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955/2008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for Future Nuclear R&D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 i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8년도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9. 2. 17

                               과  제  명 :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과제책임자 : 이영욱

                               참  여  자 : 길충섭, 조영식, 김도헌,
  김형일, 이철우, 류건중,
  양성철, 송태영, 박세환,
  홍봉근, 장종화, 정연호,
  Mayeen Uddin Khandaker,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남궁원 (포항공대)
  오영도 (포항공대)



- ii -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8. 3. 1. ～
   2008.12.31. 단계 구분

 연구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명 대 과 제 명 
단위과제명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연구책임자 이 영 욱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5.75 명
 내부 :   2.92 명
 외부 :   2.83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570,197 천원
기업:        천원
 계:  570,197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자광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책임자 : 남궁원

 연구기관명 :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책임자 : 오영도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
서면
수

   180p.
- IAEA, OECD/NEA, ORNL, BNL 등의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 최신 NJOY/ERRORJ/ANISN/SUSD3D 코드를 적용한 체계 구축
- 고속로 노심을 대상으로 불확실도 해석 수행
- SCALE/TSUNAMI 코드를 통한 검증 계산 수행
- 텅스텐 동위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및 검증
- 중성자 공명영역 평가모듈 개량 (불확실도 및 공분산 평가기능 일부 완료)
-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라는 핵자료 평가 방법 도입
- 20 MeV까지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 정  평가 (182,183,184,186W)
-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반응 및 표준반응평가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 Er, Fe 전단면적 측정
- BGO 검출기 모듈 제작
- 반감기가 짧은 붕괴 채널 측정 테스트 (Zr, Pd, Pb, Sn)
- 광핵반응 연구 (In, Zr, Mo, W, Ta, Bi, Pb, Nb)
-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중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
- 국내가속기이용 중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핵자료평가, 핵자료처리, 핵자료검증, 핵자료측정, TOF시설
영  어  Nuclear data, Evaluation, Processing, Measurement, TOF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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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의 반응을 기술하는 핵반응 자료로 구분되며, 원자핵과 중성자 등 입사입자와의 반응확률, 
방출입자의 각·에너지 분포 등에 관한 자료로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 자료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로와 고속로, 고온가스로 및 
산업용 대용량가속기, 의학 생명과학 및 우주산업에서의 방사선 응용 등 첨단 원자력 연구
개발에서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에너지와 핵종 범위 및 정 도를 가지는 핵자료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1. 차세대 핵자료 검증체계구축

-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IAEA 와 핵융합용 핵자료 
(FENDL-3) 평가 분야에서, OECD/NEA 와는 원자로 계산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에서, ORNL 과는 핵자료 불확실도 평가 분야에서, BNL 과는 공명영역 평가
모듈 개발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 공분산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JENDL-3.3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NJOY-ERRORJ-ANISN-SUSD3D로 이어지는 1차원 핵임계 해석용 핵자료 공분
산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고속로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 핵융합로에서 사용되는 텅스텐의 동위원소인 W-182, -183, -184, -186 핵반
응 자료를 NJOY 코드로 처리한 후 몬테칼로 방사선 수송해석 코드인 MCNPX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 공명영역 핵자료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BNL 과 공동으로 공명상수, 불확실

도, 공분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산하기 위한 공명영역 평가모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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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라는 핵자료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텅스텐의 

동위원소인 W-182, -183, -184, -186 에 대하여 입사 중성자 20 MeV까지 평
가를 수행하였다.

-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는 문턱에너지에서 40 MeV까지
의 에너지 영역의 양성자 빔을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시
료에 조사하여 나타나는 핵반응 단면적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3.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 BGO결정과 광전증배관(PMT)을 결합하여 검출기 모듈을 제작하였고, 방사선 소

스를 이용하여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 In, Zr, Mo, W, Ta, Bi, Pb, Nb 샘플을 사용하여 50, 60, 70 MeV 전자에너지에서 

Bremsstrahlung에 대한 광핵반응을 조사하였다.
-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중성자원과 국내가속기 이용 중성자원 구축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차세대 핵자료 검증체계구축

- 핵자료의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체계는 각종 원자로에 대한 핵자료의 불확실도 해
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석 결과는 핵자료 평가 그룹에 제공되어 기존의 평가 핵
자료집에 포함된 공분산 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로 이어져 보다 정확한 공분산 
자료의 생산을 위한 예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공명영역 핵자료 평가 모듈이 완성될 경우 이를 활용함으로

서 공명에너지 영역의 공명상수, 불확실도 및 공분산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 핵융합로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플라즈마 접촉 물질인 텅스텐에 대한 핵자료 평가
결과는 이를 활용함으로서 핵융합과 관련된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 양성자빔에 의한 핵반응 단면적 측정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EXFOR 데이
터베이스에 제공하여 핵의학 및 동위원소 산업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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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 포항중성자 설비는 전단면적 결과의 정 도 향상 및 측정 되지 않은 에너지 영역

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국내 유일의 펄스 형 중성자 설비를 핵자료 
측정 실험 및 검출기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감마선 검출기를 개발할 경우, 중
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광핵반응 관련 기술력 및 생산능력 확보는 수입대체 및 수입가 인하에 기여할 것
이고 방사선을 이용한 일반 검색시스템개발과 연계하면 개발 경비를 절감하는 등
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중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에서 파악된 기술 현황을 바
탕으로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안을 할 계획이다. 
1011 n/s 강도의 소형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가 개발된다면 고속중성자의 핵자
료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가속기이용 중성자원 구축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성자원 표적 및 기
타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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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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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Validation System

- Research collaboration was carried out with IAEA, OECD/NEA, ORNL and 
BNL for the update of FENDL, the production of group constant libraries, the 
uncertainty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sonance module, 
respectively.

- The covariance evalu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ased on JENDL-3.3 
library for the one-dimensional criticality analysis, which uses the codes 
NJOY, ERRORJ, ANISN and SUSD3D. The benchmark calculations on a fast 
reactor core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ew evaluation system.

- The newly evaluated nuclear data for W-182, -183, -184, -186 were 
processed and tested in the various benchmark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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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ion of Nuclear Data Essential for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 The resonance module has been developed and improved for the evaluation of 

the nuclear data in the resolved and unresolved resonance region under 
collaboration with BNL. The module will produce the resonance parameters, 
their uncertainties and covariances in the final version.

- The nuclear data for W-182, -183, -184, -186 were newly evaluated up to 
the neutron energy of 20 MeV by introducing and applying the evaluation 
system called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 The proton-induced nuclear cross sections were measured and evaluated for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and natTi using the energy range from 
threshold energy to 40 MeV at the MC50 cyclotron of the KIRAMS.

3. Operation and Design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ies
- BGO detector module was constructed by coupling the BGO crystal and PMT, 

and tested by using the radiation sources.
- The photo-nuclear reaction was studied for In, Zr, Mo, W, Ta, Bi, Pb, Nb by 

using the Bremsstrahlung radiation induced by the electron beam with 
energies of 50, 60 and 70 MeV.

- A 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neutron generator for nuclear fusion 
applications was performed. The use of the domestic accelerator for the 
neutron generation was also studied.

Ⅳ. Usage of Results
1.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Validation System

- The sensitivity/uncertainty analysis system will be used for the analysis of 
nuclear data uncertainties in various reactors. The analysis results will then 
be utilized as a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of nuclear data covariances.

2. Production of Nuclear Data Essential for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 The resonance module will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nuclear data in the 

resonance energ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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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ly evaluated data for tungsten, which is the leading candidate material for 
plasma-facing components, can be used fo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 The measured data for proton-induced nuclear reactions will be used in the 
nuclear medicine and the radioisotope applications in industry.

3. Operation and Design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ies
- The Pohang neutron facility will be utilized for measuring the 

neutron-induced reaction cross sections with enhanced accuracy. The BGO 
detector (under development) will help to measure the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s.

- Research experience in the measurement of photo-nuclear cross sections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photo-nuclear inspection system to detect 
nuclear material.  

- Results of a 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neutron generator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neutron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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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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자
료는 핵분열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로는 물론 미래의 원자로로 기대되는 핵융합로 등의 에너
지생산 분야와 사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전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물성분
석, 암치료, 동위원소생산, 지하자원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
천 자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핵종은 2,890 여개로 여기상태까지 합치면 3,500 여개의 핵
종이 알려져 있다. 

핵구조특성 자료에는 방사능붕괴와 관련한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의 방출량과 핵에너지
준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동위원소 이용에 필수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원자력에너지 연구
에 이용하는 핵종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감기가 1분이상인 핵구조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성은 대부분 상당히 정 하게 알려져 있다. 저에너지중성자의 핵반응은 탄성산란과 
핵자와 핵 내부가 반응하는 복합핵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복합핵반응은 복합핵 생성 후 방
출되는 입자에 따라 포획반응, 비탄성산란반응, 문턱반응, 핵분열반응 등으로 분류된다. 이
들 반은 중 하전입자,  광자에 의한 핵반응은 대부분 문턱반응으로 높은 에너지영역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핵반응자료는 입사입자나 표적 핵의 종류, 입사입자의 에너지에 따른 반응 
확률인 단면적, 반응 후의 방출입자(광자, 중성자, 양성자, 중양자 등)의 각･에너지 분포에 
따른 스펙트럼 등을 포함한 방대한 수치자료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대한 핵자료를 측정값 
그대로 실제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한정된 측정 자
료를 이론적 핵자-물질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모델로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산업과 
연구개발이 지속되는 한 보다 더 정 하고 확장된 에너지 영역에 대한 핵자료의 수요는 계
속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원자력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핵융합로와 함께 수소생산 용 고온가스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초과학 및 산업용 대용량 가속기 건조, 의학, 생명과학, 
우주산업에서의 방사선응용 등 원자기술의 응용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지금까
지 보다 한 단계 높은 에너지와 핵종 범위 및 정 도를 가지는 핵자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아울러 핵폐기물의 처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원자력발전에 활용하던 20 MeV 이하의 낮은 에너지 중성자
반응 핵자료의 정 도 개선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중성자 및 양성자반응 핵자료의 생산 활
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핵자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핵자료를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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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과도 필요한 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자료를 실측･평가하고,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하여 외국의 실측･평가 핵자료 및 군정수 라이브러리와 교류할 수 있는 체
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원자력관련 연구와 응용에 필요한 평가핵자료의 공급은 전 세
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KAERI를 중심으로 
국제 핵자료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큰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규모에 걸맞게 ENDF 등 국제표준 핵자료생산에도 참여하여 국제표준핵자료 생산･
공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내에서 우선 필
요로 하는 대상 핵종과 핵반응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각종 핵설계 코드
용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검증하였으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핵종의 핵반응을 
외국시설에서 측정하는 한편 국내에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핵자료를 정 하게 측
정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를 외국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국제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 1 절. 차세대핵자료 검증체계구축

1. 해외기 과의 력

가. IAEA와 력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핵 및 동위원소들의 사용으로부터 새
로운 지식의 습득과 전파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CRP)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현재 또는 미래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분야들을 다루고, 모든 참여국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여 획득한 지식과 경
험을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CRP에 참여하는 과학자 또는 단체는 그 분야의 최
신의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핵융합 시스템용 핵자료는 20 MeV 이상의 중성자뿐만 아니라, 양성자와 중양성자와 같
은 하전 입자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도의 핵반응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핵융합용으
로 권장되는 핵자료집인 FENDL-2.1은 양성자와 중양성자에 대한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성자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평가된 20 MeV 이하의 입사 에너지에 대
한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에 IAEA 핵자료분과에서는 FENDL-2.1을 개량하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FENDL-3.0 CRP를 2008년에 착수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FENDL-3.0 CRP 참여를 통하여 핵자료 평가의 국제적인 흐름을 공유하고, 핵융합 및 주
변 장치들에 필요한 정 한 핵자료를 생산하여 국제 핵자료 네트워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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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NEA 와 력

핵자료 분야의 연구에서 OECD 산하 기관인 NEA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NEA는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각종 핵반응 라이브러리 및 전산 코드들을 모아 놓고 OECD 
가입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상 배포하고 있다. 본 과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원자로심해
석 및 차폐해석용으로 생산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을 꾸준히 등록해오고 있다. NEA의 또 
다른 주요 활동으로 국제 공동 연구 그룹인 WPEC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핵반응 데이터의 
평가, 측정, 검증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 및 데이터 개량에 기여하고 있다.

다. ORNL과의 력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에서는 최근 주요 악티나이드의 단면적 
자료 및 공분산 자료를 새로 평가하여 검증하고 있고, 방대한 공분산 자료를 평가핵자료집
에 수록하기 위해 새로운 공분산 자료 수록 형식을 제안하여 ENDF/B-VII에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 과제에서는 ORNL과 단면적 및 공분산 자료 생산 및 불확실도 평가에 관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2008년부터 3년간 I-NERI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 BNL 과의 력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은 1952년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 수집을 시작
으로 핵자료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7 년 NNDC (National Nuclear Data Center) 설립과 
더불어 최신 핵자료를 수집 및 평가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핵심 핵자료센터로 자리 잡았
다. BNL 은 핵구조 및 저에너지 핵반응, 핵자료 DB 및 정보 기술, 핵자료 수집 및 평가 등
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핵자료집인 ENDF/B-VII의 발간을 주도한 바 있다.

BNL과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핵자료개량 연구과제로 공동연구
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BNL과의 핵자료관련 공동연구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위원회”의 
상설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BNL 은 현재 공명영역 및 고에너지에서의 불확실도 
및 공분산 연구에 주력하고 있어 긴 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범용 핵반응모사코드인 
EMPIRE[Her07] 를 개발한 경험도 있어 추후 국내 핵자료평가 관련코드의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확립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최근 핵자료 분야에서는 신뢰성 있는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이들 자료를 활용한 민감도
/불확실도 해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분산 자료를 사용하면 원자로의 임



- 4 -

계도, 반응도 계수, 사용후 핵연료의 동위원소 조성 등을 계산할 때 핵자료로 인한 불확실
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의 설계나 인허가시 계산된 적분인자의 안
전 여유도를 실험오차 수준으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
에서 이미 구축한 NJOY[Mac94]-ERRORJ[Chi04]-ANISN[Eng67]-SUSD3D[Kod00]의 
1차원 핵임계 해석용 핵자료 공분산 평가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들 체
계를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체계인 
SCALE[Sca04]/TSUNAMI[Rea03, Rea06] 코드 체계를 구축,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확
립된 공분산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구형의 1차원 고속로/열중성자로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
에 대한 민감도/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JENDL-3.3의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 자료가 노
심 임계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3. 텅스텐 동 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검증

우리나라에서는 수년에 걸쳐 국제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ITER를 비롯하여 많은 
핵융합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로용 핵자료 개량의 일환으로 본 
과제에서는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접촉 물질로 활용도가 높은 핵종인 텅스텐에 대한 핵자료 
평가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 단계에서는 EMPIRE-2.19 코드의 최신 평가 기법을 통
해 평가된 텅스텐 동위원소 핵반응 자료를 OKTAVIAN-W 및 FNS-W 차폐 벤치마크 문
제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 2 절.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1. 공명 역 핵자료 평가모듈 개발

현재 공명에너지 영역의 핵자료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기본
적으로 2종 이상의 코드를 사용해서 반복계산을 해야 하고 각각의 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파일을 매번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명영역 평가를 통해 생산한 ENDF 파일은 수작업
을 통해 다른 에너지 구간의 출력파일과 병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평가절차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핵자료평가코드의 하나인 EMPIRE 는 다양한 핵반응 모델을 
내장하고 있어 정확도가 뛰어나며 GUI 기반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한 반면 다른 코드
와 마찬가지로 공명에너지 영역 평가를 위한 별도의 루틴 혹은 모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확장성이 뛰어나 필요에 따라 추가 모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
명영역 평가를 위한 별도의 모듈을 개발하여 EMPIRE 코드에 통합할 경우 전 에너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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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일관성 있는 핵자료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BNL 에 있는 EMPIRE 의 저자 및 공명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명영역 핵자료 평가를 위한 전산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
다. 이러한 공동개발은 BNL 과의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
다.

2. 텅스텐 동 원소 4종 평가

텅스텐은 높은 녹는점과 sputtering (원자가 타깃에서 튀는 현상) 문턱에너지 때문에 핵
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접촉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시스템에 있어서 정확
한 텅스텐의 핵자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존의 평가핵자료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텅스텐 핵자료는 대표적으로 핵융합로용으로 만들어진 FENDL-2.1이 있다. 그러나 이 자
료집은 다른 표준핵자료집인 ENDF/B-VI.8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ENDF/B-VI.8도 
1980년에 수행한 ENDF/B-V에 바탕을 두고, 2001년에 이차 감마 스펙트럼만 개량된 자료
이다. 즉, ENDF/B-VI.8의 텅스텐 평가 기본적인 뼈대는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 졌다. 한
편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표준 라이브러리는 JENDL-3.3과 JEFF-3.1등이 있는데, 
JEFF-3.1은 JENDL-3.3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JENDL-3.3은 1987년에 평가된 
JENDL-3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후로 부분적인 개량만 수행 되었다. 이렇듯 현재 
존재하는 텅스텐 관련 평가핵자료집은 모두 20 ~ 30년 전에 평가되었으며, 그 이후 측정된 
반응별 단면적의 실험 자료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별 단면적의 불일치는 벤치마크 수
행에 있어서 통합적 실험데이터와의 큰 차이의 원인이 되고, 수송 계산 등과 같은 실제 문
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텅스텐의 새로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3.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 원소 생산반응  표 반응평가

하전 입자에 의한 핵자료의 생산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사이클로트론이나 입자가
속기 이용 시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의 표면 분석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서 요구된다. 최근에는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기술이 핵의학 분
야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Qai03], 하전입자에 의한 핵반응으로 생산되는 의료용 동
위원소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여러 연구․산업분야에 적용되
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하전입자에 의한 핵반응은 시료(target)와 방
사성핵종사이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반응확률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
서는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실험 설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대두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의 필요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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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를 이용한 핵반응 측정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50 MeV급 양성자 사이클로트론

(MC50)을 이용하여 문턱에너지에서 40 MeV까지의 양성자 에너지를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시료에 조사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하전입
자의 표준반응 평가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로 남게 되길 기대하며, 본 실험결과는 기존의 실험 결과 자료와 비교하
고, ALICE-IPPE 계산 결과와 최신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의 계산 결과와도 비교를 하
였다.

제 3 절.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1. 포항 성자 설비 운 , BGO 검출기 제작

중성자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에 관한 데이터와 중성자 전단면적 데이터는, 국제
적으로 미국의 ENDF와 일본의 JENDL-3 라이브러리로 계산한 평가치가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측정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평가치의 신뢰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특히 수eV에서 KeV 중성자영역에서 측정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평가 모델의 라
이브러리에 따라 계산된 값은 근사적으로 비슷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불
충분한 데이터를 실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라이브러리를 보정하여 정확한 모델을 정
립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핵자료 측정 실험을 위한 설비는, 시험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설비와 전자 가
속기, 양성자 가속기 혹은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설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기계적인 chopper장치나 filter를 사용하여 중성자 에너지를 분리할 수 있지
만,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의 핵자료만을 생산할 수 있다. 한편 전자 가속기를 활용한 핵자
료 설비는 비행시간법(Time of flight)에 의해 에너지 분해가 가능하며,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수  MeV영역까지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전자빔을 이용한 중성자 생산설비는 국내에 유일하게 구축되어 있는 포항가속기연구소
의 펄스형 중성자설비를 활용하여 수eV∼수백 eV 에너지 영역에서 중성자 전단면적 핵자
료를 측정할 수 있고, 현재 이 에너지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이
므로, 본 실험에서 획득하는 핵자료는 핵자료 평가치의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핵자료 측정을 위한 검출기 설비와 데이터 획득 설비의 연구도 수행하여, 실험 자
료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50MeV ~ 75MeV의 전자
빔을 직접 활용 하여 검출기 설계, 제작 및 테스트가 가능하며, 국내에서 개발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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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출기의 성능 테스트 및 보정에 전자 빔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단계 자발생  핵물질 핵반응 측정

한국형 원자로 개발, 기존로의 개량,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같은 원전산업분야 및 동위
원소응용, 핵의학, 핵융합 등 연구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핵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따
라서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가속기 인프라를 활용한 중성자 발생 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
서도 제한된 영역의 에너지 범위에서 핵자료를 생산하고, 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자빔과 중성자빔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개발하는 
각종 방사선 관련 검출기의 빔테스트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검출기의 국내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양성자 가속기 건설, 치료용 가속기를 도입하는 대형 병원의 증가 등, 
가속기 관련 인력의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설비를 가속기 운전 경험을 가진 
인력양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자빔을 텅스텐 표적에 조사하여 발생하는 Bremsstrahlung 복사를 이용하여 방사화법
을 통한 광핵반응을 실험할 수 있으며, 국내 보유설비를 사용하여 가능한 틈새기술 확보의 
주요 대상이다. 방사화법에 의하여 50 ~ 70 MeV 에너지 영역에서, 광핵반응과 관련된 
isomeric yield ratio, fission, fragmentation, spallation등의 단면적 측정이 가능하다.직접 
측정을 통해 확보한 광핵반응 핵자료 역시 핵자료데이터베이스의 개선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방사화에 의한 핵자료는, 방사선을 이용한 폭발물, 수품, 핵물질 이동 감시등의 
검색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내 검색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력 및 생산
능력 확보에 기여하여 수입대체 및 수입가 인하등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

D-T 반응에 의한 중성자 생성은 핵융합로 기술의 기본 원리이다. D-T 반응에서는 14 
MeV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핵융합로 개발을 위해서는 14 MeV 중성자의 핵융합로내 물질
과의 반응이 중요하다. 14 MeV 중성자 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선원을 개발해
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4 MeV 중성자원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 국내가속기이용 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은 크게 전자가속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양성자/중양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양성자/중양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표적에 조사되는 빔의 에너
지에 따라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MeV 이하의 빔을 표적에 조사하면 표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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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중성자 생성 핵반응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핵반응별로 단일에너지를 갖는 중
성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빔의 가속은 보통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핵반응으로 Li-7(p,n)Be-7, T(p,n)He-3, T(d,n)He-4, D(d,n)T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수십 MeV 정도 이상에서는 양성자와 핵과의 compound reaction 보
다는 양성자가 핵을 구성하는 중성자나 양성자 등의 핵자와 직접 반응하는 direct reaction
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저질량번호 물질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반응한 핵의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자와 이어지는 반응을 일으키기 보다는 핵밖으로 
나가는 knock-out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방출되는 핵자는 입사양성자 에너지와 근사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중성자원 표적으로는 저질량번호 물질인 Li과 Be를 주로 사
용하고 가속기는 싸이클로트론을 주로 이용한다. 세 번째로 에너지가 수십 MeV 정도 이상
에서 표적물질이 중핵원소인 경우의 핵파쇄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속기로는 선형가
속기나 싱크로트론을 이용한다. MeV 양성자/중양자 빔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국자원연구원
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수십 MeV 빔 및 저질량번호 표적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중성자
는 핵자료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 핵파쇄 중성자원은 가속기 규모가 커야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러한 규모의 가속기가 없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은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속기 특성상 열중성자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가속기는 빔 특성이 핵자료용 고속중성자 펄스빔 생산에 적합하므로 포항가속기
연구소 장치와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9 -

제 2 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제 1 절. 차세대 핵자료 검증체계구축

1. 해외연구기 과의 력

가. IAEA와 력

국내적으로 IAEA 주관 CRP에 참여하는 기관은 많으나, 핵자료 생산, 평가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IAEA가 주관하는 새로운 핵융합용 핵
자료인 FENDL-3.0 CRP에 참여하는 기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핵자료를 가진 거의 모든 나라들이 FENDL-3.0 CRP에 참여 하고 있다. 이미 평가
핵자료집을 가진 미국(ENDF/B-VII.0), 일본(JENDL-3.3), 유럽 연합(JEFF-3.1), 러시
아(BRONDL-3) 등은 IAEA가 주관하는 FENDL-3.0 CRP에 참여하여 자국의 핵자료집이 
최대한 많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OECD/NEA와 력

OECD/NEA는 “NEA Data Bank"에 등록된 자료의 이용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등록을 한국에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핵반응 라이브
러리 및 전산 코드들 중 약 10종을 Data Bank에 등록하였다. 등록된 자료들 중 4종이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군정수 라이브러리였다. NEA의 국제 공동 연구 그룹인 WPEC은 지금
까지 총 33개의 연구 그룹이 운영된 바 있으며, 현재 6개의 연구 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
고 있다. 본 과제의 연구팀도 2008년에 새롭게 시작된 연구 그룹에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중이다.

다. ORNL과 력

ORNL에서는 핵설계 적분인자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평가를 위해 SCALE/TSUNAMI 
계산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SCALE/TSUNAMI 해석 체제를 도입하여 
기 구축된 ANISN/SUSD3D 계산체제와의 상호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는 공분산 자료를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데 ORNL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공명인자의 공분산 
자료 생산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BNL과 력

국내에서는 핵자료 평가와 관련하여 BNL 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은 한국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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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유일하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유럽 등지의 유관기간에서 핵자료와 관련하여 
BNL 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NL 의 NNDC 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CSEWG (Cross Section Evaluaton Working Group) 의 의장직을 맡
고 있으며, NEA 에서는 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을 통해, IAEA 에서는 NSDD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Structure 
& Decay Data) 및 NRDC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Reaction Data Centres) 네
트워크를 통해 BNL 과 긴 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2.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확립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최근의 핵자료 공분산 자료 관련 연구는 정확한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처리 분야에 집
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가핵자료집에 수록된 공분산 자료가 핵연료 주기 해석, 원자
로 설계, 임계 안전 해석 등의 분야에서 요구하는 핵자료 불확실도 영향 평가에 필수적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NEA 주관 국제 공동 연구 그룹인 
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에서는 
다양한 공분산 자료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4개의 소그룹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SG20과 SG24는 각각 공명 영역과 고속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 대한 공분산 자료 생산 
연구를 수행하였다. SG28은 핵자료 민감도/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공분산 자료 처리 방법론 
개발을, SG26은 첨단 원자로 시스템을 위한 핵자료 수요 파악을 담당하였다. 이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분산 자료 평가 및 처리 방법론, 공분산 자료 포맷 등이 개발됨으로
써 원자로 해석 분야에서 다양한 핵자료 불확실도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특히, SG24
와 SG28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G24의 목적은 고속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공분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론 및 
코드를 개발하는데 있다. 특히, 이 그룹은 기존의 핵반응 모델 코드인 EMPIRE, 
McGNASH, TALYS 등을 몬테칼로 민감도 방법 및 KALMAN Bayesian 방법에 근거한 공
분산 자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SG28의 목적은 SG20 및 SG24
의 성과물을 통해 생산된 공분산 자료의 처리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수 형
태의 공분산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방사선 수송 해석에 적용, 공분산 자료를 검증하는데 
있다. 첫 번째 단계로 SG20에서 평가되지 않았던 핵종인 U-235에 대한 공명 상수 공분산 
자료를 새롭게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공분산 자료의 처리 방법론을 개발하여 핵자
료 처리 코드인 NJOY와 AMPX에 기능을 추가하고, 평가된 공분산 자료의 포맷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checking 코드를 개량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는 방사선 수송 해석에 사용할 수 



- 11 -

있는 공분산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SCALE/TSUNAMI, ANISN/SUSD3D 등의 핵자료 민
감도/불확실도 해석 체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팀은 ORNL과의 협력을 통해 공분산 
자료의 검증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3. 텅스텐 동 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검증

핵융합로용 핵자료의 경우, 비교적 오래된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FENDL-2.1이 연구에 주로 이용되어 오고는 있지만, 
최신 평가핵자료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가장 최근의 평
가핵자료집인 ENDF/B-VII.0, JEFF-3.1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핵융합로용 평가핵자료집
인 FENDL-3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IAEA를 중심으로 착수되어 현재 진행
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핵융합로용 핵자료 개량의 일환으로 수년전부터 텅스텐 동위원
소에 대한 핵자료 평가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비록 국외의 타 연구팀들에 비해 뒤늦게 
핵자료 평가 연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의 정 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외 연구팀들 중, IAEA와 OECD/NEA의 지원을 받고 있는 슬로베니아 JSI (Jozef 
Stefan Institute) 소속의 A. Trkov 박사 연구팀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텅스텐 동위원소인 W-180, 182, 183, 184, 186의 중성자 반응 자료를 150 
MeV까지 새롭게 평가하였다. 주로 EMPIRE-2.19 코드를 사용하여 고속 중성자 에너지 영
역에서 평가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검증 계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일부 공명 상수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몬테칼로 민감도 방법을 통해 생산된 공분산 자료가 평가 
핵자료에 포함되었다. 새롭게 평가된 핵자료의 검증을 위해서는 SINBAD의 FNS-W와 
FNG-W 벤치마크 계산을, ICSBEP의 원자로 임계 벤치마크 문제 14종에 대한 검증 계산
을 수행하였다. 현재 이들의 평가 핵자료는 ENDF/B-VII의 후속 버전에 포함될 텅스텐 핵
자료로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1. 공명 역 핵자료 평가모듈 개발

현재 공명영역을 위한 평가코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범용 핵반응 모사코드를 확
장하여 공명영역 평가기능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아직 없으며 BNL 과의 공동연구가 유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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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텅스텐 동 원소 4종 평가

국내적으로 텅스텐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
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과제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여러 곳에서 평가가 수행 
중에 있다. 그 중 IAEA가 가장 먼저 텅스텐의 새로운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 150 
MeV까지의 결과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의 LLNL와 ORNL 연구소에서는 공명영역에 대
한 새로운 실험 및 평가가 진행 중이며, 최근 독일의 FZK 연구소에서도 최종 평가 파일을 
발표하였다.

3.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 원소 생산반응  표 반응평가

국내에는 수십 ~ 수백 MeV 의 양성자 가속기 설비를 이용한 핵반응 단면적 측정 기술
이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핵자료 연구 인력도 적으며, 핵자료 
측정 설비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양성자 빔을 이용 가능한 시설은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이다. 이는 생성되는 약 40 MeV 양성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핵반응단면적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설비의 부족으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실험
을 위한 가속기 이용 실험은 국외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비의 사용료와 시간 
등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 사업
단이 주축이 되어 대용량 양성자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다. 

국외적으로 소형 양성자 가속기 및 병원용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응용연구는 미국, 일
본, 헝가리, 남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졌으며, 가까운 일본 동북대학교에서는 
AVF 사이클로트론[Ter02]을 이용하여 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핵반응단면적을 측정하여 
왔다. 한편 낮은 에너지영역에서의 핵자료 측정기술은 매우 발전된 상태로 낮은 에너지의 
핵자료 측정 설비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십 GeV 이상의 대형 양성자 
가속기의 등장으로 국제적으로 사용 빈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병원용 사이클로트론 설비를 이용해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선 생성 
단면적을 측정하고 있다.

제 3 절.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1. 포항 성자 설비 운 , BGO 검출기 제작

일본 JAERI를 중심으로 J-PARC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Oak Ridge를 중심으로 
대형 중성자원(SNS)이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대형 중성자 설비가 건설되고 있
기 때문에 향후 핵자료 측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더 정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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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중성자 설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해 오

고 있던 중성자 설비들은 매년 더 이상 운영 하지 않게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공동연구
를 수행해오고 있던 러시아 FLNP의 중성자 설비도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
본의 KURRI(교토대)에 있던 설비는 다른 일본 설비들의 해체로 빔사용 시간을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국내의 설비가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설비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
는 데이터 역시 주어진 에너지 영역에서는 유일한 결과가 된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향후 10년 내에 양성자 가속기가 가동될 예정이며, 중성자 생산 설
비의 대형화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인력 양성, 기초 실험 기
술 개발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핵자료의 사용범위가 원자로 설계 관련분야로부터 우주의 생
성 및 구조의 연구, 핵 구조를 연구하는 기초 과학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
로, 국내의 핵자료 연구 성과 및 설비는 기초과학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다단계 자발생  핵물질 핵반응 측정

포항의 설비는 50 ~ 60MeV급의 에너지 영역에서 광핵반응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이
며, 매년 베트남, 인도등의 과학자와 광핵반응 핵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광핵반응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은 국, 내외에서 활발히 연구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포항 가속
기 연구소의 2.5G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연속스펙트럼의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폭발물 
탐지 기법의 개발연구를 수행했으며, 중성자를 이용한 공항검색대 개발을 진행하는 다수의 
기업체도 있다. 국외에서는 프랑스 CEA 미국 LANL, LLNL, Ohai대학, Idaho 대학을 중심
으로 광핵분열 반응연구 및 콘테이너내의 핵물질 탐색기법에 대한 연구가 2000년이후 수
행되고 있으며 delayed neutron이나 delayed gamma-ray를 이용한 탐색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3.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

핵자료 측정용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를 대용량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준으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1011 n/s 정도의 소형 중성자 선원은 약 70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5년내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의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60년대부터 
Tritium-preloaded rotating target D-T 중성자 발생장치를 가동해 왔으며 (≲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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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The Cyclotron Corp은 70년대 암치료용 Drive-in target 개방형 D-T 중성자 발생
장치를 개발했으나 (6×1012 n/s)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이동형 D-T 중성자 발생
장치를 상용화한 회사들은 프랑스의 EADS와 Sodern, 미국의 Thermo Scientific, Del Mar 
Photonics, 러시아의 VNIIA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폐 튜브를 이용한 장치들로 모두 ≲
108 n/s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5년 동안의 연구기간을 거쳐 실
험실용 D-D 중성자 발생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대 선량 ∼108 n/s), 경희대학교에서
는 D-T 중성자발생장치를 프랑스 Sodern 사에서 구입하여 (<2×108 n/s) 중성자 조사실
험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원산업 등을 중심으로 공항화물검색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중성자 발생장치
는 러시아에서 구입해서 (<108 n/s) 사용하고 있다.

4. 국내가속기이용 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국내의 핵자료 측정용 중성자원은 2 곳에 구축되어 있다. 한국자원연구원에는 3.4 MeV 정
전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삼중수소 표적에 조사해서 고속중성자를 생산하는 장치
가 있고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70 MeV 정도의 전자빔을  Ta 표적에 조사하고 감속재를 이용
하여 열중성자를 생산하는 장치가 있다. 국내 장치들은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외 장치들은 국내 장치들에 비해서 아주 오래 전에 개발이 시작되어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중성자원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전자가속
기 중성자원 표적은 고체 표적이었는데 최근에 액체 Pb를 중성자원의 표적으로 사용한 경우
로서 독일 FZD (Forschungzentrum Dresden-Rossendorf)의 ELBE (Electron Liniac with 
high Brilliance and low Emittance)가 있다. ELBE는 최대 40 MeV 가속이 가능하며, 초전
도 가속기이고 펄스폭은 10 ps 정도이다. 최대 frequency는 13 MHz이고 평균전류는 1 
mA이다. 액체 표적을 사용함으로서 고속중성자 핵자료 측정에 유리한 TOF 
(Time-of-Flight)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FZD는 2007년 말부터 액체 Pb 표적을 이용한 
중성자 생산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1,000 W 정도의 빔 출력으로 중성자를 생산하고 있는
데 전자빔 발생 장치를 upgrade하여 2009년에는 최대 40 kW에서 운전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20 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고속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는 
FZD 표적과 유사한 표적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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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차세대 핵자료 검증체계구축

1. 해외연구기 과의 력

가. IAEA와 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과제에서는 핵융합용 핵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연구 제안서를 IAEA에 제출하여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FENDL-3.0 CRP
는 2008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지속되며, 첫 번째 연구 협의 회의가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비엔나에 있는 IAEA 본부에서 열렸다. 이틀 동안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핵
자료 실험, 평가 방법에 관해서 20편이 발표 되었으며, 실제로 핵융합용 핵자료가 필요로 
하는 ITER 관계자 참여하여 정 한 핵자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나머지 이틀 동안 입사
물질(중성자, 양성자, 중양성자 등) 중심으로 앞으로 해야 할 핵종에 대한 상세한 토론이 
진행 되었다.  

핵융합용 핵자료(FENDL)의 기본 방향이 현재 존재하는 검증된 핵자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년도는 기존의 핵자료 중에서 가장 최신이면서 정 한 핵자료를 모으는데 의
견이 통일 되었다. 중성자 입사 핵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20 MeV 이하의 경우 현재 
FENDL-2.1에서 채택한 평가핵자료집들의 최신판으로 교체하고, 20 MeV 이상에 대해서
는 JENDL-HE 에너지에 있는 핵자료를 가져와서 초기 파일을 만들기로 하였다. 양성자에 
대해서는 JENDL-HE 자료집이 초기 파일로 채택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1년 뒤 이차회
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다. 중양성자 입사에 대해서는 관련 핵반응 모델이 실험 자료를 모사
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제안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연구용 핵자료구축” 과제에서는 핵융합용 핵자료 평가와 
관련하여 플라즈마 접촉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텅스텐의 평가를 수행 중이다. 현재 텅스
텐의 평가는 20 MeV까지 완성 되었으며, 앞으로 150 MeV까지 확장하여 평가 될 예정이
다. 그 외에도 핵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구조물로 쓰이는 Al, Si, Ni, Fe
등의 물질에 관한 평가도 수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 진행 및 성과에 관해서 FENDL-3.0 
CRP 참여국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Al과 Si와 같이 평가하기 어려운 핵종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평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성자 입사 핵반응 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시작 파일을 만드는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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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NEA와 력

본 과제는 OECD 산하 NEA (Nuclear Energy Agency)와 핵반응 데이터의 평가, 측정, 
검증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각종 핵반응 
라이브러리 및 전산 코드들을 모아 놓은 "NEA Data Bank"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자
료 과제를 통해 생산된 원자로심해석 및 차폐해석용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을 꾸준히 등록해
오고 있다. 1996년 열중성자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인 WIMKAL-88을 등록한 이후 현재
까지 총 8건의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하였는데, 그 중 4건의 라이브러리를 본 과제 기간 중
에 등록하는 실적을 올렸다. (표 3.1.1-1 참조)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개요
WIMKAL-88 NEA-1518 1996/09/09 열중성자로용 69군 WIMS 라이브러리 
KASHIL-E6 NEA-1649 2002/01/18 원자로차폐 계산용 중성자 175군, 광자 42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ENDF/B-VI.5)
KAFAX-F22 NEA-1650 2002/01/18 고속로용 중성자 80군, 광자 24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JEF-2.2)
MCLIB-E6 NEA-1651 2002/01/18 온도별 (300K, 600K, 900K) 원자로 계산용 

연속에너지 MCNP 라이브러리 (ENDF/B-VI.5) 
KAFAX-E70 NEA-1815 2008/06/25 고속로용 중성자 150군, 광자 12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ENDF/B-VII.0)
KAFAX-F31 NEA-1816 2008/06/25 고속로용 중성자 150군, 광자 12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JEFF-3.1)
KAFAX-J33 NEA-1817 2008/06/25 고속로용 중성자 150군, 광자 12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JENDL-3.3)
KASHIL-E70 NEA-1818 2008/06/25 원자로차폐 계산용 중성자 199군, 광자 42군 

군정수 라이브러리 (ENDF/B-VII.0)

표 3.1.1-2. OECD/NEA 원자로 계산용 군정수 라이 러리 등록 실

KAFAX-E70, -F31, -J33 등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의 노심해석을 위한 중성자, 광자 라이브러리인데, 최신의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 JEFF-3.1, JENDL-3.3 등을 기반으로 하여 KALIMER 원자로의 노심내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가중 처리된 라이브러리이다. 300, 600, 900, 1200K의 온도에서 처
리되었으며, KAFAX-E70은 144종, -F31은 142종, -J33은 136종의 핵종 자료를 포함하
고 있다. 표 3.1.1-2 ~ 3.1.1-4에는 각각의 KAFAX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핵종들의 목록
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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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N-14 N-15 O-16 F-19 Na-23Mg-24Mg-25Mg-26Al-27Si-28Si-29Si-30P-31 Cl-35Cl-37Ar-40K-39 K-40 K-41 Ca-40Ca-42Ca-43Ca-44Ca-46Ca-48Ti-46Ti-47Ti-48Ti-49Ti-50V-natCr-50Cr-52Cr-53Cr-54Mn-55Fe-54Fe-56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n14 n15 o16 f19 na23mg24mg25mg26al27si28si29si30p31 cl35cl37ar40k39 k40 k41 ca40ca42ca43ca44ca46ca48ti46ti47ti48ti49ti50vnatcr50cr52cr53cr54mn55fe54fe56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5mCd-116 Sn-112 Sn-113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5mcd116 sn112 sn113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

 97 98 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

Sn-120 Sn-122 Sn-123 Sn-124 Sn-125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sn120 sn122 sn123 sn124 sn125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표 3.1.1-3. KAFAX-E70 라이 러리 핵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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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N-14 N-15 O-16 F-19 Na-23Mg-24Mg-25Mg-26Al-27Si-28Si-29Si-30P-31 Cl-35Cl-37Ar-40K-39 K-40 K-41 Ca-40Ca-42Ca-43Ca-44Ca-46Ca-48Ti-46Ti-47Ti-48Ti-49Ti-50V-natCr-50Cr-52Cr-53Cr-54Mn-55Fe-54Fe-56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 n14  n15  o16  f19  na23 mg24 mg25 mg26 al27 si28 si29 si30 p31  cl35 cl37 ar40 k39  k40  k41  ca40 ca42 ca43 ca44 ca46 ca48 ti46 ti47 ti48 ti49 ti50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nat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5mCd-116 Sn-112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Sn-120Sn-122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nat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5m cd116  sn112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  sn120  sn122

 97 98 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

Sn-123 Sn-124 Sn-125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sn123  sn124  sn125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 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표 3.1.1-4. KAFAX-F31 라이 러리 핵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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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N-14 N-15 O-16 F-19 Na-23Mg-24Mg-25Mg-26Al-27Si-28Si-29Si-30P-31 Cl-35Cl-37Ar-40K-39 K-40 K-41 Ca-40Ca-42Ca-43Ca-44Ca-46Ca-48Ti-46Ti-47Ti-48Ti-49Ti-50V-natCr-50Cr-52Cr-53Cr-54Mn-55Fe-54Fe-56

h1   h2   he3  he4  li6  li7  be9  b10  b11  cnat n14  n15  o16  f19  na23 mg24 mg25 mg26 al27 si28 si29 si30 p31  cl35 cl37 ar40 k39  k40  k41  ca40 ca42 ca43 ca44 ca46 ca48 ti46 ti47 ti48 ti49 ti50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6 Sn-112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Sn-120Sn-122Sn-123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3  zr94  zr95  zr96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99  mo10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1 cd112 cd113 cd114 cd116 sn112 sn114 sn115 sn116 sn117 sn118 sn119 sn120 sn122 sn123

 97 98 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

Sn-124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Pb-206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sn124  sn126  eu151  eu153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w182   w183   w184   w186   pb206  pb208  bi209  th232  pa233  u233   u234   u235   u236   u238   np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  am242m 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표 3.1.1-5. KAFAX-J33 라이 러리 핵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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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No. Nuclide Name of Isotop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H-1 H-1H-1H-1H-2H-3 He-3 He-4 Li-6 Li-7 Be-9 Be-9Be-9B-10 B-11 C-natC-natN-14 N-15 O-16 O-17F-19 Na-23Mg-24Mg-25Mg-26Al-27Si-28Si-29Si-30P-31 S-32S-33S-34S-36Cl-35Cl-37K-39 K-40 K-41 Ca-40Ca-42Ca-43Ca-44Ca-46Ca-48Sc-45Ti-46Ti-47Ti-48Ti-49Ti-50V-natCr-50Cr-52Cr-53Cr-54Mn-55Fe-54Fe-56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hh2o     hch2     benzine  hzrh     dd2o     h3       he3      he4      li6      li7      be9      bemetal  bebeo    b10      b11      cnat     graphite n14      n15      o16      o17      f19      na23     mg24     mg25     mg26     al27     si28     si29     si30     p31      s32      s33      s34      s36      cl35     cl37     k39      k40      k41      ca40     ca42     ca43     ca44     ca46     ca48     sc45     ti46     ti47     ti48     ti49     ti50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co59     ni58     ni60     ni61     ni62     ni64     cu63     cu6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4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100 Pd-102Pd-104Pd-105Pd-106Pd-108Pd-110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2 Cd-113 Cd-114 Cd-116 In-113In-115I-127Xe-124Xe-126Xe-128Xe-129 Xe-130 Xe-131 Xe-132 Xe-134    Xe-136    Cs-133    Ba-138    Pr-141    Nd-143    Nd-145    Nd-146    Nd-148    Nd-150    Pm-147    Sm-147    Sm-151    Sm-152Eu-151 Eu-152Eu-153Eu-154Eu-155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Dy-164Ho-165Lu-175

ga69     ga71     y89      zr90     zr91     zr92     zr94     zr96     nb93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100    pd102    pd104    pd105    pd106    pd108    pd110    ag107    ag109    cd106    cd108    cd110    cd112    cd113    cd114    cd116    in113    in115    i127     xe124    xe126    xe128    xe129    xe130    xe131    xe132    xe134    xe136    cs133    ba138    pr141    nd143    nd145    nd146    nd148    nd150    pm147    sm147    sm151    sm152    eu151    eu152    eu153    eu154    eu155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dy164    ho165    lu175

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

Lu-176Hf-174Hf-176   Hf-177   Hf-178   Hf-179   Hf-180   Ta-181   Ta-182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Ir-191Ir-193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0Th-232 Pa-231Pa-233 U-232U-233  U-234  U-235  U-236  U-237U-238  Np-237 Np-238   Np-239   Pu-236   Pu-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Pu-243Pu-244Am-241 Am-242 Am-242mAm-243 Cm-241Cm-242 Cm-243 Cm-244 Cm-245 Cm-246Cm-247   Cm-248   Bk-249   Cf-249   Cf-250   Cf-251   Cf-252   Cf-253   Es-253

lu176   hf174   hf176   hf177   hf178   hf179   hf180   ta181   ta182   w182    w183    w184    w186    re185   re187   ir191   ir193   au197   pb206   pb207   pb208   bi209   th230   th232   pa231   pa233   u232    u233    u234    u235    u236    u237    u238    np237   np238   np239   pu236   pu23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pu243   pu244   am241   am242   am242m  am243   cm241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cm247   cm248   bk249   cf249   cf250   cf251   cf252   cf253   es253

표 3.1.1-6. KASHIL-E70 라이 러리 핵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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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IL-E70은 ENDF/B-VII.0을 기반으로 생산된 원자로차폐 계산용 중성자, 광자 
군정수 라이브러리이며,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기 용이한 VITAMIN-B6의 중성자 199군, 
광자 42군의 군 구조를 채택하였다. 300, 600, 1000, 2100K의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총 
204종의 핵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표 3.1.1-5 참조)

NEA에서는 핵반응 데이터의 평가, 측정, 검증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 그룹인 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WPEC은 기존의 OECD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러시
아,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비회원국들까지도 총 망라한 연구 그룹이며, 핵반응 데이터 관
련 국제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개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3
개의 연구 그룹이 운영된 바 있으며, 그 중 6개의 연구 그룹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 연구팀은 2008년 새롭게 시작된 ‘공명 에너지 영역 핵반응 데이
터 개량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다. ORNL과 력

ORNL은 30년 이상 핵자료를 생산해 왔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핵자료 연구는 1) 선
형가속기 (ORELA)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 2) SAMMY[Lar03]코드를 이용한 공명상수 생
산, 3) 핵자료 평가, 4) 핵자료 처리시스템 AMPX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ORNL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핵 임계 안전 프로그램(Nuclear Criticality Safety Program of 
the U.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라 부족한 핵자료의 개선 즉 공
분산자료, 공명상수 자료, 중성자 민감도 재평가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악티나이드, 즉 U-233, -235, -238, Pu-239 및 Cl-35, -37, Gd 동위원소의 핵자료 개
량 및 검증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ORNL에서 개발된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코드 
SCALE[Sca04]은 핵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평가 및 핵연료주기 해석에 전세계에서 널
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 SCALE 시스템에는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핵설계 적분인
자의 민감도/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TSUNAMI[Rea03, Rea06]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ORNL은 미국의 BNL, LANL과 더불어 주요 핵자료 생산기관이며, 공명영역의 공분산을 포
함한 핵자료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공분산 자료는 막대한 컴퓨터 기억 용량이 요구되어 기
존의 핵자료집에 대부분 수록되지 못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공분산 자료를 다시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특히 ORNL에서는 기존의 핵자료로부터 공분산 자료를 다
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U-233, -235, -238, Pu-239 등 주요 악티나이드의 
공분산 자료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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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 팀에서는 1992년부터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핵자료 평가, 
처리 및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기관고유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동
안의 연구 성과로서 2006년 발표된 미국의 최신 핵자료 집 ENDF/B-VII에 30여 핵종 핵
자료 생산에 기여했다. ORNL과는 ORNL에서 개발된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공명상수
를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을 위한 연구협력을 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한미공동 연구과제 ‘선진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핵자료 불확실도 평가
(Nuclear Data Uncertainty Analysis to Support AFC Development)'를 I-NERI 프로그램
으로 3년간 수행하기로 했다. 이 공동연구 과제에서는 선진핵연료 주기기술에 이용되는 핵
종들의 핵자료를 분석하고, 재평가가 요구되는 핵종을 선정하여 공분산 자료를 포함하는 
핵자료를 생산하여, 핵설계 적분인자의 민감도/불확실도를 평가한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공분산을 포함한 핵자료 평가 및 검증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ORNL 연구원들과의 연구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 BNL과 력

BNL과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핵자료개량 연구과제로 공동연구
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BNL과의 핵자료관련 공동연구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위원회”의 
상설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BNL 이 주력하고 있는 공명영역 및 고에너지에
서의 불확실도 및 공분산 연구 분야에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범용 핵
자료평가코드인 EMPIRE 에 활용할 예정인 공명영역 평가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바 있는 예비버전의 공명모듈을 일부 개선하는 한편, 불확실도 
및 공분산 평가 기능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차례에 걸쳐 공동개발 작업을 수행하였
다. 공명모듈 개발현황은 2.2.1 에 따로 기술하였다.

2.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확립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가. 분인자의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방법

Boltzmann 수송방정식에서 유효증배계수의 민감도()는


  

≡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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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유효증배계수(keff), 는 거시단면적,  는 각각 forward, 
adjoint 중성자속, A는 핵분열을 제외한 연산자, B는 핵분열 연산자를 나타낸다. 유효증배
계수의 민감도를 영역 z에서의 핵종별(), 에너지 군()에 따른 중성자 유출입의 균형 관점
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1.2-2)

여기서     



  




  




  

   
′  



′  ′   이다. ′   는 영역 z에 있는 핵종
의 핵분열로부터 ′에너지 군으로 생성되는 중성자 분율이며,   는 영역 z에 있는 핵종의 
핵분열로부터 에너지 군으로 생성되는 중성자의 평균값이고,  는 거시 핵분열단면적
이다. , , 는 각각 중성자 유출(loss), 생성(fission production) 및 유입(scattered 
into g group)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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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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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5)

여기서  는 영역 z, 에너지 군의 핵종의 반응 거시단면적이고, 은 Legendre 차
수이며,  와  는   중성자속 모멘텀이다. 반응()별 민감도는 식 (3.1.2-2)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흡수반응 민감도

(n,), (n,), (n,p)등의 민감도는 식 (3.1.2-2)에서 항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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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2) 핵분열반응 민감도

핵분열 반응 민감도는 식 (3.1.2-2)에서 ,  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3.1.2-7)

3)   민감도

  민감도는 식 (3.1.2-2)의 항만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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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2-8)

4)  민감도

민감도 또한 식 (3.1.2-2)의 항만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  ′  

 ′  

(3.1.2-9)

5) 산란반응 민감도

(n,n), (n,n'), (n,2n) 반응의 민감도는 식 (3.1.2-2)의 과 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3.1.2-10)

6) 총반응 민감도

총반응의 민감도는 식 (3.1.2-2)의 , , 항 모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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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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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1)

고속로와 같이 자기차폐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감도를 계
산하면 되지만 열중성자로 시스템의 민감도는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하여 민감도가 계산되어
야 한다. 즉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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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2)

즉 해석노심의 다른 핵종의 에너지 군, 반응에 의한 영향이 고려된 민감도이다.
평가핵자료집에는 단면적 평가시 이용된 실험자료의 불확실도 관련자료가 공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평가핵자료집 공분산 자료를 수록하는 데는 방대한 컴퓨터 용량이 요구되
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평가핵자료집에는 제한된 핵종의 공분산 자료만이 수록되어 있다. 
위에서 계산된 민감도()와 핵자료집의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여 적분인자의 불확실도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1.2-13)

나.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핵계산에 이용되는 핵자료는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는데 실험오차는 공분산 형태
로 핵자료집에 수록된다. 공분산 자료는 실험오차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핵계산에서 핵자료
에 의한 오차를 평가할 수 있다. 공분산 자료는 막대한 컴퓨터 기억 용량이 요구되어 기존
의 핵자료집에 대부분 수록되지 못했으나 컴퓨터의 발달로 공분산 자료를 다시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면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의 설계나 인허
가시 계산된 적분인자의 안전 여유도를 실험오차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핵자료나 노물리 연구에서에서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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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 팀에서도 공분산 자
료를 이용한 핵설계 적분인자의 민감도/불확실도 평가체제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ANISN

*, ΦΦ GENDF COVFIL

SUSD3D

JENDL-3

NJOY
TRANSX

ANISN Lib.

NJOY
ERRORJ

그림 3.1.2-1. 1차원 핵임계 해석용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JENDL-3.3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NJOY[Mac94]-ERRORJ[Chi04]-ANISN[Eng67]-SUSD3D[Kod00]로 이어지는 1차원 
핵임계 해석용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공분산 처리 코드인 
ERRORJ-2.3이 NJOY 코드의 ERRORR 모듈에 병합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핵자료/공분
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전 버전의 SUSD3D 코드의 경우, 불확실도 해석시 핵
분열에서 발생되는 총 중성자수에 대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의 SUSD3D 
계산이 필요했다. 그러나, SUSD3D 코드의 저자인 OECD/NEA의 I. Kodeli 박사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단 한 번의 계산만으로도 정규화 과정을 포함한 불확실도 해석이 가능하
도록 SUSD3D 코드를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림 3.1.2-1은 1차원 핵임계 해
석용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NJOY-ERRORJ-ANISN-SUSD3D 공분산 평가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불확실도 해석 체계인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 (ORNL)의 
SCALE[Sca04]/TSUNAMI[Rea03, Rea06] 코드 체계를 구축,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2-2는 ORNL의 공분산을 이용한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체계이다. 본 체계는 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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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한 핵임계 불확실도 해석에 특화된 평가 체계로서, 핵임계 계산을 위한 중성자 수송 
계산에 3차원 몬테칼로 코드인 KENO를 사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KENO 계산용 다
군정수 생산에는 AMPX-2000/NJOY99 코드를 사용하고, 공분산 자료 생산에는 PUFF-IV 
코드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TSUNAMI 코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핵반응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 계수 생산 및 핵임계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한다.

그림 3.1.2-2. ORNL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평가체계

다. 핵자료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두 개의 독립적인 불확실도 평가 체계를 이용하여, 기 구축한 공분산 평가체계의 유효성
을 검증하였다. 표 3.1.2-1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인 GODIVA 노심에서 두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효증배계수의 불확실도를 반응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냈다. 
SCALE/TSUNAMI와 ANISN/SUSD3D 계산의 비탄성 산란(MT=4)의 공분산 자료를 이용
한 불확실도 계산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계산을 통해 
SUSD3D를 이용한 민감도/불확실도 계산시 비탄성산란반응(MT=4)에 의한 계산결과에 문
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USD3D를 이용한 민감도/불확실도 해석은 개별
적인 비탄성산란반응 채널들(MT=51-91)을 이용해야 한다. 표 3.1.2-2에는 4개의 벤치
마크 노심에서 유효증배계수의 불확실도를 ANISN/SUSD3D 체계를 이용한 결과를 나타냈
는데, 비탄성 산란반응(MT=4, MT=51-91)의 공분산 자료에 따라 불확실도 차이가 고속
노심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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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SN/SUSD3D
(A)

SCALE/TSUNAMI
(B)

유효증배계수 1.01108 1.00322 비율(B/A)
(nu),(nu)
(n,g),(n,g)
(n,g),(n,n)

(n,2n),(n,2n)
(n,2n),(n,n)
(n,f),(n,f)
(n,f),(n,n)
(n,n),(n,n)
(n,n),(n,n')
(n,n'),(n,n')

0.15
0.17
0.07
0.01

0
0.17

-0.05
0.32
1.47
3.58

0.15
0.14
0.07
0.01

0
0.17

-0.05
0.37

-0.76
0.6

1
1.2
1
1
1
1
1

0.86
-1.9
5.9

총 불확실도 (%)a 0.43 0.43 1
총 불확실도 (%) - 3.89

a 비탄성산란(MT=4)을 제외한 불확실도

표 3.1.2-1. GODIVA 노심에서의 유효증배계수 불확실도 비교

Benchmark
keff

(ANISN, 
JENDL-3.3)

Total uncertainty
(dk/k%)

(with individual 
inelastic)

Total uncertainty
(dk/k%)

(with MT 4)
  GODIVA 1.011 0.518 3.895
  JEZEBEL 1.001 0.466 1.945
  THERM-013 0.978 0.403 0.403
  PNL-1 1.023 0.746 0.746

표 3.1.2-2. ANISN/SUSD3D 계산체제를 이용한 검증노심에서의 keff 불확실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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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amrk Total uncertainty
(dk/k%) Isotopes Uncertainty

(dk/k%)
  GODIVA 0.518 235U

238U
0.517
0.022

  JEZEBEL 0.466
239Pu
240Pu
241Pu

0.466
0.020
0.002

  THERM-013 0.403

235U
238U
1H
16O

55Mn

0.308
0.001
0.247
0.075
0.024

  PNL-1 0.746

239Pu
240Pu
241Pu

1H
16O

0.746
0.030
0.003
0.001
0.001

표 3.1.2-3. ANISN/SUSD3D 계산체제를 이용한 검증노심에서의 핵종별 유효증배계수

(keff) 불확실도 비교

표 3.1.2-3에는 4개의 벤치 마크 노심에서 핵종별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유효증배계수
의 불확실도를 ANISN/SUSD3D로 계산한 결과이다. 고속노심 GODIVA와 JEZEBEL 모두 
90% 이상의 U-235와 Pu-239 농축 노심이기 때문에 두 노심의 불확실도 또한 U-235와 
Pu-239에 기인한다. 열중성자 노심인 THERM-013과 PNL-1 노심도 역시 90% 이상의 
U-235와 Pu-239 노심이기 때문에 두 노심의 불확실도도 U-235와 Pu-239의 불확실도
와 큰 차이가 없으나 THERM-013 노심에서는 H-1에 의한 불확실도도 0.25%로 크게 나
타났다.

그림 3.1.2-3에는 4개의 노심에서 유효증배계수의 반응별 민감도를 나타냈다. 모든 노
심에서 유효증배계수는 값에 가장 민감하고, 고속노심에서는 핵분열 단면적, 산란 단면적
순의 민감도를 보이며, 열중성자로에서는 핵분열 단면적, 흡수 단면적순으로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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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IVA JEZEBEL THERM-013 PN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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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검증노심에서의 핵분열성 핵종의 

반응별 민감도

10-5 10-4 10-3 10-2 10-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0.05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U-235

 

 

R
el

at
iv

e 
S

en
si

tiv
ity

 / 
U

ni
t L

et
ha

rg
y

Energy (eV)

 nubar
 fission
 capture
 elastic

그림 3.1.2-4. GODIVA 검증노심에서의 235U의 

반응별 에 지에 따른 민감도

그림 3.1.2-3～6에는 위의 4가지 검증 노심에서 유효증배계수의 에너지에 따른 반응별 
민감도 분포를 나타냈다. 고속 검증노심인 GODIVA와 JEZEBEL의 평균 핵분열 에너지는 
각각 9.48 × 105 eV 와 1.24 × 105 eV이다. 그림 3.1.2-4와 -5에서 살펴보면 GODIVA
와 JEZEBEL 노심의 유효증배계수는 10 keV～10 MeV 에너지 영역의 값과 핵분열 단면
적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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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JEZEBEL 검증노심에서의 239Pu의 반응별 

에 지에 따른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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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THERM-013 검증노심에서의 

235U의 반응별 에 지에 따른 민감도

열중성자로 검증노심인 THERM-013과 PNL-1의 평균 핵분열 에너지는 각각 3.231 × 
10-2 eV 와 6.594 × 10-2 eV이다. 그림 3.1.2-6와 -7로부터 THERM-013과 PNL-1 노
심의 유효증배계수는 0.01 eV～1 eV 에너지 영역의 값과 핵분열 단면적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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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PNL-1 검증노심에서의 
239Pu의 

반응별 에 지에 따른 민감도

Fast Benchmarks Thermal Benchmarks

GODIVA 239Pu-JEZEBEL THERM-013 PNL-1

Value for keff

(standard 
dev.)

Exp. 1.000
(0.001)

1.000
(0.002)

1.0012
(0.0026)

1.0000
(0.0032)

Cross-section ENDF/B-VI.8 JENDL-3.3 ENDF/B-VI.8 ENDF/B-VI.8 JENDL-3.3 ENDF/B-VI.8

Calc. 0.99735
(0.00024)

1.00322
(0.00022)

0.99530
(0.00024)

0.99976
(0.00019)

0.99969
(0.00018)

1.01268
(0.0003)

Primary fissile nuclide 235U 239Pu 235U 239Pu
ORNL covariance data

(dk/k)due to the primary 
fissile isotope

(Except Inelastic)

1.011%

(1.045%)

1.162%

(1.151%)

0.641%

(0.641%)

0.744%

(0.744%)

0.745%

(0.745%)

0.629%

(0.629%)

JENDL-3.3 covariance 
data 

(dk/k) due to the primary 
fissile isotope

(Except Inelastic)

-

(0.461%)

0.256%

(0.432%)

0.452%

(0.398%)

0.308%

(0.308%)

0.308%

(0.308%)

0.702%

(0.702%)

표 3.1.2-4. 단면 과 공분산 자료에 따른 불확실도 계산 결과 비교

표 3.1.2-4에는 ENDF/B-VI.8과 JENDL-3.3 단면적 자료와 ORNL에서 새로 평가된 
공분산 자료와 JENDL-3.3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여 SCALE/TSUNAMI 계산체제로 계산
된 불확실도를 비교 정리하였다. 표에서 불확실도는 ENDF/B-VI.8과 JENDL-3.3 단면적 
자료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며, 공분산 자료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U-235의 ORNL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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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자료를 이용했을 때, JENDL-3.3의 U-235 공분산 자료 이용결과와 비교하면 2배 이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2-5에 GODIVA와 Pu-239 JEZEBEL에 대한 불확실도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ANISN/SUSD3D 와 SCALE/TSUNAMI 계산 체제 . 중성자 에너지 군 구조 및 군 수에 따
른 불확실도 변화는 약 0.03% 이하로 매우 작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
재 진행 중인 SCALE/TSUNAMI 코드를 통한 검증 계산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Benchmark
Problem 임계도 (keff) Uncertainty (%)
GODIVA

(30군-SUSD3D) 1.00448 0.550
GODIVA

(44군-SUSD3D) 1.01108 0.580
GODIVA

(238군-TSUNAMI) 1.00322 0.430a

Pu-239 JEZEBEL
(30군-SUSD3D) 0.99559 0.483
Pu-239 JEZEBEL
(44군-SUSD3D) 0.99689 0.469
Pu-239 JEZEBEL
(44군-TSUNAMI) 0.99530 0.452a

a 비탄성산란반응의 불확실도 미포함

표 3.1.2-5. JENDL-3.3 핵자료에 기인한 불확실도 벤치마크 계산 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된 NJOY/ERRORJ/ANISN/SUSD3D 공분산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ICSBEP[Bri06]에 수록된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노심인 BIGTEN, GODIVA, Pu-239 
JEZEBEL, U-233 JEZEBEL, Pu-240 JEZEBEL, VNIIEF에 대한 임계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공분산 자료는 임계도 계산에 대한 기여도가 절대적인 악티나
이드 핵종들에 대하여 JENDL-3.3에 수록된 자료를 COVFIL 형태로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중성자 군 구조 또는 군 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LANL-30군 및 
SCALE-44군 구조에 대하여 수행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를 표 3.1.2-6 및 표 3.1.2-7에 
각각 나타내었다. LANL-30군 구조는 고속로 또는 핵융합로에 특화된 군 구조이며, 
SCALE-44군 구조는 열중성자 영역에 상당수의 군을 지니고 있는 구조로서 고속로 및 열
중성자로에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군 구조이다.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U-233 JEZE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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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에서 불확실도 해석 결과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불확실도 해석 대상 노심의 
중성자 스펙트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군 구조 및 군 수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벤치마크 문제 임계도 (keff) 불확실도 (%) 공분산 자료
BIGTEN 0.98571 1.678 U-235, U-238
GODIVA 1.00449 0.550 U-235, U-238
Pu-239 JEZEBEL 0.99563 0.482 Pu-239, Pu-240, 

Pu-241
U-233 JEZEBEL 1.00509 0.564 U-233, U-235, 

U-238
Pu-240 JEZEBEL 0.99889 0.410 Pu-239, Pu-240, 

Pu-241
VNIIEF 0.99886 0.426 U-235, U-238

표 3.1.2-6.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한 핵자료에 의한 임계 불확실도 해석 

결과 (JENDL-3.3, LANL-30군, S-16)

벤치마크 문제 임계도 (keff) 불확실도 (%) 공분산 자료
BIGTEN 0.98544 1.691 U-235, U-238
GODIVA 1.01011 0.521 U-235, U-238
Pu-239 JEZEBEL 0.99640 0.469 Pu-239, Pu-240, 

Pu-241
U-233 JEZEBEL 1.00748 0.327 U-233, U-235, 

U-238
Pu-240 JEZEBEL 0.99917 0.398 Pu-239, Pu-240, 

Pu-241
VNIIEF 1.00511 0.410 U-235, U-238

표 3.1.2-7. 1차원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에 한 핵자료에 의한 임계 불확실도 해석 

결과 (JENDL-3.3, SCALE-44군, S-16)

3. 텅스텐 동 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검증

수년에 걸쳐, 국제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및 기타 핵융합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핵자료 분야의 경우, ENDF/B-VI.8, JENDL-3.3, JEFF-3.0 등 비교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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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평가핵자료집으로부터 최선의 핵자료만을 엄선하여 핵융합 응용연구용 평가핵자료집
인 FENDL-2.1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0, 
JEFF-3.1 등을 기반으로 FENDL-3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IAEA를 중심으
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핵종인 텅스텐은 높은 녹는점과 sputtering (원자가 타깃에서 튀어나는 
현상) 문턱 에너지 때문에 핵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접촉 물질로써 각광 받고 있다. 기존의 
FENDL-2.1 텅스텐 자료들은 ENDF/B-VI.8에서 선택된 자료들로써 중성자 방출 스펙트
럼의 계산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단면적 등과 같은 중성
자 유발 핵반응 단면적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시된 측정 자료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텅스텐에 대한 중성자 입사 후 일어나는 신뢰도가 높은 감마
선 생성 핵반응 단면적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핵반응들을 ENDF-6 형식으로 저장하여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텅스텐에 대한 새로운 핵반응 자료를 평가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MPIRE-2.19 코드의 최신 평가 기법을 통해 평가된 텅스텐 동위원소인 
W-182, -183, -184, -186 핵반응 자료를 NJOY 코드로 처리한 후 몬테칼로 방사선 수
송해석 코드인 MCNPX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벤치마크에 사용된 문제
들로는 OECD/NEA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차폐 검증 자료집인 SINBAD (Shielding 
Integral Benchmark Archive Database)에 수록된 OKTAVIAN-W 및 FNS-W 벤치마크 
문제를 채택하였다. 

가. 핵자료평가 방법론 개요

핵반응 모델 코드인 EMPIRE-2.19는 여러 가지 핵반응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듈 형
태로 구성된 코드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텅스텐 동위원소 체인들 (chain) 간의 일관성 
(consistency)을 유지하고 부족한 실험 정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전체 동위원소들에 대한 
중성자 반응 단면적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수 MeV 이상의 입사 중성자에 의한 핵반응으로
부터 방출되는 에너지-각도 의존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을 개선하기 위하여 MSD 
(multi-step direct) 및 MSC (multi-step compound) 이론에 근거한 전평형 방출 모델을 
채택하였다. 

그림 3.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W-184의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평
가 자료는 가장 최근인 1989년에 수행된 Marcinkowski의 측정 실험 자료를 잘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NDF/B-VII.0 및 JENDL-3.3의 평가 자료는 이들 측정 실험 
자료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검증 계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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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우측의 가장 높은 피크는 탄성 산란 반응에 의해 생겼으며, 이 
피크 좌측에 위치한 작은 피크는 채택된 반응 모델인 DWBA (distorted-wave Born 
approximation)에 의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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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W-184에 한 입사 성자에 의한 성자 

방출 스펙트럼

 
나. 벤치마크 문제

두개의 핵융합로 차폐 벤치마크 문제를 차폐 검증 자료집인 SINBAD에서 선택하였다. 
OKTAVIAN-W 벤치마크 실험은 일본 오사카 대학의 D-T (deuterium-tritium) 중성자 
선원 시설인 OKTAVIAN에서 수행된 14 MeV 중성자 누출 실험들 중의 하나이다. 
OKTAVIAN-W는 TOF (time-of-flight) 기법을 사용하여 직경 40 cm의 텅스텐 구를 통
해 누출되는 중성자 및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한 실험이다. 

FNS-W 벤치마크 실험은 일본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FNS (Fusion 
Neutronics Source) 시설에서 수행된 실험이다. 전 에너지 구간에 걸친 중성자 및 광자 스
펙트럼, 방사선량, 감마선 heating rates 등의 실험 자료가 다양한 물질들에 대하여 측정되
었다. FNS-W는 직경 62.9 cm, 높이 50.7 cm인 텅스텐 원통형 어셈블리를 통해 누출되는 
중성자 및 감마선 스펙트럼을 3개의 서로 다른 지점 (7.6 cm, 22.8 cm, 38.0 cm)에서 측
정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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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치마크 계산 결과

모든 계산에는 MCNPX-2.5.0 코드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측정 실험 자료와 비교하
였다. 우선 ENDF/B-VII.0을 사용한 기준 계산을 수행하였고, W 자료만을 JEFF-3.1, 
JENDL-3.3, FENDL-2.1의 자료로 대체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새롭게 평가된 W 동위원소 핵자료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각 평가핵자료에 포함된 W 자료가 핵융합로 차폐 검증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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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OKTAVIAN-W 구로부터 출되는 성자 

스펙트럼

OKTAVIAN-W 구로부터 누출되는 중성자 및 광자의 스펙트럼을 그림 3.1.3-2와 
3.1.3-3에 각각 나타내었다. ENDF/B-VI.8의 W 자료를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ENDF/B-VII.0 및 FENDL-2.1은 동일한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약 7 MeV 이상의 
고속 중성자에 대하여 측정값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동일한 자
료를 채택하고 있는 JEFF-3.1과 JENDL-3.3은 약 0.4 MeV의 중성자에 대해서는 과대평
가를, 약 0.7 MeV 이상의 중성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새롭게 평가된 
핵자료에 대해서는 약 6 MeV 이상의 누출 중성자에 대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스펙트럼의 형태로 보아 기존의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1.3-1의 개선된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 사용으로 인해 약 10 MeV 근처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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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의 급격한 하락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마
선 누출 스펙트럼은 그림 3.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평가핵자료에 대해 유사한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험 자료와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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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OKTAVIAN-W 구로부터 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누출되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7.6 cm, 22.8 cm, 38.0 
cm 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그림 3.1.3-4 ~ 3.1.3-6에 각각 나타내었다. 
ENDF/B-VII.0 및 FENDL-2.1은 약 10 ~ 13 MeV 부근에서 누출 중성자의 급격한 감소
를 야기하고 있으며, JEFF-3.1 및 JENDL-3.3은 약 13 MeV 부근에서 누출 중성자의 작
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핵반응 자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 
자료의 오류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새롭게 평가된 핵반응 자료는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의 측정값들을 성공적으로 재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약 10 MeV 주
변에서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계산 결과의 향상은 본 단계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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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성자 스펙트럼 (at 7.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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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성자 스펙트럼 (at 22.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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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성자 스펙트럼 (at 3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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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 (at 7.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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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 (at 22.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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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 (at 3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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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 3.1.3-9에는 FNS-W 원통형 어셈블리로부터 누출되는 감마선 스펙트
럼을 7.6 cm, 22.8 cm, 38.0 cm 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평가핵자료는 약 1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
히, 새롭게 평가된 W 핵자료는 투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다른 평가핵자료들에 비해 감마선 
스펙트럼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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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1. 공명 역 핵자료 평가모듈 개발

가. 개발 배경

현재 핵자료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EMPIRE 등의 전산코드는 공명에너지영역
의 단면적 평가를 위한 별도의 루틴 혹은 모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명에너지영역
의 단면적 평가를 위해서는 문헌 또는 실험을 통하여 공명상수를 결정한 후 이를 입력으로 
하여 2종 이상의 코드를 사용, 분리 및 비분리 공명영역의 단면적을 계산하고, 기존 평가핵
자료집 및 실험자료와의 비교 과정을 거친 후 공명상수를 조정하여 재계산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은 평가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여러 단
계를 거치는 동안 입력파일을 작성하거나 출력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적오류를 유발
할 가능성이 크다.

핵자료평가용 코드인 EMPIRE 는 현재 BNL에서 근무하고 있는 M. Herman 등에 의해 
개발된 전산코드로서 공명에너지 영역을 제외한 에너지 구간에서 양성자 및 중성자 등에 
의한 산란 및 반응단면적의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EMPIRE 코드의 저자 및 
공명상수의 권위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공명영역의 단면적 평가를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EMPIRE 에 연결함으로서 단일전산코드를 이용한 전체에너지 영역의 핵자료평가시스
템을 구축하여 핵자료 평가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명영역 평가모듈의 상세한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공명영역 평가코드 개량
공명에너지 영역의 단면적 평가 과정 자동화함
GUI 설계로 마우스 클릭 위주로 평가작업 단순화함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혹은 EMPIRE 의 부속코드로 작동하도록 설계함
EMPIRE 코드와 연계할 경우 공명영역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구간에서 ENDF-6 포
맷으로 된 단일 ENDF 파일을 출력하도록 함
다양한 비교 그래프와 분석도구를 제공함

나. 개발 황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명영역 핵자료 평가를 위한 모듈을 통해 공명에너지 영역에서의 
단면적뿐만 아니라 불확실도 및 공분산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명모
듈을 개량하여 불확실도 및 공분산 평가 기능을 일부 추가하였다. 불확실도 및 공분산은 원
자로 노심계산 등 핵자료 이용 산업분야에서의 정  안전여유도 평가 및 핵자료 신뢰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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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BNL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 개량한 공명모듈은 민감도 분석
과 함께 KALMAN 필터를 사용함으로서 공명상수의 불확실도 및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공명모듈은 공명상수와 핵종별 물성자료, 공명에너지 영역에서의 단면적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PTANAL, WRIURR [Oh00] 등의 기존의 코드를 수정 및 개량한 평가도구, 
SCANR 등의 분석도구, 이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계산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제어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듈은 필요할 경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코드인 EMPIRE 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공명모듈을 구성하는 코드 및 
데이터의 설치위치는 그림 3.2.1-1 에 도시하였다.

그림 3.2.1-1. 공명모듈의 디 터리 구조

평가도구의 하나인 PTANAL의 주된 기능은 분리 공명영역에서의 ENDF 파일을 생산하
는 것이며, 특정 공명에서의 각운동량과 스핀을 모를 때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제
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WRIURR 은 비분리 공명영역의 ENDF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명모듈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자료인 공명상수 데이터는  S. F. Mughabghab의 Atlas 
of Neutron Resonances[Mug06]로부터 발췌한 자료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3.2.1-2 참조] 이 자료에는 각 공명에너지별로 neutron, fission, gamma width 및 불확실
도가 잘 정리되어 있다.

공명모듈의 핵심인 GUI 제어모듈은 TCL (Tool command language) [Cli03]로 작성되
어 있으며 각종 평가도구와 분석도구를 제어하여 공명영역의 핵자료 평가와 분석화면을 제
공하며 공분산 자료 생산에 필요한 민감도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물성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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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를 화면에 제시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모듈에서 출력하는 공분산 자료는 행렬 형태로 주어지는데, 공명 하나당 3-4개의 행렬
요소가 필요해 공명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경우 일부 핵종에서는 파일의 크기가 최대 수 GB 
에 달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임의의 값 이하의 데이터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저장할 경우, 파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저장 방
식을 compact format [Lar05] 이라고 부르는데, 본 공명모듈에서는 공분산 자료를 이 형
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2.1-2. Atlas of Neutron Resonances 산자료

다. 평가 차

공명영역 평가를 위한 제어모듈의 입력화면은 그림 3.2.1-3 에 나와 있다. 평가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핵종의 원자번호와 질량번호를 입력해 주면 핵종별 물성 자료를 읽
어 입력화면의 왼 쪽 부분에 표시해 준다. 모든 데이터는 수정 가능하며 EMPIRE 와 연계
할 경우 EMPIRE 내에서 공명모듈을 호출하는 순간 원자 및 질량번호는 자동적으로 입력
되므로 별도의 사용자 입력이 필요 없다. 화면 좌상단에는 각 중성자 부분파동에 대한 
strength function 이나 평균 gamma width 등 분리 및 비분리 공명평가에 공통으로 필요한 
값들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각각 분리공명영역에 대한 값과 비분리공명영역에 대한 값이 
별도로 표시된다. 또한 오른 쪽 화면에는 입력데이터 검증을 위해 마련한 그래프를 불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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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버튼이 배열되어 있다.
그림 3.2.1-4는 실제 평가를 위한 실행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위쪽에 표시한 

PTANAL, WRIURR 등의 분리 및 비분리영역 평가코드를 실행하여 ENDF-6 포맷의 파일
을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공명영역 분석도구 및 비교화면을 통해 입력화면에서 공명 파라
메타를 조정하여 평가코드를 재실행한다. 공명상수의 불확실도 및 공분산 평가는 화면 아
래쪽의 민감도 분석기능 및 KALMAN 필터를 사용함으로서 가능하다. 이 때  민감도 분석
을 위해 변경할 공명에너지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고 평가 목적에 따라 산란, 핵분열 및 포
획 반응을 모두 고려하거나 혹은 하나만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림 3.2.1-3. 공명평가 제어모듈의 입력화면

그림 3.2.1-4. 공명평가 제어모듈의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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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영역 평가결과 분석도구로는 SCANR 과 Porter-Thomas 화면 등이 있는데 
SCANR 의 경우 분리 및 비분리 공명에너지의 경계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초기 경
계점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명상수 데이터의 상한
치를 초기 경계값으로 사용한다. 그림 3.2.1-5 에 SCANR 분석화면을 도시하였다. 그림 
3.2.1-6에 나타낸 P-T 화면은 공명준위간격이나 strength function 등의 평균공명상수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2.1-5. SCANR 의 출력화면

핵자료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실제의 기존의 평가핵자료나 실험값과의 비
교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평가핵자료는 ENDF/B-VII, JENDL-3.3, 
JEFF-3.1 등이며 그림 3.2.1-6에서 8에 걸쳐 전단면적, 산란단면적 및 포획단면적에 대
한 비교화면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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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Porter-Thomas 해석화면

그림 3.2.1-7. 총단면  비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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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산란단면  비교화면

그림 3.2.1-9. 포획단면  비교화면

그림 3.2.1-10 에는 민감도 분석결과를 나타내었으며 KALMAN 필터를 사용해서 



- 50 -

얻은 불확실도 및 공분산자료는 그림 3.2.1-11 및 3.2.1-12 에 나타내었다. 현재 모듈이 
개발 단계에 있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출력한 공분산 자료는 앞서 언급한 
compact 포맷 형식으로 ENDF 파일에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듈이 완
성될 경우 공분산 자료를 포함하여 ENDF 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핵자료는 제어모듈의 
조작만으로 최종 결과파일인 ENDF 파일에 저장되므로 핵자료 파일 생산을 위한 별도의 수
작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림 3.2.1-10. 민감도 분석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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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불확실도 분석자료

그림 3.2.1-12. 공분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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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텅스텐 동 원소 4종 평가 (En <20 MeV)

가. 개요

핵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접촉 물질로서의 텅스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라이
브러리는 20-30년 전에 충분하지 않은 실험 자료와 고전적 핵물리 이론을 기반으로 평가 
되었으며 그 후 부분적인 개량이 있었지만 최신의 실험 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에를 
들어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의 총 단면적은 실제 측정된 값[Gue82, Die03]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방출되는 중성자 스펙트럼 또한 실험 자료[Mar89]와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개별 단
면적의 차이는 모든 반응이 고려되어 측정되는 통합적 실험과의 불일치의 원인이 된다. 즉, 
존재하는 파일을 이용하여 수행한 벤치마크 계산은 OKTAVIAN 실험이라고 알려진 오사카 
대학의 D-T 중성자 소스 장치에서 실험한 누설 중성자 실험값과 FNS 실험이라고 알려진 
핵융합용 중성자원을 이용한 실험값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존재 비율이 높은 4개의 텅스텐 동위원
소 (182,183,184,186W)에 대해 중성자 에너지 0.1 MeV에서 20 MeV까지의 핵반응을 평가하였
고, 누설 중성자 스펙트럼의 통합적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의 정당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개별 단면적의 정확한 재생산뿐만 아니라, 통합된 측정 실험에서도 타
당한 결과를 만들도록 보다 정 하고 신뢰성 있는 핵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론적 계산
은 고려된 모든 텅스텐 동위원소에 대하여 EMPIRE-2.19 [Her07] 코드로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즉, 모든 동위원소에 대
해 같은 핵반응 모델들을 적용하되 각 동위원소의 모델 인자들은 실험데이터를 가장 잘 재
생산하도록 조금씩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사용된 EMPIRE 코드는 많은 핵반응 모델들로 구
성된 모듈 시스템이다. 이것은 구형 및 변형 광학 모델, 폭 진동 보정과 완전한 감마 방출 
캐스케이드를 포함하는 Hauser-Feshbach 이론, DWBA, 양자역학적 전평형 모델인 다단
계 직접 및 복합 모델(MSD/MSC)과 고전적인 전평형 모델(Exciton)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코드는 RIPL-II나 CSESRS/EXFOR과 같은 보조 라이브러리에 쉽게 연결을 가능
하게 하는 강력한 GUI를 갖추고 있고, ENDF-6 형식의 파일을 만들고 체크하는 유용한 코
드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는 산란 단면적뿐만 아니라, 광자 생산, 방출 입사와 잔류 
핵의 에너지 각 분포와 같은 가능한 모든 물리량을 포함한다. 계산 결과는 수송계산이나 방
사성 차폐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표준 라이브러리 형식인 ENDF-6 형식
으로 변환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단면적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계산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3.1.3에 자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평가 결과 부분에는 개별 단면적의 결과 



- 53 -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비록 본 연구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ENDF/B-VII.0에서 가져온 비분리 공명 영역은 존재하는 실험 데이터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벤치마크 계산은 존재하는 통합적 실험데이터와의 불일치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분리 및 비분리 공명 영역의 새로운 평가가 절실히 요구됨을 밝혀둔다. 

나. 평가 방법

1)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GEND)

현재 세계적인 핵자료 평가 흐름은 이론적 계산을 통하여 단지 개별 단면적에 관한 실험 
자료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계산을 통하여 통합된 실험 자료까지 잘 재생산하여 
더욱 신뢰할 만한 평가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연구
용 핵자료구축”과제는 텅스텐 평가와 관련하여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GEND)"라는 핵자료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림 3.2.2-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핵자
료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2.2-1.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GEND)

그림 3.2.2-1을 간략히 설명하면, ENDF-6 형식의 파일을 핵반응 코드인 EMPIR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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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lys 코드를 이용하여 만든다. 이때 개별 산란 단면적은 실험데이터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파일을 이용하여 처리코드인 NJOY을 통해 MCNP 
코드에 쓰일 수 있도록 ACE 파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 후 그 계산 결과를 통합적인 실험 자료 비교한다. 만약 계산결과가 통합적 실
험 자료를 잘 재생산 하면, 위의 과정을 중단하고 최종적인 ENDF-6 형식의 파일을 완성
한다. 그러나 계산결과가 통합적 실험 자료와 차이를 보이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 핵반
응 모델 또는 모델 인자 등을 바꾸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획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 때 바뀐 모델 또는 모델 인자들에 의한 개별 단면적 계산 결과는 여전히 개별 실험 자료
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만든다. 한편 이 평가 방식은 공명영역의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명영역의 평가는 위의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평
가 완료된 것을 쓰거나,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부터 가장 믿을 만한 파일을 선택하여 
쓴다. 

2) 고속 성자 계산

가)  EMPIRE 코드 시스템 

텅스텐에 관한 평가는 모듈 형식의 최신의 핵반응 코드인 EMPIRE-2.19가 사용 되었
다. 이 코드 시스템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응들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핵자료의 표준 형식인 ENDF-6 형식을 가지는 파일을 생산해 낸다. 이 코드는 핵반응의 
대표적인 이론 모델인 직접(Direct), 전 평형(Pre-equilibrium), 복합핵(Compound) 모델
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HRTW으로 설명되는 폭 진동 보정을 포함하는 Hauser-Feshbach 통계 모형
양자역학적 모형인 MSD/MSC
각 운동량을 결합한 Exciton 모델
각 분포에 대해 Kalback systematics와 Iwamoto-Harada 다발 방출을 가진 
Exciton 모델
RIPL-2 라이브러리의 광학 모델 매개변수 및 핵의 구조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매
개변수
EXFOR/CSISRS 라이브러리에 실린 실험데이터의 쉬운 접근
ENDF-6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코드
CSEWG에서 추천하는 ENDF-6 checking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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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모델 인자 결정

초기 RIPL-II에서 가져온 광학 모델 인자(OMP)는 ECISPLOT을 통해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ECISPLOT 코드는 구형 핵종에 대해 개발된 코드[Lee05]를 변형 핵종에 
적용되도록 향상시킨 버전이다[Kim08a]. 개량된 ECISPLOT의 특징은 구형 및 변형 핵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alys와 EMPIRE등의 코드와의 호환성을 위해 
RIPL-II 형식의 OMP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실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4 파일 형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구현하여 매개변수의 자동 또는 수동 변환을 쉽게 하였으며, 매개변수 변화에 의
한 계산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2-2는 RIPL-II에 존재하는 OMP를 
이용하여 총 단면적과 탄성 산란의 단면적 및 각분포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며, 그림 3.2.2-3는 ECISPLOT을 이용하여 수정된 OMP를 이용한 각 물리량의 계산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2-3의 오른쪽 패널은 수정된 OMP 매개변수들의 기존 OMP
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코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형 핵종의 계산은 몇 개의 여기 
에너지의 결합 계산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이것은 ECIS 계산 시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다. 따라서 본 코드가 구형 핵종에도 빠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병렬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존재하는 OMP 공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OMP도 적용 가능하도록 코드의 향상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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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RIPL-II로부터 가져온 기 OMP

그림 3.2.2-3. ECISPLOT 코드를 이용하여 최 화된 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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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user-Feshbach 모델

복합핵의 붕괴는 다양한 열린 채널의 붕괴 확률을 나타내는 전송 계수와 핵의 준위 도
를 사용하는 Hauser-Feshbach 통계적 모델 [Hau52]로 잘 설명된다. 전송계수는 일반적으
로 ECIS 코드[Ray94]를 사용한 광학 모델 계산으로부터 결정된다. 복합핵에서 붕괴되는 
반응 를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2-1)

이 식은 스핀 J와 패리티 π를 가진 복합핵의 합과, 여기 에너지  에 대해 적분한다. 식 
(3.2.2-1)은 낮은 에너지에서 폭 변동 보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붕괴 폭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3.2.2-2)

여기서 는 복합핵에서 입자 의 결합에너지이며, 는 준위 도,  는 채널 에너
지  ′을 가지는 입자 의 전송 계수를 나타낸다. 이 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
해 명백히 고려되는 스핀(S)과 패리티(π)를 생략하였다. 한편 다른 입자들의 방출과 항상 
경쟁하는 감마 방출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계산은 감마 운동량을 보존하는 감마 캐스
케이드의 완전한 모델링을 항상 포함한다. 감마 전이는 Brink-Axel 가정[Bri55,Axe62]으
로 알려진 거대 공명에 기초한다. 거대 공명의 계수는 RIPL-2 [You06]에 포함된 
systematics와 실험데이터간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광학 모델 전송 계수와 더불어 핵의 준
위 도는 통계적 계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이다. 본 연구의 텅스텐 평가에서는  
Gilbert-Cameron 핵 준위 도[Gil65]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임계 여기 에너지 아래에서
는 상수 값의 온도를 사용하고 그 위에서는 Fermi gas 모델을 사용한다.  

라)  양자역학 인 평형 모델

EMPIR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평형 모델은 준 고전적 모델에 바탕을 둔 Exciton 모델
과 양자 역학적 모델에 바탕을 둔 MSD/MSC가 있으나, 많은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로부터 



- 58 -

중성자의 방출과 관련된 전평형 반응은 MSD/MSC 모델이 준 고적적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EMPIRE에서 양자역학적 전평형 모델은 원래 Tamura, Udagawa와 
Lenske (TUL)에 의해 제안된 연속영역의 전 평형 산란 이론인 Multi-Step Direct (MSD) 
[Tam82]이다. 작은 에너지에서부터 큰 에너지 까지 입사 입자와 타깃 시스템의 진화는 직
접 반응(Direct reaction, DR) 접근, 미세 핵 구조, 통계적 방법을 가진 MSD 이론으로 설명
된다. 직접 반응(DR) 접근에 대해 닫힌 채널 공간은 MSD를 후속으로 하는 Multi-Step 
Compound 안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물리적 관점에서 MSD는 입사 입자
와 타깃 핵의 여러 번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타깃으로의 에너지와 각운동량의 
이동을 가져온다. 이 반응은 진동 상태의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Random Phase 
Approximation (RPA)의 용어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타깃에서 진동 여기와 상호보완적인 
이동은 스펙트럼의 높은 에너지 끝에서 뚜렷한 피크를 유도한다. 현재의 MSD 구조는 집합
적인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한 비탄성 산란에 제한되어 있어 전하 교환(charge-exchange) 
채널은 준 고전적인 모델로 다루어져야 한다.

  EMPIRE에서 MSC 모델링은 Nishioka 등에 의한 NVWY 접근으로 다루어진다. 대부
분의 전 평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NVWY 이론은 혼합 핵의 평형이 되는 과정을 복잡해지는 
닫힌 채널의 흐름을 따르는 전이의 시리즈로써  설명한다. NVWY 전형적인 구조는 고전적
인 전 평형 모델에 대한 마스터 방정식의 행렬 표현을 닮았다. 그러나 NVWY 형식은 싱글 
입자 핵 준위에 대해 잘 증명된 GOE를 가정하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유도 되었다. 그 공식
을 구성하는 성분의 미시적 양은 실험적으로 알려진 거시적인 양과 연결되어 있다 
[Her92]. 

이러한 MSC와 MSD의 결합 모델은 준 고전적인 모델인 Exciton모델보다 실험 데이터
를 더욱 잘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2-4는 본 연구의 타깃 핵종 중의 하나
인 184W에 대한 11.5 MeV 입사 중성자에 의한 방출 중성자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것
은 MSD/MSC 모델과 Exciton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의 차이를 보여 준다. 즉 MSD/MSC 
이론을 사용한 현재의 결과가 Exciton모델을 사용한 ENDF/B-VII의 결과보다 훨씬 실험 
데이터를 잘 재생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모델을 사용한 JENDL-3.3가 실험 
데이터 보다 낮은 것은 MSD가 핵의 변형(Deformation)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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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고  모델과 양자역학  모델을 이용한 성자 방출 

스펙트럼. ENDF/B-VII은 고  모델을 JENDL-3.3와 Present는 양자역학  

모델의 사용에 의한 결과임.

다. 실험 데이타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는 출판된 논문이나 보고서 또는 EXFOR 라이브러리 
[Exf06] 등으로부터 가져왔다. 표 3.2.2-1은 이용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와 그것들이 자연
에 존재하는 비율, 그리고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가 결합된 에너지 지점을 나타낸다. 
텅스텐 동위원소 중에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아주 작은 180W (0.12%)는 본 연구에서 평
가하지 않았다. 실험 데이터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동위원소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천연 텅스텐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참고 하였다. 예를 들어 183W에 
대한 총 단면적은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연 텅스텐에 대
한 총 단면적의 실험데이터를 참고하여 계산 결과를 만들었다.

표 3.2.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개별 반응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 단면적과 감마 포획 단면적을 제외하고는 아주 적은 양의 실험데
이터가 존재할 뿐이다. 어떤 동위원소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충분히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천연 텅스텐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동위원소의 실험데이터도 고려되어 평가과정에 신중히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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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반응 Abundance 
[%]

URR Limit 
(keV)

182W (n,tot), (n,n), (n,n'), (n,g), (n,2n), (n,p), (n,a) 26.50 100.1
183W (n,tot), (n,n), (n,n'), (n,g), (n,2n), (n,p), (n,a) 14.31 46.4
184W (n,tot), (n,n), (n,n'), (n,g), (n,2n), (n,p), 

(n,a), (n,3n), n-production 30.64 111.2
186W (n,tot), (n,n), (n,n'), (n,g), (n,2n), (n,p), 

(n,a), (n,3n), (n,np), (n,na) 28.43 122.6
natW (n,tot), (n,n), (n,n') 100 -

표 3.2.2-1 텅스텐 동 원소에 한 실험 데이터 상태와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 그리고 

URR과 높은 에 지 계산의 결합 지

라. 평가 결과

본 연구는 4개의 텅스텐 동위원소 182,183,184,186W에 대하여 첫 번째 여기 에너지부터 입
사 중성자 20 MeV까지 평가를 완료 하였다. 첫 번째 여기 에너지 이하의 평가는 존재하는 
ENDF/B-VII.0로부터 공명 영역 및 비분리 공명 영역의 평가를 가져와서 본 연구에서 평
가된 높은 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계산 결과와 결합 하였다. 계산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적용된 동위원소별 동시 평가 방법 
[Kim07,Kim08b,Kim08c]을 이용하였다. 또한 그림 3.2.2-1 에서 소개된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개별 산란 단면적의 결과는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와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ENDF/B-VII.0와 JENDL-3.3 비교하였다. 이밖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중 JEFF-3.1은 
JENDL-3.3에서 가져 왔으며, FENDL-2.1은 ENDF/B-VI.8에서 가져 왔고, 
ENDF/B-VI.8은 ENDF/B-VII.0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JEFF-3.1과 FENDL-2.1은 
비교 평가에서 제외 시켰다. 한편 최근에 IAEA에서 텅스텐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완성하여 
배포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검증을 위해 비교를 하였다.

1) 동 원소별 동시 평가 비교

 계산 결과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모든 동위 원소들의 결과를 핵반응별로 한꺼번에 비
교하였다. 그림 3.2.2-5는 총 단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 및 각 동위 원소에 의
한 총 단면적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된 자료는 천연 텅스텐의 총 단면적 실험 데이터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계산 결과는 천연 텅스텐의 실험 오차 범위에 완전
히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동위 원소에 의한 총 단면적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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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동위원소 별로 차이는 단지 중성자 개수의 차이이므로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3.2.2-6은 각 동위원소에 관한 실험데이터와 비교된 탄성 산란 단면적
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은 바와 같이 각 동위원소의 계산 결과는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 
한다. 한편 신뢰할 만한 183W의 실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 비교된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
는다. 그림 3.2.2-7은 (n,2n) 단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와 현재의 결과의 비교
이다. 현재의 계산 결과는 정확하게 실험 데이터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 단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은 14 -15 MeV 근처의 입사 중성자에 대해 실험 데이터 사이에 아주 큰 
오차가 존재한다는데 있다. 이 영역의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n,2n)의 문턱 에
너지부터 15 MeV 근처까지 존재 하는 Frehaut의 실험 데이터를 (n,2n) 단면적의 기본 모
양으로 택하고 재생산 하였다. 이 실험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는 큰 실험 오차가 존
재하는 14-15 MeV의 실험데이터를 그림 3.2.2-7과 같이 재생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8은 (n,n')에 관한 계산 결과를 천연 텅스텐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 모든 동
위원소들에 대한 현재 결과가 7 MeV 이하에 존재하는 천연 텅스텐의 실험 자료 범위 안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 MeV 이상 20 MeV 이하의 실험 데이터는 존재 하
지 않으므로 모델 계산에 의존했다. 전체적으로 동위원소 사이의 높은 에너지 (n,n') 단면
적은 기존의 다른 핵종들에 대한 동시 평가 결과들[Kim07,Kim08b,Kim08c]처럼 동위원소
들 사이에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9는 포획 단면적에 대한 각 동위원소의 계산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데
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현재의 계산 결과는 실험데이터를 정확히 재생산하기 위해 인위적
인 입력 값을 쓰지 않음을 밝혀둔다. 전체적으로 계산 결과는 실험데이터의 범위 내에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동위원소에서 Macklin의 실험 데이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  특히 짝수 핵종에 관한 Macklin 데이터에서 보이는 1.5 MeV 근처의 약간의 증가에 대
해 어떤 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정확히 그 실험 데이터를 재생산 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또한 홀수 핵종인 183W에서 보이는 0.7 MeV에서 1.5 MeV사이의 증가 역시 물리적
인 이유가 없어 재생산 하지 않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Voignier의 실험 
데이터[Voi92]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 g) 단면적뿐만 아니라, 포획 후 일어나는 
감마 방출 스펙트럼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 더 신뢰할 만한 실험값이라 할 수 있다. 현
재의 결과는 이 Voignier의 실험 데이터를 잘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각 동위원소들에 대해 
중요 핵반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총 단면적, 탄성 산란, 비탄성 산란, 포획, (n,2n), 
(n,3n)의 단면적을 한꺼번에 그린 것이 그림 3.2.2-10에서 보이고 있다. 비교된 동위원소
는 자연에 가장 많이 존재 하는 184W이고, 현재의 계산 결과가 전체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잘 재생산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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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텅스텐의 4개의 동 원소에 한 계산 결과.

그림 3.2.2-6. 텅스텐 동 원소에 한 탄성 산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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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텅스텐 동 원소의 (n,2n)  단면

그림 3.2.2-8. 텅스텐 동 원소의 비탄성 산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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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텅스텐 동 원소의 포획감마 단면

그림 3.2.2-10. 텅스텐 184 핵종에 한 주요 핵반응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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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라이 러리와 비교

본 연구의 계산 결과는 존재하는 다른 라이브러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우수성이 입증될 
수 있다. 그림 3.2.2-11부터 그림 3.2.2-17까지는 본 연구의 계산 결과와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및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보여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IAEA결과와 비
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계산 결과가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1은 4개의 동위원소에 대한 총 단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 및 기
존 라이브러리, 즉 ENDF/B-VII.0와 JENDL-3.3, 그리고 IAEA와 비교하였다. 0.7 MeV 
이하의 JENDL-3.3 결과를 제외한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함을 알 
수 있다. 이 영역에서 ENDF/B-VII.0는 실험데이터를 정확히 fitting하여 만들어졌으며, 
IAEA와 본 연구의 결과는 정확한 fitting이라기 보다는 OMP 모델 계산에 의한 것이다. 한
편 전 영역에서 현재의 OMP 계산 결과는 연속적인 곡선을 보이는 반면 IAEA의 계산 결과
는 불연속적인 지점이 182,184,186W에서 보인다. 이것은 IAEA가 사용한 Dispersive OMP의 
결과에 인위적 입력 요소를 이용해 실험데이터에 fitting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
인 입력 요소를 이용한 계산의 결과는 직접 반응이 큰 역할을 하지만 실험데이터가 존재하
지 않는 탄성 및 비탄성 산란의 높은 에너지 영역 등의 예상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쓰인 계산은 어떤 인위적인 입력 요소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론적 예상
에 가장 충실한 결과를 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총 단면적은 가장 최근의 실험
데이터인 Dietrich의 실험 데이터[Die03]를 가장 잘 재생산함을 밝혀둔다. 그림 3.2.2-12
는 탄성 산란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존재하는 실험데이터에 대해 모든 라이브
러리들이 그것들을 잘 재생산 하지만, 186W에 대한 IAEA의 결과는 실험데이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3은 포획 감마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2 MeV 이하의 실
험데이터에 대해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IAEA와 본 연구의 결
과는 가장 기준이 된 실험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5 
MeV 근처에서 보이는 bump는 주로 거대 공명과 관련된 Direct Semi-direct (DSD) 효과
에 의한 것인데, 현재의 결과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 다소 높게 보인다. 좀 더 주의 깊은 
평가가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림 3.2.2-14는 (n,2n) 단면적을 나타내는데, IAEA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라이브러리
들이 존재하는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한다. IAEA의 결과 중에 9 - 13 MeV의 결과가 실
험데이터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핵의 임계 준위 이하에서 핵의 진동과 회전현상을 결합
한 준위 도의 효과 때문인데,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수 온도
를 사용한 핵 준위 도의 사용이 실험데이터를 더 잘 재생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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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5는 (n,n') 단면적을 나타낸 것인데, 입사 중성자 7 MeV 이하에 대해서는 186W를 
제외하고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7 MeV 이상의 영역은 본 연구의 결
과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입사 중성자 7 MeV 이하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에 대해, 그
림 3.2.2-8의 텅스텐의 비탄성 산란에 대한 동위원소 사이의 동시 비교에서 보듯이 본 연
구의 결과는 동위원소 사이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은 비슷한 양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물
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위원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한 현재의 결과가 
기존의 ENDF/B-VII.0나 JENDL-3.3 혹은 IAEA 결과보다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성자 에너지가 7 MeV 이상의 영역은 주로 직접 반응과 전평형 반응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방출 감마의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그림 3.2.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84W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존재하
는 방출 감마를 가장 잘 재생산하고, 다른 동위원소에도 똑같은 모델을 사용한 일관성 있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성자 입사에 의한 하전 입자의 방출이 그림 3.2.2-16과 3.2.2-17에서 보인다. 하전 
입자의 방출과 관련된 물리적 모델은 양자역학적인 모델보다는 고전적인 모델이 적용 되었
다. 큰 각 하전 입자의 각 분포에 대해 Kalback systematics와 Iwamoto-Harada 다발 방출
을 가진 준 고전적인 Exciton 모델이 사용 되었다.  두 그림에서 보이는 현재의 계산 결과
는 실험데이터를 정확히 재생산한다. 한편 IAEA의 계산 결과는 두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데, 그것은 (n,p)와 (n,a)에 대하여 각각의 핵의 구별된 준위에 대한 단면적만 존재하고, 총 
단면적은 라이브러리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3.2.2-11
에서 3.2.2-17까지 모든 주요 단면적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라이브러리 보다 실
험데이터를 잘 재생산 하며, 최근에 평가된 IAEA의 결과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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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텅스텐 동 원소의 총 단면

그림 3.2.2-12. 텅스텐 동 원소의 탄성 산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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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텅스텐 동 원소의 포획 단면

그림 3.2.2-14. 텅스텐 동 원소의 (n,2n)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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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텅스텐 동 원소의 비탄성 산란 단면

그림 3.2.2-16. 텅스텐 동 원소의 (n,p)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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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텅스텐 동 원소의 (n,a) 단면

3.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 원소 생산반응  표 반응평가

가. 측정 방법  분석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된 40 MeV 양성자 빔을 이용한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시료(target)의 반응단면적 측정 방법연구를 위
해 먼저 그림 3.2.3-1과 같이 SRIM 코드[Zie03]를 사용하여 빔 에너지 감쇄용 금속의 두
께를 결정하고 감쇄되어지는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예측하였다. 여러 장의 방사화 박막과 
빔 에너지를 조정하기위한  여러 장의 에너지 감쇄용 금속을 동시에 쌓아서 양성자 빔을 조
사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알루미늄(Al)은 입사된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감쇄시켜 각각의 
측정시료에 입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두께는 0.1 mm 이다. 
또한 양성자 빔이 측정시료에 입사되기 전의 양성자 빔 강도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구리
(Cu)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두께는 0.1 mm 이다. 또한 측정시료들의 두께도 0.1 mm를 가
지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45 MeV의 양성자 빔이 처음 알루미늄시료를 거쳐 42.1 
MeV의 에너지로 측정시료에 입사하도록 하였고, 이때의 양성자 빔 전류는 100 nA이였으
며 조사시간은 약 60분이었다. 사용된 감쇄용 금속사이의 간격은 30mm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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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SRIM 코드에 사용된 시료 모형

이러한 SRIM 코드로 계산하여 준비한 시료들을 양성자 빔 포트에 장착하고 양성자 빔
을 조사한 후, 고효율의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그림 3.2.3-2와 같은 조사시료 측정방법
을 통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양성자 빔에 조사된 시료를 HPGe 검출기에 두
어 High voltage -3.5 keV를 걸어준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P.Amp와 Amp를 거쳐 증폭
이 되고 MCA (multichannel analyzer)로 보내져 절대값 ADC로 전환되며 분석과정을 거치
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분석을 위해 Mastro-Gamma vision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HPGe검출기의 에너지 교정 및 측정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109Cd, 57Co, 
137Cs, 54Mn, 60Co, 22Na등의 표준감마선원들을 사용하였고, 반응단면적 계산을 위해 
NUDAT 데이터베이스[Nudat]에서 각각의 시료의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로부터 문턱에너지의 대한 반응[Qtool]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3.2.3-2. 조사시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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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 결과  평가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는 문턱에너지에서 40 MeV까지의 에
너지 영역의 양성자 빔을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시료에 조사하여 
나타나는 핵반응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표 3.2.3-1은 양성자 조사에 의한 각 시료의 방사
성 동위원소 생산을 나열한 것으로,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단층촬영(PET, SPECT)
과 같은 의료진단과 방사선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시료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
 natW 181,182g,182m,183,184g,186Re
 natSn 117,118m,120m,122,124Sb, 113,117mSn, 110,111,114mIn
natCd

108g,109g,110g,111g,113m,114m,115m,116m1In, 104g,105g,106mAg, 
111m,115gCd

27Al 22,24Na
natZr 90,92mNb, 88,89gZr, 86,87m,87gY
natAg 104g,105g,106mAg, 104,107Cd
natPd 105,106mAg, 100,101Pd, 100,101m,105Rh
natTi 43,44m,44g,46,47,48Sc, 48V

표 3.2.3-1. 양성자에 의한 각 시료의 생산된 방사성 동 원소

1)
nat

W(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W 시료에 조사하면 181,182g,182m,183,184g,186Re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쇠시간과 특성들은 표 3.2.3-3과 같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
(182mRe)에서부터 반감기가 긴 핵종(184mRe)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생성되는 이들의 반
응과정도 나타내었다.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핵의학에서 내과치료용(186Re)으로 사
용되거나, 얇은 층의 활성제 기술(183,184gRe)에 사용되며 방사화학순도의 평가와 의료 진단
(181,182m,182gRe)에 사용되어진다. 본 실험의 측정 결과 값은 표 3.2.3-2에 정리하였다. 측정
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4%이다.

그림 3.2.3-3은 표 3.2.3-2의 측정결과에서 181Re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반응단면적
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natW(p,x)181Re 반응의 측정 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실험 자료에 좋은 일치를 보
였으나, ALICE-IPPE 계산 결과와는 입사 양성자의 에너지가 20 MeV 이상인 경우에서 다
소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신의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에는 만족할 만한 
일치를 이루었다. 그림 3.2.3-4는 182gRe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반응단면적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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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82Re는 긴 반감기를 지닌 이성체의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바닥상태의 에너지 상태를 
측정하였다. natW(p,x)182gRe 반응의 측정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실험 자료에 일치하게 나타
났으나, 20~32 MeV 의 에너지 범위에서는 Tarkanyi 실험 자료[Tar06]의 결과보다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 코드와의 비교에서 낮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3.2.3-5는 
182mRe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반응단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182Re의 준안정상태를 측정하
였다.  natW(p,x)182mRe 반응의 측정된 결과는 Zhang 실험자료[Zha99]의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기존의 실험 결과 자료와 유사했으며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보
다 TALYS 계산 결과에 만족할 만한 일치를 이루었다. 그림 3.2.3-6은 183Re 방사성 동위
원소의 생산 반응 단면적으로, natW(p,x)183Re 반응의 측정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실험 결
과의 값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방법과 자료평가에 있어 다른 수행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론 코드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그림 
3.2.3-7은 184gRe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반응 단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기존 실험 자료뿐
만 아니라 이론 코드 계산 결과와의 비교에 있어서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84Re는 이성체로 존재하며 반감기가 긴 184mRe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184gRe의 반응 단
면적을 측정하였다. 그림 3.2.3-8은 186Re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반응 단면적으로, 치료
에 사용되는 중성자가 나타나는 natW(p,n)186Re 반응의 결과이다. 측정 결과 자료는 15 
MeV 이상의 입사 에너지에 대해 정정된 Tarkanyi 실험 자료[Tar07]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Shigeta 실험 자료[Shi96]와의 비교에선 전체적으로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이론 코드 
계산 결과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6~13 MeV 에너지에서 ALICE-IPPE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최신 코드인 TALYS의 결과와는 13 MeV 이상의 입사 에너지에 대해 차이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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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81Re 182gRe 182mRe 183Re 184gRe 186Re

6.6±1.1 -- 7.6±1.0 27.5±2.2 13.4±2.1 29.7±5.4 2.4±0.3

10.8±0.9 19.0±3.4 8.6±1.1 102.2± 9.8 46.7±5.2 61.6±8.0 16.6±1.6

13.0±0.8 157.1±13.0 37.4±3.1 171.0±12.6 146.5±11.4 69.7±6.6 11.3±1.0

15.9±0.8 253.8±24.4 46.9±4.6 167.2± 15.6 202.6±16.9 50.0±6.0 10.3±1.1

18.9±0.7 333.1±26.0 73.0±5.7 213.3± 15.8 259.4±20.4 153.2±13.6 9.1±0.9

21.6±0.7 316.7±30.8 81.2±7.1 271.2± 25.7 152.0±15.2 272.4±29.3 9.1±1.0

23.4±0.7 284.3±23.2 108.5±8.4 343.7± 25.7 111.7±9.7 339.0±29.6 7.8±0.8

25.8±0.6 225.7±23.4 120.8±11.6 410.0±38.8 136.0±13.4 323.3±34.8 7.7±0.8

28.0±0.6 236.4±20.8 146.2±11.2 375.0±28.0 182.8±14.3 248.6±24.6 9.2±0.9

30.0±0.5 266.5±26.3 121.3±11.7 344.5± 32.7 254.9±24.4 158.9±19.8 7.6±0.8

31.5±0.5 301.8±29.3 103.3±8.0 261.3± 19.8 289.2±22.4 141.5±16.3 7.2±0.7

33.4±0.5 373.9±35.6 94.3±9.1 179.0±17.1 281.2±27.9 114.6±15.7 7.7±0.9

35.2±0.4 441.7±33.8 86.6±6.8 153.9±11.4 272.2±22.8 100.3±13.8 7.1±0.7

36.9±0.4 379.4±36.2 73.9±7.2 166.2±16.1 245.2±24.9 84.1±13.8 7.8±0.9

38.3±0.3 353.0±27.6 80.6±6.3 171.4± 12.7 238.6±19.4 79.5±12.1 7.1±0.7

39.9±0.3 329.8±31.8 91.3±8.8 189.2±17.7 225.8±22.0 66.4±11.6 6.4±0.7

표 3.2.3-2. natW(p,x)181,182g,182m,183,184g,186Re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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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Half-life
Decay 

mode

-energy,

Eγ (keV)

Branching 

ratio (%)

Contributing 

reactions

Q-value 

(MeV)

Threshold 

(MeV)

181Re 19.9 h EC

360.70
365.57
639.30
805.2

953.42
1000.2

20.0
57.0
6.4
3.1
3.6
3.3

182W(p,2n)
183W(p, 3n)
184W(p,4n)
186W(p,6n)

-10.58
-16.78
-24.19
-37.14

10.64
16.87
24.32
37.34

182mRe 12.7 h EC

470.32
1121.4
1189.2
1221.5

2.0
31.8
15

24.8

182W(p,n)
183W(p,2n)
184W(p,3n)
186W(p,5n)

-3.58
-9.77

-17.18
-30.13

3.60
9.83

17.28
30.30

182gRe 64.0 h EC

169.15
229.32
256.45
276.31
286.56
357.07
1076.2
1121.3
1221.4
1231.0
1427.3

11.3
25.7
9.5
8.7
7.0

10.3
10.3
22

17.4
14.9
9.8

182W(p,n)
183W(p,2n)
184W(p,3n)
186W(p,5n)

-3.58
-9.77

-17.18
-30.13

3.60
9.83

17.28
30.30

183Re 70.0 d EC

162.32
246.062
291.72
354.0

23.3
0.31
3.05
0.54

183W(p,n)
184W(p,2n)
186W(p,4n)

-1.34
-8.75

-21.70

1.35
8.80

21.82

184mRe 169 d IT+EC

104.73
161.27
216.55
792.06

13.4
6.5
9.4

3.69

184W(p,n)
186W(p,3n)

- 2.27
-15.21

2.28
15.29

184gRe 38.0 d EC
792.07
894.76
903.28

37.5
15.6
37.9

184W(p,n)
186W(p,3n)

- 2.27
-15.21

2.28
15.29

186Re 3.72 d ⎯ 137.157 9.47 186W(p,n) -1.069 1.37

표 3.2.3-3. 생산되는 방사성동 원소의 특성



- 76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0

200

300

400

500

600

 

 

natW(p,xn)181Re

C
ro

ss
 S

ec
tio

ns
 (m

b)

Proton Energy (MeV)

 

 

 Lapi et al.'07 [8]
 Zhang et al.'99 [9]
 Tarkanyi et al.'06 [11]
 Michel et al. '05 [14]
 This work
 ALICE-IPPE
 TALYS

그림 3.2.3-3. natW(p,x)181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0

200

300

400

 

 

Proton Energy (MeV)

C
ro

ss
 S

ec
tio

ns
 (m

b)

natW(p,xn)182gRe
 

 

 Lapi et al.'07 [8]
 Zhang et al.'99 [9]
 Tarkanyi et al.'06 [11]
 Michel et al. '05 [14] 
 Szelecsenyi et al.'97 [10]
 This work
 ALICE-IPPE
 TALYS

그림 3.2.3-4. natW(p,x)182g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 77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0

200

300

400

500
natW(p,xn)182mRe

 

 

 Lapi et al. '06 [8]
 Zhang et al.'99 [9]
 Tarkanyi et al.'06 [11]
 This work
 ALICE-IPPE (m+g)
 TALYS (m+g)

C
ro

ss
 S

ec
tio

ns
 (m

b)

Proton Energy (MeV)

그림 3.2.3-5. natW(p,x)182m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natW(p,xn)183Re

C
ro

ss
 S

ec
tio

ns
 (m

b)

Proton Energy (MeV)

 

 

 Schoen et al.'79 [13]      Tarkanyi et al.'06 [11]
 Lapi et al.'07 [8]            Michel et al. '05 [14] 
 Zhang et al.'99 [9]         This work 
 ALICE-IPPE                   TALYS

그림 3.2.3-6. natW(p,x)183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 78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0

200

300

400

500

 

 
C

ro
ss

 S
ec

tio
ns

 (m
b)

Proton Energy (MeV)

natW(p,xn)184gRe

 

 

 Schoen et al.'79 [13]
 Lapi et al.'07 [8]
 Zhang et al.'99 [9]
 Tarkanyi et al.'06 [11]
 Michel et al.'05 [14]
 This work
 ALICE-IPPE
 TALYS [m+g]

그림 3.2.3-7. natW(p,x)184g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

20

30

40

 

 

natW(p,xn)186Re

C
ro

ss
 S

ec
tio

ns
 (m

b)

Proton Energy (MeV)

 

 

 Shigeta et al.'96 [7]
 Lapi et al.'07 [8]
 Zhang et al.'99 [9]
 Szelecsenyi et al.'97 [10]
 Tarkanyi et al.'06 (Corrected) [11]
 Tarkanyi et al.'07 [12]
 This work
 ALICE-IPPE
 TALYS

그림 3.2.3-8. natW(p,x)186Re 반응단면  측정 결과



- 79 -

2)
nat

Sn(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Sn 시료에 조사하면 117,118m,120m,122,124Sb, 113,117mSn, 110,111,114mIn의 방사성 동
위원소가 생산된다. 주석(Sn)은 의학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이상적인 시료로 117mSn
은 골 질환 완화 및 골종양 치료에 사용되고, 111In은 핵의학 진단에 사용되며 114mIn은 내부
방사선 치료의 형태인 Intravascular brachytherapy (IVB)에 사용되는 방사성 핵종이다. 또
한 생산되는 124,122,120mSb 방사성핵종은 의학적 적용에 있어 추적 분석을 실행할 수 있으며, 
125Sb 방사성핵종은 핵폐기물 처리에 유용한 방사성동위원소이다.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
들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4와 3.2.3-5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4%이다. 그리고 그림 3.2.3-9와 3.2.3-10은 본 연구를 통한 각
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
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24Sb 122Sb 120mSb 118mSb 117Sb

5.59±1.1 10.75±1.90 3.22±1.00 0.35±0.12 0.10±0.09 4.38±0.64

8.10±1.1 20.92±2.74 10.81±1.70 2.88±0.33 1.00±0.14 18.03±1.57

10.17±1.0 19.52±2.22 18.82±2.58 11.74±0.94 4.23±0.35 36.36±2.86

11.97±1.0 12.30±1.62 15.60±2.50 22.24±1.70 9.88±0.76 59.21±4.52

15.45±0.9 4.83±1.14 8.14±1.53 17.67±1.37 19.99±1.49 170.19±12.60

16.83±0.8 3.82±1.17 4.33±1.03 13.18±1.05 20.40±1.52 208.76±15.40

19.64±0.8 3.32±0.92 12.81±2.06 7.46±0.64 19.43±1.46 244.21±18.00

22.19±0.7 2.42±0.69 37.53±3.95 9.85±0.81 22.51±1.68 276.68±20.40

23.25±0.7 2.09±0.78 48.95±4.86 12.97±1.04 28.89±2.14 293.89±21.60

25.53±0.6 1.80±0.81 58.08±5.62 19.13±1.49 50.62±3.73 278.17±20.50

26.49±0.6 2.38±0.60 61.39±5.30 22.30±1.72 61.61±4.53 260.35±19.20

28.55±0.5 1.48±0.80 59.24±5.18 25.61±1.95 76.59±5.62 201.18±14.90

30.52±0.5 2.13±0.81 48.54±4.43 27.10±2.06 88.26±6.47 170.94±12.70

32.40±0.4 1.95±0.56 35.51±3.63 24.96±1.91 94.93±6.95 170.15±12.70

34.17±0.4 2.16±0.70 24.44±3.13 22.79±1.74 93.37±6.84 189.30±14.10

35.89±0.3 1.66±0.77 19.11±2.60 17.51±1.36 79.35±5.82 218.59±16.20

37.56±0.3 1.84±0.56 15.50±2.36 14.10±1.12 64.90±4.77 240.86±17.80

39.18±0.3 1.51±0.77 14.22±2.34 14.85±1.17 60.26±4.43 289.92±21.40

표 3.2.3-4 natSn(p,xn)124,122,120m,118m,117Sb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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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17mSn 113Sn 114mIn 111In 110In

5.59±1.1 0.69±0.16 -- -- -- --

8.10±1.1 0.76±0.17 -- -- -- --

10.17±1.0 1.07±0.20 1.39±0.65 -- -- --

11.97±1.0 1.21±0.21 1.76±0.92 0.49±0.31 -- --

15.45±0.9 2.54±0.29 2.67±1.57 0.76±0.40 0.81±0.08 --

16.83±0.8 3.20±0.35 3.42±1.17 0.58±0.40 2.26±0.19 --

19.64±0.8 6.77±0.66 4.49±1.35 0.98±0.54 6.38±0.50 --

22.19±0.7 10.17±0.97 4.49±1.50 1.29±0.67 8.90±0.69 --

23.25±0.7 12.45±1.18 5.71±1.74 1.56±1.07 9.62±0.75 0.12±0.10

25.53±0.6 16.40±1.54 5.45±1.43 2.45±1.21 10.19±0.79 0.16±0.09

26.49±0.6 17.91±1.34 5.98±2.44 2.67±1.52 10.18±0.63 0.76±0.26

28.55±0.5 20.85±1.55 5.71±3.23 2.89±1.57 9.58±0.58 0.76±0.31

30.52±0.5 23.41±1.73 5.45±2.28 3.42±1.62 8.86±0.54 2.23±0.36

32.40±0.4 24.91±1.84 5.29±1.60 3.38±1.53 8.33±0.51 3.73±0.45

34.17±0.4 26.73±1.97 5.77±2.12 4.13±2.68 8.69±0.54 4.90±0.51

35.89±0.3 28.04±2.07 8.65±2.54 4.22±2.55 8.85±0.55 4.94±0.52

37.56±0.3 30.92±2.27 10.68±2.53 3.78±1.75 9.49±0.59 5.13±0.52

39.18±0.3 37.99±2.79 20.50±2.92 4.89±2.29 11.43±0.68 5.82±0.57

표 3.2.3-5. natSn(p,xn)117m,113Sn,114m,111,110In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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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natSn(p,xn)124,122,120m,118m,117Sb 반응단면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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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natSn(p,xn)117m,113Sn,114m,111,110In 반응단면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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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t

Cd(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Cd 시료에 조사하면 108g,109g,110g,111g,113m,114m,115m,116m1In, 104g,105g,106mAg, 
111m,115gCd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111In는 핵의학에서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110In은 PET 단층촬영 연구의 잠재적인 방사성 핵종이다. 109In는 PET 사용에 있어 진단을 
위해 사용되며, 114mIn은 낮은 에너지에서의 방사선 치료와 바이오 의약품의 장시간 안전성
을 결정짓는데 중요하다. 104gAg는 PET 화상진찰을 위해 고려되는 것이고, 105g,106mAg는 부
식과 침식 등에 유용한 얇은 층 활성화 분석에 적합한 핵종이다. 그리고 111m,115gCd은 선량
과 투여 분포를 결정짓는데 유용한 핵종이다.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에 대한 측
정결과 값은 표 3.2.3-6과 3.2.3-7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
로 14%이다. 그리고 그림 3.2.3-11과 3.2.3-12는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
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
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11In 109gIn 110gIn 113mIn 114mIn 115mIn

3.9±1.1 2.4±0.2 -- -- 1.1±0.1 1.2±1.1 1.1±0.2
6.9±1.0 20.2±1.5 -- 0.9±0.2 7.7±0.6 12.5±5.4 0.7±0.2
9.2±0.9 50.2±3.7 -- 3.6±0.4 16.0±1.2 52.7±7.1 3.0±0.4

11.1±0.8 84.2±6.1 -- 9.1±0.8 28.6±2.1 96.0±9.4 12.9±1.0
12.8±0.8 131.7±9.6 1.0±0.1 14.6±1.2 42.3±3.1 58.3±6.9 19.3±1.5
16.2±0.7 232.2±16.9 54.6±4.0 32.3±2.5 55.6±4.1 15.1±4.6 18.7±1.4
17.5±0.7 240.2±17.5 74.5±5.5 34.3±2.6 52.5±3.9 7.5±4.6 20.8±1.6
20.2±0.7 275.93±20.09 97.1±7.1 44.3±3.3 45.7±3.4 9.6±4.9 19.6±1.5
22.7±0.7 312.1±22.7 120.1±8.8 42.1±3.2 29.2±2.2 37.9±7.8 5.4±0.5
23.8±0.6 326.3±23.8 138.1±10.1 45.2±3.4 26.5±2.0 42.7±8.8 4.2±0.4
26.0±0.6 273.6±19.9 154.0±11.3 62.7±4.7 10.9±0.9 49.7±8.9 2.2±0.3
27.0±0.6 250.8±18.3 151.3±11.1 68.2±5.1 8.6±0.7 58.3±8.4 2.6±0.4
29.0±0.5 204.9±14.9 124.5±9.1 81.9±6.1 7.1±0.6 64.0±8.4 1.9±0.4
30.9±0.5 191.5±13.9 126.5±9.3 89.5±6.6 6.4±0.6 52.3±9.0 2.0±0.4
32.8±0.4 201.2±14.7 106.8±7.8 96.1±7.1 5.8±0.6 41.5±9.4 1.6±0.4
34.6±0.4 217.6±15.8 103.5±7.6 97.5±7.2 6.4±0.6 29.3±8.6 2.0±0.4
36.3±0.3 235.1±17.1 111.6±8.2 107.6±8.0 7.5±0.7 28.8±7.5 2.0±0.4
37.9±0.3 249.5±18.2 117.0±8.6 92.5±6.9 6.7±0.7 19.9±4.6 1.9±0.4
39.5±0.3 257.4±18.7 142.6±10.4 85.4±6.4 7.3±0.7 25.5±6.8 1.3±0.4

표 3.2.3-6. natCd(p,xn)109g,110g,111g,113m,114m,115mIn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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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11mCd 115gCd 104gAg 105gAg 106mAg 108gIn 116m1In

3.9±1.1 0.8±0.2 -- -- -- -- -- 0.4±0.1

6.9±1.0 1.6±0.4 -- -- -- -- 0.2±0.1 3.6±0.3

9.2±0.9 1.8±0.6 -- -- -- -- 0.6±0.1 7.7±0.7

11.1±0.8 2.1±0.7 -- -- -- -- 1.4±0.2 7.2±0.7

12.8±0.8 2.2±1.5 0.6±0.2 -- -- -- 1.0±0.2 4.6±0.5

16.2±0.7 -- 1.7±0.3 -- 2.3±1.2 -- 0.8±0.3 1.7±0.4

17.5±0.7 4.7±1.3 2.7±0.3 -- 3.4±1.4 -- 0.8±0.4 1.2±0.4

20.2±0.7 6.0±1.4 4.1±0.4 -- 6.4±1.7 -- -- 0.8±0.4

22.7±0.7 7.5±1.6 5.7±0.5 -- 8.0±1.6 1.1±0.4 -- --

23.8±0.6 9.0±2.7 6.2±0.5 -- 8.6±2.1 1.1±0.4 -- 0.7±0.4

26.0±0.6 9.5±2.0 6.9±0.6 0.2±0.1 8.6±1.6 1.5±0.4 1.7±0.7 0.7±0.5

27.0±0.6 11.5±4.2 7.0±0.6 1.1±0.4 9.4±1.6 2.7±0.5 2.8±0.9 --

29.0±0.5 12.5±3.1 7.3±0.6 -- 8.2±1.6 3.1±0.6 8.4±1.2 0.8±0.7

30.9±0.5 13.1±5.2 7.3±0.6 1.6±0.6 8.8±1.5 4.2±0.6 11.3±1.4 0.7±0.7

32.8±0.4 15.1±3.5 7.8±0.7 2.0±0.6 8.8±1.4 3.9±0.6 14.4±1.6 --

34.6±0.4 19.0±5.5 7.7±0.7 1.8±0.6 8.8±1.3 4.2±0.6 14.9±1.7 0.8±0.6

36.3±0.3 22.6±5.3 7.9±0.7 3.0±0.9 9.4±1.6 5.3±0.7 17.3±1.8 --

37.9±0.3 26.2±5.6 7.9±0.7 4.4±1.1 11.0±1.8 5.7±0.7 20.0±2.0 0.8±0.7

39.5±0.3 29.6±5.9 7.4±0.6 6.0±1.1 10.1±1.6 5.6±0.7 20.3±2.0 0.4±0.1

표 3.2.3-7. natCd(p,xn)104g,105g,106mAg,111m,115gCd,108g,116m1In 반응의 측정 결과 값



- 85 -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108gIn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Tarkanyi et al., '06 [1]
 This work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Kormali et al.' 76
 Nor tier et  al.,' 90
 Tarkanyi et al .,' 06
 This work-Cumulative
 Otozai et al. ,' 66- Converted
 Skakun et  al .,' 75-Converted
 TAL YS
 ALICE -IPPE (m+g)

natCd(p,x)109gIn

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0gIn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 75-Converted
 Otozai et  al .,' 66-Converted
 Saleh' 08
 Abrahmovich et al.,' 75
 TALYS
 ALICE-IPPE (m+g)

0 20 40 60 80
0

100

200

300

400

500

 

 

 

natCd(p,x)111gIn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 
(m

b)

 Nortier et  al.,' 90
 Zaitseva et al., ' 90
 Tarkanyi et al.,' 06
 This work-Cumulative
 Wing & Huizenga' 62-Converted
 Blosser & handley' 55-Converted
 Skakun et al., ' 75-Converted
 Blaser et al., ' 51-Converted
 Saleh' 08
 ALICE-IPPE (m+g)
 IAEA
 TALYS

0 10 20 30 40 50
0

100

200

300

40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3mIn

 

 

 Kormali et al.,' 76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75
 Skakun et al.,' 79
 Said et al .,' 06
 Saleh' 08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60
0

50

100

150

200
natCd(p,x)114mIn

C
ro

ss
 se

ct
io

n 
(m

b)

Proton energy (MeV)

 

 

 Nortier et al.,' 90
 Zaitseva et al.,' 90
 Tarkanyi et al.,' 06
 This work
 Zarubeen & Sargeev' 01-Converted
 Skakun et al.,' 75-Converted
 Said et al.,' 06-Converted
 Wing & Huizenga' 62-Converted
 Blosser & Handley' 55-Converted
 Blaser et al.,' 51-Converted
 Abramovich et al.,' 75-Converted(m+g)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natCd(p,x)115mIn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 
(m

b)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 75-Converted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8

16

24

32

C
ro

ss
 se

ct
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6m1In

 

 

 Ta rkanyi et  al.,' 06
 Th is work
 Johnson et al. ,' 58-Converted
 Skakun et  al.,' 75-Converted
 Abr amovich et al.,' 75- Converted (m+g)
 Saleh'08
 TA LYS
 AL 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108gIn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Tarkanyi et al., '06 [1]
 This work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Kormali et al.' 76
 Nor tier et  al.,' 90
 Tarkanyi et al .,' 06
 This work-Cumulative
 Otozai et al. ,' 66- Converted
 Skakun et  al .,' 75-Converted
 TAL YS
 ALICE -IPPE (m+g)

natCd(p,x)109gIn

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0gIn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 75-Converted
 Otozai et  al .,' 66-Converted
 Saleh' 08
 Abrahmovich et al.,' 75
 TALYS
 ALICE-IPPE (m+g)

0 20 40 60 80
0

100

200

300

400

500

 

 

 

natCd(p,x)111gIn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 
(m

b)

 Nortier et  al.,' 90
 Zaitseva et al., ' 90
 Tarkanyi et al.,' 06
 This work-Cumulative
 Wing & Huizenga' 62-Converted
 Blosser & handley' 55-Converted
 Skakun et al., ' 75-Converted
 Blaser et al., ' 51-Converted
 Saleh' 08
 ALICE-IPPE (m+g)
 IAEA
 TALYS

0 10 20 30 40 50
0

100

200

300

400

C
ro

ss
 s

ec
t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3mIn

 

 

 Kormali et al.,' 76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75
 Skakun et al.,' 79
 Said et al .,' 06
 Saleh' 08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60
0

50

100

150

200
natCd(p,x)114mIn

C
ro

ss
 se

ct
io

n 
(m

b)

Proton energy (MeV)

 

 

 Nortier et al.,' 90
 Zaitseva et al.,' 90
 Tarkanyi et al.,' 06
 This work
 Zarubeen & Sargeev' 01-Converted
 Skakun et al.,' 75-Converted
 Said et al.,' 06-Converted
 Wing & Huizenga' 62-Converted
 Blosser & Handley' 55-Converted
 Blaser et al.,' 51-Converted
 Abramovich et al.,' 75-Converted(m+g)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natCd(p,x)115mIn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 
(m

b)

 

 

 Tarkanyi et al.,' 06
 This work
 Skakun et al. ,' 75-Converted
 TALYS
 ALICE-IPPE (m+g)

0 10 20 30 40 50
0

8

16

24

32

C
ro

ss
 se

ct
io

n 
(m

b)

Proton energy (MeV)

natCd(p,x)116m1In

 

 

 Ta rkanyi et  al.,' 06
 Th is work
 Johnson et al. ,' 58-Converted
 Skakun et  al.,' 75-Converted
 Abr amovich et al.,' 75- Converted (m+g)
 Saleh'08
 TA LYS
 AL ICE-IPPE (m+g)

그림 3.2.3-11. natCd(p,xn)108g,109g,110g,111g,113m,114m,115m,116m1In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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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2. natCd(p,xn)104g,105g,106mAg,111m,115gCd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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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

Al(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27Al 시료에 조사하면 22,24Na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22,24Na는 양성자 
빔 모니터링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핵종으로, 22Na와는 달리 24Na는 방사가 끝난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만 측정이 가능하다. 22Na 방사성 핵종은 선량측정기, 검출기, 
핵의학 도구의 교정과 PET 카메라의 교정에 사용이 된다. 24Na는 Ge-검출기의 고 분해능
을 교정하는데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몸 안의 방사선 선량 정도를 검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종이다. 이러한 22,24Na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8에 정
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8%이다. 그리고 그림 3.2.3-13은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
교하고,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24Na 
생산 단면적은 Lagunas-Solar 실험 자료[Lag88]의 결과 자료와는 좋은 일치를 보였으나 
다른 기존 자료와 최신이론 코드인 TALYS와 IAEA에서 명명된 자료와의 비교에서는 35 
MeV 이하의 에너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22Na 생산 단면적은 기존의 자료와 이론 코드에 전체적으로 좋은 일치로 나타났
다.

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24-Na 22-Na

19.1±0.8 0.29±0.09
20.2±0.8 0.31±0.08
23.3±0.7 0.32±0.08
25.5±0.6 0.35±0.10
26.3±0.6 0.43±0.09
28.3±0.6 0.44±0.10
28.9±0.6 0.41±0.09
30.9±0.5 0.45±0.09
31.6±0.5 0.46±0.08
33.4±0.4 0.54±0.09 14.5±05.9
34.1±0.4 0.65±0.11 17.40±8.79
34.5±0.4 0.77±0.13 23.20±8.96
36.5±0.3 1.27±0.15 31.91±9.01
38.3±0.3 1.81±0.14 38.47±6.36

표 3.2.3-8. 27Al(p,xn)22,24Na 반응의 측정 결과 값



- 88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

2

3

 

 

 

 
27Al(p, x)24Na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s
 (m

b)
 Hintz'52 [1]
 Meghir'62 [3]
 Cumming'63 [4]
 Williams'67 [5]
 Hogan'78 [7]
 Pulfer'79 [8]
 Lagunas-Solar'88 [10]
 Michel'97 [13]
 Uddin'04 [14]
 This work
 IAEA
 TALYS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s
 (m

b)

27Al(p, x)22Na
 

 

 H intz'52 [1]
 Batzel'54 [2]
 Cumming'63 [4]
 Will iams'67 [5]
 Walton'76 [6]
 Pulfer'79 [8]
 Aleksandrov'88 [9]
 L agunas-Solar'88 [ 10]
 Steyn'90 [ 11]
 Bodemann'93 [12]
 Michel '97 [13]
 Uddin'04 [14]
 Buthelez'06 [15]
 T his work
 T ALYS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

2

3

 

 

 

 
27Al(p, x)24Na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s
 (m

b)
 Hintz'52 [1]
 Meghir'62 [3]
 Cumming'63 [4]
 Williams'67 [5]
 Hogan'78 [7]
 Pulfer'79 [8]
 Lagunas-Solar'88 [10]
 Michel'97 [13]
 Uddin'04 [14]
 This work
 IAEA
 TALYS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Proton energy (MeV)

C
ro

ss
 se

ct
io

ns
 (m

b)

27Al(p, x)22Na
 

 

 H intz'52 [1]
 Batzel'54 [2]
 Cumming'63 [4]
 Will iams'67 [5]
 Walton'76 [6]
 Pulfer'79 [8]
 Aleksandrov'88 [9]
 L agunas-Solar'88 [ 10]
 Steyn'90 [ 11]
 Bodemann'93 [12]
 Michel '97 [13]
 Uddin'04 [14]
 Buthelez'06 [15]
 T his work
 T ALYS

그림 3.2.3-13. 27Al(p,xn)22,24Na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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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t

Zr(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Zr시료에 조사하면 90,92mNb, 88,89gZr, 86,87m,87gY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
다.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86,87mY, 88,89gZr의 방사성 핵종은 종양 진단과 치료에 사
용이 되며 바이오의약품 연구에도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90Y는 치료에 있어 많이 사용되는 
핵종이다. 특히 면역 PET의 후보물질인 89gZr은 88Zr 방사성 핵종의 생산과 동시에 많은 양
의 고 순도 핵종이 생산된다. 이러한 90,92mNb, 88,89gZr, 86,87m,87gY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
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9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
로 15%이다. 그리고 그림 3.2.3-14는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86-Y 87m-Y 87g-Y 88-Zr 89g-Zr 90-Nb 92m-Nb

1.2±1.4 - - - - - - 0.5±0.1

5.3±1.2 - - - - 2.0±0.2 4.0±0.4 11.3±0.9

9.0±1.0 - - - - 2.3±0.3 112.7±8.3 68.7±5.0

11.7±1.0 - 0.3±0.3 0.1±0.1 - 2.5±0.5 275.8±20.1 85.6±6.3

15.9±0.9 - 0.6±0.4 1.5±0.3 - 13.9±1.1 345.1±25.2 15.5±1.3

17.8±0.9 - 1.6±0.6 3.5±0.4 - 91.2±6.7 315.6±23.0 7.8±0.8

21.1±0.8 - 4.9±0.7 6.8±0.6 - 291.6±21.2 161.7±11.9 14.8±1.2

24.0±0.8 0.7±0.3 6.3±0.7 9.6±0.8 - 353.8±25.8 115.4±7.5 38.3±2.9

26.6±0.7 5.8±0.7 5.7±0.7 9.1±0.8 - 361.5±26.3 108.8±6.8 44.4±3.3

28.0±0.7 7.7±0.9 5.4±0.6 7.7±0.7 2.4±1.6 360.4±26.3 110.8±7.0 43.9±3.3

30.4±0.6 12.0±1.1 5.2±0.7 7.6±0.7 19.6±2.8 353.7±25.8 116.6±7.3 38.8±2.9

31.6±0.6 14.0±1.3 5.3±0.8 7.4±0.7 51.1±4.6 348.5±25.4 116.6±7.6 37.1±2.8

33.8±0.5 18.7±1.6 5.8±0.8 9.9±0.8 101.9±7.9 326.3±23.8 125.7±8.0 29.6±2.3

34.9±0.5 20.4±1.7 6.4±0.8 10.6±0.9 130.0±9.9 311.9±22.7 119.4±8.2 27.3±2.1

37.0±0.4 21.2±1.7 7.8±0.8 11.9±0.9 174.1±13.0 296.0±21.6 110.2±8.0 22.0±1.7

38.0±0.4 20.1±1.6 8.1±0.7 13.7±1.1 182.3±13.6 290.6±21.2 107.3±7.9 19.8±1.6

40.0±0.3 19.2±1.6 9.5±0.9 14.5±1.1 219.4±16.3 292.6±21.3 96.1±7.1 17.0±1.4

표 3.2.3-9. natZr(p,xn)86,87m,87gY, 88,89gZr, 90,92mNb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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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4. natZr(p,xn)90,92mNb, 88,89gZr, 86,87m,87gY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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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t

Ag(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Ag시료에 조사하면 104g,105g,106mAg, 104,107Cd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105,106mAg 방사성 핵종은 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별용 방사성 동위원소로 사용되며 의류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핵종이다. 그리고 
짧은 반감기를 지닌 104gAg는 의학적 진단과 PET 화상 기술에 사용이 된다. 이러한 
104g,105g,106mAg, 104,107Cd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10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6%이다. 그리고 그림 3.2.3-15는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
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
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07Cd 104Cd 106mAg 105gAg 104gAg

0.9±1.2 5.9±2.1 -- -- -- --

5.8±1.1 51.5±4.8 -- -- -- --

9.0±0.9 199.8±15.2 -- -- -- --

11.7±0.9 225.0±17.1 -- -- -- --

15.8±0.8 59.1±6.3 -- 4.5±0.7 -- --

17.8±0.8 34.1±4.2 -- 14.7±1.3 -- --

21.1±0.7 58.8±6.3 -- 40.4±3.1 -- --

24.1±0.7 198.0±15.2 -- 63.1±4.7 57.6±8.4 --

26.8±0.6 308.9±23.3 -- 70.8±5.3 219.2±18.2 --

28.3±0.6 325.5±24.5 -- 70.2±5.3 288.1±22.9 --

30.8±0.5 347.6±25.8 -- 63.0±4.7 372.3±28.8 --

32.2±0.5 341.3±25.6 -- 58.4±4.4 401.2±30.8 1.1±0.3

34.4±0.4 290.5±22.0 5.5±2.3 53.2±4.0 434.5±33.1 5.9±0.9

35.5±0.4 260.4±19.6 15.1±4.9 53.6±4.1 437.6±33.3 14.8±1.8

37.5±0.3 198.6±15.7 28.1±6.6 60.1±4.5 399.7±30.8 45.7±3.7

38.6±0.3 174.8±14.1 36.5±8.1 65.8±4.9 386.3±29.8 62.3±5.0

40.5±0.3 145.4±11.7 59.6±10.3 81.8±6.1 332.9±25.9 106.8±8.2

표 3.2.3-10. natAg(p,xn)104,107Cd, 104g,105g,106mAg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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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 natAg(p,xn)104,107Cd, 104g,105g,106mAg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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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at

Pd(p,xn), 
nat

Ti(p,xn) 반응단면  측정

양성자를 natPd시료에 조사하면 105,106mAg, 100,101Pd, 100,101m,105Rh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105Rh 방사성 핵종은 표적 방사선요법을 위한 유망 
받는 후보물질로서[Gra88, Bro99], 적절한 에너지를 지닌 베타와 감마가 발생되며 1.44 
days의 반감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100,101Pd의 방사성핵종은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103Pd 
방사성핵종 생산의 최적화를 위해 중요하게 적용되는 핵종이다. 특히 양성자에 의한 natPd 
반응에서 100,105Rh, 101Pd의 방사성핵종의 생산단면적은 처음으로 다뤄진 반응들이다. 이러
한 105,106mAg, 100,101Pd, 100,101m,105Rh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11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5%이다. 그리고 그림 
3.2.3-16은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
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양성자를  natTi시료에 조사하면 43,44m,44g,46,47,48Sc, 48V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43Sc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체내의 선량측정
을 하는 핵의학 화상진찰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47Sc는 방사선 면역치료에 관심이 
증대되지는 핵종으로 유망한 관심을 받고 있다. 46Sc 방사성 핵종은 식별된 마이크로스피어
로서 심근혈액량 측정의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48V는 PET의 기계적 전송 스캐닝을 위한 
68Ge를 대체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떠오르고 있다[Hic95]. 이러한 43,44m,44g,46,47,48Sc, 48V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 값은 표 3.2.3-12에 정리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값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6%이다. 그리고 그림 3.2.3-17은 본 연구를 통한 각각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존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고, 이론 계산인 
ALICE-IPPE 결과와 최신의 핵반응 이론 코드인 TALYS 계산 결과와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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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105Ag 106mAg 100Pd 101Pd 100Rh 101mRh 105Rh

3.1±1.5 22.7±2.1 2.1±0.4 -- -- -- -- 0.4±0.1

5.6±1.4 60.5±5.1 12.4±1.3 -- -- -- -- 0.7±0.2

7.5±1.3 106.2±8.7 29.0±2.6 -- -- -- 0.2±0.1 1.1±0.2

9.1±1.2 151.0±12.4 53.4±4.5 -- -- -- 0.3±0.1 1.8±0.3

10.5±1.2 186.5±15.3 72.8±6.1 -- -- -- 0.3±0.1 2.4±0.3

11.8±1.2 226.4±18.5 79.2±6.6 -- 0.4±0.1 -- 0.6±0.1 2.9±0.3

13.0±1.2 266.3±21.8 73.1±6.1 -- 1.6±0.3 -- 1.0±0.1 3.8±0.4

15.9±1.1 314.4±25.5 36.9±3.2 -- 3.0±0.4 -- 4.2±0.4 5.5±0.5

18.5±1.0 321.5±26.1 16.8±1.6 -- 7.4±0.7 0.5±0.1 9.5±0.8 6.4±0.6

19.4±1.0 335.3±27.2 16.2±1.9 -- 8.6±0.8 0.9±0.1 11.3±0.9 5.6±0.5

21.6±1.0 324.9±26.4 24.6±2.3 -- 9.8±0.9 2.4±0.2 14.0±1.1 5.6±0.5

22.4±0.9 319.9±26.0 45.4±3.9 -- 10.4±1.0 3.0±0.3 14.2±1.2 5.5±0.5

24.4±0.9 258.9±21.1 108.5±9.0 0.14±0.06 9.9±0.9 4.2±0.4 15.5±1.3 5.4±0.7

25.2±0.9 229.1±18.8 122.3±10.1 0.24±0.08 9.9±0.9 4.2±0.4 15.9±1.3 4.4±0.5

27.1±0.8 157.0±13.3 163.2±13.5 0.56±0.10 9.1±0.8 5.5±0.5 15.6±1.3 4.0±0.5

27.7±0.8 134.4±11.4 182.7±15.1 0.90±0.13 8.7±0.8 6.1±0.5 16.6±1.4 3.4±0.5

29.5±0.7 89.2±8.0 194.7±16.2 2.05±0.20 8.0±0.8 8.5±0.7 15.6±1.3 2.4±0.4

30.1±0.7 83.0±7.6 197.8±16.4 2.32±0.22 7.1±0.7 9.5±0.8 14.6±1.2 3.5±0.6

31.8±0.6 68.7±6.8 195.1±16.1 2.90±0.27 6.4±0.8 11.9±1.0 14.4±1.2 4.4±0.6

32.4±0.6 71.8±7.4 190.0±15.8 3.89±0.34 4.7±0.6 12.2±1.0 14.6±1.2 4.7±0.6

34.0±0.5 71.0±6.4 180.7±15.1 4.71±0.40 4.2±0.8 14.2±1.2 14.7±1.2 5.3±0.7

34.5±0.5 98.3±8.9 168.8±14.0 4.77±0.41 4.8±0.7 14.9±1.2 15.6±1.3 4.1±0.5

36.0±0.4 117.0±10.1 136.7±11.4 5.38±0.46 4.6±0.6 16.5±1.3 16.1±1.3 5.0±0.6

36.6±0.4 126.6±10.8 139.2±11.7 5.31±0.45 6.3±0.7 16.5±1.4 17.6±1.5 5.8±0.7

38.0±0.3 155.5±13.5 118.3±9.9 5.10±0.43 9.6±1.0 18.0±1.5 21.3±1.7 5.6±0.6

38.5±0.3 157.3±13.3 105.0±8.8 5.77±0.48 10.8±1.1 18.5±1.5 22.7±1.9 5.3±0.6

39.9±0.3 174.5±14.8 96.9±8.2 5.08±0.43 17.3±1.6 19.0±1.6 28.6±2.3 7.4±0.8

40.4±0.3 179.3±15.0 91.8±7.8 5.21±0.43 19.0±1.7 18.4±1.5 31.4±2.6 5.6±0.6

표 3.2.3-11. natPd(p,xn)105,106mAg, 100,101Pd, 100,101m,105Rh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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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Cross-sections (mb) with uncertainties
48-V 43-Sc 44m-Sc 44g-Sc 46g-Sc 47-Sc 48-Sc

37.8±0.3 44.0±3.7 9.2±1.8 16.7±1.2 43.3±3.4 48.2±4.9 22.7±1.7 1.00±0.21
36.1±0.3 45.5±4.0 7.1±1.4 17.2±1.3 46.1±3.6 42.4±4.5 23.7±1.8 0.95±0.2
35.5±0.3 40.6±4.4 6.0±1.4 17.3±1.6 49.4±4.7 33.4±4.5 24.2±2.3 0.99±0.18
33.8±0.4 43.7±3.8 4.8±1.3 17.1±1.3 52.3±4.0 24.2±3.6 24.5±1.8 0.77±0.17
33.0±0.4 41.9±3.7 2.9±1.0 17.0±1.3 51.5±4.0 24.1±3.5 24.2±1.8 0.89±0.19
31.2±0.4 41.0±3.8 3.1±1.0 15.0±1.1 51.1±3.9 15.9±3.1 22.9±1.7 0.73±0.16
30.6±0.4 46.7±4.0 3.7±1.1 14.8±1.1 48.8±3.8 16.1±3.1 22.1±1.6 0.82±0.16
28.6±0.5 50.4±4.2 4.3±1.3 12.1±0.9 47.0±3.7 15.5±3.0 19.3±1.4 0.66±0.13
27.8±0.5 50.3±5.5 4.4±1.5 11.3±1.1 44.1±4.3 10.9±1.9 18.3±1.7 0.52±0.13
25.8±0.5 56.4±6.0 3.3±1.1 8.6±0.8 34.6±3.4 12.2±2.1 14.8±1.4 0.31±0.12
25.1±0.5 57.7±6.2 2.8±1.1 7.1±0.7 26.9±2.7 9.6±2.9 13.5±1.3 0.30±0.10
22.9±0.6 68.6±7.3 2.5±1.1 3.0±0.3 11.1±1.3 9.4±1.8 9.4±0.9 0.20±0.10
22.0±0.6 76.0±8.3 3.1±1.0 2.1±0.2 6.3±0.9 9.2±1.9 8.6±0.8 0.28±0.10
19.6±0.6 110.7±11.9 3.7±1.1 1.5±0.2 4.0±0.8 8.6±2.5 4.7±0.5 0.20±0.09
18.7±0.7 144.2±14.6 3.7±1.3 1.2±0.2 4.3±0.9 8.1±2.2 3.3±0.4 0.13±0.07
16.1±0.7 268.5±27.4 3.5±1.6 1.2±0.2 2.0±1.0 5.7±2.7 1.1±0.3
14.9±0.7 330.5±33.3 3.4±1.8 0.8±0.2 4.7±1.0 3.7±2.3 0.9±0.3
11.9±0.8 383.8±35.7 2.5±1.8 0.4±0.2 1.8±0.6 2.2±1.0 0.7±0.2
10.6±0.8 361.8±32.5 2.2±1.4 0.3±0.1 1.5±0.7 2.0±1.5 0.6±0.3
6.7±0.9 62.5±5.4 0.8±0.5 0.13±0.07 0.2±0.1 1.9±0.9 0.39±0.14
5.8±0.9 23.1±2.5 0.13±0.06 1.7±1.0 0.25±0.1
3.9±1.0 4.3±0.9 0.11±0.06 1.7±0.7 0.15±0.08

표 3.2.3-12. natTi(p,xn)43,44m,44g,46,47,48Sc, 48V 반응의 측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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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6. natPd(p,xn)105,106mAg, 100,101Pd, 100,101m,105Rh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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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7. natTi(p,xn)43,44m,44g,46,47,48Sc, 48V 반응단면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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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1. 포항 성자 설비 운 , BGO 검출기 제작

가. 포항 성자설비

1) 포항 성자설비의 개요

포항 핵자료 측정 시험설비는  1998년 4월에 완공된 100-MeV 급 전자선형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빔을 Ta 중성자 표적장치에 입사하였을 때 생성된 펄스형 중성자를 이용하여 
비행시간법(TOF)으로 중성자의 에너지 함수로 중성자 반응 단면적을 측정 할 수 있는 국
내유일의 펄스형 중성자 설비이다.  Ta 표적장치는  10개의 서로 다른 두께의 Ta을 1.5 
mm의 간격으로 배열하였고, 2 mm 두께의 Ti으로 표적의 커버를 만들었다. 사용된 Ta 판
의 두께 및 지름 등 Ta 표적의 자세한 사양은 표 3.3.1-1과 같다. Ta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열중성자에서 수 MeV 에너지 영역까지 Maxwell 분포를 갖는다. 열중
성자의 flux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림 3.3.1-1과 같이 물을 사용한  Moderator 장치를 
사용하였다.  Ta 표적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flux 중 열중성자의 flux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물의 수위는 MCNPX 코드 계산 결과 5cm이며, 실험 중 물의 높이는 항상 5cm로 유
지하였다. 데이터 획득 장치는 NIM, CAMAC, VME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펄스모양을 구분
하여 감마선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제거한다. 샘플 체인저에는 4개의 홀더에 1개의 OPEN을 
제외하고, 최대 3개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다. 

       Ta 표적 구성 부분         크 기

사용된 순수 Ta 표적의 총 두께
40 mmφ x 2 mm t 판 3 개
40 mmφ x 3 mm t 판 2 개
40 mmφ x 4 mm t 판 1 개
40 mmφ x 6 mm t 판 4 개 

Ta 사이의 공간 총 두께 15 mm
물 순환파이프의 외경 12 mm
표적의 총 길이 74 mm
표적의 외경 49 mm

표 3.3.1-1.  Ta표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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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Ta표 과 Moderator

그림 3.3.1-2. NIM 과 CAMAC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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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시간법에 의한 핵자료 측정

  중성자를 이용한 측정 실험은 두꺼운 Ta 표적을 사용하여 생성된 중성자를 감마선 백
그라운드를 최소화 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중성자 빔 라인을 전자빔이 입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설치하여 중성자 비행시간법(TOF, Time-of-flight Method)으로 
중성자 전단면적 (Total Cross-section) 측정 실험을 수행한다. Ta 중성자 표적에서 생성
된 중성자들의 에너지는 중성자들의 속력, 즉 일정한 거리(L)에서 중성자의 비행시간 tn을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1 MeV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중성자의 에너
지와 비행거리 및 비행시간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En = (72.3⋅ L[m]
t n[μ sec ] )

2

  [eV] (3.3.1-1)

 위 식으로부터 알고 있는 에너지의 중성자가 검출기에 측정되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비행거리 L은 정확하게 결정되어진다. 중성자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서 잘 알려진 공명에너지를 갖는 시료들(Notch Filter)을 선택하여 중성자가 시료를 통과
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도록 비행전송선 중앙 지점에 설치한다. 각각의 시료들에 대해서 공
명에너지에 대응되는 채널을 아래의 식으로 fitting 하면 비행거리 L을 얻을 수 있다.

I=
72.3⋅L
Δt⋅ E

+
τ
Δt 

(3.3.1-2)

여기서 Δt 는 한 채널에 대응되는 시간으로 0.5 μsec 이고, τ는 진짜 시간 0와 실험에
서 사용되는 시간 0 사이의 차이다. 각 시료들의 공명에너지를 채널에 대하여 fitting 하면 
그림 4.2-4와 같이 비행거리 L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 장치에서 중성자표적으
로부터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12m를 얻었으며 τ=4.97 ㎲를 얻었다. 위 식으로 TOF시간을 
에너지로 변환한 후, 샘플이 없는 OPEN과 샘플이 있을 때의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 개수의 
비를 구하여 transmission을 계산한 후, 전단면적으로 환산하고 SAMMY fitting을 통하여 
고명상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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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수행 황

1) 운 시간 

  
비행시간법 -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1월 ~ 6월 수행
  전자빔 에너지 70MeV, 빔전류 50mA, 펄스폭 1 micro second

Sample Er Fe Co, In, Cd
Size [mm] 50 x 50 50 x 50 50 x 50

Thickness [mm] 0.025 0.1 0.62 0.1
Data Taking Time

Sample In/Out 
[hour]

49/49 49/49 49/49 20/20 10/10

표 3.3.1-2. 2008년도 단면  측정 황

방사화법 - 광핵반응 단면적 측정 

  7월, 10월~12월 수행 
  전자빔 에너지 50, 60, 70 MeV
  빔전류 20 ~ 30 mA
  펄스폭 2 mico second
  방사화 표적 텅스텐 100mm x 100mm x 1mm
  방사시간 - 실험조건에 따라 수분 ~ 4시간/샘플
  샘플 : Nb, Au, Zr, Al, Er, Ta, In, Bi, Pb, Mo, Cu, Sn , Pd, Fe, Y

  (*) 텅스텐 방사화 표적에서 많은 양의 방사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시간법
      보다 낮은 수준의 빔전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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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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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MeV
60 MeV
70 MeV

모듈레이터 전압
14.3 KV
15.7 KV
17.1 KV

표 3.3.1-3. 최 의 가속기 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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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연구자

  - 경북대 연구자 방문 : 방사화 이용, 광핵반응 연구
     (박사과정학생) Mr. Rahman
     2008년 6월 24일~ 7월 17일
     2008년 12월 2일 ~ 12월 12일

  - 동국대 연구자 방문 ( 3인 ) : 원거리 중성자 플럭스 모니터용 신틸레이터 
                                성능 테스트
     2008년 6월 26일

  - 베트남 과학자 방문 : 방사화 이용, 광핵반응 연구
     2008년 10월 20일 ~ 11월 14일
         Prof. Van Do Nguyen ( Institute of Physics, Hanoi )
         Mr. Kim Tien Thanh ( Institute of Physics, Hanoi )
     2008년 10월 20일 ~ 12월 20일
         Dr. Pham Duc Khue ( Institute of Physics, Hanoi ) 

  - 인도 과학자 방문 : 방사화 이용, 광핵분열 연구
     2008년 9월 30일 ~ 12월 22일
         Dr. H. Naik ( BARC, Mumbai )

4) 실험일지

(전단면적측정)
1월 23일 ~ 6월 3일 : Er 3개 샢플 전단면적 측정   E = 70MeV
6월 17일 ~ 7월 3일 : Fe 1개 샘플 전단면적 측정   E = 70MeV

(광핵반응측정)
광핵반응의 경우 방문실험자 위주로 실험에 필요한 빔타임 제공.
-  6월27일 , 경북대 , E=50MeV, 방사시간=1시간, 샘플=Zr
-  7월 2일 , 경북대 , E=70MeV, 방사시간=3시간, 샘플=Fe,Y
-  7월 8일 , 경북대 , E=60MeV, 방사시간=1시간10분, 샘플=Zr
-  7월 8일 , 경북대 , E=60MeV, 방사시간=1시간10분, 샘플=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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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 경북대 , E=60MeV, 방사시간=3시간, 샘플=Y,Fe
-  7월11일 , 경북대 , E=70MeV, 방사시간=1시간10분, 샘플=Zr
-  7월15일 , 경북대 , E=50MeV, 방사시간=3시간30분, 샘플=Y
-  7월16일 , 경북대 , E=60MeV, 방사시간=3시간, 샘플=Y
-  7월16일 , 경북대 , E=50MeV, 방사시간=3시간, 샘플=Fe
- 10월 9일 , 인도   , E=70MeV , 방사시간=6시간, 샘플=Nb, Zr
- 10월14일 , 인도   , E=5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Nb, Au
- 10월16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Nb, Zr
- 10월21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30분, 샘플=Zr, Al
- 10월27일 , 인도   , E=50MeV , 방사시간=3시간50분, 샘플=Zr, Nb
- 11월 4일 , 인도   , E=7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Zr
- 11월 5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5분, 샘플=Zr
- 11월 5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3시간40분, 샘플=In
- 11월 5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1시간20분, 샘플=Zr,Mo         
- 11월 6일 , 인도   , E=50MeV , 방사시간=4시간, 샘플=Zr
- 11월 7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Er,Ta,Au,In
- 11월 7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Cd+(Er,Ta,Au,In) (*)
                                                       (*)중성자포획실험
- 11월10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Zr
- 11월11일 , 베트남 , E=60MeV , 방사시간=1시간30분, 샘플=Zr,Mo
- 11월11일 , 베트남 , E=5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Zr,Ta,In
- 11월12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Au
- 11월13일 , 베트남 , E=50MeV , 방사시간=2시간30분, 샘플=Zr,Ta,In
- 11월18일 , 인도   , E=7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Au
- 11월20일 , 인도   , E=7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Mo
- 11월24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Mo
- 11월25일 , 베트남 , E=7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Bi,Pb
- 11월27일 , 인도   , E=50MeV , 방사시간=2시간30분, 샘플=Mo
- 12월 3일 , 경북대 , E=60MeV , 방사시간=1시간20분, 샘플=Sn,In,Cu,Au
- 12월 4일 , 경북대 , E=70MeV , 방사시간=1시간20분, 샘플=Sn,In,Cu,Au
- 12월 5일 , 인도   , E=5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Pb
- 12월 5일 , 경북대 , E=50MeV , 방사시간=2시간, 샘플=Sn,In,C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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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 경북대 , E=60MeV , 방사시간=1시간30분, 샘플=Sn,In,Cu,Au
- 12월 9일 , 인도   , E=60MeV , 방사시간=1시간30분, 샘플=Pb
- 12월 9일 , 경북대 , E=50MeV , 방사시간=4시간, 샘플=Sn,In,Cu,Au
- 12월10일 , 경북대 , E=7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Nb,Au,Cu
- 12월11일 , 베트남 , E=50MeV , 방사시간=4시간, 샘플=W,Mo,Zr
- 12월12일 , 인도   , E=70MeV , 방사시간=1시간30분, 샘플=Pb
- 12월12일 , 경북대 , E=60MeV , 방사시간=2시간30, 샘플=Nb,Au,Cu
- 12월12일 , 경북대 , E=50MeV , 방사시간=3시간, 샘플=Nb,Au,Cu
- 12월16일 , 포항공대 , E=70MeV , 방사시간=10분, 샘플=Pb
- 12월16일 , 포항공대 , E=70MeV , 방사시간=10분, 샘플=Pd
- 12월16일 , 포항공대 , E=70MeV , 방사시간=10분, 샘플=Sn

(검출기 시험)
- 6월26일 , 동국대, E=70MeV, 방사시간 4시간, 샘플=신틸레이터 검출기

5) 당해년도 설비 개선 사항

  중성자 플럭스 모니터

전단면적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샘플이 없을 때와 샘플이 있을 때의 중성자 flux
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flux는 시간에 따라 요동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발생 중성자의 비율로서 규격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
여, BF3 중성자 flux모니터링 검출기를 TOF 파이프의 중앙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발생
중성자의 플럭스를 계측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 빔전류 모니터링 방법과 
비교한 결과 거의 비례하는 결과를 얻었다. 

  고속 샘플 이송 장치

방사화법의 경우, 전자빔이 인출되는 곳에 시료를 두고, 제동복사에 의한 강한 감마선에 
시료를 일정시간 노출시킨다. 지금까지는 직접 실험자가 빔라인에 들어가서 시료를 설치하
고, 실험종료 후 약 30 ~ 40분 후 다시 빔라인에 들어가서 시료를 회수하였다. 당해연도에
는, 시료를 두는 곳에 안전하게 시료를 보내고 회수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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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시료를 이송하며, 홀더에 도착한 시료의 정확한 위치는 
원격으로 조정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료 이송에는 6초, 회수에는 4초가 걸리며, 
감마선 방사가 종료된 직후 1분 이내에 측정을 할 수 있으므로, 반감기가 수분정도로 짧은 
붕괴 채널의 관측에 매우 유용하다. 

그림 3.3.1-3. 고속샘 이송  원격조정 

   

   
       

그림 3.3.1-4. 샘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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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년도 출  논문 내용     

3편의 광핵반응 논문과 1편의 전단면적 측정 결과를 출판하였다.

Isomeric yield ratios for the formation of 44m,gSc in the 45Sc(,n), natTi(,xnp), natFe
(,xn5p) and natCu(,xn8p) reactions with 2.5GeV Bremsstrahlung  [Ngu08a]

2.5GeV 제동복사(Bremsstrahlung)를 이용하여 45Sc(,n)44m,gSc, natTi(,xnp)44m,gSc, 
natFe(,xn5p)44m,gSc and natCu(,xn8p)44m,gSc 반응의 isomeric yield를 측정하였다. 측정
값은 각각 0.25±0.03, 0.43±0.05, 1.38±0.14, 1.89±0.21이다.

그림 3.3.1-5. 원자수 차이에 따른 44m,gSc 의 isomeric yiel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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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44m,gSc 의 isomeric yield ratio 측정값과 기존 측정값과 비교

Thermal neutron cross section and resonance integral of the 186W(n,)187W reaction 
[Ngu08b]

포항의 중성자 설비에서 방사화 방법으로 186W(n,)187W 반응의 열중성자 단면적과 
resonance integral을 측정하였다. 감마선의 attenuation, 열중성자의 self-shielding, 공
명중성자의 self-shielding, 열외중성자(epithermal neutron)의 스펙트럼 인자등을 고려
하였다. 열중성자단면적은 37.2±2.1 barn , resonance integral 은 461±39 barn 이다.

그림 3.3.1-7. 186W(n,)187W의 Thermal neutron cross section과 resonance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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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thermal neutron cross sections and resonance integrals for 179Hf(n,
)180mHf and 180Hf(n,)181Hf reactions at the Pohang neutron facility [Ngu08c]

  방사화 방법을 이용하여, 197Au(n,)198Au반응에 대한 중성자단면적과 resonance 
integral 값 98.65±0.09, 1550±28 barn에 대하여, 179Hf(n,)180mHf 와  180Hf(n,)181Hf 
의 중성자단면적과 resonance integral을 구하였다. 감마선의 attenuation, 열중성자의 
self-shielding, 공명중성자의 self-shielding, 열외중성자(epithermal neutron)의 스펙트
럼 인자등을 고려하였으며, 측정 값은 다음과 같다.

          

179Hf(n,)180mHf 180Hf(n,)181Hf
중성자단면적(barn) 0.424±0.018 12.87±0.52

resonance integral(barn) 6.35±0.45 32.91±2.38

표 3.3.1-4. 179Hf(n,)180mHf 와  
180Hf(n,)181Hf의 성자 단면

과 resonance integral

그림 3.3.1-8. 180Hf(n,)181Hf의 Thermal neutron cross section과 resonance integral
  

Measurement of the total neutron cross section and resonance parameters of 
molybdenum using pulsed neutrons generated by an electron linac [Wan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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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법을 이용하여, 0.01eV ~ 200eV영역의 중성자 에너지에 대하여 Mo의 전단면
적을 측정하였다. 에너지 보정을 위하여 Co, Cd, In 을 notch filter로 사용하였으며, 중
성자와 감마의 pulse-shape을 비교하여, 감마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였다. SAMMY코드를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계산하고, ENDF 평가치와 비교하였다. 

그림 3.3.1-9. Mo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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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J/I Reference  (eV)   (meV) g n (meV)
94Mo 0.5/1 This work

ENDF/B-VII.0
107.2±0.8
108.8

173.9±17.4
188.0

0.20±0.02
0.16

95Mo

3/0 This work
ENDF/B-VII.0

44.75±0.01
44.9

106.8±6.6
150.0

126.4±1.6
100.0

1/1 This work
ENDF/B-VII.0

110.6±1.0
110.4

310.4±31.0
310.0

0.08±0.01
0.08

2/1 This work
ENDF/B-VII.0

118.5±1.0
117.8

200.5±20.1
200.0

0.079±0.008
0.075

3/0 This work
ENDF/B-VII.0

159.4±0.3
159.5

147.2±14.6
166.0

7.65±0.55
7.5

96Mo
0.5/1 This work

ENDF/B-VII.0
114.7±0.4
113.4

134.0±13.4
136.0

0.67±0.06
0.451

0.5/0 This work
ENDF/B-VII.0

131.4±0.1
131.4

97.7±8.7
82.9

205±4
326

97Mo

2/0 This work
ENDF/B-VII.0

71.2±0.1
70.9

157.6±14.7
130

6.54±0.22
8.4

4/1 This work
JEFF-3.1

78.98±0.59
79.60

124.8±12.5
150.0

0.089±0.009
0.056

3/1 This work
JEFF-3.1

109.09±0.84
109.60

130±13
150.0

0.17±0.02
0.11

4/1 This work
JEFF-3.1

126.9±1.1
126.9

180±18
150.0

0.11±0.01
0.098

3/1 This work
JEFF-3.1

137.87±0.29
136.3

150.8±15.0
150.0

0.598±0.059
0.575

98Mo 1.5/1 This work
ENDF/B-VII.0

12.2±0.1
12.1

153±11
120

0.070±0.002
0.058

100Mo 1.5/1 This work
ENDF/B-VII.0

97.2±0.7
97.2

80.1±8.0
80.0

0.52±0.05
0.36

표 3.3.1-5. SAMMY fitting 으로 구한 Mo의 공명상수

라. Er 단면  측정

Er의 경우,  보고된 실험 데이터가 있으나, 낮은 에너지 영역의 경우, 1eV 이상의  영역
에서 실험 데이터는 Exfor에서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 당해년도 연구에서 포항의 중성자 
설비를 이용하여 0.1eV에서 약 100 eV 영역의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실험치를 측정하였
다. Natural Er의 경우 162Er(0.139%), 164Er(1.601%), 166Er(33.503%), 167Er(22.869%), 
168Er (26.978%), 170Er(14.91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단면적의 ENDF의 평가치는 
그림 3.3.1-10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Natural Er 샘플은 세 종류로써, 두께×가로×세로 = 0.025mm× 
50mm×50mm, 0.1mm×50mm×50mm, 0.62×50mm×50mm이며 99.99%의 순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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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보정과 백그라운드를 계산하기 위한 notch 샘플은 가로×세로=50mm×50mm인 
Co, Cd, In를 사용하였다. 샘플 RUN과 OPEN RUN의 TOF분포를 에너지 분포로 전환한 
후,  transmission ratio, 전단면적을 계산하고. SAMMY 코드를 이용하여 공명상수를 계산
하였다. 그림 3.3.1-11, 3.3.1-12와 표 3.3.1-5에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와 ENDF 평가치
를 비교하였다.

그림 3.3.1-10. Er 단면 의 ENDF평가치와 기존 실험 

데이터(EX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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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 Er의 TOF 스펙트럼 

그림 3.3.1-12. Er의 단면  측정값과 ENDF평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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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e의 단면  측정

Fe는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원소합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원
소이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측정 데이터가 많지 않으며, 100eV이상에서는 측정 데이터
의 정확도가 좋지 못하다. 당해연도에 0.1 ~ 200eV 영역에 대하여 전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Fe 샘플은 두께×가로×세로 = 0.1mm× 50mm×50mm 이다. 에너지 보정
과 백그라운드를 계산하기 위한 notch 샘플은 가로×세로=50mm×50mm인 Co, Cd, In를 
사용하였다. 

그림 3.3.1-13. Fe의 ENDF평가치와 기존 실험 데이터

그림 3.3.1-14. Fe의 TOF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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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GO 검출기 개발

1) 시뮬 이션

BGO 감마검출기는 75x50x50mm 크기의 BGO결정 12개를 이용하여 하나의 레이어(그
림 3.3.1-15)에 4개씩, 3층으로 구성한다. 검출기 구성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른 감마선의 
검출 효율과 펄스의 문포를 시뮬레이션하였다. 10MeV 감마를 이용하여, 1층, 2층, 3층으로 
구성하였을 때 에너지 반응을 비교하였으며, 층의 개수가 많을 수록 광자의 에너지 분해능
이 좋아졌으며, 3층인 경우 검출기의 기하학적 효율은 98.5% 이다.

그림 3.3.1-15. BGO 검출기의 

시뮬 이션 모형, 1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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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 이어 수와 BGO 검출기의 반응 비교, 10MeV 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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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7. BGO 검출기 모듈의 조감도와 실제 모습

2) 모듈제작  테스트

BGO결정과 광전증배관(PMT)을 결합하여 검출기 모듈을 제작하였고, 방사선 소스를 이
용하여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BGO결정은 75x50x50mm 크기이고, 광전증배관은 
Hamamatsu H7195이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제작하여 BGO와 PMT를 부착한 후 고정하였
으며(그림 3.3.1-17), 현재 6개를 제작하였다. 그림 3.3.1-18은 총 12개를 제작한 후 검
출기를 구성하는 조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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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O 

광전증배관(PMT) 

그림 3.3.1-18. 12개 BGO 검출기 모듈의 조립 조감도

PMT의 게인과 에너지 분해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가전압에 따른 60Co의 1173, 1332 
KeV 감마선의 펄스 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인가전압이 1600V인 경우 펄스 스펙트럼의 
분포는 그림 3.3.1-19와 같다. 1173KeV감마선의 위치는 19631, 1332KeV감마선의 위치
는 21197이다. 인가전압에 따라 피크는 그림 3.3.1.20과 같이 변화하며, 이 그래프로부터 
아래 식으로 표현되는 게인함수의 상수를 구하였다.(표 3.3.1-8)

× (3.3.1-3)

PMT 
Serial number

A B

4962 0.00342 -1.21

4963 0.00363 -1.69

4964 0.00357 -1.21

4968 0.00334 -1.84

4969 0.00327 -1.28

4971 0.00306 -1.56

표 3.3.1-6. 각 PMT의 게인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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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9. 1173keV, 1332keV에 한 BGO 검출기의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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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0. 인가 압에 따른 피크(왼쪽)  에 지 분해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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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단계 자발생  핵물질 핵반응 측정

포항중성자 설비에서 전자빔을 텅스텐 표적에 입사하여 발생하는 제동복사를 이용하여 
방사화법에 의한 광핵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전자빔의 에너지는 50 ~ 75MeV, 펄스
폭은 1  ~ 2 , 빔전류는 0 ~ 50mA 까지 가변이다. 실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
할 수 있으며, 특히 텅스텐 표적에서 다량의 방사선이 발생하므로, 방사선 안전 규정에 의
하여 클라이스트론 겔러리에 방사선 레벨이 최대 25이하가 되도록 운전조건을 설정
하여야 한다. 현재 10이하의 조건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방사화 실험에 충분한 광자
빔을 생성할 수 있다. 전자빔 인출구 앞에 텅스텐 표적을 두고, 텅스텐 표적 뒤에 측정용 샘
플을 둔다. 측정 샘플에 일정 시간 광자빔을 조사한 후, 약 30분~40분간의 냉각기를 가진 
후 샘플을 회수 하여 HPGe검출기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반감기가 매우 짧은 
채널을 관측 하는 경우에는 냉각기간 없이 즉시 샘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속샘플이송장
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2-1. (왼쪽) 핵반응 실험을 한 텅스텐 표 과 샘 . 
(오른쪽) 45-70MeV에 한 Bremsstrahlung 스펙트럼.

  

일반적으로 HPGe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피크의 activity와 단면적은 다음의 관계가 
있다.

 
   (3.3.2-1)

여기서, 는 관측된 activity, N은 샘플의 원자수, 는 photon flux, a는 branching 
intensity, 는 검출기의 검출효율, T는 cooling time, t는 방사시간, CL은 측정시간, 는 관
측하고자 하는 핵종의 붕괴상수이다. 이 관계식에서 단면적 를 알 수 있다. 그 외에 각 상
수 값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많은 보정을 하게 된다.



- 120 -

10 0 1 0 00
0 .0 1

0 .1

1

1 0

1 0 0

1 0 0 0

 

 

 P os .1(d = 0. 5cm )
 P os .2(d = 1. 0cm )
 P os .5(d = 2. 5cm )
 P os .10 (d= 5 cm )
 P os .20 (d= 1 0cm ) 
 fit

P
ho

to
pe

ak
 e

ff
ic

ie
nc

y 
(%

)

G am ma ray  energy  (keV)

그림 3.3.2-2. HPGe검출기와 에 지에 한 검출효율

   

포항 중성자 설비를 방사화를 위한 감마선 소스로 활용하여 다수의 광핵반응 측정을 할 
수 있게 운영하였으며, 8월,9월의 shutdown기간을 제외하고, 2008년, 7월, 10월~12월까지 
광핵반응 실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경북대, 베트남, 인도의 연구자가 방문하여 공
동연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Zr, Y, Fe를 이용한 isomeric yield ratio 측정, Er, 
Ta에 대한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과 resonance integral 측정,  W, Nb, Au, Zr, Al, In, Bi, 
Pb, Mo, Cu등을 이용한 광핵반응 단면적 측정을 실험을 지원하였다. 

가. 고속샘 이송장치를 이용한 측정 - 반감기가 짧은 붕괴채  측정 테스트

반감기가 짧은 붕괴 채널을 관측할 필요가 있는 연구의 경우, 빔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곧
바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샘플 이송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는 이 장치를 활용하여 실제로 반감기가 짧은 붕괴 채널을 관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실제로 짧은 감마선 조사 ( 5분 ) 후 짧은 측정 시간 ( 1분 ) 에서도 의미 있는 피크
의 관측이 가능하므로, 검색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분석, 광핵자료 생산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핵반응 단면적을 결정하기 위해서 샘플에 입사하는 플럭
스의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1) 빔 럭스 분포 연구

광핵반응 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사하는 감마선의 플럭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거
나, 이미 단면적이 잘 알려진 모니터 샘플을 이용한다. 현재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고 있
으나, 향후 단면적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절대 플럭스를 
측정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방사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측
정기술을 확립하려고 한다. Pb, Au를 10개의 층으로 만든 표적을 이용하였으며, Au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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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정도를 측정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현재 관측된 값과 시뮬레이션값이 약 
30%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방법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샘  테스트

 Zr, Pd, Pb, Sn을 이용하여 반감기가 짧은 붕괴 채널을 관측하였다. 당해연도에 Th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샘플의 수급이 불가능하여 Zr, Pd, Pb, Sn을 활용하였다. Zr을 이용
하여 4.18분의 반감기를 가지는 587.8 KeV 피크를 관측한 결과, 샘플 회수 후 12분까지 
명확한 피크를 보였고, 1시간 이후 부터는 피크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그림
3.3.2-3) 시간 별로 피크의 감쇄 경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분 단위로 샘플을 
계속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1분 단위로 연속적으로 생성된 수 십개의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다. 당해연도 연구를 통하여 샘플의 빠른 
회수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채널에 대한 광핵반응 측정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그림 3.3.2-3. 시간에 한 activity의 변화(Zr 587.8keV). 
시계방향으로 방사화 직후~6분, 6분~12분, 1시간~1시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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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Pd, Sn샘플을 전자에너지 70MeV를 이용하여 5분간 방사한 직후, 1분간격으로 30
분간 측정하였으며, 확인된 피크 중 대표적인 것들은 표 3.3.2-1과 같다.  

그림 3.3.2-4. Pd의 방사화 스펙트럼. 에서부터 샘 회수 후 ~ 1분, 14분-15분, 
29분-30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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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clear reactions Half life Gamma ray energy
 (keV) 

Gamma ray
intensity (%)

  Pb

1 natPb(,xn)204mPb 67.2 min
374.72
899.15
911.78

89
99

90.69
2 natPb(,xn)203Pb 51.873 h 279.2 81

3 natPb(,xn)202mPb 3.53 h
422.18
657.49
960.67

86 
32.4
92

  Pd
1 110Pd(,n)109mPd 4.696 min 188.99 55.9
2

108Pd(,p)107Rh
110Pd(,2np)107Rh 21.7 min 302.77 66

  Sn
1 124Sn(,n)123Sn 40.06 min 160.2 86
2 natSn(,xn1p)119In 2.4 min 763.14 99

3 natSn(,xn1p)118mIn 4.45 min
683.06
1050.65
1229.68

54.3
81
96

4 natSn(,xn1p)117In 43.2 min 553.00 100
5 natSn(,xn1p)110mIn 69.1 min 657.76 98

표 3.3.2-1. Pb, Pd, Sn에서 확인된 피크.  5분 감마선 조사 후 1분간 측  결

과

나. Isomeric Yield 측정

여기된 핵에 대하여 isomeric cross section ratio를 측정함으로써, nuclear level 
density의 스핀의존성, angular momentum transfer, de-excitation mechanism 등에 대하
여 알 수 있다.  Fe, Zr, Y샘플을 50, 60, 70 MeV Bremsstahlung에 조사하여 측정을 하였
다. 

- Fe 측정
   개요 : Fe(,xnp)52m,gMn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52m,gMn의 isomeric yield ration



- 124 -

         를 50, 60, 70 MeV에 대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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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52m,gMn 의 isomeric yield ratio 와 스펙트럼 

 

- Zr 측정 
  개요 : natZr(,n)89m,gZr,  natZr(,3np)87m,gY , natZr(,3np)87m,gY 의 isomeric 
        yield ratio를 50, 60, 70 MeV Bremsstrahlung에 대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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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89m,gZr의 isomeric ratio. 
E=50,60,70MeV

- Y 측정
   개요 : 50,60,70MeV Bremsstrahlung에서, 86Y(,xn)87mg,86mgY 반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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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87mgY,86mgY의 isomeric yield ratio를 측정.

0 20 0 4 00 600 800 100 0

0.30

0.35

0.40

0.45

0.50

0.55

 

 

  S.R.Sarkar  et al(1991)
 Present S tudy

 W. B. Walter  et al. (1966)

 T. Kato et al. (1972)

Is
o

m
er

ic
 c

ro
ss

-s
ec

ti
on

 r
at

io
s (87

m
g Y)

Maximum bremsstrahlung energy (MeV)
20 0 400 600 80 0 10 00 1200

0.1

0.2

0.3

0.4

0.5

0.6

0.7

 

 

S.R.Sarkar et al (1991) 
 Present S tudy ( 2008)

 D. Kolev et al . (1998)

Is
o

m
er

ic
 c

ro
ss

-s
ec

tio
n 

ra
tio

s (86
m

g Y)

Maximum bremsstrahlung energy (MeV)

그림 3.3.2-7. 87mgY,86mgY의 isomeric yield ratio
  

다. 핵반응 단면  측정

- TOF의 Ta표적에 있는 moderator의 윗면 커버를 중성자 소스로 활용하여,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과 resonance integral을 측정할 수 있다. 전자가속기를 70MeV로 운전하고, 
170Er과 181Ta 샘플을 moderator 윗면 커버에 두어, 170Er(n,)171Er, 181Ta(n,)182Ta 반응
에 의한 감마선을 분석하였다. 

- 50, 60, 70MeV 전자에너지에 대한 Bremsstrahlung에 대한 광핵반응을 조사하였으
며 In, Zr, Mo, W, Ta, Bi, Pb, Nb샘플을 사용하였다. 광핵반응에 의한 yield와 단면적측정, 
핵파쇄, 핵분열 혹은 fragmentation에 의하여 생성된 반감기가 매우 큰 핵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관측된 감마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2006년, 
2007년에 2.5GeV Bremsstrahlung으로 실험한 샘플에 대해 감마 스펙트럼을 계속 관측하
였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3.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

외국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된 소형 중성자 발생장치의 문제점은 선량이 최대 ∼108 n/s 
정도로 이 강도의 중성자 선원으로는 반응물질의 방사화 감마선 측정에 불충분하고, 중성
자 래디오그래피(radiography) 분해능이 떨어진다. 또한 기존의 소형 중성자 발생장치는 

폐 튜브형으로 제작되므로, 선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수명이 최대 수백 시간에 불과
하여 이용에 제약이 많다. 핵자료 측정을 위한 소형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를 개발하려
면 혁신적인 drive-in 표적장치와 getter 펌프 기술을 도입하여 1011 n/s 수준의 선량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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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고, 표적수명이 1년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중성자 발생장치가 
개발된다면 핵자료 생산, 지하자원 탐사, 의료용 치료기, 동위원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어 개발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수명, 고
선량 중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은 우리나라 발전용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원료로 
이용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그림은 혁신적인 소형 중성
자 발생장치 개념도이다.

그림 3.3.3-1. 소형 14 MeV 성자 발생장치 개념도 

4. 국내가속기이용 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가. 성자원 종류

1) 자가속기 이용 성자원

전자의 에너지가 수 MeV 이상으로 물질에 입사되면 Bremsttrahlung에 의해 감마선을 
만들고 이때 감마선을 만드는 정도는 전자의 에너지와 물질의 원자번호에 비례한다. 감마
선의 에너지는 1/E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감마가 표적물질과 2차반응해서 (γ,n), (γ,2n) 
등의 반응으로 중성자를 생산하는데 중핵물질의 경우에 감마가 15 MeV 정도에서 중성자
생성 단면적이 peak를 이루므로 전자의 에너지가 20 MeV 이상인 경우에 효율적으로 중성
자를 생산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발생하는 감마선양이 표적물질의 원자번호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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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표적물질로는 중핵원소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라늄, 텅스텐, 탄탈륨, 납 등이 표적으
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림 3.3.4-1에 전자빔 조사에 의한 Bremsttrahlung 감마
선 생성 및 2차 중성자 생성의 원리가 나타나 있고, 그림 3.3.4-2에 Bi-209의 감마 에너
지에 대한 중성자 생성 반응단면적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3.3.4-1. 자빔 조사에 의한 

성자 생성 mechanism
   그림 3.3.4-2. Bi-209의 감마 에 지 

vs 성자 생성 단면

Evaporation mechanism에 의해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2-3 MeV에서 peak를 
갖는 Maxwellian 분포를 보이며, 방향성은 4π 방향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그
림 3.3.4-3에 전자빔 에너지가 30, 40 MeV인 경우의 생성 중성자 에너지 분포가 나타나 
있다. 전자가속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중성자는 수십 M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white 
spectrum source이므로 열중성자에서부터 고속중성자까지의 다양한 영역의 중성자 핵자료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White spectrum을 가지므로 중성자 에너지 측정은 
time-of-flight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3.4-4에 여러 중핵원소 표적물질에 대한 전자 에
너지별 중성자 생성률이 나타나 있다. 전자빔 에너지가 35 MeV이고 두꺼운 W 표적인 경
우에 중성자 생성율은 1.1x10-2 n/e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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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자빔 에 지가 30, 40 
MeV인 경우의 생성 성자 에 지 분포

       
그림 3.3.4-4. 자에 지별 

성자 생성률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산 및 핵자료측정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고속 중성자 에너지 측정 및 핵자료 측정에 필요한 전자가속기의 펄스빔 빔폭이나 전류량 
등의 제원이 충분치 않아서 주로 1 eV 이하의 열중성자 핵자료 측정에 집중되었다. 전자가
속기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의 에너지가 수십 MeV 이하의 스펙트럼을 갖는 white source지
만 표적 주위에 moderator를 설치해서 중성자 에너지를 감속시키므로서 열중성자 에너지
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에 고속중성자 핵자료는 주로 원자로와 chopper를 
이용해서 측정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klystron을 이용한 선형 전자가속기 기술의 개
발로 short pulse의 대전류 전자빔 조사가 가능해져서 keV, MeV 중성자 핵자료를 측정할 
수 있는 중성자 펄스빔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핵자료 
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초전도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산도 가능
한 상태이다. 국외의 대표적인 전자가속기 중성자원으로 벨기에의 Geel 전자가속기 중성자
원이 있으며 미국의 ORNL, RPI 등도 전자가속기 중성자원을 사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하였
다. 국내에서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100 MeV 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열중성자 핵자
료를 측정하고 있다.    

2) 양성자/ 양자 이용 monoenergy 성자원

수 MeV 이하의 양성자나 중양자빔을 표적해 조사하면 표적에 따라서 다양한 중성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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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핵반응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핵반응별로 단일에너지를 갖는 중성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중성자 핵자료를 측정한다. 양성자나 중양자 빔의 가속은 보통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핵반응으로 Li-7(p,n)Be-7, T(p,n)He-3, T(d,n)He-4, 
D(d,n)T 등이 있다. 

Li-7(p,n)Be-7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threshold 에너지는 1.88 MeV이고 양성자빔 에
너지가 2.37 MeV를 초과하면 중성자 방출이 Be-7의 ground state와 1st excited state에
서 발생해 2개의 monoenergetic 중성자 생성이 이루어진다. 양성자 에너지가 5.5 MeV 정
도 까지는 90% 이상의 중성자가 Be-7의 ground state에서 발생되는데 그림 3.3.4-5에 
이러한 방출 중성자중 양성자빔과 같은 방향인 forward 방향으로 발생하는 중성자의 에너
지별 생성 단면적이 나타나 있다. 0.6 MeV 정도에서 peak를 보이고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
은 일반적인 Li 고체 표적을 사용할 경우에 forward 방향에서 대략 107 n/sr∙μA 정도이다. 
Li 표적은 보통 양성자빔의 전류가 크지 않을 때는 evaporation시킨 후에 W, Al, Ag 등의 
backing에 부착시켜 사용하나 대전류에서는 열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액체 Li 표
적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고체로 사용할 때에는 회전을 시키거나 backing 물질을 공기나 물
로 냉각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acking 물질로는 열전도가 좋고 background 중성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림 3.3.4-5. 각 핵반응시에 forward 방향으로 

생성되는 성자의 에 지별 생성 단면  

그림 3.3.4-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3(p,n)He-3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는 
Li 표적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생성하는데, peak는 2 MeV 정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p,n)He-3 반응의 threshold 에너지는 1.15 MeV이고 양성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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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35 MeV 정도일 때 까지는 monoenergetic 중성자를 생성한다.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
은 일반적인 표적을 사용했을 때 forward 방향에서 107 - 108 n/sr∙μA 정도이다. H-3를 
표적으로 이용시에는 gas 형태로 사용하거나 titanium 등에 흡수시킨후 Li 표적의 경우와 
같이 열전도가 좋은 backing 물질에 evaporation 시켜서 사용하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Evaporation 시켜 사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Li의 경우와 동일하나 그외에 수소
가 흡수물질로부터 outgasing되지 않도록 온도를 어느한도 이내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흡수물질이 titanium의 경우에 제한온도는 250℃ 정도이다. 
Gas 형태로 사용할 때에는 beam window와 beam stop이 필요한데 beam stop 물질로는 
backing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용될 수 있다. Gas 표적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beam 
window인데 보통 빔전류가 수십 μA의 경우, 수 μm 두께의 Mo, Ni, W, Havar (alloy of 
Co, Fe, Cr, Ni) 등이 사용된다. Beam window는 beam loss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한 얇으
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전류일 경우에는 열발생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므로 
beam window를 냉각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표적 gas자체를 냉각시킬 수도 있고 여
러층의 beam window를 만들어 사이사이에 냉각수를 유입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d+D->T+n+3.3MeV, d+T->He-4+n+17.6MeV 반응은 발열반응이고 그림 
3.3.4-5에 중수소핵 에너지별 반응단면적이 있다. d(T,n)He-4 반응의 경우에 사용하는 
표적은 개스, 고체, mixed beam으로 나눌 수 있다. 개스 표적은 같은 전류의 중양자 빔이 
조사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지만 개스 표적과 빔라인이 얇은 포일로 
이루어져서 대전류 빔을 통과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포일 훼손시에 삼중수소로 오염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로 일반적으로 고체 metal 표적을 많이 사용한다. 고체 metal 표적은 
삼중수소를 Zr, Ti 등에 흡수시킨 후에 열전도가 좋은 W, Cu, Mo, Ta 등의 backing에 부착
시켜서 만들어지는데 반응이 지속되면서 삼중수소가 소모되어 중성자 생성률이 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양자와 삼중양자 빔을 같이 표적에 조사하여 소모된 
삼중수소를 보충해 주므로서 중성자를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
다.

위에서 언급한 monoenergy 중성자원은 이용하는 양성자, 중양자 등의 빔 에너지가 비
교적 작아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전형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는 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3.4 
MeV 탄뎀형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중성자를 생산, 핵자료를 측정해오고 있다.

3) 양성자/ 양자 이용 고속 성자원

양성자/중양자빔 에너지가 수십 MeV 정도 이상에서는 양성자와 핵과의 compound 
reaction 보다는 양성자가 핵을 구성하는 중성자나 양성자 등의 핵자와 직접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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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reaction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저질량번호 물질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반응한 핵의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자와 이어지는 반응을 일으키기 보다는 핵밖으로 나가는 
knock-out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방출되는 핵자는 입사양성자 에너지와 근사한 에너지
를 갖을 수 있고 빔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방출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중성자원 표적으로는 저질량번호 물질인 Li과 Be를 주로 사용한다. 그림 
3.3.4-6에 23 MeV양성자빔을 2 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는 Li, Be 표적에 조사했을 때 
forward 방향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을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로 나타내었다. 두 표적에
서 유사한 중성자 spectrum을 볼 수 있으며 중성자 에너지 10 MeV 근방까지는 중성자 강
도가 감소하고, 10 MeV부터 최대 에너지까지 영역에서는 거의 일정한 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4-7은 35 MeV와 46 MeV의 양성자 빔을 두꺼운 Be 표적에 입사시켜 
얻은 중성자의 에너지 spectrum을  양성자빔 방향과 이루는 각이 0°, 15°, 45°에서 나타낸 
것으로 고에너지 중성자가 방출각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고
속중성자원은 핵자료 측정보다는 암치료 등의 용도에 주로 사용한다. 

그림 3.3.4-6. 23 MeV 양성자빔을 2 
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는 Li, Be 표 에 

조사했을 때 forward 방향에서 생성되는 

성자의 양 

그림 3.3.4-7. 35 MeV와 46 MeV의 

양성자 빔을 두꺼운 Be 표 에 

입사시켜 얻은 성자의 에 지 

spectrum

4) 핵 쇄 성자원

양성자/중양자빔 에너지가 수십 MeV 정도 이상에서 표적물질이 중핵원소인 경우에는 
양성자와 반응한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자와 반응을 다시 일으킬 확률이 저질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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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보다 높아 빔에너지에 근접하는 고에너지 입자 방출보다는 핵의 여기가 일어나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핵자가 방출되는 evaporation 반응이 일어
난다. 양성자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핵자가 방출되는데 양성자 에너지가 상대적으
로 작으면 1 - 2개의 핵자가 방출되는 반응 확률이 크고 에너지가 커지면 3 개이상의 핵자
가 방출되는 반응 확률이 증가한다. 핵파쇄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입자수는 양성자에너지와 
표적물질의 질량번호에 대체로 비례한다. 생성되는 중성자의 경우는 1 MeV 근방에서 peak
를 갖는 에너지분포를 보이는데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성과 마찬가지로 white 
spectrum의 에너지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생성된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자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가속기 중성자원과 마찬가지로 time-of-flight 방법에 의한 중성자 에너지 
측정을 위해 pulse 빔이 요구된다. 열중성자의 핵자료를 주로 측정하려면 중성자의 에너지
를 감속재를 이용해 낮출 수 있다. 표 3.3.4-1에 핵파쇄 반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적 
물질들의 기본 물리 특성을 나열하였다. 

material
thermal absorption cross section (b)

Z/A density(g/㎤)
nucleusdensity(x1022/cm3)

melting point(℃)
power dissipation(～GeV proton beam)

Ta 21 73/181 16.6 5.54 3000

～50-70%

W 19.2 74/184 19.3 6.32 3100
Hg 375 80/201 13.5 4.03 -40
Pb 0.17 82/207 11.4 3.31 327

Pb-Bi 0.094 82.5/208 10.5 3.01 125
U 7.6 92/238 18.9 4.75 1130 ～150%

표 3.3.4-1. 핵 쇄 성자원 표 물질들의 기본 물리 특성 

CW 빔의 경우는 가능한한 많은 중성자를 생성시키도록 표적물질을 선정하고 설계해야 
하지만 pulse 빔의 경우에는 중성자양도 중요하지만 pulse의 형태도 중요하다. 즉, 중성자 
손실이 있더라도 pulse 형태에서 이점을 가진다면 설계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성
자 흡수 단면적이 높은 Ta, W, Hg도 사용이 가능하다. pulse 중성자원에서는 흡수단면적이 
높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고체표적의 경우 냉각은 주로 H2O, D2O를 사용한다. 액체
표적의 경우는 표적 자체를 순환시켜 냉각한다. 

그림 3.3.4-8과 3.3.4-9는 중성자 생성 특성이 표적크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기 위해 실린더 형태를 가정한  Pb, W 의 중성자 생성 특성을 시뮬레이션 코드인 LAHET 
Code Syste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적의 지름을 10, 30, 50, 70, 90 cm로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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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양성자 빔 에너지는 1 GeV, 빔지름은 10 cm, 표적의 높이는 50 cm로 고정시켰다. 
핵자당 핵파쇄에 의한 중성자생성량은 질량번호에 비례하므로 Pb가 W보다 생성량이 커야
할 것 같으나 단위부피당 핵자의 수는 W 가 크므로 핵파쇄 확률이 커져 전체생성량이 Pb
보다 크다. 생성량은 지름이 커질수록 반응확률이 커져 증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되어 
saturation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방출량은 Pb의 경우 흡수단면적이 작아 생성량과 큰 차
이가 없으나 W의 경우는 흡수단면적이 커 지름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생성량의 증가보
다 흡수량이 커져 방출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중성자방출량의 관점에서 W는 방출량이 최대
가 되는 지름을 찾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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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Pb 표 지름 변화에 

따른 성자생성  설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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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W 표 지름 변화에 

따른 성자생성  설량변화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속기를 이용한 pulse형태의 핵파쇄 중성자를 고체물질 구조분

석에 이용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어 중성자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성자빔 에너지와 
전류를 증가시켜가는 추세에 있다. IPNS, KENS, ISIS, LANSCE, SINQ, SNS, JSNS  등의 
핵파쇄 중성자원들이 유럽, 미국,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중성자 산란을 이용한 물성분석이 
주요 목적이고 핵자료 측정 등 핵물리 관련 연구가 주목적인 핵파쇄 중성자원으로는 CERN
의 nTOF가 있다. 국내에서는 핵파쇄 중성자원 개발이 가능한 규모의 양성자 가속기가 존
재하지 않으며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KAERI 자가속기 이용 성자원 타당성 검토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은 앞서 기술한대로 가속빔 종류, 에너지 및 표적에 따라서 다
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국내 및 KAERI에 있는 기존의 중성자원 발생 가능 장치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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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핵자료 측정용 중성자원 개발 방향을 검토하였다. 
수십 MeV 이상의 양성자/중양자를 이용한 고속중성자원은 핵자료 측정에 많이 사용되

지 않고, 핵파쇄 중성자원은 아직 국내에 이용 가능한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발이 어렵다. 정전형 가속기를 이용한 단일에너지 중성자원은 자원연구원에서 
3.4 MeV 가속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가속기
를 이용한 중성자원의 경우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열중성자의 핵자료를 측정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20 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고속중성자 생산 
및 핵자료 측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자가속기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가속기는 최대 20 MeV 가속이 가능하며, 초전도 가속기로
서 펄스 빔폭이 약 20 ps로 TOF에 의한 고속 중성자 에너지 측정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빔 펄스의 frequency는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2 MHz 까지 가능하다. 펄스 빔의 peak 
current는 약 20 A로 고정되어 있으며, 최대 2 MHz로 운전시에 평균 전류는 0.8 mA가 된
다. 따라서 20 MeV 빔 조사시 최대 빔 파워는 16 kW에 이르게 된다. 그림 3.3.4-10은 전
자가속기의 단면도이며 가속기의 기본제원을 표시하였다.

그림 3.3.4-10. 자가속기 단면도  기본제원

전자가속기는 지금까지 10 MeV의 전자빔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빔을 이용한 물
질개질,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방사선 손상 등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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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ron, 감마선 등을 생성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전자가속기를 고속중성자 핵자료 측정에 활용할 경우에 그림 3.3.4-11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전자 펄스빔을 중핵원소 표적물질에 조사하고 이로부터 중성자 펄스빔 생성이 이
루어지게 된다. 생성된 중성자는 white spectrum의 에너지 분포를 갖게 돼서 TOF 방법으
로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며 에너지가 큰 중성자가 계측기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에너지가 
낮은 중성자 중에서 다음 전자빔 펄스가 시작한 후에 계측기에 도달하는 것들은 
background로 작용하게 된다. 열중성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펄스와 펄스 간격을 크게 하여
야 하므로 frequency를 작게 해야 하는데 보통 수백 Hz 정도이며 이 경우에 빔출력은 수 
W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KAERI 전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열중성자를 측정하는 것
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20 keV 이상의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다면 frequency를 
0.5 MHz 정도로 유지할 수 있어서 4 kW의 빔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0.5 MHz의 
frequency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펄스와 펄스의 겹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해결이 필요하며 또한 고속중성자의 에너지 측정 resolution이 열중성자에 비해서 높
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표적, collimator, 빔덤프의 적절한 설계로 해
결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전자가속기의 제원이 upgrade 될 수 있으므로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적, 빔
덤프, 차폐 등의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성자 빔라인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
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3.4-11. 자 펄스빔에 한 성자 펄스빔 생성

 

2) 표

전자가속기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 에너지는 TOF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그림 
3.3.4-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표적과 계측기와의 거리 L이 중성자의 비행거리가 되므로 
계측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를 측정하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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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은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고속중성자가 열중성자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resolution이 좋지 않게 된다. 에너지 resolu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행거리 L을 
증가시키거나 측정 비행시간의 resolution Δt를 줄여야 하는데 비행거리 L을 증가시킬 경우
에는 측정 지점에서의 중성자 선속이 작아져서 핵자료 측정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으
므로 가능한한 L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Δt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비행거리를 5-10 m 정도로 했을 때 중성자 에너지가 1 MeV인 경우에 측정 에너지 
resolution을 1% 정도로 하려면 Δt가 수백 psec 정도가 되어야 함을 계산으로부터 알 수 
있다. 측정시간의 resolution은 크게 세 부분과 관련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전자가속기 펄스
빔의 펄스폭이다. KAERI 전자가속기의 펄스폭이 20 ps 정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계측기와 DAQ에 의한 시간 resolution을 수백 psec로 만드는 것도 기
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중성자의 표적내 scattering에 의한 측정시간 
resolution 부분은 전자빔의 지름을 5 mm 정도로 만들고 표적내 빔 투과 깊이를 1 cm 정
도로 하면 수백 psec 정도가 됨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알 수 있다. 전자빔이 표적내에 조사
되는 부분이 작으므로 표적에 전달되는 열은 약 20 kw/cm3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열을 냉
각하기 위해서는 액체 표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3.4-12. TOF 방법에 의한 에 지 측정  resolution 평가 

고려할 수 있는 액체 표적물질로는 Pb, Pb-Bi, Hg 등이 있는데 Pb-Bi, Hg는 Pb에 비
해서 녹는점이 낮으므로 운전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Hg는 자체가 toxic하고 Pb-Bi는 Bi에 
의해서 해로운 Po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취급하기가 용이한 Pb를 표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 Pb를 중성자원의 표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독일 FZD (Forschungzentrum 
Dresden-Rossendorf)의 ELBE (Electron Liniac with high Brilliance and low Emittance)
가 있다. 그림 3.3.4-13은 ELBE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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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3. 독일 FZD의 자가속기 ELBE

ELBE는 최대 40 MeV 가속이 가능하며, KAERI 전자가속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 가속
기이고 펄스폭은 10 ps 정도이다. 최대 frequency는 13 MHz이고 평균전류는 1 mA이다. 
전자빔은 free electron laser, positron beam, 감마선, 중성자 등의 생성에 이용되며, 중성
자원은 엑체 Pb 표적을 사용하여 1997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약 1000 W 
정도의 빔출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 전류 증가 장치를 설치하여 최대 40 kW
에서 운전할 계획이다. 현재 제작된 액체 Pb 표적은 40 kW 까지도 빔 조사가 가능하다. 그
림 3.3.4-14에 ELBE 중성자원 표적이 나타나 있다.

표적은 사용하지 않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가속기와 떨어져 있으며 빔이 통과하는 
부분은 Be window를 이용하였다. 액체 Pb는 빔 조사전에 400℃로 유지되며 빔이 조사되
는 channel은 Mo을 사용하였다. 액체 Pb는 영구자석을 회전시키는 전자펌프에 의해서 수 
m/s의 속도로 흐르며 빔 조사후에 온도가 500℃ 정도로 증가한 후에 열교환기를 통과해서 
다시 400℃로 온도가 낮아진다. 생성된 중성자의 표적내 scattering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빔이 조사되는 Pb 채널 부분의 폭은 1 cm 정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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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4. 독일 FZD의 ELBE 성자원 표  

   

40 kW로 운전시에 생성되는 중성자는 2.7 x 1013 n/s 정도이며 비행거리 4 m에서 중성
자 선속은 1.5 x 107 n/cm2∙s 이고 1 MeV 중성자의 에너지 resolution은 1% 이하이다. 
KAERI 전자가속기의 최대 빔 출력을 고려하면 ELBE 중성자원 표적과 유사한 중성자원 표
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KAERI 중성자 표적을 기존의 전자가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 주변
물체에 의한 중성자 산란 문제 및 주변 장치의 중성자 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
도의 표적 room을 만들어서 표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적 room의 공간을 충분
히 확보하여 향후 빔 라인 증설 등에 대한 대비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3.4-15
에 표적이 설치된 표적 room이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3) Collimator  빔 덤

표적에서 생성된 중성자는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측정 위치에서 직진해서 들어오
는 중성자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collimator가 필요하다. 그림 3.3.4-15에 표적 room과 인
접한 계측 room이 있고 표적 room과 계측 room을 연결해주는 곳에 collimator를 설치할 
수 있다. Collimator의 지름은 수 cm 정도가 적합하고 감마선 차폐를 위해서 Pb를 사용하
며, 중성자 차폐를 위해서 보론이 함유된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앞서 설명한 중성자 펄스빔과 펄스빔 사이의 겹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llimtor에 
Cd판을 삽입한다.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므로 이전 펄스에서 오는 열중성자가 background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d판을 collimator에 삽입한다. 그림 
3.3.4-16은 Cd판 삽입시 중성자 펄스의 에너지 분포 변화 및 background 감소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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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D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0.5 MHz의 frequency로 운전했을 경우에 20 keV 이하의 
중성자는 다음 펄스의 백그라운드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Collimator에 필터를 장착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 MeV 중성자의 signal-to-background ratio가 103 정도이지만 
5 cm의 PE와 5 mm의 Cd를 필터로 장착했을 경우에는 105 정도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3.4-15. Collimator  빔 덤  개략도

그림 3.3.4-16. Collimator에 PE  Cd 삽입시 

성자 에 지 분포 변화

빔 덤프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전자빔 덤프이다. 그림 3.3.4-14에 볼 수 
있는 것처럼 ELBE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빔 덤프 물질로 사용했으며 냉각을 위해서 알루
미늄 내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감마선 차폐를 위해서 Pb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빔 덤프는 계측 room에 있는 것으로  계측 room에서 반사되어 계측에 백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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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는 감마와 중성자의 흡수를 위한 장치이다. 그림 3.3.4-15에 개략도가 나
타나 있는데 보론이 포함된 폴리에틸렌, Cd, P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성자원 개념

그림 3.3.4-17은 KAERI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의 개념도 및 기본 제원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전자가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1층 건물에 인접하여 표적 room을 만들고 
그곳에 표적을 설치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자빔 라인을 표적 room까지 extension 해야 하
고 표적 room 옆에 계측 room을 만들어 측정 샘플 및 계측 장치를 설치한다. 표적 room과 
계측 room은 collimator로 관통되어 중성자를 TOF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중성자 비
행거리는 5-10 m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액체납 표적을 사용하며 0.5 MHz frequency로 
운전할 경우에 약 5 x 1012 n/s 정도의 중성자가 생성되고 20 keV 이상의 중성자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백그라운드를 고려하여 약 100 keV 이상의 중성자 핵자료 계측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3.3.4-17. KAERI 성자원 개략도  기본 제원

다. 성자 핵자료 측정 기술 검토

중성자는 핵자와 반응하여 탄성, 비탄성 산란 혹은 핵반응을 통하여 감마선 및 핵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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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핵자료용 반응 단면적 측정시에 중요한 전단면적 측정, 
포획단면적 측정을 위한 장치 설계/구성 및 연구 결과 분석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중성자 핵반응 측정시 쓰이는 감마선, 중성자 검출기 사양 및 열중성자와 고속 중성자 반응 
측정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성자 단면  측정  해석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은 일정한 선속의 중성자가 표적핵에 입사하여 반응할 경우 개별 
중성자와 핵자의 반응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반응에 대한 단면적을 중성자 에너지에 대하
여 구하는 측정법이다. 

그림 3.3.4-18. 단면  측정 개념도

 즉, 그림 3.3.4-18에서 표시하였듯이 ΦI의 중성자 선속이 표적에 입사하여 표적핵과 
반응하고 표적을 통과하여 ΦO의 중성자 선속이 나오는 경우 입사 표적과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투과율 T는 식 (3.3.4-1)로 표시할 수 있다.



 (3.3.4-1)

이 때 ΦO는 다음과 같이 식 (3.3.4-2)로 표기할 수 있다. 

  (3.3.4-2)

N : 표적 내 원자 도, t : 표적의 두께, σt : 중성자 전단면적

중성자 전단면적은 식 (3.3.4-3)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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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3)

따라서 실험에 의하여 투과율 T를 결정함으로써 중성자 전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투
과율 T는 표적이 있을 경우와 표적이 없을 경우의 두 번의 중성자 선속 측정을 통하여 결
정된다. 이 때 각각의 백그라운드를 중성자 선속 측정치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표적이 
있을 경우와 표적이 없을 경우 측정시 입사 중성자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투과율 T는 식 (3.3.4-4)로 표시된다.



 (3.3.4-4)

I(En) : 표적이 있을 경우 각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선속
O(En) : 표적이 없을 경우 각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선속
IB(En), OB(En) : 각 측정시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M, MB : 모니터링 입사 중성자 선속

따라서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입사 중성자 모니터링 검출기 및 신호 처리 
회로, 각각의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선속 측정을 위한 검출기 및 검출기 신호 처리 회로가 
필요하다. 각각의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 선속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행시
간법 (Time of Flight) 이 적용된다. 비행시간법이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중성자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여 중성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을 위해서는 펄스형 중성자원이 이용되며, 이 경우 중성자원 펄스 신호와 중성자 선속 측정
용 검출기 신호 사이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각 중성자의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비행시간법을 위한 검출 회로의 구성은 그림 3.3.4-19와 같다. 이 때 검출기에서 나오
는 시간과 중성자원에서 나오는 시간 간격을 TAC(Time-to-Anaglo Converter)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성자원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수에 비하여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수가 작으므로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TAC의 START로 잡고 중성자원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TAC의 STOP으로 잡았다. 또한 검출기 신호를 GATE로 주어서 불필요한 
신호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143 -

그림 3.3.4-19. 시간 비행법을 한 신호처리 회로 구성

2) 성자 포획 단면  측정  해석

중성자 포획 반응은 중성자와 표적이 반응하여 (n,γ) 반응을 일으키며 이 때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중성자 포획 반응 단면적이 작은 경우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어레이 형의 검출기가 필요하기도 하며,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상의 Compton 영역
을 줄이기 위하여 Compton suppresion 회로를 적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에너
지 측정을 위해서는 NaI(Tl), BGO, Ge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단, Ge는 중성자에 의한 검출
기 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BGO의 경우는 에너지 분해능은 나쁘나 검출 효율이 뛰어
나다는 장점이 있다. 측정시 전단면적 측정과는 달리 표적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두어서 검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BGO를 이용하여 포획 단면적 측정 실험 장치를 구성한 경우와 NaI(Tl)을 이용하여 중
성자 포획 단면적 측정 실험 장치를 구성한 경우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BGO 검출기의 경우
는 검출 효율이 뛰어난 반면 에너지 분해능이 낮기 때문에 감마선이 검출기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만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NaI(Tl) 검출기는 에너지 분해능이 비교적 높아
서 측정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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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O 검출기 어레이는 표적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
마선을 중성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방사선 입사 영역에 6LiF 박막을 두어서 BGO 방향으로 
입사하는 중성자는 BGO 검출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측정 회로 구성은 그림 
3.3.4-20과 같다.

그림 3.3.4-20. BGO를 이용한 경우의 포획 

단면  측정을 한 신호처리 회로 구성

NaI(Tl) 검출기를 이용할 경우 중성자 포획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 감마선의 에너
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기에 감마선이 측정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감마선의 에
너지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감마선과 검출기 반
응시 Compton 반응을 일으키며, Compton에 의한 측정 even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ompton suppressor를 NaI(Tl) 검출기 주변에 두기도 한다. Compton suppresor를 이용한 
감마선 측정 회로 구성의 예는 그림 3.3.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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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1. 감마선 에 지 측정을 포함한 성자 포획 반응 

측정 회로도

회로구성에서 중성자원에서 중성자 발생 시간과 검출기 측정 시간의 차, 검출기에 측정
된 중성자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며, 중성자원 중성자 발생, Detector 1 신호 발생 및 
Detector 2에서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ADC의 Gate 신호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Compton suppression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성자 반응 측정시 필요한 검출기 사양 조사

중성자 반응 측정시 쓰이는 검출기로는 감마선 검출기와 중성자 검출기로 나눌 수 있
다. 감마선 검출기로는 NaI(Tl), BGO, BaF2 등을 들 수 있다. NaI(Tl) 검출기는 대표적인 
무기 섬광체이며, 검출 효율이 높고 에너지 분해능이 BGO 등에 비하여 뛰어나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감마선 에너지 측정을 위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decay time이 230 ns이
기 때문에 fast timing이 필요한 측정의 경우에는 쓰기 힘든 단점이 있다. BGO 검출기는 
도가 높고, 구성 물질의 원자 번호가 높기 때문에 검출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
닌다. 그러나, 동일한 에너지가 BGO내에 입사할 경우 섬광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광자 발생
이 NaI(Tl)에 비하여 20 % 정도이기 때문에 감마선 에너지를 구분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또한 BGO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timing 신호를 분석하여 보면 NaI(Tl)에 비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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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 시간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BGO 검출기는 fast timing이 필요한 
경우 적용에 제한이 있다. BaF2 검출기는 구성 물질의 원자수가 비교적 높아서 검출 효율
이 뛰어나면서도 decay time이 1 ns 이하이기 때문에 fast timing 실험에 적합하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BaF2 검출기에 접합을 위한 PMT와 민감 파장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NaI(Tl)에 비하여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보고되고 있다.

중성자 측정을 위하여 쓰이는 검출기는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는 중성
자의 에너지에 따라서 검출기 물질과의 반응 효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열중성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열중성자와의 핵반응률이 큰 물질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6Li, 10B, 3He 등이 포함된 것들이다. 이러한 검출기로는 BF3 가스 검출기, 6Li을 포
함한 섬광체 검출기, 3He 가스 검출기 등을 들 수 있다. 

고속 중성자 측정을 위하여 쓰이는 대표적 검출기로는 수소와 중성자 산란 반응을 이용
한 플라스틱 섬광체, 6Li(n,α)반응을 이용한 리슘 포함 섬광체를 들 수 있다.    

4) 고속 성자 반응 측정 장치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핵자료 측정 장치를 구성할 
경우 중성자의 에너지가 수십 keV 이상이며, 전자 펄스간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측정 
장치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가속기 사양이 비슷한 
독일 ELBE 중성자 발생 시설에 설치된 핵자료 측정용 중성자 반응 측정 장치를 분석함으
로써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반응 측정 장치 구성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시 중성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500 keV 이하의 중성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Li-glass 섬광체가 이용되며, 25 keV 이상의 중성자 측정을 위하여 빠른 플라스
틱 섬광체를 사용한다. 플라스틱 섬광체는 decay time이 1 ns 이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신호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플라스틱 검출기는 길이 1 mm, 폭 1 cm의 막대 형으
로 제작되며 10 개의 플라스틱 검출기를 연달아 설치하여 1 × 1 m2 의 검출 면적을 가지
도록 구성된다. 플라스틱 검출기는 플라스틱 섬광체에서 발생한 신호가 PMT를 거치며, 
CFD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를 통하여 Timing 신호를 얻고 이를 TDC에 넣어
서 중성자에 의하여 발생한 timing 신호를 얻는다. CFD 신호 처리시 timing work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ELBE 중성자원에 설치된 플라스틱 검출기의 시간 분해능은 600 
ps 이며, 측정이 검출기의 끝단에서 이루어진 경우 약간의 분해능 저하가 보고되었다.

중성자 포획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42 개의 섬광체로 구성된 BaF2 섬광체 어레이를 
구성하였다. 섬광체의 크기는 길이 19 cm의 육각 형태이며 어레이의 중앙에 측정용 표적이 
위치한다. 어레이 검출기의 측정 효율은 96%의 측정 solid angle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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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시간 분해능은 650 ps이며,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신호와 시간 신호를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3.3.4-22. 독일 ELBE 성자원에 설치된 

포획 감마선 측정용 BaF2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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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차세대핵자료 
검증체계구축

-IAEA, OECD/NEA, ORNL, BNL 등의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최신 NJOY/ERRORJ/ANISN/SUSD3D 

코드를 적용한 체계 구축
-고속로 노심을 대상으로 불확실도 해석 

수행
-SCALE/TSUNAMI 코드를 통한 검증 

계산 수행
-텅스텐 동위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및 검

증

30 100

-평가체계 검증 
(국제학회  
발표)

-1차원 고속로 
시스템에 적용 
(국제학회 
발표)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
심핵자료 생
산

-중성자 공명영역 평가모듈 개량 (불확실
도 및 공분산 평가기능 일부 완료)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라
는 핵자료 평가 방법 도입

-20 MeV까지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 정
 평가 (182,183,184,186W)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반응 및 표준반응평가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50 100 -평가결과 
국제학회 발표

핵자료측정설
비 구축, 운영 
및 설계

-Er, Fe 전단면적 측정
-BGO 검출기 모듈 제작
-반감기가 짧은 붕괴 채널 측정 테스트 

(Zr, Pd, Pb, Sn)

-광핵반응 연구 (In, Zr, Mo, W, Ta, Bi, 

Pb, Nb)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중성자원 구
축 타당성 검토

-국내가속기이용 중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20 100

-실험 목적에 
따른 운전 
변수의 가변화 
및 안정화

-중성자원 구축 
타당성 조사

총계 100 100

표 4-1. 당해 연도 연구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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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차세대핵자료 검증체계구축

1. 해외기 과의 력

가. IAEA와 력

새로운 핵융합용 자료집인 FENDL-3.0은 IFMIF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등과 같은 핵융합 장치들의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방사선 손상 평가에 
필요한 핵자료 구축하기 위해 기존 20MeV까지의 중성자 평가핵자료집을 핵융합 관련 장
치들이 필요로 하는 150 MeV까지의 중성자, 양성자 및 중양자 핵반응자료로 확장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생산된 핵자료는 최종적으로 확률론적 방법(Monte Carlo)이나 결정론적 방
법의 코드를 이용한 벤치마크계산을 통해 검증을 거쳐서 FENDL-3.0에 공식적으로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IAEA가 주관하는 FENDL-3.0 CRP에 참여함으로
써,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핵자료 관련 연구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국
제 핵자료 네트워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반기술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리
라 기대된다.

나. OECD/NEA 와 력

이번에 OECD/NEA의 “NEA Data Bank"에 등록한 4종의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국내 타 연구팀에 제공되어 각종 원자로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고속원자로 해석용 KAFAX 
라이브러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KALIMER 원자로 개발을 위한 표준 라이
브러리로 활용될 것이며, 차폐해석용 KASHIL 라이브러리는 각종 방사선 차폐 설계/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 ORNL과의 력

기 구축된 ANISN/SUSD3D 해석 체제와 ORNL의 SCALE/TSUNAMI 체제를 상호 비교
하여, 향후 열중성자 노심에서의 적분인자의 민감도 및 불확실도 해석시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한 결과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BNL 과의 력

핵자료 평가 및 공명모듈 개발 등을 통해 구축된 긴 한 상호협력관계는 추후 공분산 평
가체계 구축 및 코드개발 분야에서의 연구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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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 확립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핵자료의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체계는 각종 원자로에 대한 핵자
료의 불확실도 해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석 결과는 핵자료 평가 그룹에 제공되어 기존의 
평가 핵자료집에 포함된 공분산 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로 이어져 보다 정확한 공분산 자
료의 생산을 위한 예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원자로 임계 해석용 민감도/불확실
도 해석 체계는 고속로 및 고온가스로 등 미래 원자로 시스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3. 텅스텐 동 원소 평가핵자료 처리  검증

본 과제를 통해 새롭게 평가된 텅스텐 동위원소의 평가 핵자료는 핵융합로 등 고온 재료
의 사용이 필수적인 차세대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방사선 수송 해석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텅스텐 동위원소 평가 핵자료의 처리 및 검증 계산을 통해 이들 핵반응 자료
의 정확성이 입증된 만큼 표준 핵자료집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원자력 산업 및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1. 공명 역 핵자료 평가모듈 개발

공명모듈을 핵반응 모사코드인 EMPIRE 와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EMPIRE의 기본 작업 
화면에서 공명에너지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에너지 구간에서의 핵자료 평가 작업을 한 번
에 수행할 수 있다. 결과물인 ENDF 파일의 경우 공명영역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 구간의 
단면적을 단일 파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별 출력물을 병합하는 등의 별도의 수작
업이 필요 없다. 또한 다양한 분석도구를 통한 공명 분석 작업과 실험자료 및 기존의 평가
핵자료집과의 비교작업을 GUI를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핵자료 평가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실제의 평가업무에의 적용을 통하
여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고 필요한 요소를 추가함으로서 공명영역 평가모듈을 계속 개량
해 나갈 예정이다.

2. 텅스텐 동 원소 4종 평가

텅스텐은 핵융합로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플라즈마 접촉 물질이다. 정 도가 높은 핵자
료를 생산하여 핵융합과 관련된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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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주력해 왔던 핵분열 생성물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평가에 어려
움을 겪는 핵종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
된다.

3. 양성자가속기이용 의료용 동 원소 생산반응  표 반응평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실험 설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
기를 이용한 핵반응 단면적 측정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이용
할 수 있는 실험 설비는 원자력의학원의 MC 50 사이클로트론이며, 여기서 생성되는 양성
자 빔을 원하는 시료에 조사하여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실
험 결과는 기존의 실험결과 자료와 이론계산 모델 코드와의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하여 전 세
계적으로 이용되는 EXFOR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 핵의학 및 동위원소 산업 등에 필요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본 실험을 통해 양성자-핵반응 
단면적 측정 기술이 확보되고, 실험과정에서의 획득되는 측정 시스템 및 자료 분석 시스템 
관련 기술 역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제 3 절.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영 및 설계

1. 포항 성자 설비 운 , BGO 검출기 제작

국내에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활용하여 중성자 전단면적 및 광핵반응 핵자
료를 생산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포항중성자 설비 운전의 목적이다. 가속기 
설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 설비의 성능 유지, 포획단면적 측정
을 위한 BGO검출기 개발, 광핵반응 단면적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속샘플이송장
치의 구축, 빔전류 및 광자의 플럭스 측정 기법의 확립과 매년 2~3개의 샘플에 대하여 중
성자 전단면적 측정, 다수의 광핵반응 측정을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성자 전단면적 결과의 정 도 향상 및 측정 되지 않은 에너지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국내 유일의 펄스 형 중성자 설비를 핵자료 측정 실험 및 검출기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감마선 검출기를 개발할 경우,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사선 검출기의 빔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기초과학 관
련 장비 연구에 기여하며, 중성자를 이용하는 분야-원자로, 핵용합, 방사능 물질 폐기, 치
료용 가속기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및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설비가 국외 과학
자들이 이용하길 원하는 설비가 됨으로 국제적인 과학위상이 올라갈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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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단계 자발생  핵물질 핵반응 측정

 최근 핵확산 금지등과 관련하여 핵물질에 대한 검색기술의 개발이 새로운 주요 쟁점으
로써 미국과 프랑스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광핵반응 관련 조기 연구 
착수로 기술적 선점이 가능하다. 조기 개발을 통한 기술력 및 생산능력 확보는 수입대체 및 
수입가 인하에 기여할 것이고 방사선을 이용한 일반 검색시스템개발과 연계하면 개발 경비
를 절감하는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성자원 구축 타당성 검토

향후 파악된 기술 현황을 바탕으로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제
를 제안을 할 계획이다. 1011 n/s 강도의 소형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가 개발된다면 고속
중성자의 핵자료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가속기이용 성자원 구축 타당성 연구

2008년도에 달성한 연구 결과는 개발 가능한 중성자원의 개념 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
원이 보유한 20 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고속중성자원 개념을 설정했는데 2009년에는 
2008년도의 개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성자원 표적 및 기타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상세 설계를 위해서 중성자 생성 및 수송 시뮬레이션은 MCNP를 이용해서 수행할 
예정이며, 표적의 열수력 및 스트레스 해석은 CFX와 ANSYS를 사용할 예정이다.

2008년도의 개념 연구 과정에서 참조하였던 독일 FZD 표적시스템을 본 과제에서 개발하
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표적 및 기타 시스템 설계의 기준으로 설정하
여 활용할 예정이다. 독일 FZD 시스템을 이용하므로서 단기간에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율적
인 표적 및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FZD와의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유
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09년도에 표적 및 시스템 설계가 완료되면 2011년까지 표적 및 부수 시스템 제작을 완
료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중성자 생산을 시작해서 핵자료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자가속기 고속중성자원이 구축되면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포항가속기
연구소 전자가속기 중성자원과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내 중성자 핵자료 생산의 중
심이 될 것이다. 또한 생산된 핵자료를 국제 사회에 제공하여 국내 원자력계의 위상 제고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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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차세  핵자료 검증체계구축

  해외연구기 과의 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IAEA 와 핵융합용 핵자료 (FENDL-3) 평가 분야에서, 

OECD/NEA 와는 원자로 계산용 군정수 라이 러리 생산에서, ORNL 과는 핵자료 불확실도 평가 분야

에서, BNL 과는 공명 역 평가모듈 개발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공분산자료가 상 으로 풍부한 JENDL-3.3 라이 러리를 바탕으로, NJOY-ERRORJ-ANISN-SUSD3D

로 이어지는 1차원 핵임계 해석용 핵자료 공분산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고속로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

하 다. 한 핵융합로에서 사용되는 텅스텐의 동 원소인 W-182, -183, -184, -186 핵반응 자료를 

NJOY 코드로 처리한 후 몬테칼로 방사선 수송해석 코드인 MCNPX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

하 다. 

원자력 산업  연구용 핵심핵자료 생산

  공명 역 핵자료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해 BNL 과 공동으로 공명상수, 불확실도, 공분산 자료를 

종합 으로 평가하고 생산하기 한 공명 역 평가모듈을 개발하 다.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라는 핵자료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텅스텐의 동 원소인 W-182, 

-183, -184, -186 에 하여 입사 성자 20 MeV까지 평가를 수행하 다. 한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는 문턱에 지에서 40 MeV까지의 에 지 역의 양성자 빔을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Ag, natPd, natTi 시료에 조사하여 나타나는 핵반응 단면 을 측정하고 평가하 다.

핵자료측정설비 구축, 운   설계

   BGO결정과 증배 (PMT)을 결합하여 검출기 모듈을 제작하 고, 방사선 소스를 이용하여 성능

을 테스트 하 다. 한 In, Zr, Mo, W, Ta, Bi, Pb, Nb 샘 을 사용하여 50, 60, 70 MeV 자에 지에

서 Bremsstrahlung에 한 핵반응을 조사하 다.

  융합핵자료측정용 14MeV 성자원과 국내가속기 이용 성자원 구축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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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Validation System

   Research collaboration was carried out with IAEA, OECD/NEA, ORNL and BNL for the update of 

FENDL, the production of group constant libraries, the uncertainty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sonance module, respectively.

  The covariance evalu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ased on JENDL-3.3 library for the one-dimensional 

criticality analysis, which uses the codes NJOY, ERRORJ, ANISN and SUSD3D. The benchmark calculations 

on a fast power reactor core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ew evaluation system. The newly evaluated 

nuclear data for W-182, -183, -184, -186 were processed and tested in the various benchmark studies.

   

Establishment of Precise Nuclear Data Evaluation System

  The resonance module has been developed and improved for the evaluation of the nuclear data in the 

resolved and unresolved resonance region under collaboration with BNL. The module will produce the 

resonance parameters, their uncertainties and covariances in the final version.

  The nuclear data for W-182, -183, -184, -186 were newly evaluated up to the neutron energy of 20 MeV 

by introducing and applying the evaluation system called "Global Evaluation of Nuclear Data". 

  The proton-induced nuclear cross sections were measured and evalulated for natW, natSn,  natCd, 27Al, natZr, 
nat

Ag, 
nat

Pd and 
nat

Ti using the 40 MeV proton beam of MC50 cyclotron at KIRAMS.

Nuclear Data Measurements

  BGO detector module was constructed by coupling the BGO crystal and PMT, and tested by using the 

radiation sources. The photo-nuclear reaction was studied for In, Zr, Mo, W, Ta, Bi, Pb, Nb by using the 

Bremsstrahlung radiation induced by the electron beam with energies of 50, 60, 70 MeV. 

 A 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neutron generator for nuclear fusion applications was performed. 

The use of the domestic accelerator for the neutron generation was also studied.

  Subject Keywords  Nuclear data, Evaluation, Processing, Measurement,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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