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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파이로 공정 물질의 계량관리에 적용할 비파괴 분석방법 중 하 

나로 능통형 중성자 동시계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에 개발한 피동형 중성 

자 동시계수 시스템을 이용하여r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 동위원소 또는 중성자 발생 

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 계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올 평가하였다. 

시율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필요한 감속재를 준비하였고/ 초기 태스트 

를 위해 천연우라늄 및 2.67 wt% 농축우라늄 산화물 분말(U02 powder) 시료에 대 

해 측정하였다.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한 경우/ 천연 우라늄산화물 3.5 kg (21.갱 of 

235U)에 대해 264 cps/g-2영U 의 동시계수율이 측정되었다. 평균 백그라운드 표준분 

포는 9.57 cps, 백그라운드 보정 후 동시계수에 대한 표준분포는 13.8 cps 이다. 

252Cf 선원을 적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에서는 15 - 30 g_235U 에 대해서는 6% -

10%, 67.2 g_235U 샘플에 대해 5.2%, 100.8 g-잉5U 생플에 대해 3.86% 오차를 보였 

다. 

실험결과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 방법은 동위원소를 이용 

할 때보다 오차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 

해 중성자 발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비파괴분석 방법과 

의 접목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에 매한 안전조치 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an act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non-destructive assay method for accounting of 

nuclear materials in a pyroprocess. Using previously developed pass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system, we modified it, added an interrogation source of a 

radio-isotope or a neutron generator, and evaluated its performances. 

Based on the MCNP simulation results, we prepared proper moderators for 

an interrogation source and performed experiments with natural and low 

enriched uranium oxide powder samples. For the neutron generator as an 

interrogation source, the average specific coincident counts (per unit mass of 

235U) was 2.64 cps/ g-235U in the range of 0.5 - 3.5 kg natural uranium oxide ( 

up to 21 .7g of 235U). Average background standard deviati.on was 9.57 cps, 

signal standard deviation after background subtraction was 13.8 cps. In case of 

using 232Cf neutron source/ 삼le error was 6% to 10% for 15 - 30 g_235U, 5.2% 

for 67.2 g_235U, 킹1d 3.86% for 100.8 g_235U.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larger error for the case of neutron 

generator as an interrogation source than the case of isotope source, and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reduce the error. If we overcome this challenge and 

use its advantage, the safeguards techniques for a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will be expanded and have a high confidence by combining with other 

conventional non-destructive assay methods 

q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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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성자 통시계수 방법은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비파괴 분석법 중 

감마 분광법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핵물 

질 동위원소의 자발핵분열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방출되는 중성자들을 검출하여y 

시간상관성을 가지는 중성자 계수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물질 내 

핵물질의 양을 규명하게 되는데/ 이를 피동형 중성자 동시계수법이라 한다 PU 또 
는 Cm과 같이 자발핵분열률이 높은 동위원소를 가지는 핵종 분석에 널리 이용된 

다 하지만 우라늄과 같이 자발핵분열률이 극히 낮아 방출되는 중성자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동형 중성자 계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능동형 중성자 계수이다 대상물질의 외부로 부터 입사한 중성자가 핵 

분열성 물질의 유도핵분열을 일으키고/ 이 때 발생되는 즉발 혹은 지발중성자를 계 

수하여 비파괴 분석한다 능동형 중성자 비파괴 분석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35U를 포함한 물질 분석을 위해 유도핵분열에 의한 즉발 중성자의 동시계수를 이 
용한 우물형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기 (an active-well neutron coincidence counter 

- AWCC) 이 다 [1]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 in a CANDU 

Reactor) 공정과 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공정의 연구개 

발과 더불어 이를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의 일환으로서 몇 가지 중성자 동시계수 

기를 개발해 왔다[2-4] 중성자 동시계수기의 능동형 모드 활용을 통해 핵분열성 물 

질의 비파괴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f 카드뭄 셔터를 이용한 전중성자 계수법을 

통해 우라늄을 포함한 생플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다[5] 

이러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공정을 위한 안전조 

치 시스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파이로의 전해정련 공정을 통해 회수한 우라늄에 

포함된 잉5U 를 측정할 수 있는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회수 우 

라늄에는 미미한 양이지만 우라늄 이외 초우란 원소 및 희토류 핵분열산화물 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44Cm와 같은 일부 초우란 원소(TRU)는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를 다량 방출하므로r 능동형 계수를 통한 핵분열성 동위원소의 분석을 방해 

할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피동형과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법/ 혹은 피동형 

중성자 계수 및 감마선 분광 동 두 가지 이상의 비파괴분석 방법을 통시에 적용해 

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우물형 중성자 동시계수기를 피동형 모드와 

능동형 모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중성자 선원 및 분석대상 샘플을 재장착 

혹은 탈착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취급하는 공정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핵물 

질 계량에 부수적인 작업을 야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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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파이로 공정 물질의 계량관리에 적용할 비파괴 분석방법 중 하 

나로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에 개발한 피동형 중성 

자 동시계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 동위원소 또는 중성자 발생 

기를 이용한 놓동형 중성자 계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중성 

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시스템의 시도를 통해 향후 기술 접목 및 새로운 측정 

기술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서 동위원소 대신 중성자 

발생장치를 사용한다면， 중성자 발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 

대상 생플을 계수기 내에 한번 장착시켜 순자적으로 피동형과 능동형 모드로 계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마 분광분석/ 혹은 지발 중성자 및 지발감마선을 이용한 

다른 비파괴분석법 또한 접목시키는 데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동위원 

소 선원을 적용할 때와 비교해서l 외부 중성자 발생위치의 비대칭성과 높은 중성자 

에너지는 능동형 중성자 계수를 함에 있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개발에서는 MCNP 모사와 실험을 통해 동위원소 및 중성자 발생장치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중성자 계수 

기를 능동형 모드로 사용하여 회수 우라늄 둥 핵분열성 물질을 분석하는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0 



11. 본 론 

1.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법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1 g 정도의 양에서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중성자 수는 
10-2 개 정도로/ 시료의 양에 관계없이 중성자의 방출률이 너무 낮아 피동적인 방법 
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의 중성자 선원을 사용하여 시료를 조사시켜 

핵분열을 유도한 후/ 이 때 발생되는 중성자를 검출하여 우라늄을 분석한다 이렇 

게 외부의 선원을 사용하여 핵분열을 유도하여 나오는 중성자 혹은 감마선을 측정 

하는 비파괴 분석 방법을 능동형 비파괴분석 이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외부 선원올 

interrogation source라고 하며 r 적용 방법에 따라 중성자 선원 혹은 감마 선원이 

될 수 있다. 유도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선은 즉발 중성자/ 즉발 감마r 지발 

중성자/ 지발 감마 둥이 있으며， 어떠한 방사선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능동 

형 비파괴분석 방법으로 나뒤어 진다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에서는 시간독립적인 외부 중성자 선원에 의해 유도된 

핵분열로부터 나오는 시간상관적인 중성자를 동시계수하여/ 분석 대상 시료 내의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분석한다. 외부 중성?:} 선원을 조사하여 대상 물질 내의 핵 

분열성 물질에서의 핵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1은 U과 PU의 대표 동위원소에 대한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챔분열 단벽적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 MeV 이상의 중성자에 대해서는 동위원소별로 

0.1 - 1 bam 정도의 단면적을 갖지만/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는 분석 대상인 

핵분열성 (fissile) 물질/ 즉 235U, 239pU에 대한 단면적이 1000 bam에 이르며 동시에 

다른 친핵연료(fertile) 동위원소에 대한 단면적은 훨씬 작아진다. 따라서 능동형 중 

성자 동시계수에 이용하는 외부 중성자 선원은 친핵연료 물질에서는 핵분열을 일 

으키지 않을 만큼 낮은 에너지(수백 keV 이하)를 갖는 것이 유리하며， 낮은 에너지 

로 감속시킬수록 보다 많은 신호를 얻을 수 있어 분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능동형 중성자 비파괴 분석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35U를 포함한 물질 분 
석을 위해 유도핵분열에 의한 즉발 중성자의 동시계수를 이용한 우물형 능동형 중 

성자 동시계수기(Active-Well neutron Coincidence Counter - AWCC) 이다[1]. 일 

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우물형태의 피동형 중성자 계수기는 적절한 외부 중성자원 

을 사용할 경우 능동형 모드로 통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외부 중 

성자원은 241Am_Li 선원이다 241Am_Li 선원은 시간독립적인 중성자를 방출하며/ 평 

균 에너지가 0.3-0.4 MeV 정도로 낮아 238U과 같은 친핵연료 물질(fertile ma terial) 

에 홉수되어 유도핵분열 반웅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 또한 2 MeV 이상의 자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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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도핵분열 중성자 계수에 최적화된 계수기에서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를 일으 

킬 확률이 낮아 신호대 잡음비가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선원 세기는 1 x 10' 

nps(neutrons per second) 이다 현재 AWCC는 주로 조사되지 않은 순수 우라늄을 

포함한 샘플에서의 235U의 양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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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U과 PU의 핵분열 단연적 [6] 

10' 10’ 10' 

능동형 중성자 계수의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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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의 중성자 발생 원리는 발생관 내부의 D-D 반웅 혹은 D-T 반웅인데， 
D-D 반웅에 의한 중성자는 에너지가 약 2.5 MeV, D-T 반웅에 의한 중성자는 약 
14.3 MeV 이다. 반웅에 의한 중성자 선속은 일반적으로 D-T 반웅이 D-D에 비해 
100 배 정도 높다. 중성자 발생기에서의 중성자는 동작모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방 

출되거나(연속모드) 펄스 형태로 방출(펄스모드)되기도 한다. 고속중성자를 측정하 

는 중성자 콜러 (Neutron Collar)와 같은 능동형 계수기는 외부선원을 감속시켜 조 

사 대상 시료에 입사시키며/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유도핵분열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측정하여 에너지 선별에 의해 측정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가 높지 않은 

D-D반웅에 의한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하며， 동시계수를 하지 않으므로 펄스모드/ 

연속모드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 때 외부중성자의 선속 변화를 감지해 보정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중성자 선속 모니터가 필요하다. 동시계수법을 이용하는 능동형 중 

성자 계수기에서는 에너지에 상관없이 동시계수를 통해 유도핵분열 중성자를 선별 

하므로 D-D, D-T 모두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펄스 형태의 외부 중성자는 동시계수 
에 이용할 수 없어 항상 연속모드로 발생시켜야 하며， 별도의 중성자 선속 모니터 

는 필요 없다[7). 

” 
ω
 



2. 중성자 계수기 및 외부 중성자 선원 

(1) 중성자 계수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물형 중성자 동시계수기를 이용하 

여 능동형 동시계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계수기는 피동형 계수기로서 Cd 셔 

터를 이용한 핵분열성 물질측정을 수행하고자 개발된 DUPIC Safeguards Fissile 

material Counter(DSFC) 로서 (5) ， 이후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DSFC로 기술하겠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계수기는 471 압의 3He 중성자 검출기 튜브 167R가 중성자 감 

속을 위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삽입되어 있는 우물형태이며 내부에 감마선 차폐 

체를 위한 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16개의 검출기 튜브 밖에 있는 또 

다른 구멍들은 추가로 검출기 튜브를 삽입하여 계수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 

어 있는 것으로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였다. 분석 대상 시료가 위치할 수 있는 

시료의 공동(cavity) 사이즈는 직경 13.6 cm, 높이 68 cm 이다 피동형 계수에서 사 

용되는 폴리에틸렌 중성자 반사체는 중성자 발생관 삽입을 위해 제거 되었다 본 

계수기와 함께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서 중성자 발생장치 및 Cf-252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능동형 중성자 측정시스댐을 구축하고 성능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럽 2] 본 연구에 활용된 우불영 중성자 계수기 (중간의 시료 공동에 

삽입된 관은 중생자 발생관이며， 비어있는 구영들은 검출기 튜브를 추가 

로 삽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 튜브를 추가 

하지 않음) 

- 14 -



5,200 nps 252C f 중성자 선원을 이용해 측정한 각 검출기 채 널별 HV 플라토와 

전체 채널의 HV 플라토를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동작전압은 

플라토 영역 내 어디에서 정해도 좋지만， 향후 감마선 백그라운드 영향이 있는 환 

경에서의 동작을 고려하여 플라토가 시작되는 부근인 1680 V를 동작전압으로 결정 

하였다. 

DSFC의 계수 효율은 동작전압 1680 V일 때 중심부에서 13%, 중심에서 25cm 

떨어진 끝단에서 약 8%로 나타났다 공동 바닥에 15cm 폴리에틸렌 반사체가 있는 

경우 중심부와 비슷한 효율을 보였으며 r 측정된 계수 값의 프로파일은 그림 5와 그 

림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DSFC의 원래 효율은 약 21% 로서， 측정에서 13%로 나 

온 이유는 7개의 검출기 튜브의 회로에 문제가 있어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시율레이션에 의한 계수기의 효율 및 종방향 프로파일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r 그림 8에서와 같이 전체 프로파일의 형태는 예측한 결과대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결과는 계수기 효율이 13% 인 상황에서 측정된 결과이며， 

향후 나머지 검출기 튜브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효율 22% 빛 튜브를 추가하여 보다 

높은 효율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측정 에 의 해 구한 DSFC의 die-away time은 약 88 μs， 로서 4.5 )l s pre-delay와 

64 μs gate-width를 적용할 경우 동시계수를 위한 double gate fraction 값은 약 

0.491 이다 중성자 계수기 DSFC에 대한 세부 사양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중성자 계수기 (DSFC. INVS) 성능 명세 

lIem Specification ltem Specification 

Cavity diameter 13 .5 cm Efficiency (HV @1680 V) 13 % 

Outside diameter 52.5 cm Gate width 64 ~ S 

Gamma-ray shield lnner lead: 5 cm Predelay 4.5 ~S 

Preamp PDTIIOA@ (16 ea) Die-away time 88 ~S 

He-3 tubes Reuter-Stokes@ Double gate fraction , μ 0.4910 

(a) Number 16 ea Operation HV 1680 V 

(b) Active length 20 inch 계수효율은 원래 21% 이나， 본 보고서에 기술한 
(c) Diameter 1 inch 측정결과는 모두 계수효올 13%인 상황에서 

(d) Gas fi l1 4 alm 측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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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 발생 기 및 징2Cf 중성자 선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성자 발생장치는 프랑스 SODERN 사의 GENIE 16GT 모 

델이며 [8] ， D-D 반응에 의한 2.5 MeV 중성자가 발생된다. 발생기는 7.6 cm 직경의 

중성자 발생관과 부수적인 발생 모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실제 중성자가 발 

생되는 위치인 반웅표적은 발생관 끝단으로부터 15.1 cm 위에 위치해 있다 [그림 

10]. 최대 중성자 강도는 2x106 nps 이다. 일반적으로 발생기 표적에서 방출되는 중 

성자는 동방향으로 방출되지 않고， 가속 이온의 진행 방향으로의 방출이 약간 더 

크다 하지만 본 연구의 MCNP 시율레이션에서는 동방향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계수효율 28.5%인 중성자 계수기를 이용해 측정한 중성자 발생장치의 선속은 

관전압 80 kV, 관전류 10 llA 일 때 약 2.11x105 nps 이며/ 그림 11과 그립 12에서 

보이듯이 관전압과 관전류에 비례하여 중가하여 80 kV, 40 μA 일 때 약 8.42x105 

nps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선속은 80 kV, 20 μA 일 때 4.26x1OS nps이다 

계수기의 계수효율 측정 및 동위원소를 사용한 능동형 모드 동작 시험을 위해 

경우에 따라 중성자 발생기 대신 깅2Cf 통위원소를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술한 
실험에 사용된 252Cf 동위원소는 모두 같은 선원으로서 중성자 방출률은 5,200 nps 

(2009년 1월 20일 기준)이다. 측정효율 13% 인 DSFC 계수기로 측정한 경우 선원으 

로부터 측정된 동시 계수율은 약 53.4 :t 0.16 cps (events per second)로 나타났다. 

252Cf에 대한 세부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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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실험에 사용한 252Cf 동위왼소 특성 

ID 

Isotope 

Ae f. Date 

mCi 

MBq 

nps 

CVN 101 

Cf-252 

2001-09-13 

0.008108108 

0.3 

35800 

T otal Half life 

alpha Half life 

SF Half life 

Neut Yield 

Gamma Yield 

Alpha Yield 

Avr. Neut E 

Avr. Gamma E 

Avr. Alpha E 

Neut. Activily 

Neut. Dose 

Gamma Dose 

Conversion 

Decay Heat 

Avr. Neut. M 

Avr. Gamma M 

22 

2.646 yr 

2.731 yr 

85.5 yr 

2.34E+12 n/s-g 

1 .3E+ 13 r/s-g 

1 .9E+ 13 a/s-g 

2.14 MeV 

1 MeV 

6.11 MeV 

4400000000 n/s-Ci 

2300 rem/h-g al 1 m 

140 rem/h-g al 1 m 

558 Cilg 

38.5 W/g 

3 .757 

8 



3. 감속재 영향 명가를 위한 MCNP 시율혜이션 

(1) MCNP 시율레이션 조건 

측정 대상인 우라늄 내 핵분열성 물질인 235U 양은， 외부 중성자 선원에 의한 
유도핵분열 중성자의 생성량에 비례한다 중성자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약 2.5 MeV, 252Cf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약 2.14 MeV로써 핵 

분열성 물질 내 홉수 단면적이 매우 작다- 따라서 외부 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속시 

킬 수 있는 감속재의 구조에 따라 능동형 중성자 계수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MCNPX 시율레이션 코드를 이용해， 중성자 계수기 내 다양한 감속재 구조에 

따른 능동형 계수 성능을 모사하고， 최적의 감속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그림 13 

과 같이 계수기 공동 내부에 다양한 감속재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및 동시계수율을 

비교하였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 감속재의 명칭은 그림에서와 같이 정하였다

시율레이션에서 고려한 대상시료는 1 kg, 직경 5 cm, 두께 2.67 cm의 우라늄 메탈 

디스크이며/ 농축도를 o - 20 wt% 까지 변화시켰다 235U와 잉8U 이외의 동위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료는 계수기 공동 내부 중앙에 위치시켰으며/ 중성자 발생은 

발생관 끝단으로부터 15.1 cm 위쪽에서 초당 1x106 개의 2.5 MeV 중성자가 둥방향 

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2) 계수효율 및 계수기 내 중성자 평균수명 (Die-Away Time) 

계수효율 및 중성자 평균수명은 측정하고자 하는 중성자의 에너지/ 발생 위치/ 

추가적인 감속재 및 반사체 둥 여러 가지 인자에 영향을 받는다 능동형 계수에서 

는 외부 중성자와 분석대상 샘플 내의 중성자가 발생 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 

한 계수 효율 또한 달라진다 중성자 발생기의 위치가 시료공동의 상단에 있어， 외 

부 중성자에 대한 계수효율은 추가 감속재에 따라 약 10 - 12% 정도이다. 측정하 

고자 하는 주요 신호인 핵분열성 물질에서의 유도핵분열 중성자는 약 20 - 23% 정 

도로서， 분석대상 시료가 샘플공동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부 중성자에 비해 높 

은 효율로 계수된다. MCNP 시율레이션으로는 계수된 중성자들 사이의 우연에 의 

한 동시계수를 모사할 수는 없지만， 외부 중성자는 적게 계수하고I 유도핵분열 중 

성자는 많이 계수할수록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가 줄어들어 분석 오차가 줄어든다. 

중성자가 발생 시점부터 검출기에 측정되기까지 평균수명(die-away time) 은 추가 

감속재가 없을 경우 약 76 μsec， 감속재가 있을경우 85 - 100 lIsec 범위를 가진다. 

동시 계수를 위한 시프트레지스터 (Shift Register)의 pre-delay를 4.5 lIseι gate 

width를 64 lIsec로 설정할 경우 Double gate fraction이 0.45 - 0.50 에 해당하는 

값이다 

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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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3]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에 필요한 감속재 시율레이션 기하학 구 

조도 

(3) 농축도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및 동시계수 모사 결과[9] 

1 kg의 238U에서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는 초당 약 13.67~ 이 며， 이에 의한 

유도핵분열은 초당 1개 미만이다. 놓축도가 높아져 우라늄 시료 내의 235U의 양이 

증가하면 238U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깅5U에 의한 자발핵분열률은 238U의 100분 

의 1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우라늄 생플 내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의 

수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농축도 범위에 서는/ 외부 중성자 

선원이 없는 경우 1 kg의 우라늄 시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수는 농축도와 상관없 

이 초당 15 개 미만이며/ 계수되는 중성자는 초당 3 개 미 만/ 동시계수율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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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거의 중성자 계수로는 우라늄 샘플에 대한 비파괴 미만이다. 따라서 피동형 

불가능하다‘ 

외부 중성자선원을 사용하면 시료 내의 핵분열성 동위원소에 의해 

일어나며， 이에 따른 중성자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시율레이션에서 

중성자원은 2.5 MeV 에너지， 1x106 nps이다. 그립 14에서 나타나듯이 1 kg, 0 

농축 우라늄 메탈에 대한 결과/ 천연 우라늄에서도 약 4,000 fissionsj sec 

기대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l 회의 핵분열 당 동시에 발생하는 중성자 개수 

(Mllltiplicit)r)는 2.45 개로서/ 초당 발생하는 중성자 수로 환산하면 약 9,800 개로 

나타났다. 4 .5 lIsec의 pre-delay와 64 μsec의 gate width 설정에서 계수되는 동시계 

수율은 150 cOllntsj sec 이 다 농축도가 증가할수록/ 즉 시 료 내 경5U 양이 증가할수 
핵분열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선형성은 중성자 자기 

자폐효과(nelltron self-shielding effect) 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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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속재 변화에 따른 영향평가[10] 

첫 번째로/ 중성자 발생기에서 발생한 중성지외 에너지를 감속시키기 위해 발생 

기와 우라늄 시료 사이의 상부감속재 (top-moderato디를 고려할 수 있다 상부감속 

재는 중성자 에너지를 감쇄시켜 핵물질 내에서 유도핵분열을 많이 일으킬 수 있지 

만/ 그만큼 시료와의 거리를 중가시키기 때문에 시료에 도달하는 중성자 선속이 작 

아질 수 있다. 그링 15에서 보듯이r 우라늄 시료가 샘플공동 중앙에 위치할 때 l 상 

부감속재의 두께 변화에 따른 유도핵 분열률은 약 8 cm 일 때 최대가 된다. 더 이 

상 두꺼워 지면， 중성자에너지 감속에 의한 핵분열률 증가보다 시료와의 거리증가 

에 따른 중성자선속 감소로 인한 영향이 커져/ 결과적으로 유도핵분열률은 다시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유도핵분열률이 높을수록 계수되는 동시계수율도 같은 경향 

으로 증가하지만/ 최대값올 보이는 상부감속재의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다 감속재 

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die-away time이 증가하고 감속재에 의해 계수효율이 낮아 

질 수 있어， 실제 동시계수율은 약 7 cm 두께의 상부감속재를 사용할 때 최대값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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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중성자 발생관 주변에 감속재 혹은 반사체 
두어 3He 검출기로 향하는 중성자를 감속， 시료가 우치한 공동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발생관 주변을 둘러싼 측면감속재(side-moderator)가 존재할 경우에 

는 상부감속재의 영향이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그림 16에서 

이， 측면감속재가 있는 경우 중성자의 감속은 측면감속재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지 

고l 따라서 상부감속재 두께가 증가할수록 시료와의 거리 증가에 따른 유도핵분열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성자 계수기의 공동 사이즈와 발생관의 

직경에 따라 측면감속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부감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료와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계수기 및 중성자 발생기 

구조 상 측면감속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l 적절한 두께의 상부감속재를 적용 

함으로서 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속시켜 핵분열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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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kg 015% enriched U ι 

5 cm-Diameter, 2.67 cm-thick Disk 
Interrogation Source: 2.5 MeV, 10E6 이S 
3 an-thick side-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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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m-thick sam찌e-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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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161 3 cm 두께의 측연강속재Cside-moderatorl가 있는 경우 상부갑속 

재(top-moderator) 두께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변화 

에너지를 감속시킬 뿐만 아니라 3He 

시료공동 내부로 반사시키는 역할도 

폴리에틸렌과 더불어 중성자 반사체로 

있다. 높이 방향의 폴리에틸렌/니켈 ;ζ 

-ι-

앞서 기술하였듯이 측면감속재는 중성자의 

검출기 방향으로 방출된 중성자를 산란시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속재 역할을 하는 

서 사용되는 니켈의 조합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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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대한 시율레이션 결과 중성자 발생 지점(발생관 끝단으로부터 15.1 cm)보다 

아래 부분은 폴리에틸렌올 사용하여야 하며， 위쪽 부분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든 

니켈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 방향의 조합에 대한 시율레이 

션 결과/ 폴리에틸렌만을 사용하는 것이 니켈을 조합한 경우보다 높은 유도핵분열 

률을 보였다. 계수기 구조 상 사용할 수 있는 측면감속재의 최대 두께는 3 cm 임 

을 고려한다연/ 이 범위에서는 최대한의 폴리에틸렌 감속재를 사용한 에너지를 감 

속시키는 것이/ 니켈에 의한 반사효과보다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측면감속재 두께 

에 따른 유도핵분열률의 상대적 변화를 그량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3 cm 두께의 

강속재를 사용할 경우， 감속재가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유도핵분열을 기대 

할수 있다 

/ 

Sample: 1 kg 015% enriched U 
5 cm-Oiameter‘ 2.67 αT\-thick Disk 

Interrogation Source: 2.5 MeV. 10E6 이S 
PE height: 14 αT\ Ni height: 30 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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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of PElNI Side-Moderator (cm) 

5500 

두께에 따른 상대적인 유도핵분열 [그립 17] 측연감속재 <side-moderator)의 

률 변화 

시료공동 아래쪽에 하부감속재(bottom-moderator)를 두어 감속재에 의한 감속 

및 반사에 의한 영향은 그림 18에 잘 나타난다 8 - 10 cm 두께의 폴리에틸렌 감 

속재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니켈 반사체보다는 폴리에틸 

렌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시료가 커서 공동의 사이즈를 

중가시켜야 할 경우라도， 최소 2 - 3 cm의 하부감속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8 - 10 cm 두께에 비해 손실되는 유도핵분열률은 약 1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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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료의 직경이 작아 공동 내부에 

을 

충분한여유 

고려해 볼 

공간이 있는 

있다 二l/
T 

그립 19에서 

감싸는 시료감속재 (sample-moderator)도 

하부감속재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적용할 때 10% 정도 중성자 신호의 

속재 및 

감속재를 

경우/ 시료주변 

효과가 측면감 

두께의 보듯이 약 2.5 cm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5) 시율레이션 결과 요약 

1x10
6 nps의 외부 중성자선원 사용 시， LEU(-3 wt%) 1kg 범위의 우라늄 금속 

시료 대상 측정 시 초당 200 events 이상의 동시계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대의 

계수신호를 위해서는 중성자 발생관을 감짜는 2.5 - 3.0cm 두께의 측면감속재 

(side-moderator) 및 시 료의 아래 쪽에 하단감속재 (bottom-moderator)를 10cm 이 상 

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샤료의 형태에 따라 중성자 발생관과 샘 

플 사이 상부감속재 (top-moderator) 및 시료 측면에 시료감속재(sample-

moderator)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 

업 

” 는 9000 
。

% 
‘-) 

.s 8800 
g 
0:: 
c 
。

.원 8600 
ι 

1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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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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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미e: 1 kg 01 5% enriched U 
5 cm.Diameter. 2.67 cm.thick Disk 

Interrogation Source: 2.5 MeV, 10E6 미S 

3 cm-thicl‘ side moderator 
3 cm-thick sample moderator 

4 6 8 10 
Thickness of Bottom궤。derator PE (cm) 

[그립 18] 하부감속재(bottom-moderator)의 

분열률 변화 

두께에 따른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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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91 시료감속재(samp le-moderator)의 

분열률 변화 

두께에 따른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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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라늄 시료 대상 능동형 동시계수 측정 실험 

(1) 능동형 계수 시스템 구성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발생이 거의 없는 회수 우라늄을 계량하기 위해/ 외 

부의 중성자 선원을 이용해 핵분열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중성자를 

계수하는 능동형 중성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핵물질 계 량장치를 구축하였다. 측 

정을 위한 실험실은 방사선안전관리 요건 충족 및 중성자발생장치 사용 전 검λL 

성능 테스트를 위한 핵물질 사용 설계서 제출/ 우라늄을 이용한 측정실험과 관련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배기 필터장치 설치 퉁이 되어 있다- 시스템은 그림 20에서 

보듯이 측정실에 위치한 중성자 계수기와 중성자 발생장치의 결합과 제어실에 위 

치한 발생장치를 제어모률 및 계수기의 동시계수를 처리하는 시프트레지스터와 신 

호획득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성자 계수기는 16개의 3He 중성자 검출기와 이를 둘러싼 
폴리에틸렌 감속재 및 감마선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검출기 튜브는 PDT 

(Precision Data Technology Inc.) 앵프와 연결되고， 16개의 신호는 각 8개씩 2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OR 신호회로에서 합쳐진다. 동시계수를 위한 시프트레지스터 

(shift register)는 ORTEC 사의 AMSR 150 (Advanced Multiplicity Shift Register) 

모델을 사용하였다 검출기 튜브 인가 전압은 1680V, pre-delay와 gate width는 각 

각 4.5 μsec， 64 lIsec 이 다 . 

• 

1 Neutron 
Generator 

Slgnal 
ACQuisition 

[그립 20] 중성자발생장치를 사용한 놓통형 중성자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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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천연우라늄(NU) 및 1 개의 감손우라늄(DU)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하였 

으며r 시료의 형태는 U02 분말로서 밀도는 약 2.9 g!cm3이다 각 분말시료는 알루 

미늄 용기에 담겨 있으며， 용기의 두께는 2 mm, 외경은 9.8 cm 이다- 용기의 높이 

는 시료 양에 따라 달라지며/ 각 시료에 대한 높이 및 우라늄 질량은 표 3에 정리 

하였다 

[표 31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산화물 분알 및 용기 정보 (샘플 칙경 9 .4 cm. 

Al용기 두께 2 mm. 용기 91 경 9.8 cm) 

2lJ5U Height (cm) 
Sample Total Mass (kg) 

Mass (g) Sample filled Container 

DU#1 0.4 94 1.08 2.454 5.7 

NU#1 0.500 3.10 2.484 3.0 

NU#2 1.000 6.20 4.969 5.7 

NU#3 1.500 9.30 7.453 8.3 

NU#4 2.000 12 .40 9.938 1 l.0 

시율레이션 결과 및 시료공동 사이즈와 중성자 발생관 직경에 따라， 측면감속재 

는 삽입 한계치를 고려하여 2.4 c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료를 공동 내부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 15 cm 두께의 하부감속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용기 사이즈 

로 인해 시료감속재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시율레이션을 통해 얻 

은 die away time은 약 94 lIsec이며/ 측정을 통해 얻은 값은 88 lI sec이다 계수기 

내부 시료 공동의 높이가 20 cm가 되도록 중성자 발생기 및 측면감속재를 삽입하 

여/ 모든 시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2.5 - 3.5 kg 범위의 측정치는 시료 2 

개를 세로 방향으로 쌓은 형태로 위치시켰다. 실험 시 중성자 발생기 조건은 80 

kV, 20 lIA 이며r 이때 발생되는 중성자는 약 4.26x1o" nps, 측정 시간은 1200 초이 

다 그림 21에 실험도 및 시료 사진을 나타내었다.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하는 대신 252Cf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시료 내 유도핵분열 

을 유도하고， 이에 의한 동시계수값을 측정하는 실험도 하였다. 이 때 시료가 없는 

경우에도 252Cf에 의한 동시계수를 백그라운드 값으로 설정하고/ 시료가 있는 경우 

측정치에서 빼줌으로서 유도핵분열에 의한 동시계수율의 증가분을 비교하여 보았 

다. 이 경우 중성자 발생기는 제거하고 하부감속재에 252Cf 선원을 부착하여 측정하 

% 

ι
 



였다 시료공동 상부에는 별도의 반사체를 두지 않고 열어두었다 

Side
Moderator 

[그럼 21] U02 시료에 대한 실험도 및 장치 사진 

(2)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 

시료 없이 중성자 발생기로부터의 중성자만 있을 경우 측정된 백그라운드 동시 

계수율을 5.0 :t 9.6 cps (events per second) 이다. 이후의 모든 측정값 및 오차는 

백그라운드 값을 차감하여 보정하였다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r 동시계수율 

은 시료에 포함된 235U 양을 기준으로 증가하며， 평균적으로 단위 235U 질량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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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cps/ g_ 235U 동시계수율을 보인다- 동일한 조건에서 MCNP 결과는 3.01 cps/ 

g_235U 를 보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시율레이션 결과와 

는 약 14%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원인 중의 한 가지는 중성자발생기에서의 발생 

이 퉁방이라 가정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35U 양에 따른 동시계수율 증 

가 경향이 비선형적인 이유는 시료의 양이 증가할수록 시료를 수직으로 쌓아야 하 

므로 발생기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져， 시료 내부의 평균 중성자 선속이 감소하기 때 

문이다. 

각 동시계수 측정값은 약 10 cps 의 측정 오차(표준편차)를 보였으며/ 백그라운 

드 보정 결과 표준편차는 약 13.8 cps 였다 동위원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오차 

가 큰 이유는 중성자 발생기의 공급전원 및 발생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예상하 

나/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오차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추가 

적인 감속재 사용에 따른 긴 die-away time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die-away 

time이 길 경우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당연 

하게도 핵분열성 물질이 적게 포항된 시료의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신호가 적으므로 오차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13] . 시료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농 

축도가 높은 시료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적정 수준의 오차를 가진 능동형 계수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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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링 221 천연우라늄 U02 분말의 235U 양에 따른 동시계수율 즉정 

및 시율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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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t. 4 I 1 1 언 ? 리 늄 LO, 분말에 대한 농시게수문「 시륜레이 션 맞 즉정 겸과 
Sample Simulation 、1easurcd nacl떻rnund Sublr.trfcd 

"’l • C'oin. Ratc C'oill. Ra te l:rmr [‘oin. Ra lc Error 
11) cps/g-2J5l 1 cps/g.m1J 

‘1.‘s(g) ('1") ('ps) ('1") 1'1") (cpsl 

l싫ckgruund 0000 5035 9.565 

0\#1 108 3.986 3697 8108 10.200 3.073 13.983 2851 

、 '# 1 310 8.734 2818 14456 9.887 9421 13 757 3 039 

、 \#2 620 17.054 2_751 22027 9.842 16993 1) 724 2741 

、 1 '#3 930 25 .4 ïO 2.739 27.027 12 .433 21992 15687 2.365 

J\ ll#~ 1240 35.744 2.883 35.133 10.1 86 30099 1) 973 2.427 

、 ( 1#3 + "IJ l l#2 15.50 46 .200 2.981 41 .852 8.072 368 17 12516 2375 

'1 1 #4 + '1 1 #2 1860 57.974 3.117 55.037 10806 50002 14431 2688 

、 l#..& + "1/ 1 #3 2170 67495 31 11 6 1.981 8062 56946 12509 2624 

3\' er웰C 3.012 a、 l'rJgC 2639 

(3) 252Cf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측정 결과 

중성자 방출률이 5200 nps인 강2Cf 선원을 적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를 통한 

NU 및 2.67 wt% 의 저농축 우라늄(LEU) 분말 시료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는 표 5에 정리하고 그림 23 및 그림 2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15 - 30 g-23S U 

에 대해서는 6% - 10%, 67.2 g_235U 샘플에 대해 5.2%, 100.8 g_235U 샘플에 대해 

3.86% 오차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작은 수 

치로서/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시간상관 거동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력공급 동 외부 인자에 영향을 받아 오차가 큰 반면1 동위원소를 외부 선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일정한 중성자 방출로 인해 동시계수를 함에 있어서 오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독립적 중성자를 방출하는 1x105 nps 의 Am-Li 

선원을 사용할 경우 동시계수 신호는 약 4.4배 증가하고/ 중성자의 에너지도 낮아 

우연에 의한 동시계수율은 더욱 줄어들어 능동형 계수의 오차는 1% 이하가 가능 

야
 ω 



할 것으로 예측한다 결과 그래프에서 보이는 3 개의 시료를 쌓아 측정한 경우 신 

호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시료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져 중성자 선원과의 거 

리가 멀어져 시료 내 입사하는 외부 중성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측정에 사용된 NU와 LEU는 서로 직경이 다른 용기에 담겨져 있는 시료이다 

비슷한 양의 깅5U가 포함된 생플에 대해서 직경에 따른 중성 ?} 업사 면적의 차이로 

인해 동시계수 신호 차이를 보인다. 실제 측정에 있어서도 NU와 LEU에 포함된 
235U 양이 비슷한 경우에 측정된 동시계수 값에는 차이를 보였다. 능동형 중성자 

계수법에서는 수동형 중성자계수를 통한 분석에 비해 샘플의 형태에 영향올 많이 

받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분석 대상 샘플의 물리적 형태가 통일한 기준샘플을 

사용해 교정곡선법을 이용해야 한다 

[표 5] 252Cf 선윈 적용 시 전연우파늄 빚 2.67 wt% 저농축우라늄 U02 분말에 대한 동시겨1 

수융 즉정 결과 

Sample }’easull'd 8ack잉rour에 Subtntcled 

Coin. R에t Error Coin. Rate Enor Relative 
ID μI~l l l\1ass(g) 

(cps) (cps) (cps) (cps) Enur 

Backg’ound 0000 5341 0.16 

NU#3 9.30 5464 0.36 123 039 
322’‘ 

NU#4 12.40 5551 0.24 209 029 13.7~‘ 

NU#3 + NL'#2 15.50 5631 0.25 2.90 0.30 10 ， 3 1}ι 

NU#4 + N t:#2 18.60 5720 0.32 3.78 0.36 9.14% 

NL#4 + N t:#3 2170 5785 0.23 4.44 0.28 6.37% 

N t:#4 + NL'#] + 、1I#2 27.90 5865 0.29 5.24 0.33 6.32% 

UlI1;l2 336 57.30 0.26 389 0.31 786% 

LEU#2 + LEt:#J 672 5895 0.24 554 0.29 523’‘ 
LElll;I l + LEU#2 + LEU#3 1008 5971 0.19 6.30 0.2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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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의 및 결론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기를 구성하였다 중성자 발생 

기에서 발생한 중성자의 에너지는 2.5 MeV로서 이러한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238U 

과 2J5U에서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일 
때와 비교하면 약 1000배 작다. 따라서 발생기와 샘플 주변의 감속재 구성에 따라 

샘플내로 입사하는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 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유도핵분열률 

및 중성자 동시계수 신호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MCNP 시율레이션을 통해 이러 

한 감속재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중성자 발생기와 샘플 사이에 적절한 상부감속재 

(top-moderator)가 성능을 높일 수 있으나 발생기와 분석시료 사이의 거리를 증가 

시키므로/ 발생기 주변을 감싸는 주변강속재(side-moderator)를 두고 상부감속재는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주변 감속재와 더불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부감속재 (bottom-moderator)이다 시율레이션 결과 10 cm 이상 두께의 폴 

리에틸렌이 외부중성자를 충분히 감속/ 반사시켜 시료 내 핵물질에 흡수된다 

시율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필요한 감속재를 준비하였고/ 초기 테스트 

플 위해 천연농축도 및 2.67 wt% 농축도의 우라늄산화물 분말(U02 powder) 시료 

에 대해 측정하였다 천연 우라늄산화물 3.5 kg(21.7g of 235U) 에 대해 2.64 

CpS/g_235U 의 동시계수율이 측정되었다 시료 성분 및 상태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 

는 어립지만， 일반적인 Am-Li 선원을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1 - 1.38 wt% 

농축 우라늄산화물 시료에 대해， 10 g의 233U 당 약 60 - 100 cps의 결과를 보인 것 

에 미해 낮은 수치이다[1， 9] 주된 이유는 외부 중성자선원 발생 위치와 시료간의 

거리 및 높은 에너지이다 평균 백그라운드 표준분포는 9.57 cps, 백그라운드 보정 

후 동시계수에 대한 표준분포는 13.8 cps 이다 232Cf 선원을 적용한 능동형 중성자 

계수에서는 15 - 30 g_235U 에 대해서는 6% - 10%, 67.2 g_235U 샘플에 대해 5.2%, 

100.8 g_ 235 U 샘플에 대해 3.86% 오차를 보였다-

실험결과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 방법은 동위원소를 이용 

할 때보다 오차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성자 

발생기의 전원공급의 안정성 영향평가， 발생기로부터 중성자의 우연한 동시계수율 

픔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외부중성자 차폐， 중성자 발생기와 분석시료의 거리를 최 

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하학적 구조의 제안 동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성자 발생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화 하여/ 다양한 비파괴분석 방법과의 

접목윤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의 안전조치 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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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는 사용전 핵연료 및 순수 우라늄에서의 핵분 

열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공정을 

통해 처리할 경우 회수우라늄 및 TRU 등 공정물질 내의 핵분열성 물질 분석에 적 

용해야 할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분석대상 시료에는 다른 감마선이나 자발핵분열 

에 의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불순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핵물질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공정물질의 양이나 형태 동에 따라 계수기 디 

자인을 변경하거나I 핫 오퍼레이션을 고려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중성자 계수 시스템의 변경/ 결합， 혹은 업그레이드를 가 

능케 하기 위해， 현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의 확보에 노 

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공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파이로 공정의 전해정련 공정에서 회수된 우라늄에 TRU 불순물이 포함될 경우 

능동형 중성자 계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한 불순물은 

2μCm이다 244Cm은 아주 미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발핵분열률이 높아 1 g의 

2μCm부터 초당 1.08x107 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능동형 계수에서 측정하는 중성 
자는 외부 선원에 의한 유도핵분열 중성자이다 2쩌Cm에 의한 중성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핵분열성 물질에서 나오는 유도핵분열 중성자에 의한 신호의 중가를 계 

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농동형 계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물질 내 

의 2얘Cm 포함량을 예측해 보고/ 유도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예측 신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초 사용후핵연료 내 Cm의 질량은 연소도 및 핵연료봉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우라늄 1 kg 당 약 80 - 160 mg 이 포함되어 있다 

비율로는 약 104에 해당한다 파이로 공정에서의 회수우라늄 내 포함된 244Cm의 양 

을 예측하기 위해 공정물질수지 예측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TRU의 변화량을 바 

탕으로 TRU 내의 2μCm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표 7에 10톤의 

사용후핵연료 내 물질의 양을 공정 전 최초 시점과 전해정련 공정 후 시점에 비교 

하였다 전해정련공정에 의한 우라늄 회수율을 99.675%로 가정하고 INL의 전해정 

련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해정련 후 TRU 포함률은 

최초 TRU 포함량의 0.849%이며 244Cm 또한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련 후 회수 우라늄 1 kg 내 244Cm 질량은 약 0.7 - 1.4 mg 으로 예측할 수 
있다 235U 와 238U에서의 자발핵분열 중성자는 그 양이 미미하며 ， 1.4 mg의 2껴Cm 

으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 수는 약 1.5x104 개로 예측할 수 있다 
능동형 계수 적용 시， 시률레이션을 통한 1 wt%농축도 1 kg 우라늄 금속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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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1x10Ó nps의 외부 중성자선원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중성자 

수는 약 8000 nps이다. 이러한 수치는 샘플의 형태 및 외부 중성자 선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영향이 있지만， 앞서 기술한 실험을 통해 시율레이션에 의한 예측을 적 

용할 수 있으며， 예측한 244Cm에 의한 중성자 방출융과 대퉁한 수준으로서 능동형 
혹은 피동/능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율레이션 결과 다른 핵분열성 

물질e37Np， 239pU, 241 Am)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는 기존의 상용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 시스템과 비교 정리하였다. 대표 

적인 AWCC의 성능은 Therma l 모드에서 20 g의 잉5U을 포함한 LEU 시료에 대해 

약 1.5%, Active 모드에서 200 g의 235U을 포함한 HEU 시료에 대해 약 3.8%의 오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U02 분말/ 펠렛/ 연료몽 

퉁에 대해 2 - 5%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디 [14] . 현재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실험 결과는 100 g의 235U에 대해 약 4% 오차 수준으로/ 단 

순 선형 비교를 하면 기존 기술의 약 13배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시스템에 사용한 외부 중성자 선원의 강도가 약 20배 낮고/ 계수기 효율이 

2배가량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외부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고， 1개의 선원 

을 사용함에 있어 저하되는 요인도 2배가량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차이에 의 

한 동시계수 신호는 약 180배 낮은 수치이며 오차에의 영향이 약 1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부 선원의 강도를 기존 수준으로 높이고/ 계수기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만 

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드로 판단한다 

능동형 비파괴분석에 있어서 중성자 발생기를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동위원소 선원보다 안전하고 다루기 쉽다는 특성 때문이다 중성자의 발생 및 강도 

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형 비파괴분석 기술 개발 적용에 용이하다， 이러한 

점은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환경에서I 다른 비파괴 분석기술과 함께 사용할 때 

모드 전환 시 선원 장착 및 탈착 과정을 없앨 수 있어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다 하 

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방출하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아 부가적인 감속재가 필요 

하다는 점과y 중성자가 발생하는 위치가 기허학적 구조로 인해 분석 시료로부터 일 

정한 거리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퉁의 발생기가 가지는 단점이 고려되어 

야 한다 궁극적으로 능동형 비파괴 분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목적에 따라 오차가 

작은 정밀한 계량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하거나r 적정수준의 

오차가 허용되는 상황 또는 피동형과 능동형 중성자계수 혹은 감마분광 및 중성 

자 계수 기술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한 능동 

형 중성자계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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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화학분석， ORIGEN 시율레이션 빛 피동형 중성자계수 측정올 통한 사용후핵연료 내 Cm, 

Pu, Ü 양 예제 (2008년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과제 보고서) 

Rod Cut measured expected burnup slmulation U 1 kg 당 

Id I Cm-244 (mg) I Pu (g) U-235 (g) U (g) BU(GWD!MTU) Cm-244 (mg) 

Rt3-10 0.38 0.054 0.05 4.506 47 .963 84 

R13-9 10.06 1.368 ’ 15 112.581 48 .44 89 

R13-13 10.01 1.367 1. 15 112.588 48.389 89 

R13-7 10 .42 1.372 1. 13 112.529 48.814 93 

R13-4 10.68 1.375 1.1 2 112 .493 49072 95 

C16-12 0.66 0.057 0.04 4.472 54.017 148 

C16-10 0.71 0.058 0.04 4.468 54.823 159 

C16-7 18.81 1.447 0.86 111.589 55.592 169 

[표 7] 파이로 공정 전 최초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물질량 (참고 파이로 공정 물질수 

지 예측 버전 꺼π。 MB.2 .4 . 1) 

10MTHM, 4.5wt%‘ 55 ,000MWD!MTU,10-yrs cooling 

공정 전 최초 사용후핵연료 전해징련 공징 후 

물질구룬 포힘 링(kg) 환산 (g!kg-U ) 포함 링(kg) 흰산 (g!kg-미 

U 929 1. 1 1000.000 9830.109 1000.000 

TRU 140,2 15,095 1‘ 259 0.128 

NM 126.1 13.572 0.000 0.000 

Clad 2560.0 275.534 0.000 0.000 

REFP ’71.7 18.482 10.595 1.078 

Cs 40 .7 4.385 0.000 0.000 

Sr 12.3 1.325 0.062 0.006 

FP (I,Tc) 16.0 1.720 0.000 0.000 

Total 12358.2 1330.112 

Total HM 9798.2 1054.578 9842.026 1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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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용 능동명 중성자 동시게수 시스템 및 본 언구에시의 시스댐 비교 

I호사 CNI톨WI [ 17J μI&IIAA [17J CNIBEIIlA [17 J KIBII 

Ac tive Well Neutron Neut ron 

모댈 Cf Shuff I.r 얻재 g엉묵g 

Co inci d.nc. Count.r (AWDC) Co i nci dence Co I lars 

Iflll acll .. 1α1881 .. ∞1001삐nce acl l .. /PII8I .. ∞Iooldan∞ delayed '"해Iroo _에8Ur_nt acll .. 1뻐181 .. ∞loold8nca κ11 .. 뼈1 .. 001001야~l 

LEU (ther뼈 I active mode) 
대상윈소 U: PWR 멈뻐 CAHDU ’ue l U. Pu : Waste Drums LEU (thor뼈 I activemode) 

HEU (Iast activ. modo) LEU (thermal active rr뼈0) 
생률협태 Pu : in MOX tuel assen뼈 I ies HEU (U3OB . U motal) PU (passive mode) 

PU (passive mode) 

JI4oJl. 28-31‘ ’1.51 -’3.51 ’7. 50!1 131 201 

2.2 rods wl Fe 5ubstitution X뻐ng-u235 (Iast activo) 
민강도 Ihermal act i ve : 19 of U-235 

2.8 rods w/o substitution 2삐συ235 (lherma l activo) not val idated 2g 01 U-235 
(1αm초) fast act ive: 230 이 U-235 

(@ 2 sig뼈 inα)()s) 4mg-Pu240 (passive) 

월.t!!IlI 2 ... AlLI AlL I CI경52 CI-:씬g 

，뚫〕 (1tIIII) 1 . 01톨에훌 5.αJaO‘ 8.0æt08 5 . 1훌iCD 

t .s‘ @2Q여1235 LEU [ 1) 2μ!2oa껴J235 

3.8'4 @ 200g-U235 HEU [t) (주요 오치감소원) 

1. 5-2 .2'lI’up 10 3 w애 luol [15) 15\ for was te barrels 
모처 2-5‘ @U02 powder .pellots. rods [14) 4‘ @ l00g-U235 외부선원 강도 증기 

2.2-4. 1@3-5 .’‘ lue l [15) 1. 2- 3‘ @ HEU [ 16 ) 
5 .4l1@’-lEU powdor(thor뼈 1 modo) [15) 외부선원 에너지 강소 

5.4~’LEU po뼈er (f ast mode) [15) 계수기를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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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CNPX 입력파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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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issile Material Measurement Model(16 He-3 tubes with 32 holes) 

c Neutron Counter(16 He-3 Tubes), H .Y. Kang -- May., 2001 

c Modified by S .K. Ahn -- Aug., 2008 

C Modified by S .K. Ahn -- Nov., 2008 

C 

C 

c *********************************************************************** <=ell I....eus 

C (r=9.4cm, H=3-20cm) U02sample 

1 2 -2.9 -5001 -5005 5004 imp:n=l $lower sample 

2 8 -0.00132 -5001 -5006 5005 imp:n=l $lower air 

3 2 -2.9 -5001 -5009 5008 imp:n=l $upper sample 

4 8 -0.00132 -5001 -5010 5009 imp:n=l $upper air 

5 17 -2.70 -5002 -5007 5003 #1 #2 imp:n=l $lower can 

6 17 -2.70 -5002 -5011 5007 #3 #4 imp:n=l $upper can 

c 

c (r=3.8cm, H=cm) Neutron Generator Emitting Module 

11 0 -10 -32 33 imp:n=l $ SF6 

12 13 -7.83 -11 -117 35 #11 imp:n=l $ SUS Case (3mm-thick) 

c 

c Moderator&Reflector(Bottom) 

14 11 -0.95 -125 11 -117 35 imp:n=l $ top side PE 

113 11 -0.95 -125 -113 114 imp:n=l $ bottom PE 

C 

C (r=12.8cm, H=68.0cm) Inner caviψ 

123 8 -0.0013 -125 -35 113 (5011:-5003 :5002) imp:n=l 

124 8 -0.0013 -125 -114 106 imp:n=l 

C 

C Counter Body(Bottom) 

101 13 -7.83 102 -101 -130 imp:n=l 

102 8 -0.0013 101 -103 -128 imp:n=l 

103 17 -2.70 103 -104 -128 imp:n=l 

104 19 -11.3 104 -105 -126 imp:n=l 

105 17 -2.70 105 -106 -125 imp:n=l 

C Counter body(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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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3 -7.83 117 -118 -130 imp:n=l 

118 8 -0.0013 158 -117 128 -129 imp:n=l 

C 

C Lead shield with Al shell 

125 17 -2.70 105 -117 125 -126 imp:n=l $ Al 

126 19 -11.3 104 -117 126 -127 imp:n=l $ Pb 

127 17 -2.70 104 -117 127 -128 imp:n=l $ Al 

C 

C poly region outside 16 He-3 tubes & 16 Air Holes 

128 11 -0.95 101 -158 128 -129 

1914 214 314 414 514 614 714 814 

914 1014 1114 1214 1314 1414 1514 1614 

21914 2214 2314 2414 2514 2614 2714 2814 

129 13 -7.83 

2914 21014 21114 21214 21314 21414 21514 21614 imp:n=l 

101 -117 129 -130 imp ’n=l 

c 

c Inner ring 16 He-3 detectors 

c detector 1 

1911 

1912 

1916 

1920 

1921 

18 1.002e-4 150 -151 -1911 imp:n=l 

17 -2.70 101 -158 1911 -1912 imp:n=l 

8 -0.0013 101 -158 1912 -1914 imp:n=l 

o 101 -150 -1911 imp:n=l 

0 151 -158 -1911 imp:n=l 

c detector 2 

211 

212 

216 

220 

221 

18 1.002e-4 150 -151 -211 imp:n=l 

17 -2.70 

O 

O 

O 

101 -158 211 -212 imp:n=l 

101 -158 212 -214 imp:n=l 

101 -150 -211 imp:n=l 

151 -158 -211 imp:n=l 

c detector 3 

311 

312 

316 

320 

18 1.002e-4 150 -151 -311 

17 -2.70 

O 

O 

101 -158 311 -312 

101 -158 312 -314 

101 -150 -311 

imp:n=l 

imp:n=l 

imp:n=l 

im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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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3 

$ Al 

$ air 

$ void 

$ void 



321 0 151 -158 -311 imp:n=l 

c detector 4 

411 18 1.002e-4 150 -151 -411 imp:n=l 

412 17 -2.70 101 -158 411 -412 imp:n=l 

416 0 101 -158 412 -414 imp:n=l 

420 0 101 -150 -411 imp:n=l 

421 0 151 -158 -411 imp ’n=l 

c detector 5 

511 18 1.002e-4 150 -151 -511 imp:n=l 

512 17 -2.7 101 -158 511 -512 imp:n=l 

516 0 101 -158 512 -514 imp:n=l 

520 0 101 -150 -511 imp:n=l 

521 0 151 -158 -511 imp ’n=l 

c detector 6 

611 18 1.002e-4 150 -151 -611 imp:n=l 

612 17 -2.70 101 -158 611 -612 imp:n=l 

616 0 101 -158 612 -614 imp:n=l 

620 0 101 -150 -611 imp:n=l 

621 0 151 -158 -611 imp:n=l 

c detector 7 

711 18 1.002e-4 150 -151 -711 imp:n=l 

712 17 -2.70 101 -158 711 -712 imp:n=l 

716 0 101 -158 712 -714 imp:n=l 

720 0 101 -150 -711 imp:n=l 

721 0 151 -158 -711 imp:n=l 

c detector 8 

811 18 1.002e-4 150 -151 -811 imp:n=l 

812 17 -2.70 101 -158 811 -812 imp:n=l 

816 0 101 -158 812 -814 imp:n=l 

820 0 101 -150 -811 imp:n=l 

821 0 151 -158 -811 imp:n=l 

c detector 9 

911 18 1.002e-4 150 -151 -911 imp:n=l 

912 17 -2.70 101 -158 911 -912 im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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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0 101 -158 912 -914 imp:n=l 

920 0 101 -150 -911 imp:n=l 

921 0 151 -158 -911 imp:n=l 

c detector 10 

1011 18 1.002e-4 150 -151 -1011 imp:n=l 

1012 17 -2.70 101 -158 1011 -1012 imp:n=l 

1016 0 101 -158 1012 -1014 imp:n=l 

1020 0 101 -150 -1011 imp:n=l 

1021 0 151 -158 -1011 imp:n=l 

c detector 11 

1111 18 1.002e-4 150 -151 -1111 imp:n=l 

1112 17 -2.70 101 -158 1111 -1112 imp:n=l 

1116 0 101 -158 1112 -1114 imp:n=l 

1120 0 101 -150 -1111 imp:n=l 

1121 0 151 -158 -1111 imp:n=l 

c detector 12 

1211 18 1.002e-4 150 -151 -1211 imp:n=l 

1212 13 -2.70 101 -158 1211 -1212 imp:n=l 

1216 0 101 -158 1212 -1214 imp:n=l 

1220 0 101 -150 -1211 imp:n=l 

1221 0 151 -158 -1211 imp:n=l 

c detector 13 

1311 18 1.002e-4 150 -151 -1311 imp:n=l 

1312 17 -2.70 101 -158 1311 -1312 imp:n=l 

1316 0 101 -158 1312 -1314 imp:n=l 

1320 0 101 -150 -1311 imp:n=l 

1321 0 151 -158 -1311 imp:n=l 

c detector 14 

1411 18 1.002e-4 150 -151 -1411 imp:n=l 

1412 17 -2.70 101 -158 1411 -1412 imp:n=l 

1416 0 101 -158 1412 -1414 imp:n=l 

1420 0 101 -150 -1411 imp:n=l 

1421 0 151 -158 -1411 imp:n=l 

c detector 15 

U 

μ
 



1511 18 1.002e-4 150 -151 -1511 imp:n=l 

1512 17 -2.70 101 -158 1511 -1512 imp:n=l 

1516 0 101 -158 1512 -1514 imp:n=l 

1520 0 101 -150 -1511 imp:n=l 

1521 0 151 -158 -1511 imp:n=l 

c detector 16 

1611 18 1.002e-4 150 -151 -1611 imp:n=l 

1612 17 -2.70 101 -158 1611 -1612 imp:n=l 

1616 0 101 -158 1612 -1614 imp:n=l 

1620 0 101 -150 -1611 imp:n=l 

1621 0 151 -158 -1611 imp:n=l 

C Outer ring 16 void holes 

21916 0 101 -158 -21914 imp:n=l 

2216 0 101 -158 -2214 imp:n=l 

2316 0 101 -158 -2314 imp:n=l 

2416 0 101 -158 -2414 imp:n=l 

2516 0 101 -158 -2514 imp:n=l 

2616 0 101 -158 -2614 imp:n=l 

2716 0 101 -158 -2714 imp:n=l 

2816 0 101 -158 -2814 imp:n=l 

2916 0 101 -158 -2914 imp:n=l 

21016 0 101 -158 -21014 imp:n=l 

21116 0 101 -158 -21114 imp:n=l 

21216 0 101 -158 -21214 imp:n=l 

21316 0 101 -158 -21314 imp:n=l 

21416 0 101 -158 -21414 imp:n=l 

21516 0 101 -158 -21514 imp:n=l 

21616 0 101 -158 -21614 imp:n=l 

C outside 

999 0 -102:130:118 imp ’n=O 

c +++++++++++++++++++++++++++++++++++++++++++++++++++++ Next line 

is blank card 

******************************************************************** C .• _, :;,ur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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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U sample 

5001 cz 4.7 $ smaple can inner R 

5002 cz 4.9 $ sample can outer R 

5003 pz -10.0 $ bottom of lower can 

5004 pz -9.8 $ inside bottom of lower can 

5005 pz -2.347 $ top of lower sample (NU#3 H=7.453) 

5006 pz -1.5 $ inside top of lower c뻐 

5007 pz -1.3 $ top of lower can = bottom of upper can 

5008 pz -1.1 $ inside bottom of upper can 

5009 pz 8.838 $ top of upper sample (NU#4 H=9.938) 

5010 pz 9.799 $ inside top of upper can 

5011 pz 9.999 $ top of upper can 

c Neutron Generator Tube 

10 cz 3.5 

11 cz 3.8 

c 31 pz 46 .3 

32 pz 46.6 

33 pz 10.3 $ NG SUS thick(surface 33-34) 

35 pz 10.0 $ Top PE bottom (FIXED) 

101 pz -37.3 

102 pz -37.8 

103 pz -36.3 

104 pz -36.0 

105 pz -31.1 

106 pz -30.8 

1093 pz 9.78 

1094 pz 13.6 

t ‘n 
땅
 

e ’n 
앙
 

뼈
 

h 
R

{나 

m 
「
/

/ 

이
4
 nU 

H 

이/
 

η
 ”l 

p
‘ 

Z 

리
 

Z 

Z 

P 

W 

P 

P 

U 

m 
c 
m 
m 

113 pz -10.0 

Bottome Moderator & Reflector 

$ top of the bottom PE 

C 

여
 써 



114 pz -25.0 $ bottom of the bottom PE 

c 

116 pz 42.2 

117 pz 46.9 

118 pz 47.2 

C detectors only 

150 pz -25.4 

151 pz 25.4 

158 pz 32.3 

c 

125 cz 6.8 

126 cz 7.0 

127 cz 12.0 

128 cz 12.3 

129 cz 23.0 

130 cz 23.5 

C 

C detector surfaces 

c Inner ring 360/16=22.5, r=14.8x X=Cos, Y=Sin) 

1911 c/z 14.80 0 1.19 

1912 c/z 14.80 0 1.27 

1914 c/z 14.80 0 1.45 

211 c/z 13.67 5.664 1.19 

212 c/z 13.67 5.664 1.27 

214 c/z 13.67 5.664 1.45 

311 c/z 10.46 10.46 1.19 

312 c/z 10.46 10.46 1.27 

314 c/z 10.46 10.46 1.45 

411 c/z 5.664 13.67 1.19 

412 c/z 5.664 13.67 1.27 

414 c/z 5.664 13.67 1.45 

511 c/z 0.00 14.80 1.19 

512 c/z 0.00 14.80 1.27 

514 c/z 0.00 14.8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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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c/z -5.664 13.67 1.19 

612 cl z -5.664 13.67 1.27 

614 c/z -5.664 13.67 1.45 

711 c/z -10.46 10.46 1.19 

712 c/z -10.46 10.46 1.27 

714 c/z -10.46 10.46 1.45 

811 c/z -13.67 5.664 1.19 

812 c/z -13.67 5.664 1.27 

814 c/z -13.67 5.664 1.45 

911 c/z -14.80 0.00 1.19 

912 c/z -14.80 0.00 1.27 

914 c/z -14.80 0.00 1.45 

1011 c/z -13.67 -5.664 1.19 

1012 c/z -13.67 -5.664 1.27 

1014 c/z -13.67 -5.664 1.45 

1111 c/z -10.46 -10.46 1.19 

1112 cl z -10.46 -10.46 1.27 

1114 c/z -10.46 -10.46 1.45 

1211 c/z -5.664 -13.67 1.19 

1212 c/z -5.664 -13.67 1.27 

1214 c/z -5.664 -13.67 1.45 

1311 c/z 0.00 -14.80 1.19 

1312 c/z 0.00 -14.80 1.27 

1314 c/z 0.00 -14.80 1.45 

1411 c/z 5.664 -13.67 1.19 

1412 c/z 5.664 -13.67 1.27 

1414 c/z 5.664 -13.67 1.45 

1511 c/z 10.46 -10.46 1.19 

1512 c/z 10.46 -10.46 1.27 

1514 c/z 10.46 -10.46 1.45 

1611 c/z 13.67 -5.664 1.19 

1612 cl z 13.67 -5.664 1.27 

1614 c/z 13.67 -5.664 1.45 

c Outer ring 11.25 +22.5 deg., r=18.3x(X=cos,Y=sin) 

야
 
써
 



21914 c/z 17.95 3.570 1.45 

2214 c/z 15.22 10.17 1.45 

2314 c/z 10.17 15.22 1.45 

2414 c/z 3.570 17.95 1.45 

2514 c/z -3.570 17.95 1.45 

2614 c/z -10.17 15.22 1.45 

2714 c/z -15.22 10.17 1.45 

2814 c/z -17.95 3.570 1.45 

2914 c/z -17.95 -3 .570 1.45 

21014 c/z -15.22 -10.17 1.45 

21114 c/z -10.17 -15.22 1.45 

21214 c/z -3.570 -17.95 1.45 

21314 c/z 3.570 -17.95 1.45 

21414 c/z 10.17 -15.22 1.45 

21514 c/z 15.22 -10.17 1.45 

21614 17.95 -3.570 1.45 

c +++++++++++++++++++++++++++++++++++++++++++++++++++++ Next line 

is blank card 

******************************************************************* ~A ‘ :~1 l、 larenals

C 

c U Metal 

m1 92238 -0.95 92235 -0.05 

c U02 Powder: 0.71 % U-235 (0 factor=O.1268, U factor=0.8732) 

m2 8016.50c -1.268E-01 

92235.50c -6.200E-03 92238.50c -8.670E-01 

c 

c Natural U : 0.72% U-235 [0η% U-235 : 0.OO72xO.882(U)=0.0063504] 

m3 8016 .50c -1.18000E-01 92234.50c -2.000E-04 

92235 .50c -6.3504E-03 92238.50c -8.710E-01 

c 

c zr-4 tube 

26000.55c -0.0016 24000.50c -0.0011 m5 40000.6Oc -0.9971 

28000.50c -0.0006 5010 .50c -0.0000006169 5011.56c -0.00000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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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 6000.50c -0.8563 1001.50c -0.1437 

mt11 poly.01t 

m12 6000.50c -1.0 

m t12 grph.01t 

m13 24000.50c -0.190 

C 

m6 1002.55c -0.199366 

mt6 hwtr.01t lwtr.01t 

C 

m7 40000.60c -0.975 

5010.50c -0.0000004179 

m8 7014.50c -1.0 

m9 40000.60c -0.9971 

28058.35c -0.0006 

m10 1002.55c -0.2008749 

m t10 hwtr.01t lwtr.01t 

C 

C 

28000.5Oc -0.095 

m14 28000.50c -1.0 

m15 48000.50c -1.0 

m16 

m17 

m18 

74000.55c -1. 0 

13027.50c -1.0 

2003.50c -1.0 

1001.50c -0.0005033 8016.50c -0.8001307 

41093 .50c -0.025 

5011.56c -0.00000'16821 

26000.55c -0.0016 24000.50c -0.0011 

5010.50c -0.0000006169 5011.56c -0.0000024831 

1001.50c -0.0001678 8016.50c -0.7989573 

$ P.E (d=0.95) 

$ Graphite 

26000.55c -0.6950 $ S.s 
25055 .50c -0.020 

$ Ni (여d=8.9 

$ Cd 

$W 

$ Al 

$ He-3 

$ Pb m19 82000.50c -1.0 

c m26 (Bumup=41,000 MWD/MTU) 
m26 8016.5Oc -1.180E-01 37087.55c -2.541E-04 39089.5Oc -4.742E-04 

40093.5Oc -7.597E-04 42095.50c -7.959E-04 43099.50c -8.199E-04 

44101.50c -8.379E-04 45103.50c -4.512E-04 46105.50c -4.370E-04 

46108.50c -1.847E-04 47109.50c -8.665E-05 48000.50c -1.338E-07 

55133.50c -1.170E-03 55135.50c -3.419E-04 

55137.60c -1.063E-03 56138.50c -1.381E-03 59141 .50c -1.200E-03 

60143.50c -7.540E-04 60145.50c -6.980E-04 61147.50c -1.257E-05 

62147.50c -1.720E-04 60148.50c -4.026E-04 62149.50c -3.336E-06 

? I 
‘ 

R 
]



62150.50c -3.400E-04 62151.5Oc -1.301E-05 63151.5Oc -8.876E-07 

62152.50c -1.343E-04 63153.55c -1.414E-04 63154.50c -2.286E-05 

64154.50c -2.619E-05 63155.50c -5.058E-06 64155.5Oc -1.163E-05 

64157.50c -1.290E-07 

92234.50c -1.443E-04 92235 .50c -4.252E-03 92236.50c -3.715E-03 

92238.50c -8.259E-01 93237.55c -5.613E-04 94238.50c -2.144E-04 

94239.55c -4.972E-03 94240.50c -2.379E-03 94241 .51c -8.224E-04 

94242.50c -6.122E-04 95241.50c -4.514E-04 95243.5Oc -1 .569E-04 

96244.50c -4.685E-05 

C 

****************************************************************** ‘ K .... ..l ~9_ ，...~_..l MOae&LaraS 

mode n 

phys:n 

90 

20 

$ Computer Time Cutoff Card (in minute) 

$ Energy Pysics Cutoff Card for neutron (upper limit MeV) 

ctrne 

하
 뼈

 

…” …… ’n rm m eS 

?
」

m
γ
 
야
 C 

************************************************** ************ l\. T ..... _ .L-~_ c" l''Jeurron :;,ource 

sdef 

tube 

c sdef cel=l par=sf 

erg=2.5 pos= 0 0 25.1 $15.1cm above from the bottom of the 

c 

c *************************************************************** Neutron Tally 

c (πp) Tally in He-3 

c 

fc4 *** Inner ring (n,p) Tally in all He-3 tubes *** 

f4:n (1911 211 311 411 511 611 711 811 

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sd4 

fm4 

1 

-1 18 103 $-1: total cross section, 18:material card # for He-3 

103:n-p reaction C 

c 

fc8 ***Coincidence Capture tally in he-3 tubes*** 

f8:n (1911 211 311 411 511 611 711 811 

대
 냉 



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ft8 cap 2003 

fc18 ***Coincidence Capture tally in he-3 tubes*** 

f18:n (1911 211 311 411 511 611 711 811 

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ft18 cap 2003 gate 300 3200 

fc28 ***Coincidence Capture tally in he-3 tubes*** 

f28:n (1911 211 311 411 511 611 711 811 

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ft28 cap 2003 gate 450 6400 

fc38 ***Coincidence Capture ta1Iy in he-3 tubes*** 

f38:n (1911 211 311 411 511 611 711 811 

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ft38 cap 2003 gate 450 12800 

C 

c 

c +++++++++++++++++++++++++++++++++++++++ the next line is the blank 

ter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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