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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이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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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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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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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천원

 계:    2,292,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경북 학교 연구책임자 : 김귀년

연구기 명 : 포항공과 학교 연구책임자 : 남궁원

연구기 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기동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294

-열 성자 노심계산용, 하나로 노심계산용, 고속로  고온가스로 노심계산용 MCNP4C, 

WIMSD-5, HELIOS 코드용 등의 라이 러리 생산･검증･배포

-32개의 핵분열생성물이 ENDF/B-VII라이 러리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 12월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CSEWG)의 주  하에 공식 으로 발표
-89
Y, 

93
Nb, 

127
I, 
133
Cs, 

141
Pr, 

197
Au, 

nat
Tl, 

209
Bi의 변칙 인 bump설명하는 감마강도함수 유도

-토륨주기 핵물질에 하여 단면 과 핵분열단면 을 계산 

-포항 TOF 설비이용한 141Pr의 성자 포획단면 , 공명 분상  방사화실험 수행

-일본 동경공  Pelletron의 keV 성자빔을 이용, Gd 동 원소의 성자 포획단면  측정

-Tandem VDG에 고속 성자 핵자료를 측정하기 한 핵자료 측정시스템을 구축 

-Au에 한 고속 성자 단면 , 포획단면 과 감마스펙트럼 측정

-고에 지 핵자료 평가용 TALYS 코드시스템을 구축

-양성자 가속기의 탄소  구리 타겟을 를 상으로 검증 계산을 수행

-다양한 군정수 라이 러리를 생산･검증하여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

-U-235  U-238 자료에 한 민감도계산  임계도 향을 평가

-핵자료의 공분산 자료의 처리, 민감도  불확실도 해석을 한 코드 체계를 구축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한  불확실도, 시스템에 한  민감도를 수행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핵자료평가, 핵자료처리, 핵자료 검증, 핵자료측정, TOF시설, VDG시설

  어  Nuclear data, Evaluation, Processing, Measurement, TOF, V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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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핵자료는 동위원소의 붕괴 등을 기술하는 핵구조 자료와 중성자, 양성자, 광자 등과 핵의 

반응을 기술하는 핵반응 자료로 구분되며, 원자핵과 중성자 등 입사입자와의 반응확률, 방

출입자의 각․에너지 분포 등에 관한 자료로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

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 자료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로와 고속로, 고온가스로 및 산

업용 대용량가속기, 의학 생명과학 및 우주산업에서의 방사선 응용 등 첨단 원자력 연구개

발에서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에너지와 핵종 범위 및 정밀도를 가지는 핵자료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

III.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핵자료 인터넷 서비스로는 현재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각종 핵특성을 가공하여 제공

하고 있다. 월평균 이용자수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00 년도 이후

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월간 3,000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 단계 연구기간 동안

에 핵자료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개량하였고, 2003년부터 추진된 제4세대 원자력개발

계획(Generation-IV Nuclear project)이 본격화함에 따라 2004년도에는 급격히 이용

률이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월평균 이용자수는 꾸준히  8,000 명 정도

로 나타나고 있어 2003년 이후 2배가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I.1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에서는 열중성자 노심계산용, 하나로 노심계산용, 고속로 및 고온가스로 노심계

산용 등에 사용되는 MCNP4C, WIMSD-5, HELIOS 코드용 라이브러리와 액체금속로 

노심해석 및 원자로 차폐 해석용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배포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로 개발연구의 설계 불확실도를 줄이고, 안전여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

으며, 하나로 안전운영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본 랩의 MCNP4C용 라이브러리를 India 

KAMINI 원자로의 노심계산용으로 제공하고 검증에 이용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III.3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평가핵자료를 토대로 새로 측정한 일부 에너지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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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데이터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미국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핵자료 평가에 활용하였다.

 

III.4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32개의 핵분열생성물이 ENDF/B-VII라이브러리에 등재되었으

며, 2006년 12월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CSEWG)의 주관 하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III.5 감마생성 핵자료 생산

  원자력 관련 산업 및 우주공학분야에서 필수적 기초 자료로 쓰이는 감마 스펙트럼을 

향상된 물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핵종들(89Y, 93Nb, 127I, 133Cs, 
141Pr, 197Au, natTl, 209Bi)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핵종들은 모두 기존의 감

마 강도함수로 설명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bump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

한 bump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감마 강도함수를 새로 유도하였다. 

III.6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토륨주기 핵물질에 대하여 광학모형의 포텐셜 매개변수들을 각각의 핵물질에 따라 결

정하였고, 이들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전단면적과 핵분열단면적을 계산하였다. 

III.7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를 위해 TALYS 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효율적 평가 작업 

수행을 위해 전 평가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양성자 가속기에서 주요 방사선원으로 작용하는 탄소 및 구리를 대상으로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III.8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정수 라이브러리의 개량을 위해 ENDF/B-VII.0, 

JEFF-3.1 등 최신 평가핵자료집을 이용한 다양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하여  

KALIMER 연구 개발 과제에 제공하였고, 고온가스로의 감속재로 사용되는 흑연에 대한 

열중성자 산란 자료 개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고온가스로 연구 개발 과제에 제공하

였다. 

III.9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에서 새롭게 평가된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문제에 대

해 유형별로 임계도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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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0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핵자료의 불확실도는 시스템 설계의 오차 및 안전여유도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기본

적, 기초적 자료로서 핵자료의 공분산 자료의 처리를 포함한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

도 해석을 위한 코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해석 체계에 따라 JENDL-3.3의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처리하여 핵반응단면적 자체에 내재된 고유 불

확실도,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를 수행하였다. 

III.11 핵자료 측정

  포항중성자 TOF 설비에서 141Pr의 중성자 포획단면적과 공명적분상수를 측정하였고 방

사화 방법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VME 시스템의 전원 하드웨어를 보완하였고,  전

자가속기의 운전상의 문제점들은 가속기연구소의 가속기 관련 전문가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PSI시스템의 개선, 변조기 전력 안정화 등을 달성하였다. 

  일본 동경공대의 Pelletron 양성자가속기의 keV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10∼100 keV

와 550 keV 에너지 영역에서 155,156,157,158Gd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

다.

  Tandem VDG를 이용하여 고속중성자에 대한 핵자료를 측정하기위한 핵자료 측정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즉발감마선 검출 시스템의 응답함

수와 무게함수 등을 측정하였고 TOF 측정시스템의 최적 운영 조건을 설정하였다. 측정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Au에 대한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하여 ENDF-6 자료와 비

교하여 보았으며, Au에 대한 고속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여 그 스펙트럼들을 얻었

다. 

I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핵자료서비스: 계속적인 서비스개량과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해 가동 원자력발전소 

및 미래 원자로 시스템, 가속기, 우주산업 및 의학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도가 높

은 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용 핵자료배포: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모든 원자력 연구용 라이브러리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OECD/NEA의 Data Bank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

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평가 경험을 통해 앞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국내 포항가속

기 연구소에 있는 중성자 반응단면적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평가핵종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 새로운 평가 핵자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광핵반응자료집에 평가된 163개의 핵종 중에 132

개를 평가하였으며, 중성자 반응 자료집에서는 393 개의 핵종 중 중요도가 높은 35개의 

핵분열생성물의 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ENDF/B-VII는 핵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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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쓰일 것이며,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마생성 핵자료 생산:  방사선 차폐, 지하탐사, 노내 계측기 개발, 우주 개발 등 다양

한 원자력 및 관련 산업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 데

이터의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인 핵구조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TALYS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생산할 고에너지 영역에

서의 핵자료는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뿐만 아니라 핵의학, 천체 물리 및 우

주개발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핵자료의 민감

도 및 불확실도 해석 코드 체계는 각종 원자로에 대한 핵자료의 불확실도 해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앞으로 본 랩이 제공하게 될 군정수 라이브

러리에 핵자료와 그 불확실도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원자로 및 차폐 설계 시 안전여유도

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가속기 TOF 운영 및 단면적 측정:

본 과제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eV∼100 eV의 영역에 대한 전단면적 측정, 중성자-감마

선 방사화 실험, 검출기 성능시험, 인력양성 등에 활용될 것이다. 

  Tandem VDG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단색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핵구조 

및 핵반응에 관한 해석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빔 운송기술, 방사선 측정기술, 비행

시간 측정기술, 방사선 백그라운드 제거기술, 고주파 증폭기 제작 기술, 임피던스 매칭 

기술 등의 파생기술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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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for Future Nuclear R&D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data consists of structure and reaction data, and  the nuclear reaction data 

describe various reactions of neutron, photon and charged particles with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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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usion reactors, accelerator driven system, medical application, isotope 

production, and underground resource exploration. However the accuracies 

required by these fields are not yet satisfactory, so the unwanted margins are 

introduced to insure the safety and the operability. Consequently, acquiring precise 

nuclear data will guarantee both the saf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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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Workscope and Results 

III.1. On-line Nuclear Data Service 

  Service of nuclear structure database, neutron data, charged particle data, and 

high energy data were upgraded in response to the relevant users' opinions from 

domestic laboratori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II.2 Nuclear Data Service for Nuclear R&D

  MCNP4C, WIMSD-5, HELIOS libraries are constantly being updated and upgraded 

by responding users' demands, such as adding new nuclides and burnup chains. 

Libraries for SFR and VHTR are also being upgraded, and the structure of the 

group constant is being revised according to the users' needs. 

III.3  Evaluation of Neutron Resonance Parameters

  In collaboration with BNL, a new method which makes use of recent 

measurements as well as the existing evaluations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a number of fis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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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 ENDF/B-VII Neutron Library

  Neutron data of 32 fission products were fully evaluated and registered in the 

ENDF/B-VII.0 which was officially released December 2006 by the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CSEWG), USA.

III.5 Evaluation of Gamma Production Cross Sections

  Neutron-induced gamma spectra, which are essential in the fields of nuclear 

industry and space engineering, are newly evaluated for 9Y, 93Nb, 127I, 133Cs, 141Pr, 
197Au, natTl and 209Bi by introducing improved gamma strength function to 

describe irregular bumps.

III.6 Nuclear Data for Thorium Cycle

  Optical model parameters were determined as a first step, and the total and 

fission cross sections were evaluated using the parameters. 

III.7 High Energy Nuclear Data

  TALYS computer code system for theoretical model calculation was installed and 

pre- and post-processing codes were developed for the efficient calculation of 

cross sections. The resulting code system was applied to the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proton cross sections of carbon and copper, which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proton accelerator.

III.8 Group Constant Libraries for Fiss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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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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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DF/B-VII.0 and JEFF-3.1.

III.9 Sensitivity and Benchmark Analysis

  Various sensitivity calculations for U-235 and U-238 based on the 

ENDF/B-VII.0 were carried out and their impacts on the criticalities of a number of 

international benchmark problems.

III.10 Study on the covariance and uncertainties

  A computer code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cess variance-covariance of the 

evaluated cross sections in order to quantify uncertainties of nuclear system. 

Covariance data of major actinides of JENDL-3.3 were processed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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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t uncertainties  and sensitivities to the nuclear system was analyzed.

III.11 Nuclear Data Measurements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of four isotopes, 155,156,157,158Gd  were measured 

using Pelletron accelerator in the TIT of Japan.  Upgrade was made on PAL 

facilities,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for neutron total cross sections for 

energies from thermal to hundreds eV fo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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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cross sections and capture 

gamma ray spectra were measured for Au in the fast neutron energy region.

IV. Usage of the Results

  Nuclear data service: Improvement and extension of database will be made to 

provide reliable data not only to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but also to the future 

nuclear system, accelerator system, space industries and medical applications. 

  Nuclear Data Libraries for R&D:  Libraries produced by this project are being  

distributed directly to the R&D people, or indirectly to the world through the 

OECD/NEA data bank.

  Gamma production data: Radiation shielding, well logging, incore detector 

development, and space exploration will need highly accurate gamma production 

data.

  High Energy Nuclear Data: TALYS code system will produce reliable high energy 

nuclear data, which will be broadly used in the accelerator and medical application.

  Covariance and Uncertainty Analysis: Developed computer code system will 

produce  sensitivities and uncertainties of nuclear data to the nuclear system, which 

are  essential in improving safety of  the system.

  Neutron TOF and Cross Section Measurements: Achieved technologies in this 

project will be utilized in the fields of total cross section measurement for the 

neutron energies of eV ~ 100 eV, activation analysis of neutron and photon, 

detector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program.

  Fast Neutron Cross Sections using Tandem VDG: Mono-energetic neutron 

source will be useful in the nuclear structure and reaction studies. The spin-off 

technologies such as beam transport, radiation detection, TOF measurement, 

radiation background reduction, high frequency amplifier, and impedance 

matching, will be greatly contributed by the result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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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자료는 원자핵 질량, 동위원소 방사선붕괴 등을 기술하는 핵구조 자료와 입사입자와 

원자핵의 반응확률, 방출입자의 각․에너지 분포 등에 관한 핵반응 자료로 구분된다. 이 

핵자료는 핵분열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로는 물론 미래의 원자로로 기대되는 핵융합로 등

의 에너지생산 분야와 사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전자가속기 등을 이용

한 물성분석, 암치료, 동위원소생산, 지하자원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천 자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핵종은 2,890 여개로 여기상태까지 합치면 

3,500 여개의 핵종이 알려져 있다. 

  핵구조특성 자료에는 방사능붕괴와 관련한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의 방출량과 핵에너

지준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동위원소 이용에 필수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원자력에너지 

연구에 이용하는 핵종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감기가 1분이상인 핵구조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성은 대부분 상당히 정밀하게 알려져 있다. 저에너지중성자의 핵반응은 

탄성산란과 핵자와 핵 내부가 반응하는 복합핵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복합핵반응은 복

합핵 생성 후 방출되는 입자에 따라 포획반응, 비탄성산란반응, 문턱반응, 핵분열반응 등

으로 분류된다. 이들 반은 중 하전입자,  광자에 의한 핵반응은 대부분 문턱반응으로 높

은 에너지영역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핵반응자료는 입사입자나 표적 핵의 종류, 입사입자

의 에너지에 따른 반응 확률인 단면적, 반응 후의 방출입자(광자, 중성자, 양성자, 중양자 

등)의 각･에너지 분포에 따른 스펙트럼 등을 포함한 방대한 수치자료로 구성된다. 이러

한 방대한 핵자료를 측정값 그대로 실제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

리가 따르므로 한정된 측정 자료를 이론적 핵자-물질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모델로 평가

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산업과 연구개발이 지속되는 한 보다 더 정밀하고 확장된 에

너지 영역에 대한 핵자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원자력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핵융합로와 함께 수소생산 용 고온가스

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초과학 및 산업용 대용량 가속기 건조, 의학, 생명

과학, 우주산업에서의 방사선응용 등 원자기술의 응용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지금까지 보다 한 단계 높은 에너지와 핵종 범위 및 정밀도를 가지는 핵자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아울러 핵폐기물의 처

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원자력발전에 활용하던 20 MeV 이하의 낮은 

에너지 중성자반응 핵자료의 정밀도 개선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중성자 및 양성자반응 

핵자료의 생산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핵자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핵자료를 적시에 

자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과도 필요한 핵자료를 공유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자료를 실측･평가하고,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하여 외국의 실측･평가 핵자료 및 군정수 라이브러리와 교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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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원자력관련 연구와 응용에 필요한 평가핵자료의 

공급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KAERI를 중심으로 국제 핵자료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큰 규모로 성

장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규모에 걸맞게 ENDF 등 국제표준 핵자료생산에도 참여하

여 국제표준핵자료 생산･공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내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대상 핵종과 핵반응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국내에

서 사용 중인 각종 핵설계 코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하였으며, 국내에서 필

요로 하는 일부 핵종의 핵반응을 외국시설에서 측정하는 한편 국내에 구축된 시설을 이

용하여 필요한 핵자료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들 연구

결과를 외국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 서비스  

  핵자료는 질량, 붕괴시의 반감기, 감마선 세기 등 핵의 고유 특성에 관한 핵구조 자료

와 중성자 등 입사입자와 물질의 핵반응 확률과 방출입자에 관한 핵반응

      

그림 1.1.1-1. 웹을 통해 핵자료를 제공하는 http://atom.kaer.re.kr 사이트와 이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로터로 출력한 U-238 단면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방사선과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적합하여 1996년부터 시작한 

국내외 대상 인터넷 핵자료서비스의 개량･운영을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2. 핵자료 네트워크

  핵반응자료는 그림 1.1.2-1에서와 같이 핵종, 입사핵자, 입사에너지 등에 대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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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출입자의 에너지, 방출방향 등 많은 양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핵이라

도 모든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응용분야마다 핵자료

의 정밀도를 달리 요구하며,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협의에 

의해 필요한 정밀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핵자료

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이용자와 생산자간의 핵자료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실측자와 평가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과제 수행

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핵자료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IAEA 주관의 핵

반응자료센터 네트워크(NRDC: Nuclear Reaction Data Center)에 가입하였다. 또한 핵

자료 평가와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외국의 실측결과와 평가핵자료집도 수

집하고 있다.

그림 1.1.2-1. 입사입자의 에너지범위에 따른 핵자료의 이용분야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 서비스

  핵자료 측정･평가 작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평가핵자료집들은 원자력 관련 연구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관련 시설

의 설계 및 해석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MCNP용 라이브러리, 원자로심 격자해석 

코드 WIMSD 및 HELIOS 코드용 라이브러리, 액체금속로 노심 해석 및 원자로 차폐 해

석용 다군정수 라이브러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웹 페이지 (http:://atom.kaeri.re.kr) 

또는 CD-ROM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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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자료 평가

  1.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반응단면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특정 에너지에서 봉우

리(peak)가 나타나는데 이는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가 표적 핵의 에너지 준위간 에너지 

차와 일치하면서 복합핵을 형성할 확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가리켜 공명

(resonance)이라 한다. 각각의 공명은 공명에너지와 반응폭 등의 공명상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물리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들 공명상수를 이용하면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계

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명상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핵물리 이론이 확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에는 외국의 실험시설에 의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 국내에서도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비행시간(Time of Flight) 실험장치를 설치하여 Sm, Dy, W, Ag, Hf, Ta, Mo 등의 핵

종에 대한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측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모든 핵종에 대

한 실측자료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된 평가 자료나 일부 에

너지에서의 실측 자료들을 활용하여 공명상수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2000년에 

BNL과 공동연구로 공명상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Oh00].

2.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원자력 및 관련 분야에서의 이론적 분석은 실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이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입력 요소는 원

자핵의 구조특성 및 원자핵과 입사입자 사이의 핵반응 특성을 다루는 핵자료이다. 따라

서 핵자료 평가는 모든 원자력 관련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일찍이 인식 되었

으며,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용도에 맞는 핵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특

히 입사 중성자에 대한 핵반응을 평가한 중성자 라이브러리는 원자력 분야의 이론적 계

산의 가장 기본적, 핵심적 자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핵자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핵자료집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전에 평가된 것

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실험에 의해 발견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한 원자력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더욱 정밀한 핵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러나 핵자료평가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국제

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와 흐름에 동참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도 지난 수년간 미국의 BNL과 공동으로 수많

은 핵종 중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물을 2006년 12월에 발표된 평가핵자료집 (ENDF/B-VII)에 실었다. 이로서 우리

나라가 핵자료분야에 비교적 늦게 참여 하였지만 이번 평가핵자료집 발표로 핵자료평가

에 관한 우리의 기술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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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마 생성 핵자료 생산

  핵분열, 핵융합, 핵파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중성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

는 물질에 흡수됨으로써 그 생을 마감한다. 따라서 중성자 포획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감마선의 핵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응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여러 평가핵자료집에 대부분 평가되어 있

다. 그러나 감마선이 거의 모든 반응들과 함께 발생하며, 여기핵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이론적 해석도 달리 해야 하므로 감마 생성 스펙트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까지

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계산 장비가 발달되고, 핵반응 코드가 향

상되어 이런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평형(preequillibrium) 반응 이

론에 의해 지배받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사 중성자에 의한 감마 생성 스펙트럼보다는 

핵의 여기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keV 영역 중성자에 의한 감마 생성 스펙트럼에 초점을 

맞췄다. 이 영역 스펙트럼의 이점은 핵준위 밀도와 더불어 핵의 여기상태를 좀 더 정밀

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광핵반응 실험에서 획득할 수 없었던 중성자 결합 

에너지 이하의 감마 강도함수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된 감마 강도 함수는 감마 

방출 스펙트럼의 역반응인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4.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최근 수년간 IAEA는 CRP(coordinate research project) 형태로 국제적으로 토륨 핵

연료에 대한 중성자 반응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제 석유 값 상승, 에너지 부존자원의 고

갈, 공기오염에 대한 환경 요인들의 고려, 전기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대 등에 따라 원자

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측면과 에너지 생산의 대안으로 

토륨주기 핵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토륨 핵연료는 안전성 확보, 폐기물 감

소, 핵물질 비확산성 등을 만족시키는 핵연료 주기이다. 

  토륨 핵연료는 혁신적 핵연료 사이클로 대두되고 있는 핵폐기물 소멸 목적의 원자로의 

핵연료로도 사용이 고려되는 연료로서 이 원자로 시스템 설계에는 정확도가 향상된 중성

자 핵반응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토륨핵연료주기에 대한 핵반응 데이터는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우라늄핵연료의 핵반응 데이터보다는 상대적

으로 덜 개발되었다. 토륨핵연료주기에서 중성자의 흡수단면적, 중성자 생산단면적, 핵분

열중성자 스펙트럼 데이터들이 원자로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미국의 BNL에서는 핵종별 기존의 ENDF/B-VI내 중성자 단면적 값들의 재평

가에 따라 개선 필요 핵종에 대한 단면적을 평가하여 ENDF/B-VII 파일을 생산하였으

며,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토륨핵연료주기에 대한 핵자료에 대해서도 

ENDF.B-VII은 IAEA의 CRP에서 도출한 평가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기간동안 토륨주기핵연료에 대한 중성자 단면적 평가에는 Empire를 활용하였

다. 입사 중성자에 대한 핵 단면적 계산은 1 keV부터 20 MeV까지 수행하였고, 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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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장벽(humped fission barrier)을 사용하였다. 핵분열단면적 계산에는 결합채널

(coupled channel) 광학모델의 포텐셜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ECIS95-EMPIRE 코드[1]와 연계하여 광학모델 포텐셜 매개변수들을 결정하고, 매개변

수들로부터 전단면적, 탄성산란단면적, 핵분열단면적, 문턱반응단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단면적 값들은 실험값들과 비교하여 계산값들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핵분열물질에 대한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수행하는 부분으로 

핵분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4∼50 여년 

전부터 핵분열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확립된 이론이 없어 평

가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들 많은 논의가 되기도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핵자료평가는 핵반응에 대한 실측 자료와 이론을 이용하여 최적의 단면적 값을 생산하

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행하여진 실험 결과를 수집･분석하고, 실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평가된 파일인 ENDF/B-VI, 

JENDL-3.3, JEF-3, BROND-3, CENDL-2들과 함께 요약･비교･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핵종별 중성자 단면적 평가 시에

는 초기 단계에 광학 모델 포텐셜을 결정하며, 전단면적, 탄성산란단면적, 포획단면적을 

이용하여 포텐셜 인자를 결정하였다. 이들 결정된 광학 모델 인자들은 Empire 코드를 

이용한 반응 단면적 계산에 사용하였으며, 복합핵으로부터 양성자 입자 방출을 위한 투

과계수(transmission coefficient)계산에는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Beccheti-Greenless

를 사용하였고, 알파 입자 방출계산에는 McFadden-Satchler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Rip00]. 최종적으로 생산한 단면적은 처리 코드를 사용하여 ENDF-6 포맷으로 작성한 

후 포맷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매우 변형된 핵종에 대한 평가는 결

합채널 계산이 가능한 코드에서의 포텐셜 인자 획득과 단면적 계산을 하여야 한다. 

  Empire코드는 통계모델과 양자역학모델인 다단계복합핵모델 MSC(MultiStep 

Compound)와 다단계직접모델 MSD(MultiStep Direct)을 사용하여 반응단면적을 계산

한다. 특히 Empire-II 코드는 폭요동(width fluctuation) 교정인자를 포함하고 있고, 반

응단면적의 각분포도를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앞으로의 핵분열생성물들에 대한 중

성자단면적 생산에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중성자 및 양성자 핵반응단면적 평가에 사용하는 코드로는 GNASH[You94] 및 

EMPIRE [Her02]가 있다. 미국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GNASH의 경우 20 MeV 이상 에너지영역에서의 핵자료평가에 사용하고 있지만 1998

년을 끝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여서 내장된 핵반응모델의 한계로 인해 

ECIS-97[Ray94]이나 DWUCK[Kun74] 같은 보조코드를 사용하여 복합핵반응 묘사를 

위한 투과계수나 비탄성산란단면적을 따로 계산하는 등 계산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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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EMPIRE 코드도 20 

MeV 이하 에너지 영역에서의 핵자료평가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핵

파쇄, 가속기, 우주공학, 천체물리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20 MeV 

이상의 영역에서의 핵자료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 가능한 코드가 네덜란드 NRG(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에서 개발한 핵반응코드 TALYS[Kon04]이다. TALYS는 150 

MeV까지의 에너지영역 핵자료평가에 필요한 광학모델, Hauser-Feshbach 이론모델

[Hau52], DWBA(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Sat83] 및 결합채널

(coupled-channel) 계산모델[Ray94], 전평형모델 등 다양한 핵반응모델을 내장하고 있

어 별도의 보조코드 없이도 직접반응, 전평형반응, 복합핵반응 등 모든 핵반응을 일관성 

있게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TALYS 0.72 버전을 본 랩에서 보유하고 있

는 계산용 클러스터인 Linux 컴퓨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검증계산을 거쳐 표준

계산절차를 수립하고 계산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가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2002년~2003년에 ENDF/B-VI.8, JENDL-3.3, JEFF-3.0 등의 평가핵자료집이 발

표된 이후, 후속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과 JEFF-3.1이 2006년 12월과 2005

년 5월에 각각 발표되었다. 이들 최신 평가핵자료집에는 U-235, U-238 등과 같은 주

요 핵종 자료들이 새롭게 평가되어 있어 기존의 원자로심 및 차폐 계산 체계에서 사용하

고 있는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새로운 군정수 라이브러리의 생산･개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단계에서는 최신 핵자료처리코드 NJOY99.161로 ENDF/B-VII.0, JEFF-3.1, 

JENDL-3.3에 근거하여 MCNP용 라이브러리 KNE70, KNF31, KNJ33 라이브러리를 

생산･개량하였다. 또한, 기존의 고속로용 라이브러리인 KAFAX-F22 및 KAFAX-E66

을 대체할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ENDF/B-VII (beta 0), JEFF-3.1, JENDL-3.3에 근

거하여 생산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제 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자로에는 다량의 흑연 감속재가 사용되고 있어, 흑연에 대한 핵반응

자료 및 열중성자산란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는 흑연의 열중성자산란 자료 개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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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ENDF/B-VII.0, JEFF-3.1 등 최신 평가핵자료집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원자

로심 및 차폐 해석용 군정수 라이브러리가 생산됨에 따라 주요 핵종들의 핵반응 단면적

에 대한 민감도 해석 및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ENDF/B-VII.0

의 U-235 및 U-238에 대한 민감도해석과 고온가스로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는 흑연에 

대한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ENDF/B-VII (beta 0), JEFF-3.1, JENDL-3.3에 

근거하여 새로 생산한 고속로용 라이브러리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고, KSTAR, 

ITER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핵융합로개발 연구를 위한 핵자료 검증 작업

의 일환으로 일본 오사카 대학의 OKTAVIAN 시설 차폐 문제를 검증하였다. 

  3.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방법 연구

  최근 핵자료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중 하나는 신뢰성 있는 공분산 자

료의 생산 및 이를 활용한 불확실도 해석 연구이다. 평가핵자료에 포함된 공분산 자료를 

사용하면 원자로의 임계도, 반응도 계수, 사용후 핵연료의 동위원소 조성 등을 계산할 때 

핵자료로 인한 불확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핵자료가 원자로의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계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

해 JENDL-3.3에 포함된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구형의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하여 JENDL-3.3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악티

나이드 핵종 자료의 노심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4 절. 핵자료 실측

  1. 포항가속기 TOF 시설 운영 및 단면적 측정 

  핵자료측정 설비로는 시험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설비와 전자가속기, 양성자 혹은 중입

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두 가지가 있다. 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기계적 단절기

(chopper)나 필터를 사용하여 중성자에너지를 분리할 수는 있지만 열중성자 에너지 영

역의 핵자료만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측정 설비는 에너

지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며, 비행시간법(TOF)에 의해 열중성자에너지영역에서 수 MeV 

에너지 영역까지의 정밀한 실험에 매우 유리하다.

  1, 2단계 사업을 통해 포항전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펄스형 중성자 생산 설비와 핵

자료측정 설비를 구축하였다. 국외의 설비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점을 3

단계에서 개선하여 수백 eV의 중성자에 대하여 TOF 방법으로 전단면적 측정 실험이 충

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단계 사업을 통하여 매년 2~3 개의 시료에 대하여 국내외 이용자들이 핵자료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운영하였으며, 중성자, 감마선, 전자빔을 타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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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여 검출기 개발 등에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필요한 핵자료들을 생산함과 

아울러 국내 핵자료측정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연구정보교환 및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제워크

숍도 계속 개최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핵자료측정의 시간을 시료 당 며칠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가속기 출력향상을 통한 성능개선과 핵자료측정 설비의 보완을 기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핵자료 생산, 검출기 개발을 위한 입자 원을 제공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해외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던 연구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의 연구 인

력이 본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다. 

              

  2. 국외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포항에 구축한 펄스형 중성자 생산 설비로서는 아직까지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실험만 

가능하고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실험은 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포항 중성자 설비의 

TOF 빔 라인 길이가 약 12 m 정도로 중성자의 에너지 분해능이 수백 eV 이상에서는 

나빠 매우 제한적 실험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실험과 중성자 에

너지가 수백 eV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설비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외 핵자료측정 설비로는 일본 京都大學원자로연구소 (KURRI)

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측정 설비와 일본 東京工大(TIT)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측정 설비가 있다. 일본 KURRI의 설비로는 주로 열중성자에서 수십 keV 

영역까지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으며, 동경공대 Pelletron가속기 설비로는 10 

keV∼100 keV 에너지 영역에서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다.

  3. Tandem VDG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중성자에 의한 핵반응 자료는 가속기 건설을 위한 차폐 계산 및 고준위 방사성동위원

소를 처리하는 핵변환 기술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동위원소 생산 등 의학

적 응용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성 기원 규명, 차세대 에

너지원의 하나인 핵융합로 개발, 우주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전자 소자의 방사선 손상 정

도 예측 등에도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이 널리 부각되어 많

은 나라가 높은 정밀도를 갖는 중성자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 연구하고 있어 

현재에는 많은 자료들이 축적･실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란 중성자의 영향 및 중성자 관련 배경 감마선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속중성자 핵반응 확률보다 고속중성자 핵반응 확률이 작아서 정밀한 고속

중성자에 대한 핵반응 자료는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정 자료가 많지 못하며, 계측 

자료가 얻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

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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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로를 건설･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재처리용 및 의료

용 가속기 건설에 힘을 기울여 수십 MeV 급 전자가속기나 싸이클로트론를 자체 설계･제

작･건설하고 있다. 전자가속기의 경우는 광핵반응, 싸이크로트론의 경우는 핵분열반응이

나 핵융합반응을 통하여 중성자 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빔 입사 주기가 짧을 

뿐 아니라, 에너지를 다양하게 가변할 수 없어서 중성자 발생량이 적거나 특정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만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아직 초보적 연구만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1.7 MV 탄뎀형 정전형가속기를 들여와 다양한 이온을 이용한 

고에너지 이온 주입, 덩어리  지질 시료 및 반도체 박막에 대한 이온빔 분석, 이온빔 성

형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이래 본격적으로 정확한 

고속중성자에 관한 핵자료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고속중성자 반응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였고, 이 실험실로의 빔 운송 라인을 완성하였으

며, 고속중성자 발생 챔버를 구성하여다. 또한 측정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는 감마선 

검출시스템를 제작하였고, 발생된 중성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성자 비행시간 측

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중성자 에너지 및 이에 대응되는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차원 측정할 수 있는 핵자료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시스템 최적 측정 조건 및 특

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는 입자이므로 그 에너지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중

성자 에너지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중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중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빔 자체를 다발화하여야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중성자 발생 반응으로 3H(p,n)3He 반응을 이용한다. 이 반응

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빔을 다발화하기 위해서 중성자 발생 반응에 기여하는 양성자 빔

을 다발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주파 빔 펄싱 및 번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펄싱 및 번칭 시스템은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도록 중성자와 시료와의 반응 이후에 발

생하는 방출 감마선 측정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중성자 발생 반응

에 기여하는 입사 빔을 다발화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고주파장(RF 

field)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고주파 고전압 인가 장치들을 개발하여, 

125 ns의 주기 및 빔 폭 1-2 ns를 갖는 빔 다발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 MeV급 에너지 

중성자 포획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중성자 원으로 이 반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선속과 입사 입자 에너지가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MeV 급 중성자 에너지를 

비행시간으로 측정하려면 중성자 발생원과 시료 사이의 간격이 적어도 1 m 정도는 떨어

져야 하며,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중성자 원의 선속이 일반적으

로 너무 작아 중성자 포획반응 후 그 생성물을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성

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포획

반응률이 작아 이를 측정하려면 빔 번칭 시스템을 장시간 운영해야 하므로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도 파악해야 한다. 그 외에 중성자 포획반응을 측정하는 경우에 수

반되는 즉발감마선을 측정･해석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의 특성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



- 11 -

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고속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시스템의 실험 수행 적

정 조건을 기술하고, 이 조건에서 Au의 MeV급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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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국내외 핵자료 온라인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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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AME 데이터베이스이며, 간단한 핵의 붕괴모드와 반감기에 

대한 NUBASE 데이터베이스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미국 BNL/NNDC(http://www.nndc.bnl.gov/)는 핵구조자료인 ENSDF와 이를 요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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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기반으로 이용자가 원자번호, 질량수 등을 입력하면 핵종의 질량, 붕괴모드, 반감

기, 여기준위 등의 값을 얻을 수 있다. ENSDF는 질량수 44 이하는 Nuclear Physics 

A에, 질량수 45 이상은 Nuclear Data Sheet로 출간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

된다. MIRD는 핵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종에 대한 붕괴 도식을 파일 형태로 만들어 

제공한다. 핵반응자료로는 실측자료인 EXFOR(CSIRS)와 평가자료(ENDF-B, JEF, 

JENDL)를 제공하며, 원자번호, 질량수, 입사입자를 입력하면 텍스트 형태의 출력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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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NL(http://ie.lbl.gov/)은 핵구조자료만 제공하며, ENSDF 자료를 이용하여 붕괴시

의 핵준위를 텍스트 기반으로 보여 준다. LANL/T2(http://t2.lanl.gov/)는 핵반응단면적

자료를 대화형 입력을 통해 postscript 도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ENDF 파일을 핵반응 단위 (MF, MT)로 구분하여 텍스트 형태의 출력을 제공한다. 일

본 JAERI/JNDC(http://wwwndc.tokai.jaeri.go.jp/)는 일본 평가자료집인 JENDL의 

postscript 도형을 제공하며 대화형으로는 본 과제팀에서 개발한 ENDFPLOT 프로그램

을 통하여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1, 2단계 연구기간에 개발･개량한 웹사이트 

KAERI/NDEL(http://atom.kaeri.re.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종표와 붕괴

도형, 감마선자료, X선과 전자선의 감쇠계수, 대화형 단면적 도형 작성기 

ENDFPLOT-2를 제공하고 있어, 매년 많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

외 핵자료서비스를 표 2.1.1-1에 요약･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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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1. 국외 핵자료서비스 현황

기관 (웹사이트) 서비스 내용
프랑스 원자질량센터(AMDC)

(http://csnwww.in2p3.fr/amdc/)
핵질량의 실측자료와 평가 자료

미국 국가핵자료쎈터(BNL/NNDC)

(http://www.nndc.bnl.gov/)
핵구조자료(ENSDF), 의학용 MIRD

Nuclear Physics A ENSDF(A≤44) 출간

Nuclear Data Sheet ENSDF(A>44) 출간
IAEA/NDS, OECD/NEA 실측자료(EXFOR) 

미국 BNL/NNDC

(http://www.nndc.bnl.gov/)
ENDF/B 평가핵자료

일본원자력에너지기구(JAEA)

(http://wwwndc.tokai-sc.jaea.go.jp/)
JENDL 평가핵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

KAERI/NDEL(http://atom.kaeri.re.kr/)

핵종표, 붕괴도형, 감마선자료, 

X선과 전자선의 감쇄계수, 

단면적 도형 작성기(ENDFPLOT-2)

  2. 핵자료네트워크

  현재까지 핵자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실

험적인 방법도 핵자료의 정밀성 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응용분야에서는 되도록 

정밀한 자료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측결과와 이론적인 방법을 적절히 혼

용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매우 많

은 노력이 필요하여 제한된 연구 인력과 측정시설을 이용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정밀도의 핵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림 2.1.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측결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응용분야에 대한 수요를 예

측･평가･조정･분담하여 공급하고 있다. 핵질량에 대해서는 3,000 개의 핵종의 질량만을 

다루므로 AMDC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

3,000 개 핵종과 그에 대한 기준 핵준위, 반응별 핵준위 등의 핵구조자료는   서지정보

로 NSR(Nuclear Structure Referenc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수치자료는 

XUNDL(Experimental Unevaluated Nuclear Data List)로 수집되고 있다. 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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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수에 따라 미국 BNL NNDC 주관으로 각국의 연구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작성하고 있

다. ENSDF는 질량수에 따라 Nuclear Physics A와 Nuclear Data Sheet에 논문의 형

태로 발간된다.

  실측 핵반응자료는 논문 등으로 발표한 실측자료의 서지사항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한 

CINDA와 수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EXFOR로 구성되어 있다. EXFOR에는 1 G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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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중성자, 광핵반응, 하전입자반응 수치자료가 포함된다. 이 중 중성자 유발 핵반응

자료는 4 개 쎈터, 즉, 미국 BNL NNDC는 미국과 카나다 지역, 러시아 IPPE CJD는 구

소련연방국가, OECD NEA DB는 OECD DB 가맹국, IAEA NDS는 기타 지역을 담당한

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실험장치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광핵반응에 대해서는 미

국, 카나다 지역은 BNL NNDC, 그 외의 지역은 러시아 모스크바대학(MSU)의 CDFE에

서 담당한다. 하전입자반응에 대해서는 미국, 카나다는 BNL NNDC, 일본의 경우에는 호

카이도대학, 중국은 CIAE CNDC, 기타 지역은 Kurchatov연구소 CAJAD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실험한 자료 중, 중성자반응자료는 NEA DB로, 광핵반응 자료

는 MSU CDFE로, 하전입자반응 자료는 Kurchatov CAJAD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이 실측 핵반응자료를 수집하는 NRDC(Nuclear 

Reaction Data Center)의 회원 센타로 되어 있으며, 1998년 이후부터 NRDC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림 2.1.2-1 국내외 핵자료 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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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ND, 중국의 CENDL 등 5개 국가에서 자국의 관심 응용분야에 치중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보 교환을 위해서 OECD/NEA는 회원국인 미국, 구주공

동체, 일본의 평가핵자료에 대한 실측, 평가, 수요 분야의 전문가회의인 WPEC(Working 

Party f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의는 각 평가핵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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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B, JEFF, JENDL, BROND)의 대표자간의 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observer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 분야 외의 핵융합, 의료분야의 핵자료 수요를 

위해서 IAEA는 각국의 표준핵자료집을 비교･선정하는 방법으로 국제 표준핵자료집을 권

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적인 평가핵자료집을 작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과제의 평가결과를 국제 표준핵자료집 또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국의 

ENDF/B 평가핵자료집에 제출하여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응용분야의 수요를 만

족시키고 있다.

  한편 핵자료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핵자료 실측, 평가, 처리 및 응용분

야의 수요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미국은 

ENDF/B를 위한 CSEWG(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참관자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JENDL을 위한 Sigma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Sigma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일본 핵자료연구회

에 참가하고 있다. 국내의 핵자료 활동을 위해서는 2000년에 한국 핵자료연구회를 결성

하여 DB 운용분과, 핵구조분과, 중성자분과, 광자분과, 하전입자 분과의 5개 분과로 나누

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핵자료 생산 및 평가 국제 워크숍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

회를 개최하여 국내 연구능력의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기존 원자로응

용보다 확장된 핵자료를 요청하는 “양성자 사업단”과 연합으로 “한일 가속기여름학

교”를 개최하여 새로운 분야인 가속기, 핵자료, 방사선 수송에 대해 한국, 일본 전문가 

20인의 강사와 총 100인이 참여하여 핵자료의 실질적 응용분야와 실태를 파악하였다.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원자력 연구 개발용 전산코드에 사용하기 위한 핵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전산코드

와 함께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에 적합한 계산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MCNP용 라이브러리의 경우 최근에 평가된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의 

핵반응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가 적은 핵종에 대한 자료 및 다양한 

온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국제공동연

구로 생산하여 OECD/NEA나 IAEA와 같은 국제기관의 웹 페이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

다. 본 랩에서도 MCNP용 라이브러리 MCLIB-E6, 고속로용 라이브러리 KAFAX-F22, 

차폐 해석용 라이브러리 KASHIL-E6, WIMSD용 라이브러리 WIMKAL-88 등을 

OECD/NEA Data Bank를 통해 공급한 바 있으며, IAEA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생산한 

WIMSD-5 코드용 라이브러리를 IAEA 웹 페이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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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자료 평가

  1.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20 MeV 이하 에너지의 중성자 반응단면적 평가는 핵자료평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지만 중성자 반응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물리적 이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실험을 통해 구한 실측치를 평가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즉, 실험자가 

자신의 실측 자료를 처리하여 공명상수 세트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리량 세트로 보고

한 실험결과를 이용해 평가한다.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산 설비는 에너지 분해능이 뛰어나 공명에너지 영역 

중성자 반응단면적 측정에 이용하는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선형전자가속기 ORELA 이용 설비, 뉴욕 RPI 대학, 벨기에 GEEL, 스위스 PSI 및 일본 

교토대학 등의 설비가 있다.  현재 국외의 설비들은 중성자 반응단면적 측정 이외의 실

험에 이용되고 있으며, 장비의 노후화와 실험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는 2002년 이후부터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시간비행법에 의한 중성자 반응단면적 측정 장

치에서 Sm, Dy, W, Ag, Hf, Ta, Mo 등의 핵종에 대한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해 오고 

있다.

  공명상수를 직접 계산하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중성자 반응의 종류에 따라 실험 조건

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소자승법으로 최적의 공명상수를 구하며, 이들 공명 상수

들을 이용한 물리학 모델들을 활용하여 단면적을 계산한다. 이러한 용도의 중성자 반응

단면적 측정 실험 자료를 이용한 평가 코드로는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개발

한 SAMMY 코드가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2.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중성자 반응에 대한 정밀한 핵자료의 확보는 장주기 노심,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미래의 에너지를 책임질 원자력 분야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시설  및 

연구 인력의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평가핵자료집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핵자료평가랩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핵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ENDF), 일본(JENDL), 유럽(JEFF), 러시아

(BRONDL), 중국(CENDL)이 각자의 평가핵자료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오래되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평가핵자료집을 개량 또는 전면 개정하고 있

다. 하지만, 핵자료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어느 한 국가의 독자적인 연구

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국제공동연구로 대부분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비록 독자적인 평가

핵자료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기존의 평가핵자료를 수정･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가핵자료 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

행한 35개의 중요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가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자료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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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적 위상이 확인되었다. 

  3. 감마 생성 핵자료 생산

  국내적으로 몇 개의 희토류(Gd, Sm, Eu) 원소에 대한 감마 생성 핵자료가 노내 계측

기 개발, 지하탐사, 우주공학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에 의

해 수행 되었다. 그러나 자연에 존재하는 핵에 비해 그 평가된 개수가 너무 적고, 평가된 

핵종들 중에는 실험데이터를 가지지 않는 핵종이 있어 결과의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국외적으로는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BRONDL-2.2, CENDL-2.0 등에 몇몇 핵종에 대한 감마생성 평가핵자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그 평가핵자료집들 역시 너무 적은 수의 핵에 대한 자료만 수록하고 있으며, 평

가된 핵조차도 실험데이터를 제대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특히 핵의 집합적 

특징을 나타내는 keV 영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많은 

실험에서 배경 물질로 많이 쓰이는 197Au는 측정된 실험데이터를 fitting한 결과가 

ENDF/B-VI.8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론적 계산으로 평가된 값이 아니기 때

문에 특정 에너지 영역의 평가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보인다. 또한 단순히 (n,γ) 

스펙트럼을 fitting했기 때문에 다른 핵들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고 

있다.

  4.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지난 수년간에 걸쳐 IAEA 핵자료센터를 중심으로 토륨핵연료주기에 관여하는 중요한 

핵물질에 대한 중성자 단면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국의 풍부한 토륨 

자원을 이용한 원자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동

안 핵폐기물의 파쇄를 위한 원자로 개념설계에서 토륨핵연료주기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토륨 핵연료주기는 플루토늄을 상대적으로 적게 생성시키는 특성으로 인하여 핵확산 저

항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토륨핵연료주기관련 핵물질은 기존의 전기를 

생산하는 상업로에서 사용하는 우라늄핵연료에 비하여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였고 관련된 

핵자료의 생산 활동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 

  최근에 공표된 ENDF/B-VII 핵자료 데이터 파일은 IAEA 주관으로 평가한 토륨핵연

료주기 핵종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ENDF/B-VII의 경우 우라늄

에 대한 기존의 핵분열 데이터, 중성자 스펙트럼 등 많은 자료들이 향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륨 핵종들에 대해 새로 평가한 결과도 삽입되어 있어 핵분열에 관련된 데이터

들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한층 향상되었다. 일본의 단면적 평가 파일인 JENDL도 핵분열

물질에 대한 중성자 단면적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고에너지 핵반응의 경우 아직까지 최소한의 필수 표준 실험 자료도 완전히 생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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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단계에 있어 이들 핵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불충분한 실험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론모델을 이용한 계산값을 사용하고 있다. 즉, 고에너지 영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핵반응이론들이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

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연구분야의 해석결과에는 큰 오차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고에

너지 핵자료가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는 입자와 핵사이의 핵반응모델뿐만 아니라 물질 내

에서의 입자수송을 모사하는 수송모델도 필요하다. 고에너지 입자수송 현상은 이 같은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한 형태의 코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핵반응 단면적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한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수송해석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갖는다.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을 중심으로 고에너지 핵자료집(KAERI 

High Energy Library)[Lee02a]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현재 250 MeV까지

의 중성자 및 양성자 대해 주요 대표핵종 14종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LANL에서 발간한 LA150 라이브러리[Cha98]를 들 수 있는데, 40여종

의 주요 핵종을 대상으로 입사중성자 및 양성자 에너지 150 MeV까지의 반응단면적 및 

수송해석에 필요한 방출입자의 이중미분단면적(에너지･각 분포)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에서 평가한 JENDL-HE[Wat04]의 경우 여러 번의 개량을 거쳐 현재 약 132개의 핵

종에 대해 입사중성자 및 양성자 에너지 3 GeV 까지의 핵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NRG, 독일의 FZK, 러시아의 IPPE 등에서도 각국의 연구개발 

및 응용 산업에서 필요한 고에너지 핵자료집을 생산하고 있다.

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MCNP 코드[Bri00]는 원자로심 해석, 차폐 해석, 각종 실험 자료의 검증 등에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코드로서 국내외에 무수히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MCNP4C 버전까지는 

ENDF/B-VI.2를 토대로 만든 ENDF60 라이브러리[Hen94]를 널리 사용하였지만, 그 후 

ENDF/B-VI.6 및 ENDF/B-VI.8에 근거한 ENDF66[Cam02] 및 ACTI 라이브러리가 배

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50 MeV의 중성자, 양성자, 광핵반응 라이브러리 LA150도 

MCNPX 코드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Pel05] 

  국내에서는 1999년 ENDF/B-VI release 5를 토대로 300ﾟK, 600ﾟK, 900ﾟK에서 생산

한 ACE(A Compact ENDF) 포맷 라이브러리 MCLIB-E6[Seo99]가 배포된 이래, 2002

년~2003년에 걸쳐 ENDF/B-VI.8, JENDL-3.3, JEFF-3.0에 근거한 라이브러리 

KNE68, KNJ33, KNF30을 생산하여 다양한 검증 계산에 사용하였다[Kim02a, Kim02b, 

Kim02c, Kim03a, Kim03b, Kim03c]. 새로운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비분리공명 에너지 영

역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비분리공명 확률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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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핵자료처리 코드 NJOY99.81 [Mac94] 또는 평가핵자료 포맷의 오류로 인해 

상당수의 핵종들이 누락된 바 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속로 KALIMER의 노심 해석 및 설계용 라이브러리로는 

JEF-2.2에 근거한 80군 라이브러리인 KAFAX-F22[Kim97]를 생산･공급한 바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평가핵자료집 및 에너지 군 구조 등을 변경하고 필요한 핵종들

을 추가하여 150군 구조의 ENDF/B-VI.6에 근거한 중성자 라이브러리 

KAFAX-E66[Kim01]과 JENDL-3.2에 근거한 라이브러리 KAFAX-J32 등도 생산･공

급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최신 평가핵자료집들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고속로용 

라이브러리의 개량에 대한 요구가 재차 생겨나게 되었다. 

  열에너지 영역에서는 감속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화학적 결합 특성에 의해 중성자

의 산란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산란법칙(scattering 

law) 자료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산란법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격자의 구조뿐

만 아니라 물질의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에 민감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

적인 계산 및 실험을 통하여 확립된 포논 스펙트럼으로는 1965년 Young과 Koppel이 

계산한 YK 스펙트럼[You65], 1972년 Nicklow 등이 발표한 Nicklow 스펙트럼

[Nic72], 2004년 Hawari 등이 발표한 Hawari 스펙트럼[Haw04]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포논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계산한 흑연의 산란법칙의 고온가

스로 감속재 및 반사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국내에서는 아

직 미미한 형편이지만 외국의 경우 고온가스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JEFF-3.1과 ENDF/B-VII.0의 베타 버전이 발표됨과 동시에 다양한 임계도 및 차폐 

벤치마크 문제를 통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 새롭게 평가된 핵자료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van05a, van05b, van06] 새로운 평가 자료의 성공적인 처리를 위해 NJOY 코드도 

개량하였으며, 핵자료의 처리 및 검증 결과는 핵자료 평가 그룹에 신속히 전달･반영되어 

예전에 비해 오류가 적은 비교적 완성도 높은 평가핵자료집이 태어나게 되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제 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고온가스로 및 고속로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온가스로의 경우 기존의 경수로나 중수로와는 달리 흑연, 

규소 등 새로운 핵종들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핵자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핵융합로 연구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 장치 KSTAR

를 비롯하여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IAEA에서는 핵융합로용 핵자료 라이브러리인 FENDL을 만들기 위해 수차

례에 걸쳐 국제공동연구를 주관하였고,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FENDL-2.1[Ald04]을 

2004년에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FEND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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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버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최근 핵자료 분야에서는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NDF 포맷[McL01] 자료에는 핵자료의 정확도 및 핵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

하기 위하여 MF=30~40에 공분산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각각

의 파일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록된다. 

• MF=30: introduction to data covariance files

• MF=31: covariances for average number of neutrons per fissions

• MF=32: covariances for resonance parameters

• MF=33: covariances for reaction cross sections

• MF=34: covariances for angular distributions

• MF=35: covariances for energy distributions

• MF=39: covariances for radionuclide production yields

• MF=40: covariances for radionuclide production cross sections

  표 2.3.3-1~2.3.3-7에는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포함된 공분산 자료의 현황을 보

여주고 있다. Th-232를 제외하면 대체로 JENDL 라이브러리가 비교적 많은 공분산 자

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분산 자료의 생산에는 핵자료 평가 코드인 ORNL의 

SAMMY[Lar99], BNL의 EMPIRE[Her02], NEA의 TALYS[Kon04] 등이 주로 이용

되며, 오스트리아의 Leeb과 Pigni는 Bayesian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Li-6에 대한 이론

적 공분산 자료 계산[Lee05]을 수행한 바 있다. 공분산 자료의 처리에는 NJOY 코드의 

ERRORR 모듈[Mac94], ORNL의 PUFF 코드[Wia06], JAEA의 ERRORJ 코드[Chi03]

가 주로 사용되며, NEA의 ANGELO 코드[Kod00]는 2차 중성자의 각 및 에너지 분포 

자료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 코드는 무수히 많다.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

한 코드로는 ANISN의 각중성자속 파일을 사용한 1차원 해석용 SWANLAKE, 

ONETRAN, ANISN 및 DTF의 각중성자속 파일을 사용한 1차원 및 2차원 해석용 

SENSIT, 가압경수로 압력용기 fluence의 불확실도 평가 및 계산값과 측정값 간 반응율 

조절용 LEPRICON, ANISN 및 DOT-3.5를 사용한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

용 SUSD 등이 있다. 또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한 코드로는 KENO-IV-EUR, 

TIMOC, DUCKPOND, MCBEND 등이 있다.[Wil86, Gre82, Smi91b, Kod06a] 

  최근에 개발되어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코드로는 NEA의 SUSD3D [Kod06a] 

및 MCSEN[Per05], ORNL의 TSUNAMI[Rea04a, Rea04b] 등이 있다. SUSD 코드의 

3차원 확장판인 SUSD3D 코드는 DANTSYS(PARTISN) [Alc95]와 DOORS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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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93]로부터 생산된 forward/adjoint flux 또는 flux moment를 사용한다. 이 코드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중성자의 각 및 에너지 분포를 고려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TSUNAMI는 SCALE-5 코드 시스템에 포함된 코드로서 XSDRNPM 및 

KENO-V.a에서 생산된 중성자속을 사용하여 핵자료로 인한 임계도의 불확실도를 해석

하는데 사용된다. MCSEN은 MCNP4C 코드를 수정하여 개발된 코드로서 MCNP4C에서 

계산된 각종 반응 함수에 대한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에 사용된다. 

표 2.3.3-1. Th-232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18, 102

ENDF/B-VI.8 452 18, 102

ENDF/B-VII.0

JEF-2.2

JEFF-3.0 452 18, 102

JEFF-3.1

JENDL-3.2

JENDL-3.3

표 2.3.3-2. U-233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ENDF/B-VI.8

ENDF/B-VII.0

JEF-2.2
JEFF-3.0

JEFF-3.1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102

2 18

JENDL-3.2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102

2 18

JENDL-3.3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10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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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3. U-235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18, 102

ENDF/B-VI.8 452, 456

ENDF/B-VII.0 452, 456

JEF-2.2 452 18, 102

JEFF-3.0 452, 456

JEFF-3.1 452, 456

JENDL-3.2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79, 
91, 102

2 18

JENDL-3.3 452, 455, 456
1, 2, 4, 16, 17, 
18, 37, 51~79, 
91, 102

2 18

표 2.3.3-4. U-238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455, 456
1, 2, 4, 16, 17, 
18, 51~57, 102

ENDF/B-VI.8 452, 455, 456 51~57

ENDF/B-VII.0 452, 455, 456 51~57

JEF-2.2
1, 2, 4, 18, 51, 
52, 102

JEFF-3.0
1, 2, 4, 18, 51, 
52, 102

JEFF-3.1

JENDL-3.2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51~83, 91, 
102

2 18

JENDL-3.3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77, 
91, 10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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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5. Pu-239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18, 102

ENDF/B-VI.8

ENDF/B-VII.0

JEF-2.2

JEFF-3.0

JEFF-3.1

JENDL-3.2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68, 
91, 102

2 18

JENDL-3.3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68, 
91, 102

2 18

표 2.3.3-6. Pu-240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151 18, 102

ENDF/B-VI.8 452 151 102

ENDF/B-VII.0 452 151 102

JEF-2.2

JEFF-3.0

JEFF-3.1

JENDL-3.2 151
1, 2, 4, 16, 17, 
18, 37, 51~78, 
91, 102

2 18

JENDL-3.3 456 151
1, 2, 4, 16, 17, 
18, 37, 51~77, 
91, 10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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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7. Pu-241의 공분산 자료 현황 (MT)

MF=31 MF=32 MF=33 MF=34 MF=35

ENDF/B-V 452 18, 102

ENDF/B-VI.8 452

ENDF/B-VII.0 452

JEF-2.2

JEFF-3.0

JEFF-3.1

JENDL-3.2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61, 
91, 102

2

JENDL-3.3 452, 455, 456 151
1, 2, 4, 16, 17, 
18, 37, 51~61, 
91, 102

2

제 4 절. 핵자료 실측

  1. 외국의 핵자료 실측 시설 건설 및 측정 현황

  전자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빔을 중성자 생성 표적에 입사하여 펄스형 열중성자 및 저

속중성자 중성자빔을 생성하여 핵자료를 측정하는 해외 설비로는 일본 교토대학 원자로 

연구소의  설비[Kob89], 미국 Oak Ridge연구소의 ORELA [Lew76], 그리고 뉴욕에 

있는 RPI대학교의 설비 [Tat67], 벨기에의 GEEL [Ben78] 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

의 경우는 전자가속기를 원자로와 연결하여 펄스형 중성자를 생성하여 핵자료를 측정하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수백 keV 에너지 

영역의 핵자료를 주로 생산하였다. 

  최근에는 핵자료 측정 범위를 넓히고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 JAERI

를 중심으로 한 J-PARC [ACC03] 건설, 미국 Oak Ridge국립연구소에의 대형 중성자

원(SNS) 건설 등 대형 중성자 설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성자 설비들의 

운영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던 러시아 FLNP의 중성

자설비도 더 이상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일본의 KURRI(교토대)에 있던 설비는 다른 일

본 설비들의 해체로 빔사용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국내의 설비가 세계적으로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설비가 되어 가고 있다.  

  핵자료 측정 특히 고속중성자에 의한 포획단면적 측정은 차세대 에너지원 해결 및 물

질의 생성 원리를 규명하는 기초 자료의 학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일찍부터 부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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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즈음은 중성자파쇄원(neutron spallation source) 연구나 가속기구동계통

(accelerator driven system) 연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장치개발연구를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도 다투어 이와 같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ALGONNE 국립연구소 중심으로[Gue73a] [Don73a] 

[Mea75a] [Smi79a] [Gue81a] [Smi88a] [Smi87a] [Smi88b] [Smi91a] [Smi01a]  

[Smi04a]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노틀담대학 [Fal04a], 벨지움의 Joint Nuclear Center [Lis69a] 

[Pau71a] 등에서 고속중성자원을 개발하여 핵자료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CENDL [Lia03a], 일본의 JENDL [Nak03a]이라는 핵자료관리체계를 갖추고 

북경대, 동경 공업대 [Mas94a], 센다이 대학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 전부터 실험 핵자

료를 측정하여, 원자로 재료물질에 대한 중성자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 국내의 핵자료 실측 시설 건설 및 측정 현황

  국내에도 향후 10년 내에 양성자 가속기가 가동될 예정이며, 중성자 생산 설비의 대형

화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자료 사용범위가 지금까지는 

원자로 설계 관련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주의 생성 및 구조 연구, 핵구조 

연구 등 기초 과학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내의 핵자료 연구 성과 

및 설비는 기초과학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 평가연구랩에서 외국에서 얻어진 각종 핵자

료에 대한 평가 및 계산을 수행하여, web 페이지를 통하여 그 자료를 국내외에 보급하

고 있으며[Kar04a], 실험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포항공과대학교 가속기 센터에서 65 

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시험설비를 구축하여 여러 물질에 대한 광핵반응

을 통해 발생시킨 저 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여 전단면적을 측정[Kim99a]하고 있다. 또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고속 중성자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을 통해 몇몇 물질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였으며[Kim07e], 현재는 고속중

성자에 의한 핵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물질에 대해 비행시간(TOF) 방법으로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밴더그래프 장치를 구축하여 장치 특성 및 최적 측정조건을 

찾고 있다 [Kim07d] [Kim07c]. 또한 다른 중성자 발생핵반응을 통한 keV 급 중성자 

에너지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이용연구본부에서는 원자로에서 여러 가지 에

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발생시켜, 이를 분리하여 원자구조를 측정･분석하는 실험을 수행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전자 소자에 대한 비파괴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

자력의학원에서는 50 MeV 싸이클로트론에서 양성자빔을 이용한 (p,n) 반응을 통해 수

십 MeV 중성자 만들어 암 치료 및 진단을 위한 동위원소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여러 가지 중성자원을 확보하고, 중성자 분광 분석을 통한 중성자 표준장 형성, 동

위원소 생산, 비파괴진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핵자료 실측기술은 아직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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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단계에 있다. 하지만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가속기들이 부산

대학, 경북대학, 조선대학, 강원대학 등에 설치되고 있어, 이들 모두 중성자 원으로 활용

할 수 있어 핵자료 생산에도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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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2001년도부터 개발･운영해오고 있는 온라인 핵자료서비스의 연도별 이용자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04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거의 일정 수준의 이용률을 꾸준히 유지

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핵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과 2005년에는 특히 핵자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각 항목의 이용자수가 월간 

접속수가 비슷한 2006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2006년도에

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대두되지 않아 이용자가 일정 수준으로 포화되

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항목 누적 통계
2006
년도

월평균

2005 
년도

월평균

2004 
년도

월평균

2003 
년도

월평균

2002 
년도

월평균

2001 
년도 

월평균

접속자수(월간 IP) 95,815 7,985 8,026 7,717 5,067 3,864 3,257

핵종표 703,289 58,607 134,982 152,753 12,436 9,011 8,606

붕괴 도형 105,169 8,764 22,698 26,189 9,255 4,647 5,994

단면적 도형 35,694 2,975 5,602 5,469 2,884 1,403 2,283

감마선 자료 23,757 1,980 4,185 3,392 2,413 1,639 458

전자 정지 비정 13,637 1,136 2,912 4,002 594 867 682

광자 감쇠계수 12,776 1,065 3,310 3,640 567 913 721

표 3.1.1-1. 온라인 핵자료 이용빈도

  2. 평가핵자료 및 군정수 라이브러리 배포

  1, 2 단계에 이어 이번 3 단계 연구기간 동안에도 국내 대학,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하나로 및 중장기 원자로개발 연구 과제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수요
에 부응하여 생산･공급하였다. 특히 KAMINI원자로 노심계산용 라이브러리도 생산하여 
인도에 공급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기여 실적도 쌓은 바 있다.  
표 3.1.2-1 에는 그동안의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배포 실적을 요약･제시하였다. 자세
한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제3절 핵자료 처리 부분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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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그룹 공급 라이브러리 용도

경희대 199군 MATXS 포맷 라이브러리 (ENDF/B-VI.8) 열중성자로 노심 계산용

하나로 190군 MATXS 포맷 라이브러리 (ENDF/B-VI.8) 하나로 노심 계산용

고속로과제,서울대
KAFAX 150군 MATXS 포맷 라이브러리  

(JEFF-3.1, ENDF/B-VII beta 0, JENDL-3.3
고속로 노심 연소 계산용

고속로과제,서울대
KAFAX Lumped Pseudo-Fission Product 자료 

(ENDF/B-VI.8)
고속로 노심 연소 계산용

원자력수소과제
MCNP4C용 300, 600, 900, 1200, 1500K의 온도 

자료 라이브러리 (ENDF/B-VI.8)
노심계산용

India MCNP4C용 라이브러리 (KNE68, KNJ33) KAMINI원자로 노심계산용

고속로과제

KAFAX 150군 MATXS 포맷 라이브러리 

(JEFF-3.1, ENDF/B-VII beta 0, JENDL-3.3) 

및 BFS 검증 계산 결과 

고속로 노심 연소 계산용

표 3.1.2-1. 핵자료 및 라이브러리 생산･공급 내용

제 2 절. 핵자료 평가

  1.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중성자 공명에너지 영역은 분리공명영역과 비분리공명영역으로 구분되며 공명상수 관

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분리공명영역(RRR, Resolved Resonance Region) 공명 상수 

- 공명에너지, 반응별 공명폭(Γn, Γγ, Γf ), 포획 면적 A

- 양자수 (orbital l 및 spin J)

비분리공명영역(URR,Unresolved Resonance Region) 평균 공명 상수 

- 포획 및 산란 단면적( σγ및 σs)

- 중성자 strength function(Sl, S2, …)

- 평균 준위 간격 (<Dl>, <D2>, …)

- 평균 포획폭 (<Γnl >, <Γn2 >, …)

  미국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의 

공동연구로 실측자료가 없을 경우의 중성자 공명상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2.1-1

에 표시한 바와 같은 평가 절차를 확립하였다[Oh00]. 우선 평가 핵종을 선정하고, 핵자

료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IAEA Nuclear Data Sec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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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ds.iaea.org)나 BNL Nuclear Data Center 홈페이지(www.nndc.bnl.gov)에서 

다음과 같은 메뉴의 자료를 검색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학술지나 보고서를 통

해 실험값의 계통적 오류여부나 실험결과로서 보고한 값을 구할 때 사용한 가정의 적절

성 등을 고려하여 실험값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데이터를 선별한다.

       - CINDA [CIN05]/NSR: 핵자료 서지사항 데이터베이스

       - EXFOR [EXF05]: 핵자료 수치자료(실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 ENDF, JENDL, BROND 등의 평가 핵자료집

Determine adjust bound 
level parameters

Retrieve and review measurements, Establish reference values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Average/Integral parameters and 
cross sections in URR

Thermal 
characteristics

BNL325.TXT

ENDFU.TXT

ENDFR.TXT

ENDFA.TXT

Assign l, J and Г, if required, Analyze neutron width distribution

Complete set of parameters for 
each resolved resonance

Average/Integral parameter:
<Dl>, Sl and < Гl >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dd bound level 
resonances (s)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ppend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Calculate cross 
sections in URR

Determine/adjust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Determine adjust bound 
level parameters

Retrieve and review measurements, Establish reference values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Average/Integral parameters and 
cross sections in URR

Thermal 
characteristics

BNL325.TXT

ENDFU.TXT

ENDFR.TXT

ENDFA.TXT

Assign l, J and Г, if required, Analyze neutron width distribution

Complete set of parameters for 
each resolved resonance

Average/Integral parameter:
<Dl>, Sl and < Гl >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dd bound level 
resonances (s)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ppend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Calculate cross 
sections in URR

Determine/adjust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Determine adjust bound 
level parameters

Retrieve and review measurements, Establish reference values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Average/Integral parameters and 
cross sections in URR

Thermal 
characteristics

BNL325.TXT

ENDFU.TXT

ENDFR.TXT

ENDFA.TXT

Assign l, J and Г, if required, Analyze neutron width distribution

Complete set of parameters for 
each resolved resonance

Average/Integral parameter:
<Dl>, Sl and < Гl >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dd bound level 
resonances (s)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ppend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Calculate cross 
sections in URR

Determine/adjust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Retrieve and review measurements, Establish reference values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Average/Integral parameters and 
cross sections in URR

Thermal 
characteristics

BNL325.TXT

ENDFU.TXT

ENDFR.TXT

ENDFA.TXT

Assign l, J and Г, if required, Analyze neutron width distribution

Complete set of parameters for 
each resolved resonance

Average/Integral parameter:
<Dl>, Sl and < Гl >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dd bound level 
resonances (s)

Calculate thermal 
characteristics

Append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Calculate cross 
sections in URR

Determine/adjust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in URR

그림 3.2.1-1. 에너지영역별 중성자공명상수 평가 절차

  선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명상수 파일을 작성하는데 이때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가

중치를 부여하여 평균한 값으로 새로운 공명상수 세트를 만든다. 이와 같이 생성한 공명

상수파일을 이용해 분리공명들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평균공명상수에 상응하는 물리

량, 즉, 입사 중성자 각운동량별(l값 별) 평균 준위간격 및 중성자 strength function을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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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공명영역 공명상수 분석에 사용한다. 공명의 각운동량 및 스핀은 Bayesian 

approach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각각의 각운동량에 대한 reduced neutron width gnl이 

Porter-Thomas의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neutron width gn인 공명이 l-wave일 

확률을 Bayes의 조건부 확률정리에 따라 계산하여 그 값의 크기로 각운동량 l을 결정한다. 

스핀 J의 경우에는 전체 통계적 g값에 일치하도록 각 공명에 랜덤하게 주어진 값을 배정한

다.  

  그 후 열중성자영역에서의 산란단면적, 포획단면적, 공명적분 등을 계산하고, 계산된 단

면적 값들이 실험값을 잘 반영하도록 평가 파일을 재조정한다. 비분리공명영역(URR)에

서는 분리공명영역의 공명상수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공명상수 값을 사용한다. 

    가. Palladium-107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Pd-107은 고속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중에 6%를 차지하고 있으며, 6백 

5천만년의 반감기를 가진 물질로서 1985년 Macklin이 3.5 keV까지의 에너지영역에서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여 130개의 공명 봉우리(peak)를 결정한 바 있다[Mac85]. 그는 

3.5 keV에서 600 keV까지의 에너지영역을 17개 군으로 에너지영역을 나누어 평균 전

단면적으로 나타냈다. Pd-107에 대한 실험값은 많지 않아 기존의 ENDF나 JENDL에서

도 Macklin의 실험값을 사용하여 공명상수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JENDL-3.3의 공명상

수들은 포획단면적을 실험값과 다르게 나타내고 있고, ENDF/B-VI.8에는 비분리공명영

역에서 평가된 공명상수 값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Pd-107에 대해 비분리공명영역을 포

함하여 공명상수 값을 재평가하여 기존의 평가 핵자료집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Pd-107은 Macklin의 포획면적(capture area)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하였다. 

Macklin의 데이터는 3.5 keV까지의 포획면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1 keV 이상의 

실험치는 오차가 컸다. 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를 1keV로 하는 경우에는 경계에너지 

부근에서 분리공명영역의 평균포획단면적 값이 비분리영역에서의 값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를 높게 설정할수록 차이가 커졌다. 따라서 그

림 3.2.1-2와 같이 평균 포획단면적 값의 변화가 에너지의 역수(1/E)에 비례하는 양상

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800 eV로 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를 결정하였다.

  공명의 각운동량은 Bayes theorem을 이용해 p-파(p-wave)일 확률을 계산한 뒤 

s-파(s-wave)일 확률보다 크면 ‘p-파’라 하고 작으면 ‘s-파’라 한다. 반면 스핀

은 계산된 확률 차이가 적어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을 하였다. 각각의 공명에 대해 [0, 

1] 구간의 수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스핀 통계인자와 비교하여 스핀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 스핀을 그대로 이용하면 그림 3.2.1-3의 상단 그래프와 같이 일

부 공명의 포획단면적이 과대평가되었다. 특히 518.4 eV에서는 원래 배정된 스핀 2일 

때의 포획단면적이 스핀 3이라고 배정할 때 보다 10배 크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에너지일 때 포획단면적을 BNL 평가자료집에 수록된 값 1.8±0.2 barns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포획단면적을 크게 하는 공명의 스핀을 재배정하기로 하였다. 재배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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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Macklin이 측정한 포획면적의 크기로 하고 포획단면적이 크게 평가된 공명들에 3

의 스핀을 배정하고 나머지 공명에 대해서는 2의 스핀을 배정하였다. 스핀의 수는 스핀 

통계인자의 값에 일치하도록 총 53개의 공명 중 J=3(g=0.58333)인 공명을 31개 

J=2(g=0.41667)인 공명을 22개로 배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3.2.1-3 하단 그래프와 

같이 포획단면적이 기존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조정되었다. 

       

1 1 0

T h e  r e s u l t s  o f  J E N D L - 3 .3  

a r e  n o t  c o n n e c te d  s m o o th ly .

T h e  p r e s e n t  r e s u lt s  a r e  c o n n e c t e d  s m o o th ly .

J E N D L - 3 .3  u p p e r  v a lu e :  1  k e V

E n e r g y  [ k e V ]

    P r e s e n t  
    J E N D L - 3 .3  

P r e s e n t  u p p e r  v a lu e :  8 0 0  e V

그림 3.2.1-2. Pd-107에 대한 평균포획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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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스핀에 따른 포획단면적 비교: 

(상단)무작위적 스핀배정방식, (하단)포획면적에 따른 스핀 재배정

 

  열에너지에서의 Pd-107의 특성값은 표 3.2.1-1과 같고 본 평가결과는 BNL의 평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분리공명영역에서는 각각의 공명을 구분하지 못하

기 때문에 평균한 공명상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분리공명영역의 평균공명상

수는 표 3.2.1-2와 같다. 강도함수 S0= 0.56±0.16×10-4는 Singh et al.에 수록된 값

을 사용하였고, S1=5.8×10-4 값을, S2는 S0와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Sin78]. S1의 경

우 BNL 평가 자료집[Mug81]에 수록된 strength function 그래프 상에서는 5.2×10-4

정도의 값으로 추정되는데 비분리공명 영역에서 Macklin이 측정한 포획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5.8×10-4의 값을 사용하였다. 평균 준위간격으로는 Singh 등이 측

정한 값인 <D0>=10.6 eV를 사용하였다[Sin78]. 이와 같은 평균 공명상수를 이용해 실

측데이터와 일치하도록 평균 감마포획폭을 조정하여 그림 3.2.1-4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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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공명상수 Unit Present BNL[Mug81,84b] JENDL-3.3

Pd-107

S0

S1

S2

× 10-4

× 10-4

× 10-4

0.56

5.80

0.56

-

-

-

0.81

3.03

0.96

<D0>

<D1>

eV

eV

10.6

5.3

15±3

-

-

-

<Г0>

<Г1>

<Г2>

meV

meV

meV

280.0

230.0

230.0

-

-

-

125.0

125.0

125.0

표 3.2.1-1. Pd-107의 열에너지 특성값 비교

�공명상수 UNIT Present BNL[Mug81] JENDL-3.3
ENDF/B-VI

.8

Random 
spin 

assignment
E eV 800 653 1000 1000 700

σγ barns 1.94 1.80± 0.2 2.00 2.07 2.34

σs barns 4.46 4.65 3.32 3.07 2.57

R' fm 6.64 - 6.5/6.025 5.73 6.64

Iγ barns 110.89 98.04(86.6) 111.28 99.25 111.82

* E: 분리공명영역과 비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 σγ: 포획단면적, σs: 산란단면적, 
  R': 유효반경, Iγ: 공명적분
  

표 3.2.1-2. 비분리공명 영역의 Pd-107 평균 공명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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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800 eV∼100 keV 영역의 Pd-107 포획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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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rbium-166 공명상수 평가

  ENDF/B-VI.8에는 1990년 Wright가 평가한 Er-166 공명상수가 수록되어 있다. 

Er-166의 경우 1997년 Knopf가 산란단면적이 7.6 fm임을 측정하였고[Kno97], 1998

년에 Danon은 0.001 eV∼20 eV 영역의 전단면적을 측정하고 공명상수를 평가하였으며

[Dan98], Harun-Ar-Rashid가 2000년에 13.0 eV∼564 eV 영역의 포획단면적을 측

정하였다[Har00]. 2003년에는 Mughabghab가 열에너지에서의 포획단면적과 공명적분값

을 재평가하여 보고하였다[Mug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에 새로 측정된 

데이터와 재평가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Er-166의 공명상수를 재평가하였다. 

  그림 3.2.1-5는 JENDL-3.3과 ENDF/B-VI.8 자료와 본 연구의 평균포획단면적 평

가결과를 비교하였다. JENDL-3.3과 ENDF/B-VI.8의 분리공명영역과 비분리공명영역

의 경계에너지는 각각 2931.8eV와 2128.9 eV이나 본 평가에서는 평균포획단면적이 일

정하게 변화하는 2476.2 eV를 경계에너지로 결정하였다.

  본 평가를 통해 구한 열에너지에서의 단면적, 유효반경, 공명적분값 등은 표 3.2.1-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포획단면적 및 유효반경은 최근에 보고된 값과 일치하며, 공명적분

값은 ENDF/B-VI.8의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2.1-6은 비분리공명영역에서의 

포획단면적을 나타낸다. 본 평가에서는 최근 측정된 Harun[Har00]의 데이터에 일치하도록 

비분리공명영역의 평균공명상수를 조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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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Er-166의 평균포획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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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Er-166 의 열에너지 특성 값 비교

공명상수 UNIT Present BNL[Mug06] JENDL-3.3 ENDF/B-VI.8 Reference

E eV 2476.2 9486.2±6.3 2931.8 2128.9 -

σγ barns 16.2 19.6±1.5 16.8 19.6
16.2±0.2[JAE00]

16.9±1.6[Kn00]

σs barns 12.0 14.2±2.1 12.4 17.2 -
R' fm 7.6 8.1±0.2 8.3 8.1 7.6±2.0[Mug03]

Iγ barns 101.2 96.0±12.0 112.16 99.2 95.0±7.0[Kn00]

* E: 분리공명영역과 비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 σγ: 포획단면적, σs: 산란단면적, 
  R': 유효반경, Iγ: 공명적분

 표 3.2.1-4. 비분리공명에너지 영역의 Er-166에 대한 평균공명상수

Nuclide 공명상수 Unit Present BNL[Mug84b] JENDL-3.3

Er-166

S0

S1

× 10-4

× 10-4

1.7

1.5

1.6±0.2

0.94±0.16

-

-

<D0>

<D1>

eV

eV

38.4

13.5

38.0±3.0

-

-

-
<Г0>

<Г1>

meV

meV

100.0

130.0

-

-

-

-

그림 3.2.1-6. 2.5 keV∼100 keV 영역의 Er-166 포획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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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가. 개요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10-5 eV∼20 MeV의 입사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이 주도적으로 평가한 핵종은 다양

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것들로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8개의 핵종(95Mo, 101Ru, 
103Rh, 105Pd, 109Ag, 131Xe, 133Cs, 141Pr)과 동위원소 군별로 다루어진 24개의 핵종

(Nd(8), Sm(9), Dy(7))을 포함한다. 그 외에 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153Eu와 
74,75As의 핵종 평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로써 새로 발표된 평가핵자료집

(ENDF/B-VII)의 중성자 라이브러리에 평가된 393개의 핵종 중 35개의 핵종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반응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지만, 낮은 에너지

의 중성자반응에 대한 평가방법도 간단히 기술하였다. 열 및 공명영역의 낮은 에너지는 

최근 출판된 “Atlas of Neutron Resonances[Mug06]로부터 필요한 상수를 도출하였

고, 중성자 포획 공명적분으로 검증하였다. 비분리공명영역은 분리공명영역을 평균하여 

실험 자료를 잘 재생산하도록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높은 에너지영역의 중성자반응 평가에는 주로 핵반응모델코드 EMPIRE-2.19 

[Her05]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EMPIRE -2.19는 여

러 가지 핵반응모형으로 구성된 모듈시스템으로서 구형 및 변형광학모델, 폭 요동 보정

과 완전한 γ선 방출을 포함하는 Hauser-Feshbach 이론, DWBA, 다단계직접모델 

MSD(Multi-Step Direc)와 다단계복합핵모델 MSC (Multi-Step Compound), 그리고 

현상학적인 전평형모델(Preequilibriu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코드는 계산 결과를 

평가 파일 형식의 자료로 만들고 이를 검사하는 몇 가지 유용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로 구성되어 RIPL과 CSISRS와 같은 자료

집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평가에 쓰인 모델들의 초기 값들은 

RIPL-2[You06]에서 가져 왔으며, CSISRS로부터 획득된 실험 자료를 잘 재생산 하도

록 적절히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든 평가핵자료는 반응 단면적뿐만 아니라, 광자 생

산, 방출 입자와 잔류 핵종에 대한 에너지 및 각 분포 등 거의 모든 핵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된 핵자료들은 ENDF-6 형식의 파일로 변환한 후 CSEWG 코드로 검증하였으며, 

NJOY-99.161로 처리한 후 MCNP5 시험계산을 통해 수송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

인하였다. 모든 평가결과는 새로운 평가핵자료집 ENDF/B-VII.0에 채택되어 2006년 

12월에 배포 되었다 [Cha06].

    나. 평가방법

  본 연구에 최근에 향상된 Atlas-EMPIRE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낮은 에너지영역(열영역, 분리공명영역, 비분리공명영역)과 높은 에너지영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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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후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생산한다. 낮은 에너지영역은 Mughabghab가 새로 출

판한 “Atlas of Neutron Resonances”[Mug06]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고, 높

은 에너지영역의 평가에는 Herman 등이 개발한 핵반응모델 코드 EMPIRE[Her05]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핵계산에 필요한 모든 반응 채

널에 대해 평가하였다.

    (1) 낮은 에너지 평가

  중성자 공명의 통계적 분석은 Mughabghab가 출판한 “Atlas of Neutron 

Resonances: Resonance Parameters and Thermal Cross Section, 

Z=1-100”[Mug06] 자료를 기초로 수행하였지만, 다수의 핵종이 KAERI-BNL 공동

연구[Oh00]에 의해 이미 평가가 완료된 상태여서 2001년에 ENDF/B-VI.8에 실린 자

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낮은 에너지는 열 영역, 분리공명 영역, 비분리공명 영역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평가 방법은 참고문헌[Mug06, Oh06, Kimhi07a]에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3.2.2-1과 3.2.2-2는 s-파와 p-파 공명에 적용한 

Porter-Thomas 분석[Por56]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으로부터 s-파와 p-파에 대한 평

균 준위간격과 강도함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3.2.2-3와 3.2.2-4에는 133Cs와 141Pr의 

포획감마단면적 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3.2.2-1. 133Cs의 s-파 공명에 대한 Porter-Thomas 분포 

(3400eV 이하 에너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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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133Cs의 p-파 공명에 대한 Porter-Thomas 분포

(387eV 이하 에너지 영역)

그림 3.2.2-3. 열과 분리공명 영역에서 133Cs의 중성자 포획단면적(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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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열과 분리공명 영역에서 141Pr의 중성자 포획단면적(300。K)

    (2) 높은 에너지 평가 

  높은 에너지의 모든 평가는 평가핵자료 라이브러리를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고, 가능

한 모든 반응들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핵반응 코드 EMPIRE-2.19 [Her05]로 수행하

였다. 이 코드는 핵반응의 대표적 이론적 모델( 직접반응모델, 전평형모델, 

Hauser-Feshbach 통계모델)을 사용하여 각 분포, 가능한 입자나 감마선의 배타적 또는 

포괄적 스펙트럼, 각･에너지 산란단면적 및  잔류 핵종의 스펙트럼까지 계산한다. 

EMPIRE 코드는 여러 중요한 모듈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사용하며, 다

음과 같은 대표적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 HRTW로 설명되는 폭요동 보정을 포함한 Hauser-Feshbach 통계 모델

• 양자역학적 모델 MSD/MSC

• 각 운동량을 결합한 엑시톤(exciton) 모델

• 각 분포에 대해 Kalback systematics와 Iwamoto-Harada 다발 방출을 가진 

엑시톤 모델

• RIPL-2 라이브러리의 광학모델 매개변수

• RIPL-2에 포함된 핵의 구조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 EXFOR/CSISRS 라이브러리에 실린 실험데이터에의 접근 용이성

• ENDF-6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파일

• CSEWG에서 추천하는 점검 코드

    a. 광학모델 

  본 연구에서 핵반응과 관련된 방출 입자들에 대한 전송계수와 반응단면적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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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형 광학모델을 사용하였다. 변형 핵종의 경우 입사 채널은 구형 광학모델보다는 결

합채널(coupled-channel) 형태로 다루어 집합적 준위에 대한 비탄성산란단면적과 각분

포를 구했다. 본 연구는 대개 RIPL-2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광학

모델 인자를 선택했지만, 최신 실험데이터와 차이를 보일 경우 적절히 조절하였으며, 완

전히 새로운 인자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1) 복합핵모델: 복합핵의 붕괴는 다양한 열린 채널의 붕괴확률을 나타내는 전송계수

와 핵의 준위밀도를 사용하는 Hauser-Feshbach 모델[Hau52]로 잘 설명된다. 전송계

수는 일반적으로 ECIS 코드[Ray94]를 사용한 광학모델 계산으로 결정한다. 복합핵 붕

괴반응 (a,b)을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
a,b= σ

a

Γ
b

Σ
c
Γ
c
. (3.2.2-1)

이 식은 스핀 J와 홀짝수(parity) π를 가진 복합핵에 대해 합하고, 여기에너지 E에 대

해 적분한 것이다. 식 3.2.2-1은 낮은 에너지에서 폭요동 보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붕괴 폭 Γ
c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Γ
c=

1
2πρ

CN(E)
Σ
c'
⌠
⌡

E-B c

0
ρ
c(E')T c(E-B c-E')dE',   (3.2.2-2)

여기서 B c
는 복합핵에서 입자 c의 결합에너지, ρ는 준위밀도, T c(ε)는 채널에너지 

ε=E-B c-E'을 가지는 입자 c의 전송계수를 나타낸다. 이 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스핀(S)과 패리티(π)를 생략하였다.  다른 입자들의 방출과 항상 함께 발생하는 

감마방출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마운동량을 보존하는 감마-cascade의 완전

한 모델링을 항상 사용한다. 감마전이는 Brink-Axel 가정[Bri55,Axe62]으로 알려진 

거대공명(giant resonance)으로 취급한다. 거대공명 계수는 RIPL-2[You06]에 포함된 

systematics와 실험데이터간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광학모델 전송계수와 더불어 핵의 준

위밀도는 통계적 계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몇 가지 핵종에서 사용된 

Gilbert-Cameron 준위밀도[Gil6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종에서는 임계 여기에너지 

아래에서는 초유동모델을 사용하고 그 위에서는 Fermi gas 모델을 사용하는 Empire 특

유의 준위밀도를 사용했다. 핵의 진동과 회전의 결합현상이 나타나지만 여기에너지가 증

가함에 따라 그러한 특징은 점차 사라진다. 

    2) 폭요동 보정: 낮은 에너지에서 입사와 방출 채널은 탄성채널의 간섭으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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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산될 수 없어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폭요동 보정 요소에 의해 

Hauser-Feshbach 이론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HRTW [Hof75]로 알려진 폭요동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σ HRTW
ab=V aV b(Σ cV c)

-1[1+δ
ab(W a-1)], (3.2.2-3)

이 식은 Hauser-Feshbach 표현식 3.2.2-1과 등가이지만, 탄성채널을 W a
에 의해 보

정한 것이다. 

    b. 전평형모델(pre-equilibrium model)

    1) 준 고전적 전평형모델: 입사 중성자와 표적으로 된 시스템에서 열평형을 이루기 

전에 붕괴할 확률은 10 MeV 이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전평형에 관한 

이론은 크게 준 고전적 모델과 양자역학적 모델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Gad92]. 이

미 여기상태인 전평형모델은 더 많은 particle-hole(p-h) 상태로 여기되는 더 복잡한 

모델을 가진다. 각 단계에서 입자의 가능한 방출은 그 시스템을 평형상태로 되게 하는 

고유의 particle-hole(p-h)의 생성과 비슷하다. 따라서 입자의 방출은 더 경화(硬化)스

펙트럼을 가지며, 각 분포는 전방 봉우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복합핵 안

에서 전평형 방출을 묘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모델링의 적용을 필요로 한

다. 엑시톤 모델은 EMPI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준 고전적 모델로 그 핵심은 다양한 

p-h 상태에 대한 점유 확률의 시간 의존성을 기술해 주는 지배방정식이다. 

ℏ
dP n
dt
=∑

m
Λ
n,mP m-Γ

nP n, (3.2.2-4)

여기서 n 단계(stage)의 총 붕괴확률 은 부분 전이폭 과 입자 e 반응 폭 Γ
e,n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Γ
n=∑

l
Λ
l,n+∑

e
Γ
e,n. (3.2.2-5)

핵력은 이체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고유 전이는 단지 이웃하는 상태 사이에서만 일

어나고, 전이 행렬 Λ는 tri-diagonal이다. 즉, off-diagonal은 전방과 후방으로의 전이

를 표현한다. 아무 제한조건 없이 적용된 식 3.2.2-4는 평형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복

합핵이론이 더 엄격한 것이고, 엑시톤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은 개별 준위에 대한 각운동

량과 홀짝수 결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형 한계를 피하도록 선택했다.  따라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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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수의 p-h 단계만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추가로 EMPIRE에서 후방 전이는 '0'으

로 놓았는데, 이것은 그 시스템이 항상 평형상태로 진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EMPIRE 전

평형모델은 PCROSS 와 DEGAS의 두 엑시톤 모델, Monte-Carlo 접근 모델 DDHMS 

및 양자역학 모델 MSD/MSC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CROSS는 각 운동량과 패

리티 결합 효과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Kalback이 제시한 각 분포 systematics을 사용

하여 클러스터와 감마의 전평형방출을 허용한다. 반면에 DEGAS는 각 운동량을 완전히 

설명하지만, 각 분포와 클러스터 방출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10 MeV 

이상 중성자에 의한 감마 스펙트럼은 DEGAS에 의해 구했으며, 준 고전 모델과 양자역

학 모델은 단지 하나의 입자의 전평형방출을 허용하고 잔류 핵종의 남아있는 여기에너지

가 너무 작아서 다른 입자의 방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 가정은 

수 십 MeV 정도에서는 타당하지만,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 전

평형방출을 설명하기 위해서 Chadwick[Cha94]이 고안한 다음의 간단한 과정을 사용하

였다.

• 첫 번째 잔류핵은 단지 2 엑시톤을 포함한다.

• 여기된 하나의 입자의 방출 확률은 s-파 전송계수에 의해 근사된다.

    2) 양자역학적 전평형모델: EMPIRE에서 선택한 모델은 원래 Tamura, Udagawa와 

Lenske(TUL)가 제안한 연속영역의 전평형산란이론 다단계직접모델MSD[Tam82]이다. 

작은 에너지에서부터 큰 에너지 까지 입사 입자와 표적시스템간의 반응과정은 직접반응 

DR, 미세 핵구조, 통계적 방법을 조합한 MSD 이론으로 설명된다. 전형적 DR 방식의 경

우 닫힌 채널 공간은 MSD에 이어지는 다단계복합핵모델 MSC 메카니즘 안에서 개별적

으로 다루어진다고 가정한다. MSD는 물리적 관점에서 입사 입자와 표적핵의 여러 번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적핵으로의 에너지와 각운동량 이동이 발생한다. 

이 반응은 진동상태의 여기를 기술하는  무작위 위상 근사 RPA(Random Phase 

Approximation)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표적핵에서 진동여기와 비슷한 에너지와 각

운동량 전달은 스펙트럼의 높은 에너지 끝 부분에 뚜렷한 봉우리를 만든다. 현재의 MSD 

구조는 집합적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한 비탄성산란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하교환

(charge-exchange) 채널은 준 고전 모델로 다루어야 한다.

  EMPIRE에서의 MSC 과정의 모델링은 Nishioka 등에 의한 NVWY 방식으로 다루어

진다. 대부분의 전복합핵모델과 마찬가지로 NVWY 이론은 혼합핵의 평형유지 과정을 복

잡해지는 닫힌 채널의 흐름을 따르는 일련의 전이로 설명한다. NVWY의 전형적 구조는 

고전 전평형모델에 대한 지배방정식의 행렬 표현과 유사하다. 그러나 NVWY 형식은 단

일 입자 핵준위에 대해 잘 증명된 GOE를 가정하는 기본적 원리에서 유도된 것으로 그 

공식을 구성하는 성분의 미시적 양은 실험적으로 알려진 거시적인 양과 연결되어 있다

[Her92]. 우리는 3 가지 종류의 MSC를 사용했는데, 이는 MSC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붕괴를 Hauser-Feshbach 모델로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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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SD와 MSC의 결합: NVWY 이론은 점점 복잡해지는 구속 상태들 사이의 정상

적 전이에 추가하여 일련의 MSD로부터 직접 더 높은 MSC 부류까지 공급하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점진적 흡수로 알려진 이 영향은 들어오는 선속을 다른 MSD와 MSC 부류로 

분배하도록 EMPIRE 코드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 그것의 비율은 각각의 상태밀도, 구속

을 벗어난 상태들 사이, 그리고 구속된 상태와 구속 안 된 상태 사이의 정방행렬 원소들

의 평균값에 비래한다.

    4) 클러스터의 전평형방출: 클러스터(전형적으로 α 입자)의 전평형방출은 

Iwamoto-Harada 모델[Iwa82]로 고려한다. 이 모델은 평형상태 동안 혼합된 입자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2가지 필수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 방출 입자를 구성하는 어떤 핵자들이 Fermi 에너지 아래의 레벨로부터도 나오도

록 허용하는 pickup-type을 고려한다.

• 구성 입자들의 고유 파동함수가 에너지의 함수로 주어진다. 

    c. 배타적 스펙트럼

  표준 ENDF-6 형식은 입자의 배타적 스펙트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n,2n)과 

관련된 스펙트럼은 첫 번째 와 두 번째 중성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첫 번

째 중성자 방출이 감마선 이외의 다른 입자와 동시에 나온다면 (n,n')의 계산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방출 스펙트럼을 개별적인 것으로 다루면서 충

분한 history 만큼 수행하지 않는 표준모델코드와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EMPIRE는 분

리된 “population spectra”개념을 사용하여 그림 3.2.2-5에 보여주는 바와 같은 과정

을 통해 내부적으로 배타적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각각의 “population spectra”는 이

산화된 연속영역에서 각 에너지 bin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들은 잔류 핵의 주어진 에너지 

bin population을 결정해 주는 각 방출 타입의 누적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각 입자가 나올 

때마다 원래의 에너지 bin의 population spectra에서 방출된 부분을 제거하여 마지막 에

너지 bin의 population spectra에 그것을 축적한다. 그 입자 자체는 입자가 나온 에너지

에서 spike로써 마지막 에너지 bin population 스펙트럼에 공헌한다. 이 계산과정에서 

감마전이는 입자를 방출하지 않는 안정한 여기상태로 population spectra를 전이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은 잔류 핵에 관련한 배타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기 위해 

잔류 핵의 바닥상태까지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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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배타적 스펙트럼 계산 알고리즘의 도식적 표현

   d. 되튐 핵

  되튐 핵의 스펙트럼은 다양한 구조 물질에서의 반응물에 의해한 방사선 손실과 열 계

산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 EMPIRE에서 되튐 핵의 스펙트럼은 배타적인 스펙트럼에 사

용한 방법과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방출 전후 에너

지 상관식을 고려한다. 결과적인 스펙트럼은 각에 대해 적분되고 중간 스핀에 대해 합쳐

진다. 그러나 첫 번째 방출의 비대칭 각분포는 어미핵과 방출 입자의 속도는 잔류 핵의 

속도를 만들도록 합해질 때 고려한다.

    (3) 동위원소군 별로 동시 평가

  본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위원소 별로 동시에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의 평가 도구들의 기능이 상당히 진보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 평가의 장점

은 같은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실험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성

자 입사 핵반응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광학모델의 매개변수는 신뢰할 만

한 RIPL-2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동위원소 별로 필요한 매개변수를 비교하여 결정하였

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각 매개변수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미래의 평가에도 유용

하게 사용 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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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평가 결과를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 상

태를 표 3.2.2-1에 기술하였다. 표 3.2.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새

로 발표된 ENDF/B-VII을 제외한 거의 모든 라이브러리는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나마 많은 핵종들이 평가되지 않은 채로 있다. 

표 3.2.2-2는 본 연구에서 평가한 총 32개 핵종의 목록을 보여준다. 표에 보이는 핵종

들을 중요도가 높은 핵분열생성물로 선정하여 다루었며, 8개 핵종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

가하였고, neodymium, samarium, dysprosium의 3개 동위원소 군들은 각 동위원소 군

별로 동시에 평가하였다.

    (1) 95Mo, 101Ru, 103Rh, 105Pd, 109Ag, 131Xe, 133Cs, 141Pr 평가

  이들 8개의 핵종은 모두 중요도가 높은 핵분열생성물로서 141Pr을 제외한 핵종들의 낮

은 에너지에 대한 평가는  KAERI-BNL 공동연구 [Oh00]로 이미 완료 되어 그 결과가 

이미 ENDF/B-VI.8에 실려 있어 높은 에너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표 3.2.2-1. 평가핵자료파일에 실린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평가 상태

소유국 라이브러리 배포년도 비고

미국 ENDF/B-VII.0 2006
대부분 핵분열생성물에 대해 20MeV까지 평

가함

미국 ENDF/B-VI.8 2001
19개 핵분열생성물에 대해 낮은 에너지 부분

을 업데이트함
미국 ENDF/B-VI 1990 대부분 ENDF/B-V에서 가져옴
유럽 JEFF-3.1 2005 대부분 오래됨. ENDF/B-VI에서 가져옴
일본 JENDL-3.3 2002 대부분 오래됨. JENDL-3.2에서 가져옴

러시아 BRONDL-2.2 1992 소수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함
중국 CENDL-2 1990 소수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함
중국 CENDL-3.0 - 존재하나 배포되지 않음

표 3.2.2-2. 본 연구에서 평가한 32개 핵종

구분 핵종

8개의 핵종  95Mo, 101Ru, 103Rh, 105Pd, 109Ag, 131Xe, 133Cs, 141Pr

Nd 동위원소  142,143,144,145,146,147,148,150Nd

Sm 동위원소  144,147,148,149,150,151,152,153,154Sm

Dy 동위원소  156,158,160,161,162,163,16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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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핵자료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진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3개의 라이브러리

(JENDL-3.3, JEFF-3.1, ENDF/B-VI.8)와 ENDF/B-VII.0으로 명명된 현재의 결과

를 비교하였다. 표 3.2.2-3에는 개별적으로 평가한 8개 핵종의 실험 데이터, 각 동위원

소들의 자연존재비(abundance), 그리고 비분리공명영역 경계에너지를 제시하였다. 본 보

고서에는 중성자 흡수체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103Rh의 결과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 참고문헌[Kimhi07a]에 기술하였다.  

  103Rh은 매우 중요한 핵분열생성물임도 불구하고 ENDF/B-VI.8에는 1978년에 평가

된 자료를 그대로 썼으나 낮은 에너지영역에 대해서는 KAERI-BNL 공동연구결과

[Oh00]를 평가핵자료집 ENDF/B-VI.8에 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낮은 에너지 자료

는 ENDF/B-VI.8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 왔으며, 높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완

전히 새로이 평가하였다. 다행히 103Rh은 주요 반응들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여러 개 있

어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용이하였다. 그림 3.2.2-6에는 ENDF/B-VI.8에서 가져온

표 3.2.2-3. 평가 핵종의 실험데이터, 자연존재비 및 URR 경계에너지

동위

원소
실험 데이터

자연

존재비

 (%)

URR 

Limit 

(keV)
95Mo  15.92 206.3
101Ru  17.06 128.4

103Rh
′


100 40.1

105Pd  22.33 283.2
109Ag ′ 48.161 88.8

131Xe  21.232 80.8

133Cs  100 81.6

141Pr
′


100 146.5

열영역과 분리공명영역을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나타냈다. 이 낮은 에너지의 결과는 수

정 없이 ENDF/B-VII.0에 채택되었다. 그림 3.2.2-7은 비분리공명영역에 대한 실험데

이터와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에 의

한 평가가 중성자 입사 에너지 40.146 keV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림 3.2.2-8에는 103Rh에 대한 전단면적 평가 결과를 실험데이터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

와 비교하여 표시했다. 이 핵종에 쓰인 광학모델 인자는 RIPL-2(No.521)에서 가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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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실험데이터와 보이는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3 MeV∼ 8 MeV영역에서 

최대 2.5 % 정도 탄성산란단면적을 조정하였다. 그림 3.2.2-9에는 103Rh에 대한 탄성산

란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데이터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2.2-10와 3.2.2-11에는 103Rh에 대한 비탄성산란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데이터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비교했다. 그림 3.2.2-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준안정핵으로의 

비탄성산란단면적에 대한 우리의 평가결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총 비

탄성산란단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림 3.2.2-12는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나타내는데, 현재

의 결과는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Bokhovko와 Wisshak의 실험데이터를 중심

으로 존재하는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3에는 (n,2n) 단

면적 평가결과를 Frehaut 및 Veeser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그림 3.2.2-14는 

Veeser의 실험데이터와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비교된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반응과 

다르게 ENDF/B-VI.8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물리적인 (n,2n)의 결과로 

(n,3n)이 일어날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3.2.2-15는 (n,p) 단면적을 나타내며, 

우리의 계산결과는 2001년에 측정된 Filatenkov의 데이터와 잘 일치하였다. 그림 

3.2.2-16은 (n,α) 단면적을 나타내며, 그림 3.2.2-17과 3.2.2-18은 각각 방출 감마

와 중성자에 대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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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Weston
1936 Fink
1970 Schuman

그림 3.2.2-6. 열 및 분리공명영역 103Rh 포획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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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Neutron Energy (MeV)

C
ro

s
s

S
e

c
ti
o

n
(b

)

10-2 10-1

1

103Rh(n,?)
ENDF/B-VII.0

2003 Lee
1991 Bokhovko
1990 Wisshak
1982 Reffo
1980 Macklin
1976 Le Rigoleur
1975 Hockenbury
1971 Fricke
1968 Moxon
1967 Macklin

1963 Macklin
1962 Popov
1961 Block
1961 Gibbons
1960 Weston
1972 Lakshmana Rao
1966 Chaubey
1951 Hummel
1972 Lakshmana Rao
1966 Chaubey

Merging

그림 3.2.2-7. 비분리공명영역 103Rh 포획단면적 비교 

그림 3.2.2-8. 103Rh 전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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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103Rh 탄성산란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그림 3.2.2-10. 103Rh 비탄성산란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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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103Rh(n,n')103mRh 평가결과 비교

그림 3.2.2-12. 103Rh 포획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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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103Rh (n,2n) 반응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그림 3.2.2-14. 103Rh (n,3n) 반응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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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103Rh (n,p) 반응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그림 3.2.2-16. 103Rh(n,α) 반응단면적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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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n+103Rh 반응에 대한 감마 방출 스펙트럼

그림 3.2.2-18. n+103Rh 반응에 대한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

    (2) 142,143,144,145,146,147,148,150Nd

  Neodymium 평가는 두 개의 중요한 핵분열생성물인 143,145Nd과 5개의 안정 동위원소,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해 수행하였다. Nd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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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며, 중성자를 흡수하는 독물질로 원자로제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3.2.2-4에는 neodymium 동위원소들에 대한 실험데이터와 각 동위원소들의 자연존재비

와 비분리공명영역의 경계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모든 neodymium 동위원소들에 대해 주요 핵반응 별로 평가한 단면적을 동시에 표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시 평가의 장점을 보였다. 그림 3.2.2-19는 모든 동위원소

들에 대한 전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여기서는 높은 에너

지영역뿐만 아니라 비분리공명영역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였다. 현재의 평가는 148Nd에서 

너무 높게 측정된 것처럼 보이는 Wisshak 등이 측정한 2 지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우리의 결과는 그림 3.2.2-20에서 보듯이 천연 neodymium 

측정치와도 잘 일치한다. 이때의 전단면적은 각 동위원소의 자연존재비로 가중하여 합한 

값이다.

  그림 3.2.2-21에는 neodymium 동위원소의 비탄성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현재의 결과는 5~7 MeV 지역에 존재하는 천연 neodymium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또한 20 MeV 지역에서는 강력한 전평형과 직접 반응의 영향에 의해 단면

적이 300~400 mb에 달한다. 그림 3.2.2-22에는 Nd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평

가치를 나타냈으며, 실험데이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몇몇 실험데이터는 제외했다. 그림 3.2.2-23에는 neodymium 동위원소에 대한 (n,2n) 

단면적을 나타내고, 실험데이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표 3.2.2-4. Nd 동위원소 실험데이터, 자연존재비 및 URR 경계에너지

동위

원소
실험 데이터

Abundance

 (%)

URR 

Limit

 (keV)
142Nd  27.2 200.0
143Nd  12.2 225.0
144Nd  23.8 250.0
145Nd  8,3 67.69
146Nd  17,2 456.97
147Nd - 0 50.3
148Nd  5.7 300.0
150Nd ′ 5.6 130.97
natNd ′ 100 -



- 55 -

그림 3.2.2-19. Neodymium 동위원소 전단면적

그림 3.2.2-20. natNd 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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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Neodymium 동위원소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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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2. Neodymium 동위원소의 포획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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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3. Neodymium 동위원소의 (n,2n) 단면적

    (3) 144,147,148,149,150,151,152,153,154Sm

  Samarium 동위원소는 핵분열생성물 중의 일부이며, 열 영역에서 흡수단면적이 커서 

원자로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144,147,148,149,150,152,154Sm)와 2개의 방사성동위원소(151,153Sm)에 대해 평가하였다. 여기에

는 중요도가 높은 5개의 핵종들(147,149-152Sm)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2-5는 

samarium 동위원소들에 대한 실험데이터와 각 동위원소들의 자연존재비, 비분리공명영

역 경계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림 3.2.2-24에는 samarium 동위원소 전단면적 평가결과

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실험데이터에는 천연 samarium 자료도 포함하였

다. 특히, 비분리공명영역의 1997 Wisshak로 표시된 Karlsruhe 그룹이 측정한 데이터

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여겨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3.2.2-25에는 

천연 samarium에 대한 실험데이터와 각 동위원소의 자연존재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단

면적을 비교하였다. 그림 3.2.2-26은 비탄성산란단면적을 보여 주며, 우리의 계산 결과

는 천연 samarium의 실험데이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 MeV 

근처의 평가치는 300~400 mb으로 Direct와 전평형방출의 영향이 이 에너지영역에서 

주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2-27에는 중성자 포획 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 데

이터와 비교하여  나타냈는데 동위원소들 사이의 중성자 포획반응의 영향을 한 눈에 비

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2.2-28은 완전한 (n,2n) 단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평

가결과가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 59 -

표 3.2.2-5. Sm 동위원소 실험데이터, 자연존재비 및 URR 경계에너지

동위

원소
실험 데이터

자연존재비

 (%)

URR 

Limit

 (keV)
144Sm  3.07 540.0
147Sm  14.99 122.05
148Sm  11.24 427.0
149Sm  13.82 22.66
150Sm  7.38 336.11
151Sm  0 66.26
152Sm  26.75 122.59
153Sm - 0 6.5
154Sm  22.75 82.52
natSm ′ 100

그림 3.2.2-24. Samarium 동위원소의 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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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5. natSm의 전단면적

그림 3.2.2-26. Samarium 동위원소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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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7. Samarium 동위원소의 포획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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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 Samarium 동위원소의 (n,2n) 단면적

 

    (4) 156,158,160,161,162,163,164Dy

  대부분의 dysprosium은 열영역 중성자에 대해 높은 흡수단면적을 가지고 있고, 용융

점이 커서 원자로의 제어봉 물질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 존재 

하는 7개의 dysprosium 동위원소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 3.2.2-6은 dysprosium 동위

원소들에 대한 실험데이터, 동위원소들의 자연존재비와 비분리공명영역 경계에너지를 나

타낸다.  그림 3.2.2-29는 dysprosium 동위원소들에 대한 전단면적을 나타낸다. 여기

에는 천연 dysprosium 뿐만 아니라 각 동위원소에 대한 실험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1990 Voss로 명명된 Karlsruhe 그룹이 측정한 비분리공명영역 실험데이터를 주요 평가 

자료로 사용했다. 그림 3.2.2-30은 천연 dysprosium 전단면적 평가결과와 측정치를 비

교하여 나타냈다. 전단면적 계산은 각 동위원소의 자연존재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그림 3.2.2-31은 동위원소에 대한 비탄성산란단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결

과가 측정치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 MeV 근처의 비탄성산란단면적은 직접

반응과 전평형반응의 영향이 커서 300 mb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 3.2.2-32는 

dysprosium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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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eodymium과 samarium의 (n,2n)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n,2n) 단면적은 

dysprosium 동위원소들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2.2-33은 dysprosium 동위원소에 대한 (n,2n) 단면적을 나타내는데, 실험데이

터로는 단지 156,158,160Dy 뿐만 존재한다.

표 3.2.2-6. Dy 동위원소 실험데이터, 자연존재비 및 URR 경계에너지

동위

원소
실험 데이터

Abundance

 (%)

URR Limit

 (keV)

156Dy  0.06 138.72

158Dy  0.1 99.55

160Dy  2.34 87.34

161Dy  18.91 25.81

162Dy  25.51 81.16

163Dy  24.90 73.90

164Dy  18.18 73.84

natDy ′ 100

그림 3.2.2-29. Dysprosium 동위원소의 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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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0. natDy의 전단면적

그림 3.2.2-31. Dysprosium 동위원소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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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 Dysprosium 동위원소의 포획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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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3. Dysprosium 동위원소의 (n,2n) 단면적

  3. 감마생성 핵자료 생산

    가. 개요

  89Y, 93Nb, 127I, 133Cs, 141Pr, 197Au, natTl, 209Bi 등 8개 핵종에 대한 포획감마 스펙트

럼을 Hauser-Feshbach 통계모델 [Hau52]로 계산하여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통

계모델 계산에는 핵준위밀도와 감마전송계수 등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Gilbert-Cameron [Gil65]가 제안한 핵준위밀도를 사용하였으며, 감마전송계수는 감

마강도함수로 표현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로 로렌츠 형태를 가지는 감마강도함수는 광핵

반응 실험이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발달되었지만, 중성자 결합에너지 이하의 

에너지영역에서 종종 나타나는 변칙적인 bump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감마강도함수에 에너지-온도 의존성을 추가함으로써 변칙적인 bump 현

상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학적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에너지 준위 수

의 제한이나, 미지의 에너지준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함수를 

도입하였다. 전반적 계산에는 잘 알려진 핵반응코드 EMPIRE-2.19 [Her05]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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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방법

    (1) 통계모델

  중성자에 의한 핵반응은 직접반응 또는 복합핵형성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에 복합핵의 형성과 붕괴는 HRTW 방법[Hof75]의 폭요동 보정을 고려한 

Hauser-Feshbach 통계모델 [Hau52]로 잘 설명된다. 이 통계모델은 반응에 의해 나타

날 수 있는 모든 핵종의 핵준위밀도와 입사입자와 방출입자의 전송계수로 표현하고 있

다. 입자의 전송계수는 광학모델 계산에 의해 구하는데 우리는 Koning[Ko03]등이 개발

한 광학모델인자를 사용하였다. 이 광학모델인자는 탄성산란단면적이나 전단면적 실험데

이터를 잘 표현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어떤 특정 에너지영역에서 중성자 포획단면적은 

다른 반응들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쉽게 규격화가 가능하다. 이것은 통계모델이 다루는 

영역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다른 반응들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에너

지 영역에 대한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준위밀도와 감마강도

함수를고려해야 된다.

    a. 핵준위밀도

  핵준위밀도는 Beth[Bet36]의 첫 번째 시도 이후 Fermi gas 모델로 취급하여 왔으며, 

경험적 접근을 통해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모델들 중

에서 본 연구에서는 Gilbert-Cameron[Gil65]이 제시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비분리공명영역 경계에너지( U x
)를 중심으로 그 보다 높은 에너지 영역은 Fermi gas 

모델로 핵준위밀도를 설명하고, 그 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상수 온도 값을 갖는 함수로 

해석한다. 경계에너지 아래의 상수 온도 값을 갖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Gil65,Her05].

 

 (3.2.3-1)

여기서 T는 핵의 온도, E 0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변이, U(=E-Δ)는 유효 에너지

를 나타낸다. 그리고 E와 Δ는 여기에너지와 짝짓기에너지 보정값을 나타낸다. 한편 경

계에너지보다 높은 곳에서의 핵준위밀도는 에너지 ( U)와 스핀 ( J)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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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V-1) T (MeV) xU (MeV) 0E (MeV) shδ (MeV) # of levels
90Y 10.649 0.946 6.348 -0.908 -1.771 34

94Nb 12.465 0.809 5.461 -1.925 -0.184 40
128I 16.032 0.719 5.920 -2.530 -1.664 40

134Cs 15.681 0.721 5.761 -2.308 -3.168 40
142Pr 16.339 0.578 3.543 -0.958 -2.917 40
198Au 18.868 0.587 4.586 -1.674 -4.170 40
204Tl 14.821   0.745 5.649 -1.684 -10.83 30
206Tl 11.563 0.819 4.934 -1.037 -12.58 24
210Bi 13.027 0.803 4.103 -1.739 -9.446 40

표 3.2.3-1. 핵준위밀도 매개변수와 사용한 준위 수

여기서 a는 핵준위밀도 인자이고, σ 2는 spin-cutoff 인자이다. 식 3.2.3-2는 간단한 

수학적 처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2.3-3)

결과적으로 식 3.2.3-1은 경계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에 적용되는 핵준위밀도 표현이고, 

식 3.2.3-3은 경계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적용되는 핵준위밀도 표현이다. 여기서 

T와 E 0
는 경계에너지에서 핵준위밀도와 핵준위밀도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연속이라

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2.3-4)

  위 식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핵준위밀도는 관련된 매개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상수 온도를 조절하였다. 즉 온도

가 결정되면 필요한 매개변수들이 위 식들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매개변수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핵의 온도는 주로 낮은 에너지에서 

측정한 개별준위를 fitting하여 준위밀도 함수를 결정하였다. 표 3.2.3-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핵준위밀도 인자들과 준위 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3.2.3-1과 3.2.3-2는 

핵준위밀도 fitting 예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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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낮은 에너지에서의 198Au의 핵준위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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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낮은 에너지에서의 206Tl의 핵준위밀도

    b. 감마강도함수

  여기된 핵이 안정한 상태로 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자기적 전이를 통해 감마선을 방

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마선방출에 의한 전이 중 전기쌍극자공명(E1 GDR)이 지배적

인 것으로서 모든 다른 종류의 거대 공명들 보다 발생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거대공명들 중에서도 거대 전기쌍극자공명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감마선에 의한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거대전기쌍극자공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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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개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Brink-Axel [Bri55, Axe62]이  제시한 

Standard Lorentzian(SLO)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표준 로렌츠 형태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3.2.3-5)

여기서 σ
GDR

, E GDR
, Γ

GDR
은 각각 거대전기쌍극자공명단면적, 공명에너지 및 공명폭을 

나타낸다. 그러나 Brink-Axel 표현으로 알려진 이 식은 실제 실험데이터를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쌍극자공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Kopecky 등이 개발한 EGLO(Enhanced Generalized Lorentzian) 

방법[Kop90, Kop93]을 사용하였다. 

 

    






    (3.2.3-6)

여기서 T는 핵의 온도를 나타낸다. 한편 에너지 의존적인 폭 Γ κ(E γ,T)는 

Fermi-liquid에서 충돌 감쇠 폭에 비례하도록 정의 되었다.






 (3.2.3-7)

여기서 K(E γ)는 경험식으로 구해지는 상수로서 참고문헌[Kop93]에 자세한 설명이 있

다. 위에 설명한 두 개의 전기쌍극자 거대공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예

를 들어 Mughabghab 등이 개발한 GFL(Generalized Fermi Liquid) 모델 [Mug00]과 

Plujko 등이 개발한 MLO(Modified Lorentzian) 모델[Plu02]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림 

3.2.3-3은 대표적인 4개 모델에 대한 E1 감마강도함수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다양한 해

석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림 3.2.3-4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모델 모두 본 연구에

서 관심이 있는 변칙적인 bump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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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3. 모델에 따른 198Au E1 강도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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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모델에 따른 197Au(n,γ) 감마스펙트럼 계산값 비교

    (2) 변칙적인 bump의 분석

    a. Pygmy resonance

  핵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감마스펙트럼에서 중성자 결합에너지 근처 또는 아래에서 변칙

적인 bump가 나타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Jai72, Jol79, Iga86, Voi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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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92]. 주로 5.5 MeV의 방출 감마선 에너지 근처에서 관찰된 이런 bump는 전기적 전

이에 의한 pygmy 공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의 쌍극자진동[Gol48, Ste50]과 비슷한 

밀도진동모델[Isa92]이나 미시적 분석 [Paa05, Gor02]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실험데이터를 잘 표현하지 못해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한 데

이터 확보와 더불어 향상된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Gor02].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분

석을 통해 pygmy 공명을 설명하기 보다는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공식을 만들고

자 한다. 핵의 집합적인 상태의 관점에서 그 공명이 거대쌍극자공명과 비슷한 로렌츠 형

태를 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pygmy 공명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3-8)

여기서 , , 는 각각 pygmy 공명의 단면적, 에너지, 폭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에너지와 온도의 함수로 공명폭을 표현하였다.

 




 (3.2.3-9)

이것은 이상의 에너지에서 방출 감마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감마강도

를 덜 줄어들게 해 준다. 표 3.2.3-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E1 GDR 첫 번째 bump와 

과 pygmy 공명에 대한 매개변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E1 GDR의 매개변수는 참고문헌

[You06]에서 인용하였으며, pygmy 공명의 매개변수는 실험데이터[Voi86, Voi92]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b. 보정함수

  많은 실험기구와 이론적 발달로 핵의 개별준위스펙트럼이나 반전성(parity)과  같은 

특징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핵

반응 코드는 적용하는 개별준위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핵준위인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계적 계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준위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사용한다. ENDF-6 형식

에서는 최대 40 개의 개별준위를 허용한다. 표 3.2.3-1에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핵준

위 개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준위 수의 제한은 핵의 개별적 특성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경우 결과적으로 감마스펙트럼의 특성을 왜곡시키게 되므로 타당한 핵준위밀도 

인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수의 핵준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생략된 준위들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함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핵준위 수를 제한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결함은 대부분 1~2 MeV에서 감마스펙트럼을 실험데이터보다 낮게 평가되

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렌츠 함수를 기존의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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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E1 GDR과 pygmy 공명에 사용한 매개변수 

GDRE

(MeV)

GDRσ

(mb)

GDRΓ

(MeV)

pygE

(MeV)

pygσ

(mb)

pygΓ

(MeV)
k

90Y 16.19 60.04 5.31 6.2 0.8 1.0 0.75
94Nb 15.95 64.05 5.15 6.8 0.6 1.1 0.88
128I 14.87 197.64 4.51 5.9 1.2 1.5 0.74

134Cs 14.79 210.63 4.46 5.9 2.3 1.8 0.69
142Pr 14.85 229.88 4.5 5.0 0.5 1.1 0.76
198Au 13.42 366.73 3.7 5.6 8.0 1.9 0.57
204Tl 13.63 382.22 3.82 5.6 12.0 1.0 0.52
206Tl 13.69 386.32 3.85 5.6 12.0 1.0 0.52
210Bi 13.63 397.89 3.82 4.8 10.0 0.8 0.41

  

GDR 에 추가하였다.

 





  






 (3.2.3-10)

여기서  , , 은 실험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결정한 보정함수의 단면적, 

에너지, 폭을 각각 나타낸다. 표 3.2.3-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정함수에 대한 매개변

수 값들이다. 보정함수가 전자기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식 3.2.3-10을 

E1과 M1 강도함수에 모두 추가하였다. EMPIRE-2.19에서 쓰이는 강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3-11)

 표 3.2.3-3. 보정함수에 사용한 매개변수

corrE (MeV) corrσ (mb) corrΓ (MeV)
90Y 1.2 0.11 0.8

94Nb 1.2 0.015 0.8
128I 1.4 0.05 1.6

134Cs 1.5 0.04 1.4
142Pr 1.2 0.06 1.0
198Au 1.8 0.04 0.8
210Bi 1.0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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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l은 감마선의 전자기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E1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EGLO방법을 사용하였고, M1과 E2는 참고문헌[Kop98]을 참조하

였다. 이때 식 3.2.3-8과 3.2.3-10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 가능하다. 


  ∙′ ′  (3.2.3-12)

여기서 f' E1= f EGLO+ f pyg+ f corr, f' M1= f SLO+ f corr이고, k는 규격상수 이다. 

  기존의 E1 강도함수는 광핵반응실험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에 중성자 결합 에너지 

이상에서는 실험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따라서 식 3.2.3-12는 중성자 결합에너지 이하

에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   ≥∙′

  

(3.2.3-13)

  그림 3.2.3-5는 pygmy 공명과 보정함수가 추가된 새로운 E1 강도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3.2.3-6은 그것들에 의해 변하는 개별준위밀도를 나타낸다. 현재 우리는 

EGLO방법을 사용했지만, MLO나 GFL의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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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Pygmy 공명과 보정함수를 고려한 198Au E1 강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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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Pygmy 공명과 보정함수를 고려한 197Au의 포획반응에서 개별준위밀도 

변화 

    다. 평가결과

  핵자료평가의 목적은 존재하는 실험데이터를 이론적 계산으로 잘 재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험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핵종에 대해서도 타당한 핵자료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 첫 단계로 EXFOR/CSISRS[Exf06] 자료로부터 본 연구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조사하였으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핵종들의 감마스펙트럼 실험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Voignier [Voi86, Voi92] 등이 측정한 중성자 포획 감

마스펙트럼이 몇 개의 핵종에 대해 존재했다. 특히 다양한 실험에서 배경물질로 종종 쓰

이는 197Au는 포획 감마스펙트럼뿐만 아니라 다른 입자들과 함께 나오는 감마 측정 값 

Mor75]이 존재하였다. 또한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에도 평가결과가 실려 있어, 

현재의 결과와 상세한 비교평가가 가능하였다. 그 외에도 89Y, 93Nb, 127I, 133Cs, 141Pr, 
natTl, 209Bi의 중성자 포획 감마스펙트럼 실험데이터가 존재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

다.

  그림 3.2.3-7은 197Au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평가결과를 실험데이터 및 

ENDF/B-VI.8 라이브러리와 비교･평가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포

힉단면적 평가결과는 pygmy 공명 및 보정함수의 포함 유무와 큰 관계없이 실험데이터

를 잘 표현해 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2.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스펙트럼

은 pygmy 공명과 보정함수를 추가하여야 실험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 그림과 다른 그림에서 보이는 1.5 MeV 영역 이하 에너지에서는 실험이 아닌 통

계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부연해 둔다. 한편 그림 3.2.3-9는 입사중성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의한  감마스펙트럼을  나타낸다.   ENDF/B-VI.8의  결과가   실험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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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197Au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비교

[Mor75]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계산된 값이 아니라 단순히 실

험데이터를 fitting한 값이다. 이것은 다른 입자들과 함께 나오는 감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여준다. 그림 3.2.3-10과 3.2.3-11은 127I와 133Cs에 대

한 감마스펙트럼이다. 197Au를 평가할 때처럼 두 핵종들은 0.5 MeV의 중성자 포획단면

적으로 규격화하였다. 표 3.2.3-4는 본 연구에 쓰인 8개 핵종에 대해서 0.5 MeV 중성

자에 대한 포획단면적 계산치와 실험값을 나타낸다. 93Nb와 141Pr에 대한 평가 결과는 

그림 3.2.3-12와 3.2.3-13에서 나타냈으며, 포획 감마스펙트럼은 핵의 마법수에 가까

운 경우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3-14, 3.2.3-15, 3.2.3-16

은 각각 89Y, natTl, 209Bi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여러 그림들로부터  중성자의 수가 마법수에 가깝거나, 중성자가 풍부한 핵종 일수록 

변칙적인 bump의 특징이 더 크고 더 확실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 좀 

더 수정이 요구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인 pygmy 공명과 보정함수를 추가하여 계산

한 결과는 방출 감마스펙트럼을 잘 재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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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197Au(n,γ) 감마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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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197Au(n, xγ) 감마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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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127I(n,γ) 감마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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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133Cs(n,γ) 감마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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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2.   93Nb(n,γ) 감마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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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0.5 MeV 의 입사 중성자에 의한 포획단면적

(mb) (mb)9,10)

89Y 6.6 6.7 ± 0.8
93Nb 50.2 51 ± 5.8
127I 100.4 107 ±7.0

133Cs 108.7 116 ±8.0
141Pr 20.0 21 ± 1.3
197Au 130.6 130 ± 9.0
203Tl 40.7 40 ± 9.0
205Tl 10.0 10 ± 4.0
natTl 19.1* 21 ± 3.0
209Bi 2.8 3.0 ± 0.5

‘*’natTl은 포획단면적은  203Tl 와 205Tl 의 자연존재비  29.524 %와 70.476 

     %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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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3. 141Pr(n,γ) 감마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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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4.   89Y(n,γ) 감마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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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  natTl(n,γ) 감마 스펙트럼 비교



- 82 -

10-2

10-1

100

101

 0  1  2  3  4  5  6

C
r
o
s
s
 
s
e
c
t
i
o
n
 
(
m
b
/
M
e
V
)

Eγ (MeV)

γ Spectra

En=0.5 MeV

209Bi

Exp.
EGLO

Present

그림 3.2.3-16.  209Bi(n,γ) 감마 스펙트럼 비교

  4.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토륨주기 핵연료는 Th-232, Pa-131, Pa-233, U-233, U-234, U-236의 핵종을 

포함한다. 현재 Empire가 채택하고 있는 fission 모델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값

들은 핵분열단면적, 평균방출중성자, 즉발 및 지발 중성자 스펙트럼들이다.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이러한 값들을 도출하는 데는 Empire 입력 값으로 쓰이는 fundamental 

barrier height, barrier curvature, barrier discrete level information들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계산 및 평가 과정에서 이들 입력 값을 조절･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핵분열성물질에 중성자가 입사하여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복합핵의 총 에너지가 

핵분열장벽보다 커야 한다. 일반적으로 actinide 계열에 속하는 물질들의 경우 

even-even 핵종들은 중성자 흡수 후의 결합에너지가 핵분열장벽보다 크게 되므로 핵분

열이 매우 잘 일어난다. 반면에 even-odd 핵종들은 핵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나 장

벽 투과에 의한 핵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Cf-252의 경우는 핵분열장벽이 알파 

입자 방출의 장벽과 거의 비슷하여 자발적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방출을 하고 있다. 

  핵분열을 위한 투과계수들은 Hill-Wheeller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f = 1/{1+exp[2π(V-E)/hω].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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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확률은

          Pf = Tf / Σ Ti  (i = neutron, proton, alpha, fission)  (3.2.4-2)

같이 표현된다. 보통 핵분열성 물질들은 변형모델을 갖게 되는데 변형된 핵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좀 더 변형이 심화되고, 최종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

여 shell correction을 고려한 double humped fission barrier를 사용한다. 핵분열에 대

한 단면적의 생산 및 평가는 좀 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 광학모델 포텐셜 인자도출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의존하는 포텐셜 인자들의 형태를 결정하고, ABAREX코드를 이

용하여 선택한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학모델의 포텐셜 인자들을 결정하였다. 포텐셜

의 실수부는 Woods-Saxon well[Law92] 광학 모델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

다. 

              V(r) = -V/ {1+exp((r-Rv)/av)}                  (3.2.4-3)

여기서 V, av는 포텐셜의 strength와 diffuseness를 나타내고 원자핵 반경 Rv는 원자핵

의 질량수 A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Rv  = rv A1/3
                                    (3.2.4-4)

포텐셜의 허수부는 Woods-Saxon shape[Law92]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W(r) = -4Wexp((r-Rw)/aw) / {1+ exp((r-Rw)/aw)}2    (3.2.4-5)

여기서 W, Rw,,, aw는 포텐셜 strength, 반경, diffuseness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스핀-

궤도 결합에 대한 포텐셜 형태를 위하여 Thomas form[Law92]을 사용하였다. 

   Vs-o(r)=(2 SL • )Vso(2/r){d/dr(1/[1+exp((r-Rso)/aso)])}   (3.2.4-6)  SL • 는 궤

도 및 스핀 각운동량 연산자의 스칼라적(dot product)을 나타낸다. 

  실수부와 허수부의 포텐셜  strength와 반경은 입사 중성자 에너지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V = Vo + V1‧En , Rv = ro + r1‧En             (3.2.4-7)

                  W = Wo + W1‧En ,  Rw = rwo + rw1‧En        (3.2.4-8)

여기서 En 은 입사중성자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스핀-궤도 결합에 대한 포텐셜 인자들 

Vso, rwo, aso 는 상수 값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총 13개의 인자(Vo, V1, 

ro, r1, av, Wo, W1, rwo, rw1, aw, Vso, rwo, aso)들과 s-파 strength 함수가 동시에 결정

되어야 한다. 

  선택된 포텐셜 인자들로부터 복합핵에서 중성자 방출을 위한 투과계수를 계산하고, 전

단면적, shape 탄성산란단면적과 반응단면적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핀 1/2인 중성

자가 표적을 향할 때 반응단면적,  shape 탄성산란단면적과 전 단면적은 투과계수의 함

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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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R=π/κ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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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9) 

         σE = π/κ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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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2.4-10)

        σT = 2π/κ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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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11)

                          


      (3.2.4-12)

여기서 η ι은 reflection factor로 투과계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표적 스핀이 0인 경우 전 단면적에 대한 비분리공명 효과를 나타내며, 단면적의 에너

지 의존성을 표현해 주는 s-파 강도함수(So)는 ABAREX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ι=0).  

                        So = (E1/E)1/2(Γ/D),                   (3.2.4-13)

E는 측정 구간 평균에너지를 나타내고, E1은 기준 에너지를 나타낸다. s-파 strength 

함수는 전 단면적에 대한 비분리공명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σt ≈ 4πR2 + C (E/E1)
1/2 So                (3.2.4-14)

또한 투과 계수 To가 주어질 경우 So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So ≈ (1/2π)(E1/E)1/2To
                   (3.2.4-15)

Partial wave의 고차 함수의 경우 중성자 스핀을 고려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식

3.2.4-14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Sjl ≈ {1/(2πVl)}{(2j+1)/2(2l+1))}(E1/E)1/2Tjl
        (3.2.4-16)

j=l±1/2를 갖는다. 또한 l이 1인 경우, 즉 p-파인 경우, 투과 인자 Vl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l = (kR)2/(1+(kR)2).                  (3.2.4-17) 

그러므로 비분리공명영역에서의 s-파 strength 함수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면 좀 더 

실험치에 근접한 계산결과 및 포텐셜 파라메터들을 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나. 장벽 포텐셜 인자

  핵분열단면적 생성에는 핵분열 광핵모델을 사용하여 핵분열 현상의 투과 메카니즘을 

구현하였다. 광핵모델에서 투과로 인한 핵분열은  multi-humped barrier로서 묘사하고 

해당 포텐셜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된다. 

                                                    (3.2.4-18)

장벽의 실수부는 포물선 형태에서 사중극변형(quadrupole deformation)의 함수로 표현

된다.

                       







      (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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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일 장벽의 경우는 i=1이 되고, two-humped barrier의 경우는 i=1∼ 3을 사

용하며, three humped barrier의 경우는 i=1∼5까지를 사용한다. 는 에너지, 는 

curvature, A는 mass number를 나타낸다. 는 관성 질량 매개변수로서 

≈ 으로 표현되고,  허수 포텐셜  는 damping 즉 well 내에서 중성

자의 흡수를 묘사하기 위해서 변형 영역 내에서 도입한다. 허수 포텐셜의 세기는 변형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증대되는 특성이 있다. 변형에 따른 허수 포

텐셜은 

                                            (3.2.4-20)

로 표현되고, α는 세기를 나타낸다.

또한 discrete transition state는 주어진 양자수(각운동량 J, parity π , 핵 대칭축 K로

의 각운동량 projection)와 여기 에너지의 함수로 표현된다. 

             


    (3.2.4-21)

여기서 는 여기 에너지를 나타내고, 


는 관성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다. 핵분열 투과

  입사된 중성자는 장벽을 통과하던지 또는 well 내에서 흡수될 수 있다. Well 내에서 

흡수된 일부 중성자는 1) 다시 핵분열 channel로 나타나기도 하고, 2)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며, 3) 감마 전이를 하기도 한다. 전이된 감마 상태에서 지발 핵분열을 일

으키기도 하고, 초기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벽을 통한 투과는 다음과 같

다.

                    (3.2.4-22)

T dir(E,K,J,π)는 직접 투과를 나타내고 T dir(E,K,J,π)는 흡수 후 생성되는 간접 투과

를 나타낸다. 단순히 장벽을 통과한 투과 계수는 Hill-Wheeler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3.2.4-23)

그러므로 전 투과계수는 discrete 과 continuous part를 합해 구한다. 

   
≤




∞








    (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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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핵분열 확률

  핵분열 확률은 Back[70]의 방법을 확장하여 구할 수 있다. m 모드에서 직접 핵분열 

확률(Pdir), 간접 핵분열 확률(Pind)과 지발 핵분열 확률(Piso)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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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26)

                 ≎ 


 


∙


                      (3.2.4-27)

여기서 는 well에서의 감마 붕괴 투과계수, 은 isomeric state에서 핵분열발생율

을 나타낸다. 여기서 a는 투과계수의 함수로서 나타낸다. 

  마. Empire

  핵분열성 물질들의 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Ecis-Empire[Her00] 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Ecis 코드는 변형모델과 coupled-channel 모델 계산에 효과적인 코드로 

알려진 검증된 코드로서 변형모델로 취급하여야 하는 핵분열 현상 분석에 적합한 코드이

다(by J.Raynal, CEA Saclay, France). 

  핵분열단면적 생산 및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Empire코드에 핵분열 모듈을 첨가한 

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코드의 공식적 입수가 늦어져 토륨 핵연료 주기의 

핵물질 중 Th-232와 U-234의 핵종에 대한 평가만 수행하였다. 또한 핵분열단면적 생

산 방법, 생산에 관련되는 매개변수 및 생산 결과에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각 매개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평가를 우선 수행하였다. 

  바. 단면적 평가

  광학모델을 이용하여 포텐셜 매개변수들을 생산하고, Empire 코드로 전단면적, 포획단

면적, (n, 2n) 단면적, 비탄성산란단면적 및 핵분열단면적을 평가하였다. Th-232에 대

한 전단면적을 보여주는 그림 3.2.4-1에서 보듯이 계산 결과는 실험값과

[Abs01,Iwa81,Poe83]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4-2는 

Th-232에 대한 포획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값은 20 keV 이하에서 실험값 및 기

존의 다른 평가파일들과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20 k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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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값[Ana85,Dav92,Poe78] 및 평가파일들과도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3.3.4-3은 (n, 2n)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에서 기준이 된 실험데이터

[Fil99,Kar03]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1 MeV 부근에서 ENDF/B-VI보

다는 높게 나타나나 ENDF/B-VII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2.4-4는 비탄성산란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계산값이 실험값 및 다른 평가파일들과도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 MeV 이

상 영역에서는 계산값이 기존의 평가파일들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3.4-5는 핵분열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값은 실험값[Fur91,Gov86] 및 

기존의 평가파일들의 결과와 대부분의 에너지 영역에서 잘 일치하나 1.5 MeV 에너지 

부근에서의 계산값이 토륨 핵종의 공명 특성을 잘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의 

평가파일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계산값은 이 에너지 영역에서의 평균

값이다.  그림 3.2.4-6은 U-234에 대한 전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단면적에 대한 

실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ENDF/B-VI와 계산 결과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2.4-7은 U-234에 대한 포획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포획단면

적의 경우도 실험값이 존재하지 않으나 계산 결과는 14 MeV 부근에서 직접 포획에 대

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4-8은 (n, 2n) 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값

은 JENDL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4-9는 비탄성산란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비탄성산란의 경우도 실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2.4-10은 핵분열단면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 결과는 실험값들과[Jam77,Mea88]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0 keV 이상에서의 계산값은 핵분열공명 매우 잘 묘사하고 있

다. 또한 100 keV 이하에서도 계산값은 공명 구조의 경향을 잘 따라가고 있다. 100 

k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계산값은 기존의 평가파일 및 실험값들과 매우 잘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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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Th-232에 대한 전단면적. 

그림 3.2.4-2. Th-232에 대한 포획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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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Th-232에 대한 (n, 2n) 단면적.

그림 3.2.4-4. Th-232에 대한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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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U-234에 대한 전단면적. 

그림 3.2.4-5. Th-232에 대한 핵분열단면적.



- 91 -

그림 3.2.4-7. U-234에 대한 포획단면적. 

그림 3.2.4-8. U-234에 대한 (n, 2n)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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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U-234에 대한 비탄성산란단면적. 

그림 3.2.4-10. U-234에 대한 핵분열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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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가. 핵자료평가코드 TALYS 설치

  네덜란드의 NRG(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에서 개발한 핵반응코드 

TALYS [Kon04]는 150 MeV 이하 에너지 영역에서의 핵자료 평가에 필요한 광학모

델, Hauser-Feshbach 이론모델 [Hau52], DWBA (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Sat83], 결합채널 (coupled-channel) 계산모델 [Ray94], 전평형모

델 등 다양한 핵반응모형을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보조코드 없이 직접반응과 전평형반응 

및 복합핵반응 등의 모든 핵반응을 일관성 있게 묘사할 수 있다

  TALYS는 광학모델 계산을 위해 ECIS-97 [Ray94]이라는 코드를 내장하고 있다. 광

학모델은 입사입자(보통은 핵자)와 핵의 반응을 복잡한 핵자들과의 개별 충돌이 아니라 

입사입자와 핵을 대표하는 평균퍼텐셜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핵반응을 묘사하는 이

론이다. 이는 현재까지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완벽한 이론이 없는 상태에

서 핵반응을 기술하는 최선의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학모델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

는 것으로는 탄성산란과 반응 단면적 및 투과계수를 들 수 있으며 복합핵 반응을 모사하

는 Hauser-Feshbach 계산모델을 위해 필수적인 투과계수 역시 광학모델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학모델 퍼텐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3.2.5-1)

여기서 V V
 및 WV 는 체적퍼텐셜의 실수 및 허수부이고, W D

 는 표면퍼텐셜의 허수

부, VSO 및 WSO 는 스핀-궤도 퍼텐셜의 실수 및 허수부이며 E 는 MeV 단위의 실험

실계에서의 입사입자 에너지이다. 각 성분은 아래와 같이 에너지에 의존하는 퍼텐셜 우

물깊이와 에너지에 무관한 동경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3.2.5-2)

   







   

 







   

  TALYS 코드의 경우 중성자 및 양성자의 퍼텐셜 우물깊이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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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너지의 함수로 계산하고 있다.

     
 

 
 

  
 




 

  

  

  
 








  

  

  

  
 






      (3.2.5-3)

         

  

  위의 식에서 나타난 파라메타  , R D
, R SO

, a V, , a SO, v 1, v 2, v 3, w 1
, 

w 2
, d 1, , d 3, v SO1, v SO2, w SO1

, w SO2
 및  는 각각 중성자 및 양성자에 따라 

별도의 값을 가지며, 핵종별로 조절할 수 있는 값으로서 TALYS 코드의 경우 전 핵종에 

보편적인 기본값[Kon03]을 내장하고 있다. 양성자의 경우 하전입자인 관계로 쿨롱 힘과 

관련된 별도의 파라메타 rC 를 가지므로 중성자의 경우 19개, 양성자는 20개의 조절 

가능한 값을 가지게 된다. TALYS 코드는 현재 0.72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이며 본 랩

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산용 클러스터인 Linux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

    나.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계산

  광학모델계산을 위해 중성자의 경우 19개, 양성자는 20개의 조절 가능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외에도 에너지준위 밀도 매개변수와 전평형모델 등의 다른 계산모델에서 고려해

야 하는 매개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매개변수를 조절해 가면서 실험 자

료를 만족하는 최적의 매개변수 집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

는 TALYS 코드의 다양한 검증계산을 거쳐 표준계산절차를 수립하고 계산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가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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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1 은 자동화 프로그램 TUNER 의 계산 절차이다. TUNER 는 복잡한 광

학모델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준위밀도 매개변수 및 전평형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탐색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입력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 시 탐색목적에 적합한 TALYS 코드의 입력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한 

후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실험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실험 자료를 가장 잘 만족하는 매

개변수를 검색해 준다. TUNER의 계산 알고리즘 최적화와 검증 계산을 위해 C-12와 

C-13, Cu-63, Cu-65 등의 4가지 핵종을 선정한 후 입사양성자 에너지 150 MeV 까

지의 반응단면적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C-12 에 대한 계산결과를 실험자료 

[Dic70, Kir66, Goo59, Mey60, Men71, Pol65, Ing99, Mak64, Wil63, Ren72, 

Bod93, Gau62, Gol78, Val63, Dav70, Gau71, Bau65] 및 기존의 평가 핵자료와 비교

한 결과가 그림 3.2.5-2 ∼ 3.2.5-11에 걸쳐 나와 있다.  그림 3.2.5-12 ∼ 

3.2.5-14 에는 C-13에 대한 계산결과를 실험자료 [Rai73, Kit89, Gib59, Val65, 

Bla52] 및 기존의 핵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실어 놓았다. Cu-63 의 경우 그림 

3.2.5-15∼ 그림 3.2.5-20에 실험자료 [Gre84, Mea53, Gre72, Lev91, Ben61, 

Win62, Col74, Bea65, Bri77] 및 기존 핵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Cu-65에 대한 계산 결과는 그림 3.2.5-21∼ 3.2.5-25에 실험 자료 [Gre84, Dmi68, 

Col74, Coh54, New73, Mea53, Bri77, Bea65, Gre84] 및 기존의 핵자료와 비교해 

표시하였다. TUNER 의 경우 각 실험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본 계산결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성 단면적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산한 결과이며 전반적으

로 실험치를 잘 따라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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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타 초기화 및 에러평가

파라메타 조정

새로운 평가세션 시작

조절할 파라메타가
남아있다

평가세션이
남아있다

에러가
감소했다

종료

파라메타 임시 저장

임시 저장한 파라메타를

새 파라메타로 지정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TALYS 계산 및 실험값과의 비교

아니오

그림 3.2.5-1. TUNER 를 이용한 TALYS 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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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0 50 100 150 200
0

1

2

3

4

5

6

7

8

 

 
C

ro
ss

 s
ec

tio
n 

(m
b)

Energy (MeV)

 Talys with global OMP
 Present work
 Bodemann (93)
 JENDL-HE
 LA150

12C(p,x)10Be

그림 3.2.5-4.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x)10Be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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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2p)11B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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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x)10C 반응단면적

0 50 100 150 200
0

10

20

30

 

 

C
ro

ss
 s

ec
tio

n 
(m

b)

Energy (MeV)

 Talys with global OMP
 Present work
 Davids (70)
 JENDL-HE
 LA150

12C(p,x)9Be

그림 3.2.5-7.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x)9Be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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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α)9B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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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C-12의 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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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0.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12C(p,d,α)7Be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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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1.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12C(p,d,α)10B 반응단면적



- 102 -

0 50 100 150 200
0

5

10

15

20

 

 
C

ro
ss

 s
ec

tio
n 

(m
b)

Energy (MeV)

 Talys with global OMP
 Present work
 Raisbeck (73)
 JENDL-HE

13C(p,X)7Be

그림 3.2.5-12.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13C(p,d,α)7Be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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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3.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13C(p,n)13N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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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4.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13C(p,2n+p)11C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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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5.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63Cu(p,2n)62Zn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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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6.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63Cu(p,α)60N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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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7. 입사양성자에너지에 따른 63Cu(p,n)63Zn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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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8.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Cu-63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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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9.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Cu-63(p,x)62Cu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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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0. 입사 양성자에너지에 따른 63Cu(p,n+p+α)58Co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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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1.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65Cu-65(p,n)65Zn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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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2.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65Cu(p,x)64Cu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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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3.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65Cu(p,α)62Ni 반응단면적



- 108 -

0 50 100 15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65Cu(p,non)

 

 
C

ro
ss

 s
ec

tio
n 

(m
b)

Energy (MeV)

 Talys with global OMP
 Present work
 Bearpark (65)

그림 3.2.5-24.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65Cu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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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5. 입사양성자 에너지에 따른 65Cu(p,n+p)64Cu 반응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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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본 랩에서는 원자로심 해석 및 차폐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
개량하여 원자로심 설계 및 각종 실험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계

에서는 MCNP 코드용 라이브러리 생산･개량, 고속로용 라이브러리 개량, 고온가스로용 

흑연의 열중성자 산란 자료 개량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MCNP용 라이브러리 개량

  현재 원자력계에서는 미국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ENDF/B, 일본 

JAEA의 JENDL, 유럽 OECD/NEA의 JEFF 등이 신뢰성 높은 평가핵자료로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발표된 ENDF/B-VII.0 및 JEFF-3.1은 다양한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평가되어 추가된 핵자료들이 기존의 계산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검증 계산의 중심에는 MCNP 코드가 자리하고 

있다. 

      (1) MCNP용 라이브러리 생산

  본 연구는 MCNP용 라이브러리의 생산･개량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ENDF/B-VII.0에 근거한 KNE70 (KAERI/NDL: ENDF/B-VII.0-Based MCNP 

Library)과 JEFF-3.1에 근거한 KNF31(KAERI/NDL: JEFF-3.1-Based MCNP 

Library)을 새롭게 생산하였으며, JENDL-3.3에 근거한 KNJ33 (KAERI/NDL: 

JENDL-3.3-Based MCNP Library)[Kim02c]도 개량하였다. 핵자료 처리에는 최신 버전

인 NJOY99.161 코드[Mac94]를 사용하였으며, 비분리공명에너지 영역에서의 자기 차폐 

(self-shielding)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확률표 자료[Kim03a]를 포함하였다. 기본적으로 

293.6 ﾟK의 온도에서 처리하였다.

  KNE70 라이브러리는 ENDF/B-VII.0의 총 393개 핵종들 중 Es-253을 제외한 392개 

핵종들에 대한 ACE 포맷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 ZAID 

identifier는 ".85c"이며, 일부 핵이성체 핵종들의 경우 ".86c"를 사용하였다. Es-253은 불

완전한 평가핵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처리되지 않는다. 

  KNF31 라이브러리는 JEFF-3.1의 총 381개 핵종들 중 Es-253을 제외한 380개 핵종들

에 대한 ACE 포맷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JEFF-3.1은 핵자료 평가자와 사용자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본 라이브러리에는 2007년 3월까지의 개선 사항

을 반영하였다.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 ZAID identifier는 ".71c"이며, 일부 핵이성체 핵

종들의 경우 ".72c"를 사용하였다. KNE70과 마찬가지로 Es-253은 불완전한 평가핵자료

를 포함하고 있어 처리하지 않았다. 

  KNJ33 라이브러리는 JENDL-3.3의 총 337개 핵종들 중 Nb-93과 Pb-207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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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개 핵종들에 대한 ACE 포맷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 ZAID 

identifier는 ".90c"이며, 일부 isomer 핵종들의 경우 ".91c"를 사용하였다. Nb-93 및 

Pb-207은 NJOY 코드 처리 도중 HEATR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2) 벤치마크 계산

  새롭게 생산/개량한 KNE70, KNF31, KNJ33 라이브러리를 검증하기 위하여 LANL의 라

이브러리 검증용 91개 벤치마크 문제들에 대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라이브러

리를 사용한 검증 계산 결과를 벤치마크 실험 자료와 비교하였고, 비분리공명 확률표에 의한 

비분리공명 에너지 영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

  미국 LANL에서는 생산된 MCNP 코드용 라이브러리의 검증을 위해서 ICSBEP 

(International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valuation Project)[NEA01] 및 CSEWG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 specifications[CSE91]의 벤치마크 실험 

자료와 비교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이들 벤치마크 문제들이 모든 동위원소와 관심 있

는 에너지 영역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에너지 영역과 다양한 

중요 반사체 (reflector) 물질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 이 임계도 벤치마크 문

제는 총 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3개의 범주

(category)로 구분된다.[Fra99]

범주   1: Bare metal assemblies

범주   2: Solution assemblies

범주   3: Water-reflected metal assemblies

범주   4: Polyethylene-reflected assemblies

범주   5: Beryllium- and beryllium oxide-reflected assemblies

범주   6: Graphite-reflected assemblies

범주   7: Aluminum-reflected assemblies

범주   8: Steel- and nickel-reflected assemblies

범주   9: Tungsten-reflected assemblies

범주 10: Thorium-reflected assemblies

범주 11: Normal uranium-reflected assemblies

범주 12: Highly enriched uranium-reflected assemblies

범주 13: Other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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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산 결과

벤치마크 실험값과의 비교

  KNE70, KNF31, KNJ33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MCNPX 계산 결과를 벤치마크 실험값과 

비교하여 그림 3.3.1-1~3.3.1-3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계산에서는 비분리공명에너지 영

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하였다. 세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실험값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벤치마크 문제는 다량의 텅스텐 반사체를 사용하는 구형의 TOPSY 어셈블리인 

UMET3K였으며, 그 차이는 KNE70, KNF31, KNJ33에 대하여 각각 17.0 mk, 14.1 mk, 

17.8 mk였다. KNE70은 대체로 카테고리 9의 문제에서, KNF31과 KNJ33은 카테고리 11

의 문제에서 실험값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ENDF/B-VI.8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벤

치마크 문제인 BIGTEN1, BIGTEN2, MIXMET8의 경우 최대 차이가 KNE70에서는 2.6 

mk, KNF31에서는 7.4 mk, KNJ33에서는 10.0 mk 정도로서 ENDF/B-VII.0를 사용하는 

경우 임계도 예측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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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KNE70에 의한 계산 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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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KNF31에 의한 계산 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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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KNJ33에 의한 계산 결과와 실험값과의 차이 비교

자기 차폐 효과 비교

  그림 3.3.1-4~3.3.1-6은 KNE70, KNF31, KNJ33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비분리 공명 확

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효과는 확률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임계도 계산 결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자기 차폐 효과는 세 라이브러리에서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범주 13의 MIXMET8과 범주 11의 BIGTEN1, BIGTEN2 등 일부 

문제에서만 자기 차폐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을 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임계도에 약 2 

mk 보다 작은 효과를 미쳤다. KNE70 및 KNF31은 BIGTEN2에서 각각 5.6 mk와 4.4 mk

의 최대 효과를 보였다. 반면, KNJ33은 MIXMET8에서  최대 11.3 mk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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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KNE70의 비분리공명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

-10

-5

0

5

10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Benchmark Categories:

S
el

f-S
hi

el
di

ng
 E

ffe
ct

 b
y 

P
T 

(m
k)

Benchmark Problem

그림 3.3.1-5. KNF31의 비분리공명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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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KNJ33의 비분리공명 확률표에 의한 자기 차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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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ENDF60
KNE70 KNF31 KNJ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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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E-04
2.14E-04
1.20E-05
1.31E-05
8.51E-05
1.65E-05
7.21E-05
3.80E-05
1.73E-04
3.53E-05
2.08E-04
1.29E-05
7.93E-06

2.86E-05
1.65E-04
1.60E-06
4.47E-06
1.36E-04
5.80E-05
2.81E-05
4.50E-05
3.68E-04
4.82E-06
4.80E-05
2.33E-06
9.53E-06

2.45E-05
1.81E-04
1.43E-06
1.44E-06
9.55E-05
3.99E-05
2.21E-05
4.90E-05
3.32E-04
2.65E-06
7.14E-05
2.92E-06
6.79E-06

1.10E-04
1.65E-04
2.73E-05
1.59E-05
8.08E-05
1.50E-05
6.95E-05
6.75E-05
1.63E-04
1.11E-05
2.33E-04
1.10E-05
9.52E-06

1.01E-04
1.97E-04
2.37E-05
1.58E-05
7.26E-05
1.33E-05
7.28E-05
5.35E-05
1.77E-04
7.45E-06
2.95E-04
1.65E-05
2.77E-05

4.90E-05
2.63E-04
9.31E-06
3.02E-06
3.00E-05
4.28E-05
1.94E-05
6.26E-05
3.15E-04
4.26E-05
4.24E-04
1.78E-05
1.29E-05

3.98E-05
2.84E-04
1.46E-05
5.35E-06
2.96E-05
5.10E-05
1.16E-05
5.26E-05
2.78E-04
5.36E-05
4.88E-04
1.70E-05
5.61E-05

Total 9.91E-4 9.00E-04 8.30E-04 9.80E-04 1.07E-03 1.29E-03 1.38E-03

벤치마크 실험값과의 정량적 비교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MCNPX 계산값과 벤치마크 실험값 사이의 χ2 차를 계산함으

로써 라이브러리 간의 정량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Pre92] χ2 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여기서 와 는 벤치마크 문제 i에 대한 임계도 실험값과 MCNPX 계산값을 

나타낸다. 

  ENDF60, KNE70, KNF31, KNJ33에 대한 χ2 차를 표 3.3.1-1에 수록하였다. 이 표에

는 각각의 벤치마크 범주별 χ2 차와 전체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χ2 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NE70을 사용한 계산 결과가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보다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확률표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KNJ33을 사용한 계산 결과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1. MCNPX 계산값과 실험값 간의 χ2 차 비교

 

   나. 고속로용 라이브러리 개량

  국내에서는 고속로인 KALIMER에 대한 설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KALIMER 노심 계산에는 JEF-2.2에 근거한 80군 중성자 라이브러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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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X-F22[Kim97], ENDF/B-VI.6에 근거한 150군 중성자 라이브러리인 

KAFAX-E66[Kim01a] 등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ENDF/B-VII (beta 버전 포

함), JEFF-3.1, JENDL-3.3 등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이 발표되면서 KALIMER용 라이

브러리의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NDF/B-VII (beta 0), JEFF-3.1, JENDL-3.3를 사용하여 고속로

용 150군 중성자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였다. 핵자료 처리에는 수정된 버전의 NJOY99.90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MATXS 포맷 형태로 변환하여 DANTSYS, DOORS 

등 결정론적 중성자 수송 코드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3.3.1-7은 NJOY 

코드를 통한 중성자 라이브러리 생산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결정론적 수송 

코드용 라이브러리를 생산할 때, 비분리공명 에너지 영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를 고려

하기 위해 Bondarenko 방법[Bon64]을 적용한 UNRESR 모듈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URR 모듈을 통해 생산된 비분리공명 확률표를 사용하여 자기 차폐 효

과를 고려하는 새로운 기법[Kim02a]을 적용하였다. PURR 모듈까지는 MCNP4C용 라

이브러리의 생산 절차와 동일하다. 

Evaluated
Data

RECONR

BROADR

PURR

ACER HEATR

MCNP Library

PENDF GROUPR

GENDF

MATXSR

KAFAX Library

그림 3.3.1-7. 중성자 라이브러리 생산용 NJOY99.90 코드 처리 절차

  중성자 군 구조는 대부분의 에너지 영역에서는 1/8 lethargy 폭을 사용하였고, 고속로 

계산에서 중요한 1 ~ 10 keV의 에너지 영역에서는 1/16 lethargy 폭을 사용하였다. 가

중 함수로는 KALIMER 원자로의 평형 상태 노심 중성자속을 사용하였고, background 

단면적도 KALIMER 노심 계산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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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온가스로용 라이브러리 개량 

  흑연은 고온가스로에서 중성자 감속재 및 반사체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일반적

으로 열에너지 영역에서는 중성자의 산란이 감속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결합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산란 법칙(scattering law) 자료를 사용하여 묘

사하고 있다. 산란 법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격자의 구조와 물질의 포논 진동수 스

펙트럼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핵자료 처리코드 NJOY[Mac94]

의 LEAPR 모듈을 사용해서 계산하였다.

  현재 이론적인 계산 및 실험을 통하여 얻은 포논 스펙트럼 몇 가지가 알려져 있어 흑

연 산란 법칙이 고온가스로의 감속재 및 반사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산란 법칙을 계산하여 MCNP 열중성자 라이브러리

를 생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고온가스로 노심에 대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에 사용한 포논 스펙트럼은 1965년 Young과 Koppel이 계산한 YK 스펙트럼

[You65]과 1972년 Nicklow 등이 발표한 Nicklow 스펙트럼[Nic72], 2004년 Hawari 

등이 발표한 Hawari 스펙트럼[Haw04] 등의 세 가지이다. 그림 3.3.1-8은 이 세 가지

의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을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 차

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산란 법칙을 계산하는 코드로 핵자료처리코드 

NJOY[Mac94]의 LEAPR 모듈을 사용하였다. LEAPR은 열에너지 영역에서의 탄성 및 

비탄성 산란 효과를 모두 계산할 수 있다. LEAPR을 통해 얻은 산란 법칙은 NJOY의 

ACER 모듈을 사용하여 임계도 계산을 위한 MCNPX [Hug99] 열중성자 라이브러리로 

변환하였다. 산란 법칙 및 중성자 단면적 온도는 세밀한 계산을 위하여 300 ﾟK∼ 2000 

ﾟK 범위를 100 ﾟK 단위로 생산하였다.[Cho05] 그림 3.3.1-9와 3.3.1-10은 세 가지

의 포논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계산한 흑연의 300, 1200 및 2000 ﾟK에서의 탄성 및 비

탄성산란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의 차이가 단면적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탄성산란단면적의 경우 YK 스펙트럼

에 의한 단면적이 가장 크지만 비탄성산란단면적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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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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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흑연의 탄성 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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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흑연의 비탄성산란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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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및 하전입자 수송코드인 MCNPX를 사용하여 고온가스로 노심에서의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감속재 및 반사체의 온도는 ACER 모듈을 이

용하여 생산한 MCNPX 열중성자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각각 모사하였으며, 300 ﾟK ∼ 

2000 ﾟK 범위를 100 ﾟK 단위로 MCNPX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11과 

3.3.1-12에 고온가스로 노심과 핵연료집합체의 MCNPX 계산모형을 도시하였다. 그림 

3.3.1-11의 중앙부 및 외곽이 흑연 반사체가 위치하는 영역이며, 중간의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감속재가 위치하는 영역이다. 그림 3.3.1-12의 경우 검은 부분이 핵연료

이며 회색부분은 냉각재가 자리하는 부분이다.

  표 3.3.1-2 ~ 3.3.1-4에 열중성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감속재 및 반사체 온도를 

달리하였을 때의 임계도 계산결과를 수록하였다. 표에서 3번째 및 4번째 열에 있는 숫자

는 Nicklow 및 Hawari 스펙트럼을 사용했을 때의 임계도와 두 번째 열에 나타낸 YK 

스펙트럼의 임계도 계산결과의 차이를 각각 pcm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괄호 안의 숫자

는 계산결과의 표준편차에서 마지막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취한 것이다.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임계도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산란 법칙의 중요성은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서로 상이한 스펙트럼을 통한 계산결과는 진한 글씨체로 나타낸 일부 결

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차이가 3σ 내로 오차한계 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13, 3.3.1-14 및 3.3.1-15는 임계도 계산결과를 바

탕으로 계산한 감속재 및 반사체의 온도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오차로 인해 온도계

수의 추이가 부드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감속재 및 반사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온도계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11. 

고온가스로 노심 MCNPX 

계산모형

            
그림 3.3.1-12. 

핵연료집합체 MCNPX 

계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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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599(33) -67(33) -15(32)
400 1.42278(33) -45(32) -50(32)
500 1.41856(33) +55(33) +86(33)
600 1.41488(32) +45(33) +41(33)
700 1.41084(33) +44(33) -59(33)
800 1.40652(33) +42(32) +5(32)
900 1.40257(32) +73(33) +139(33)
1000 1.40016(34) -103(33) -71(33)
1100 1.39573(33) +30(34) -8(32)
1200 1.39159(32) +82(31) +71(32)
1300 1.38851(33) +87(33) +66(33)
1400 1.38598(33) +8(33) +5(33)
1500 1.38294(33) +9(33) +25(34)
1600 1.37951(33) +46(34) +76(32)
1700 1.37690(33) +68(33) -17(33)
1800 1.37462(33) +35(33) -3(33)
1900 1.37204(32) -31(33) +33(33)
2000 1.36989(33) -38(33) -64(33)

표 3.3.1-2. 감속재의 온도에 따른 임계도 계산결과

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579(32) -37(33) +22(33)
400 1.42980(32) -30(33) -40(33)
500 1.43298(33) -25(32) -168(32)
600 1.43575(32) -98(32) -96(32)
700 1.43742(32) -23(33) -38(33)
800 1.43871(33) +13(32) -17(32)
900 1.44063(32) -53(32) +3(32)
1000 1.44260(32) +23(32) -75(33)
1100 1.44327(32) -23(32) -14(32)
1200 1.44391(31) +56(32) +83(32)
1300 1.44591(32) -97(33) -21(33)
1400 1.44682(33) -17(31) -20(31)
1500 1.44751(32) -17(32) -53(31)
1600 1.44728(32) +23(33) +123(32)
1700 1.44877(33) +6(33) -54(32)
1800 1.44990(34) -32(32) -32(32)
1900 1.45026(32) -97(33) -80(31)
2000 1.45078(32) -96(32) -65(31)

표 3.3.1-3. 중앙부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임계도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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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608(33) -23 (32) -30 (33)
400 1.42958(33) -52 (31) -42 (32)
500 1.43190(33) -58 (33) -57 (32)
600 1.43420(33) -52 (33) -134 (32)
700 1.43477(32) +25 (33) +44 (32)
800 1.43605(32) +72 (32) +23 (32)
900 1.43744(32) -42 (33) +34 (33)
1000 1.43822(33) +96 (33) +66 (32)
1100 1.43915(32) -22 (32) -47 (32)
1200 1.43941(34) +51 (33) +51 (33)
1300 1.44010(33) +84 (32) +48 (32)
1400 1.44061(32) -41 (33) +79 (32)
1500 1.44184(32) -50 (33) -37 (32)
1600 1.44231(33) -54 (32) -40 (32)
1700 1.44290(32) -57 (31) -44 (33)
1800 1.44272(33) -32 (32) +23 (32)
1900 1.44289(32) +11 (32) -55 (33)
2000 1.44363(33) -77 (32) -62 (32)

표 3.3.1-4. 외곽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임계도 계산결과

0 500 1000 1500 2000
-3.0x10-5

-2.0x10-5

-1.0x10-5

0.0

1.0x10-5

2.0x10-5

3.0x10-5

Te
m

pe
ra

tu
re

 c
oe

ffi
ci

en
t (

dρ
/d

T)

Moderator temperature (K)

 Young&Koppel@ GA
 Nicklow et al.@ORNL
 Hawari et al.@NCSU

그림 3.3.1-13. 고온가스로의 감속재의 온도에 따른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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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 고온가스로의 중앙부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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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5. 고온가스로의 외곽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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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최신 평가핵자료집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군정수 라이브러리가 생산됨에 따라 

원자로용 주요 핵반응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 해석 및 다양한 벤치마크 해석이 수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ENDF/B-VII.0에서 새로 평가된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민감도 해석과 고온가스로의 감속재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 자료에 대한 민감도 해석 등

을 수행하였다. 또한, 새로 개량한 고속로용 라이브러리에 대한 검증 계산과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로에 대한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Kim05a] 

    가. ENDF/B-VII의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민감도 해석

  2005년 ENDF/B-VII의 초기 버전인 beta 0이 원자력계 사용자들에게 공개된 후 무

수히 많은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U-235 및 U-238

에 대하여 새로 평가된 결과가 반응 단면적 파일 (MF=3), 에너지-각 분포 파일 

(MF=6), 분리 및 비분리 공명상수 파일 (MF=2) 등에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다. 즉, 다양한 임계도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새로운 U-235 및 U-238 자료의 

영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NDF/B-VI.8을 기준으로 하고, 이의 U-235 및 U-238 자료만을 

ENDF/B-VII(beta 0) 및 ENDF/B-VI.2(MCNP4C 패키지 내의 ENDF60 라이브러리

가 채택한 버전임.)의 자료로 대체한 후 임계도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평

가핵자료의 임계도 개선 효과를 실험값과 비교･확인하였다. 

  ENDF/B-VII (beta 0) 및 ENDF/B-VI.2는 NJOY99.90 코드로 처리하였으며, 벤치

마크 계산에는 몬테칼로 코드 MCNPX를 사용하였다. NJOY 코드의 PURR 모듈을 이용

해 생산한 확률표에 의한 비분리공명 영역에서의 자기 차폐 효과도 고려하였다.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로는 그동안 MCNP 코드용 라이브러리 검증을 위해 사용해 오던 91개의 

문제를 채택하였다. 

      (1) ENDF/B-VI.8에 근거한 기준 계산과의 비교

  ENDF/B-VI.8의 U-235 및 U-238 자료를 ENDF/B-VII(beta 0) 및 

ENDF/B-VI.2 자료로 대체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임계도 계산 결과와 ENDF/B-VI.8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한 기준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3.2-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ENDF/B-VI.2의 U-235 및 U-238 자료에 의한 임계도 영향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최대 임계도 차이 (약 -2.4 mk)를 보인 문제는 IEUMT2(JEMIMA)로서 천연우

라늄 반사체를 사용한 천연우라늄 및 고농축우라늄 판들의 더미 형태로 이루어진 노심이

었다. 즉, 상대적으로 우라늄의 양이 많은 노심이다. 

  그림 3.3.2-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ENDF/B-VII (beta 0)의 U-235 및 

U-238 자료에 의한 임계도 영향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BIGTEN1, 

BIGTEN2, MIXMET8 (ZEBRA) 노심의 경우 약 -11.0 mk, -12.2 mk, -9.2 m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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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임계도 차이를 보일 만큼 임계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U-235 자료 또는 U-238 자료만을 대체한 후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NDF/B-VII (beta 0)의 U-235 자료는 고농축 우라늄

으로 장전된 고속로심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반면 U-238 자료는 중농축 우라늄으

로 장전된 노심 및 천연우라늄 반사체를 사용한 노심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림 3.3.2-4로부터BIGTEN1, BIGTEN2, MIXMET8 노심의 큰 임계도 차이는 U-238 

자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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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ENDF/B-VI.2 235U 및 238U 자료의 임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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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ENDF/B-VII(beta 0) 235U 및 238U 자료의 임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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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ENDF/B-VII(beta 0)의 U-235 자료의 임계도 영향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

-10

-5

0

5

10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Benchmark Categories:

D
iff

er
en

ce
 o

f k
-e

ff 
(m

k)

Benchmark Problem

그림 3.3.2-4. ENDF/B-VII(beta 0)의 U-238 자료의 임계도 영향

      (2) 벤치마크 실험값과의 비교

  그림 3.3.2-5는 ENDF/B-VI.8 자료만을 사용한 기준 계산 결과를 벤치마크 실험값

과 비교한 자료이다. UMET3K, BIGTEN1, BIGTEN2, MIXMET8 등을 제외하면, 기준 

계산 결과는 최대 약 10 mk의 차이 이내에서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3.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NDF/B-VI.2의 U-235 및 U-238 자료를 사용한 계

산 결과도 기준 계산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ENDF/B-VI.8과 ENDF/B-VI.2 

사이에는 U-235와 U-238 자료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NDF/B-VII (beta 0)의 U-235 및 U-23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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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BIGTEN1, BIGTEN2, MIXMET8 노심의 경우 임계도 게산치가 획기적으로 향상

되었다. 반면, UMET3L (Ni tamper sphere), UMET3H~ UMET3K (WC tamper 

sphere)를 포함한 TOPSY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U-235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임

계도 계산치가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MCNPX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실험값과의 χ2 차를 계산함으로

써 라이브러리들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표 3.3.2-1에 제시하였다.[Pre92] 전체적

으로 볼 때, ENDF/B-VII (beta 0)의 U-235 및 U-238 자료는 ENDF/B-VI.8에 의

한 기준 계산 결과에 비해 약 20% 정도 향상된 임계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부분 ENDF/B-VII을 위해 새롭게 평가된 U-238 자료의 영향이다. 특히, 범주 6, 

8, 9를 제외한 대부분의 벤치마크 범주에 대하여 약 20 ~ 90%의 비교적 큰 임계도 개

선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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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ENDF/B-VI.8에 의한 기준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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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235U과 238U의 ENDF/B-VI.2 이용한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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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235U과 238U의 ENDF/B-VII(beta 0) 이용한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표 3.3.2-1. MCNPX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실험값 간의 χ2 차 비교 

Benchmark 
Category

Reference ENDF/B-VI.2
ENDF/B-VII (beta 0)

U-235, -238 U-235 only U-238 on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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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E-04
1.50E-04
1.60E-05
1.38E-05
1.17E-04
1.33E-05
6.88E-05
5.30E-05
2.11E-04
4.72E-05
2.54E-04
1.79E-05
1.07E-04

5.19E-05
1.42E-04
1.16E-05
2.81E-06
6.39E-05
6.20E-05
2.45E-05
5.60E-05
3.56E-04
4.72E-05
6.07E-05
1.27E-05
9.70E-06

5.57E-05
1.53E-04
1.32E-05
5.07E-07
7.75E-05
3.78E-05
4.41E-05
4.01E-05
3.07E-04
4.72E-05
2.50E-04
8.48E-06
7.73E-05

1.11E-04
1.50E-04
2.51E-05
1.27E-05
8.75E-05
3.40E-05
4.56E-05
4.61E-05
2.23E-04
4.72E-05
8.59E-05
1.62E-05
7.31E-06

Total 1.13E-03 1.17E-03 9.01E-04 1.11E-03 8.92E-04

    나. 고온가스로

  제 4세대 원자로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는 고온가스로에는 다량의 흑연 감속재가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일부 흑연감속로들에 대한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여 평가핵자료들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평가핵자료들 간의 차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각의 동위원소별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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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Kim05b, Kim05c] 

      (1) 개요

  국내에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초고온가스로

(VHT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개념의 가스냉각 고속로(GFR)

의 개발도 제 4세대 원자로의 한 형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들 원자로에는 기존의 

경수로(LWR) 및 중수로(HWR)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흑연과 규소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흑연감속로를 선정하여 MCNP4C 코드를 통한 임계도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특히 흑연, 규소, 구리, 지르코늄, 우라늄 등과 같은 주요 동위원소들

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흑연에 

대한 서로 다른 열중성자 산란 자료들의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2) 벤치마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흑연감속로는 HTR-PROTEUS 노심 5 (기준 상태 

#3)[Wil96]와 ICSBEP[NEA04]에 포함된 8개의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이다. 

  그림 3.3.2-8의 HTR-PROTEUS는 스위스 PSI(Paul Scherrer Institute)의 

PROTEUS 시설에서 수행된 저농축우라늄(LEU) 장전 고온가스로(HTR)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감속비(moderation ratio)와 페블 패킹 기하학적 구조(pebble 

packing geometries)를 갖는 13개의 페블베드배열에 대한 실험 자료가 생산되었다. 노

심 5(기준 상태 #3)는 16.7%로 저농축 U-235를 갖는 페블형 연료로 장전된 결정론적 

패킹 배열을 지니고 있다. 핵연료 대 감속재의 비는 2:1이다. 이 노심계산은 IAEA주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바 있다. 

  그림 3.3.2-9의 ZEUS는 미국 LANL에 있는 임계실험시설(LACEF)에서 수행한 실험

이다. 이 실험은 중간에너지 영역에서 U-235 반응 단면적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원통형 더미(stack)에 약 93%의 고농축우라늄 금속판들과 흑연판들이 쌓여 

있으며, 구리 반사체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여러 배열들 중 흑연 대 U-235의 비가 

51.2:1인 배열 #1을 본 계산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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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HTR-PROTEUS 노심          그림 3.3.2-9. ZEUS 노심

     

그림 3.3.2-10. ZEBRA 8F/2 노심        그림 3.3.2-11. HUG 노심

  그림 3.3.2-10의 ZEBRA는 영국 Winfrith의 영출력 고속로인 ZEBRA에서 수행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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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무한증배계수) 측정 실험으로서 고속 및 중간 영역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갖는다. 

8F/2 어셈블리는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 연료, 천연 우라늄산화물 연료, 흑

연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3.2-11의 HUG(Homogeneous-Uranium-Graphite)는 영국 Winfrith의 영출

력 원자로인 HECTOR (Hot Enriched Carbon-moderated Thermal Oscillator 

Reactor)에서 수행된 소형 샘플 임계도(무한증배계수)측정실험이며, 중간영역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갖는다. HISS(HECTOR Intermediate Spectrum Study)라고도 알려진 이 

실험은 10 eV~10 keV의 에너지 영역에서 U-235와 Pu-239 반응단면적의 민감도 테

스트를 위해 고안되었다. 균질하게 혼합된 흑연-우라늄 산화물 연료(92% 농축 

U-235)로 장전되었고, 흑연 대 U-235의 비는 300:1이다. 

  그림 3.3.2-12의 RBMK는 러시아의 우라늄-흑연 원자로이다. RBMK 원자로의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 연구 센터인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중성자 실험

이 수행되었다. 그 중 28개의 임계 실험 결과가 분석되어 ICSBEP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핵연료 채널 속에 물이 없고 균일한 배열로 된 3가지 형태의 실험 

(N2, N4, N6)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1.8%, 2%, 2.4%의 U-235 농축도를 갖는

다. 

  그림 3.3.2-13의 ROVER는 미국 ORNL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물을 감속재 및 반사체

로 사용하며 93.15%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육각형 흑연봉들로 구성된 임계실험장치이

다. 이 실험에는 ROVER 핵연료의 생산, 저장, 수송 과정에서의 임계 안전성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Westinghouse형의 NRX-A3 및 NRX-A4 핵연료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임계 장치는 #1과 #11로 각각 사각형 피치 격자와 삼각형 피

치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분열을 유발시키는 대다수 중성자들의 에너지를 통해 분류하면, ZEUS, ZEBRA, 

HUG는 중간 에너지 (0.625 eV ≤ E ≤ 100 keV) 시스템이고, 나머지 실험들은 열 에

너지 (E < 0.625 eV) 시스템이다. 그림 3.3.2-14는 선정된 벤치마크 문제들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RBMK, ROVER, HTR-PROTEUS의 중성자 스펙트럼은 가

압경수로 (PWR)의 전형적인 열중성자 스펙트럼과 유사하지만, 열외 및 고속 에너지 영

역에서의 스펙트럼 경화 (harde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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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RBMK 노심

  

그림 3.3.2-13. ROVER 노심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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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선정된 벤치마크 문제들의 중성자 스펙트럼 비교 

      (3) 벤치마크 계산 및 결과

  NJOY99.90 코드 처리를 통해 ENDF/B-VI.8, JENDL-3.3, JEFF-3.0에 근거한 

MCNP4C용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선정된 벤치마크 문제들에 대한 MCNP4C 임계도계

산에 사용하였다. 

        (가) 벤치마크 실험값과의 비교

  그림 3.3.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ENDF/B-VI.8 결과는 U-238의 포획 대 핵분열 반응비가 우세한 ZEBRA 노심을 제외

하면 JEFF-3.0 결과와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JENDL-3.3 결과는 ZEUS 및 ROVER

를 제외하면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임계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HTR-PROTEUS의 경우 최대 약 6.7 mk의 차이를 보였다. 

        (나) 동위원소별 임계도 영향 평가

  평가핵자료들 간의 임계도 차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동위원소들이 임계

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위원소별 임계도 영향은 ENDF/B-VI.8을 사용

한 벤치마크 계산에서 해당 동위원소 자료를 JENDL-3.3 또는 JEFF-3.0 자료로 대체

하여 계산하였다. 

  U-235의 반응이 우세한 ZEUS 및 HUG 노심에서는 ENDF/B-VI.8과 JENDL-3.3 

간의 U-235 반응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JENDL-3.3의 U-235 자료

는 이들 문제에서 임계도를 작게 평가한다. 그러나, 다량의 구리 반사체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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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노심에서는 JENDL-3.3의 구리 자료가 임계도를 비교적 크게 평가하며, 전체적

으로는 ZEUS 노심에서 JENDL-3.3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임계도를 크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U-238의 반응이 우세한 ZEBRA 노심에서는 ENDF/B-VI.8 결과가 JENDL-3.3 및 

JEFF-3.0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즉, JENDL-3.3 및 JEFF-3.0의 U-238 자료는 

이 문제에서 임계도를 낮게 평가한다. 

  RBMK 및 HTR-PROTEUS도 U-235의 반응이 우세한 노심이다. 이들 노심에서는 

다른 벤치마크 문제들과 비교할 때 흑연의 포획 반응을 비교적 크게 평가한다. 

JENDL-3.3 결과는 임계도를 낮게 평가하는데 이는 흑연에 의한 포획 반응을 높게 평

가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JENDL-3.3 흑연 자료의 영향은 

HTR-PROTEUS 노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3.3.2-16을 보면 

HTR-PROTEUS 노심의 감속재 페블 내에서 JENDL-3.3 흑연 자료에 의한 포획 반응

률이 ENDF/B-VI.8 및 JEFF-3.0에 비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3.2-1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동일한 에너지 영역에서 JENDL-3.3의 흑연에 대

한 포획 단면적이 다른 평가핵자료들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흑연

의 양이 비교적 큰 열중성자 노심 평가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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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임계도 계산 결과와 실험값의 비교 

  그림 3.3.2-18은 흑연의 열중성자 산란 자료가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

고 있다. MCNP4C 코드 패키지 내의 TMCC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계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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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B-VI.3 및 JEFF-3.0의 열중성자 산란 평가핵자료를 처리하여 생산한 라이브러

리를 사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 2 mk 이내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였다. 

      (4) 요약

  9개의 흑연 감속 원자로에 대한 임계도 벤치마크 계산을 ENDF/B-VI.8, 

JENDL-3.3, JEFF-3.0에 근거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MCNP4C 계산을 통해 수행하

였다. ENDF/B-VI.8 결과는 ZEBRA를 제외하면 JEFF-3.0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JENDL-3.3 결과는 ZEUS 및 ROVER를 제외하면 임계도를 작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중간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JENDL-3.3의 U-235 자료는 ZEUS 및 HUG 노심에서 

임계도를 작게 평가하였고, JENDL-3.3의 구리 자료는 ZEUS 노심에서 임계도를 크게 

평가하였다. 또한, JENDL-3.3 및 JEFF-3.0의 U-238 자료는 ZEBRA 노심에서 임계

도를 작게 평가하였다. RBMK 및 HTR-PROTEUS와 같은 열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JENDL-3.3의 흑연 자료는 임계도를 작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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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HTR-PROTEUS 노심내 흑연의 포획 반응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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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천연 흑연의 포획 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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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흑연에 대한 열중성자 산란 자료의 영향 비교 

    다. 고속로

  ENDF/B-VII(beta 0), JEFF-3.1, JENDL-3.3에 근거하여 생산한 고속로용 150군 

중성자 라이브러리의 검증을 위해 14종의 CSEWG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CSE91]와 4

종의 BFS 임계 어셈블리[Kim01a]에 대한 1차원 또는 2차원 DANTSYS 계산을 수행하

였다. 원자로의 임계도 및 각종 중심 반응율비 (central spectral index)를 계산하여 실

험값 및 MCNPX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Kim05d, Kim06a, Kim06b] 

      (1) 벤치마크 문제

  CSEWG 벤치마크 문제들 중 본 계산에 채택된 14종의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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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심 특성을 표 3.3.2-2에 수록하였다. 이 문제들을 주요 핵분열성 물질에 따라 

Pu-dominant 노심과 U-dominant 노심으로 분류하였다. CSEWG에서 추천한 2차원 

벤치마크 문제의 경우 노심 및 반사체 영역에서 균질화된 혼합물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계산 결과에는 비균질성을 보정할 인자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표 

3.3.2-3에는 본 계산에 사용한 노심에 대한 비균질성 보정 인자[Har75, Zha96]를 수

록하였다.

표 3.3.2-2. CSEWG 벤치마크 문제

Major fissile 
material

Benchmark 
core

Fertile-to-
fissile ratio

Approx. core 
vol. (liter)

Comments

Pu

VERA-11A
ZEBRA-3
SNEAK-7A
SNEAK-7B
ZPR-3-48
ZPR-3-56B
ZPPR-2
ZPR-6-7

0.05
8.60
3.00*

7.00
4.50
4.60
6.50*

6.60

12
60

110
310
410
610

2400
3100

No U in the core, diluted with graphite
Hard spectrum (80% above 100 keV)

Graphite added to soften spectrum
PuO2-UO2, predominant Ni reflector
Equal volume 2-zone core, L/D≈0.5
PuO2, LMFBR design, L/D≈0.9

U

VERA-1B
ZPR-3-6F
ZPR-3-12
ZPR-3-11
ZEBRA-2
ZPR-6-6A

0.08
1.10
3.80
7.50
6.20
5.00

30
50

100
140
430

4000

Enriched U, diluted with graphite
About 1:1 fertile-to-fissile
4:1 U-C system, soft spectrum
U metal
6:1 U-C system
UO2, LMFBR design, L/D≈0.8

* Fertile-to-fissile ratio in the inner core zone.

표 3.3.2-3. 비균질성 보정 인자

벤치마크 노심 비균질성 보정 인자 벤치마크 노심 비균질성 보정 인자

VERA-11A
ZEBRA-3
SNEAK-7A
SNEAK-7B
ZPR-3-48
ZPR-3-56B
ZPPR-2
ZPR-6-7

 0.0a

 0.0a

-0.0045b 
-0.0021b 
 0.0183 
 0.0102 
 0.0175 
 0.0166 

VERA-1B
ZPR-3-6F
ZPR-3-12
ZPR-3-11
ZEBRA-2
ZPR-6-6A

 0.0a

 0.0a 
 0.0a 
 0.0a 
 0.0a 
 0.0073

a Atomic number densities and core sizes were adjusted for the heterogeneity effects.
b Correction factors for the cylindrical model and control rod effects

  KALIMER 노심 개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러시아 IPPE (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간의 계약 하에 우라늄 금속 핵연료로 장전된 고속로 임계 어

셈블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BFS-73-1은 노심 내에 제어봉이 없는 균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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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스템이며, 18.5%의 농축도를 갖는 우라늄 금속 핵

연료로 장전되어 있다. BFS-75-1은 지르코늄이 함유된 우라늄 금속 핵연료로 장전되

어 있으며, 약 15%와 20%의 서로 다른 농축도를 갖는 두 개의 노심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BFS-55-1은 금속 우라늄-10% 농축 플루토늄 혼합핵연료로 장

전된 단일 영역의 단순 고속로 노심이다. 마지막으로, BFS-55-2는 지르코늄 함유 우라

늄-14% 농축 플루토늄 금속 핵연료와 우라늄-10% 농축 플루토늄 금속 핵연료로 장전

된 두 개의 노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계산 결과

  검증 계산에는 LANL의 중성자 수송 코드인 DANTSYS를 사용하였다. 1차원 구형 또

는 2차원 R-Z 모델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메쉬 크기로는 약 1 cm를, Legendre 

차수 및 각분할 수로는 P3-S16을 사용하였다. 그림 3.3.2-19는 벤치마크 계산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계산을 통해 생산된 중성자속 분포를 다음 계산에 사용될 유효 

단면적 생산을 위한 가중 함수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의 DANTSYS 계산을 수행하였다. 

TRANSX

DANTSYS (1D/2D)

RZFLUX

KAFAX

- Resonance self-shielding correction
- Weighted by P0 flux

- Calculate 150-group weighting spectra

TRANSX - Fission spectra & spatial self-shielding correction

GOXS
(150-Group)

DANTSYS (1D/2D) - Final calculation

GOXS
(150-Group)

그림 3.3.2-19. 벤치마크 계산 절차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원자로의 임계도 및 각종 중심 반응률 비 (central spectral 

index)를 계산하였다. 중심 반응율 비는 핵분열 또는 포획 반응의 평균 반응율 비로 정

의하며, 노심 중성자 스펙트럼의 특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성자속의 비등방성을 무

시할 수 있는 원자로심 중앙에서 측정 실험이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

심 반응률 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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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8/F25: U-235에 대한 U-238의 핵분열 반응률 비 

• F49/F25: U-235에 대한 Pu-239의 핵분열 반응률 비 

• F40/F25: U-235에 대한 Pu-240의 핵분열 반응률 비 

• C28/F25: U-235 핵분열에 대한 U-238 포획 반응률 비 

• C28/F49: Pu-239 핵분열에 대한 U-238 포획 반응률 비 

  그림 3.3.2-20과 3.3.2-21은 ENDF/B-VII (beta 0), JEFF-3.1, JENDL-3.3에 

근거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2차원 DANTSYS 및 MCNPX 계산을 통해 얻은 임계도에 

대한 C/E 값의 비교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BFS-55-1 및 BFS-55-2 계산 결과는 노

심의 비균질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임계도 값이다. 임계도 계산치는 노심이 비교적 큰 

일부 Pu-dominant MOX 핵연료 장전 벤치마크 문제와 VERA-11A를 제외하면 실험값

과 잘 일치하고 있다. 특히, JENDL-3.3 결과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 임계도를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이 비교적 큰 

Pu-dominant 문제에서는 2차원 DANTSYS 계산 결과가 실험값 및 MCNPX 계산 결과

에 비해 임계도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차원 및 2차원 

DANTSYS 계산 결과는 ZPR-3-56B 및 ZPPR-2를 제외하면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ZPPR-2는 1차원 계산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2-23과 3.3.2-24는 2차원 DANTSYS 및 MCNPX 계산으로 얻은 

F28/F25에 대한 C/E 값의 비교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2차원 DANTSYS 코드로 계산

한 F28/F25 값은 실험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면 약 10% 이내에서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반면, MCNPX 코드로 계산한 값은 ZPR-3-56B, ZPPR-2, ZEBRA-2, 

ZPR-6-6A, 모든 BFS 벤치마크 문제에서 세 라이브러리들 간에 다소 큰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비교적 큰 노심의 경우 U-238 핵분열 반응 단면적의 큰 불확실도로부터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에 사용한 모든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F49/F25 값은 실험값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인 반면, F40/F25 값은 VERA-11A, ZPR-3-56B, VERA-1B에서 10% 이상의 차

이를 보인다. F49/F25 및 F40/F25 값은 DANTSYS와 MCNPX 간에 작은 차이를 보인

다. C28/F25 및 C28/F49 값은 DANTSYS 계산에선 BFS-55-1을 제외하고는 약 

10%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MCNPX 계산에선 

JEFF-3.1을 사용한 ZPR-6-7 벤치마크 계산을 제외하면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BFS-55-1과 BFS-55-2에 대하여, C28/F25 및 C28/F49 값은 DANTSYS와 

MCNPX 계산 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2-4는 계산에 사용된 세 라이브러리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값에 대

한 상대오차의 절대 값을 전체 벤치마크 문제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임

계도는 MCNPX 계산 결과가 우수한 반면, 중심 반응률 비는 대체로 DANTSYS 계산 결

과가 우수하였다. DANTSYS 및 MCNPX 계산에서ENDF/B-VII(beta 0) 및 JEFF-3.1

을 사용한 임계도 계산 결과는 JENDL-3.3을 사용한 임계도 계산 결과에 비해 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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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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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 2차원 DANTSYS코드로 계산한 임계도의 C/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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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 MCNPX토드로 계산한 임계도의 C/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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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 ENDF/B-VII(beta 0)를 이용하여 MCNPX 및 DANTSYS

  코드로 계산한 임계도의 C/E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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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3. 2차원 DANTSYS 코드로 계산한 F28/F25의 C/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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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MCNPX 코드로 계산한 F28/F25의 C/E 값

표 3.3.2-4. 모든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 (C/E-1)|의 평균값 (%) 

Calculation Source keff F28/F25 F49/F25 F40/F25 C28/F25 C28/F49

DANTSYS-2D
ENDF/B-VII.0
JEFF-3.1
JENDL-3.3

0.63
0.59
0.97

3.74
4.31
3.35

1.95
1.98
1.75

7.56
8.40
7.31

6.00
5.85
6.28

5.61
5.20
6.49

DANTSYS-1D
ENDF/B-VII.0
JEFF-3.1
JENDL-3.3

0.72
0.69
1.03

3.80
4.71
3.40

2.23
2.31
1.91

7.59
8.45
7.33

6.00
6.00
6.45

4.50
4.48
5.74

MCNPX
ENDF/B-VII.0
JEFF-3.1
JENDL-3.3

0.35
0.43
0.79

4.55
5.21
6.11

2.11
2.29
2.08

7.92
8.78
7.90

5.63
5.90
5.24

4.35
4.9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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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핵융합로

      (1) 개요

  현재 국내에서는 차세대초전도핵융합 연구 장치인 KSTAR의 개발을 비롯하여 핵융합

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인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융합로용 핵자료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IAEA 주관으로 기준 핵융합로용 핵자료 라이브러리인 FENDL[Mae98]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되었다. 

  FENDL은 전 세계의 다양한 평가핵자료집에서 핵융합로 해석에 가장 적합한 단면적 

자료들만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로서 최신 자료인 FENDL-2.1[Ald04]에는 

ENDF/B-VI.8 및 JENDL-3.3으로부터 선정된 자료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FENDL-2.1의 발표 이후 ENDF/B-VII.0, JEFF-3.1 등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즉, 이들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증 작업을 거친 후 후속 버전의 

FENDL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2) 벤치마크 계산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오사카대학의 D-T반응 중성자선원 이용시설 OKTAVIAN에서 측

정된 중성자 및 광자 누출 스펙트럼에 대한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Kim07a] 이 시설에

는 14 MeV 중성자 투과 실험을 위한 구형 장치를 설치해 놓고,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스펙트럼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중 차폐 검증 자료집인 SINBAD[Kod06b]에 포함

된 니켈, 철, 알루미늄, 규소, 텅스텐 실험 결과를 검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SINBAD에

는 이들을 포함하여 총 27종의 핵융합로용 차폐 검증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계산에 사용한 평가핵자료집 ENDF/B-VII(beta 1), JEFF-3.1, JENDL-3.3은 수정

된 버전의 NJOY99.90 코드를 통해 ACE 포맷으로 처리된 후 MCNPX 계산에 사용되었

다. 14 MeV 중성자는 구형 실험장치 내에서 포획, 산란 등 여러 반응을 거친 후 구 표

면을 통해 중성자 또는 광자를 누출시킨다. 특히, 알루미늄, 규소, 텅스텐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광자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해 중성자 선원과 표적 구조물 간의 반응을 통해 생

성된 2차 광자를 선원으로 한 부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광자 및 전자 수송 계산에는 

MCNPX 코드 패키지 내에 있는 MCPLIB02 및 EL03 라이브러리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림 3.3.2-25와 3.3.2-26은 OKTAVIAN-Ni 실험에 대한 MCNPX 계산 결과를 고

에너지 및 저에너지 측정실험을 통해 얻은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과 각각 비교한 그림이

다. 계산된 스펙트럼은 대체로 측정값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그림 3.3.2-25의 약 10 

MeV 주변에서 세 라이브러리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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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27은 OKTAVIAN-Fe 실험에 대해 MCNPX 코드를 통해 계산된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을 고에너지 및 저에너지 측정실험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약 2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계산값과 실험값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3.2-28은 OKTAVIAN-Al 실험에 대한 광자 누출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이

다. JENDL-3.3 결과는 약 7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광자의 누출을 크게 증가시

키는 경향을 보였다. JENDL-3.3을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의 중성자 포획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광자의 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고에너지 영역에서 약 10% 정도 증가되

었다. 이는 JENDL-3.3의 Al-27에 대한 중성자 포획단면적이 약 200 keV 이상의 에

너지 영역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보다 큰 값을 갖도록 평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

겨진다. 즉, 고에너지 영역에서 Al-27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에 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된

다. 

  그림 3.3.2-29는 OKTAVIAN-W 실험에 대한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이다. JEFF-3.1 결과는 JENDL-3.3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는데 반해, ENDF/B-VII 

(beta 1) 결과는 일부 에너지 구간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텅스텐 동위원소들의 주요 반응률을 상호 비

교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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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5. 고에너지 중성자 누출스펙트럼 비교(OKTAVIAN-Ni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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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저에너지 중성자 누출스펙트럼 비교(OKTAVIAN-Ni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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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7. 중성자 누출스펙트럼 비교(OKTAVIAN-Fe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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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OKTAVIAN-Al 실험에 대한 광자 누출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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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9. OKTAVIAN-W 실험에 대한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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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원자로의 임계도, 반응도 계수, 사용후 핵연료의 동위원소 조성 등을 계산할 때 핵자료

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평가핵자료의 공분산 자

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가능한 평가핵자료집에는 일부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만 수록되어 있어, 주요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적용에 대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체계 구축 

  본 랩에서는 공분산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핵자료가 원자로의 임계도 계

산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계산 체계를 그림 3.3.3-1과 같이 구축하

였다.[Kim06c, Kim07b]

  일반적으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스템에서의 forward 및 

adjoint 중성자속이 필수적이다. 이들 중성자속의 계산을 위해 DOORS 및 DANTSYS 

(PARTISN) 코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우선 ANISN 코드를 사용한 검증 작

업이 수행되었다. ANISN 코드에 사용할 군정수 라이브러리의 처리에는 NJOY99.90 및 

TRANSX-2.15 코드[Mac92]를 사용하였다. 

ANISN NJOY ERRORJ

*, ΦΦ GENDF COVFIL

SUSD3D

JENDL-3

NJOY
TRANSX

ANISN Lib.

그림 3.3.3-1.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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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산 자료의 처리에는 NJOY 코드의 ERRORR 모듈[Mac94], ORNL에서 개발되고 

있는 PUFF 코드[Wia06], 일본 JAEA의 ERRORJ 코드[Chi03]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NJOY 코드의 ERRORR 모듈은 최근 들어 공명상수의 평가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Reich-Moore 방법에 의해 평가된 공분산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이 빠져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PUFF 및 ERRORJ 코드는 공명 상수, 2차 중성자의 각 및 에너지 분

포 등 대부분의 공분산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도 서로 유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RORJ-2.2.1 코드를 공분산 자료 처리를 위한 기본 코드로 

결정하였다.

  SUSD3D 코드[Kod06a]는 임계도 및 각종 반응 함수에 대한 민감도 계산과 사용된 

핵반응 자료로 인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로서 3차원 해석에도 적

용될 수 있다. 

  주어진 반응 함수 〈〉에 대하여, 에너지 군 g에서 중성자와 핵종간의 반응 

x에 대한 상대민감도계수(relative sensitivity coefficient) P gx는 다음 식에 의해 얻

을 수 있다.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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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상대적인 섭동 크기, 는 영역 에서 핵종의 원자수밀도, 은 

angular quadrature 의 가중치, 와 는 forward 및 adjoint angular flux, 와 

는 forward 및 adjoint angular flux moment이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중성자 흡수 및 

산란 반응을 통한 손실(loss) 효과를, 두 번째 항은 중성자 산란 및 핵분열 반응 등을 통

한 이득(gain) 효과를, 세 번째 항은 반응 함수에 미친 직접적인 (direct) 효과를 의미한

다. 

  핵자료의 불확실도에 의한 반응 함수의 상대분산 (relative variance)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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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핵자료의 상대공분산행렬(relative covariance matrix)로서 

ERRORJ 코드 처리를 통해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핵자료에 의한 불확실도는 상대분산의 

제곱근, 즉, 상대표준편차인  로 구할 수 있다. 

  SUSD3D 코드에서 반응 함수로는 원자로의 임계도, 반응도계수, 각종 반응률 등이 지

정될 수 있다. 특히, 핵자료가 원자로의 임계도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위

해서는 핵분열반응 자료(MT=18)와 핵분열당 중성자 수율 자료 (MT=452 또는 

MT=455 & 456) 등의 공분산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체로 JENDL-3.3은 다

른 평가핵자료집에 비해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원자로 임계도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분산 자료 처리

  공분산 자료의 처리에는 ERRORJ-2.2.1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SUSD3D 코드에서 요

구하는 COVFIL 포맷의 공분산행렬이 만들어진다.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

산 자료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JENDL-3.3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U-233, 

U-235, U-238, Pu-239, Pu-240, Pu-241 등의 공분산 자료를 LANL 30군 구조

(NJOY 코드의 IGN=3)로 처리하였다.(표 3.3.3-1 참조)

표 3.3.3-1. LANL 30군 구조

Group 
Number

Lower 
Energy (eV)

Upper 
Energy (eV)

Group 
Number

Lower 
Energy (eV)

Upper 
Energy (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390E-04

1.520E-01

4.140E-01

1.130E+00

3.060E+00

8.320E+00

2.260E+01

6.140E+01

1.670E+02

4.540E+02

1.235E+03

3.350E+03

9.120E+03

2.480E+04

6.760E+04

1.520E-01

4.140E-01

1.130E+00

3.060E+00

8.320E+00

2.260E+01

6.140E+01

1.670E+02

4.540E+02

1.235E+03

3.350E+03

9.120E+03

2.480E+04

6.760E+04

1.840E+0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840E+05

3.030E+05

5.000E+05

8.230E+05

1.353E+06

1.738E+06

2.232E+06

2.865E+06

3.680E+06

6.070E+06

7.790E+06

1.000E+07

1.200E+07

1.350E+07

1.500E+07

3.030E+05

5.000E+05

8.230E+05

1.353E+06

1.738E+06

2.232E+06

2.865E+06

3.680E+06

6.070E+06

7.790E+06

1.000E+07

1.200E+07

1.350E+07

1.500E+07

1.700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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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2~3.3.3-7은 U-233, U-235, U-238, Pu-239, Pu-240, Pu-241의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각종 측정 실험 

자료 및 핵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핵반응단면적을 평가하면서 산출한 고유 불확실도를 의

미하며, 이를 통해 측정 실험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와 단면적 자료의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다. 

  U-233의 경우 20 k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비탄성산란 및 포획 단면적이 10% 

이상의 큰 불확실도를, 1 MeV 이상에서는 탄성산란단면적이 5% 이상의 불확실도를 내

포하고 있다. U-235의 경우 60 eV 이상의 거의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비탄성산란단면

적이 매우 큰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약 10 MeV 이상의 탄성산란 및 (n,2n) 

단면적도 매우 큰 불확실도를 갖고 있다. U-238의 경우 저에너지 영역에서는 핵분열, 

탄성산란 및 포획 단면적이,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포획, 비탄성산란 및 탄성산란 단면적

이 큰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약 30~60 keV의 비탄성산란과 약 70~300 

keV의 핵분열단면적도 비교적 큰 불확실도를 갖는다. Pu-239의 경우 3 keV 이상의 에

너지 영역에서 비탄성산란 및 포획단면적이 큰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3 MeV 이

상에서는 탄성산란 및 (n,2n) 단면적이 큰 불확실도를 갖고 있다. 또한, 0.2~0.4 eV의 

핵분열 및 포획 단면적도 비교적 큰 불확실도를 보였다. Pu-240의 경우 저에너지 영역

에서는 핵분열 및 탄성산란 단면적이,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포획, (n,2n), 비탄성산란단

면적이 비교적 큰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u-241의 경우, 20 keV 이상

의 에너지 영역에서 비탄성산란 및 포획 단면적이 큰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반응 단면적의 크기가 작아서 실험 오차가 비교적 클 경우 불확실도도 크게 나타

난다. 

  그림 3.3.3-8~3.3.3-13은 각 핵종들에 대한 총 반응 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

관계(correlation)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상관 계수가 +1에 근접할 경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1에 근접할 경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0에 근접할 경우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3.3-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U-235 전

단면적의 경우 저에너지 군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고에너지 군과는 상

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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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U-233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10-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0

5

10

15

20

25

30

 
 

R
el

at
iv

e 
S

ta
nd

ar
d 

D
ev

ia
tio

n 
(%

)

Neutron Energy (eV)

U-235 (JENDL-3.3)
 Total (mt=1)
 Elastic (mt=2)
 Inelastic (mt=4)
 (n,2n) (mt=16)
 Fission (mt=18)
 Capture (mt=102)

그림 3.3.3-3. U-235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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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U-238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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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Pu-239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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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Pu-240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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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Pu-241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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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U-233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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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U-235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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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0. U-238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Neutron Energy Group Number (mt=1)

N
eu

tro
n 

En
er

gy
 G

ro
up

 N
um

be
r (

m
t=

1)

-1000

-800.0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

Correlation Matrices (x1000) for Pu-239
(Total) vs. (Total)

그림 3.3.3-11. Pu-239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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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Pu-240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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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 Pu-241 전단면적 간의 에너지 군별 상관관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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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심 임계도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

  구형의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하여 JENDL-3.3의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 

자료가 노심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ICSBEP의 

문제들 중 GODIVA, VNIIEF의 임계도 테스트 시설, Pu-239 JEZEBEL, Pu-240 

JEZEBEL, U-233 JEZEBEL 등을 본 계산에 사용하였다. Forward 및 adjoint 중성자

속의 계산을 위한 1차원 ANISN 계산에서 Legendre 차수로는 P3을, 각분할 수로는 S16

과 S4를 사용하였다.  

      (1) GODIVA

  GODIVA는 1950년대 미국의 LASL(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에서 수행

된 실험으로 반경 8.7407 cm의 구형 금속우라늄 노심이다. U-235의 농축도는 

93.71%이며, 5.27%의 U-238과 1.02%의 U-23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3-14와 3.3.3-15는 U-235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P3-S16의 ANISN 계산에 의한 민감도로서 그림 3.3.3-14에는 음의 민

감도를 주는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n,2n), (n,3n), 포획 반응에 대한 결과를, 그림 

3.3.3-15에는 양의 민감도를 주는 핵분열 반응 및 핵분열당 총 중성자 생성 자료에 대

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ODIVA 노심에서는 U-235의 핵분열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뿐만 아니라 탄성 및 비탄성 산란단면적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16과 3.3.3-17은 U-238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U-238에 대한 상대민감도는 U-235에 비해 약 1/10~1/100 정도로 임

계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18은 U-235 및 U-238 단면적에 대한 GODIVA 노심 임계도의 통합 민

감도(integrated sensitivity)를 나타낸다. 앞의 상대민감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U-235 단면적이 GODIVA 노심의 임계도를 계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탄성산란단면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GODIVA 노심에서 JENDL-3.3의 U-235 및 U-238 단면적 사용으로 인한 임계도 계

산의 불확실도는 keff=1.00448에 대하여 약 1.283%로 평가되었다. P3-S4 계산에 대한 

불확실도는 keff=1.01356에 대하여 약 1.285%로 평가되어, 각분할 수의 변경은 핵자료

로 인한 불확실도 해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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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235U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 민감도 (GODIVA,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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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5. 235U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 민감도 (GODIVA,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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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6. 238U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 민감도 (GODIVA,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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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7. 238U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상대 민감도 (GODIVA,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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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8. Uranium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통합 민감도(GODIVA) 

      (2) VNIIEF의 임계도 테스트 시설 (CTF, Critical Test Facility)

  VNIIEF의 CTF는 1994년 러시아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반경 15.324 cm의 구형 금속

우라늄 노심이다. U-235의 농축도는 36.5%이며, 63.1%의 U-238과 0.3%의 U-234

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노심 구성 물질로는 탄소, 철, 니켈, 구리, 텅스텐 등이 있다. 

  그림 3.3.3-19는 U-235 및 U-238 단면적에 대한 VNIIEF 노심 임계도의 통합 민

감도 (integrated sensitivity)를 나타낸다. 이 노심은 U-235의 농축도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U-235 보다는 U-238 단면적이 노심 임계도를 계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탄성산란단면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VNIIEF의 CTF에서 JENDL-3.3의 U-235 및 U-238 단면적 사용으로 인한 임계도 

계산의 불확실도는 keff=0.99886에 대하여 약 1.858%로 평가되었다. P3-S4 계산에 대

한 불확실도는 keff=1.00355에 대하여 약 1.856%로 평가되었다. 

      (3) Pu-239 JEZEBEL 

  Pu-239 JEZEBEL은 1950년대 미국의 LASL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반경 6.38493 

cm의 구형 금속 플루토늄 노심이다. Pu-239의 농축도는 95.2%이며, 4.5%의 Pu-240

과 0.3%의 Pu-241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노심 구성 물질로는 1.02%의 Ga가 있다. 

  그림 3.3.3-20은 Pu-239, Pu-240, Pu-241 단면적에 대한 Pu-239 JEZEBEL 노

심 임계도의 통합 민감도 (integrated sensitivity)를 나타낸다. Pu-239의 농축도가 매

우 큰 노심이므로, Pu-239 단면적이 노심 임계도를 계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핵분열 및 핵분열당 총 중성자 생성 자료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Pu-239 JEZEBEL에서 JENDL-3.3의 Pu-239, Pu-240, Pu-241 

단면적 사용으로 인한 임계도 계산의 불확실도는 keff=0.99559에 대하여 약 0.54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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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P3-S4 계산에 대한 불확실도는 keff=1.00899에 대하여 약 0.547%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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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 Uranium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 민감도(239Pu JEZEBEL)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0.5

0.0

0.5

1.0

 

In
te

gr
at

ed
 S

en
si

tiv
ity

 Pu-239
 Pu-240
 Pu-241

그림 3.3.3-20. Plutonium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 민감도(239Pu JEZEBEL) 

      (4) Pu-240 JEZEBEL 

  Pu-240 JEZEBEL은 1964년 미국의 LASL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반경 6.6595 cm

의 구형 금속플루토늄 노심이다. Pu-239의 농축도는 76.4%이며, 20.1%의 Pu-240, 

3.1%의 Pu-241, 0.4%의 Pu-242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노심 구성 물질로는 1.01%

의 Ga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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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21은 Pu-239, Pu-240, Pu-241 단면적에 대한 Pu-240 JEZEBEL 노

심 임계도의 통합 민감도 (integrated sensitivity)를 나타낸다. Pu-240의 농축도가 

20.1%로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Pu-239 단면적이 노심 임계도를 계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핵분열 및 핵분열당 총 중성자 생성 자료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JENDL-3.3에는 Pu-242에 대한 공분산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Pu-242가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Pu-242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Pu-240 

JEZEBEL에서 JENDL-3.3의 Pu-239, Pu-240, Pu-241 단면적 사용으로 인한 임계

도 계산의 불확실도는 keff=0.99886에 대하여 약 0.534%로 평가되었다. P3-S4 계산에 

대한 불확실도는 keff=1.01186에 대하여 약 0.534%로 평가되었다. 

      (5) U-233 JEZEBEL 

  U-233 JEZEBEL은 1961년 미국의 LASL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반경 5.9838 cm의 

구형 금속 U-233 노심이다.   U-233의  농축도는 98.13% 이며,   1.24%의 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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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1. Plutonium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 민감도(240Pu JEZEBEL)

0.03%의 U-235, 0.60%의 U-238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3-22는 U-233, U-235, U-238 단면적에 대한 U-233 JEZEBEL 노심 

임계도의 통합 민감도 (integrated sensitivity)를 나타낸다. U-233의 농축도가 매우 

큰 노심이기 때문에 U-233 단면적이 노심 임계도를 계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특히 핵분열 및 핵분열당 총 중성자 생성 자료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U-233 JEZEBEL에서 JENDL-3.3의 U-233, U-235, U-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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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사용으로 인한 임계도 계산의 불확실도는 keff=1.00509에 대하여 약 1.065%로 

평가되었다. P3-S4 계산에 대한 불확실도는 keff=1.01714에 대하여 약 1.069%로 평가

되었다. 

  표 3.3.3-2에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를 요약, 정리

해 놓았다. ANISN 계산에서 사용된 각분할 수가 불확실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라늄 노심보다는 플루토늄 노심의 경우 핵자료로 인한 임

계도의 불확실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우라늄 노심들 중 U-238의 함량이 

클수록 임계도의 불확실도가 크게 평가되었다.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El

as
tic

In
el

as
tic

(n
,2

n)
(n

,3
n)

Fi
ss

io
n

Ca
pt

ur
e

Nu
-b

ar

-1.0

-0.5

0.0

0.5

1.0

 In
te

gr
at

ed
 S

en
si

tiv
ity

 U-233
 U-235
 U-238

그림 3.3.3-22. Uranium 단면적에 대한 임계도의 민감도(233U JEZEBEL)

 

표 3.3.3-2. 노심 임계도의 불확실도 해석 결과 요약

Benchmark Problem SN keff
Uncertainty 

(%)
Covariance Data 
(JENDL-3.3)

GODIVA
16 1.00448 1.283

U-235, U-238
4 1.01356 1.285

VNIIEF's CTF
16 0.99886 1.858

U-235, U-238
4 1.00355 1.856

Pu-239 JEZEBEL
16 0.99559 0.546 Pu-239, Pu-240, 

Pu-2414 1.00899 0.547

Pu-240 JEZEBEL
16 0.99886 0.534 Pu-239, Pu-240, 

Pu-2414 1.01186 0.534

U-233 JEZEBEL
16 1.00509 1.065 U-233, U-235, 

U-2384 1.01714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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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핵자료 실측

  1. 포항가속기 TOF 운영 및 단면적 측정 

    가. 핵자료 측정을 위한 설비 운영

포항가속기연구소의 핵자료 측정설비는 1998년 4월에 완공된 100-MeV 급 전자선형가

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빔을 Ta 중성자 표적장치에 입사하였을 때 생성된 펄스형 중성자

를 이용하여 비행시간법(TOF)에 의해 중성자의 에너지 함수로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펄스형 중성자 설비이다. [Kim01b], [Kim02d]. 2000년부터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을 수행하여 온 포항중성자설비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의 이용자

들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TOF 방법에 의한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실험 

포항중성자설비는 핵자료 측정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2005년과 2006년에 중성자 전

단면적 측정실험에 사용된 시료와 실험시간을 아래 표에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2005년도에

는 4개의 시료에 대해서 약 500 시간 실험하였고, 2006년도에는 3개의 시료에 대해서 360

시간동안 실험하였다.  중성자전단면적 측정에는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동아대학교, 남

부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CIAE의 연구원들이 2005년 11월 1일부터 30

일까지 2명(Taofeng Wang, Liping Zhu)이  파견되어 실험에 참여하였고,  2006년에도 

10월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2명(Taofeng Wang, Xia Li)이 파견되어 실험에 참여하였

다.  

① Hf 시료의 전단면적 및 공명상수 측정 결과 [MEA05]

    포항중성자설비에서 0.5 mm 두께의 천연 Hf 시료를 이용하여 그림 3.4.1-1과 같이 중

성자 전단면적을 중성자 에너지 0.1 eV에서 100 eV 영역에서 측정하였고, 이 영역 안에 

나타난 공명부분에 대해서 SAMM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표 3.4.1-3과 같

이 얻을 수 있었다.   

② Ta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및 공명상수 측정결과[MEA06]

 두께에 따른 차폐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두께의 Ta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께에 따른 효과는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중성자전단면적은 그림 

3.4.1-2에서와 같이 측정하였고, SAMM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표 

3.4.1-4와 같이 획득하였다. 

③ Bi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Mo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실험은 TOF 빔라인의 거리를 12.06 m로 확장한 이

후에 수행한 결과로 그림 3.4.1-3에서와 같이 200 eV 영역까지 측정하였다. 

SAMMY 코드로 fitting한 공명상수는 표 3.4.1-5에 제시하였다.

④ Mo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Kim06d]

    12.06 m TOF 를 이용하여 Bi 시료에 대한 전단면적을 그림 3.4.1-4에서와 같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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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명이 없는 경우에는 중성자에너지가 300 eV 영역까지 측정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4.1-1 2005년도 전단면적 측정실험에 사용된 시료 및 측정시간

Sample Mo Bi Hf Ta
Co, In, Cd, 

Ta, Sm

Size [mm] d=62 100x100 d=80 100x100 100x100

Thickness [mm] 3 1.5 2 0.5 4 2 1 0.45

Data Taking Time

Sample In/Out [hour]

10.5/

10.125
4/4.375

5.5/

5.75
7.5/7.5 45/45

61.25/

61.25

61.25/

61.25

45/4

5

10.25/

3.625

표 3.4.1-2 2006년도 전단면적 측정실험에 사용된 시료 및 측정시간

Sample Mo Xe Nb
Co, In, Cd,

Ta, Sm

Size [mm] d=62 100x100 d=80 100x100

Thickness [mm] 3 1.5 2 0.5 1

Data Taking Time

Sample In/Out [hour]

20.5/

20.5

20.5/

20.5

14/

13.5

152.5/

91.5

30.5/

30.5

15.7/

9.6

그림 3.4.1-1 Hf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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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1-3. Hf 시료의 공명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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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Ta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그림 3.4.1-3. Mo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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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4. Ta 시료의 공명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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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5. Mo 시료의 공명상수

Isotope J E [eV] Γγ [meV] Γn [meV]

94Mo 1/2
Present 107.170±0.164 184.570±9.863 0.104±0.023

Mughabghab 108.800±0.200 - 0.160±0.020

95Mo

2
Present -0.968±0.666 99.526±14.480 1.355±0.010

Mughabghab -9.900 160 -

3
Present 44.812±0.056 38.963±9.970 241.650±0.412

Mughabghab 44.900±0.200 150.0±10.0 171.429±8.571

1
Present 110.830±0.006 308.09±14.64 0.317±0.098

Mughabghab 110.400±0.200 310±80 0.320±0.040

2
Present 118.244±0.636 196.51±12.99 0.250±0.021

Mughabghab 117.800±0.200 200±120 0.180±0.024

3
Present 159.263±0.321 190.17±14.89 9.637±0.013

Mughabghab 159.50±0.20 166±20 12.857±0.857

96Mo 1/2
Present 132.056±0.008 2776.50±12.81 56.057±0.142

Mughabghab 131.40±0.10 95±5 240±20

97Mo

2
Present 71.377±0.729 332.570±19.820 12.387±0.021

Mughabghab 70.930±0.030 130±30 20.16±1.80

5/2
Present 79.039±0.001 117.700±0.620 0.123±0.032

Mughabghab 79.550±0.030 120.00±60.00 0.110±0.020

5/2
Present 108.167±0.007 129.760±19.790 0.211±0.151

Mughabghab 109.580±0.050 - 0.220±0.080

5/2
Present 125.390±0.806 129.240±12.960 0.254±0.022

Mughabghab - - -

5/2
Present 135.666±0.001 126.300±3.079 1.840±0.001

Mughabghab 136.37±0.080 - 1.200±0.100

98Mo 3/2
Present 12.172±0.691 168.530±30.900 0.033±0.032

Mughabghab 12.10 ±0.10 125 ±20 0.033±0.002

100Mo 1
Present 97.520±0.060 147.800±17.690 0.135±0.236

Mughabghab 97.2±0.1 - 0.225±0.010

그림 3.4.1-4. Bi 시료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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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항중성자 설비를 이용한 방사화 단면적 측정연구

포항중성자 설비는 전자선형가속기에 기반을 둔 설비이기 때문에 전자빔이 표적에 입사

하면 제동복사(Bremsstrahlung) 감마선과 중성자가 동시에 생성된다. 제동복사 감마선

은 입사한 전자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강도를 갖지만, 중성자는 등방성으로 생

성된다.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위해서 두꺼운 Ta 표적을 사용하여 생성된 중성자

를 감마선 백그라운드를 최소화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중성자 빔라인을 전자빔 입사 방

향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설치하여 중성자 생산설비로 이용한다. 반면에 제동복사감마

선을 이용하려면 얇은 표적을 사용하고 전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에서 실험을 한다면 감마

선 생산설비로 이용할 수 있다. 

 중성자 표적으로 제작된 Ta 표적을 이용하여 표적 주위의 중성자 생성 및 감마선 생성

에 대한 연구를 방사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얇은 W 표적을 사용하여 제동복사감

마선 생성에 대한 연구도 방사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Institute of Physics 소속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2005년도에는 2

명의 과학자(Nguyen Van Do, Kim Tien Thanh)가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방

문하여 실험에 참여하였고, 2006년도에는 2명의 과학자(Nguyen Van Do, Kim Tien 

Thanh)가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 Pham Duc Khue박사는 2006년 10월 9일 부

터 2007년 1월 8일까지 방문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 [실험 1] 열중성자 포획단면적 및 공명적분 상수 측정

           조사 시료: In, Mo, Au, Hf, Zr

           조사시간 : 2시간 30 분

실험 장치:

   ◈ [실험 2 ] 제동복사감마선 방사화 실험 

      조사시료: Sc, Rh, Ti, Fe

      조사빔: 65 MeV 전자빔을 얇은 텅스텐 표적에 입사할 때 생성된 제동복사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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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간: 170 분

실험 장치: 

        

     ◈ [실험 3] 186W(n,g)187W 반응에 대한 열중성자 포획단면적 및 

                  공명 적분 상수 측정

  - Cd 두께에 따른 중성자 감쇠현상 조사

  - 전이방법으로 미시적 흡수단면적 측정

실험장치: [실험 1]과 같으나 방사화 박막 시료의 배열은 아래와 같다.

조사시간: 4시간

    ◈ [실험 4]  납 표적 장치를 이용하여 중성자 및 감마선 분포 측정

       조사시간: 2시간

실험장치 1: 납 표적은 5x5x0.5cm 11장을 사용하였으며 납 표적 사이에 금과 

알루미늄 박막을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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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장치 2: 납 표적위에 직경 12.7 mm인 Al 박막을 설치하여 입사전자빔 방

향에 따른 중성자 및 감마선의 분포를 측정하는 실험

   ◈ [실험 5 ] 열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조사시료: Hf, W, Dy

       표준시료: Au, In

       조사빔: 65 MeV 전자빔을 Ta 표적 장치에 입사하여 생성된 열중성자

       조사시간: 4시간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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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c)
(b) (a)

e- - beam 

Water Moderator 

15 cm12 cm

7.4 cm

e- beam 

Sample 

Ta target

 ◈ [실험 6] 광핵파쇄단면적 및 yield 측정

       조사시료: Al, Cu, Sn, Mo, Zr, Au, Fe, Sc, Hf

       조사빔: 2.5 GeV 전자빔을 얇은 W 표적에 입사하여 생성된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시간: 1 시간, 4시간

       실험 장치: 

(1) 방사화방법으로 측정한 중성자 및 감마선 분포 측정 결과 [NGU06]

① Ta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 및 감마선 분포 측정: [실험 1]

  방사화 박막(In, Al, Cu)을 전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전자빔을 입사하였

을 때 생성되는 중성자의 강도는 Al 시료의 중성자 핵반응으로부터 측정하였다. 그림 

3.4.1-5에서 보듯이 중성자의 강도는 표적의 표면에서 3cm 지점에 최대치이고 그 이후

에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In 시료의 감마-핵반응으로부터 감마선의 강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림 3.4.1-6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중성자 강도 분포와는 다르게 앞쪽 방향에서 강도의 세기가 크게 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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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는 등방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

는 중성자 량은 표 3.4.1-6과 같으며, 잘 알려진 중성자 분포식과 비교하여 측정된 중성

자 량을 다음 식으로 fitting 하였다. Fitting에서 얻은 값은  ×, n=1.29 그리

고  이다 [그림 3.4.1-7 참조].

  

          

    

그림 3.4.1-5. 중성자 강도 분포

그림 3.4.1-6. 감마선 분포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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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eaction

  

Eth [MeV] S [ cm2 ] Measurement

Φ [n/s/cm2] Y
115In(n,γ)116mIn Thermal 151.55 7.26×106 (2.75±0.22)×1010

65Cu(n,p)65Ni 1.37 151.55 5.70×108 (2.16±0.19)×1012

27Al(n,p)27Mg 1.89 151.55 4.96×108 (1.88±0.15)×1012

27Al(n,α)24Na 3.25 151.55 3.11×108 (1.18±0.08)×1012

표 3.4.1-6. Ta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량 측정 결과

그림 3.4.1-7. Ta 표적에서의 중성자 에너지분포 측정값과 계산값 비교  

② Ta 중성자 표적 주위에 3 cm 깊이의 물을 감속재로 사용할 때 생성되는 중성자 

분포를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

  Ta 중성자 표적 주위에 그림 3.4.1-8과 같이 3 cm 깊이의 물을 부은 감속재를 올려

놓고 방사화 박막을 입사 전자빔 방향과 중성자 빔 파이프의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박막

을 설치하여 전자빔을 조사하여 생성되는 중성자 분포를 측정하였다. 

 Ta 중성자 표적 위 11cm 지점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 및 감마선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경 0.5 인치 두께 0.25 mm의 금박을 사용하였다. 열중성자속은 197Au가 열중

성자를 포획하여 198Au가 된 후 붕괴될 때 발생되는 411.80 keV의 감마선을 측정함으

로써 가능하다. Ta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되는 8.07 MeV 이상의 감마선속 분포는

197Au(γ,n) 196Au반응으로 생성된 196Au가 붕괴될 때 발생되는 355.73 keV의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측정된 열중성자와 감마선의 분포를 입사하는 전자빔의 방향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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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4.1-9에 보여준다. 열중성자는 그림 3.4.1-9의 중심부근에서 최대값을 갖는 반면 

감마선은 입사하는 전자빔의 방향으로 계속 증가된다는 것 즉 감마선은 앞쪽으로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중성자 빔 라인은 입사하는 빔 방향과 90도 방향

으로 하면 감마선 백그라운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 target

10

11

30

W ater M oderatorPb

Fe
A l

L inac

Cu

Al
Sn

samples

Au foil

30

14

N eutron  Beam
G uide Tube

Position

그림 3.4.1-8. Ta 표적과 물을 사용한 중성자 및 감마선 분포 

측정장치

그림 3.4.1-9.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감마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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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성자 TOF 빔라인 방향으로 생성되는 중성자 강도분포 측정 결과

  중성자 생성 표적과 중성자검출기사이의 거리가 12.06 m 인데, 방사화 박막을 TOF 

튜브의 시작점 (55 cm)과 시료교환기 지점(5.8 m) 그리고 중성자 검출기 앞 TOF 빔 

튜브 지점(10.8 m)에 설치하여 측정한 열중성자 강도분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아래의 식으로 fitting 하였으며, 결과가 그림 3.4.1-10에 있다. 여기서 

    ×
 이다.

 
 ×


 ×

그림 3.4.1-10. Ta 표적에서 거리의 함수로 측정된 중성자 강도 분포

 

④ 이성질핵단면적(iosmeric cross-section) 비 측정 [NGU07]

65 MeV 전자빔을 두께 0.1 mm인 W 표적에 입사하여 생성된 제동복사감마선을 방사화 

시료에 입사[실험 2 참조]하여 감마-핵반응에 의해서 안정원자생성단면적과 준안정상원자

생성단면적의 비, 즉, 이성질핵단면적 비(≡)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표적 시료들은 

Sc, Ti, Rh, Fe 이며, 사용한 광-핵반응은 , ,
 및 이다. 생성된 각 원자들의 이성질핵단면적 비는 표 

3.4.1-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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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I0 (b)

This work, 2006 6.42±0.39

S.F.Mughabghab[MUG84b] 6.9±0.6

R.Van Der Linden [VAN74] 4.75±0.16

 References σ (b)

This work 12.91±0.52

JENDL-3.3 12.99

Hyun-Je Cho [CHO01] 13.04±0.07

JENDL-3.2 13

JEF-2.2 13.08

ENDF/B-VI 13.08

E. Gryntakis [GRY87] 12.6±0.7

S.F. Mughabghab [MUG84b] 13.04±0.047

R. E. Heft [HEF78] 13.1±0.1

W. Mannhart [MAN75] 13.04±0.07

References I0 (b)

This work 32.67±2.11

JENDL-3.3 34.02

Hyun-Je Cho [CHO01] 32.4±1.6

JENDL-3.2 33.85

JEF-2.2 35.44

ENDF/B-VI 34.28

E.Gryntakis [GRY87] 33.6±3.2

S.F.Mughabghab [MUG84b] 35±1

R.E.Heft [HEF78] 33.7±2.1

R.Van Der Linden [LIN74] 31.5±1.6

A. Alian [ALI73] 30.8

E. Steinnes [STE72] 32±3

⑤ Hf 시료에 대한 열중성자 포획단면적 및 공명적분 상수 측정 결과

[실험 5]의 측정결과로서 열중성자 포획단면적과 공명적분 상수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측

정된 중성자 포획반응은 과 이다. 열중성자 포획단면적은 표

준시료로 사용한 Au의 단면적에 대한 상대적인 결과다.   여기서 측정된 결과와 다른 연구자

들이 측정한 결과들을 비교하여 표에 나타냈다. 

반응단면적 측정결과     반응에 대한 공명적분상수

반응 단면적 측정결과       반응에 대한 공명적분상수

References σ (b)
This work, 2006 0.413±0.018
E. Gryntakis [GRY87] 0.34±0.03

S. F. Mughabghab[MUG84b] 0.445±0.003

R. E. Heft [HEF78] 0.407±0.02

W. Mannhart [MAN75] 0.4326±0.0024

D. De Soete [DES72] 0.33

G. Sharff-Goldhaer [SCH67] 0.34±0.03



- 177 -

핵반응
Spin 자에 지

[MeV]

이성질핵 비, R≡σ
m/σ g

바닥상태 이성질상태 Present work References

45Sc(,n)44m,g Sc

2+ 6+

15
20.83

22
45
50
65
75

300
2000

-
-
-
-
-

0.21±0.03
-
-
-

0.14     [DAV85]  
0.211    [DAV85] 
0.23     [ZHE00]  
0.23±0.03 [VOL72]
0.21±0.04 WAL66]

-
0.21±0.03 [WAL66]
0.21±0.02 WAL66]
0.24±0.03 [BAC76]

natTi(,x)44m,gSc 2+ 6+ 65 0.12±0.03 -
103Rh(,4n)99m,gRh 1/2- 9/2+ 65 1.43±0.20 -

natFe(,x)52m,gMn 6+ 2+ 65
70 0.28±0.04. 0.32±0.05 [WAL66]

표 3.4.1-7. 이성질핵단면적 비 측정값

 

   

나. 핵자료 측정설비의 개선

(1) VME 기반의 데이터 획득 시스템 구축

  중성자 실험설비의 데이터획득 장치의 성능보완을 위해서 VME 기반의 데이터획득 장치를 

개발하였다. VME 기반의 데이터 획득장치는 현재 작동중인 NIM 및 CAMAC 기반의 데이

터획득 장치와 동시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자동 시료교환장치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획득 장치의 변수들을 조정하는 화면은 

Lab View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으로 데이터가 획득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VME 기반의 데이터획득 장치의 개념도는 그림 3.4.1-11과 같다. 

VME 데이터 획득 장치의 콘트롤 화면은 그림 3.4.1-12와 같이 Lab View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작성하였다.

TDC

(VME)

   VME 

Controller

Detector

RF-Trigger
Start

Stop

그림 3.4.1-11. VME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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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2 LABView-VME 콘트롤 화면

(2)  전자가속기 운전조건 조정 및 성능 보완 

① 가속기 운전조건을 조정하여 방사선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중성자 생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운전 변수들을 선정  

   전자가속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변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자가속기의 운전 변수들을 바꾸어가면서 방사선 발생량과 중성자 생성량이 최대가 되

도록 하였을 때 현재 최적의 가속기 운전 조건은 표 3.4.1-8과 같다.

② 전자가속기 부품 성능 보완 계획

    - 현재 사용 중인 RF 전자총은 199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매년 성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총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의 1/2 

cell 을 3/2 cell로 만드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 기존의 빔 펄스폭과 반복률이 각각 1-2 μs, 10-12 Hz인데 이를 조정하여, 가속

기의 빔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속기 운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후 가속기 운전 시 20μS/hr 이상의 방사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빔

을 최적화 한 후 10μS/hr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반

복률을 15Hz, 빔폭을 2.4 μs으로 증가하여 사용가능 하게 되었으며, 전자빔전

류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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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8. 최적의 가속기 운전조건

Parameter Remarks

Cathode Heater     6.65 V / 1.09 A FS01→ OFF

Cavity 

Temperature
   50.6 ℃ FS02→ OFF

Attenuator 3.9cm FS03→ OFF

RF-gun 

Phase-Shifter
5.4cm FS04→ OFF

AC2 

Phase-Shifter
4.1cm FS05→ OFF

Alpha Magnet 11.7~12.5 A FS06→ OFF

GQ1 4.24 A FS07→ OFF

GQ2 0.69 A FS08→ OFF

GQ3 0.3 A FS10→ OFF

 GQ4 3.22 A FS11→ OFF

GST1-H 1.39 A FS12→ OFF

GST1-V 1.90 A FS13→ OFF

GST2-H 1.61 A FS14→ OFF

GST2-V 0.0 A FS15→ OFF

QT1-long/short 4.91 / 4.94 A FS16→ OFF

RF 40 mV FS17→ OFF

BCM2 100 mV ST1V/H 0/0

BCM3 80 mV ST2V/H 6.0/0.1

Beam Energy 약 65 MeV

③ 차폐체 설치

가속기의 빔 전류 증가의 제약 조건인 방사선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속기 

출입문 쪽에 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설치 후 출입문 바깥쪽의 방사선은 약 20%정

도의 감소효과가 있어서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었

다. Ta 표적 뒤편의 방사선 증가 문제는 가속기 운전조건을 조정하여 빔의 집속도

를 높여 지상의 갤러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방사화 실험을 위해 

텅스텐 등 밀도가 높은 표적을 사용할 경우 제동복사에 의한 고에너지 감마선 때

문에 갤러리의 방사선이 허용한계치 25μSv/hr 이상이 된다. 따라서 표적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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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현재는 빔의 반복률을 5Hz이하로 조정

하여 방사선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설치된 차폐체

그림 3.4.1-13. 출입문 쪽에 설치한 차폐체

  

④ 두번째 전자빔라인 증설

전자 가속기 중간 부분에 있는 빔 덤프 시설을 전자빔 라인으로 교체하여, 검출

기 시험 등 전자빔을 직접 사용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중성자 실험

을 위한 빔 라인과 전자빔 활용을 위한 빔 라인을 분리함으로써 실험장비의 설치

가 더욱 편리해 졌으며, 실험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림 3.4.1-14. 흰색 원 : 빔덤프 부분을 교체하여 설치한 두 번째 빔라인 전자빔 

라인에 4극자석 설치

⑤ 전자빔을 집속하여 Ta 중성자 표적에 많은 전자를 보내기 위하여 4극

자석을 설치하였다.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던 자석을 현재 전자빔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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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집속 실험을 하였다. 약간의 집속효과를 관측하였으나, 효과는 크지 않

았다. 현재 사용 중인 빔라인에 최적화된 자석이 아니므로 향후 새로 설계하여 

최적화된 자석을 설치하면 빔 집속효과와 방사선준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

다.

그림 3.4.1-15 가속관 끝 부분에 설치된 사극자석

⑥ 변조기(modulator) 성능 개선

변조기의 파워전달 시스템에서 파형을 안정화 시키는 디큐잉(De-Q'ing 

controller) 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출력 전자빔의 섭동을 줄여서, 빔전류를 안정화시킨다. De-Q'ing controller의 

동작은 PFN(pulse forming network)의 충전전압과 기준전압(Vref)을 비교하

여 충전전압이 기준전압(Vref)보다 커지는 시점에서 충전 인덕터(charging 

inductor)의 2차에 구성된 De-Q'ing 회로의 SCR를 트리거시켜 주어서 충전 

인덕터 1차와 2차의 권선비율이 25:1인 충전 인덕터의 2차를 단락시켜 1차에 

흐르는 전류를 2차로 빼주어서 PFN 축전기에 더 이상 충전되지 않게 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또한, PFN 충전전압을 미분하여 그 출력전압에 반응하여 트리

거 출력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다. HV 분압기는 PFN에 충전되는 전압을 정

확하게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고전압 탐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된 고전압 탐침의 사양은 0.01% DC/ 5MHz 띠폭(bandwidth), 60KV DC

이다.  De-Q'ing을 하지 않았을 경우 PFN에 충전된 전압의 안정성은 0.57%

였지만, 4.3%의 De-Q'ing을 약 1시간 동안 실시하여 0.076%의 안정성을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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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6 시제품 De-Q'ing Controller

그림 3.4.1-17. De-Q'ing Controller

를 부작동시  누적 PEN 전압

  
그림 3.4.1-18. De-Q'ing Controller를 

작동시 누적 PEN 전압

 

다음 그림은 디큐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빔 전류를 보여준다. 

디큐잉을 사용할 때 빔전류가 상당히 안정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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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9. 디큐잉을 사용할 경우 빔전류.  y축 단위는 μA이다.

 

그림 3.4.1-20. 디큐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빔전류.  y축  단위는 μA.

    다. 빔 라인 확장을 위한 빔 라인 구상, 감속재 설계, 집속기 설계

(1) 빔라인 확장을 위한 구상

 - 빔 라인 확장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XFEL 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제가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빔 라인 확장을 위한 상세 계획을 할 수가 없다.

     - 빔 라인을 수평으로 설치 할 때 현재 전자가속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확장 가능

한 빔 라인의 길이는 그림과 같이 중성자 표적에서 약 25∼30 m 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전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에서 125도 방향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2) 감속재 설계

 -  중성자 표적 주위에 사용할 감속재 물질에 대한 연구를 MCNPX 컴퓨터 코드를 이용

하여 열중성자 영역의 중성자가 가장 많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감속재의 두

께가 5 cm 일 경우에 그림 3.4.1-22와 같이 일반적인 물이 가장 많은 열중성자를 발생한

다는 사실을 알았다.



- 184 -

그림 3.4.1-21. 새로 구상중인 중성자 빔라인

그림 3.4.1-22. 다양한 감속재 물질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3) 집속기 설계

   -  빔 라인 상에 사용할 중성자 집속기는 현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만, 

현재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설치할 경우를 생각하여 집속기 지탱장

치의 설계가 필요하다. 

     -  상세한 설계는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XFEL과제가 확정되면 포항가속기연구소와의 

전자 가속기, 빔 라인 확장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라. 중성자, 감마선 검출기성능시험 및 타 분야 연구지원 체제구축

(1) 검출기 성능 시험 수행

       검출기 성능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 경북대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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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개발･제작한 검출기의 성능시험을 2003년부터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수

행하였고, 최근에 제작한 그리드이온함(Grid Ion Chamber)검출기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작동시험을 하였다.

그림 3.4.1-23. 그리드 이온함

  GIC 내에 LiF 표적을 설치하고, 중성자 빔을 입사한 후 GIC로 측정한 데이터

를 다음 그림에서 보여 주고 있다. 6Li에 중성자를 입사하면 6Li(n,T)4He 반응

에 의해서 T 와 알파입자가 생성된다. 그림에서 첫 번째 보우리는 잡음이고, 두 

번째가 생성된 알파, 그리고 세 번째가 T 이다.

그림 3.4.1-24. 그리드이온챔버로 측정한 
6Li(n,T)4He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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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극 중성자 빔 발생 실험 수행 [LEE06]

   경북대학교 연구그룹이 일본 및 러시아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편극중성자 발생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는 바 이 편극중성자 발생실험에 사용한 실험장치는 아래와 같다. 

그림 3.4.1-25. 편극중성자 발생 실험장치 개요도 및 실험 장치 설치 사진

  

 포항 중성자 설비에서 그림 3.4.1-25와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열중성자를 
3He 셀에 8시간 통과시키면서 중성자속을 측정하고,  3He 셀을 편극화 시킨 후에 

장착하여 다시 8시간 중성자속을 측정한다. 3He셀을 편극화시키기 위하여 원형편

극레이저(파장 795 nm, 파워 17 W)를 3He 셀에 25시간 조사한다(참고문헌 

[INO05] 참조). 다시 6시간 동안 편극된 3He셀을 이용하여 6시간 측정하고, 영구

자석을 이용하여 3He셀의 편극화된 3He을 비편극화시킨 후 6시간 중성자 전이율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얻은 3He의 편극도는 약 40%이상이었다.  

그림 3.4.1-26. 3He의 편극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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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실험설비로 활용

       이 설비는 국내 대학원 학생들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실험 및 방사화실험을 위한 

교육설비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기간 동안 경북대학교의 Meaze가 TOF 방법으로 

다양한 시료들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과 공명상수 획득으로 200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베트남 IOP의 D. K. Pham 이 방사화 방법으로 수행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200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한일가속기 여름학교기간 동안에는 대학원 학생들이 TOF 방법으로 중성자 전

단면적 측정실험을 수행하는 수업을 하여 여러 학생들에게 실험 방법을 교육하였다.  

TOF 방법으로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하는 실험 안내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면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체렌코프검출기 개발 및 테스트

      부산대학교 유인권교수팀의 체렌코프검출기 개발에 60 MeV전자빔을 활용하였다. 

가스체렌코프검출기는 고에너지 전자에 의한 환형체렌코프복사 이미지의 확인이 가

능하다. 이 때 적당한 각을 갖고 퍼져나간 체렌코프복사파는 원추형이 되고,  이를 

하나의 초점으로  반사시켜 모은 환형의 이미지가 다중 채널의 광전자증배관에 맺

히도록 하여, 환형 이미지 신호가 나오도록 고안된 것이 RICH(Ring Image 

Cherenkov) 검출기이다. 체렌코프복사를 위해서는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 보다 

커야 하는데, 매질 내에서는 빛의 속도가 굴절률에 반비례하므로 체렌코프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최대의 체렌코프복사 효율을 가지려면 높은 에

너지를 가지고 입사하는 하전 입자에 적당한 굴절률을 갖는 기체를 선정하여야 한

다. 또한, 발생한 체렌코프복사파가 잘 투과･반사되어 광전자 증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높은 투과율도 가져야 한다. 포항 전자가속기에 의해 나오는 60 MeV의 하

전입자가 공기를 매질로 하는 체렌코프복사파를 16채널 PMT를 이용하여 ring 

image의 확인을 통하여 체렌코프복사파를 확인하고, 검출기의 개발과 테스트에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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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7 체렌코프 검출기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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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8. PMT의 체널에서 관측한 빛의 분포

  2. 국외 설비에서 핵자료 측정 

  3단계 핵자료 측정 실험을 수행한 외국 핵자료 측정설비로는 (1) 일본 京都大學 원자

로 연구소(KURRI)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와 (2) 일본 東京工大(TIT)

의 Pelletron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가 있다. 

    가. 일본 교토대 KURRI 설비에서의 포획단면적 측정 [YOO06]

    (1) 실험방법

각 시료에 대한 중성자의 捕獲단면적들은 有效飛行距離 12.65±0.12 m에서 중성자 

TOF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試料로부터 방출되는 放射捕獲감마선들은 12개의 

BGO 검출기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Yam96]. 그림 3.4.2-1에 BGO 검출기 

장치 구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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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3 mm thick)6

Neutron Beam

BGO detector

15 cm 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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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BGO detecto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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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중성자 捕獲단면적 측정 실험 배치도. 

  본 측정에서 전자선형가속기는 두 가지 작동모드로 운전하였다. 10 eV 이하의 중성자 

에너지 영역 실험에서는 반복률 40 Hz, 봉우리전류 0.4 A, 펄스폭 3 ㎲, 전자에너지 30 

MeV의 상태로 운전하였고, 1 eV 이상의 중성자 에너지 영역 실험에서는 반복률 100 

Hz, 봉우리전류 4 A, 펄스폭 0.1 ㎲, 전자에너지 30 MeV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중성자 

捕獲단면적 측정실험에 사용한 실험배치도는 그림 3.4.2-2와 같다.

  한편 측정시스템의 에너지교정 및 background의 정도를 알기 위해 큰 共鳴봉우리가 

크고, 공명에너지 값이 잘 알려진 Au(4.92 eV), Co(132 eV), Mg(336 eV,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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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 등으로 구성된 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2) 데이터 획득 장치 

 데이터획득을 위한 計測 회로도는 그림 3.4.2-3과 같으며, 이 회로도를 이용하여 3개

의 신호가 얻어지는데 이들은 多重變數분석기(multiparameter analyzer)에 각각 저장된

다. 즉 신호 중 하나는 BGO 검출기로부터의 신호이고, 두 개의 다른 신호들은 중성자 

强度 모니터용 BF3 비례계수기로부터 計數率 및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2개의 BGO 검출기로부터의 출력신호는 同時計數方法에 의해 同時計數장치에 입력되

어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진 다음, KURRI 전자선형가속기의 burst에 의해 초기화된 시간

분석기(time digitizer)로 입력된다. 同時計數方法은 신호對 잡음비를 특히 좋게 하는 측

정기술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입력된 TOF 데이터는 각 試料별로 4×4096 채널을 가진 

데이터로서 컴퓨터에 저장된다. TOF 측정에 있어서 중성자의 强度(intensity)를 모니터

하기 위하여 설치한 BF3 비례계수기의 데이터(計數率 및 스펙트럼)는 별도의 多重波高

분석기 및 카운터로 입력되어 저장되며, 측정된 모든 TOF 데이터들은 BF3 계수기로 측

정된 중성자數에 의해 規格化된다.

Linac

Disc.Fast Amp.

Time Digitizer

Multi Parameter
 Analyzer

CNT Rate Meter

HV

Fast Tiem
Amp.

BGO

Time Digitizer

Ta target

e-

TSCA

Attenuator

BF3

Collimator

Beam Guide Tube

50 Ω

Start

Stop

Start Stop

Pre Amp.Linear Amp.

그림 3.4.2-3. 데이터 획득을 위한 계측 회로도.

    (3) 데이터 분석

  시료에 의한 중성자 포획수율(capture yield)을 측정하기 위해 포획사건 (capture 

event)에 대한 검출효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시료가 가진 捕獲단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共鳴단면적을 가지는 Sm 試料를 사용하여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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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중성자속(thermal neutron flux)의 결정

  시료에 의한 중성자 捕獲收率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입사 중성자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측정에서는 열중성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捕獲단면적(5670 barn)을 가지는 

Sm 시료를 사용하여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결정하였다. 즉,

                           (3.4.2-1)

여기에서 C: 계수율, 첨자 Sm 은 Sm 시료, : 0.025 eV의 에너지를 가지는 열중성자, 

ε: 포획사건에 대한 검출효율, Y: 포획수율, φ: 입사 중성자속이다.

  Sm은 捕獲단면적이 크고 열중성자를 모두 吸收할 수 있으므로 식(3.4.2-1)에서 

 는 1이 되며, 또한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  는 1이라고 가정하면 식

(3.4.2-1)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3.4.2-2)

따라서 열중성자속은 Sm 시료를 사용하여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나) BGO 검출기의 검출효율 (detection efficiency) [Yam86]

  열중성자속을 결정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검출기의 검출효율은 10B 시료를 사용하여 

구할 수가 있다. 10B의 단면적은 3592.3 bar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B (n,α,γ)반응에 

대해서 10B은 흑체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3.4.2-1)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3.4.2-3)

이 된다. 여기서 첨자 B는 10B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3.4.2-2)와 식(3.4.2-3)으로부터 검출효율  는 

       


    (3.4.2-4)

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에너지 E에서의 중성자속 φ(E)는 검출효율 ε
B
 의 측정과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다.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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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획수율(capture yield) 의 결정

  Dy시료의 중성자 포획수율은 다음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4.2-6)

여기서 첨자 S는 Dy 시료, 은 시료의 공명에너지이다. 은 식(3.4.2-5)를 사용하

여 중성자속 측정으로부터 얻어진다. 

  BGO검출기는 총에너지吸收검출기(total energy absorption detector)로 간주하기 때

문에 포획시료에 대한 검출효율 ε
S(ER )은 에너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3.4.2-7)

로 나타낼 수 있다.

  捕獲試料의 측정으로부터 중성자에너지 E에서 捕獲率은 

           (3.4.2-8)

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捕獲收率 YS(E) 는

       

 
⋅


 (3.4.2-9)

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와 는 측정되어질 量이고 은 열중성자에 의한 

Sm 시료에 대한 측정으로부터 얻어진다. 는 捕獲試料의 共鳴측정에 의해 구해진다.

    (라) 포획수율의 補正

중성자 捕獲단면적 측정에 있어서 捕獲수율은 捕獲試料에서 일어나는 捕獲사건

(capture event)의 數로부터 결정되는 量이다. 중성자 捕獲收率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3.4.2-10)

여기서 N은 시료의 原子數, 는 중성자 全단면적, 는 시료의 두께, 는 중성자 捕獲

단면적, 는 시료에서의 中性子散亂에 대한 補正因子이다.  試料의 두께 t 가 얇은 경우 

윗 식으로부터 중성자 捕獲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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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11)

  중성자 捕獲단면적의 측정 시 試料 내에서 중성자 單一 혹은 多重散亂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시료의 두께가 얇다고 가정한 것은 다중산란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4) 측정 결과

  141Pr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YOO06]. 그림 3.4.2-4

에는 본 연구를 통해 측정한 결과와 다른 측정결과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2-4. 141Pr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결과

    나. 일본동경공대 설비에서 Gd 동위원소의 포획단면적 측정[CHU06], [CHU07]

 Gd 동위원소 포획단면적은 일본東京工대(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원자

로공학연구소(Research Laboratory for Nuclear Reactors)의 3MeV Pelletron 가

속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Pelletron 가속기에 의해 가속

된 펄스 陽性子 빔은 중성자 발생용 7Li 標的에 입사된다. 그리고 標的에서 
7Li(p,n)7Be반응에 의해 발생한 펄스 중성자를 6Li-glass 섬광검출기로 검출하였다. 

시료에 捕獲된 중성자는 (n,γ)핵반응을 일으키고, 이어서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이를 

NaI(Tl)섬광검출기로 측정한다 [IG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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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lletron 가속기 및 핵자료 측정설비

 동경공대의 Pelletron 가속기는 미국 NEC사제 3UH-HC이다. Pelletron 가속기

는 Van de Graaff형 靜電가속기의 일종으로서 電荷운반에 스테인리스 金屬펠렛을 

사용하는 점에서 고무벨트가 사용되는 Van de Graaff형 가속기와 구별된다. 

터미널 전압은 최대 3MV 이며, 직경 5mm의 구멍을 거쳐 가속된 陽性子 펄스 빔(1.5ns 

width, 4MHz)은 연장관 끝에 설치되어 있는 7Li 標的에 도달한다.

빔 연장관 도중에는 기준 時間신호를 얻기 위한 TPO(Time Pick-Off)장치와 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빔 수송관 내부는 10-8∼10-6 

Torr의 高眞空으로 유지하였다. 

Pelletron 가속기에 의해 가속된 펄스 陽性子 빔은 중성자 발생용 7Li 標的에 입사

되어 7Li(p, n)7Be 반응에 의해 펄스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試料에 입사하여 감

마선을 생성시킨다. 이 감마선을 그림 3.1-5와 같은 측정 장치에 의해서 측정한다. 
7Li 標的은 직경 30mm, 두께 0.5mm의 銅판에 금속 7Li을 眞空蒸着한 것이다. 7Li 

標的은 融點이 낮기 때문에 펄스 陽性子 빔에 의한 발열로 7Li이 증발하지 않도록 
7Li 標的에 빔 管의 외부로부터 물을 분사하여 냉각시켰다.

   (2) 검출기 및 계측회로

 본 실험에는 중성자 검출기로 6Li-glass 섬광검출기를 사용하였고, 감마선검출기로는 

Compton 抑制型 NaI(Tl)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4.2-6에 개략적인 모양을 

보여준 6Li-glass 섬광검출기는 직경 5mm, 두께 5mm의 원통형 6Li-glass 섬광체

에 직경 12.7mm의 光電子增配管이 붙어 있는 小型검출기이다.

그림 3.4.2-5. 동경공대 keV 중성자 설비에서 실험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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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6Li-glass 섬광기를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

 Compton 抑制型 NaI(Tl) 검출기는 그림 3.4.2-7 과 같이 직경 152 mm의 주 

검출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형 環狀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Compton 산란과 

전자쌍생성에 의해 主검출기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2차 감마선을 대형 環狀검출기로 

검출하고, 이 event를 主검출기에서 측정한 감마선 event와 逆同時回路에 의해 제거

함으로써 主검출기에 全 에너지를 부여한 event만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

성자 및 감마선 計測回路는 그림 3.4.2-8과 그림 3.4.2-9와 같다.

          (a)                                                (b)

그림 3.4.2-7. Compton 억제형 NaI(Tl) 감마 검출기, (a)주 검출기, (b)환상형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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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감마선 계측 회로도.

    (3) 측정 실험 

  실험은 경북대학교, 釜山대학교, 東亞대학교 그리고 일본 東京공대 원자로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Gd 동위원소(155,156,157,158,160Gd)들에 대하여 10-100 keV 중성

자 에너지 영역과 550 keV 중성자 에너지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각 시료들에 대하여 

측정한 시간들은 표 3.4.2-1∼3.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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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Gd 동위원소의 포획단면적 측정시간(10-100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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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2. 기타 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시간(10-100 keV) 

구 분
105Pd 165Ho 181Ta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시료 open Au

측정 

시간
38 13 13 8.5 8.5 8.5  8.5 8.5 8.5

    (4) 데이터 분석

   標準試料인 197Au와 각각의 Gd 동위원소 試料의 (n,γ)핵반응을 일으킨 중성자數

와 감마선 波高스펙트럼을 Compton 抑制型 NaI(Tl) 검출기로부터 측정한 결과로부

터 파고무게법을 이용하여 감마선 수율(yield)을 구하면, 試料의 중성자 捕獲단면적은 

아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3.4.2-12)

여기서  CGd 는 Gd에 대한 補正因子, nGd  는 試料의 두께 [atoms/barn], 는 

Gd에 입사한 중성자 數이다. 측정용 試料에 입사한 중성자數  는, 標準試料에 입

사한 중성자 數 øAu와의 相對측정을 통해서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


⋅


   (3.4.2-13)

  : Gd 동위원소와 197Au의 측정시 가속기에서 발생된 양성자의 數

   : Gd 동위원소와 197Au의 측정시 중성자 검출기에서 측정된 중성자 數

   : 중성자 검출기에서 검출한 중성자 數들 중에 특정 DW(Digital 

Window) 영역에서 Gd와 197Au에 입사된 중성자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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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155,156,157,158G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를 다른 그룹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그림 

3.4.2-10에서 3.4.2-13에 보여 주고 있다. 155Gd과 157Gd의 경우에는 550 keV에서 측

정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CHU06a],[CHU06b],[CHU07].

  또한 165Ho [KAN06], 105Pd[PAR06], 117Sn [NIS05]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를 다른 그룹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그림 3.4.2-14에서 3.4.2-16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2-10. 155G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그림 3.4.2-11. 157G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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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2. 156G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그림 3.4.2-13. 158G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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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4. 165Ho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그림 3.4.2-15. 105Pd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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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6. 119Sn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

  3. Tandem VDG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터미널 전압이 1.7 MV인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이온빔 

분석 (즉 PIXE, PIGE, RBS, ERD-TOF등), 이온빔 매질 개질, 이온빔 주입, 이온빔 성

형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광소자 개발, 반도체 박막 분석, 마이크로 기어 및 마이크로 

렌즈 제작, 원자로 재료 물질의 내방사선 테스터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정

전형 가속기의 가속 입자 선원으로는 RF 선원과 SNICS( source of negative ion by 

Cs sputtering ) 선원이 있으나, 불활성 기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SNICS 선원

을 이용한다. 이 선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양성자는 최대 에너지가 3.4 MeV이며, 표적에

서 최대 15 uA를 DC (direct current) 빔을 전달할 수 있다. 펄스 빔의 경우는 주기가 

125 ns, 빔폭이 1-2 ns 정도이며, 표적에 전달되는 빔 량은 양성자 에너지가 3 MeV 

일 때 최대 4 uA 이다. 또한 각 터미널 전압에서 에너지 떨림은 1 kV 미만이다. 표 

3.4.3-1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7 MV 탄템 가속기 사양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 가속기가 NEC사로부터 공급된 이래로 3개의 빔 라인과 3개의 application 

chamber 가 더 설치되었다. 2004년에는 중성자 에너지 측정에 필수적인 빔 번칭 시스

템을 설계･제작하여 기존의 빔 라인에 부착하였다. 특히 빔 번칭 시스템은 주 가속이 이

루어지는 시스템 앞에 설치하여 적은 전압에도 쉽게 조절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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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EC 5SDH-2
 1988

(installed year) 
Generator tank length  3.71 m  1988
Generator tank diameter  1.07 m  1988
Generator tank volume  3.19 m3  1988
Generator tank pressure  75 psi  1988
Generator tank SF6 gas load  132 kg  1988
Charging system  pelletron chain : 2set  1988
Charging current rating  300 uA  1988
Terminal voltage  0.3-1.7 MV  1988
Terminal voltage stability  < 1 kV  1988
Voltage ripple  < 500 V  1988
Ion Source  RF and SNICS  1988

Bunching system

chopping and double 

bunching system

(for only proton)

 2004

Period and width of pulse beam  125 ns, 1-2 ns  2004
RF high voltage 

supply system
 4 MHz, 8 MHz, 2 keV  2004

Mass number of available ions  1-240  1998
Injector magnet  ME/Z2 = 5 at 30o  1998
Switching magnet  ME/Z2 = 150 at 30o  1998
Bending magnet  ME/Z2 = 5 at 45o  2004

Beam current
 H+: 1 uA at 0.5 MeV,

     12 uA at  3.4 MeV 
 1998

Application beam line

and chamber 

4 ( ion implantation 1, 

 ion beam analysis 2, 

neutron)

 2004

표 3.4.3-1. KIGAM 가속기의 특성

에서는 빔 chopping 및 번칭(bunching) 시스템은 모두 RF field를 이용하는데, 빔 

chopping은 빔 진행 방향에 대해서 RF field를 수직으로 걸어 연속 빔이 RF에 따라 움

직이게 한 후 일정거리 뒤에 위치한 slit에 의해 빔이 다발화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실제 빔 다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인가되는 RF frequency(w), 전극의 길이(l1)

과 폭(d),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V), 전극과 slit 사이의 거리(l2) 및 slit의 지름(Δy), 

입사 빔의 초기 에너지(Ek) 등으로 식 (3.4.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m06e].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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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Δt는 다발화되는 펄스의 폭을 나타낸다. 다발화하는 데 이용되는 진동수는 4 

MHz를 이용하였는데, 250 ns 안에 0 V 전압을 통과하는 부분이 두 번 존재하므로 실

제 다발화되는 빔의 주기는 125 ns가 된다. 전극 길이(10 cm), 전극 폭(3 cm), 전극과 

슬릿사이의 거리(28.1 cm), 전하(-1.6 x 10-19coulomb) 등은 고정되어 있으며, 한번 

장착되면 변화하기 힘든 값이다. 하지만 초기에너지, 인가전압의 세기 등은 변수로 작용

하며, 변화에 따라 적정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값들이다. 또한 슬릿의 위치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슬릿은 DC 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가 펄

스 빔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와 일정한 지점에 위치하게 하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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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슬릿 위치에 따른 beam profile

  그림 3.4.3-1은 슬릿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가장 빔 축과 잘 맞는 위치를 측정하였는

데, 즉 슬릿 뒤쪽에 위치한 빔 전류 모니터에서 빔 전류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때 슬릿 앞쪽의 Einzel 렌즈의 전압 크기를 6 kV 로 조정하여 슬릿에서 빔 크

기를 가장 작게 유지토록 하였다. 점은 측정한 값을 나타내고 실선은 gaussian 함수로 

fitting한 값을 나타낸다. 슬릿의 위치는 46.5 cm일 때 정확한 gaussian 모양을 나타냈

으며, 그 분산 폭은 2.15 mm를 유지하였다. 그림 3.4.3-2는 인가되는 RF 전압의 전압 

크기에 따라 펄스 빔의 빔 폭이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펄스 빔의 빔량 조

절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점선은 측정한 량을 나타내며 실선은 식(3.4.3-1)에 의

해서 fitting 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200 V 이상의 전압에서 식(3.4.3-1)을 따라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발 빔의 폭이 전류량에 비례하므로 식(3.4.3-1)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압을 전혀 걸지 않았을 때에 비해 400V 의 인가전압이 적용될 때 빔 전류

가 1/3 정도 감소함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200 V 이전의 경우는 빔 크기가 이 슬릿의 

구멍크기(지름 4 mm) 보다 커서 일정 전압으로는 그 양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때 다발 빔의 프로파일을 보기 위해서 다발 빔의 비행시간을 측정하

여 그림 3.4.3-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행시간 측정 시 start 신호로는 다발 빔의 

pulsing을 측정할 수 있는 time pick-off module (뒤에 다시 설명)에서 얻어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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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신호로는 BC-501 검출기에서 얻어지는 신호를 사용하였는데 인가전압에 따라 그 

줄어드는 모양을 관측할 수 있었다. 시간 교정은 delayed coincidence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뒤에 다시 설명). 여기서 점선은 측정값을 나타내며, 실선은 gaussian fitting 

값을 나타낸다. 검출기와 방사선 발생 표적과의 거리는 2.1 m 이다.  또한 다발화 된 빔

C hopping vo ltag[Vp-p]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C
ur

re
nt

 [u
A

]

0

2

4

6

8

10

12

그림 3.4.3-2. Chopping 인가전압에 따른 빔 전류 변화

       

        

  그림 3.4.3-3. Chopping 인가전압에 따른 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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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림 3.4.3-4와 같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RF field를 빔의 진행 방향에 대해

서 나란하게 걸면, 빔 수축 현상이 발생한다. 즉 입사되는 양성자의 전하가 음전하를 띄

고 있는 이온원이므로, 3개의 원통형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극 중 가운데 전극에 RF 

field를 걸고 나머지 전극에 Ground를 연결하면, RF field가 가운데 전극에서 음 진폭이 

인가될 때, 그림 3.4.3-4의 A 지점에는 음의 전기장이 걸려서, 빔 다발에 수축현상이 

이루어진다. 인가되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점점 그 값이 작아져서 0 V 걸

쳐서 양으로 커지게 된다. 입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가 27 keV 나 28 keV을 가질 때 1 

cm 당 4.4 ns나 4.33 ns 시간 폭을 갖는다. 즉 27 keV 를 갖는 양성자 빔이 400 V 

의 chopping 전압을 만나게 되면  약 35 ns 의 빔폭을 가지게 되며, 이를 7.95 cm 빔 

다발을 형성한다. 이 빔이 번칭 전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시작 지점부터 다 통과할 

때 까지 RF 전압을 만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음전압 의한 음전기장에 부딪히게 되어 마

지막에는 양 전압으로 바뀌게 되어 양전기장에 충돌하게 된다. 음전압도 같은 다발 빔 

속의 뒤쪽에 위치한 빔은 앞쪽에 위치 빔보다 적은 전압과 부딪히게 되어 감속이 덜 일

어나게 된다. 양 전압의 경우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가속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

어 다발 빔의 길이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입사되는 빔의 번칭(bunching) 초기 지점

이 번칭 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변수가 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가

되는 빔 chopping 전압의 위상에 따른 빔 번칭 전압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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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Bunching 전극과 이의 인가전압

 

  그림 3.4.3-4의 A 지점에서 그림 3.4.3-4의 B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번칭전압 주기의 1/2이 되게 (62.5 ns) 전극의 길이를 조정하면(28 keV를 갖는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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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62.5 ns 가는데 필요한 시간만큼의 14.5 cm 유지) RF가 양 전압을 인가하게 

되고, 그림 3.4.3-4의 B 지점에 도달한 빔에 대해서 음전기장이 형성되어 그림 

3.4.3-4의 A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한번의 RF field 에 의해 

이중 번칭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번칭전극의 가운데 전극의 길이는 입사입자 에너지

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입사 입자의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그림 3.4.3-5. Chopping전압에 따른 번칭전압 위상변화에 의한 빔폭 변화

  그림 3.4.3-5는 chopping 전압위상에 따른 번칭전압 위상 변화에 의한 빔 폭의 변화

를 측정한 그림이다. 빔 폭은 3H(p,n)3He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중성자와 감마선에 대해 

각 방사선의 비행시간을 측정하여 구한다. 비행시간 측정 시 start 신호로는 BC-501 검

출기에서 얻어진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stop 신호로는 time pick-off module로부터 얻

어진 신호를 사용하였다, 검출기로는 BC-501 유기액체 섬광검출기를 이용하였다. 그림 

3.4.3-4의 경우에서처럼 펄싱(pulsing) 전압의 위상과 번칭 전압의 위상이 잘 일치해야 

적정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펄싱 전극에서 번칭 전극의 첫째 전극과 둘째 전극

의 가운데  지점까지의 거리가 전체 34.3 cm 여서  27 keV의 양성자 에너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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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ns 시간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23.5 ns 정도 위상 차이가 생긴다. 즉 그림 

3.4.3-4와 같이 67.7o의 상대적 위상 차이가 유발되어야만 펄싱 이후의 번칭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지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림 3.4.3-5에서 가운데 그래프의 절대 위상은 번칭 전

극에서 200o 이지만 상대적 위상은 67.7o 에 해당된다. 또한 가운데 그래프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데, 앞 쪽의 봉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가 표적과 충돌에 의해서 얻

어지는 감마선에 의한 봉우리이고, 뒤쪽 봉우리는 중성자에 의한 봉우리이다. 실제 stop 

신호를 지연시키는 정도에 따라 이 값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림 3.4.3-6에서

처럼 200o 위상에 대해서 그 지연시간을 33 ns로 선택하면,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

는 시간은 26 ns, 중성자가 도달하는 시간은 55.6 ns가 된다. 또한 그림 3.4.3-5의 세 

번째 그래프에서 270o 위상 차이를 갖는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47.8 ns가 된다. 이 

차이 때문에 비행시간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진다.

stop

delay time
33

26

22.6
69.4

125

33
55.6

phase : 200o

gnn g

7
g

95.495.4 
7 22.6

29.6

elapsed time

0 nsec

start

그림 3.4.3-6. 중성자와 감마선 비행시간측정 도표

(시간 단위는 nano-sec, g는 감마선, n은 중성자를 의미한다)

  그림 3.4.3-7은 인가된 번칭 전압 변화에 의한 빔 폭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40 V 

이상의 번칭 전압을 가하면 중성자 빔의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이 2 ns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검출기의 길이 때문에 2.2 MeV의 중성자에 

대해서 시간 분해능이 2.48 ns 정도 된다. 따라서 실제 2 ns 이하의 FWHM을 측정한다

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나 이 양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빔 폭은 2 ns 이하임을 알 수 있

다. 같은 조건에서 감마선에 의한 빔 폭을 측정하면 보다 정확한 빔 폭을 얻을 수 있는

데 그림 3.4.3-8은 2000 kV 번칭 전압에 대해 27Al(p,p'γ)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감

마선에 대해 측정한 감마선 비행시간 스펙트럼으로 1 ns 이하의 반치전폭을 갖는 빔이 

얻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성자 빔의 초기 에너지에 따라 중성자와 감마선의 비행시

간이 변화함을 볼 수 있었는데, 그림 3.4.3-9와 같이 27 keV 일 때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7 keV 보다 양성자 에너지가 작을 경우에는 다발 빔이 두 번째 번칭 전

극에 늦게 도달하게 되어 45 ns 부분 쪽이 더 완만하게 얻어짐을 볼 수 있고, 27 keV 

보다 큰 경우는 다발 빔이 두 번째 번칭 전극에 빨리 도달하게 되어 55 ns 쪽이 더 완



- 209 -

만해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 ns 이하의 짧은 번칭 빔을 얻는 최적 조건은 빔의 초기 

에너지가 27 keV, 펄싱 전압과 번칭 전압의 위상 차이가 67.7o, 번칭 전압이 1940 V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림 3.4.3-7. 인가된 번칭전압 변화에 의한 빔폭 변화 

그림 3.4.3-8. 펄스 빔에 의한 27Al(p,γ)반응으로 구한 시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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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초기 빔 에너지 변화에 따른 펄스 빔 폭

  빔 주기를 125 ns로 선택한 이후는 1.7 MV 탄뎀 가속기의 charging current가 최대 

300 μA이기 때문에 빔 피크 부분에 의한 빔 전류가 이 보다 작아야 로드를 견elf 수 

있다(chopping 전압이 400 V 일 때 12 μA의 1/3인 4 μA 정도가 되고, 이 빔 폭이 

42 ns 이므로 이 폭이 1 ns가 되려면 빔 봉우리 전류가 168 μA 된다. 이 로드를  모

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성자 실험을 위한 실험실의 크기가 크지 않아 중성자 

비행시간을 여기에 맞추어야 하므로 짧은 비행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중성자 포획단면

적인 비교적 적으므로(수십 mB 정도) 이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다 짧은 펄스 폭을 갖는 

것이 좋아 이 두 사항을 고려하여 빔 주기 및 빔 폭을 결정하였다.

  중성자 펄스빔의 에너지 분해능을 가능한 좋게 하려면 빔 폭이 좁은 것이 좋다. 이런 

번칭 빔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주파 고전압을 얻어야 하는데, 고주파 고전압을 얻

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 공진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주파 전력 증폭기를 만들어 파형 공

급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증폭시킨 후 이를 인턱터를 통하여 흐르게 한 후 공기 공진을 

통해 더 큰 인덕턴스(턴수가 초단에 감긴 턴수 보다 12 배 큼)를 갖는 유도기에 공진되

게 하여 전압을 승압 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유도기(inductor)와 축전기

(capacitor)를 이용한 공기 공진시 유도기의 세기는 식(3.4.3-2)를 이용하여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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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4.3-2)

여기서 L은 인턱턴스로 H(m2kgC-2) 단위이며, μo 는 1.2566 x 10-6 mKgC-2 로 공

기 투자율을 나타나고, a 는 인턱터 반경(m), N은 감긴 턴수, l은 감긴 길이(m)를 나타

낸다. 여기에 대응되는 capacity 크기는 식(3.4.3-3)으로 얻어질 수 있다.

    



                                    (3.4.3-3)

  

  
 

여기서 capacity는 Faraday 단위로 전기용량을 나타내고, f는 고주파의 진동수를 나타내

며, L은 Henry 단위를 사용한다. 고주파 유도선은 고주파가 표피로만 흐르기 때문에 유

도선의 두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유도선의 고주파에 대한 침투 깊이(skin 

depth)가 중요하다. 그 침투 깊이는 식 (3.4.3-4)를 이용해서 얻는다.

     


  


                                 (3.4.3-4)

여기서 μ는 자기 투자율로 4πx10-7 H/m, ρ 는 비저항으로 (Ωm), ω=2πf로(Hz), 

σ는 전도도(Mho/m) 이다. ρ는 온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0.0038(은), 

0.0039(동) : 1ﾟK당 온도계수), 상온에서 은의 경우는 1.59 x 10-8 Ωm, 구리의 경우

1.72 x 10-8 Ωm 이다. 따라서 침투 깊이는 4 MHz 동의 경우 3.30 x 10-5 m, 은의 

경우 3.17 x 10-5 m 이다. 또한 8 MHz 동의 경우 2.33 x 10-5 m, 은의 경우 2.22 x 

10-5 m 이다. 모두 최대 33 μm 정도 이므로 동축선을 사용했을 때 0.1 mm 이상의 

선의 굵기를 선택하면 된다.   

  유도기를 이용한 고주파 승압장치는 일반적 변압기의 원리와 비슷하여, 변압기처럼 가

운데 철심을 사용하지 않고(고주파에 대응하는 자력 철심이 없음) 공기를 이용하며, 유

도기의 경우는 초단과 증폭단의 코일이 필요하다. 초단의 저항은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저

항인 50 ohm이 되어야 전력 손실이 적으므로, 무유도 저항을 50 ohm에 맞게 병렬로 

배열하였다. 무유도 저항을 부착할 경우 초단 전력을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초

단의 유도기에 많은 량의 전력이 공급되면 인덕터가 뜨거워져서 저항 값이 변할 수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각 팬을 이용하여 냉각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무유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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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없으므로 이를 적당히 맞춘 후 고주파 고전압용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50 

ohm이 되게 하였다. 이런 병렬 저항은 연결 시 저항의 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smith 

chart를 사용하였다. 실제 chopping 전극의 경우(4 MHz)는 초단의 실수부 저항은 50.5  

ohm이고, 허수부 저항은 -3.3 ohm 이어서 전체 저항은 50.6 ohm을 유지하였으며, 번

칭 전극의 경우(8 MHz)는 초단의 실수부 저항은 25.2 ohm 이고, 허수부 저항은 6.3 

ohm 이어서 전체 저항은 25.6 ohm을 유지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애절런트 

4195A)를 측정하였다. 유도기는 18가닥의 지름 0.5 mm인  은선을 이용하여 지름 20 

mm 인 아크릴에 3 mm 간격으로 감았다. 증폭 단의 저항은 chopping 전극의 경우(4 

MHz)는 초단의 실수부 저항은 2.8 kohm이고, 허수부 저항은 -4.2 kohm 이어서 전체 

저항은 2.72 kohm을 유지하였으며, 번칭 전극의 경우(8 MHz)는 초단의 실수부 저항은 

1.6 kohm 이고, 허수부 저항은 -2.2 kohm 이어서 전체 저항은 2.72 kohm을 유지하였

다. 초단 저항은 전력 증폭기에서 반사되는 전력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ohm을 유지

해야 하지만 증폭 저항은 가능한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때 증폭 전압

을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의 임피던스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a+bi 와 

c+di 를 갖는 저항을 병렬연결하면 식 (3.4.3-5)와 같은 저항을 얻을 수 있다.

  
      

        
,

  
      

       
                         (3.4.3-5)

여기서 R은 실수부 저항을, i 는 허수부 저항을 나타낸다. 유도기와 전기용량을 병렬 연

결하면 유도기와 전기용량의 실수부 저항(a,c)은 0이므로, R은 0이 되지만 i 는 

bd/(b+d)가 된다. 따라서 b와 d는 반대의 부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양이 비슷할 때 

큰 저항을 가지게 된다.

그림 3.4.3-10. 임피던스 매칭과 고전압 고주파를 얻을 수 있는 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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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10은 실제 임피던스 매칭과 고전압 고주파를 얻을 수 있는 유도기의 모양

을 보여 주고 있다. 고주파 전력증폭기로는 1.6 MHz와 30 MHz에 대응하는 20 W와 

140 W의 두 전력증폭기를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각 증폭기에는 각각의 DC 전원을 이용

하는데, chopping 전극의 경우 580 V의 전압이 인가될 때 20 W 전력증폭기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7 V,  0.5 A이었으며,  140 W 증폭기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12V, 2.0 A

이었다. 번칭 전극의 경우 1960 V의 전압이 인가 될 때 20 W 전력 증폭기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8 V, 1.2 A이었으며, 140W 증폭기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12V, 11.6 A이

었다. 물론 이때 파형 발생기에서 인가하는 전압은 chopping 의 경우는 4 MHz,  2.15 

V, 번칭의 경우는 8 MHz, 2.98 V를 인가하였다.

         

 그림 3.4.3-11. 고주파 power supply와 고주파 인가전압

1

2

3 4MRF
454

  

그림 3.4.3-12. npn RF power transistor(MRF454)의 pin 번호

  그림 3.4.3-11은 각 전극의 인가전압 크기와 인가전압 장치를 보여 주고 있다. 고전

압 인가 장치는 장시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8시간 동안 안정성 을 확인

하였는데, 초기 1-2 분 동안은 전압이 인가되면서 저항이 뜨거워져서 전압 변동이 발생

하였으나, 2 분 이상이 지나고 난 후 8시간 동안 그 변화를 관측할 수 없었다. 또한 실

제 인가되는 전력량과 반사되는 전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력증폭기와 전극 사이에 정

상파복사계(diamond 사의 SX-100)를 부착하여 확인 하였는데, chopping 전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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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 출력에 0.1 W 반사출력이 있었으며, 번칭 전극의 경우 80 W 출력에 20 W 반사출

력이 측정되었다. 이때 chopping 전압은 460 V, 번칭 전압은 2000 V를 나타냈다.  번

칭 전압의 경우 반사 출력이 커지면 140 W 증폭기의 npn silicon RF power 

transistor MRF 454 고장나게 된다. 이를 테스트하는 법으로 그림 3.4.3-12와 같이 

transistor base(2)와collector(1) 사이의 저항이 20 MΩ 이어야 하고, base(2) 와 

emitter(3 혹은 4) 사이의 저항 역시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3.4.3-13. Time pick-off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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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14. Time pick-off module로부터 유도된 빔 모양

  펄싱 빔을 얻을 수 있는 장치와 앞의 적절한 조건을 이용하여 중성자 펄스 빔을 얻어

서 중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여 중성자의 에너지를 평가하였다. 중성자의 비행시간을 측

정하기 위해서 중성자의 비행거리에 대해서 start 신호와 stop 신호를 얻어야 하는데, 

start 신호로는 검출기 신호를 사용하였고, stop 신  호로는 time pick-off module 로

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사용하였는데, start 신호 수가 stop 신호 수 보다 작다. 이는 시

간을 분석해 주는 time analyzer의 로드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Time pick-off 

module은 자기 철심에 구리선을 감아서 그림 3.4.3-13처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8 

MHz 에 대한 유도기의 크기는 실수 저항이 80 Ω 이고, 허수 저항은 -231 Ω 임을 확

인하였다. 애벌증폭기 전단의 라인을 포함한 유도기의 크기는 실수 저항은  11Ω 이고, 

허수 저항 은 -260 Ω 이었다. 그림 3.4.3-14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한 그림

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는 1 GHz  애벌증폭기(EG&G Ortec 9306) 과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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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ier(EG&G Ortec 574)를 걸쳐서 얻어진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주기가 125 ns 

임을 볼 수 있다.  Chopping 전극에 걸어주는 전압 위상에 대한 번칭 전극에 걸어주는 

전압 위상의 상대적 차이가 달라질 때 실제 빔 한 다발이 번칭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250 ns의 주기를 보이는 경우도 관측되었다(그림 3.4.3-15, 그림 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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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5. Chopping과 펄싱 전극간 상대위상에 의한 빔펄스 생성원리

  실제 중성자 발생 반응을 이용하여 중성자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자 발생 반응

의 표적으로 프랑스 sodern 사에서 제작･공급하는 박막 표적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1.2 

mm Cu backing 판에 0.4-2 um Ti 박막이 흡착되고, 이 속에 3H를 주입하여 제작한 

것이다[Kim04a]. 중성자 에너지는 중성자 비행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Ti박

막의 두께, 중성자 검출기의 길이, 검출기와 표적 사이의 거리에 의존한다. 박막의 두께

는 입사 양성자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발생 중성자 에너지가 변화하여, 실제 

발생 중성자 에너지의 폭을 커지게 한다. 검출기와 표적 간의 거리는 중성자 총 비행시

간을 결정하게 하는데 이 또한 중성자 에너지 분해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성자 검출기의 검출 길이도 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5.04 cm의 중성자 검출기 검

출 길이와 1.5 m∼2.1m 범위의 검출기와 중성자 발생 표적 사이의 거리를 실제 측정에 

이용하였다.

  그림 3.4.3-17은 2.2 MeV 중성자에 대해 얻어진 중성자 비행시간 스펙트럼을 나타

낸다. 시간 교정은 stop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면서 변화하는 채널 번호를 관측하여 

0.054 ns/channel의 값을 얻었다. x 축은 이 시간 교정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시간을 표

시하고 있는데, 앞 피크는 양성자와 표적 혹은 중성자와 표적과 비탄성산란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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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마선 때문에 생기는 봉우리이고, 뒤쪽은 순수 중성자에 의해 얻어지는 봉우리이

다. 그림 3.4.3-17은 250 ns 주기를 갖는 전극에 인가되는 상대위상일 때 얻어진 중성

자 비행시간 스펙트럼으로 시간 분해능이 상당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봉우리

에 비해 background 수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없어진 부분의 중성자가 모두  

background로 작용하여 우연 동시 계수가 높아서 얻어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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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6. 반복률 250 ns의 펄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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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7. 2.2 MeV 에너지의 중성자에 대한 비행시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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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8. 반복률 125 ns의 펄스 빔

  또한 그림 3.4.3-18처럼 125 ns의 주기를 갖는 펄스 빔일지라도 250 ns 안에서 생

기는 두 봉우리가 초기 위상 차이가 생겨서 그 수축 정도가 달라져서 전압 크기가 차이

가 생긴다. 그 높이 차이 때문에 stop 신호(time pik-off signal)의 시간 측정 모드를 

Leading edge mode로 하였을 경우 높이에 따라 시간 차이가 생겨서 피크가 두개로 나

타난다. 또한 검출기의 위치 변화에 따라 중성자 피크 폭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 3.4.3-19처럼 얻어진다. 거리에 따른 검출기의 중성자 에너지 분해능은 식 

(3.4.3-6)으로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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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6)

  

  여기서 ΔE는 에너지 분해능, E는 검출기로 입사되는 입사 중성자 에너지, Δt는 시간 

분해능, t는 중성자 비행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3.4.3-19는 2.2 MeV와 2.4 MeV 

중성자에 대한 에너지 분해능이 식 (3.4.3-6)처럼 비행시간에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중

성자 발생 표적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L)가 결정되면, 식 (3.4.3-7)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중성자 비행시간을 얻을 수 있다.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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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9. 중성자 검출기와 표적간 거리의 함수로서의 시간 분해능

  실제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중성자의 경우 시간 분해능은 에

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 비행시간이 짧아지므로 검출기의 시간 분해능을 똑같이 유

지하면 실제 중성자 봉우리의 시간 분해능은 더 커지게 된다. 그림 3.4.3-19에서처럼 

2.2 MeV 중성자 비해 2.4 MeV 중성자 대해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중성자 비행

시간 스펙트럼을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식 (3.4.3-8)을 이용한다.

            



                             (3.4.3-8)

  식 (3.4.3-8)은 중성자 비행시간 스펙트럼에서 채널 번호 r(I)를 감마선을 기준으로 

중성자 비행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 교정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IΥ 는 감마선 봉우

리의 중심 채널 번호를 나타내며, L(m)은 중성자 발생 표적과 검출기의 거리를 나타낸

다. 감마선은 전자기파이므로 공기 중에서 0.3 m/sec로 이동한다. 또한 Tcal 은 채널에 

대한 시간 교정 값으로 지연 동시법에 의해 얻어진 0.054 ns/channel을 사용한다.

앞에서 구한 비행시간을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식 (3.4.3-9)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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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9)

  또한 이 에너지에 대응되는 중성사의 선속은 식 (3.4.3-10)으로 주어진다.

     


  
 


 


                      (3.4.3-10)

여기서 n(En)은 중성자 에너지 En을 갖는 중성자 수를 나타내고, εn(En)은 중성자 에너

지 En에 대한 검출기의 효율을 나타낸다.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BC-501 검출기의 검출 

효율은 중성자속 측정 검출기를 이용하여 구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IAEA 자료를 이용

하고, 1 MeV 문턱에너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때 3H(p,n)3He 반응에 이

용된 축적된 양성자 전하량, (d,α) 반응을 통해 해석된 3H량, 3H(p,n)3He 반응단면적 

등을 이용하여(이 때 발생 중성자 에너지는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값을 

사용) 발생 중성자 양을 계산하고, BC-501 검출기로 측정한 중성자량을 이용하여 효율

을 구하였다. 몇 개의 양성자 에너지에 대해 중성자 파고 스펙트럼을 측정한 후 중성자 

파고 스펙트럼의 끝단 점을 다항식으로 fitting 하여, 중성자 에너지의 대표 지점을 선택

하고, 이를 일차함수로 fitting하여 절단되는 하한 지점을 정하였는데, IAEA에서 검출기

효율 측정 시 사용한 문턱에너지와 동일한 1 MeV의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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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0. BC-501 검출기의 중성자 검출효율

  그림 3.4.3-20은 IAEA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름 5.08 cm x 길이 5.08 cm 인 

중성자 검출기의 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영역에서 에너지 폭이 큰  

것은 중성자 표적을 여러 번 사용하여 Ti 층이 Cu 층으로 이동하여 얻어진 결과로 생각

된다. IAEA의 자료를 1-3 MeV 까지 3차함수로 fitting하여 각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중성자 선속 계산에 사용하였다. 그 효율 곡선은 식 (3.4.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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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에너지

(MeV)
방출각(각도)

중성자 에너지

(MeV)

반응단면적 

(mb)(ENDF6-data)

2.3 0 1.507 79.90
2.6 0 1.811 95.40
3.0 0 2.215 104.9
3.4 0 2.618 99.60

    

      

  


 

  

  

  

  

                             (3.4.3-11)

그림 3.4.3-21.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그림 3.4.3-21은 중성자 비행시간 스펙트럼을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전환 그림을 보

여 주고 있다. 양성자 에너지 2.3 MeV, 2.6 MeV, 3.0 MeV, 3.4 MeV에 대해서 
3H(p,n)3He 반응으로 방출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다. 운동학을 이용

한 계산에 의하면 각 에너지에 대응 되는 에너지는 표 3.4.3-2와 같다.

표 3.4.3-2. 운동학에 의한 3H(p,n)3He 반응 방출 중성자 에너지

  반치전폭은 발생 에너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0 keV-400 keV 정도의 값을 얻었

으며, 양성자 에너지 3.0 MeV 이후부터는 중성자 발생 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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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3 MeV 양성자 에너지에 대해서 측정한 각 각도별 수율은 그림 3.4.3-22

에 표시한 바와 같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펄스 

빔을 이용하여 중성자 에너지는  1.4 MeV ∼ 2.6 MeV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이때 중성자 발생율은 Au에 대한 속중성자 방사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7∼109 neutrons/cm2/srad 정도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22. 3H(p,n)3He 반응의 산란각 함수로서의 중성자 에너지

  속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려면 입사되는 중성자 선속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중성자 

포획 후 샘플에 만들어진 여기상태(excited state)에서 전이하는 모든 감마선에 대한 전

이확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샘플이 중성자 포획 후 발생하는 감마선 수를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게함수법(weighting function 

method)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이는 방출되는 감마선에 대한 에너지 총합을 구하고, 

이를 샘플의 여기상태 에너지로 나누어주면 실제 방출 하는 감마선 수를 구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즉 어떤 준위를 걸쳐서 내려오던지 간에 결국 여기상태 에너지에서 바닥상

태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마선이 검출기에 입사되면 쌍생성, 광전효과, 

컴퓨턴 효과를 일으켜서 한 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 모양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에너지에 대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확률인 검출기의 응답함수(response function)

가 얻어야 하며, 이 응답함수의 각 에너지에 일정한 무게함수를 부여하여 입사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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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es  KIGAM ANL[Smi75a]
Main detector NaI(Tl) High purity Ge

volume of 

main detector
345 cm3 52 cm3

Relative efficiency of

main detector

at 1.332 MeV

100 % 10.5 %

Neutron shielding

materials

High Density 

Polyethylene,

Cd, Boron

Lithium hydroxide

mono-hydrate power,

Lithium carbonate 

power, 6Li and paraffin

Size of neutron shield
Diameter 100 cm

Length 120 cm

Diameter 100 cm

Length 120 cm

Gamma-ray shielding

system

Pb,

Compton suppression 

detector

Pb

에너지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4.3-3. KIGAM의 즉발 감마선 검출시스템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포획 후 발생되는 다양한 감마선에 대해 그 에너지를 쉽게 구별

하고, 산란된 중성자에 대해 의해서 발생하는 빔 관련 background 감마선을 줄이기 위

해서 컴퓨턴억제검출기를 제작･사용하였다[Kim04a]. 표 3.4.3-3은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을 위해서 구성한 컴퓨턴억제검

출기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 이용한 컴퓨턴억제검출기와 성능을 비교하여 제

시하였다. 검출효율 면에서 본 연구에 이용된 검출기가 낳은 면은 있으나, 분광분석 관점

에서는 ANL의 HP Ge 검출기가 더 좋다. HP Ge 검출기로 감마선을 검출할 경우 감마

선 검출 시간 신호가 검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수단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차폐 관점에서 컴퓨턴억제검출기를 이용하였는 바 그림 

3.4.3-23에서 그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3-23은 27Al(p,γ) 반응에 서 양성

자 에너지가 1.8 MeV일 때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9 MeV 영역에서 

Compton을 억제하지 않았을 때 보다 Compton을 억제했을 때 50 % 정도 적은 값을 유

지하였다. 또한 11.522 MeV에 대한 double escape peak 의 검출 확률이 현저히 줄어

듦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출기의 응답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Monte-Calro 중

성자수송코드를 이용하는 방법[Sai81a]과 실제 여러 방사선 선원에 대한 감마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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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이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방법[Hie78a]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후

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Gamma-ray energy [MeV]
0 2 4 6 8 10 12 14

C
ou

nt
s/

uC

0.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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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3.321 MeV Ex =1.799 MeV

With Compton suppression

Without Compton suppression

그림 3.4.3-23. 27Al(p,γ) 반응 펄스높이 스펙트럼(양성자에너지 1.808 MeV). 

Si-28 의 여기에너지 13.321 MeV 상태에서 1.799 MeV 에너지준위로의 11.522 

MeV의 감마선 붕괴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에너지 Eo를 갖는 선원이 E+dE 에너지 속에서 기록된 확률을 R(E, Eo)라고 하면, 실

제 스펙트럼인 dE 속에 있는 검출 수인 dN/d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3.4.3-12)

여기서  R(E, Eo)을 검출기의 응답함수라고 한다.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에는 인

공 방사성동위원소 22Na(방출 감마선 : 에너지 511 keV, 1275 keV), 137Cs(662 

KeV), 88Y(898 keV, 1,858 keV)을 이용하였으며, 높은 에너지에 대한 감마선 선원으

로는 27Al(p,γ), 19F(p,γ) 반응에 나오는 높은 에너지 감마선 선원을 이용하였다. 이때 
27Al 표적으로는 8,800Å 박막 표적을 이용하였으며, F 표적으로 HF2을 Ta판에 흘려서 

식각하여 사용하였다. (p,γ) 반응에 이용된 에너지는 998 keV(F), 992 keV(Al) 과 

1,808 keV(Al) 이었다. 보통 이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6.14 MeV, 6.92 

MeV, 7.12 MeV, 10.762 MeV 등이다.  표 3.4.3-4는 본 연구에 이용된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모든 에너지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컴퓨턴 반응

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단일 에너지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137Cs의 경우는 662 keV 단

색 감마선이 방출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에너지에 대한 컴퓨턴 봉우리를 재현하였

다. 실제 측정된 스펙트럼으로부터 붕괴한 양을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각 봉우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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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22Na  137Cs  88Y

제조년월일 2004.12.1 2004.12.1 2004.12.1

방사능
10.17 uCi

= 376.3 kBq

9.571 uCi 

= 354.1 kBq

9.624 uCi 

=356.1 kBq

반감기
950.8

∓0.9 day

30.17

∓0.16 year
106.630∓0.025 day

붕괴당 감마선 

분기율
0.9994 0.851

898 keV(0.94),

1836.1keV(0.994)

붕괴시 특정 

준위로의 전이율

 662      

(94.4%)

1274 keV    

(99.962%)

898keV(94.4%), 

1836.1 

keV(93.9528%)

Gaussian fitting하여 빼낸다. Gaussian fitting할 부분은 full peak(FP), Compton 

edge peak(CEP) 두 부분이다. 이들 부분을 fitting하고 난 후에 나머지 Compton 연속 

부위는 3차 다항식으로 fitting하여 식 (3.4.3-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3.4.3-4. 동위원소 특성 비교

    ∙  ∙   ∙ 

  ∙  

  ∙  

  ∙  

  ∙  

                                        (3.4.3-13)

여기서 absolute eff는 채널 별 절대효율을 나타내고, Ch# 은 채널 번호를 나타낸다. 얻

어진 Compton 연속부위를 필요한 구간만큼 펼치거나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면 된다. 필

요한 구간과 그 구간에서 계산해야 할 Compton 연속 부분의 확률은 연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산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1,275 keV이면 이를 에너지 교정 식을 이용하여 

채널(169) 값으로 바꾼 후, 137Cs에서 붕괴되는 에너지 662 keV에 대응되는 채널과의 

비(86)를 구한다 (1.965). 이것은 Cs의 Compton 연속 부위 중 1번 채널에 있는 확률

(계수)을 두 채널에 나누는데, 그 비를 1번째 채널을 1로 두고, 나머지 부분인 0.965에 

대응되는 부분을 두 번째 채널에 두게 한다. 계산하고자 하는 2번 채널의 계수 중 0.035 

부분을 Cs의 두 번째 채널에서 가져와서 이전의 0.965에 맞추어 1을 만들고, 1에 대한 

부분을 3번째 채널에 두고, 나머지 0.93 부분을 4번째 채널에 둔다. 즉 대응되는 채널 

비가 3.5라 하면  이는 4 채널에 걸쳐서 Cs의 한 채널에 대한 Compton 확률로 나누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을 되풀이하여 Cs의 전 채널에 대한 Compton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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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 모두 계산한다. 

  또한 Compton peak, full peak, single escape peak, double escape peak에 대한 

확률과 분해능은 표 3.4.3-4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와 각 (p,γ) 반응들을 통해서 얻

어진 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한다. 이를 각 에너지에 대응되는 채널 함수로 전환한 후 다항

식을 이용하여 fitting함으로써 여러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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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4. 137Cs 선원으로 부터의 펄스 높이 스펙트럼

실선은 CEP, CCP, FP와 각 봉우리의 합을 표시한다. CCP는 3차 다항식으

로 fitting하였으며, FP와 CEP는 Gaussian function으로 fitting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각 봉우리에 대한 확률을 합쳐서 응답 함수를 구성한다. 이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visual basic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4.3-24는 137Cs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에 대한 측정 스펙트럼과 분리해야 하는 각 봉우리를 fitting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응답함수를 실제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Compton edge 와 

full peak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보다 정확한 응답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을 응답 계산 프로그램에 첨가하고 있다. 그

림 3.4.3-25는 측정한 스펙트럼으로부터 각 봉우리에 대해 얻었던 확률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4.3-26은 full peak에 대한 분해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19F(p,αγ)반응에서 

발생하는 6.92 MeV, 7.12 MeV 감마선이 너무 붙어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림 3.4.3-27과 그림 3.4.3-28은 응답함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응답 함수

와 방사성 동위원소 및 (p,γ) 반응을 이용하여 실제 측정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내

었는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1 MeV에서 10 MeV까지의 각 에너지에 

대해서 응답합수를 구하여 그림 3.4.3-29에 표시하였다.

  이 응답 함수의 각 에너지에 가중치를 주어 실제 에너지를 재현할 수 있는데, 이 무게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항식으로 주어진다. 입사 빔의 낮은 에너지에 대해 비탄성산란 효

과 때문에 낮은 에너지 감마선에 대해 가능한 적은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은 

I0.5으로 두고 계산하였다. 이 가중치에 대한 채널에 대한 변수는 알고 있는 몇몇 에너지

에 대해서 Kai-square 법으로 식 (3.4.3-14)를 사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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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5. KIGAM PGS의 FP, CEP, DEP와 SEP의 절대 효율

점선은 실험값 실선은 fitting data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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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6. 감마선 에너지 함수로서의 full peak 분해능. 약 7 MeV에서의 측정값

과 fitting 값 간의 분해능 차이는 19F(p,ag) 반응에서 나오는 6.92 MeV와 7.12 MeV 

감마선들의 간섭 효과로 인한 것이다. 점선은 실험값을 실선은 fitting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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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7. 137Cs(a)과 22Na(b)에 대한 응답함수의 계산값과 측정값 비교

점선은 실험값, 실선은 계산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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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8. 27Al(p,γ) 반응(a)과 19F(p,αγ) 반응(b)의 응답함수의 계

산값과 측정값 비교 점선은 실험값, 실선은 계산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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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29. 여러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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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에너지(MeV)  W(I)․R(I, Eo) (MeV) Difference (%)
1 0.978 2.2
2 2.098 4.9
3 2.898 3.4
4 3.999 0.03
5 5.040 0.8
6 6.011 0.18
7 6.983 0.24
8 7.987 0.16
9 9.014 0.16
10 9.998 0.02



 ∙   

  










∙    

                   (3.4.3-14)

  여기서 I는 채널 번호, W(I)는 무게함수, R(I, Eo)는 이 검출기의 응답함수, Eo 혹은 

Ej는 입사 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얻어진 무게함수는 다음과 같다.

   
    

  
  

  
 

  ∗ 
 

  

  

  

  

  

                                    (3.4.3-15)

  그림 3.4.3-30은 한국지질자원연의 즉발감마선 검출기에 대한 무게함수를 나타낸다. 

이 무게함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계산해서 구한 응답함수를 곱하여 얻은 스펙트

럼은 그림 3.4.3-31 및 표  3.4.3-5에 주어진 바와 같다. 그림 3.4.3-31에서처럼 실

제 full peak 위치에 대해서 큰 가중치가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낮은 에너지 쪽

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나, 실제 최대 차이는 5 % 이내였다. 무게함수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27Al(p,γ) 반응률을 해석하였다. 

표 3.4.3-5. 입사 감마선에너지와 W(I)ᆞR(I,Eo)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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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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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85909875375279*10^-8
a2=-91820.5254672188
a3=261302.489581598
a4=-176532.936835041
a5=47253.2980125559
a6=-4201.09651878858
W(I)=a1*x^0.5+a2*x+a3*x^1.5+a4*x^2+a5*x^2.5+a6*x^3

그림 3.4.3-30. KIGAM 즉발 감마선 검출기 무게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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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1. 몇몇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응답함수와 무게함수의 곱

  그림 3.4.3-32는 0.992 MeV 양성자 빔에 대해서 얻어진 27Al(p,γ) 반응 스펙트럼

에 무게함수를 곱하여 얻은 스펙트럼이다. 0.992 MeV 양성자 빔이 8800Å27Al에 주입

되어 포획되면, 복합핵 반응에 의해서 28Si 의 12.542 MeV의 여기 준위를 형성하게 되

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붕괴하게 된다. 이 때 붕괴되는 에너지가 그림 3.4.3-32에 나타

나 있다. 10.762 MeV(12.542 MeV에서 1.779 MeV로 전이), 7.933 MeV(7.933 

MeV에서 0 MeV로 전이), 6.265 MeV(12.542 MeV에서 6.277 MeV로 전이), 4.743 

MeV(12.542 MeV에서 7.799 MeV로 전이), 2.839(4.618 MeV에서 1.779 MeV로 전

이), 1.779 MeV(1.779 MeV 에서 0 MeV로 전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스펙트럼의 에너지 총합을 구하면, 13,920,430,248 gammas･MeV 인데, 이를 여

기준위에너지 12.542  MeV 로 나누면, 1,109,905,138 gammas 가 얻어진다. 이는 
28Si의 12.542 MeV 여기 준위에서 어떤 준위를 따라 떨어지더라도 결국 12.542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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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므로 그 수는 1,109,905,138 gammas가 된다. 또한 8800Å27Al의 면 밀도와 

입사된 양성자 수를 계산하여, 0.858∓0.026 barn의 반응단면적을 얻었다.

  또한 감마선 붕괴 준위의 특성으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서 27Al(p,γ) 반응률을 계산할 

수 있다.

     
    


                                      (3.4.3-16)

G a m m a -ra y  e n e rg y  [M e V ]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W
ei

gh
t x

 p
ul

se
 h

ei
gh

t

0

2 e + 7

4 e + 7

6 e + 7

8 e + 7

1 e + 8

그림 3.4.3-32. 무게함수로 가중한 27Al(p,γ) 반응의 펄스 높이 스펙트럼  

(0.992 MeV 양성자). 10.76 MeV, 7.93 MeV, 6.20 MeV, 4.74 MeV, 2.84 

MeV, 1.78 MeV와 1.52 MeV의 감마선을 보여 준다.

여기서, ƛ 는 드브로이 파장으로 양성자 에너지로부터, J는 여기준위의 스핀으로 3, Γ는 

여기준위의 총 폭을(70eV), Γγ는 여기준위의 감마선 폭(3.4 eV)이다. 각 준위 폭에 대

한 data 는 참고 문헌[End90a]로부터 얻어졌다. 식 (3.4.3-16)으로부터 얻은 27Al(p,

γ) 반응단면적은 0.890∓0.004 barn이었다. 두 결과를 비교하면 1 % 이내에서 잘 일

치하여, 무게함수법을 이용하여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구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에너지 및 포획감마선 에너지 스펙트

럼을 동시에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차원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림 3.4.3-33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성자 발생 표적에서 중성자가 발생하여 시료에 주입되어 

감마선을 방출할 경우 방출 감마선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은 앞에서 기술한 감마선 검

출기로 측정하면서 동시에 감마선 비행시간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입사 중성자 에너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시스템에서 중성자 발생 표적과 시료 사이의 거리가 상

당히 가까워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뒤쪽 모니터 BC-501 검출기에서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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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너지를 측정하며, 감마선 검출기에서 측정한 방사선 비행시간은 빔 관련 감마선 

background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이차원 측정은 Fast Com. Tech 사에서 개발한 이차원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ADC는 7072T Dual Timing ADC로 ADC/TDC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ADC는 ADC mode에서는 500 ns의 고정 전환시간(fixed conversion time)을 가지며,

그림 3.4.3-33.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도표

TDC mode에서는 25 ps 보다 작은 시간분해능을 갖는다. 또한 8k의 전환이득 및 영역

(conversion gain and range)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중변수분석기(MPA-3)의 Real 

Time Clock(RTC)은 50 ns의 시간분해능을 가지며, 48 bit range로 자료를 표시할 수 

있다.

  이차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중성자 비행시간과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발생 동시 시간

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를 27Al(p,γ) 반응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중성자 표적은 time 

pick-off module과 1.21 m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표적과 시료는 11 cm 떨어져 있으

며, 시료와 감마선 검출기와는 1 m 떨어져 있다. 이용하는 중성자의 에너지 범위가 1.4 

MeV(양성자 에너지 2.2 MeV)∼2.6 MeV(양성자 에너지 3.4 MeV)이므로 time 

pick-off module로 부터 중성자 표적까지의 양성자 비행시간은 47.4 ns∼59.0 ns 범위

에 있다. 그리고 중성자 표적과 시료 사이의 중성자 비행시간은 6.7 ns∼4.9 ns이고, 시

료에서 감마선 검출기까지의 감마선 비행시간은 3.3 ns이다. 따라서 time pick-off 

module에서 감마선 검출기까지의 총 비행시간은 55.6 ns∼69 ns이다. 따라서 time 

pick-off module에서 45 ns∼80 ns의 시간 간격만 주면 감마선 비행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감마선 검출기의 시간분해능 고려).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184 MeV 양성자

를 이용하여 27Al(p,p'γ) 반응을 측정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이 측정되게 하고, 35 

ns 시간 폭을 주면 측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3.4.3-34는 time pick-off module에 

대해 중성자 검출기인 BC-501과 감마선 검출기인 NaI(Tl) 검출기의 시간 분해능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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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비교해 놓은 스펙트럼이다. NaI(Tl) 검출기의 시간분해능이 BC-501검출기에 비

해 약 5 배 정도 더 큼을 볼 수 있다. 그림 3.4.3-35는 감마선 검출기로 구한 이차원 

측정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차원 측정 스펙트럼으로부터 실제 감마선 비행시간과 감마

선 스펙트럼을 분리해 내기 위해 Fast Com. Tech에서 제공한 Mplant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이차원 스펙트럼으로부터 각 차원의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스

펙트럼의 부분을 이차원 스펙트럼에서 Reason of Interested (ROI)를 선택한 후, 각 차

원에서의 스펙트럼을 선택하면 얻을 수 있다. 얻어진 스펙트럼은 .MP 확장자를 가진 파

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background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각 축에 

대해 봉우리를 제외한 부분을 선택한 후 이에 대해 사영을 내린 에너지를 그림 

3.4.3-36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3-34. NaI(Tl)을 가진 BC-501 시간분해능 비교

그림 3.4.3-35. 이차원 측정 스펙트럼  

  그림 3.4.3-36의 아래 스펙트럼은 이 beam associated background, 위쪽은 
27Al(p,p'γ) 반응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즉 27Al(p,p'γ)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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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7Al의 첫 번째 여기준위(844 keV)와 두 번째 여기준위(1014 keV)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 측정되었다. 27Al(p,p'γ) 반응으로부터 감마선 펄스 높이 스펙트럼과 비행시간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차원 측정시스템을 완료하였다. 그림 3.4.3-37은 27Al(p,p'

γ) 반응의 이차원 스펙트럼에서 전 채널을 선택하여 얻은 시간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스펙트럼 중 봉우리의 반치전폭은 14 ns이고, 이는 빔 폭 9.03 ns 정도임을 나타낸

다. 빔 번칭 시스템의 번칭 전압이 1.040 kV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얻어진 결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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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36. 동시 스펙트럼에서 선정한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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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7. 동시 스펙트럼에서 선정한 시간 스펙트럼

 

  이렇게 얻어진 이차원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시료

로는 Au를 선택하였다. Au는 천연상태에서 100 %로 존재하는 순수 물질이어서, 보통 

표준 시료로 많이 이용된다. 중성자 포획 반응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시료에 입사되

는 중성자의 선속과 에너지를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중성자 에너지는 중성자 모니터 검

출기를 시료 뒤쪽에 위치하게 하여 측정하고, 반응 도중에 중성자 표적의 연소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동시에 확인한다. 그림 3.4.3-38은 양성자 에너지가 2.6 MeV일 때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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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니터 검출기에서 얻어진 중성자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아래 쪽 봉우리는 시료가 존

재 할 때 얻은 스펙트럼을, 위쪽 봉우리는 시료가 없을 때 얻은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두 스펙트럼의 투과율을 이용하면 중성자 전단면적을 얻을 수 있는데, 시료를 0 mm, 4 

mm, 8 mm, 12 mm 두께 별로 중성자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Au 두께가 두꺼울수록 비

탄성산란이 일어날 확률이 커져서 낮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표 3.4.3-6은 선택한 시료의 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성자 전단면적은 다

음 식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4.3-17)

여기서 N은 시료의 면 밀도를 나타내고, I는 시료가 있을 때 투과된 중성자 수, Io는 시

료가 없을 때 중성자 수를 나타낸다. 그림 3.4.3-39는 Au에 대한 중성자 전단면적을 나

타내며, ENDF-6 자료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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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8. 모니터 검출기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

표 3.4.3-6. Au 시료 특성

Diameter

(cm)

Area

(cm2)

Weight

(g)

Areal density

(g/cm2)

Length (cm) =

areal density/density
3.01 7.1158 40.83 5.7374 0.2976
3.0075 7.1040 54.59 7.6837 0.3985
3.005 7.0922 67.80 9.5589 0.4957

  또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을 위한 중성자 선속은 3H 면 밀도, 입사 양성자 수, 
3H(p,n) 반응단면적 등의 자료에 의한 계산을 통하여 얻거나, (n,p) 반응과 광다이오드

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런 측정 자료를 얻을 수 없어 모니터 검출

기를 이용하여 구한 중성자 선속으로부터 계산하여 사용한다. 시료(중성자 발생 표적에

서 12 cm)의 146.8 cm 뒤에 위치한 모니터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알짜 중성자 수

는 1.8 MeV의 경우 97,556,290∓38,169, 2.4 MeV의 경우 55,754,912∓29,0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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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스펙트럼에서 중성자 에너지에 대응되는 알짜 계수를 계산하고, 이를 거리(+ 

175.12 배)와 검출기의 체적( -48.6배)에 따른 보정을 해서 시료 속으로 들어가는 중

성자 선속을 계산하고, 각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 검출기의 효율을 고려하여 중성자 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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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9. 197Au의 중성자 전단면적

  방출 감마선 수를 얻기 위해서는 입사 중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기준위를 계산하

여야 한다. 0 keV 중성자(잉여 질량 Δ=8,071.323 keV)가 197Au(Δ=-31,158 keV)

에 입사되어 복합핵을 형성하면 198Au(Δ=-29,598 keV)가 되면서 198Au 6.511323 

MeV 준위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중성자 에너지는 최대 1.813 MeV와 2.418 

MeV이므로 8.315 MeV나 8.917 MeV 준위가 된다. 이 준위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서 비탄성산란이 일어나고, 중성자 차폐체 폴리에

틸렌에 의해 2.2 MeV 감마선이 만들어지므로 포획감마선 해석에 있어서는 그 아래의 

에너지를 버리고 fitting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현재 이를 잘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림 3.4.3-41은 2.2 MeV 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가 시료

에 들어갔을 때 얻은 스펙트럼이다. 이 때 봉우리 스펙트럼을 3차 다항식으로 fitting하

면 그 끝단점이 8.7 MeV 정도여서 2.2 MeV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가 입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4.3-40의 중성자 포획감마선 비행시간 스펙트럼 중 일

부만 선택하여 해석한 감마선 펄스 높이 스펙트럼을 그림 3.4.3-41에 나타냈으며, 선택

된 번칭 빔의 빔 폭은 6〜7 ns로 얻었다. 하지만 비행시간 측정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

림 3.4.3-40의 실제 비행시간 스펙트럼 상에서 뚜렷한 감마선 봉우리를 얻을 수 없어서 

시간을 교정할 수 없었다. 그림 3.4.3-40과 그림 3.4.3-41은 모두 background를 수정

하여 얻은 결과에 해당된다. 또한 방출되는 감마선 수는 그림 3.4.3-40과 같은 즉발감

마선 스펙트럼에 무게함수를 곱해서 얻어진 스펙트럼의 에너지 총합을 여기 에너지 준위

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다시 이를 식 (3.4.3-18)을 이용하면 포획 단면적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이를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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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18)

여기서 σ는 포획단면적(cm2), Iγ는 감마선 수, In은 입사 중성자수, AD는 입자 면 밀도 

(1/cm2)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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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0. 중성자 포획 후의 198Au 감마선 비행시간 스펙트럼 

(중성자 에너지 2.2 MeV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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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1. 중성자 포획 후의 198Au 감마선 펄스 높이 스펙트럼 

(중성자 에너지 2.2 MeV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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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온라인 핵자료서비스

  핵자료 인터넷 서비스로는 현재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각종 핵특성을 가공하여 제공

하고 있다. 1996 년 8 월부터 시작한 핵자료 인터넷서비스의 정보제공건수는 표 4.1-1 

과 같다. 본 통계조사는 web server log 파일을 분석하여 실제 자료획득 건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에서 연간 DB 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이용자수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00 년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월간 

3,000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 단계 연구기간 동안에 핵자료 인터넷서비스 시스

템을 개량하였고, 2003년부터 추진된 제4세대 원자력개발계획(Generation-IV Nuclear 

project)이 본격화함에 따라 2004년도에는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월평균 이용자수는 꾸준히  8,000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2003년 이

후 2배가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년도  
년간 DB 이용건수 월평균 이용건수 월평균 이용자수 비고

1997 19,103 1,592 335

1998 67,675 5,460 581

1999 91,734 7,644 984

2000 391,665 20,138 3,689

2001 239,678 19,973 3,257

2002 221,751 18,479 3,864

2003 275,211 14,789 3,648

2004 1,172,668 97,722 7,717

2005 2,084,268 173,689 8,026

2006 894,324 74,527 7,985

표 4.1.1-1 연도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건수

  2.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에서는 열중성자 노심계산용, 하나로 노심계산용, 고속로 및 고온가스로 노심계산

용 등에 사용되는 MCNP4C, WIMSD-5, HELIOS 코드용 라이브러리와 액체금속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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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석 및 원자로 차폐 해석용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배포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여 원자로 개발연구의 설계 불확실도를 줄이고, 안전여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으

며, 하나로 안전운영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본 랩의 MCNP4C용 라이브러리를 India 

KAMINI 원자로의 노심계산용으로 제공하고 검증에 이용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제 2절. 핵자료평가

  1.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중성자 공명상수를 도출하는 이론이 아직까지 완벽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측 데이터

를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하는 핵종, 원

하는 에너지영역에서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적시에 측정･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기존에 보고된 평가핵자료를 토대로 새로 측정한 일부 에너지에서의 실측 데이터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근의 핵자료 평가 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미국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핵자료 평가에 활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 핵자료평가 그룹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핵

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면 국내에서 요구되는 핵자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핵자료 생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SAMMY코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측정한 전

단면적 자료를 fitting하여 공명상수를 결정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핵자료 생산의 기

틀도 마련하였다. 

 

  2.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핵자료 평가결과는 자연에 존재하는 핵종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들과 함께 ENDF/B-VII라이브러리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 12월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CSEWG)의 

주관 하에 공식적인 발표를 가졌다. 또한 ENDF/B-VII의 소개와 평가 과정 및 방법 등

을 설명한 논문이 “Nuclear Data Sheet” [Cha06]에 실렸다. 또한 ENDF/B-VII에 

실린 핵분열생성물에 평과 과정 및 결과를 학술회의 [Kimhi06a, Kimhi06b, Kimhi06c, 

Kimhi07b]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BNL과 공동 연구로 수행한 32개 핵종에 대한 기술 

보고서“Evaluation of Neutron Induced Reactions for 32 Fission 

Products”[Kimhi07a]를 발간하여 앞으로도 계속 될 핵자료평가에 좋은 지침서가 되도

록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로 실린 총 393개의 핵종 중에 35개의 중요도가 높은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평가를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이 완료함으로써 핵자료평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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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핵자료 평가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

상도 높였다.  

  3. 감마생성 핵자료 생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공학분야에서 필수적 기초 자료로 

쓰이는 감마 스펙트럼을 향상된 물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핵종들(89Y, 93Nb, 127I, 133Cs, 141Pr, 
197Au, natTl, 209Bi)에 대해 우선 비교･평가하였다. 이 핵종들은 모두 기존의 감마 강도함

수로 설명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bump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bump들

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감마 강도함수를 새로 유도하였다. 이 결과는 학술회의

[Kimhi06d]에 이미 발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담은 논문[Kimhi07c]이 조만간 

출판될 것이다.

  4.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토륨주기 핵물질에 대하여 평가과정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인 포텐셜 매개변수들을 각

각의 핵물질에 따라 결정하였고, 이들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전단면적 값은 실

험 데이터와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종별로 결정한 핵분열장벽은 

핵분열단면적 계산을 만족스럽게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토륨주기의 모든 핵종들에 

대해서 핵분열단면적을 생산하지 못하여 앞으로 남은 핵종들에 대한 핵분열단면적 생산

이 필요하다. 특히 토륨의 경우는 2 MeV 부근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특이한 핵종이

므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명들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추후의 추가적 재평

가가 요구된다. 이번에 수행한 핵물질의 핵분열단면적 생산 및 평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한 것으로 국내의 원자력 관련 특히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설계 분야

에서 요구하는 개선된 데이터 생산･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연구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를 위해 전 핵종에 대해 150 MeV까지의 입사중성자 및 양성자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TALYS 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ALYS는 150 MeV까지

의 에너지 영역에 대한 핵자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광학모델, Hauser-Feshbach 이론

모델, DWBA(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및 결합채널(coupled-channel) 

계산모델, 전평형모델 등 다양한 핵반응모델을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보조코드 없이 직

접반응, 전평형반응, 복합핵반응 등 모든 핵반응을 일관성 있게 묘사할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 평가 작업 수행을 위해 전 평가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였으

며, 양성자 가속기에서 주요 방사선원으로 작용하는 탄소 및 구리를 대상으로 검증 계산

을 수행하였다. 이번의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전산체계 구축이 차후의 고에너지 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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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정수 라이브러리의 개량을 위해 ENDF/B-VII.0, 

JEFF-3.1 등 최신 평가핵자료집을 이용한 다양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하여 

이들 핵자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들 평가핵자료집에 포함된 대부분의 핵종들에 

대한 MCNP용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기존의 원자로심 및 차폐 해석 분야의 이용자들뿐

만 아니라 MCNP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최신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 평가핵자료집에 근거한 고속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 다양한 검증 

계산을 거친 후 KALIMER 연구 개발 과제에 제공하였고, 고온가스로의 감속재로 사용

되는 흑연에 대한 열중성자 산란 자료 개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고온가스로 연구 개

발 과제에 제공하였다. 급변하는 핵자료 분야의 연구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적기에 해당 

분야 연구 종사자들이 양질의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에서 새롭게 평가된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문제에 대

해 유형별로 임계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이 라이브러리의 적용성, 적용범

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ENDF/B-VII.0를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

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흑연감속원자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흑연 핵자료에 대한 민감도계산을 수행하여 JENDL-3.3의 흑연 자료는 보다 신중하

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고속

로 및 핵융합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벤치마크 계산을 통해 평가핵자료집들 간의 차이 장

단점을 확인함으로써 차후에 진행될 상세 해석을 위한 최선의 핵자료 선정･제공에도 기

여할 것이다. 

  3.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핵자료의 불확실도는 시스템 설계의 오차 및 안전여유도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기본

적, 기초적 자료로서 핵자료의 공분산 자료를 생산･활용하려는 것이 최근의 세계 핵자료 

분야의 연구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공분산 자료의 

처리를 포함한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코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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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석 체계에 따라 JENDL-3.3의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처

리하여 핵반응단면적 자체에 내재된 고유 불확실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구형의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하여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 자료가 노심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4 절. 핵자료 실측

  1. 포항가속기 TOF 시설 운영 및 단면적 측정 

    가. 핵자료 측정을 위한 설비 운영

   TOF 방법에 의한 중성자 반응단면적 측정 실험을 위해서 국내외 이용자들이 포항중성자 

설비를 2005년과 2006년에 약 500시간과 360시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남부대학교 등의 국내대학교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실험하였고, 베트남(5인), 

중국(4인), 인도(2인), 러시아(2인), 몽골(1인) 등 국외 전문가들도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1개월∼3개월 국내연구팀과 공동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Hf[MEA05], Ta[MEA06]시료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러

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벵글라데시에서 유학 온 Meaze가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다. 

   포항중성자 설비에서 방사화 방법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실험에는 베트남

과 인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포항중성자 설비에서 생성되는 중성자 및 감마선의 특

성을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NGU06], [NGU07].   이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D. K. Pham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항중성자 설비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4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현재 2편 이상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2명의 박사학위를 배출하였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IAEA 핵자료센터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인 EXFOR에 등재되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과학자들이 이용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등 포항중성자설비가 국내외적으로 핵자료 측정설비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에 많이 기여하였다.  

    나. 핵자료 측정 설비의 성능향상 

  포항중성자설비에서 핵자료 측정 실험을 수행하면서 매년 성능향상을 위하여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이용자들과 중성자 설비를 운영하는 그룹과 협의하여 핵자료 측정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로 VME 시스템의 전원 하드웨어를 보완하였

고,  전자가속기의 운전상의 문제점들은 가속기연구소의 가속기 관련 전문가에게 보완을 요

구하여, PSI시스템의 개선, 변조기 전력 안정화 등을 달성하였다. 한편 현 상황에서 빔 전

력을 1000 Watt, TOF 빔 라인을 20 m이상 확장하기위한 계획을 연구하였다. 현재 가

속기 성능은 반복률 향상(10→15 Hz), 빔 폭(1.6→2.4 μs) 증가 및 안정적 운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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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빔 전류가 약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성자의 강도도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포항중성자 설비에서 다양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 설비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경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지만 주워진 연구비 

범위 내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본 설비를 이용하는 국내외 이용자들에게는 중요

한 실험 설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대외적인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빔 라인 확장을 위한 빔 구상, 감속재 설계, 집속기 설계

  향후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포항중성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 개선을 위해 TOF 빔 튜브 설계, 감속재 설계, 집속기 설계 등  준비하였다. 포항중

성자 설비가 향후 핵자료 측정설비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빔 라인 확장을 통하여 에

너지 영역의 확장 및 에너지 분해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주제는 향후 포항가속

기연구소의 계획에 따fms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 중성자, 감마선 이용 검출기 성능시험 및 타 분야 활용연구지원 체제 구축

  국내 유일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펄스형 중성자 설비는 설비구축의 주목적이 핵자료 측정 

실험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 본 설비는 전자가속기 기반의 설비이기 때

문에 활용할 수 있는 빔의 종류가 다양하다. 즉, 65 MeV의 전자빔, 65 MeV 이하의 제동복

사 감마선, 그리고 열중성자에서 수백 eV 영역의 펄스형 중성자 등이다. 

  본 설비에서는 각종 검출기의 성능시험 설비로 활용되었다.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제

작한 GIC 챔버 성능시험과 부산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제작한 기체 체렌코프 검출기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전자빔을 이용한 검출기 성능시험을 위하여 전자빔라인을 하나 더 증설하

여, 전자빔을 이용하는 실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펄스형 열중성자빔을 이용하여 3He의 편극도를 측정하는 연구도 수행하여 SCI논문 한편

을 작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LEE06].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의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실험과 중성자 및 감마선을 이용한 실험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경북대학교에서 1명의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고, 베트남의 

IOP에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포항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설비는 핵자료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핵 및 

입자물리 실험에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국내외 실험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실험에 

활용 가능함을 보여 줌으로써 대외 기여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외 설비에서 핵자료 측정 

    가. 일본 교토대 KURRI 설비에서의 포획단면적 측정 

  일본 교토대 중성자 설비는 최근 일본 국내 이용자들이 많아 국외 이용자들에게 배정

하는 실험수행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단계에서는 141Pr의 중성자 포획단

면적과 공명적분상수만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YOO06].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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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이 미흡한 것은 교토대학교 설비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실험 가능한 기간이 축

소된 것 때문이다. 이러한 국외 설비 이용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

성자 포획단면적을 TOF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마 검출기의 제작이 필수적인 것

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 일본 동경공대 설비에서의 keV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일본 동경공대의 Pelletron 양성자가속기에서 가속된 양성자를 Li 표적에 입사하여 생

성된 keV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이번 기간 동안 
155,156,157,158Gd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10∼100 keV과 550 keV 에너지 영역

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2개 논문[CHU06a],[CHU07]을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1개

의 논문[CHU06b]은 2007년 5월 출판될 예정이다. Gd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결과와 감마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로 동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1명을 배출하였다. 
165Ho [KAN06], 105Pd[PAR06], 117Sn [NIS05]의 중성자 포획단면적도 측정하여 그중 

2개의 논문이 2007년 5월에 출판될 예정이고, 석사학위 2 명을 배출하였다. 

  다양한 시료에 대해서 keV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여 박사학위 및 학술지에 논문

을 발표 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측정된 자료들이 국외 다른 연

구자들의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가 있

었다고 사료된다.   

  3. Tandem VDG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측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확립되지 않은 고속중성자에 대한 핵자료를 측정하기위한 핵

자료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고속 중성자의 펄스 빔을 만들기 위한 

빔 펄싱 및 번칭 시스템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즉발감마선 검출 시스템의 응답함수와 

무게함수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포획감마선 스펙트럼과 중성자의 비행시간을 이차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 운영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time pick-off module도 제작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측정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시료로서 Au를 선택하고, Au에 대한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하여 ENDF-6 자료와 비교하여 보았으며, Au에 대한 고속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여 그 스펙트럼들을 얻었다. 현재 그 스펙트럼을 해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고속중성자에 대한 측정 시스템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 및 설비 구축 활동

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탄뎀형 가속기에서 아직 수행해 보지 않은 

빔 번칭 및 펄싱 기술을 시도해 보는 단계여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한국표

준연구원에서 본 시스템을 중성자 표준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ITRS에서 

BNCT용으로 본 장치를 사용하여 의학적 응용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원에서 고

속중성자 발생 시스템을 지질 시료의 공극률 측정 및 수분률 측정에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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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동안 국제 학회 논문 투고 6편(5편 게재, 1편 심사 중) 발표 4편, 국내 학회

에 10 여편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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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 활용 계획

제 1 절. 핵자료 서비스

  1. 핵자료서비스

  IAEA, NEA, BNL 등에서 온라인 핵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핵자료의 형식과 

이용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전문가용 핵자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핵자료의 형식과 

이용방법에 익숙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핵자료의 생산과정에 참여

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핵자료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비전문가를 위한 핵자료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각종 원자력연구개발, 생태환경 분석, 방사선의학, 우주

개발 등 많은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적인 자료 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서비스

개량과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안전성향상 및 수명연

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핵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수소생산 시

스템용 고온가스로 개발, 양성자가속기 설계 및 건설, 핵융합장치 블랭킷 설계, 냉중성자

원 개발 등 원자력분야와 암치료용 싸이클로트론, 동위원소 생산 등 의학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핵자료네트워크

  본 연구기간에 가입한 국제 핵자료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의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핵심자료를 효율적으로 입수하고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

히,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설치된 공명영역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설비와 지질자원연구소에 

설치된 1∼2 MeV 영역 단면적측정 설비에서 측정된 결과의 국제적 활용 활성화에도 기

여할 것이다.

  3. 원자력연구용 핵자료서비스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모든 원자력 연구용 라이브러리들은 본 랩의 웹 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OECD/NEA의 Data Bank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자력연 개발에 흔히 사용

되지 않는 일부 핵종들의 경우 검증 작업이 따로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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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핵자료평가

  1.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

  중성자 공명상수 평가핵자료는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평가핵자료와 일부 최신 실측 데이터를 병용해 공명상수를 재평가하였다. 이 

같은 평가 경험을 통해 앞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국내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중

성자 반응단면적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평가핵종에 대한 재

평가를 수행, 새로운 평가 핵자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2. ENDF/B-VII 중성자 라이브러리

  총 14개의 부 자료집으로 구성된 ENDF/B-VII의 광핵과 중성자 반응 자료집에 한국

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이 본 연구를 통해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광핵반응자료

집에 평가된 163개의 핵종 중에 132개를 평가하였으며, 중성자 반응 자료집에서는 393 

개의 핵종 중 중요도가 높은 35개의 핵분열생성물의 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발

표된 ENDF/B-VII은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거의 모든 핵종들에 대

한 평가 자료가 실려 있다. 그 중의 하나인 중성자 라이브러리는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실험데이터와 물리 이론으로 계산되었고, 간단한 벤치마킹의 수행으로 그 자료의 정당성

을 확보하였다. 핵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이번에 발표된 평가핵자료가 쓰일 것

이며,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평가랩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더 정밀한 핵자료 평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감마생성 핵자료 생산

  본 연구 결과는 모두 ENDF-6 형식으로 작성되어 방사선 차폐, 지하탐사, 노내 계측

기 개발, 우주 개발 등 다양한 원자력 및 관련 산업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수행 중에 획득한 감마 강도함수의 특징은 실험 데이터가 없는 핵종에 적용하여 보다 신

뢰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한 핵종이 적기 때문에 그 계통학

(systematics)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 데이터의 확보와 더불어 핵의 

구조를 미시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 토륨주기 연구용 핵자료 생산

    본 연구과제에서는 중성자 20 MeV 이하의 핵분열물질에 대한 국내 최초로 핵분열

단면적을 비롯한 주요 반응단면적의 평가핵자료를 생산하였다. 핵분열 물질의 핵자료평가

는 사실상 핵자료의 핵심이며, 이를 계기로 핵분열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측정 및 평가 연

구가 활발해 지면 국내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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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에너지 핵자료 평가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한 TALYS 평가시스템은 평가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ALYS 코드는 현재 활발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더 이

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단종된 코드인 GNASH를 대신할 최선의 핵자료평가 시

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TALYS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생산할 고에너지 영역에

서의 핵자료는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뿐만 아니라 핵의학, 천체 물리 및 우

주개발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핵자료 처리

  1. 원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본 과제를 통해 생산 및 개량된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은 연구원 내외의 원자력 연구개

발 과제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KALIMER 및 고온가스로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그 활

용도가 높아 라이브러리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추가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여 지

속적으로 수정･보완･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 평가핵자료들을 반영한 다양한 용도의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계획이다. 

  2. 원자로용 주요 단면적의 민감도 및 벤치마크 해석

  ENDF/B-VII.0의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민감도해석 결과는 앞으로 이들 핵

자료를 사용할 많은 연구자들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흑연 자료에 대한 민감

도해석 결과는 고온가스로 연구 분야에 이미 제공하였다. 또한, 고속로 및 핵융합로에 대

한 벤치마크 계산 결과는 각 원자로에 적합한 라이브러리의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예정이다. 

  3. 공분산자료 처리 및 불확실도 평가 방법 연구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핵자료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 코드 체계는 각종 원자로에 

대한 핵자료의 불확실도 해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석 결과는 핵자료 평가 그룹에 제공

되어 기존의 평가핵자료집에 포함된 공분산 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로 이어져 보다 정

확한 공분산 자료의 생산을 위한 예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

발을 통해 앞으로 본 랩이 제공하게 될 군정수 라이브러리에 핵자료와 그 불확실도를 함

께 명시함으로써 원자로 및 차폐 설계 시 안전여유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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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핵자료 실측

  1. 포항가속기 TOF 운영 및 단면적 측정 

     포항가속기 TOF 설비 및 그 운영 기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이다.

 가) 중성자 TOF 방법으로 중성자 에너지 수 eV∼100 eV의 영역에 대한 전단면적 측

정

 나) 중성자, 감마선 방사화 방법으로 다양한 핵자료 측정 실험

 다)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용 실험

 라) 전자빔과 중성자 빔을 이용한 검출기 성능시험 

 마)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중성자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실험 방법 및 가속기 운

영을 교육하는 인력양성

 바) 중성자 전단면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핵자료 평가용 기초 자료 획득

 사)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의 공동 연구로 형성된 협력관계를 활용한 국

제 공동연구 수행

 

  2. 국외 설비에서의 핵자료 측정 

     국외 설비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가) 국내에서 측정 불가능한 에너지 영역의 핵자료 측정

 나) 향후 국내에 구축할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을 위한 설비 및 데이터 획득 장치 설

계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및 경험 획득

 다) 측정된 핵자료는 핵자료 평가용 기초자료 획득

 라)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실험 수행

   3. Tandem VDG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단면적 측정 

  고속중성자 포획단면적에 대한 자료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실정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핵자료(고속중성자 포획단면적 및 전단면적)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색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핵구조 혹은 핵반응 메카니즘 등 순수 핵물리학에 

관한 해석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정밀한 핵분광학 계측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짧은 폭의 펄스 빔을 이용한 보다 정밀한 핵자료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외

국과 경쟁 가능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KSTAR 연구 및 원자로 냉각재, 구조 재

료 등에 관한 핵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의 핵자료 수요에 대처할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중요한 핵자료를 높은 정밀도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일본, 중국 등 동남

아시아의 핵자료 관련협회인 JENDL, CENDL 등과 핵자료를 교환함으로써 핵자료를 공

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핵자료를 얻기 위해 제작한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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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칭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로 KOMAC과 같은 가속기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국내에도 여러 종류의 많은 가속기들이 만들어

지고 있어 그 기본 기술은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여기에 지금까지 얻어진 기본 기

술, 즉 빔 운송 기술, 방사선 측정 기술, 비행시간 측정 기술, 방사선 백그라운드 제거 기

술, 고주파 증폭기 제작 기술, 임피던스 매칭 기술 등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단색 중성자원 및 디지털 비파괴 이미지측정 장치 개발을 통한 비

파괴 감시기술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삼과 같은 생물들의 성장 모습을 비파괴적

으로 볼 수 있어, BT 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질 코아 시료나, 건축 현장에서 

지질의 공극률 수분 함유율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어, 지반의 안전성 검사 및 지하자원의 

존재량 평가 등 산업적 활용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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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해외과학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

였다. 수집한 정보로는 핵자료 평가 및 처리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코드와 최신 핵자료집 

및 군정수 라이브러리,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회 및 국제공동회

의 자료집과 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산코드와 핵자료집 및 군정수 라이브러리 

등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원자력 응용 분야에 지속적으로 배포함으로서 관련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수집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산코드

- TALYS-0.72 : 핵반응 계산 코드

- EMPIRE-2.19.β-35 : 핵반응 계산 코드

- MCNPX-2.5.0 :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한 입자 수송 코드

- PARTISN: 각분할법을 사용한 중성자 및 광자 수송 코드

- ERRORJ-2.2.1: 공분산 자료 처리 코드

- SUSD3D: 핵자료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 코드

- SKYSHINE-KSU : 중성자 및 감마선 스카이샤인 해석코드

- DCHAIN-SP : 유도 방사능 해석코드

- PrePro: ENDF 파일 전처리 코드

- Zvview: 핵자료를 그래픽 형태로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

- JANIS-3 : 핵자료를 그래픽 형태로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

- EndVer: EXFOR로부터 실험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핵자료집

- ENDF/B-VII.0 : 미국 최신 핵자료집

- JENDL-3.3 : 일본 최신 핵자료집

- MCNPX Library Package: MCNPX-2.5.0과 함께 제공된 각종 라이브러리

- ENDF/B-VII.0-ACE: ENDF/B-VII.0에 근거한 MCNP용 중성자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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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자력 연구개발용 핵자료 구축·평가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열중성자 노심계산용, 

하나로 노심계산용, 고속로 및 고온가스로 노심계산용 등에 사용되는 MCNP4C, WIMSD-5, 

HELIOS 코드용 라이브러리와 액체금속로 노심해석 및 원자로 차폐 해석용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배포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로 개발연구의 설계 불확실도를 줄이고, 안전여

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하나로 안전운영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본 랩의 MCNP4C용 라

이브러리를 India KAMINI 원자로의 노심계산용으로 제공하고 검증에 이용하도록 하여, 국제적

인 위상을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32개의 핵분열생성물이 ENDF/B-VII라이브러리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 12월 Cross Section Evaluation Working Group(CSEWG)의 주관 하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원자력 관련 산업 및 우주공학분야에서 필수적 기초 자료로 쓰이는 감마 스펙트럼을 

향상된 물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핵종들에 대해 평가하였고 토륨주기 핵

물질의  전단면적과 핵분열단면적을 계산하였다.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에서 새롭

게 평가된 U-235 및 U-238 자료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벤치마크 문제에 대해 유형별로 임계도 영향을 평가하였다.

  포항중성자 TOF 설비에서 141Pr의 중성자 포획단면적과 공명적분상수를 측정하였고 방사화 방

법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일본 동경공대의 Pelletron 양성자가속기의 keV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10∼100 keV와 550 keV 에너지 영역에서 155,156,157,158Gd 동위원소의 중성자 포획단

면적을 측정하였다. Tandem VDG를 이용하여 고속중성자에 대한 핵자료를 측정하기위한 핵자

료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Au에 대한 고속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주제명키워드
핵자료평가, 핵자료처리, 핵자료 검증, 핵자료측정, TOF시설, VDG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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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n the criticalities of a number of international benchmark problems.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of four isotopes, 155,156,157,158Gd  were measure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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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undreds eV fo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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