지가 낮더라도 보다 깊이 들어 갈 수 있는 (d, ) 반응을 이용하 다. 350 

keV 양자에 의해서 Ti 층에 들어 갈 수 있는 깊이는 2.2 um로 SRIM 

[Zie04a]에 의하여 계산되어졌다. 그림 3.4.2-17은 ERD-TOF법으로 분석된 그

림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이용한 빔은 9.628 MeV Cl 빔이며, 산란각은 30o이고, 

표  tilting각은 75o 다. ERD-TOF 에서 비행시간 검출기는 두 의 C foil(면 도 

5 ug/cm2)을 이용한 마이크로 채  래트를 이용하 는데, 두 의 간격은 0.745 

m이다. 그림 3.4.2-17의 y 축은 되튐 입자  산란 입자들의 비행시간 측정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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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데, 왼쪽 쪽 끝이 기  지 을 나타낸다. x 축은 에 지 축을 나타내는데, 

왼쪽 아래쪽이 기 을 의미한다. 그림 3.4.2-17은 산란 입자의 에 지와 비행

시간을 이차원 측정한 그림을 나타내는데, 각 산란 입자들의 궤 을 볼 수 있다. 

Ti-3H 표 은 1999년 10월경에 제작되었으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 다. 

H는 Ti 층을 함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서나, 시간이 지나가면 표면 오염 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원소이다. 한 
3He 원소는 3H 원소가 붕괴하여 만들어진 원

소인데, 반감기를 고려하면 약 20% 정도가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그림에서

는 
3He 와 3H 원소가 동 원소인 데도 불구하고 ERD-TOF 측정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C foil의 두께와 에 지 검출기인 Si 표면 장벽 검출기의 

dead layer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성자 발생 표 을 제작한 

제작회사에서 언 하지 못했던 산소와 질소 곡선도 얻었으며, (d, ) 반응을 하기 

해서 주입된 양자의 양도 측되었다.

  측된 이차원 측정에서 시간 축에서 사 을 내려 얻어진 시간 스펙트럼을 에

지 스펙트럼으로 바꾸면 그림 3.4.2-18과 같다. 그림 3.4.2-18에는 측정된 수

소, 삼 수소, 산소, 3He 입자들과 같은 산란입자( )와 SENRAS라는 로그램에 

의해 모사된 산란 입자(실선)가 나타나 있다. 이를 정량화하면 표 3.4.2-1과 같

다. 부분의 경우가 삼 수소이나, 수소는 표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삼 수

소와 헬륨-3은 같은 분포로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Ti 층의 두께로 환산

하여보면 삼  수소의 경우는 3770 Å이 되었다. 표  제작회사에서 알려  Ti 

층 깊이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d, ) 반응의 단면 은 특히 400 keV 미만의 입사에 지에서는 반응 산란단

면  크기의 정확도가 1.5 % 미만인 것으로, 더 높은 에 지에서는 4 %까지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ro87a]. 다른 어떤 핵자료보다 정확한 값을 나타낸

다. (d, ) 반응을 수행하면, 입사 입자인 양자 에 지에 따라 산란 입자인 알

 입자의 에 지가 다르게 얻어지는데 앞의 운동학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하면 

표 3.4.2-2와 같이 얻어 진다. 양자 에 지가 높을수록 알 입자의 에 지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 ) 반응을 이용하여 삼  수소를 분

석한 결과는 그림 3.4.2-19와 표 3.4.2-3과 같다. 이때 양자 에 지는 350 

keV, 500 keV를 사용하 는데, 이는 Ti 층의 침투 깊이가 2.19 ㎛, 3.2 ㎛이며, 

이때 알 입자의 에 지인 2.5 MeV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깊이는 6.04 um, 2.35 

MeV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깊이는 5.65 ㎛인 것으로 SRIM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이는 삼  수소 표  제작 회사에서 제공한 Ti 층의 깊이보다 충분히 커서 (d, ) 

반응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깊이로 생각된다. 그림 3.4.2-19에서는 운동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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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계산된 로 입사 입자의 에 지가 높을수록 산란되는 알  입자의 에 지가 

음을 알 수 있다. 한 입사입자의 에 지가 500 keV일 때가 350 keV일 때 보다 

알  입자의 스펙트럼 모양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양자가 깊이 침투하여 만든 알 입자가 빠져 나오면서 에 지 손실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상이다. 하지만 입사 에 지가 500 keV일 때 정량 결과는 350 keV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때 이용된 반응 산란 단면 은 IAEA에서 제공

한 단면 을 이용하 는데, 표 3.4.2-3과 같다. 한 산란 입자들의 스펙트럼으로

부터 3.1 MeV 부근에서 측하지 못한 산란입자가 얻어졌는데, 이는 여러 가지 

차폐체를 이용하여 실험해 본 결과 내부 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로 확인되었

지만, 어떤 로부터 발생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 다. 

(d,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삼  수소 량이 4.54 x 1018 atoms/cm2로 얻

어 졌으며, RBS에 의해서 얻어진 Ti 층과의 결합 비는 1.33  1로 얻어 졌다. 한 

이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표  오차는 6 % 미만이었고, 표  제작 회사로부터 얻어진 

자료와는 7 % 정도 차이가 발생하 다.

그림 3.4.2-17. Two Dimensional Spectra of Recoil Particles Elastically 

Scattered from a Ti-3H Target by Cl Beams ; 1H, 3H, 3He, 16O, and 35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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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8. Comparison of Recoil-Particle Spectra Measured by 

ERD-TOF System(symbol) with that Simulated by SENRAS(solid line)

그림 3.4.2-19. Alpha Spectra for 3H (d, ) Reaction at Deuteron 

Energies of 350 keV  and 500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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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of 

deuteron [MeV]

Scattering 

angle of n 

[degree]

Scattered 

energy of n 

[MeV]

Scattering 

angle of  

[degree]

Scattered 

energy of  

[MeV]

0.200 33.90 14.3419 139.94 2.714

0.250 33.14 14.4681 140.00 2.638

0.300 32.51 14.5854 140.00 2.571

0.350 31.94 14.6966 140.00 2.509

0.400 31.42 14.8028 140.00 2.453

0.450 30.92 14.9053 140.00 2.401

0.500 30.45 15.0044 140.00 2.352

표 3.4.2-2. 3He Energy for the Incident Deuteron Energy at Scattering Angle 

of 140o for 3H(d, α)3He Reaction

Energy (keV) Run
Areal density

[x1018 atoms/cm2]

Average areal 

density

[x1018 atoms/cm2]

Differential

cross section [mb]

[IAE87a]

350

1 4.82 4.530 84.90

2 4.23

3 4.55

550 1 4.31 4.31 51.33

Average areal density

[x1018 atoms/cm2]
4.480

표 3.24.2-3. Areal Density of 3H on Ti-3H Thin Film by (d, ) Reaction

1H( x 1015 

atom/cm222)

3H (x1015

 atom/cm2)

3He

 (x1015atom/cm2)

16O

(x1015atom/cm2)

1 run 55.0 2124.0 330.9 403.1

2 run 59.4 2149.1 284.8 341.7

3 run 67.5 2161.2 315.7 381.8

total 60.663 2144.7190 310.5235 375.5311

Accessible depth() 106.6 3772 546.3 660.7

표 3.4.2-1. Areal Densities of Recoil Particles by ERD-TOF ; Accessible 

Depth was Calculated Assuming no Variation of Ti Density in the 

Penetration of 3H and 16O into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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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확인된 삼  수소의 양을 이용하여 새로운 성자 실에서 성자 발생 

에 지  에 지 폭, 성자 선량 등을 측정하 다. 성자 발생 에 지를 측정

하기 해서 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성자 검출기는 1～2 MeV의 

에 지를 갖는 성자를 검출할 수 있는 유기액체섬 검출기를 이용하 다. 이 검

출기는 성자 발생 반응 도 에 수반되는 감마선에 해서도 감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형이 성자와 달라서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4.2-20은 이들의 형을 측정한 것을 나타낸다. 성자와 감마선인 30 ns 차이

가 남을 볼 수 있다. 아직 성자의 에 지를 직  측정할 수 있는 성자 펄스 

빔이 완성되지 못하여, 성자 에 지는 종 의 방법 로 Si, C의 흡수 공명에

지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이들 표 에 한 성자 산란반응에 있어서 흡수 공

명에 지 폭은 좁은 것으로 ENDF-6에 알려 있다[Kar04a]. 한 이를 이용하여 

가속기의 터미  압을 교정하여 성자 에 지 교정 곡선을 얻었는데, 그림 

3.4.2-21과 같다. 그림 3.4.2-22는 SiO2, C 덩어리를 이용하여 흡수 공명에 지

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1.41 MeV, 1.479 MeV, 2.077 MeV, 2.51 

MeV에서 흡수 공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측정치와 매

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좁은 공명에 지를 이용하여 발생한 성자의 에

지 폭을 평가하 는데, 그림 3.4.2-23과 같다. 그림 3.4.2-23의 맨  그림은 

샘 이 없을 때 성자 에 지 2.077 MeV 부근에서 성자 검출기가 선원으로

부터 2.8 m에 치할 때 얻어진 성자 발생 수율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C 샘 이 존재할 때 성자 에 지에 따라 얻어진 투과 성자 발생 수율을 나타

내고, 세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뺀 자료를 나타낸다. 여

기에서 백그라운드 제거한 그림이 네 번째 그림이고 이를 가우스 fitting하면, 에

지 퍼짐 폭를 얻을 수 있는데, 31 keV 다. 여기에는 흡수 공명 에 지 폭 8 

keV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27 keV의 폭을 갖는다. 이는 성자 

발생 표 의 두께에 의해서 감소된 양성자 에 지를 의미하는데 SRIM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와도 일치하 다. 

  이 게 얻어진 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성자 검출기인 유기액체 검출기의 

 고유 검출 효율을 조사하 는데 그림 3.4.2-24와 같다. 그림 3.4.2-24의 맨 

쪽 그래 는 150   양성자가 성자 표 에 입사되어 표 으로부터 280 cm 

떨어진  2“ × 2” 유기액체 섬  검출기에 입사될 성자 수를 나타내고, 맨 아

래 쪽 그래 는 이때 측정된 성자 수를 나타낸다. 가운데 그래 는 이때 얻어진 

고유 검출 효율을 나타내는데, 액체 검출기의 고유 검출 효율은 1～2 MeV 구간

의 성자 에 지에 해서는 약 50 %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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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MCNP에 의한 코드 계산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험값과는 1.5 배 정도 차

이가 발생했으나, EGS4 코드에 의한 모사 결과와는 비슷한 값을 얻었다(그림 

3.4.2-25). 에 지가 잘 정의된 성자 빔을 이용하여 2“ × 2” 유기액체섬 검

출기에 한 에 지 교정을 시도하 다. 고 스펙트럼의 끝 단 을 선형 fitting

함으로써 채  축과 만나 을 입사된 성자의 에 지로 선택해서 결정하 는데 

그림 3.4.2-26과 같다. 에 지 교정 곡선으로부터 유기액체섬 검출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에 지는 0.56 MeV 이상임을 확인하 다. 성자 에 지 분해능에 

있어서는 2“ × 2” 검출기의 분해능이 1～2 MeV 구간에서 다른 실험자들의 측

정치와 비슷한 결과인 10 % 정도를 얻었다[표 3.4.2-4][Bur69a]. 성자 에

지의 검출 한계인 분석할 수 있는 성자의 최소 에 지를 실험으로 구해 보았는

데 50 keV 성자 에 지가 충분히 구분 가능하 다(그림 3.4.2-27). 이들 결과

를 이용하여 성자 발생시 입사 빔 방향에서 각 각도마다 성자 발생 에 지와 

그 때의 성자 발생률을 측정하 는데, 그림 3.4.2-28은 같은 양의 양성자에 

해서 얻어진 각 각도 마다 발생한 성자 에 지를 나타낸다. 각 각도 마다의 

성자 에 지는 성자 고 스펙트럼의 끝 단 을 선형 fitting하여 x 축과 만나 

으로 정의하 다. 이를 운동학으로부터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는데 비교  잘 

일치 하 다(그림 3.4.2-29).

그림 3.4.2-20. Neutron Pulse Shape Spectrum in 

Sample and withou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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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or terminal voltage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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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MeV]=2.01122 x TV - 0.802640

그림 3.4.2-21. Neutron Energy Corresponding to 

Accelerator Terminal Voltage

그림 3.4.2-22. Neutron Energy from 3H(p,n)3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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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3. Neutron Energy Spread at Neutron 

Energy of 2.077 MeV from 3H(p,n)3He Reaction

그림 3.4.2-24. Intrinsic Neutron Efficiency of BC-501 

from Neutron Energies of 1.4 MeV to 2.5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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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5 Comparison of Intrinsic Efficiency of BC-501 to 

others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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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ff energy = 0.559 MeV (38ch)

그림 3.24.2-26. Energy Calibration of BC-501 Scintillatio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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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energy (keV) FWHM(%) Burrus data [Bur69a]

2014 11.1

FWHM 11.9% at 2.21 MeV

2318 10.6

2417 10.9

2515 11.0

2618 10.5

표 3.4.2-4. FWHM of BC-501 for Neutron

그림 3.4.2-27. Minimum Separating Neutron Energy of BC-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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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utron energies at 0o are 1.985 MeV and 2.287 MeV.

그림 3.4.2-28. Pulse Height Spectra of Generated 

Neutrons at Several Angles on 3H(p, n)3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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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9. Comparison of the Generated Neutron Energies at 

Several Angles to the Calculated Neutron Energies by Kinematics

  고속 성자 포획감마선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성자를 차폐해

야 하고, 성자 에 지를 측정해야하며, 성자 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변 배

경에서의 감마선이 가능한 차폐되어야만 한다. 이런 기능을 가진 성자 포획 감

마선 측정용 검출 시스템을 제작하 다. 고속 성자를 차폐하기 해서는 고 도 

폴리에틸 과 Cd 을 이용하 는데, 고 도 폴리에틸 은 지름이 1.2 m이고, 길

이가 1.28 m인 원통형으로 제작하 다. 3 MeV 성자가 40 cm 고 도 폴리에

틸 을 투과하면, 10-5 정도 어드는 것으로 측정하고 확인하 다. 산란에 의해

서 고속 성자가 수 eV 에 지를 가질 때 Cd  2.5 mm에 의해 모두 흡수된

다. 성자 에 지를 측정하기 해서 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면 되는데, 이 때 

비행시간의 시작 신호로는 펄스 빔에 의해서 유도 코일에 유도되는 류를 빠른 

시간의 오름 시간을 가진 압 신호로 바꾸어 측정하고, 성자 발생 표 에 충돌

하고 발생하는 성자가 샘 까지 날아간 시간을, 성자가 샘 에 흡수되면서 발

생하는 감마선을 끝 신호로 선택하여 비행시간을 측정한다. 이 게 측정하는 이유

는 성자 에 지와 여기에 응되는 감마선 에 지를 이차원으로 측정하여 성

자 에 지에 응되는 감마선 에 지를 선택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차원 측정 시스템을 해서는 이차원 자료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존에 박막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ERD-TOF 시스템의 자료 기록 시스템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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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하여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두 의 ADC를 한 의 컴퓨터로 제어하여 

event by event로 측정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한 의 컴퓨터로 두 의 ADC

를 제어하려면, 컴퓨터와 ADC 사이 interface가 있어야 하는데, 그림 30은 제작 

설계된 interface를 나타낸다. 표 5는 제작된 interface사이에 연결된 핀 번호를 

나타낸다. 컴퓨터에는 8255A chip이 내장된 National Instrument사의 DIO 24 

보드를 이용한다. 컴퓨터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ADC를 쳐다보고 있다가 ADC

에서 ready 신호가 뜨게 되면, 각 포트에 띄워져 있는 자료들을 읽어 오고, 

accept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자료 enable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ADC 메모리에 

존재하는 자료는 다 지워지고 다시 새로운 자료를 입력 받을 상태가 된다. 이를 

반복하면서, 순서 로 기록 하는 방법이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 Ready 신호와 

enable 신호가 발생할 때는 LED 에 불이 들어오도록 설계하 다. 그림 3.4.2-31

은 측정된 자료를 표시해 주는 화면인데, 이차원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앙

의 화면은 이차원 측정을 하는 곳이고 왼쪽은 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곳이

며, 아래쪽은 측정된 포획감마선의 양을 나타내는 곳이다.

  포획감마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구조물에 의한 감마선  산란 감

마선이 상당한 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콤 턴 

억제 검출기를 제작하 다, 콤 턴 억제 검출기로는 NaI(Tl) 검출기를 이용하 다

(그림 3.4.2-32). 그림 3.4.2-33은 인공 방사성 동 원소인 Co-60을 이용하여 

주 검출기의 치 변화에 따른 콤 턴 억제 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때 감마선 주 검출기 역시 3" × 3" NaI(Tl) 검출기를 이용하 다. 콤 턴 억제 

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4.2-6)

  여기서 P는 감마선 full peak에서의 count 수를 나타내고, c는 같은 채 의 콤

턴 peak의 수를 나타내는데, 콤 턴 피크의 경우는 800 keV(channel number 

92-102), 600 keV(channel number 66-76), 400 keV(channel number 

42-52) 부근에서 에 지에 해 평가하 는데(그림 3.4.2-34), 주 검출기의 치가 

차폐체 입구에서 72 cm 부근에서 (콤 턴 억제 검출기 입구에서 20 cm 뒤) 즉 콤

턴 억제 검출기의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에 치우칠 때 최 의 콤 턴 억제 효율을 

가졌다. 하지만 콤 턴 억제 효율이  에 지 역에서 골고루 형성되지 못하고,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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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 지가 높은 에 지에 비해 콤 턴 억제 효율이 작음을 찰할 수 있었다. 이

는 주 검출기에 해 정면충돌하고 산란되는 감마선이 주 검출기가 콤 턴 억제 

검출기 뒤쪽으로 갈수록 잘 검출될 수 있는 기하학  구조임을 의미한다. 그림 

3.4.2-34의 오차는 이들 세 에 지  감마선 두 에 지에 한 평균에 한 표

 오차를 나타낸다. 콤 턴 억제 검출기의 크기는 길이가 18.2 cm, 외경 

16.8cm, 내경 7.8 cm인 환원형 검출기로, NaI(Tl)로 매질로 된 검출기이다. 이들

은 4개 자 증배 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자 증배  뒤에는 압분배기

과 증폭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 용 단자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가능한 같은 채

에 에 지들이 기록되도록 이들을 조 하여 맞추었다. 이들 에 지는 10 MeV 

정도의 에 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증폭도를 조 하 다. 이들 4개 신호를 하나

의 연결라인으로 묶어서 시간 신호로 사용하 다. 시간 신호는 증폭기를 통하여 

bi-polar로 정형화된 신호를 만들어 이를 시간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TSCA(Timing Single Channel Analyzer)에 입력하 다. 주 검출기의 신호는 

diode를 통하여 콤 턴 억제 검출기에 이용될 시간 신호와 에 지를 기록할 정형

화 신호를 만들기 해서 증폭기로 입력되었다. 증폭기에 입력된 신호는 unipolar

로 정형화되어 에 지를 기록하기 해서 LG(Linear Gate)로 입력되었다. 이 때 

delay amplifier를 통하여 anticompton 시간 신호가 입력될 때 까지 당한 시간

만큼 지연시켰다. 주 검출기의 시간 신호와 콤 턴 억제 검출기의 시간 신호는 하

나는 coincidence 모드로, 다른 하나는 anti-coincidence로 입력하여 컴퓨터 억

제 신호를 만들었다. 그림 3.4.2-35는 콤 턴 억제 신호를 얻기 한 검출 회로

도  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기 한 회로도이다. 재 이 성자 포획 감마선 

검출 시스템의 응답함수  무게 함수를 구하고 있는 이다.

  Compton 억제에 의해서 감마선의 백그라운드를 일 수도 있지만, 성자나 

감마선 차폐에 의해서 감마선 백그라운드를 이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여 그림 3.4.2-36과 같은 성자  감마선 차폐 시스템을 

제작하 다. 본 차폐 시스템은 재 성자 빔 방향에 해서 125o
에 치하는데, 

이는 자유자재로 3 축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재 빔 방향에 따라 

125o 지 에 놓여 있는 것은 성자 포획 반응 단면  측정 시 각도 변화에 따른 

항을 무시하기 해서이다. 

  성자 실험실에서 산란 성자량도 평가되었다. 산란 성자량은 유기액체섬

검출기와 shadow cone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Shadow cone은 고 도 폴리에틸

과 Fe를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원통형으로 Fe의 경우는 20 cm, 지름 8 cm로 

제작되었으며 고 도 폴리에틸 의 경우는 같은 지름에 40 cm로 입구와 출구의 



- 299 -

크기가 다르게 제작되었다. 산란 성자는 성자 선원에서 거리별, 에 지 별, 각

도별에 그 변화율을 평가하 다. 그림 3.4.2-37은 유기액체섬 검출기의 성자 

선원으로부터 280 cm 지 에서 성자 에 지 변화에 따른 산란 성자 고 스

펙트럼  산란 성자 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속  에 지 스펙

트럼 모양을 띄고 있으며, 에 지 제곱에 비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4.2-38은 입사 성자 빔의 0o 방향에서 거리별 산란 성자의 양도 평

가하 는데, 이는 성자 선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이를 이용하

여 fitting함으로써 거리 변화에 따른 산란 성자 양도 평가하 다. 

그림 3.4.2-30. Interface between Two ADCs and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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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pin
8255A 

port
Direction Invertor pin

ADC1(8715) 

Energy pin

ADC2(8715) 

Time pin

49 +5V → power out(in)

47 PA0 ← 2-8(9) 14 (20) 14 (20)

45 PA1 ← 2-10(11) 16 (21) 16 (21)

43 PA2 ← 2-12(13) 18 (22) 18 (22)

41 PA3 ← 1-8(9) 20 (23) 20 (23)

39 PA4 ← 1-10(11) 22 (24) 22 (24)

37 PA5 ← 1-12(13) 24 (25) 24 (25)

35 PA6 ← 1-2(1) 26 (26) 26 (26)

33 PA7 ← 1-4(3) 15 (27) 15 (27)

31 PB0 ← 1-6(5) 17 (28) 17 (28)

29 PB1 ← 2-2(1) 19 (29) 19 (29)

27 PB2 ← 2-4(3) 21 (210) 21 (210)

25 PB3 ← 2-6(5) 23 (211) 23 (211)

23 PB4 ← 3-8(9) 25 (212) 25 (212)

21 PB5 ← 3-10(11) 13 (213) 13 (213)

19 PB6 ← 3-12(13) 10 (DR) green light

17 PB7 ← 4-8(9) greenlight 10 (DR)

15 PC0 → 4-10(11) 4 (DE)

13 PC1 → 4-12(13) 2 (DA)

11 PC2 → 4-2(1) *8 (EC)

9 PC3 4-4(3)

7 PC4 → 4-6(5) 4 (DE)

5 PC5 → 3-2(1) red light 2 (DA)

3 PC6 3-4(3) **8 (EC)

1 PC7 3-6(5)

All Even No. GND 1, 3, 5, 7, 9, 11

표 3.4.2-5. Connection Pins between Two ADCs and 8255A Chip at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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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1. Two Parameter Data Taking Program

Neutron energy and gamma-ray energy spectrum after neutron 

capture

그림 3.4.2-32. Anti-Compton 

Annular NaI(Tl)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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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3. Variation of Compton Peak 

Corresponding to Main NaI(Tl) Detect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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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4. Compton Suppression Effect According to 

Gamma-Ray Energy

그림 3.4.2-35. Electronic Circuit for Measurement of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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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6. Shield for Measurement of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그림 3.4.2-37. Scattered Neutrons of 3H(p, n)3He Corresponding to Neutron Energy

그림 3.4.2-38. Scattered Neutrons of 3H(p, n)3He Reaction from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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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기 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몇몇 

가지의 핵자료를 측정하 는데, 그 첫 번째가 Au의 단면  측정이다. 본 측정

은 새로운 성자 실험실이 얻어지기 이 에 한번 측정한 바가 있으나 이는 실제 

보고 된 핵자료보다 어도 30 %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실험은 실험실이 소하여, 산란 성자의 양이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에 한 정량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얻어진 결과로 생각되어, 다시 측정하

다. 표 으로는 지름이 50 mm이고, 두께가 3 mm인 원통 모양의 Au  두 개

를 이용하 다. 샘 의 두께를 변화해 가면서 샘 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성자 

수를 계측하여 두께 변화에 따라 계측된 성자 수를 선형 fitting한 다음 그 기

울기를 성자 단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이용하 다. 측정에 지는 1.5 MeV 

부터 2.5 MeV까지 200 keV 간격으로 측정하 다(그림 3.4.2-39). 아직 샘 에 

의한 산란 성자 양을 평가하지 않았지만 비교  다른 실험자들의 결과와 잘 일

치하나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얻어 졌다. 여기에 한 상세한 해석은 재 

진행 에 있다. 이는 성자 선원에 한 에 지  에 지 폭 평가가 충분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성자 선원으로 
3H(p, n)3He 반응을 이용하 는데, 이 반응의 미분 산란 

단면  한 측정하 다. 이 반응의 산란단면  계산 시에는 각도 변화에 한 

성자 검출기의 검출 효율  에 지 측정이 변수로 작용한다. 이들은 앞에서 얻어

진 자료를 이용하 다. 각 각도별 성자 미분 산란 단면 의 크기는 이 의 

END-6 자료와 비교  잘 일치하 다(그림 3.4.2-40). 이는 펄스 빔을 얻어졌을 

때 산란 성자에 한 보정  차폐에 한 보정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 이 빔을 이용하여 성자 방사화법으로 
186W에 해서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 는데, 에 한 상  비교법으로 구했다. 방사화법에 의한 성자 포

획단면  측정 시 가장 요한 것은 방사선 붕괴 확률과 감마선 검출기의  

검출 효율이다. 감마선 검출기의 검출  효율은 MCNP 코드와 교정 선원을 

이용하여 구하 다. 그림 3.4.2-41은 감마선 검출기인 HP Ge 검출기의  검

출 효율을 감마선 각 에 지에 해서 구한 그림을 나타낸다. 교정 선원으로는 
241Am(59.54 keV), 109Cd(88.03 keV), 57Co(122.06 keV 과 136.47 keV), 
139Ce(165.86 keV), 51Cr(320.08 keV), 113Sn(391.69 keV), 85Sr(514.01 keV), 
60Co(1173.24 keV 과 1332.5 keV),과 88Y(898.04 keV 과 1836.06 keV)을 이용하

다. 교정 선원으로부터 검출기의 등가 기하학  구조 (특히 검출기의 dead layer)를 

구하고, 몇 가지 다른 에 지에 해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효율을 모사한 후,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fitting하여 구한 것이 실선이다. 각 변수들의 값은 a=-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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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9, c=0.946, d=-0.242, e=0.0192와 f=-0.000553이다.

):()( 65432 MeVE
E
f

E
e

E
d

E
e

E
d

E
cbaEefficiencyabsoluteLog +++++++=

(3.4.2-7)

  186W에 단색 고속 성자가 입사되면 187W의 들뜸 를 형성하고, 이는 곧 
187W의 ground 를 만든 다음, β- 

붕괴를 거쳐서 
187Re 686 keV 로 붕괴

한 후 686 keV 감마선을 만들어낸다. 그림 3.4.2-42는 
187W에 의해 만들어 지는 

감마선의 양을 측정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같은 성자를 입사시켰을 

때 얻어진 
198Au에 의한 감마선 스펙트럼과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계한 방사선 동 원소 붕괴 상수는 Table of Isotopes로부터 구하 다.

  고속 성자 포획단면  측정은 비교  정 하게 측정보고 되어 있는 
197Au의 

성자 포획단면 을 기 으로 계산하 다. 고속 성자 포획단면 은 다음과 같은 

비교 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Lin76a][Lis69a]. 성자 조사 시간 동안에 붕괴

하는 감마선 수, 포획감마선을 계측하기 해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붕괴하는 감

마선 수  포획감마선 계측 시간 동안에 얻어지는 감마선 감쇠량 등 시간에 

계되는 항을 F(t)라 하면 성자 포획 반응 후 얻어지는 감마선의 수 Dγ는 다음

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Dγ= 
N 0⋅Φ⋅σ

act

λ ⋅Rγ⋅ε
D⋅F( t) (3.4.2-8)

기  반응에 해 o를 부쳐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γ
o
 =  

N 0 o⋅Φ
o⋅σ

acto

λ
o

⋅R γ
o
⋅ε

Do⋅F( t) o (3.4.2-9)

  붕괴상수 를 반감기를 이용하여 0.693/t1/2로 바꾸고, 를 조사된 성자수인 

모니터 검출기에서 검출된 성자 수 PH로 치하여 두 식을 나 면, 다음과 같

은 식을 얻을 수 있다

σ =  
D γ⋅N 0 o⋅PHo⋅R γ

o
⋅ε

Do⋅F( t) o⋅t 1/2

D γ
o
⋅N 0⋅PH⋅R γ⋅ε

D⋅F( t)⋅t 1/2 o

⋅σ
act o

(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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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t1/2o는 의 반감기이다. 방사화된 의 반감기 63.48 시간이며, 187W의 

β-붕괴의 반감기는 23.4일이다. PH는 이때의 성자 모니터 검출기의 계측 성

자 수로 양성자 40 mC에 해서 여러 번의 측정 시험 결과 그 차이가 2 % 미만

으로 얻어졌다. 표 3.4.2-6은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기 한 샘 들의 특성

을 나타내며, 표 3.4.2-7은 성자 포획단면 을 계산하기 해서 얻어진 측정 

계수와 
186W(n,) 반응의 반응 단면 에 한 계산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4.2-43은 다른 실험자들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186W(n,) 반응 단면 을 비교

한 그림을 나타내는데, 1-2 MeV 구간에서 에 지가 증가할 때 거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얻었으며 그  값은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비슷하게 얻었다. 이 때 

기  반응으로 보고 된 
197Au(n,) 반응에 한 반응 단면 은 ENDF-6 자료를 

사용하 다. 그림 3.4.2-43과 표 3.4.2-7에서 본 연구의 data에 한 오차는 감

마선 계측 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계오차  계측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systematic 오차를 모두 포함한다.

그림 3.4.2-39. Neutron Total Cross Sections on 197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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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0. Differential Cross Sections on 3H(p,n)3He Reaction

그림 3.4.2-41. Absolute Efficiency for "2 × 2" HP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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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2. Gamma-ray Spectrum of 187W

Sample Purity[%] weight(g)
Diameter

(cm)

Thickness

(cm)

Density

(g/cm3)

Molecular 

weight

(g)

Areal

density

(x1022atoms/cm2)

Au 99.99 117.34 5.090 0.310 19.282 196.97 1.7633

W 99.95 223.54 5.015 0.595 19.350 183.85 3.7299

표 3.4.2-6. Characteristics of Au and W Sample

* Isotopic abundance of 186W ; 28.6 %

En (MeV) Fo(t)/F(t) Dg/Dgo NCCS (mb)
uncertainty 

(mb)

197Au (mb)

1.638 0.1381 0.0920 30.3 1.4 65.6

2.043 0.1402 0.1155 30.2 1.4 51.2

2.245 0.1327 0.1559 31.0 1.6 41.0

표 3.4.2-7. Parameters to Calculate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186W and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 NCCS ;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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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3.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of 18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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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핵자료 인터넷 서비스로는 재 표 으로 받아들여지는 각종 핵특성을 가공하

여 제공하고 있다. 1996년 8월부터 시작된 핵자료 인터넷서비스의 정보제공건수

는 표 4-1, 2와 같다. 본 통계조사는 web server log 일을 분석하여 실제

인 자료획득 건수를 조사한 것이다. 연간 hit 수는 인터넷 사용자가 속한 페이

지의 숫자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기화면 등을 보았을 뿐 실제로 정보를 취득

할 극 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로 자료를 가져간 DB 

사용건수가 보다 요하다. 표에서 연간 hit 수와 DB 이용건수는 꾸 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속 IP는 인터넷의 보 과 함께 꾸 히 증가하 으나 2000년

도 이후에는 비교  안정 인 월간 3,600 IP 정도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2단계 

연구기간 동안의 개량과 2003년부터 추진된 제4세  원자력개발계획

(Generation-IV Nuclear project)이 본격화함에 따라 2004년도에는 격히 이

용률이 증가하 다.

항목 ₩ 년도 1997 1998 1999 2000 비 고

년간 hit 수 - 316,096 468,458 908,138 단순 page view

년간 DB 이용건수 19,103 67,675 91,734 391,665

월평균 이용건수 1,592 5,460 7,644 20,138

월평균 이용자수 335 581 984 3,689

표 4-1. 연도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건수

항목 ₩ 년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년간 DB 이용건수 239,678 221,751 275,211 1,172,668

월평균 이용건수 19,973 18,479 14,789 97,722

월평균 이용자수 3,257 3,864 3,648 7,717

표 4-2. 연도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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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에서는 다양한 원자력 연구에 사용되는 MCNP4C, WIMSD-5, HELIOS 

코드용 라이 러리와 액체 속로 노심해석  원자로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를 

생산하여 검증 작업을 성공 으로 완수하 다. 생산된 라이 러리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 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랩의 MCNP4C용 라이 러

리를 사용하던 해외 연구자의 의문 사항을 해결하는  JENDL-3.3의 Am-241 

핵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고, 이 사실을 JAERI에 통보함으로써 Am-241 핵자

료의 교정에 기여하 다. 한, IAEA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WIMSD-5용 라이

러리를 주도 으로 생산함으로써 국내외 원자력계에 본 랩이 보유한 핵자료 처

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제 원자력 연구 개발의 발 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제 2 . 핵자료 평가

  1. 성자 단면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국내의 실험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된 성자 반응단면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Dy, Ag, Sm, W, Ta, Hf의 성자 반응단면 을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

하고 공명상수를 생산하 다. 국내 실험 설비는 아직까지 100 eV 정도까지의 에

지 역에서 실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공명 역에서의 평가를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지 까지 국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국외의 실험 결과에 의지해서 진행

되던 핵자료 평가와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 다. 최근에는 국외에서 진행되는 성자 반응단면  측정 실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설비의 성능을 높여서 성자 반응단면  측정에 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된다면 국내에서 요구되는 핵자료의 공 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국제 으로도 핵자료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평가된 결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장시설이나 운반용기의 설계, 방사성핵종 소

멸처리 연구, 원자로내 반응도 연구, 개선된 핵연료의 개발, 방사선에 한 구조

물질들의 손상 악에 직 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 Dy 물질에 한 평가결과

는 성자 독물질이나 제어  물질로서 사용되므로 핵연료의 설계  원자로 안

성 증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변환용으로 평가된 결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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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변환로의 설계나 평가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자료의 개선된 

평가결과들은 정확도와 신뢰도  안정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우선은 핵분열에 한 국내의 평가방법  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핵분열은 반응단면 과 함께 핵분열단면 이 다루어지고 스

펙트럼이나 방출 성자 등등 평가해야 할 상이 많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평가 실력을 쌓아 국제 으로 신뢰성을 증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생산될 토륨주기 핵물질에 한 단면  평가 결과는 토륨핵연료 원

자로 개발과 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디아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  설계에 평가결과를 직  활용하거나 검증하는 방법도 좋은 한 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지하자원 탐사에 필요한 Gd, Eu, Sm Au의 동 원소에 한 (n,) 단면 을 실험치

와 비교하여 결정한 후 방출되는 감마 스펙트럼을 실험치와 비교하고 평가하 다. 

한 노내 계측기 개발을 해 노심내 감마원인 핵분열핵종, 구조재료에 한 자생성 

단면 을 평가하 다. E1 Pygmy resonance와 M1 scissors mode를 용하여 만족

할 만한 성과를 얻었고, 그 결과를 학술회의[Kim04a, Kim04b, Kim04c, Kim04d, 

Kim04e]에 발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핵자료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방법론과 경험은 후속 연구에서도 계속 으로 활

용할 것이다.

  5. 고에 지 핵자료 평가

  성자  양성자 입사에 지 400 MeV까지와 악티나이드를 제외한  핵종에 

해 용할 수 있는 이론모형 산코드체제 ECIS-GNASH- GSCAN-ESCAN를 

개량하 다. 이와 함께 제 1단계에서 개발한 학모형탐색용 모사정련(Simulated 

Annealing) 탐색기코드를 용하여 ENDF-6형식의 고에 지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양성자가속기의 차폐에서 요한 탄소, 구리, 철 등의 핵반응자료를 생산하여, 

차폐 비설계에 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으며, 인공 성차폐에서 요한 입

사 양성자 400 MeV까지에 한 성자 생성단면 과 방출 스펙트럼을 주요 핵

종에 해 생산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와 학술회의에 발표하고 게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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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하 입자에 의한 핵반응에서 생산되는 의료용 동 원소는 진단, 치료뿐 아니라 

의료와 련된 연구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제 1단계에서 수행

된 “하 입자 반응 단면  평가“의 계속작업으로 ”의료용 동 원소 생산을 한 

하 입자 핵단면  자료집“(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for Radioisotope Production)을 발간하 다. 이 자료집에는 양성자, 양자, 

He-3  알 입자의 모니터 핵반응과, 감마선원과 양 자선원을 생산하는 핵반

응에 한 평가핵자료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실험자료와 평

가방법을 기술하 고, IAEA등 타 기 에서 생산한 평가핵자료들과의 비교하 다. 

평가핵단면 은 동 원소 생산시설의 입자수송해석에 합한 수송단면  형태인 

ENDF-6형식으로 생산하 다.

제 3 .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

  원자로 핵설계  차폐 계산을 한 각종 코드의 라이 러리를 최신 핵자료를 

이용하여 개량하고 검증 계산을 통해 유용성을 확인하 다. 몬테카를로 코드인 

MCNP4C용 라이 러리를 ENDF/B-VI.8, JENDL-3.3, JEFF-3.0을 바탕으로 생

산하여 새로운 평가핵자료집  핵종의 사용에 한 필요성을 느끼던 국내외 연

구자들에게 제공하 다. 한, 격자 해석용 코드인 WIMSD-5의 라이 러리를 

ENDF/B-VI  JENDL-3.2 핵자료를 이용하여 개량하고 다양한 벤치마크 계산

을 수행하 다. WIMSD-5용 라이 러리 생산 체계에 따라 본 과제에서 새롭게 

평가하여 ENDF/B-VII에 포함될 정인 18종의 핵분열생성물들에 한 라이 러

리를 생산하 고, WIMSD-5 코드의 연소 임계도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새롭게 

평가한 핵자료가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들의 동 원소 조성 계산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다양한 목 으로 이용될 수 있는 MATXS 형태의 라이 러리

도 개발되었다. 즉, 액체 속로 노심 해석용 라이 러리인 KAFAX-E66  

KAFAX-J32를 새롭게 생산하 으며,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인 KASHIL-E6도 

개량하 다. MATXS 형태의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OECD/NEA 주 으로 수행

된 VENUS-2 MOX 노심에 한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여 라이 러리의 정 도

를 확인하 다. [Na01, Kim02a, Kim02c, Han04, Kim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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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MCNP4C 코드에 비분리 공명 역의 자기 차폐 효과를 용할 수 있도록 확

률표 형태의 자료를 삽입하 다. 생산된 각각의 라이 러리에 하여 확률표 사용

에 따른 자기 차폐 효과를 91개의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에서 계산함으로써 라이

러리 이용자들의 라이 러리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HELIOS용 라이

러리의 공명 분 자료를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비균질 노심

에서의  상세군 성자속을 이용한 공명 분 자료의 생산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HELIOS 코드를 비롯한 일부 격자해석 코드의 라이 러리를 개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3. 고에 지 입자수송용 라이 러리 개발

  고에 지 성  하 입자수송코드인 KASKAD와 KATRIN을 설치하고 수송

계산용 핵반응라이 러리 생산체계를 구축하 다. KASKAD와 KATRIN은 각각 

2D  3D 모델링이 가능한 결정론  코드로서 계산시간이 긴 MCNPX를 신해

서 양성자가속기나 ADS 등의 고에 지 수송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상세계산 이

의 비설계 계산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 하고 있다. 러시아 핵자료를 기

반으로 하는 핵반응라이 러리 생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핵자료처리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는 NJOY를 사용하여 최신의 평가핵자료를 가공한 후 KASKAD 

 KATRIN 계산에 필요한 FMAC-M 포맷의 핵반응라이 러리를 생산할 수 있

는 체계도 확립하 다.

  설치  구축한 산코드와 핵반응 라이 러리 생산체계의 검증을 하여 몇 

가지 표 인 핵종에 한 핵반응자료를 생산한 후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 다. 

30 MeV부터 2 GeV에 이르는 넓은 양성자 에 지 역에서 성자를 얻기 해 

표 핵으로 주로 사용되는 핵종을 망라하는 주요 핵종에 하여 성자 수율을 

계산한 후 실험값  LAHET 계산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핵반응 자료는 러시아 

핵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CONSYST  SADCO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하 으며 일부 낮은 에 지에 해서는 150 MeV까지의 핵반응자료를 얻

을 수 있는 최신평가핵자료인 LA150을 직  처리하여 얻는 방법을 병행하여 사

용하 다. 계산수행 결과 KASKAD의 계산결과가 실험값과 비교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3D 모델링이 가능한 KATRIN을 사용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하 으며 국

의 NIMROD 양성자 가속기시설 내에서 행해진 덕트스트리  실험을 모사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KATRIN의 스트리  계산에의 용가능성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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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실험의 개요는 콘크리트에 에워싸인 터 을 따라서 97Au(n,)198Au와 
12C(n,2n)11C 등 2가지의 방사화 반응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모사하기 

한 핵반응자료는 CONSYST를 사용하여 생산하 으며 방사화 반응률 계산에 필

요한 군정수는 JENDL-3.3 고에 지 핵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 다. 계산결과는 

터  종단부를 제외하고는 반 으로 측정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 4 .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가. 외국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일본 경도 학 원자로 연구소(KURRI)의 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

와 일본 동경공 (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를 이용하

여 원자로 독물질인 4종의 Dy 동 원소와 5종의 Gd 동 원소들의 성자 포획

단면 을 측정하 다. 러시아 Dubna에 있는 Frank 성자 물리 연구소(FLNP)의 

자가속기와 원자로를 결합한 핵자료 측정 설비들을 이용하여 토륨 련 핵종의 

단면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 다. 

  (1) 원자로 독물질 성자 포획단면  측정 

  Dy 동 원소 (161,162,163,164Dy)와 Gd 동 원소 (155,156,157,158,160Gd)들의 성자 

포획단면 을 성자의 에 지가 열 성자 역에서 수십 keV 역까지는 

KURRI 설비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10 keV ～ 100 keV 그리고 550 keV에서

는 동경공 의 설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편의 국제학술지(SCI)에 논문을 게

재하 고 ([Kim04-1], [Kim02-1], [Kim02-3], [Kim02-4], [Kim01-1]), 8편

의 논문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 다([Lee03], [Kim02-2], [Kim02-6], 

[Kim02-7], [Kim02-8], [Ro02], [Kim01-3], [Kim01-4]).

  본 연구과제로 박사학  1 명(부산  김 덕), 석사학  수명을 배출하 다. 

재 박사과정 학생 2명(동아  민 기, 윤정란)이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문

을 비 에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해서 비 에 있다. 

  (2) Dubna 핵자료 측정 설비에서 토륨 련 핵종 단면  측정

  러시아 Dubna의 핵자료 측정 설비에서 국내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핵종들의 실

험을 공동연구로 수행하 다. 232Th 과 93Nb등에 해서 단면 과 포획단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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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측정결과를 국제학술지에 3편([Bae00], [Mez03], [Gri02])을 게재

하 으며, 국제학술회의에서 2편([Gri01], [Gri03])을 발표하 다. 2003년부터 

핵자료 측정설비에 사용하던 IBR-30 원자로의 노후로 원자로 해체작업과 새로운 

가속기 건설을 한 IREN 과제의 시작으로 더 이상 Dubna에서의 공동실험은 진

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 과학자들이 포항의 성자 설비에서 공동실

험을 할 것을 제안하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 포항 성자설비 개량  핵자료 측정

  (1) 포항 성자설비 개량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속장치들과 인력을 활용하여 구축

한 자가속기를 이용하여 1단계 사업기간 에 구축한 성자 생산설비를 활용하

여 핵자료 측정 실험을 할 수 있도록 2단계에서 ① 자가속기 성능 보완, ② TOF 

빔 송  개량,  ③ 자동 시료 교환기 제작  설치, ④ 데이터 획득 장치 개량, 

그리고 ⑤ TOF 빔라인 확장 등의 활동을 수행하 다. 포항 성자 설비의 개량으로 

열 성자로부터 수백 eV까지의 성자 단면  측정실험을 할 수 있는 핵자료 측

정 설비가 갖추어 졌다. 국내이용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 인도, 베트남 등 동

남아시아국가에서 본 핵자료 측정설비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포항 성자 설비의 

구축과 련된 설비특성에 하여 3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Lee02], [Kim02-5], 

[Kim01-2])에 게재하 고 7편의 논문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 다.

  (2) 포항 성자설비 이용 성자 단면  측정

  포항 성자설비에서 본 연구기간동안 12개의 시료들(Ta, W, Ti, Dy, Sm, Ag, 

Hf, Zr, In, Cu, Mo, Bi)에 한 성자 단면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성자 

단면  측정 결과를 6편의 국제학술지([Kim04-2], [Kim03-1], [Kim03-2], 

[Sko02], [Lee02], [Kim01-2])에 게재하 고, 국제학술회의에서 12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한편, 외 으로 베트남, 인도, 국, 러시아 등에서 2002년부터 매

년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한-일 가속기여름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수업을 실시하여 TOF 방법으로 성자 단면  측정에 한 실험

을 교육하 다. 

  (3) 포항 성자설비 이용 방사화 단면  측정 연구

  포항 성자설비가 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 을 달리하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성자 생성을 해 제작된 두꺼운 Ta 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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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성자실험에 합하지만, 얇은 표 을 사용하면 bremsstrahlung 감마

가 생성되므로 감마선을 이용한 실험이 가능하다. 공명에 지 역의 감마선 실험

이 여러 가지 목 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기간 동안에 포항 성자 

설비에서 두꺼운 표 과 얇은 표 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성자와 감마선의 특성

연구를 방사화 박막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제한된 빔 배정시간 때문에 

감마선을 이용한 단면  측정 실험은 수행할 수 없었지만, 두꺼운 Ta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 강도 분포, 감마선 분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얇은 W 표 을 사

용하여 감마선의 각 분포와 성자의 각 분포 등 표 에서 생성되는 성자 감마

선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실험은 베

트남과학자들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박사과정 학생의 학

논문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재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작성 이며 2편의 논문을 학술회

의에서 발표하 다.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단면  측정

  국내에서 확립되지 않은 핵자료를 측정하기 한 핵자료 측정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재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막바지 설비 단계와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탄뎀형 가속기에서 아직 수행해 보지 않은 빔 번칭  펄싱 기술을 

시도해 보는 단계여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

며, 2 단계 종료기간까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빔 번칭 기술이 완성되면 고속 

성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핵자료 측정뿐만 아니라 핵물리, 고속 성자 분 학, 

비 괴 분석 등에 상당한 활용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비 괴 분석 쪽으

로 본 연구원에서 지층을 표하는 시추 코아 시료의 공극률 측정  수분 함유

율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재도 한국표 연구원에서 본 시스템을 성자 분  분석을 한 성자 표

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의학원에서 성자 에 지 검출 시스템의 효율 교정

을 한 에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외 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 

창의  사업단에 수행하는 약 상호 작용력의 매개 입자를 찾는 검출기 테스터용

으로도 사용가능하여, 외국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도 검출기를 교정할 수 있는 선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2 단계 연구 기간인 최근 4년 동안 국제 학회 논문 투고 6편(2편 게재, 4편 심

사 ), 발표 10편, 국내학회에 20여 편의 논문들을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 성공

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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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 활용 계획

제 1 . 핵자료 서비스

  1. 핵자료서비스

  IAEA, NEA, BNL 등에서 온라인 핵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핵자료의 

형식과 이용방법에 한 숙지가 필요한 문가용 핵자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핵자료의 형식과 이용방법에 익숙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핵자료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 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 개발 과제에서는 핵자료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비 문가를 한 핵자

료서비스를 개발하 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각종 

원자력연구개발, 생태환경 분석, 방사선의학, 우주개발 등 많은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인 자료 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계속 인 서비스 개량과 데이터베이스 확

충은 우리나라에서 운용 인 원자력발 소의 안 성향상, 수명연장에 필요한 신뢰

도 있는 핵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용 고온가스로 개

발, 양성자가속기 설계  건설, 핵융합장치 블랭킷 설계, 냉 성자원 개발 등 원

자력분야와 암 치료용 싸이클로트론, 동 원소 생산 등 의학  산업분야에 필요

한 신뢰도 있는 핵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핵자료네트워크

  본 연구기간에 가입한 국제 핵자료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방사선분

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한 필수 핵심자료를 효율 으로 입수하고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설치된 공명 역 성자 단면  측정 

설비와 지질자원연구소에 설치된 1～2 MeV 역 단면 측정 설비에서 측정된 

결과를 국제 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모든 원자력 연구용 라이 러리들은 본 랩의 웹 페이지

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정이다. 한, OECD/NEA의 Data Bank

에 라이 러리를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원

자력 연구 개발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일부 핵종들의 경우 검증 작업이 따로 수

행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으로 오

류를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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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핵자료 평가

  1. 성자 단면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한 성자 공명상수 평가핵자료는 성자 단면 을 이용한 

평가 자료로 포획단면 , 핵분열단면  등 다양한 반응단면 에 한 보정이 요구

된다. 앞서 평가한 핵자료들은 포획단면 을 이용하여 재평가할 정이다.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실측 자료를 이용한 평가 방법과 차를 구축하여 평가를 수행하

다. 앞으로 포항에서 개선된 실측 자료를 생산해 내면 이와 같은 평가 경험을 

통해 구축한 평가 방법은 새로운 평가 핵자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평가된 결과들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장시설이나 운반용기의 설계, 방사성핵종 

소멸처리 연구, 원자로내 반응도 연구, 개선된 핵연료의 개발, 방사선에 한 구

조물질들의 손상 악에 직 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 Dy 물질에 한 평가결

과는 성자 독물질이나 제어  물질로서 사용되므로 핵연료의 설계  원자로 

안 성 증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변환용으로 평가한 결

과들은 핵변환로의 설계나 평가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자료의 

개선된 평가결과들은 정확도와 신뢰도  안정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우선은 핵분열에 한 국내의 평가방법  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핵분열은 반응단면 과 함께 핵분열단면 이 다루어지고 스

펙트럼이나 방출 성자 등등 평가해야 할 상이 많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평가 실력을 쌓아 국제 으로 신뢰성을 증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생산될 토륨주기 핵물질에 한 단면  평가 결과는 토륨핵연료 

원자로 개발과 련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디아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  설계에 평가결과를 직  활용하거나 검증하는 방법도 좋은 한 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원자로 내에서 감마 생성원인 핵분열 핵종과 핵연료 핵종, 핵분열 생성물  구

조물 등 총 32개 핵종에 한 방출 감마 스펙트럼에 해 본 연구 에서 획득한 자

료들은 ENDF/B-6 일형식으로 작성되어 방사선 차폐해석, 지하탐사, 노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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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 개발, 우주 개발 등의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실험데이터의 확

보를 통하여 많은 핵종에 해서 타당한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낮은 

에 지 방출 감마와 련하여 좀 더 나은 방법론을 개발하여 실험데이터의 부족으로 

측이 어려운 핵종에 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일을 만드는 데 활용할 것이

다.

  5. 고에 지 핵자료 평가

  본 과제에서 개발/ 용한 성자  양성자에 한 고에 지 핵반응자료의 이

론모형 산체계인 ECIS-GNASH-GSCAN-ESCAN은 성자  양성자 입사에

지 400 MeV까지와 악티나이드 이하의 구형핵(spherical nuclei)에 한 핵반

응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산체계로, 이를 이용하여 KAERI 고에 지 라이 러

리의 개량에 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계

획하고 있는 악티나이드 계열과 변형핵(deformed nuclei)의 고에 지 핵자료평가

에 확장하여 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과제기간  생산된 양성자가속기의 차폐용 핵자료는 양성자가속기의 비차폐

설계와 상세차폐설계에 용할 정이며 인공 성차폐용으로 생산된 핵자료는 

련 연구과제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하 입자 평가 자료집은 국내 싸이클로트론 보유기 에 배포하여 동 원소 생

산 등에 사용하도록 하 고 150 MeV까지의 하 입자 평가 자료집은 간에 지 

핵자료집에 포함시켜 류 양성자가속기 이용 장치 개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 3 .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라이 러리들은 소내의 원자력 연구 개발 과제인 

KALIMER 기술 개발 과제, HYPER system 개발 과제, 하나로 이용 기술 개발 

과제, 미래형 핵연료 개발 과제, SMART 기술 개발 과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 에 발생하는 문제 이나 추가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여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평가되는 핵반응 자료들을 반 한 군정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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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를 지속 으로 공 하여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계획이다.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비분리공명 역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한 MCNP4C용 라이 러리와 공명 

분 자료를 개량한 HELIOS 라이 러리를 소내외에 공 할 정이다. 한, 이 

라이 러리들을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를 포함한 제 4세  원자로의 노심 해석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 고에 지 입자수송용 산체계 구축

  고에 지 성자  하 입자 수송코드와 핵반응라이 러리 생산체계를 포함한 

입자수송용 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Monte-Carlo 코드인 MCNPX로는 그 소요

시간으로 인해 계산이 어려운 경우와 양성자 가속기  ADS 등의 고에 지 수송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상세계산 이 의 비설계계산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당장 재로서는 국내 건설을 추진 인 양성자가속기인 KOMAC(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의 비설계를 한 MCNPX의 보조코드로 

사용할 정이며 추후 지속 인 핵반응라이 러리의 개량을 통해 정 도를 향상

시킴으로써 상세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 4 .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포항 성자설비는 성자 단면  측정 실험 설비로 국내  국외의 이용자들

에게 요한 핵자료 측정 설비로 활용될 수 있다. 한 포항 성자 설비를 이용하

여 성자 TOF 방법으로 핵자료 측정실험 방법을 교육하는 교육설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핵자료 측정 실험에 참여하여 획득한 실험 경험과 검출기, 데이터 획득 

장치 련 기술은 국내외 핵자료 측정 실험에서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핵자료 측정 실험에 참여한 인력들은 향후 핵자료 측정 실험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핵자료 측정 실험을 해서 핵자료 평가 문가  핵자료 이용자들 간의 

상호교류가 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개최되는 국제 워크 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단계에서 획득한 12개의 시료에 한 성자 단

면 과 4종류의 Gd 동 원소, 5종류의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은 핵자

료 평가에 활용되었다. 러시아, 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의 공동연구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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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계는 핵자료 측정실험에 많은 기여가 기 된다.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단면  측정

  고속 성자 포획단면 에 한 자료가 세계 으로 흔하지 않은 실정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핵자료(고속 성자 포획 단면  측정 , 고속 성자 단면

)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핵자료를 얻기 해 제작된 빔 

번칭 기술은 세계 최 로 수행하는 기술로, KOMAC과 같은 가속기 제작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국내에도 여러 종류의 많은 가속기들이 만들

어지고 있어 그 기본 기술은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여기에 지 까지 얻어

진 기본 기술, 즉 빔 운송 기술, 방사선 측정 기술, 비행시간 측정 기술, 방사선 

백그라운 제거 기술, 고주 의 증폭기 제작 기술, 임피던스 매칭 기술 등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다양한 단색 성자원  디지털 비

괴 이미지 측정 장치 개발을 통한 비 괴 감시기술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삼과 같은 생물들의 성장 모습을 비 괴 으로 볼 수 있어 BT 산업에 용할 

수 있으며, 한 지질 코아 시료나 건축 장에서 지질의 공극률 수분 함유율 측

정에 용할 수 있어 지반의 안 성 검사  지하자원의 존재량 평가 등 산업  

활용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단색 성자원을 이용하여 핵구조 혹은 핵반응 메카니즘 등 순수 핵물리학에 

한 해석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정 한 핵분 학 계측 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폭의 펄스 빔을 이용한 보다 정 한 핵자료 생산체제

를 구축하여 외국과 경쟁 가능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KSTAR 연구  

원자로 냉각재, 구조 재료 등에 한 핵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의 핵자료 

수요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한 핵자료를 높은 정 도로 생산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일본, 국 등 동남아시아의 핵자료 련 회인 

JENDL, CENDL 등과 핵자료를 교환함으로써 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325 -

제 6 장 참 고 문 헌

[Aka91]Final Reports of TIC: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WWER-Type Uranium-Water Lattices, Akademiai 

Kiado, Bupapest, 1985-1991.

[Alc95] Alcouffe, R. E. et al., "DANTSYS: A Diffusion Accelerated Neutral 

Particle Transport Code System", LA-12969-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5)

[Ask66]Askew, J. R., Fayers, F. J. and Kemshell, P. B.,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Lattice Code WIMS", J. British Nuclear Energy 

Society, 5, 564 (1966)

[Bae00]Baek, W. Y., et al, Nucl. Instr. Meth. B 168, 458 (2000)

[Ben78]Bensussan, A. and Salome, J. M., Nucl. Instr. Meth. 155, 11 (1978). 

[Ber77] Bernocchi, E., Martinelli, R. (Eds.), Light Water Lattice Data, Comitato 

Nazionale per L’Energia Nucleare, Dipartamento Ricerca Tecnologica 

di Base ed Avanzata, Quaderno RIT/FIS(77)1, NEACRP-U-190, 1977.

[Ber92] Bersillon O., “The Computer Code SCAT2”, Workshop on 

Computation and Analysis of Nuclear Data Relevant to Nuclear 

Energy and Safety, Trieste, Italy (1992)

[Bon64]Bondarenko, Ed., "Group Constants for Nuclear Reactor 

Calculations (Consultants Bureau, New York)," 1964.

[Bri00] Briesmeister, J. F., "MCNP-A General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Version 4C", LA-13709-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2000)

[Bru99] Brune C. R. et al., "Total cross section of the 3H(p, n)3He Reaction  

from Threshold to 4.5 MeV", Phys. Rev. c. 60, 015801 (1999)

[Bur69a]W. R. Burrus and V. V. Verbinski, "Fast-neutron spectroscopy with thick 

organic scintillators", Nucl. Instr. and Metho. vol 67, 2, p181-196 

(1969)

[Cam02]Campbell, J. M., Frankle, S. C. and Little, R. C., "ENDF66: A 

Continuous-Energy Neutron Data Library for MCNP4C", 12th 

Biennial RPSD Topical Meeting, Santa Fe, NM (2002)



- 326 -

[Cas91]Casal, J. J. et al., "HELIOS: Geometric Capabilities of a New 

Fuel-Assembly Program", Inter. Topical Meeting of Advances in 

Mathematics, Computations, and Reactor Physics, Pittsburgh, 

Pennsylvania, Vol. 2, April 28～May 2, 1991.

[Cha02]장종화, "ENDFPLOT-2 단면 도형 작성기“, NDL-01/02, 핵자료평가

랩,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Cha95]Chang, J., “Table of Nuclides", KAERI/GP-106/95, KAERI

[Cha98]Chadwick M. B. et al. "Cross section evaluations to 150 MeV for 

accelerator-driven systems and implementation in MCNPX", 

Technical Report LA-UR-98-1825 (1998)

[Cha99]Chadwick M. B. et al., "Cross Section Evaluations to 150 MeV for 

Accelerator-Driven Systems and Implementation in MCNPX", Nucl. 

Sci. Eng., 131 p. 293 (1999)

[Cho02]Cho, Y.-S., Lee, Y.-O. and Chang, J., "Improvements of Cross 

Section Libraries for KASKA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Frontiers of Nuclear Technology : Reactor Physics, Safety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October 7-10, Seoul (2002)

[Cho03]Cho, Y.-S., Lee, Y.-O. and Chang, J., "Generation of 

Proton-induced Nuclear Reaction Data for C, Fe, Cu and Pb and 

their Benchmark with a Deterministic Transport code KASKAD-S", 

原子核硏究, 48, 13 (2003)

[Cho04a]Y.-S. Cho, Lee, Y.-O. and Chang, J., "Use of KATRIN for Preliminary 

Shielding Analysis of Accelerator",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Pohang, July 28 (2004)

[Cho04b]Cho, Y.-S., Lee, Y.-O. and Chang, J., "Shielding Benchmark of Neutron 

Streaming Experiments Using KATRIN", 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Yongin, October 28-29 (2004)

[Chr84] Chrien, R. E., "Neutron Radiative Capture", Pergamon Press (1984)

[CSE91]CSEWG,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 Benchmark 

Specifications", ENDF-202, BNL19302,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91)

[Dig73] Dilg, W., Schantl, W., Vonach, H. and Uhl, M, "Level Density 

Parameters for the Back-shifted Fermi gas model in the mass range 



- 327 -

40<A<250", Nucl. Phys. A217 (1973)

[Don73a] Donald L. Smith and James W. Meadows, " Cross Sections for 

(n, p) Reactions on 27Al, 46,47,48Ti, 54,56Fe, 58Ni 59and 64Zn 

from Near Threshold to 10 MeV ", ANL/NDM-10, (1975)

[Dro87a]M. Drosg and O. Schwerer, in Handbook on Nuclear Activation Dat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1987) p 87.

[Eng67]Engle, W. W., "ANISN, A One-Dimensional Discrete Ordinates 

Transport Code with Anisotropic Scattering," K-1693, Oak Ridge 

(1967)

[EXFOR]OECD/NEA, "EXFOR: Experimental nuclear reaction data retrievals," 

WWW address: http://www.nea.fr/html/dbdata/x4/welcome.html

[Fal04a]Falk Herwig and Sam M. Austin, " Nuclear Reactions Rates and 

Carbon Star Formation " The Astrophysical Journal 613 ; L73-L76 

(2004)

[Fow56]Fowler J. L. and Brolley J. E., " Mono-energetic neutron techniques 

in the 10 to 30 MeV Range ", Rev. of Mod. Phys. 28, 103 (1956)

[Fox70]Fox, W. N., King, D. C., Pitcher, H. H. W., Sander, J. E., Reactor 

Physics Measurements on 235U and 239Pu Fuels in an 

Intermediate Spectrum Assembly, Journal of British Nuclear 

Energy Society, Volume 9, pp 15-27, 1970

[Fra99] Frankle, S. C., "A Suite of Criticality Benchmarks for Validating 

Nuclear Data", LA-13594,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9)

[Fu00] Fu, C. Y., "Effects of Differing Energy Dependences in Three 

Level-Density Models on Calculated Cross Section", Nucl. Sci. 

Eng. 135, 246 (2000)

[Gib66] Gibson, W. A. et al., "Low-Energy Neutron Production by 

High-Energy Proton Bombardment of Thick Targets," pp. 110, 

111, ORNL-3940,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966)

[Gil01] Gil, C. S., Kim, J. D. and Chang, J., "Analysis of Pressure Vessel 

Surveillance Dosimetry Inserted into Korean PWR", Reactor 

Dosimetry: Radiation Metrology and Assessment, p. 101, Williams, 

J. G. et al.,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West Conshohocken, PA (2001)



- 328 -

[Gil02] Gil, C. S., "ZZ-KASHIL-E6, 175 N, 42 Gamma Groups Cross 

Sections in MATXS Format Based on ENDF/B-VI.5 for Shielding 

Applications", NEA-1649/01, Nuclear Energy Agency, OECD (2002)

[Gil03] Gil, C. S., Kim, J. D., Kim, D. H. and Chang, J., "The Generation 

of Resonance Multigroup Cross Sections for Thermal Reactors 

Using the NJOY/RMET21", 일본원자력학회 춘계년회 (2003)

[Gil04] 길충섭, 김정도, 김도헌, 장종화, "액체 속로 연소 계산용 가상 핵분열 

생성물 생산", 한국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May 27-28, 경주 

호텔 (2004)

[Gil65] Gilbert, A. and Cameron, A. G. W., "A composite nuclear-level 

density formula with shell corrections", Can. J. Phys. 43, 1446 (1965)

[Gil98] 길충섭, 김정도, 이 욱,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 개발  검증", 한국원

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XX (1998)

[Gor02]Goriely, S. and Khan, E., " Large-scale QRPA calculation of 

E1-strength and its impact on the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Nucl. Phys. A706, 217 (2002)

[Gor96]Gorbatkov, D. V. and Kryuchkov, V. P., "SADCO-2: A Modular 

Code System for Generating Coupled Nuclear Data Libraries to 

Provide High-Energy Particle Transport Calculation by Multigroup 

Methods," Nucl. Instr. & Meth. in Phys. Res., A 372, 297 (1996)

[Gri01] Grigoriev, Yu., V., et al., Proc. 9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310-316 (2001)

[Gri02] Grigoriev, Yu., V., et al., J. Nucl. Sci. Technol., S2, 350 (2002)

[Gri03] Grigoriev, Yu., V., et al., Proc. 11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167-172 (2003)

[Gue73a]P. T. Guenther, P. A. Moldauer, A. B. Smith, D. L. Smith, and J. F. 

Whalen, "Cobalt Fast Neutron Cross Sections – Measurement and 

Evaluation ", ANL/NDM-1, (1973)

[Gue81a]P. T. Guenther, A. B. Smith, and J. F. Whalen ," Fast-Neutron 

Interactions with 182W, 184W, and 186W " ANL/NDM-56, (1981)

[Hal91] Halsall, M. J., A Review of the WIMS Nuclear Data Library, Nucl. 

Energy, Vol. 30, No. 5, pp. 285-290, 1991.

[Han04]Han, C. Y. et al., "VENUS-2 MOX-Fuelled Reactor Dosimetry 



- 329 -

Calculations: Benchmark Specification", NEA/NSC/DOC(2004)6, 

Nuclear Energy Agency, OECD (2004)

[Hau52]Hauser, W. and Feshbach, H., "The inelastic Scattering of 

Neutrons",Phys. Rev. 8, 366 (1952)

[Hen94]Hendricks, J. S., Frankle, S. C. and Court, J. D., "ENDF/B-VI Data 

for MCNP", LA-12891,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4)

[Her00]Herman M., ``Empire-2: Statistical Model Code for Nuclear 

Reaction Calculations,``IAEA, Vienna (2000)

[Her02]Herman, M., "EMPIRE-II statistical model code for nuclear 

reaction calculations", IAEA (2002)

[Hon04a]W. Hong, G. D. Kim, H. J. Woo, J. K. Kim, C. H. Eum, J. H. Chang, and 

K.S. Park, " A Design of Nanosecond Beam Bunching System", 

Jour. of Radio. Chem. (to be published) (2004)

[IAE02] IAEA, "WIMS-D Library Update: Final Report of 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IAEA-DOC-DRAFT, IAEA (2002)

[Iae03] IAEA-CRP, "Reference Input Parameter Library (RIPL-2)", 

http://www-nds.iaea.org/ripl2/, (2003)

[IAE87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Handbook on Nuclear Activation 

Data ", Technical reports series No. 273 (1987)

[Icr87]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Data for Use 

in Protection Against External Radiation," ICRP publication 51, 

Pergamon, Oxford (1987)

[Iga73] Igarasi S., ``Optical Model Potentials used in JENDL Evaluations 

(JAERI, Tokai-mura, Japan), Reference Input Parameter Library for 

theoretical calculations of nuclear reactions (RIPL),`` JAERI 

1228(41) (1973)

[Iga86] Igashira, M., Kitazawa, H., Shimizu, M., Komano, H. and Yamamuro, N., 

"Systematics of the pygmy resonance in keV neutron capture γ-ray 

spectra of nuclei with N≈82-126",  Nucl. Phys. A457, 301 (1986)

[Iga91] Igarasi, S. and Fukahori, T., "Program CASTHT-Statistical Model 

Calculation for Neutron Cross Sections and Gamma Ray 

Spectrum-", JAERI-1321, (1991)

[Iga94] Igashira, M., Tanaka, M., Masuda, K., Proc. 8th Int. Symp. On 



- 330 -

Capture Gamma-ray Spectroscopy and Related Topics, p992 (1994)

[Ign93] Ignatyuk, A. V., Weil, J. L., Raman, S. and Kahane, S.,"Density of 

discrete levels in 116Sn", Phys. Rev. C 47, 1504 (1993)

[Jac02] Jacqmin, R., Kellett, M. and Nouri, A., "The JEFF-3.0 Nuclear 

Data Library", PHYSOR 2002, Oct. 7-10, Seoul, Korea (2002)

[Kae01]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 체제 구축 기반연구,“ KAERI/RR-2121/2000, 

과학기술부 (2001)

[Kal88] Kalbach, C., "Systematics of continuum angular distributions: 

Extensions to higher energies," Phys. Rev. C, vol. 37, pp. 

2350{2370, 1988.

[Kar04a]KAERI, http://atomic.kaeri.re.kr (2004)

[Kim01]Kim, D. H., Kim, J. D., Gil, C. S. and Chang, J., "An 

ENDF/B-VI.6-Based 150-Group Neutron Library for KALIMER", 

2001 Fall Meeting of the Atomic Energy Society of Japan, Sep. 

19-21, Hokkaido, Japan (2001)

[Kim01-1]Kim, G. N., et al, Anal. of Nucl. Energy 28, 1549 (2001)

[Kim01-2]Kim, G. N., et al., J. Korean Phys. Soc., 38, 14 (2001)

[Kim01-3]Kim, H. D., et al., Proc.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KAERI/GP-176/2001, pp. 73-84 (2001)

[Kim01-4]Kim, G. N., et al., Proc. 9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186-192 (2001)

[Kim02-1]Kim, G. N., Lee, Y. S., Ko, I. S., Cho, M. H., Namkung, W., Cho, 

H.J., Lee, S., Kobayashi, K., Yamamoto S., Fujita Y., J. Nucl. Sci. 

Technol., S2, 287 (2002)

[Kim02-2]Kim, G. N., Lee, Y. S., Ko, I. S., Cho, M. H., Namkung, W., Cho, 

H.J., Lee, S., Kobayashi, K., Yamamoto S., Fujita Y., Proc. of 11th 

Int. Symp. on Reactor Dosimetry, pp 613-620, (2002)

[Kim02-3]Kim, G. N., et al, J. Nucl. Sci. Technol., S2, 303 (2002)

[Kim02-4]Kim, H. D., et al, J. Korean Phys. Soc., 41, 655 (2002)

[Kim02-5]Kim, G. N., et al, Nucl. Instr. Meth. A 485, 458 (2002)

[Kim02-6]Kim, G. N. et al., Proc. 11th Symp. on Capture Gamma-Ray 

Spectroscopy and Related Topics, pp. 722-725, (2002)

[Kim02-7]Kim, G. N. et al., Proc. 11th Int. Symp. on Reactor Dosimetry, pp. 



- 331 -

605-612 (2002)

[Kim02-8]Kim, G. N. et al., Proc. 11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249-256 (2002)

[Kim02a]Kim, D. H., Kim, J. D., Gil, C. S. and Chang, J., "Benchmark on the 3-D 

VENUS-2 MOX Core Measurements by DANTSYS Code System", 

PHYSOR 2002, Oct. 7-10, Seoul, Korea (2002)

[Kim02b]김도헌, 길충섭, 김정도, 장종화, "비분리공명 역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하기 한 MCNP4C용 라이 러리의 생산  검증", 한국원자력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Oct. 24-25, 용평리조트 (2002)

[Kim02c]김도헌, "3-D VENUS-2 MOX 노심에 한 NEA Benchmark 계산", 

NDL-02/02,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2)

[Kim02d]김도헌, "MCNP4C용 라이 러리 생산  벤치마크 계산", NDL-04/02,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2)

[Kim02e]김도헌, "MCNP4C용 라이 러리 생산  벤치마크 계산 (II) - KNJ33", 

NDL-10/02,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2)

[Kim03]Kim, G.N. et al., "Measurement of neutron total cross-secion of 

Dy at Pohang Neutron Facility", Annals of Nuclear Energy, 30, 

1123-1134 (2003)

[Kim03-1]Kim, G. N., et al., J. Korean Phys. Soc., 43, 479 (2003)

[Kim03-2]Kim, G. N., et al., Anal. Nucl. Energy, 30, 1123 (2003) 

[Kim03-3]Kim, G. N., et al., Proc. 2003 Symp. on Nucl. Data, JAERI-Conf 

2004-005, 87 (2003)

[Kim03-4]Kim, G. N., et al., Proc. 11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173-182 (2003)

[Kim03a]Kim, Y. A., YOO, K. J., "Natural Dy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0 eV)", NDL-12/03, Nuclear Data 

Evalyation Lab., KAERI(2003)

[Kim03a]Kim, D. H., Gil, C. S., Kim, J. D. and Chang, J., "Comparisons of the MCNP Criticality 

Benchmark Suite with ENDF/B-VI.8, JENDL-3.3, and 

JEFF-3.0", ICNC2003, p. 304, Oct. 20-24, Tokai-mura, Japan 

(2003)

[Kim03b]Kim, Y. A., YOO, K. J., "Natural Ta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0 eV)", NDL-13/03, Nuclear Data 



- 332 -

Evalyation Lab., KAERI(2003)

[Kim03b]김도헌, 길충섭, 김정도, 장종화, "ENDF/B-VI.8, JENDL-3.3, JEFF-3.0

에 근거한 MCNP4C용 성자 라이 러리의 검증 계산  비교", 한국원

자력학회 2003 춘계학술발표회, May 29-30, 경주교육문화회  (2003)

[Kim03c]Kim, Y. A., YOO, K. J., "Natural W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0 eV)", NDL-14/03,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2003)

[Kim03c]김도헌, 길충섭, 김정도, 장종화, 이용덕 "핵분열 생성물의 성자 반응 단면  

비교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조성 분석", 한국원자력학회 2003 추계

학술발표회, Oct. 30-31, 용평리조트 (2003)

[Kim03d]김도헌, "MCNP4C용 라이 러리 생산  벤치마크 계산 (III) - 

KNF30", NDL-02/03,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3)

[Kim04]김 애, 류건 , 장종화, “SAMMY 코드를 이용한 하 늄(Hafnium)의 

성자 반응단면  분석”, 한국물리학회 가을학술논문발표회, 10.21-23, 

제주 학교(2004)

[Kim04-1]Kim, H. D. et al, J. Korean Phys. Soc., 45, 1474 (2004)

[Kim04-2]Kim, G. N., et al, J. Nucl. Sci. Technol., S4, 388 (2004)

[Kim04a]G. D. Kim, H. J. Woo. J. K. Kim, T. K. Yang, and J. H. Chang." 

Production of Mono-Energetic MeV-range Neutrons by 3T(p,n)3He 

Reaction " Jour. of Radio. Chem. (to be published) (2004)

[Kim04a]Kim, H. I., Lee, Y. D., Lee, Y. O. and Chang, J., "Gamma Emission 

Spectra for Gd, Au, and Eu Isotopes", Proc. KNS Spring Meeting , 

Gyeongju, Korea, (2004)

[Kim04a]Kim, D. H., Gil, C. S., Kim, J. D. and Chang, J.,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a Shielding Library Based on ENDF/B-VI.8", 

ICRS-10/RPS 2004, p. 119, May 9-14, Madeira, Portugal (2004)

[Kim04b]Kim, H. I., Lee, Y. D., Lee, Y. O. and Chang, J., "Gamma 

Emission Spectra and GDR Shapes for U and Pu Isotopes ", The 

7th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2004)

[Kim04b]Kim, D. H., Gil, C. S., Chang, J. and Lee, Y. D., "Comparisons of 

Neutron Cross Sections and Isotopic Composition Calculations for 

Fission Product Evaluations", ND2004, p. 199, Sep. 26-Oct. 1, 

Santa Fe, NM (2004)



- 333 -

[Kim04c]Kim, H. I., Lee, Y. O., Lee, Y. D. and Chang, J., "M1 scissors mode for 

gamma emission spectrum and its effect", Proc. KNS Fall Meeting 

, Yongpyung, Korea, (2004)

[Kim04c]김도헌, 길충섭, 장종화, "차폐 해석용 라이 러리 KASHIL-E6의 재작성  검

증 계산", 한국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May 27-28, 경주

호텔 (2004)

[Kim04d]Kim, H. I., Lee, Y. D., Lee, Y. O. and Chang, J., "Investigation of 

M1 scissors Mode in Low Energy Gamma for Gd, U, and Pu 

Isotopes", Proc. KPS Fall Meeting , Jeju, Korea, (2004)

[Kim04d]Kim, D. H., Gil, C. S. and Chang, J., "Dosimetry Calculations for 

3-D VENUS-2 MOX-Fuelled Reactor Using TRANSX/DANTSYS 

Code System", 한국원자력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회, Oct. 28-29, 용

평리조트 (2004)

[Kim04e]Kim, H. I., Lee, Y. O., Lee, Y. D. and Chang, J., "Capture Cross Section 

and Gamma Spectra for Cd, In, and Ag Isotopes", Proc. KNS Fall 

Meeting , Yongpyung, Korea, (2004)

[Kim05]Kim, D. H., Gil, C. S., Kim, J. D. and Chang, J.,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a Shielding Library Based on ENDF/B-VI.8",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XX, XX (2005) (Accepted for publication)

[Kim97]김정도, 길충섭, "KAFAX-F22: JEF-2.2를 이용한 고속로용 다군 단면  

라이 러리 생산  검증", KAERI/TR-842/97,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Kim99]김정도, 길충섭, "Generation of Lumped-Fission-Product Cross 

Sections for Fast Reactors", NDL-15/99,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1999)

[Kim99a]G. N. Kim, W. Y. Baek, H. S. Kang, J. Y. Choi, M. H. Cho, I. S. Ko, W. 

Namkung, J. H. Chang, " The Status report on the Nuclear Data 

Project in Korea ", JAERI-conf. 99-002 (1999)

[Kob89]K. Kobayashi et al., Annu. Rep. Res. Reactor Inst. Kyoto Univ. 22, 

142 (1989)

[Koc99]Kocherov, N. P. and McLaughlin, P. K., "The International Reactor 

Dosimetry File (IRDF-90 Version 2)", IAEA-NDS-141, Rev. 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99)

[Kop90]Kopechy, J. and Uhl, M., "Test of gamma-ray strength functions in 



- 334 -

nuclear reaction model calculations, " Phys. Rev. C 41, 1941 (1990)

[Kop97]J. Kopecky, "NGATLAS - Atlas of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Report INDC(NDS)-362 (IAEA, Vienna 1997)

[Laa01a]http://laacg1.lanl.gov (2004)

[Lan00] "MCNPX User's Manual, Version 2.4.0," LA-CP-02-408 (2002)

[Lan98]Landeyro, P. A. et al., "Simulation of Thick Target Experiments 

for the Validation of Spallation Codes," Proc. Intern. Conf. on the 

Physic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ctober 5-8 (1998)

[Lar99] Larson, N.M., "Updated User's Guide for SAMMY: Multilevel 

R-Matrix Fits to Neutron Data Using Bayes' Equation", 

ORNL/TM-9179/R4, Oak Ridge National Lab.(1999)

[Law92]Lawson R.D., “ABAREX_A Neutron Spherical Optical-Statistical  

Model Code“, in Workshop on Computation and Analysis of 

Nuclear Data Relevant to Nuclear Energy and Safety, pp447-516, 

Trieste, Italy (1992)

[Lee00a]Lee Y.D., “Evaluation of Neutron Cross Sections for Samarium 

Isotopes“, NDL-01/00,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0)

[Lee00b]Lee Y.D., “Evaluation of Neutron Cross sections for Gadolinium 

Isotopes”, NDL-11/00,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0)

[Lee01]이 욱, 등, “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for 

Radioisotope Production”, KAERI/TR-1946/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11)

[Lee01a]Lee Y.D., ``Evaluation of Neutron Cross Sections from 1 keV to 20 

MeV for Mo-95, Tc-99, Ru-101, Pd-105, Ag-109, Xe-131, Cs-133, 

Pr-141,`` NDL-04/01,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0). 

[Lee01b]Lee Y.D., ``Evaluation of Neutron Cross Sections from 1 keV to 

20 MeV for Rh-103, Nd-143, Nd-145, Sm-147 and Sm-149,`` 

NDL-05/01,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0). 

[Lee01c]Lee, Y.-O. et al,, “High Energy Nuclear Data Evaluations for 

Neutron-, Proton-, and Photon-Induced Reactions at KAERI”, 원자

력학회 ‘01 춘계학술회의, 5.24 (2001)

[Lee01d]Lee, Y.-O. et al,,“Evaluation of double differential neutron emission 

cross section on n+Fe reaction for shielding of fast and fusion 



- 335 -

reactor”, 원자력학회 ’01 추계학술회의, 10.26 (2001)

[Lee01e]Lee, Y.-O. et al, "Optical Model Parameter Search with Simulated 

Annealing and Marquardt-Levenberg method", Worksh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8. 26, 포항 (2001)

[Lee02]Lee, Y. D. and Chang, J., "Neutron Cross Section Evaluation on 

Mo-95, Tc-99, Ru-101 and Rh-103 in the Fast Energy Region", J.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34, 533 (2002)

[Lee02a]Lee, Y.-O. et al,, “High Energy Neutron-, Proton-, and Photon- 

induced Reaction Data Libraries at KAERI”, J. of Nucl. Sci. Tech.,  

Supp.2 p.60 (2002)

[Lee02b]Lee, Y.-O. et al,,"Energy-Angle Spectra of Secondary Neutrons 

From Al-27(p,xn) and Pb-208(p,xn) Reactions for Space-Shielding 

Applciations", IEEE NSREC, 49(6) (2002)

[Lee02c]Lee, Y.-O. et al,,"Proton-Induced Nuclear Data Up to 400 MeV 

for Space Shieldiing", Space Rad. Shielding. Tech. Work, 4.3,  

Langley, U.S.A, (2002)

[Lee02d]Lee, Y.-O. et al,, "Evaluation of double differential neutron 

emission cross section on n_Fe reaction for shielding of fast and 

fusion reactor", ANS/RPSD, 4.15, Santa Fe, U.S.A. (2002)

[Lee02e]Lee, Y.-O. et al,,"Evaluation of Energy-Angle Spectra of Secondary 

Neutrons from p+Al-27 and p+Pb-208 Reactions for Space 

Shielding Applications", IEEE NSREC, 7.16, Phoenix, U.S.A. (2002)

[Lee02f]Lee, Y.-O. et al,, "Evaluation of Neutron Production Cross Sections 

and Emission Spectra in the Proton-induced Reaction of C-12, Fe-56, 

adn Pb-208 up to 250 MeV", PHYSOR 2002, 10.17, 서울 (2002)

[Lee02g]Lee, Y.-O. et al,,“Progress in the KAERI High Energy Nuclear 

Data Library”, Symp. on Nucl. Data, 11.22, Tokai, Japan (2002)

[Lee02h]Lee, Y. S. et al., Rad. Meas. 35, 321 (2002)

[Lee03]Lee, Y. D. and Chang, J., "Evaluation of Neutron Cross Sections 

for Eu-153, Gd-155 and Gd-157", J.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35, 35 (2003)

[Lee03a]Lee, Y.-O. et al,,“Nuclear data relevant to the radiological safety 

of the proton accelerator”, 원자력학회 추계학술회의,10.29 (2004)



- 336 -

[Lee03b]Lee, Y.-O. et al,,"Neutron- and Proton- induced nuclear data 

evaluation of Th-232 for Energies up to 250 MeV“, 

TRAMU-2003, Darmstadt, 9.1, 독일 (2003)

[Lee03c]Lee, Y.-O. et al,,“Codes and procedures for nuclear data 

evaluation of actinides at energies up to 250 MeV”, Worksh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8. 29, 포항 (2003)

[Lee03d]Lee, Y.-O. et al,,“Neutron- and Proton- Induced Nuclear Data of 

Thorium, Uranium, and Curium Isotopes for Energies up to 250 

MeV”, Symp. on Nucl. Data, 11.18, Tokai, Japan (2003)

[Lee03e]Lee, S. et al., Proc. of 2003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Pohang, Korea, KAERI/GP-210/2003, 

pp. 43-48, Aug. 2003.

[Lee04a]Lee, Y.-O. et al,,“Shielding Aspect of High Current Proton Linac 

Accelerator (KOMAC)”, 원자력학회 ’03 추계학술회의, 10.30 (2003)

[Lee04b]Lee, Y.-O. et al,,“Preliminary shielding assessment for a 100 

MeV proton linac of the KOMAC”, ICRP-10/RPS 2004, 5.9, 

Madeira, Portugal  (2004)

[Lee04c]Lee, Y.-O. et al,,"Neutron- and Proton-induced Nuclear Data 

evaluation of Th, U, and Cm isotopes for energies up to 250 

MeV", ND-2004, 9.28, Santa Fe, U.S.A (2004)

[Lee99a]Lee Y.D., “ABRXPL development for parameter decision of 

spherical optical model potential”, NDL-14/99,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1999)

[Lee99b]Lee Y.D., “66-Dy-160,-161,-162,-163,-164에 한 성자 반응 단

면  생산  평가”, NDL-14/99,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0)

[Lem01]Lemmel, H. D., McLaughlin, P. K. and Pronyaev, V. G., "ENDF/B-VI 

Release 8 (Last Release of ENDF/B-VI)", IAEA-NDS-100, Rev. 11,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1)

[Les01]Leszczynski, F., "NRSC System, User’s manual", Internal Report 

CAB-CNEA, 1999, V.2, 2001.

[Les97]Leszczynski, F., "Goldstein-Cohen Parameters for Preparation of 

Multi-group Libraries", Report CAB-CNEA for WLUP, December 



- 337 -

1997.

[Lew76]Lewis, T. A., ORNL/TM-5112, Oak Ridge National Lab., 

Tennessee (1976)

[Lia03a]Liang, Qichang, Liu, Tingjin, Zhao, Zhixiang, Liu, Tong, Sun, 

Zhengjun,"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second version of 

Chinese 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 ", Yuan Zi neung chu ban 

she vol 29. 4, p 377 (2003)

[Lin76a]Lindner M., Nagle R. J. and Landrum J. H., "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from 0.1 to 3 MeV by Activation Measurements ", 

Nucl. Sci. and Eng. 59, 381 (1976)

[Lis69a]H. Liskien and A. Paulsen, " Detetrmination of 1 meV neutron 

Fluxes from The T(p,n)3He by the Associated Particle Method ", 

Nucl. Inst. and Meth. 69, 70-76, (1969)

[Lit98] Little, R. C. and MacFarlane, R. E., "ENDF/B-VI Neutron Library 

for MCNP with Probability Tables", LA-UR-98-5718,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8)

[Lon87] Lone, M. A., Jones, R. T. and Townes, B. M., "Total Neutron Yields 

from 100 MeV Protons on Cu, Fe, and Th,"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256, 135-142 (1987)

[Mac92]MacFarlane, R. E., "TRANSX 2: A Code for Interfacing MATXS 

Cross-Section Libraries to Nuclear Transport Codes", 

LA-12312-MS,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2)

[Mac94]MacFarlane, R. E. and Muir, D. W., "The NJOY Nuclear Data 

Processing System, Version 91", LA-12740-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4)

[Mak83]R.L. Macklin,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and Resonances of 

Iodine-127 and Iodine-129", J, NSE, 85, 350 (1983)

[Man97]Manturov, G. N., Nikolaev, M. N. and Tsyboulia, A. M., "ABBN-93 

Group Data Library, Part1: Nuclear Data for the Calculations of 

Neutron and Photon Radiation Fields," Vienna, IAEA, 

INDC(CCP)-409 (1997)

[Man98]Manturov, G. N., Nikolaev, M. N. and Tsyboulia, A. M., 

"CONSYST/ABBN Data Code System," IPPE Report No. 9865, 



- 338 -

Obninsk (1998)

[Mas94a]Masayuki Igashira, " High-Sensitivity Measurements of keV- Neutron 

Capture Gamma rays ", IONICS, 일본의 과학과 기술 별간 (1994)

[McL97]V. McLane et al., "ENDF-102, Data Formats and Procedures for 

the Evaluated Nuclear Data File ENDF-6," BNL-NCS-44945 

Rev.2/97, (1997)

[Mea75a]J. W. Meadows,“ Determination of the Energy Scale for Neutron 

Cross Section Measurements Employing a Mono-energetic 

Accelerator ”, ANL/NDM-25, (1977)

[Mei89]Meier, M. et al.,"Dierential neutron production cross sections and 

neutron yield from stopping-length targets for 113 MeV," Nucl. 

Sci. Eng., vol. 102, p. 310, 1989. EXFOR O0100

[Mei92]Meier, M. et al., "Dierential neutron production cross sections for 

256-MeV protons," Nucl. Sci. Eng., vol. 110, p. 289,1992. EXFOR 

C0168.

[Mez03]Mezentseva Z. V., et al., J. Korean Phys. Soc., 43, 704 (2003)

[Moh71]Mohan, R., Danos, M. and Biedenharn, L. C., "Three-Fluid 

Hydro-dynamical Model of Nuclei", Phys. Rev. C 3, 1740 (1971)

[Mug81]Mughabghab, S. F., Divadeenam, M., Holden, N.E., "Neutron Cross 

Sections-Neutron Resonance Parameters and Thermal Cross 

Sections, Part A", Academic Press(1981)

[Mug84]Mughabghab, S.F., "Neutron Cross Sections-Neutron Resonance 

Parameters and Thermal Cross Sections, Part B", Academic 

Press(1984)

[Na01] Na, B. C. and Messaoudi, N., "Blind Benchmark on the 3-D 

VENUS-2 MOX Core Measurements", NEA/SEN/NSC/WPPR(2001)1, 

Nuclear Energy Agency, OECD (2001)

[Nak03a]Nakagawa, T., Shibata, K., Chiba, S., Fukahori, T., Nakajima, Y., 

Kikuchi, Y., Kawano, T., Kanda, Y., Ohsawa, T., Matsunobu, H., Kawai, 

M., Zukeran, A., Watanabe, T., Igarasi, S., Kosako, K., Asami, T.," 

Japanese 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 version 3 revision-2: 

JENDL-3.2 " Atomic energy society of Japan, vol 32. 12, p 1259-1271.

[Nak83]Nakamura, T., Fujii, M. and Shin, K., "Neutron Production from Thick 



- 339 -

Targets of Carbon, Iron, Copper, and Lead by 30- and 52-MeV 

Protons,"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83, pp. 444-458 (1983)

[Nak95]Nakagawa T., et al., ``Japanese 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 

Version 3, Revision 2,`` J. Nucl. Sci. Technol. 32, 1259 (1995)

[NEA01]NEA Nuclear Science Committee, "International Handbook of 

Evaluated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xperiments", 

NEA/NSC/DOC(95)03, Nuclear Energy Agency, OECD (2001)

[NEA98]WIMSD5, NEA Data Bank Documentation, No. 1507/01, 1998.

[Oh00] Oh S-Y., Chang J.H. and Mughabghab S., ``Neutron Cross Section 

Evaluations of Fission Products below the Fast Energy Region,`` 

BNL-NCS-67469 (2000)

[Oh00] Oh, S. Y. and Chang, J., "Neutron Cross Section Evaluations of 

Fission Products below the Fast Energy Region", BNL-NCS-67469 

(KAERI/TR-1511/2000),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2000)

[ORN96]ORNL, "BUGLE-96: Coupled 47 Neutron, 20 Gamma-Ray Group 

Cross Section Library Derived from ENDF/B-VI for LWR Shielding 

and Pressure Vessel Dosimetry Applications", DLC-185, Radiation 

Shielding Information Cente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996)

[Pau71a]A. Paulsen, R. Widera, A. Berlin, A. Trapani, " Neutron Flux 

Measurement By Counting the Associated 3He Particles From The 

T(p, n) Reaction corresponding to 500 keV Neutron Energy ", 

Nucl. Inst. and Meth. 91, 589-593, (1971)

[Pes97]Pescarini, M. and Borgia, M. G., "JENDL-3.1 Iron Validation on 

the PCA-REPLICA (H2O/Fe) Shielding Benchmark Experiment", 

RT/ERG/97/1, ENEA, Bologna (1997)

[Pra00] Prael, R. E. and Madland, D. G., "The LAHET Code System with 

LAHET2.8," LA-UR-00-2140 (2000)

[Pre92] Press, W. H., Teukolsky, S. A., Vetterling, W. T. and Flannery, B. 

P., "Numerical Recipes in FORTRAN: The Art of Scientific 

Computing-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Qai01] S.M. Qaim et al,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databases for 

medical radioisotope production: diagnostic radioisotopes and monitor 



- 340 -

reactions," IAEA-TECDOC-1211, IAEA (2001)

[Ray94]Raynal, J., "Notes on ECIS94", Tech. Rep. CEA-N-2772, 

Commisariate l'Energie Atomique (CEA), Saclay, France (1994)

[Rip00] RIPL, "Handbook for calculations of nuclear reaction data: Reference 

Input Parameter library", IAEA-TECDOC-1034, IAEA (2000)

[Ro02] Ro, T. I., Min, Y. K., Kim, G. N., Lee, Y. S., Ko, I. S., Cho, M. H., 

Lee, S. Y., Yamamoto, S., Kobayashi, K., Fujita, Y., Proc. 10th Int. 

Seminar on Int. of Neutrons with Nuclei, pp 283-288 (2002)

[Say00]Sayer, R.O., "RSAP-Royce's SAMMY Plotter-Version4", Oak Ridge 

National Lab.(2000)

[Sch01]Schiller, A. and Guttormsen, M., " Level Density and Thermal 

Properties in Rare Earth Nuclei", Physics of Atomic Nuclei, 64, 

1186 (2001)

[Sch98]Schopper, H., "LANDOLT-BOERNSTEIN/NEW Series: Numerical 

Data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in Science and Technology, 

Group I : Elementary Particles, Nuclei and Atoms, Volume16: Low 

Energy Neutron Physics, Subvolum B: Tables of Neutron 

Resonance Parameters", Springer(1998)

[Sco90]Scobel, W., et al., "Preequilibrium (p,n)reaction as a probe for the 

effective nucleon-nucleon interaction in multistep direct 

processes," Phys. Rev. C,vol. 41, p. 2010, 1990. EXFOR O0181

[Seo99]서보균, "MCNP용 라이 러리 생산  단면  그래  작성", 

NDL-19/99, 핵자료평가랩,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Shi02] Shibata, K. et al., "Japanese 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 Version 

3 Revision-3: JENDL-3.3", J. Nucl. Sci. Technol., 39, 1125 (2002)

[Sko00] V.R. Skoy, Neutron-Nucleus Interactions, Measurement of the Total 

Cross-Sections, Extraction of the Parameters of a Resonance, Frank 

Laboratory of Neutron Physics,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141900 Dubna, Moscow Region, Russia Currently at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

[Sko02]Skoy, V., et al., J. Korean Phys. Soc., 41, 314 (2002)

[Smi01a]Alan B. Smith, "Fast-Neutrons Incident on Hafnium", 

ANL/NDM-153(2001)



- 341 -

[Smi03]Smith, M. S., "Nuclear data for astrophysics", Nucl. Phys. A718, 

339c (2003)

[Smi04a]Donald L. Smith, "A Survey of Experimental and Evaluated Fast 

Neutron Helium Production Cross Section Data for Fusion Energy 

Applications ", ANL/NDM-158 (2004)

[Smi79a]A. Smith and P. Guenther, " Scattering of MeV Neutrons from 

Elemental Iron ", ANL/NDM-47, (1979)

[Smi87a]A. B. Smith, P. T. Guenther, and R. D. Lawson, " The Energy 

Dependence of the Optical-Model Potential for Fast-Neutron 

Scattering from Bismuth ", ANL/NDM-100, (1987)

[Smi88a]Donald L. Smith," Nuclear Data Uncertainties – I: Basic Concepts 

of Probability ", ANL/NDM-92, (1988)

[Smi88b]Donald L. Smith, "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Neutron 

Spectrum in Determinations of Integral Neutron Cross-Section 

Ratios ", ANL/NDM-102 (1988)

[Smi91a]A. B. Smith, P. T. Guenther, J. F. Whalen, and S. Chiba, " 

Fast-Neutron Total and Scattering Cross Sections of 58Ni and 

Nuclear Models ", ANL/NDM-120 (1991)

[Sta93] Stamer, S., et al.,  "Double dierential cross sections for neutron 

emission induced by 256 MeV and 800 MeV protons," Phys. Rev. 

C, vol. 47, p. 1647, 1993. EXFOR C0511.

[Ste73] Stevenson, G. R., et al., Health Physics, 24, 87 (1973)

[Sur98] Surman, R. and Engel, J., "Neutrino capture by r-process 

waiting-point nuclei", Phys. Rev. C 58, 2526 (1998)

[Tat67] Tatarczuk, J. R. and Block, R. C., RPI-328-100, 191,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m Troy, N.Y. (1967)

[Tun70]Windsor, H. H., Tunney, W. J., Price, G. A., "Exponential Experiments 

with Lattices of Uranium-233 Oxide and Thorium Oxide in Light and 

Heavy Water", Nucl. Sci. and Engn. Vol. 42, pp 150-161 (1970)

[Vas90]Vassil'kov, R. G. and Yurevich, V. I., "Neutron Emission from an 

Extended Lead Target Under the action of Light Ions in the GeV 

Range," JCANS XI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Advanced Neutron 

Sources, KEK, Tsurruta, October 22-26 (1990)



- 342 -

[Vil92] Villarino, E. A., "HELIOS: Angularly Dependent Collision 

Probabilities",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112, 16 (1992)

[Voi01] Voinov, A., Cuttormsen, M., Melby, E., Rekstad, J., Schiller, A. and 

Siem, S., " γ-ray strength function and pygmy resonance in rare 

earth nuclei", Phys. Rev. C63, (2001)

[Vol00a]Voloschenko, A. M. and Shwetsov, A. V., "KASKAD-S-2.0 - 

Tow-Dimensional Discrete-Ordinates Neutron, Photon and Charged 

Particles Transport Code," User's Guide, Report No. 7-2-2000, 

Keldysh Inst. of Appl. Math., Moscow (2000)

[Vol00b]Voloschenko, A. M., Gukov, S. V. and Shwetsov,  A. V., 

"ARVES-2 - a Package of Utilities for FMAC-M Format: a 

Multigroup Macroscopic Cross-section Format for 

Discrete-ordinates Transport Codes", User's Guide, Report No. 

7-3-2000, Keldysh Inst. of Appl. Math., Moscow (2000)

[Vol04] Voloschenko, A. M. and Kryuchkov, V. P., "KATRIN-1.5: 

Three-dimensional Discrete Ordinates Neutron, Photon and Charged 

Particle Transport Code", KIAM, Moscow (To be published)

[Vre04]Vretenar, D., Niksic, T., Paar, N. and Ring, P., "Relativistic QRPA 

description of low-lying dipole strength in neutron-rich nuclei", 

Nucl. Phys. A731, 281 (2004)

[Wer99]Werner, C. J., "New Data Library for MCNP Delayed Neutron 

Capability", XCI:CJW-99-25(U), Los Alamos Memorandu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99)

[Wil53a]Willard H. B., Bair J. K. and Kington J. D.," The Reactions of 

T(p,n)3He and T(p,γ)4He ", Phys. Rev. 90 865 (1953)

[Woo04a]H. J. Woo, G. D. Kim, H. W. Choi, N. B. Kim, T. K. Yang, J. H. 

Chang, and K. S. Park," Measurements of Fast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on 63Cu and 186W ", Jour. of Radio. Chem. (to be 

published) (2004)

[Yam86]Yamamoto S., Fujita, Y., Shibata, T., and Selvi, S., Nucl. Instr. 

Meth., A249, 484 (1986)

[Yam87]Yamamuro, N., Udagawa, K. and Natsume, T., "Calculation of capture 

cross sections and gamma-ray spectra following the interaction of 



- 343 -

neutrons with 181Ta and 197Au", Nucl. Sci. Eng. 96, 210 (1987)

[Yam96]Yamamoto S., et al, J. Nucl. Sci. Technol.,  33, 815 (1996)

[Yoo02]YOO, K. J., Chang, J., “Natural Dy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 eV)", NDL-05/02,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2)

[Yoo03a]YOO, K. J., Chang, J., “Natural Ag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0 eV)", NDL-01/03,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3).

[Yoo03b]YOO, K. J., Chang, J., “Natural Sm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SAMMY Code (0 eV-100 eV)", NDL-05/03, Nuclear Data 

Evaluation Lab., KAERI (2003)

[Yoo03c]YOO, K. J., Chang, J., "Natural Ag Transmission Data Analysis 

Using the SAMMY Code (0eV-100eV)",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5.29-30, 경주 교육문화회 (2003)

[Yoo03d]YOO, K. J., Kim, Y. A., Chang, J., “Transmission Data Analysis of 

Natural Dy Using SAMMY Code from 0 eV to 100 eV", 한국원자력

학회 추계학술발표회, 10. 29-30, 용평(2003)

[You91]Young, P. G. and Arthur, E. D., " GNASH: A Preequilibrium, 

Statistical Nuclear-Model Code for Calculation of Cross Sections 

and Emission Spectra", PSR-125 (1991)

[You94]Young, P.G. et al.,  “Comprehensive nuclear model calculations: 

Theory and use of the GNASH code,” in Proc. of the IAEA 

Workshop on Nuclear Reaction Data and Nuclear Reactors - 

Physics, Design, and Safety (A. Gandini and G. Reffo, eds.), 

(Singapore), pp. 227–404, Trieste, Italy, April 15 - May 17, 1996, 

World Scientific Publishing,Ltd., 1996.

[Zie04a]J. F. Ziegler and J. P. Biersack," SRIM ; The stopping and Range 

Ions in Matter ", SRIM-2003.26 (2003)

[Zil96] Zilges, A., Brentano, bon P., Herzberg, R. -D., Kneissl, U., 

Margraf, J. and Pitz, H. H., "Observation of Magnetic and Electric 

Dipole Excitations below Neutron Threshold in Photon Scattering 

Experiments", Nucl. Phys. A599, 147c (1996)

[Zuc98] Zucker, M. S. et al., "Spallation Neutron Production Measurements,"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129, 180-186 (1998)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504/2004

제목 / 부제 원자력 연구개발용 핵자료 구축․평가

연구책임자  부서명 장종화 (핵자료평가랩)

연 구 자  부 서 명

이 욱, 길충섭, 이용덕, 조 식, 김도헌, 김형일, 김 애, 류건

, 오수열, 김정도(이상 핵자료평가랩), 김두한, 이정연(이상 박

사후연수생), 김귀년(경북 ), 남궁원(포항공 ), 김기동(한국지

질연구원), 서태석(카톨릭 )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

페 이 지 343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9 cm

참고사항
원자력 장기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용 핵자료 구축․평가”

제2단계(2001.4 ～2005.2) 최종보고서

비 여부 공개( ○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원자력 연구개발용 핵자료 구축․평가와 련한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국내의 련 

업계의 의견을 반 하여 핵구조 자료, 성자서비스, 하 입자서비스, 고에 지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 고 WIMSD-5B, HELIOS, KASHIL-E6 라이 러리를 업데이트하 다. 

실측 성자 공명상수와 고연소도 핵연료용 19개의 핵종을 평가 하 고 토륨 주기 핵물

질의 단면 을 평가하 다. 지하자원 탐사에 필요한 원소들의 (n,) 단면 을 평가하

고 노내 계측기 개발을 해 노심내 감마원 핵종과 구조재료에 한 자생성 단면

을 평가하 다. 고에 지 핵자료평가용 산코드체계를 개량하고 양성자 가속기와 인공

성차폐용 성자 생성 단면 과 방출 스펙트럼 평가에 용하 고 의료용 동 원소 

생산을 한 “하 입자 핵단면  자료집“을 발간하 다.

  MCNP4C, WIMSD-5, 고속로용, 차폐 해석용, 핵분열생성물 연소 해석용, 그리고 각

종 원자로 검증 계산용 라이 러리 등을 생산하 다. 고에 지 성자  하 입자수송

코드를 설치하고 수송계산용 군정수 생산체계를 구축하 다.

  일본 쿄토 학과 동경공 , 그리고 러시아 Frank 성자물리연구소(FLNP)의 측정 설

비들을 이용하여 원자로 독물질과 토륨 련 핵종의 단면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 다. 포항의 성자 TOF 설비를 개량하고, 이를 이용하여 Ta 등 12개의 시료의 

성자 단면 을 측정하 다. 그리고 VDG 시설에서 고속 성자 포획단면 을 측정하

기 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 다.

주제명키워드

핵자료 데이터베이스, 핵자료 평가 , 핵자료 처리, 핵자료 측정, 성

자 단면 , 하 입자 단면 , 군정수 라이 러리, TOF 시설, VDG 시

설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504/2004

Title / Subtitle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Nuclear R&D Project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J. H. Chang (Nuclear Data Evaluation Lab.)

Researcher and

Department

Y.O. Lee, C.S. Gil, Y.D. Lee, Y.S. Cho, D.H. Kim, H.I. Kim, Y.A. 

Kim, K.J. YOO, S.Y. Oh(Nucl. Data Eval. Lab.), Doo. H. Kim, J.Y. 

Lee(Post Doc.), G.N. Kim(KNU), W. Namkung(POSTEC), K.D. 

Kim(KIGAM) and T.S. Suh (Catholic U.)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05

Page P. 343 Ill. & Tab. Yes( ○ ), No (  ) Size 29 cm

Note  

Classified
Open( ○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Nuclear structure database, neutron data, charged particle data, and high energy service 

were improved and the libraries of WIMSD-5B, HELIOS, KASHIL-E6 were updated in 

response to the relevant users' requests. Measured resonance data, 19 nuclides for high 

burn-up fuel, and isotopes for the thorium cycle were evaluated. Gamma production cross 

sections for underground resource explora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in-core detector 

were also evaluated.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theoretical model calculation was improved for the high 

energy nuclear data and, then applied to the evaluation for the accelerator and space 

applications. For the production of radioisotope, "KAERI Charged Particle Cross Section 

Library" was published. Various libraries such as for MCNP4C, WIMSD-5, fast reactor, 

shielding, fission product burnup, and reactor benchmark were generated, and a code system 

for neutron and charged particle transport simulation was  installed and its library production 

system was developed.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were measured using  facilities in Kyoto Univ. and TIT of 

Japan, and in Dubna, Russia. The TOF facility at PAL was upgraded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for 12 samples. Fast neutron measur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built in the 

VDG facility,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also estimated.

Subject Keywords

Nuclear database, Evaluation, Processing, Measurement, Neutron 

cross section, Charged-particle cross section, Group constant, 

TOF, VDG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제지
	제출문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제 2 절 핵자료 평가
	제 3 절 핵자료 처리
	제 4 절 핵자료 실측

	제 2 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제 2 절 핵자료 평가
	제 3 절 핵자료 처리
	제 4 절 핵자료 실측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2.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제 2 절 핵자료 평가
	1. 중성자단면적 실측 자료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가. 개 요
	나. SAMMY 코드를 이용한 공명상수 평가 방법
	다. 실측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
	라. 결 론

	2. 고연소도/핵변환 연구용 핵자료 평가
	가. 평가체계 구축
	나. OMP 인자도출
	다. 준위밀도
	라. 단면적 계산
	마. 결론

	3. 토륨 주기 핵자료 평가
	4. 감마생성 핵자료 평가
	가. 개요
	나. 평가 핵종
	다. 통계적 모델
	라. 평가 과정 및 결과
	마. 결론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가. 가속기 차폐용 단면적 평가
	나. 인공위성 차폐용 단면적 평가
	다. 고에너지 핵자료평가용 코드개발

	6. 의료용 핵자료 평가

	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가. MCNP용 라이브러리 개량
	나. WIMSD-5 라이브러리 개량 및 검증
	다. 고속로용 라이브러리 개량
	라. 차폐용 라이브러리 개량
	마. 핵분열생성물 평가 핵자료의 검증 계산

	2. 핵자료 처리 방법론 개선
	3. 고에너지 입자수송용 전산체계 구축

	제 4 절. 핵자료 실측
	1. TOF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가. 외국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나. 포항중성자 설비 개량 및 핵자료 측정

	2. 자원연구소 VDG 개량 및 단면적 측정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제 2 절 핵자료 평가
	제 3 절 핵자료 처리
	제 4 절 핵자료 실측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 활용 계획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제 2 절 핵자료 평가
	제 3 절 핵자료 처리
	제 4 절 핵자료 실측

	제 6 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