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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ㅇ 핵반응 Data 연구는 원자력 및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기반연구 활동으로서, 핵반응 특성에 대한 측정실험, 평

가, 처리 및 검증 등 여러 단계를 통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는 원자력 연구개발

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됨. 

ㅇ 원자력선진국의 핵반응 특성 Data 연구는 핵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핵자료 확보에는 시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국제적인 분업과 협

력을 통하여 연구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는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핵심적

인 역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분야와 관련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반응 

Data를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핵자료 

관련 인력의 양성, 측정설비의 구축, 운영 및 개발 등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국제 분업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

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IAEA, OECD/NEA, ORNL, BNL 등과 공동연구 수행

ㅇ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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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계산 (Wq+, q = 14, 17 이온) 

-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재결합 세기 계산  (W17+ 이온)

ㅇ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  악티나이드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최신 공분산 자료 분

석

-  최신 핵데이터 기반 군정수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  최신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 기반 ORIGEN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ㅇ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단면적 측정

Ⅳ. 연구개발결과

ㅇ 국제 핵자료네트워크 구축

-  IAEA와 협력

• IAEA DCN/CRP에 참여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교류 협력 수행
• 핵반응 실측자료 데이터베이스 (EXFOR)의 국내 편집 작업 수행

-  OECD와 협력

• OECD/NEA 산하 WPEC 회원으로 활동하며 CIELO 프로젝트에 
U- 238 과 Fe- 56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 OECD/NEA 산하 JEFF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1개의 Cm 동위원소
에 대한 평가를 평가 등재 하였음.

-  ORNL과 협력

• Np- 237, Pu- 240, Cm 동위원소에 대한 핵데이터 평가 및 검증 협력
• SCALE/ORIGEN용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협
력

-   BNL과 협력

• Fe- 56 핵종에 대한 핵데이터 평가 협력

ㅇ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 현상론적 광학모형 기반 경핵종 탄성산란 미분단면적 및 단면적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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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적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추적 연구 및 계산프로그램 체계 분
석

-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 공명영역 불확실도 해석코드인 COVRES를 개량하고 구조재 및 
Np- 237 에 대한 불확실도를 해석하였음.

-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 마이너 악티나이드 (Np- 237, Pu- 240, Cm- 240- 250)의 핵반응 단면적 
개량에 참여 하였으며, 그 중 11개 Cm 동위원소를 2014년 3월에 배
포한 JEFF- 3.2에 등재하였음.

• U- 238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평가 중이며, 분리 및 비분리 공명영
역에 대한 공명상수를 생산하고 있음

• Zr, Fe, Cr등과 같은 구조재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라이브러리
를 개량중임.

ㅇ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계산 (W17+가 이온) 

• 직접 이온화 및 간접 여기 이온화를 포함하는 총이온화 단면적에 대
한 계산을 수행 최근 실험 측정치와 10%이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음. 

-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재결합 세기 계산  (W17+가 이온)

• W17+가 이온의  W16+가 이온의  다중 여기 상태로의 포획 단면적 세기를 계산함.

ㅇ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  Np- 237, Pu- 240, Cm 동위원소에 대한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를 

구축, Cm 동위원소의 JEFF- 3.2 등재에 기여

-  ENDF/B- VII.1, 업데이트된 JENDL- 4.0 등 최신 공분산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원자로 임계 불확실도 해석을 통한 검증

-  OECD/NEA 주관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해 고속로 벤치마크 문제를 이

용한 COMMARA- 2.0 자료의 검증에 기여

-  ENDF/B- VII.1, JEFF- 3.1.2 등 최신 핵데이터를 기반으로 MCNP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 배포

-  ENDF/B- VII.1, JEFF- 3.1.1, JENDL/FPY- 2011 등 최신 핵분열생성물 수

율 자료를 기반으로 SCALE/ORIGEN용 수율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

ㅇ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 고속중성자 에너지 영역의 핵자료 측정을 위한 time- of- flight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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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초전도 전자가속기와 액체납타겟을 사용 연
속에너지 고속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며, 독일 HZDR에서 사용
하고 있는 시설을 참조하였음.

• Time- of- flight시설 구축과 엑체납타겟 제작 두 분야로 나눌 수 있
음. 시설구축에서는 차폐계산 및 이를 반영한 건축설계를 수행하였으
며, 액체납타겟 제작 분야는 열선원 계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
설계 및 일부 제작이 수행되었음.

-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단면적 측정 

• 원자력병원 싸이클로트론, 경주 양성자가속기, 포항 전자가속기를 이
용한 Y, Er 방사화 단면적 측정

• 독일 HZDR의 nELBE를 이용한 W 전단면적 측정
• EU IRMM의 GELINA를 이용한 U- 238 포획단면적 측정
• 일본 HIMAC을 이용한 중이온 빔 C 표적 조사시 중성자 생성 단면
적 측정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ㅇ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원자/핵자료 확보에는 시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분업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 효율성

과 경제성을 확보가 필요함. 국제기구인 IAEA 및 OECD와 원자력선진국인 

미국의 ORNL 및 BNL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세계 원자/핵자료 

연구의 최신정보를 얻고, 아직 원자력연구원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국제 원자/핵자료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우리가 

생산한 원자/핵자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데 용이 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임.  

 ㅇ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경핵종 핵반응 Data 평가를 위한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은 기초과학적인 측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에너지 개발 등 원자력 에

너지와 동위원소 생산 등 관련된 산업분야에 활용될 것임. 또한 향후 국내에

서 완공예정인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희귀 동위원소 생산 및 천체 핵물리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미시적 핵반응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는 양자역학적 

다체문제를 다루는 핵물리학과 원자물리학 등에 적용하여 이론과 실험 간의 

상호보완성 개선에 활용하고, 국내 계산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예정임.

  개발 및 개량한 공명영역 불확실도 해석코드는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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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핵심핵종에 대한 공명영역 불확실도 계산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계

산에 필요한 공명계수 중 미비한 자료는 새로운 실험자료 등의 수집을 통해 

확보할 예정임.

  마이너 악티나이드 및 핵심 악티나이드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현재 뿐만 아

니라 미래형 원자력에 대한 연구의 정밀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구조재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은 실험데이터가 부족한 핵종을 평가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개량된 평가라이브러리를 핵융합로 등의 정밀

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임.

ㅇ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생산 검증된 원자/분자 충돌 반응 단면적 자료는 핵융합 플라즈마 진단

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천체 플라즈마 모델링 반도체 제조 등의 광원 개

발 및 산업체 플라즈마 프로세싱 계산에 필요한 충돌 단면적 자료의 생산 

기술과도 연관이 있어 기초 연구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기대됨.

ㅇ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중요 핵종들에 대한 핵데이터 생산 참여 요구가 늘어감에 따라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 현재 구축한 핵데이터 검증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국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범용 SCALE/ORIGEN 코드 체계는 여전히 미국

에서 생산된 ENDF/B 기반의 핵구조 자료들을 바탕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산, 

배포하고 있음. 이번 단계에서 구축한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 생산 기

술을 통해 원자로 연소 해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핵구조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ㅇ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완료된 설계도는 건설허가 및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사용하여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액체납 타겟은 미완된 부분을 완성하여 TOF
시설에 장착되기 전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은 궁극적으로 핵자료 실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핵

자료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 됨. 평가가 이루어진 핵

반응 자료들은 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됨. 측정된 

하전입자 유도 핵반응단면적은 핵의학, 동위원소 산업, 핵융합, 소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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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도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중성자 반응 단면적은 주로 

원자로 개발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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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the Project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Atomic/Nuclear Reaction Data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ㅇ As a study of Nuclear data is a basic research activity which accumulates 

nuclear data continuously for R&D of nuclear technology and related fields, 

it consist on measurement, evaluation, processing and validation of nuclear 

data. The research is necessary to ensure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technology. 

ㅇ Most developed countries continue investment in the nuclear data R&D to 

meet their nuclear industry needs and are in cooperation with other group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various ways because  the nuclear 

data R&D is required big and continuous investments for facility and 

human/material resources to secure nuclear data.

ㅇ As nuclear energy plays a core role in the nation energy source, Nuclear 

Data Center (NDC) of KAERI was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which is 

to provide nuclear data on time for nuclear power and related fields. The 

project is indispensable for the center to control the domestic R&D of 

nuclear data activity and to carry out the cooperative works with foreign 

R&D center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ㅇ Establishment of Atomic/Nuclear Data Network

-  Cooperation with IAEA

• Collaboration with IAEA through DCN/CRP 
• Compilation the domestic measurements of nuclear data into 
Experimental Nuclear Reaction Data (EXF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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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ation with OECD

• NDC has joined WPEC and JEFF projects organized by 
OECD/NEA and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core nuclides.

-  Cooperation with ORNL

• Cooperation in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Np- 237, Pu- 240, and 
Cm isotopes

• Cooperation in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fission product yield 
library for SCALE/ORIGEN

-   Cooperation with BNL

• Cooperation in evaluating Fe- 56 for CIELO project 

ㅇ Evaluation and Method Development for Nuclear Reaction

-  Development of theoretical model for light nuclei

-  Improvement of the resonance region uncertainty analysis code

-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the actinides and structural materials

ㅇ Production and Validation of Atomic/Molecular Collision Cross Section

-  Calculations for electron- impact ionization (EII) cross sections (Wq+, q = 

14, 17 ions)  

-  Calculations for electron- impact recombination cross section (W17+ ion)  

ㅇ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and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for minor actinid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covariance data

-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group constants based on recently available 

nuclear data

-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fission product yield library for ORIGEN 

based on recently available nuclear structure data 

ㅇ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and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ix -

IV. Results of Project

 ㅇ Establishment of Atomic/Nuclear Data Network 

-  Cooperation with IAEA

• Collaboration with IAEA through DCN/CRP 
• Compilation the domestic measurements of nuclear data into 
Experimental Nuclear Reaction Data (EXFOR) Database

-  Cooperation with OECD

• As a member of OECD/NEA, an evaluation methodology of 
nuclear data was developed, and a revision of the nuclear data 
library for core nuclides in cooperative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foreign countries was made.

-  Cooperation with ORNL

• Cooperation in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Np- 237, Pu- 240, and 
Cm isotopes

• Cooperation in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fission product yield 
library for SCALE/ORIGEN

-   Cooperation with BNL

• Cooperation in evaluating Fe- 56 for CIELO project 

 ㅇ Evaluation and Method Development for Nuclear Reaction

-  Development of theoretical model for light nuclei

• The elastic cross sections of Boron isotopes are calculated from 
the differential cross sections on the basis of the phenomenological 
optical model.

• The microscopic models of the nuclear structure/reaction of light 
elements are theoretically studied and the computer programs for 
microscopic calculations are surveyed. 

-  Improvement of the resonance region uncertainty analysis code

• The resonance region uncertainty analysis code has been improved 
and the uncertainty analyses for Mn- 55 and Np- 237 have been 
carried out.

-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the actinides and structural materials

• The revision of the evaluated library for minor actinides was 
carried out, and the evaluated files for 11 Curium isotopes have 
been adopted new JEFF- 3.2 Library released in March 2014.

• New evaluation of the resolved and unresolved resonance region 
for U- 238 capture cross sections has been carried ou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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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JRC- IRMM at Belgium.
• The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structural materials is being 
developed and new evaluated files for future nuclear fusion 
reactors  will be produced

ㅇ Production and Validation of Atomic/Molecular Collision Cross Section

-  Calculations for EII cross sections (Wq+, q = 14, 17 ions)  

• Calculated total ionization cross sections agree with recent 
experimenal results within 10∼25% 

-  Calculations for electron- impact recombination cross section (W17+ ion)  

• Dielectronic captured cross sections for W17+ to  W16+ were obtained.

ㅇ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and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for Np- 237, Pu- 240, and Cm- isotopes and contribution to registration of 

Cm- isotopes data for JEFF- 3.2 

-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covariance data (i.e., ENDF/B- VII.1 and 

JENDL- 4.0- update) and validation of the data through nuclear data 

sensitivity/uncertainty analysis for some criticality benchmark problems

- Contribution to validation of COMMARA- 2.0 covariance data through 

some fast reactor benchmark analyses under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 operation managed by OECD/NEA

-  Generation, validation, and dissemination of ACE- format libraries for 

MCNP based on recently available nuclear data (i.e., ENDF/B- VII.1 and 

JEFF- 3.1.2)

-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fission product yield libraries for 

SCALE/ORIGEN based on recently available nuclear structure data (i.e., 

ENDF/B- VII.1, JEFF- 3.1.1, and JENDL/FPY- 2011)

ㅇ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and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 Research for building time- of- flight facility has been performed. It 
utilize super- conducting electron accelerator, which KAERI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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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quid lead target. This facility refers to HZDR facility in 
Germany.

• This work can be divide two areas which are building 
time- of- flight facility and manufacturing liquid lead target. For 
building facility area, shielding analysis and architectural design 
have been performed. For liquid lead target, heat and structural 
analysis and manufacturing main part have been done.

-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Measurement of activation cross section of Y and Er by using 
KIRAMS cyclotron, KOMAC and Pohang electron accelerator

• Measurement of total cross section of W by using the neutron 
source nELBE of HZDR

• Measurement of capture cross section of U- 238 by using GELINA 
of EU IRMM

• Measurement of neutron production cross section by using 
HIMAC

V. Proposal for Applications

ㅇ Evaluation and Method Development for Nuclear Reaction

 Theoretical model development of light nuclei reaction is important in 

various basic sciences. Also, it plays key roles in nuclear and fusion 

energy developments and related areas. There would be a great deal of 

demands in the nuclear astrophysics and the rare- isotopes production from 

Heavy Ion Accelerators. Especially, the microscopic reaction models based 

on quantum many- body theories would contribute in advancements of 

nuclear and atomic physics as well as computational sciences.

The improved resonance region uncertainty analysis code can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cross section uncertainty in the resolve resonance 

region. The resonance parameters and their uncertainties required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will be electronically collected and stored in database 

for the further calculations.

ㅇ Production and Validation of Atomic/Molecular Collision Cross Section

     Calculated atomic collision cross sections are used in fusion plasm 

modeling, and the methodology can be utilized in astrophysical plasma 

modeing,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light source for lithograhy, 

and industrial plasma process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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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and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The established nuclear data validation system could be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for major nuclides. The 

fission product yield libraries based on the recently available nuclear 

structure data would give many researchers the opportunity of utilizing any 

new data other than the ENDF/B- based libraries.

ㅇ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and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As soon as we get the construction permit and budget, a 
construction will be begin using the architectural design. For liquid 
lead target, the remaining part will be manufactured and performance 
test will be performed before installation.

-  Measurement of Nuclear Data

Measured nuclear reaction data are eventually recorded in EXFOR and 

used as basic data for nuclear data evaluation. Evaluated nuclear data 

ar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Measured charged- particle induced activation data are used for medical 

industry, nuclear fusion, transmutation and semiconductor industry. 

Measured neutron reaction data ar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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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IAEA의 Nuclear Data Section(NDS)은 원자력 관련 응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자료를 확보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는 등 각종 온라인서비스와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AEA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과 분업은 다양한 핵자료 확보에 요구되는 사항으

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연구 결과를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IAEA NDS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국제 핵자료센터 네크워크

(NRDC: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Reaction Data Centres) 기술회의

를 개최하여 참여 센터들의 업무 진행 보고와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며, 

핵반응 실측자료 데이터베이스(EXFOR)와 서지정보를 기록한 CINDA 

(Computer Index of Nuclear Reaction Data)에 대한 편집현황과 기술적인 문제

들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는 NRDC에 2000년 

가입을 시작으로 기술회의에 참여하여 핵반응데이터 편집, 관리 및 해석과 관련한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을 파악하고 연구항목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으며, IAEA 주

관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핵자료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

는 핵반응 실험데이터를 EXFOR에 등재하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핵반응 

실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AEA와의 협력을 통해 핵

자료 관련 분야의 최근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핵자료에 대한 기술정보를 습득하

는 등 국제 핵자료 네트워크에 기여하여 원자력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

로 기대된다.

IAEA Nuclear Data Section(NDS)/Atomic and Molecular (A&M) unit은 

원자 분자의 충돌 및 복사 프로세스의 국제적 권장 수치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Data Center Network (DCN), Code Center 

Network (CCN),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CRP)등을 관장 하며, 여러 

전문가 meeting을 조직하고 기술보고서들을 발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Council (IFRC)의 A&M subcommittee에 의해 

활동들이 감독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DCN, CRP 활동을 통해 IAEA 

NDS/A&M unit과 협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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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NEA와 협력

Nuclear Energy Agency (N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OECD/NEA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과학, 기술, 국제협력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OECD/NEA는 매년 두 차례의 JEFF (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회의와, 한 차례의 WPEC 회의를 주관한다. 원자력연구원은 

OECD/NEA 회원으로써 매년 참석하여 핵자료 연구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JEFF 라이브러리 개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WPEC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자료 연구

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ORNL과의 협력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는 공명영역의 핵자료 및 공

분산 자료의 생산에 치중해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

터에서는 ORNL과 공동으로 Np-237, Pu-240, Cm-240~250 핵종을 재평가하

여, 그 중 Cm 동위원소 자료를 JEFF-3.2에 등록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향후 

공명영역 핵자료 생산과 핵데이터 처리 및 검증 영역에서 ORNL과의 지속적인 연

구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BNL과 협력

미국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는 최신 핵자료를 수집 및 평

가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핵심 핵자료센터이다. BNL 은 핵구조 및 핵반응 자료, 

핵자료 DB 및 정보 기술, 핵자료 수집 및 평가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표

준핵자료집인 ENDF/B (Evluated Nuclear Data File)를 배포 및 관리한다. 현재 

BNL과의 핵자료관련 공동연구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위원회”의 상설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BNL 은 핵반응모사코드인 EMPIRE[Her07] 를 개

발한 경험도 있어 추후 국내 핵자료평가 관련코드의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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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핵반응 Data는 원자력 발전을 비롯하여 동위원소 생산, 핵의학, 국방, 에너지산

업 및 기초과학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핵반응 Data 평가에 있어

서 실험 data와 이론적 계산은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론모형은 실험 data

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론계산결과를 사용하여 실험 data의 미비점

을 보완할 수 있다.

핵반응 계산코드는 N-체 Schroedinger 방정식이 요구되나, 광학모형을 사용

하면 1-체 Schroedinger 방정식을 사용하여 다룰 수 있다. 광학모형을 기반으로  

핵반응을 계산할 수 있는 전산코드로는 TALYS, EMPIRE, FRESCO 등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전산코드는 각기 채택한 이론모형에 따라 초기 입력자료가 

다르고 계산시간도 다르다. 대표적인 핵반응 계산코드인 TALYS와 EMPIRE는 미

시적 이론모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준위밀도와 광학모형에 대해서는 현상론적 모형

을 ECIS 코드에 여러 방법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ECIS는 구

형 광학모형과 같이 단순한 경우, 직접 반응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직접 반응

은 채널 결합모형을 사용하며 변형된 핵에 대해서는 왜곡된 Born 근사 파동함수를 

사용한다.

Boron 핵종 실험데이터에 역산란 기법을 적용하여 광학모형 포텐셜을 구하였

고, 이로부터 탄성산란 미분단면적과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경핵종 핵반응에 대하

여 양자역학적 다체문제에 기본원리를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법, 즉 N-체 핵자 사

이의 상호작용을 Schroedinger 방정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경핵종 핵반응 모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추적 연구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핵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핵반

응 모형을 수립하여 수치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위한 이론연구와 컴퓨터 계산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

2.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공명영역 해석코드는 원래 커널근사를 통해 포획 및 산란반응 단면적의 불확실

도를 계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량하여  MLBW (Multilevel Briet 

Wigner) 공식[Bre36]으로부터 유도한 민감도 계산을 통해 보다 정밀한 불확실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핵분열반응 단면적에 대한 불확실도 계산 기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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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구조재 불확실도 계산을 재수행하고 Np-237 에 대한 

포획, 산란, 핵분열단면적 불확실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3.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원자력데이터개발연구센터가 핵분열생성물이나 희토류등의 핵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여 국제표준핵반응 라이브러리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핵심 핵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에 평

가를 착수하였으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

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핵종은 원자력 및 핵융합로의 핵심핵종인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이고, Cm과 같은 마이너 악티나이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완료하여 

JEFF-3.2에 2014년 3월에 배포되었다. 현재는 원자력 에너지의 핵심 핵종인 

U-238은 측정 및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중요 원자로와 핵융합로의 구조

재인 Zr, Fe, Cr등에 대한 평가 기술과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 중이다.

제 3 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내화성이 커서 자장 핵융합 대면재로 유력한 텅스텐(W, 원자번호 Z=74)과 토

카막 플라즈마와의 상호 작용으로 W 중성원자 및 이온의 플라즈마내 에서의 분광 

스펙트럼 측정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분광 스펙트럼 분석 모델링에는 원자/이온의 

플라즈마내 전자 충돌 이온화/재결합 반응단면적이 기저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전자가 많은 무거운 복잡한 원자인 W 및 그 이온들의  충돌 단면적 및 전이 에너

지 자료는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정밀도가 떨어지고 불확실도도 큰 상황이다. 특

히 전자가 많은 중성 및 저가 이온의 원자 충돌 및 분광 자료의 경우는 입사 전자

와 목표 원자/이온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그 단면적 및 에너지 준위의 이론

적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적인 분야로 본 과제에서는 상대론적 원자 구조 

계산 프로그램인 FAC (flexible atomic code)를 사용, 수정 보완 하여 저가 텅스

텐 이온의 전자 충돌 이온화 재결합 단면적을 계산하고 타 연구 그룹의 이론 계산 

결과 및 실험 자료와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제 4 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본 과제에서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최신 평가핵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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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오고 있다. 수년 동안 ORNL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생산된 악티나이드 핵종인 

Np-237, Pu-240, Cm-240 ~ 250에 대한 핵자료 및 공분산 자료는 수차례의 

평가-검증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하나의 파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

정에서 예비 검증 계산 결과는 평가 자료의 보완을 위한 입력으로 활용되었으며, 

최종 완성된 평가 자료들은 보다 상세한 검증 계산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로 Cm 동위원소에 대한 핵자료가 JEFF-3.2에 등재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2011년 말에는 ENDF/B-VII.1이 발표되며 총 190 핵종에 대한 공분산 자료

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JENDL-4.0에 크게 의존하던 공분산 자료의 선택권이 다

양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핵종들의 공분산 자료가 중성

자 스펙트럼, 핵연료 물질, 기하구조의 차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OECD/NEA 주관 국제 공동 연구에서 선정한 고속

로 검증 문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공동 연구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 단계에 즈음하여 ENDF/B-VII.1, JEFF-3.1.2 등의 새로운 평가핵자

료가 등장하였고, 본 과제에서는 MCNP 코드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임계도 검증 계산을 수행한 후 배포하였다. 특히, 이번 단계에는 ORNL의 SCALE 

코드 시스템에 포함된 핵연료 연소/붕괴 계산 코드인 ORIGEN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하였다. 최신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

한 수율 라이브러리들은 U-235와 Pu-239의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 계

산을 통해 상호 비교되었고,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제 5 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핵자료 측정은 핵자료 database 구축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북대, 포항가속기

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위탁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원자력 연구의 기초

인 핵자료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측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합한 중성자원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중성자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17 MeV 초전도 전자가속기를 선정해서 2008년도에 feasibility study

를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정시설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17 MeV 전자가속기는 초전도가속기로 빔

의 펄스폭이 수십 ps 정도로 중성자 생성 표적을 compact하게 만들 경우에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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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에서도 중성자 에너지 resolution을 좋게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반면에 repetition rate가 작으면 중성자 생성량이 비례해서 작아지므로 

repetition rate가 높아도 괜챦은 고속중성자 측정에 적합하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은 eV 급의 저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므로 상호 

보완관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생성 표적, 측정실 등의 개념설계를 수행하면서 장치의 

특성 분석에 필요한 핵계산, 열수력 계산, 차폐 계산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측정 시설의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KAERI 자체적으로 핵자료를 측정한 경험이 없으므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서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본격적인 핵자료 

측정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가속기 기반의 KAERI 중성자원

이 완성된 후의 측정 장비 설치 및 측정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서 빔 조사시 표적 샘플 핵종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방사화 생성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첫째로,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Er의 양성

자 유도 핵반응에 대한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45 MeV의 양성자 빔을 99.9% 이

상의 고 순도 Er에 조사하여 생성되는 치료용 및 진단동위원소인 Tm-165과 

Tm-166의 핵종에 대한 생성단면적이 측정되었다. 둘째로, 포항전자가속기의 전

자빔을 이용하여 생성된 제동복사 빔을 이용하여 Sm의 감마유도 핵반응으로부터 
143m,gSm의 이성질체 수율비를 측정하였다. 셋째로, 경주양성자 가속기에서 57 

MeV의 양성자 빔을 단일동위원소로 이루어진 Y 표적에 조사한 후, 생성되는 방사

성핵종들의 단면적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국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험을 수행하

고 분석하였다. 첫째로, 독일 HZDR과 협력하여 W의 전단면적을 측정하였다. 

201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HZDR의 중성자

원 (nELBE)을 이용하여 W, Au, Fe에 대한 전단면적 측정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KAERI, 독일 HZDR, EU의 IRMM 3개의 팀이 참여한 공동측정실험으로 

KAERI는 W, HZDR은 Fe, IRMM은 Au 샘플을 각각 준비하여 전단면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핵데이터 측정에 많은 경험이 없는 KAERI는 이와 같은 국제공동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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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험에 참여하여 핵데이터 측정결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핵데이터 측정 노하우

를 습득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로, EU의 

IRMM의 전자가속기 중성자원 GELINA를 이용하여 U-238의 포획단면적을 측정

하였다. 원자력발전 연료의 가장 중요한 핵종인 U-238에 대한 기존 라이브러리

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은 신뢰할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WPEC CIELO 프로젝

트와 IAEA Standard Library CRP에서는 U-238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명영

역 중성자 포획 단면적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공명영역

의 평가는 모델 계산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실험 자료가 필수이다. 원자력연구

원은 이런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의 폭을 넓히는 일환으로 

벨기에 Geel에 위치한 EC-JRC-IRMM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성자 포획 단면적

을 측정하였다. 셋재로 일본 HIMAC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생성 단면

적을 측정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중이온가속기시설은 많지 않으며, 특히 주요 관심

사인 중이온빔의 중성자생성에 관한 핵반응데이터를 측정, 생산하고 있는 곳은 4

개 시설 정도이다. 이중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생산하

고 있는 곳은 HIMAC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KAERI 원자력데이터 개발검증센터에서 구축한 국제 핵자료 네트웍을 통해, 

HIMAC에서 중이온빔을 사용하여 이차중성자 생성 핵반응데이터 측정실험을 수

행하고 있는 일본 큐수대학의 측정팀과 접촉하여 협력실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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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는 핵자료 생산, 평가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IAEA 회원국으로서 IAEA에서 주관 하는 다양한 연

구에 참여 중이다. 특히 국제 핵자료 센터 (NRDC)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NRDC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핵자료 연구 방향 및 EXFOR 편집체계의 검토, 연구

항목 조정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실측 핵반응 자료를 수치화하여 국

제실험자료데이터베이스 (EXFOR)에 등재하는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적

으로 IAEA NDS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OECD/NEA와 협력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OECD/NEA의 JEFF 및 

WPEC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과 최근 핵데이터 관련 정보교환 및 연구동향을 공

유한다. 이 회의는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등의 모든 원자력선진국의 핵데이터 센

터가 참여하고 있다. JEFF 회원국들은 사용자의 요구 또는 새로운 평가가 완료되

었을 때 JEFF 라이브러리의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OECD/NEA의 WPEC 

회원국들은 핵심 핵종에 대한 더 정밀한 요구가 미래 원자력 산업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H-1, O-16, Fe-56, U-235, U-238 및 Pu-239에 대한 더 정밀한 

평가를 회원국간의 자발적 참여로 수행하기로 하여 새로운 Subgroup을 2013년에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도 U-238과 Fe-56의 평

가 라이브러리 개량에 참여하고 있다.

3. ORNL과의 협력

ORNL에서는 핵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AMPX 코드를, 핵데이터의 검증 및 활용

을 위해 SCALE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SCALE에 포함된 

ORIGEN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생산 및 검증을 위해 ORNL과의 

협력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앞으로도 핵데이터 관련한 ORNL 만의 강점 기술들을 

습득하여 국내 핵데이터 처리 및 검증 기술의 보완에 힘써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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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NL과 협력

국내에서는 핵자료 평가와 관련하여 BNL 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은 한

국원자력 연구원이 유일하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유럽 등지의 유관기간에서 핵자

료와 관련하여 BNL 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NL 의 NNDC 는 현

재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CSEWG (Cross Section 

Evaluaton Working Group) 의 의장직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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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를 통해 BNL 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2001년 미국 에너지부는 SciDAC (Scientific Discovery through Advanced 

Comput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INCITE (Innovation and Novel Computational 

Input on Theory and Experiment) 프로그램에 있는 대용량 병열형 수펴컴퓨터 

사용을 기초과학 연구에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방대한 계산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이론적 연구에 국한되었던 핵구조와 핵반응 연구에 필요한 양

자역학적 다체이론에 대하여 미시적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내 9개 대학, 7

개 국립연구소에 소속된 50여 명의 물리학, 응용수학 및 컴퓨터 관련 연구자들이 

UNEDF (Universal Nuclear Energy Density Functional) 그룹을 결성하여 계

산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2013년 미국 에너지부는 INCITE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성능을 대폭 

강화시킨 결과,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수퍼컴퓨터 Mira는 

IBM Blue Gene/Q를 기반으로 계산능력이 10 petaflops에 달하고,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수퍼컴퓨터 Titan는 Cray XK7을 기반으로 그 계

산능력이 20 petaflops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계산자원의 많은 부분이 핵물리 연

구그룹 NUCLEI (Nuclear Computational Low Energy Initiative)에 배정되어, 

2015년 Mira에는 1 억 CPU-시간, Titan에는 1억 5백만 CPU-시간이 배정되는 

등, INCITE 프로그램에서 계산자원 사용 순위가 3위에 올라 있다.

일본도 계산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2012년 계산능력이 약 10 petaflops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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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후지쯔사 수퍼컴퓨터 K-computer를 이화학연구소에 설치하였다. 이를 이용

하여 핵물리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치계산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계산능력이 약 33.86 petaflops인 Tianhe-2를 2013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수퍼컴퓨터 세계 1위에 올라 있으나, 핵물리학 등 기초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루

마니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의 경우에는 아직 수퍼컴퓨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주로 미국내 과학자들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미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핵물리학을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 건설 중인 중이온가속기는 희귀방사성 핵종에 대한 연구에 집중될 예정

이며, 특히 중이온가속기와 ISOL/IFF (Isotope Separation On-Line/In-Flight 

Fragmentation)를 사용하면 희귀 경핵종의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경핵종을 중심

으로 핵물리학 이론과 실험 연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경핵종의 핵구조

와 관련된 연구활동은 일부 국내 대학에서 시작은 되었으나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수퍼컴퓨터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개발과 관

련하여 국내 연구활동은 극히 적은 편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경핵종 핵구조와 핵반응과 관련된 연구활동은 기초이론을 위주

로 수행되고 있으며, 선도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산 프로그램 체계를 파

악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대용량 병렬형 수퍼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범

위에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공명영역의 핵반응단면적 불확실도 계산은 Low-fidelity 방법[Wil07], 

R-matrix 코드인 SAMMY[Lar08]를 활용하는 방법[Lea12], Atlas-KALMAN 

방법  등이 있다. Low fidelity 방법은 공명영역 전체에 하나의 불확실도 값을 부

여하는 방법으로 불확실도 연구 초기에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SAMMY 방법은 실

험자료를 직접 해석하여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불확실도를 도출하며, 

Atlas-KALMAN 방법은 S.F. Mughabghab 의 "Atlas of Neutron 

Resonances"[Mug06] 에 수록된 공명계수 및 공명계수의 불확실도로부터 민감도

를 평가한 후 KALMAN 해석을 통해 핵반응단면적의 상관계수 및 불확실도를 계

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명영역 해석코드는 

Atlas-KALMAN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공명계수 및 공명계수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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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이용하여 고유의 민감도 계산을 통해 불확실도를 계산하며 계산절차가 단순

하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원자력데이터개발연구센터는 국제표준핵반응 라이브러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

으나, 원자력에너지의 핵심 핵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에 평가에 

대해서는 미진했다. 그 이유는 원자력선진국에 비해 핵데이터의 평가의 역사가 짧

고, 측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원자력연구원이 평가한 라이브러리가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우수한 평가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기관에서 공동연

구를 제의하고 있고 원자력 관련 핵심핵종의 평가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에는 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핵융합로의 핵

심핵종인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이터 

악티나이드에 대한 평가를 새로 평가되어 2014년 3월에 배포된 JEFF-3.2 등재

하였다. 또한 핵심 핵종인 U-238의 평가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3년내로 평가

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Zr이나 Fe와 같은 중요 구조재의 평가기술 개발 및 

라이브러리 개량에도 참여하여 핵반응 모델 계산으로 평가가 힘들었던 핵종에 대

한 평가도 수행중이다.

제 3 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원자/분자 충돌 반응 단면적 Data분야의 국내 연구 그룹으로는 국가 핵융합 연

구소에서 주로 기존 자료의 수집/평가 업무를 주로 해오고 있고, 산업용 플라즈마

의 저에너지 영역 반응 단면적이 주 연구 분야이다. 몇몇 소수의 대학에서  이론적 

실험적 충돌 반응 자료연구의 실험 및 이론 계산 연구가 진행되 오고 있다. 텅스텐

과 같은 복잡한 원자계의 충돌 단면적 자료를 최신 계산 기법으로 생산하는 연구

그룹은 본 연구진이 유일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는 30-40년간 독일의 막스플랑

크 핵물리연구소의 test storage ring (TSR)에서 원자 분자 충돌 단면적 자료가 

측정되어 왔고, 좀더 소규모 장비로 electron beam ion trap (EBIT)장비에서 분

광 자료와 여기 단면적이 측정되어오고 있다. 미국 NIST, LLNL, LANL등의 국립 

연구소와, Harvard, Columbia, Auburn, Georgia State Univ. 등이 이 분야의 실

험/계산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Queen's Univ. Belfast, 

Univ. Strathclyde (영국)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 Kurchatov Inst. 

(러시아) 등이 연구 그룹들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JAEA, NIFS등의 국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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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와 대학들, 중국의 Key laboratory of Atomic Molecular Physics, 대학들이 

활발하게 연구 하고 있다. 국제 기구인  IAEA에서는 CRP (Coordinate Research 

Projects), DCN(Data Ceneter Network)를 통한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으며, NDS A&M unit에서 DB를 관장하고 있다.

제 4 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국내의 공분산 자료 이용 연구는 200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공분산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용한 공분산 자료를 이용

한 적분인자의 불확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해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결

국, OECD/NEA로부터 SUSD3D라는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코드를 도입하여 

ANISN 또는 DANTSYS 코드와 연계한 결정론적 코드 기반 핵자료 불확실도 해

석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 후, 서울대 핵공학과에서 핵자료 불확실도 해석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자체 개발 중인 몬테칼로 코드인 McCARD에 불확

실도 해석에 필요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핵자료가 임계도 등의 적분인자

에 미치는 불확실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각국의 핵데이터 센터에서는 공분산 자료의 생산 및 이용 연구에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고속로 개발과 관련하여 20여 핵종의 공분산 자료를 생산

하여 JENDL-3.3에 수록한 이래로, 2010년 JENDL-4.0을 발표하면서 95개 핵

종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포함시켰다. JENDL-4.0 공분산 자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핵종인 모든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극받은 미국은 2010년 말 후속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1을 공식 발표하며 새롭게 평가된 핵반응 자료는 

물론 총 190 핵종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포함시켰다. 

OECD/NEA는 2009년부터 공분산 자료의 검증/이용 및 핵자료 보정 

(adjustment)과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WPEC Subgroup 33: 

"Methods and Issues for the Combined Use of Integral Experiments and 

Covariance Data")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고속로 관련 1차원/2차원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고, ENDF/B-VII.1 공분산 자료의 모태가 된 COMMARA-2.0 

[Her11] 자료를 각국이 보유 또는 활용하고 있는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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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다.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공분산 자료가 원자로의 임계도, 스펙트럼 

지수 등의 적분 인자에 미치는 민감도/불확실도를 파악하고 이를 핵자료의 보정에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원자로심 해석 분야에서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

고자 하는 최초의 국제 공동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공분산 자료 이용 관련 전문가

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OECD/NEA는 WPEC SG33의 후속 국제 공동 연구를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WPEC Subgroup 39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목은 “Methods 

and Approaches to Provide Feedback from Nuclear and Covariance Data 

Adjustment for Improvement of Nuclear Data Files”이다. 이 공동 연구는 

WPEC SG40의 CIELO 프로젝트와도 상호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

제 5 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국내에서는 중성자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로 포항가속기연구소에 

100-MeV급 시험용 전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eV 영역의 중성자를 생성하는 

실험 설비를 구축하여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핵자료 측정설비는 비행시간법(TOF)에 의해 에너지 분해가 가능하며 열중성

자 에너지영역에서 수 keV 중성자 에너지영역까지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의 방사화 단면적 측정은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사화 단

면적 측정에 사용된 가속기 시설로는 원자력병원의 싸이클로트론, 경주 양성자가

속기, 포항 전자가속기 등이 있다. 원자력병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는 양성

자나 알파 빔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화 단면적 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경

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서는 양성자 빔에 의한 방사화 단면적이 측정되어 왔다.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2014년도부터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 양성자 빔 에너지가 

100 MeV까지 가능해서 원자력병원 싸이클로트론으로 측정하지 못했던 50 MeV 

이상의 에너지에서의 측정이 가능해졌다. 포항 전자가속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빔을 표적에 조사해서 생성되는 감마선을 샘플에 조사하여 감마선에 의한 방

사화 단면적을 측정해 오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하는 해외 설비로는 일본 경도대학 원자

로 연구소, 미국 Oak-Ridge 연구소의 ORELA, 뉴욕에 있는 RPI 대학교의 펄스

형 중성자 설비, EU IRMM의 펄스형 중성자 설비인 GELINA, 독일 HZDR의 중

성자원 nELBE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수 MeV 에너지영역의 핵자료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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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중성자 생성설비는 에너지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여 핵자료 측정에 필요한 공

명에너지 영역에서의 핵자료들을 얻기 위한 정밀한 실험에 매우 유리하다.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해외의 중성자 핵자료 측정 설비로는 일본 동경공대 

Pelletron 가속기가 있다. 가속되는 1.903 MeV의 양성자를 7Li 표적에 조사하면 
7Li(p,n)7Be 반응으로 생산된 중성자의 에너지가 수 keV에서 100 keV에너지 영

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 

Oak-Ridge 연구소와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에서는 대형 양성자가속기를 이

용한 파쇄중성자 설비를 건설하여 실험 수행 중에 있다. 향후 이러한 핵파쇄 중성

자 (Spallation Neutron) 설비에서 대량의 핵자료 측정실험이 수행 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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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IAEA NDS (Nuclear Data Section)/A&M (Atomic and Molecular) 

Unit에서는 원자/분자 각 국가의 데이터 센터들의 네트워크 (DCN, Data 

Center Network)를 조직하여 핵융합 및 다른 응용 분야에 필요한 원자/분자 

데이터의 수집/평가/부분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ADAS, 일본 

JAEA와 NIFS, 러시아 Kurchatov Institute, 미국 NIST, 독일 FZJ와 같은 

세계적인 원자/분자 물리 분야의 수십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 기관 및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 그룹도 원자충돌 반

응 단면적 분야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NFRI와 함께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3.1.1-1 참조).

그림 3.1.1- 1 IAEA 주관 NDS/A&M Unit의 국제 DC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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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이온의 전자 충돌 이온화 및 재결합 단면적 관련 연구로  IAEA 

" Spectroscopic and Collisional Data for Tungsten from 1 eV to 20 

keV "   CRP 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 그림 3.1.1-2와 같은 연구 

agreement를 받았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itle : “ Electron Impact Ionization and Recombination of 

Lowly Charged, Near Neutral Tungsten Ions "

 1st Yr. (2012. 2 - 2013. 1) : Cross sections for electron 

impact ionization (EII) of W+ forming W2+

 2nd Yr. (2013. 2 - 2014. 1) : Cross sections for dielectronic 

recombination (DR) of W2+ forming W+. Cross sections for EII of W 

forming W+.

 3rd Yr. (2014. 2 - 2015. 1) : Cross section for dielectronic 

recombination (DR) of W+ forming W. Cross sections for EII of other 

lowly charged Wq+ (q>2).

그림 3.1.1- 2 IAEA CRP researc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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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주관 하에 전 세계 핵자료센터들의 참여하고 있는 NRDC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Reaction Data Centres)는 각 센터에서 수

행한 핵자료 연구와 그 결과를 수집, 편집, 배포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 (KNDC)는 2009년부터 EXFOR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를 시작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핵반응 실험데이터를 수집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표 3.1.1-1는 NRDC 각 센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 준다. 한

편 지난 3년간 (2012년 4월/ 파리, 2013년 4월/ 비엔나, 2014년 5월/ 스몰레니

체) NRDC 회의가 열렸으며,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에서도 대표자가 참석하여 

EXFOR 편집체계의 검토와 핵자료 연구방향 논의, 진행보고서 발표 등 활발한 활

동을 수행하였다.

핵반응 실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EXFOR를 위하여 IAEA와의 지속적인 협

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핵반응 자료들을 국제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EXFOR 형식에 기초하여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EXFOR DB에 핵반응 실험데이

터가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EXFOR 편집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보류단계, 그리고 담당 센터에 편집업무를 지정하는 

예약단계 (Reserved), 편집된 핵반응데이터가 EXFOR에 등재되기 위한 임시저장 

단계 (PRELIM), 그리고 최종적으로 EXFOR에 등재가 되는 단계 (EXFOR)로 구

분된다. 표 3.1.1-2에서 보듯이 IAEA/NDS와의 협력을 통해 총 15개의 실측 자

료들이 ENTRY 번호를 부여 받아 EXFOR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2개의 실

측자료는 EXFOR 등재를 위한 임시저장 단계에 있다. 등재된 핵반응 실험데이터

는 하전입자유도 단면적, 중성자 전단면적과 광핵반응에 의한 이성질체 수율비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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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Basic responsibility Additional compilation

KNDC
Neutron data and CPND from Korea
(coordinated by NDS)

CPND for heavy-ion data 
(coordinated by NDS)

NNDC
Neutron data and CPND from USA 
and Canada

Photonuclear data
(coordinated by CDFE)

NEA-DB Neutron data from NEA countries
CPND
(coordinated by NDS)

NDS
Neutron data and CPND from “rest 
of the world” (areas not covered 
otherwise)

 

CJD
Neutron data from former Soviet
Union (except Ukraine)

 

CaJaD
CPND from former Soviet Union 
(except Ukraine)

CPND from “rest of the 
world”(coordinated by
NDS)

CDFE Photonuclear data  

CNDC
Neutron data and CPND from 
China(entries submitted through 
NDS)

 

JCPRG
CPND and photonuclear data from 
Japan

CPND for projectiles with
nonpositive baryon
number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TOMKI

CPND from ATOMKI and data 
measured in cooperation with 
Juelich or with Free Univ. Brussels 
(entries submitted   through NDS)

 

UkrNDC
Neutron data and CPND from 
Ukraine(entries submitted through 
NDS)

Photonuclear data  
(coordinated by CDFE)   

RFNC
CPND on light nuclei, coordinated 
with   other centers

 

Indian
Neutron data and CPND from India, 
coordinated and assisted by NDS

 

표 3.1.1- 1 NRDC 참여 센터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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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per SUBJECT ENTRY Status

1 KPS 59,1007,2011 Charged particle D7004 EXFOR
2 NIMB 274,148,2012 Charged particle D7005 EXFOR

3 PRC 85,024623,2012 Gamma G3106 EXFOR

4 NIMB 276,44,2012 Gamma G3107 EXFOR
5 IJP 85,329,2011 Neutron 30828 EXFOR
6 NIMB 283,40,2012 Gamma G3108 EXFOR
7 KPS 59, 1932,2011 Neutron 30829 EXFOR
8 KPS 59,1681,2011 Neutron 30830 EXFOR
9 KPS 59,2233,2011 Neutron 30831 EXFOR
10 KPS 59,1749,2011 Gamma G3109 EXFOR
11 PRC 86,054607,2012 Gamma G3110 EXFOR
12 KPS 1,51,1968 Neutron 30832 EXFOR
13 NIMB 310,10,2013 Neutron 30833 EXFOR
14 NPA 916,168,2013 Gamma G3111 EXFOR
15 NIMB 322,13,2014 Charged particle D7006 EXFOR

16 NIMB 322,63,2014 Charged particle D7007 PRELIM
17 NDS 119,249,2014 Charged particle D7008 PRELIM

표 3.1.1- 2 EXFOR에 등재된 ENTRY number와 내용

2. OECD/NEA와 협력

OECD/NEA 산하에 있는 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 (JEFF) 

project는 핵자료 관련 평가, 실험, 검증 등의 연구를  NEA Data Bank 회원국의 

공동 연구로 수행됨. 원자력연구원은 2010부터 JEFF의 정식회원 가입이 승인되

어, JEFF 평가파일 개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4년 3월에 배포된 

JEFF-3.2의 정식버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평가한 11개의 Curium 동위원소가 

채택되었다. 또한 국제 공인 벤치마크 자료집인 ICSEBP 및 CSEWG에 수록된 다

양한 벤치마크를 수행하여 파일의 검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OECD/NEA는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WPEC)”을 주관하여, 최근의 핵데이터 관련 연구를 회원국끼리

의 협력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제안되었던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CIELO)" 프로젝트를 Subgroup 

40의 형태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회의가 2013년 11월 5일부

터 8일까지 벨기에의 IRMM (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 and 

Measurements)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CIELO 프로젝트는 원자력 핵심 6핵종 

(H-1, O-16, Fe-56, U-235, U-238, Pu-239) 평가를 2016년까지 수행하

기로 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CIEL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요핵종인 

U-238과 Fe-56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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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U-238은 벨기에 EC-JRC-IRMM, Fe-56은 미국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NNDC (Nuclear Data Center)와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ORNL과의 협력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는 1950년대부터 미국 핵자

료집 ENDF 작성을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와 함께 주도해 

왔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197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핵자료 관련 연구도 

현상유지 정도였으나, 최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며 핵자료 연구

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ORNL은 핵자료 연구 활동 중에서도 공명영역 핵자

료 생산에 치중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자료 연구팀에서는 ORNL과 공동으로 Np-237, Pu-240, 

Cm-240~250 핵종을 재평가한 바 있다. 그중 Cm 동위원소에 대한 핵자료 및 공

분산 자료를 JEFF-3.2에 등록하는 실적을 올림으로써 KAERI/ORNL간 성공적

인 연구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 공명영역 핵자료 

생산에 ORNL의 공명영역 평가코드인 SAMMY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그동안

의 공동연구 경험은 국내 핵자료 연구에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

국의 핵자료 연구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국내 핵자료 측정 

및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데이터 처리 및 검증 연구는 LANL에서 개

발된 코드 체계인 NJOY/TRANSX [Mac94], MCNP, DANTSYS/PARTISN 

[Alc95] 등의 사용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현재 ORNL은 독자적인 핵데이터 처리 

및 검증 코드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AMPX 코드는 

NJOY/TRANSX 코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SCALE 시스템

의 다양한 기능은 핵연료 연소/붕괴 계산 (ORIGEN),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불확

실도 해석 (TSUNAMI) 등 LANL의 코드 체계에서는 수행할 수 없었던 검증 연

구까지도 가능케 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ORNL과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BNL과 협력

미국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는 1952년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 수집을 시작으로 핵자료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7년 국립핵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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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DC: National Nuclear Data Center) 설립과 더불어 최신 핵자료를 수집 및 

평가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핵심 핵자료센터로 자리 잡았다. BNL 은 핵구조 및 

핵반응 자료, 핵자료 DB 및 정보 기술, 핵자료 수집 및 평가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핵자료집인 ENDF/B (Evluated Nuclear Data File)를 배포 및 

관리한다. BNL과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핵자료개량 연구

과제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BNL과의 핵자료관련 공동연구는 “한미 원

자력공동상설 위원회”의 상설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BNL에서 개

발한 핵반응모사코드인 EMPIRE의 공동개발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CIELO 프로

젝트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인 Fe-56 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EU VAMDC와 협력

 EU-FP7 프로젝트에서 지원되는 Virtual Atomic and Molecular Data 

Centre (VAMDC) 프로그램의 우주물리, 대기물리, 핵융합, 환경과학, 연소 화

학,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는 건강 임상의 영역에서 중요한 원자 분자 데이터의 

assembly & curation을 위한 글로벌 e-infrastructure를 개발하는 

SUP@VAMDC에 국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3.1.1-3 참조).

그림 3.1.1- 3 유럽 SUP@VAMD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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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경핵종 핵반응 이론 구축

핵물리학은 강한 상호작용 아래서 구속, 공명 및 산란 상태를 갖는 양자역학

적 다체문제에 대한 실험이나 이론 연구를 통하여 핵의 구조와 반응에 대한 기

초과학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그 목표 중 하나 이다. 핵의 에너지준위, 스핀, 

패리티, 붕괴강도 등, 핵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핵 내부에서 양성자나 중

성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핵반응은 중성자, 양성자, 중수소, 삼중

수소, , -입자 등과 같은 입사입자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고, 

중이온을 사용하여 온도, 각운동량, 질량, 전하와 관련된 극한 조건 아래서 큰 각

운동량이나 질량 이전반응을 연구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한 핵반응과 관련한 

정보들은 실제적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 에너지, 기타 

산업이나 의료용 인공 방사성핵종 생산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핵반응 단면적 자료는 기초과학이나 응용분야에서 대단히 중요

기 때문에 경제와 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

로 이론모형과 계산결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거대실험장치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의 일환으로 실험데이터를 측정하여 축적하고 있다.

모든 핵종에 대한 구체적인 핵구조와 관련된 이론 및 실험 데이터는 

NSR(Nuclear Science References)에 저장되어 있고, 핵반응과 관련된 실험데

이터는 EXFOR 자료집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핵구조와 핵반응에 대한 데이

터는 평가를 거쳐 ENDF-6 표준에 따라 분류되고 작성되어 핵자료 평가자료 

Library에 수록되어 있다. 핵반응에 관련된 실험 측정치 및 이론 계산 결과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고, 이 축적된 자료는 적절한 평가절차를 걸쳐 핵자료 평

가 자료집으로 유지관리 및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표 3.2.1-1은 국제적으

로 잘 알려진 핵자료 평가 자료집 일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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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1. 핵자료 평가 자료집 일람표

Library Release date

EAF-2010 Nov. 2010

ENDF/B-VII.1 Dec. 2011

JEFF-3.1.2 Feb. 2012

JENDL-4.0 May 2010

IRDFF-1.0 May 2012

TENDL-2011 Dec. 2011

EXFOR May 2012

양자역학적 다체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무거

운 핵종(A > 24)에 대하여 개발된 기존의 핵물리학 이론은 핵구조와 핵반응을 

분리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핵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규명을 위해서는 

핵구조와 핵반응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핵종(A < 16)의 경우, 양자역학적 다체문제에 대한 기본원리와 핵자 간 2체 

및 3체 상호작용을 적용한 핵구조 이론이 개발되어 대용량 병렬형 수퍼컴퓨터을 

사용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들 결과를 경핵종과 관련한 핵반응에 적용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ar13]. 

비록 광학모형이 매개변수에 대해서 유일한 값을 주지 못하고, 핵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안히 때문에 핵자-핵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지 못 한

다는 단점 때문에 광학모형에 기반한 전통적인 접근법이 A < 24인 경핵종에 적

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at79]. 그러나 광학모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용성과 효율성은 핵반응 Data 평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핵반응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N-체 Schroedinger 방정식이 요

구되나, 광학모형을 사용하면 1-체 Schroedinger 방정식을 사용하여 다룰 수 있

다. 포텐셜 산란에 대한 Schroedinger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 는 산란상태 벡터이고, Hamiltonian은 포텐셜 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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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자유입자, 즉 에 대한 Schroedinger 방정식은 자유입자 상태 벡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유입자가 포텐셜과 상호작용하면서 산란상태로 전이되는 현상은 Moeller 작

용자,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Tay72].

±  ±  

Moeller 작용자,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유입자와 산란

입자 사이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위 관계식에 따라 산란상태 벡터는 다음 식과 같은 적분방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 

위 식의 산란상태 벡터에 자유입자 상태 벡터를 내적하면 천이행렬 ′을 다음

과 같이 얻게 되고,

 ′≡  

S-행렬, ′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25 -

S-행렬로부터 산란 진폭함수 ′를 정의하면, 산란진폭함수는 아래 식과 같

이 천이행열로부터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미분산란단면적은 산란 진폭함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있기 때문에 산란 

포텐셜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구체적인 수치계산을 위하여 상태 벡터를 파동함수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여기서 ≡


은 산란 방향 단위 벡터이다.

산란 입자파와 자유 입자파를 포텐셜 함수와 함꼐 적분하면 산란 진폭함수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산란 입자파가 상호작용 영역에서 멀어지면 구면파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

란진폭 함수는 다음과 같이 포텐셜 함수로부터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Fro96].



  ⋅⋅

산란진폭 함수로부터 미분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 미분단면적을 적분하면 산

란 단면적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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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적 다체문제를 통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계산에 

Schroedinger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이 요구된다. 

실험자료로부터 추론하여 이론모형을 개발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측정값과 비

교하면서 수정해야 한다. 핵반응 형식에 따라 몇 종류의 이론모형이 제안되어 핵

반응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 

입사 입자와 표적핵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균장 포텐셜로 기술하는 광학모형 

포텐셜은 크게 미시적 접근법과 현상론적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법으로 얻을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입사입자가 표적핵의 핵구조로부터 받는 영향을 핵자-핵

자 간의 유효 상호작용과 매질의 밀도붙포를 사용하여 핵의 포텐셜을 기술하는 

방법이고, 이를 사용하여 저-중급 에너지 영역에서 folding 모형을 사용하여 탄

성산란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현상론적 접근법은 각종 핵반응에 대하여 입사

에너지 영역과 표적핵의 질량수 영역에 특화시켜 국소 광학포텐션과 광역 광학

포텐셜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Kon03]. 

현상론적 광학모형에서 사용하는 포텐셜은 복소수함수로서 입사입자와 표적핵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이 포텐셜을 사용하여 핵반응은 모양-탄

성 채널과 비탄성 채널로 분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총단면적과 반응단면적, 탄성

산란 각분포도, 강도함수 및 포텐셜 산란반경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광학모형을 사

용하여 복합핵 반응에 대한 투과계수를 계산하거나 직접반응에 대한 파동함수를 

계산하면 핵반응에 따른 여러 다른 채널에 대한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핵반응을 계산하기 위한 현상론적 광학모형 포텐셜은 쿨롱(), 부피(), 표

면() 및 스핀-궤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소수 함수로 표현되는

데, 여기에 포함되는 매개변수들은 실험데이터로부터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전기적 상호작용인 쿨롱 포텐셜은 핵반경 을 기준으로 핵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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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for 

부피(), 표면() 및 스핀-궤도() 상호작용은 Wood-Saxon 포텐셜과 

그 미분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p

 


,  


,  







허수 부분은 흡수반응을 나타내는데 입사 에너지가 낮을 경우 ()는 

주로 핵의 표면에서 흡수가 일어난다. 광학모형 포텐셜로부터 계산한 파동함수는 

직접 핵반응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왜곡된 Born 근사 파동함수 계산에 사용할 

수 있고 Hauser-Feshbach 모형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통계적 모형에서 투과율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탄성산란 실험자료를 사용하여 광학모형 포텐셜에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표준적

인 매개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양성자-핵, 중성자-핵에 대한 탄성 충돌에 대하여 

Koning과 Delaroche가 개발한 방법을 적용하여 질량, 하전량 및 에너지에 따른 

매개변수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된 

경우에를 제외하고 일반화된 매개변수 계산 방법은 없고, 대상 각각에 대하여 입사 

입자의 에너지에 따라 광학모형 포텐셜이 탄성산란을 재현하도록 조정되어야 한

다.

중성자가 Boron 동위원소와 탄성 산란하는 경우에 대하여 광학모형 포텐셜을 

조정하여 미분단면적을 계산한 결과를 실험 데이터[EXFOR]와 비교하여 그림 

3.2.1-1과 3.2.1-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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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에 대한 중성자(입사에너지 2.63 MeV와 14 MeV)의 

탄성산란 미분단면적 계산결과와 실험 데이터[EXFOR] 비교.

그림 3.2.1-2. 에 대한 중성자(입사에너지 3.74 MeV와 14 MeV)의 

탄성산란 미분단면적 계산결과와 실험 데이터[EXFOR] 비교.

실험 데이터의 양 끝 부분은 실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

려하면 계산된 미분단면적과 실험 데이터 사이의 일치성은 잘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광학 포텐셜과 이론모형의 매개변수들이 적절히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중성자의 탄성산란 단면적은 1062.9 mb/sr (2.63 MeV), 1147.1 

mb/sr (14 MeV)로 계산되었고, 은 1499.9 mb/sr (3.74 MeV), 1096.1 

mb/sr (14 MeV)로 계산되었다.

경핵종 핵반응 Data 평가에 있어서 핵종 간의 핵구조 차이를 원자번호와 질량

수에 따라 Wood-Saxon 포텐셜 매개변수에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광

학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비록 핵구조 계산이 방대하고 핵반은 모형을 구성하여 계산하기에 거대

한 전산자원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초과학 발전과 산업 및 응용분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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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본 원리에 기초한 양자역학적 다체문제를 사용한 경핵종 핵

반응 Data 평가 기술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입사 입자와 표적핵 사이의 산란현상으로부터 역산란법을 사용하여 광학모형 

포텐셜을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나, 실험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재현성에 제

약이 많다[Lic91, Kuk0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미시적 광학모형 포텐셜

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 모형과 현상론적 모형의 비교를 통

하여 핵반응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핵반응 

단면적 계산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가. 공명영역 불확실도 해석코드 개량

공명영역의 불확실도는 고에너지 영영에서와 유사하게 KALMAN 코드를 주로 

사용해서 평가하고 있다.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공명계수들을 변

화시키면서 열중성자단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계수의 단면적에 대한 민감

도를 평가한 후, KALMAN 코드를 사용하여 공분산 계산을 수행한다. 공명영역에

서 이러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계산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산란반응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퍼텐셜산란의 불확실도를 고려하기가 어려우며 계산결과 또한 

ENDF-6 포맷의 File32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도

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VRES (KERCEN) 코드는 단면적, 민감도 등에 대한 해

석적인 표현에 근거한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에 비해 계산이 투명하

고 열에너지 영역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퍼텐셜산란의 불확실도를 직접 계산

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계산결과를 ENDF 파일의 File33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NJOY 등의 후처리코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처리오류를 최소화한다.

COVRES 코드는 원래 커널근사(kernel approximation) 를 이용하여 공명영

역에서의 불확실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커널근사의 단점으로는 공명산란 사이 및 

공명산란과 퍼텐셜산란 사이의 간섭효과를 모사할 수 없으며, 에너지를 그룹화할 

때 경계가 되는 에너지가 공명 에너지에 가까우면 계산오차가 커진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MLBW (Multilevel Briet Wigner)[Bre36] 공식으로부터 민감도를 직접 

유도해 코드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공명산란

-공명산란 및 퍼텐셜산란-공명산란 간섭효과를 모사함은 물론 에너지그룹을 자

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핵분열 반응에 대한 공식도 추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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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핵분열 물질에 대한 불확실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2.2-1과 2

는 MLBW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Mn-55에 대한 포획 및 산란 계산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공명계수는 S.F. Mughabghab 의 "Atlas of Neutron 

Resonances"[Mug06] 에 수록된 값을 사용했으며, 0.0, 0.5, 1.0은 감마선 폭 혹

은 중성자 폭 등의 공명계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0.0 은 공명계수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으며, 50%는 반 정도, 100 %는 완전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퍼텐

셜 산란과 공명산란 사이의 상관계수는 –0.5 로 설정하였다. 공명이 조밀해지는 높

은 에너지 영역에서 상관계수의 영향이 매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COVRES 

에서 출력한 ENDF-6 포맷의 파일을 NJOY 로 처리한 결과는 그림 3.2.2-3에 

도시하였다. 상관계수는 0.5 이다. 그림 3.2.2-4 와 3.2.2-5 에는 기존의 커널근

사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새로 구현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포획반응

의 경우 커널근사와 새로 개량한 버전에서 구현한 MLBW 방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포획반응의 경우 산란반응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근사

적인 계산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란반응의 

경우 공명산란과 퍼텐셜산란 사이의 복잡한 간섭을 고려하고 있는 MLBW 방법과 

커널근사가 특히 강한 공명산란을 보여주는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6 과 7에는 Fe-56 과 Ni-58 이 포획 및 

산란단면적에 대한 공분산 재계산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3.2.2-1. 공명영역에서의 Mn-55 에 대한 포획 단면적 불확실도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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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공명영역에서의 Mn-55 에 산란 단면적 불확실도 계산결과

그림 3.2.2-3. 55Mn 에 대한 공분산 차트. 왼쪽 그림은 포획반응, 오른쪽 

그림은 산란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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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4. 커널근사와의 포획반응 계산결과 비교

그림 3.3.2- 5. 커널근사와의 산란반응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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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56Fe 에 대한 공분산 차트. 왼쪽 그림은 포획반응, 오른쪽 그림은 

산란에 대한 결과

그림 3.2.2-7. 58Ni 에 대한 공분산 차트. 왼쪽 그림은 포획반응, 오른쪽 그림은 

산란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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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분열 반응에 대한 불확실도 계산

공명영역에서의 불확실도를 계산하는 코드 COVRES 를 개량하여 핵분열 반응

에 대한 불확실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OVRES 의 수치적분 절차

를 최적화하고, 적분에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드를 새로 설계하여 계산시간을 줄이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새로 개량한 COVRES 코드를 사용하여 Np-237 에 대한 공명산란, 흡수 및 

핵분열 반응에 대한 불확실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공명계수는 S.F. Mughabghab 

의 "Atlas of Neutron Resonances" 에 수록된 값을 사용했으며, 누락된 퍼텐셜산

란의 불확실도는 V. Gressier[Gre99]의 실험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2.2-8, 9, 10은 MLBW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Np-237에 대한 포획, 

산란 및 핵반응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0.0, 0.5, 1.0은 감마선 폭, 중성자 폭, 

혹은 핵분열 폭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공명의 수나 그 세기가 증가하는 데 따른 

간섭효과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COVRES 에서 출력한 ENDF-6 포맷의 

파일을 NJOY 로 처리한 공분산 차트는 그림 3.2.2-11 및 3.2.2-12에 도시하였

다. 상관계수는 0.5 로 설정하였다.

그림 3.2.2-8. 공명영역에서의 Np-237 에 포획 단면적 불확실도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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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공명영역에서의 Np-237 에 산란 단면적 불확실도 

계산결과

그림 3.2.2-10. 공명영역에서의 Np-237 에 핵분열 단면적 불확실도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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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Np-237 에 대한 공분산 차트. 왼쪽 그림은 포획반응, 오른쪽 그림은 산란에 대한 결과

그림 3.2.2-12. Np-237 에 대한 공분산 차트. 핵분열 반응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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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가. 악티나이드 핵종 단면적 평가 개량

Np-237, Pu-240과 11개의 Cm동위원소에 대한 새로운 핵반응 단면적 평가

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ENDF-6 형식의 파일을 완성하여 최종 파일을 

OECD/NEA 주관의 평가핵반응 라이브러리인 JEFF DB에 제출하였다. 그 중 11

개의 Cm 동위원소가 JEFF-3.2에 실려 2014년 3월 배포되었다. 핵반응 계산은 

최신의 핵반응 코드인 EMPIRE-3.0으로 수행하였으며, 공분산 자료는 

Empire-Kalman 코드를 사용하여 생산하였다.  

CIELO의 주요 핵종 중에 하나이고, IAEA 주관의 Standards Library CRP에

서 새로 채택 예정인 U-238의 단면적 개량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중성자 측정 설비 중의 하나인  EC-JRC-IRMM에 있는 Time Of Flight (TOF) 

시설을 이용하여 핵반응 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명영역의 평가를 새롭

게 하고 있다.

(1) 마이너 악티나이드 (Np-237, Pu-240, Cm-240-250)의 핵반응 

단면적 개량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계산은 최신의 핵반응 코드인 

EMPIRE-3를 사용하였다. 핵반응 계산은 핵반응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 중 가

장 최적의 모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EMPIRE-3은 지금까지 알려진 핵반응 모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실험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도록 입력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마이너 악티나이드 

평가를 위한 EMPIRE-3 입력데이터와 관련하여 IAEA의 R. Capote 박사 등이 

만든 광학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핵의 집단적 모형을 설명하는 Empire-specific 

핵준위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Plujko 박사가 개발한 감마강도 함수를 사용하고, 

핵분열 모델은 쌍봉우리를 가지는 모형을 사용하여, 각 모델 별로 필요한 인자는 

각 핵반응별 실험데이터를 잘 모사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3.2.3-1는 Np-237과 Pu-240에 대한 개량된 핵분열 단면적 결과를 보

여 준다. 과거 라이브러리에서 보였던 1 MeV에서 5 MeV 사이의 실험데이터와의 

불일치를 수정하였으며, 10 MeV에서 20 MeV의 계산결과는 최신의 실험자료인 

Basunia(Np-237), Tovesson과 Leptev(Pu-240)의 결과를 잘 재생산하도록 

개량하였다. 한편 공명영역과 합쳐지는 부분에 보이는 큰 불일치 또한 수정하여 그

림 같은 결과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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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 Np- 237과 Pu- 240에 대한 핵분열 단면적 계산

그림 3.2.3-2는 개량된 Cm-244의 전단면적, 핵분열, 포획, (n,2n)과 같은 주

요 핵반응 단면적 결과와 이용할 수 있는 실험 자료를 비교 하였다. 전단면적과 포

획단면적에서 보이는 Fernendez의 데이터는 측정자료가 아니라 평가자료임으로 

본 연구의 평가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핵분열 단면적은 Fursov의 측정 단

면적이 잘 모사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JEFF-3.1.2는 전단면적 및 

(n,2n) 반응에서 다소 물리적이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본 연구 결과와 

JENDL-4.0의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3-3과 3.2.3-4는 11개의 Cm 동위원소에 대한 주요 핵반응 평가 결

과를 홀수와 짝수개수의 질량수를 가지는 동위원소 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특

징적인 것은 비탄성 산란과 (n,2n) 반응에서 보이는 동위원소 별 큰 차이는 경쟁 

채널인 핵분열 단면적의 큰 차이에서 기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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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 244Cm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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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3. 짝수 질량수를 가지는 Cm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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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4. 홀수 질량수를 가지는 Cm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계산.

(2) 악티나이드 (U-238) 평가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원소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U-238이고, 

비록 현재 상용로에서 핵연료로써 그것의 사용이 중수로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그

것이 핵연료로써 차지하는 비율과 미래에 사용될 고속로 등을 고려했을 때 정밀한 

U-238의 핵반응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또한 U-235, Pu-239와 더불어 U-238

의 핵반응 단면적은 Standards 자료로 분류되어 다른 핵종들에 대한 핵반응의 

Reference 핵종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U-238에 대한 정밀한 핵데이

터는 미래의 원자력 발전 뿐만 아니라, 현재 상용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

요하게 취급된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핵자료 전문가 그룹은 U-238에 

대한 기존 평가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평가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U-238은 그 중요성 때문에 현재 표준라이브러리 등에 평가가 정밀하게 되어

있지만, 공명영역에 대한 중성자 포획자료가 다소 미진하다. 공명영역의 평가는 지

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핵반응 모델 계산로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실험자료가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U-238의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실험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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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국내 어떠한 중성자 측정 설비 시설도 고

정밀도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생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최고

의 중성자 측정설비 중의 하나인 벨기에 EC-JRC-IRMM에 있는 TOF (Time Of 

Flight) 시설을 이용하여 핵반응 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실험을 위해서 12.5 m와 60m의 두 개의 TOF 라인에서 중성자 포획을 

측정하였고.  각기 독립적으로 분석한 yield 데이터를 REFIT을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공명상수를 결정할 때 병합할 예정이다. 

(가) 분리 공명영역 분석

먼저 60m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명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60 m

의 데이터는 무게함수 및 보정함수에 대한 실험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

격화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평가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자료와 기존데이터

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였다. 정확한 평가는 향후 실험데이터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

진 후 이어질 예정이다. 비록 완전한 실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힘들지만, 공명영역에 대한 실험자료의 경향은 비교 가능하다. 60m의 자료는 다른 

pulse에 의한 overlap 중성자의 영향으로 낮은 에너지의 데이터는 분석하기 힘들

정도의 background를 가지기 때문에 60m의 데이터 중 300eV 이하의 포획데이

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2.3-5과 3.2.3-6는 300 eV부터 1keV 영역의 중

성자 포획 단면적을 REFIT 코드로 공명영역의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평가한 것을 

보여 준다. REFIT 코드는 Multilevel R-matrix formalism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를 실험자료에 피팅함으로써 중성자 전단면적, 포획 및 핵분열 단면적을 결정하는 

공명상수를 만들어 낸다.  이 영역에 대한 정밀한 평가는 향후 계속되겠지만, 그림 

3.2.3-5과 3.2.3-6는 현재 예비 평가가 측정자료 재생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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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5. U- 238에 대한 300eV에서 600eV 까지 중성자 포획 단면적. 

그림 3.2.3- 6.  U- 238에 대한 600eV에서 1keV 까지 중성자 포획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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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2.5 m TOF 라인에서 측정한 중성자 포획 yield 이다. 실험자료에 대

한 분석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공명상수를 결정하는 공명 평가만 남아 있는 상태이

다. 12.5m의 데이터는 중성자 에너지가 5 eV 이상 2500 eV 이하까지의 중성자 

공명영역을 ENDF/B-VII.1의 공명상수를 이용하여  Least-square fitting을 수

행하는 REFIT 코드로 새로운 공명상수를 재생산하고 있다. REFIT으로 공명영역

을 fitting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정확한 TOF라인의 길이와 규격화 과

정이다. 그림 1에서 4까지는 TOF라인의 정확한 길이와 포화된 공명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화를 하였다. 추가로 공명영역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을 fitting하여 

2keV까지 순차적으로 fitting하여 그림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림 3.2.3-7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5eV이상 100 eV이하까지의 현재의 결과

를 ENDF/B-VII.1, 측정 자료 및 새로운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s-wave 

일때와 같이 공명진폭이 큰 영역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p-wave 과 같은 

공명 진폭이 작은 영역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서 background에 묻히기도 한

다. 그러나 실험 데이터와 공명 인자와의 차이를 나타낸 값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반복적으로 fitting과정을 수행하면 향상된 공명인자

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8,9,10는 100eV 이상 2500 eV이하까지의 공명을 나타낸다. 그림

의 공명영역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에너지에서는 명확하게 독립적인 공명

을 볼 수 있으나,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공명은 점점 겹치게 되어 분해

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2.3-9와 10은 더블 또는 트리플 피크가 

보여지는데, 에너지 분해능이 높다면 뚜렷한 공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에너지가 더 높아지며 거의 분해가 불가능한 비분리 공명영역으로 취급하여 

평균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는데 수 keV까지는 여전히 분리 가능한 공명영역이므로 

분해능이 더 좋은 곳, 즉 더 긴 TOF 라인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히 공

명인자를 도출할 수 있고 판단된다. EC-JRC-IRMM의 60m TOF 라인에서 측정

된 자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60m 데이터 분석은 차후의 일

로 남겨두고, 12m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십 keV 이상의 비분리 공명영역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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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7. 중성자의 에너지가 5 eV –  100 eV까지의 공명영역. 

그림 3.2.3- 8. 중성자의 에너지가 100 eV –  500 eV까지의 공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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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9. 중성자의 에너지가 500 eV –  1000 eV까지의 공명영역. 

그림 3.2.3- 10. 중성자의 에너지가 1000 eV –  2500 eV까지의 공명영역. 

(나) 비분리 공명영역 분석

수십 keV 영역에서도 여전히 중성자 공명이 존재하지만, 공명 진폭이 공명 에

너지 간격보다 커서 의미있는 공명인자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bin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에너지 그룹 당 포획 단면적을 구하였다. Group1은 에너

지 bin을 26개로 나누어 각 에너지 bin 당 평균 포획 단면적을 구하였으며, 

Group2는 에너지 bin을 15개 나누어 평균 포획 단면적을 구하였다. 그림 

3.2.3-11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1/v 영향을 없애기 위해 포획단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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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곱하였다. 여기서 10 keV 이하 영역은 실제로 공명영역이 존재하는 영역

으로 에너지 bin을 작게 잡을수록 점점 뚜렷한 공명이 보여지지만 10 keV 이상은 

에너지 bin을 짧게 나누어도 공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3.2.3- 11. 에너지 bin을 Group1(26 bins)과 Group2(15 bins)으로 달리하여 

생산한 에너지 bin당 평균 포획 단면적 비교.

포획 측정을 할 때 샘플의 두께에 따라 실제 단면적과 측정 단면적이 달라지는

데, 이것은 샘플이 두꺼우면 포획되지 않고 산란되는 중성자가 다시 포획되는 현상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란 중성자의 포획 영향은 무한히 얇은 가상

적인 샘플과 실제 샘플을 MCNP 등으로 전산모사하여 그 비를 구하여 측정값에 

곱하면 제거할 수가 있다. 각 에너지 Group별로 보정인자를 구하여 정확한 평균 

포획 단면적을 다시 구하였다. 그림 3.2.3-12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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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2. 에너지 bin을 Group1(FC1)과 Group2(Merged)으로 달리하고 각 

Group에서 구한 보정인자를 곱하여 생산한 평균 포획 단면적 비교.

(3) 공분산 자료 개량

핵자료평가의 최대 이슈인 공분산자료도 새롭게 생산하였다. 공분산자료는 

EMPIRE 코드 패키지에 내장된 EMPIRE-KALMAN 모듈을 사용하였고, 각-에

너지 분포를 제외한 모든 산란 단면적에 대해서 공분산 자료를 생산하였다. 

KALMAN 코드는 단면적 자체의 민감도와 실험의 불확정도를 이용하여 공분산 자

료를 생산하는데, 실험자료가 많으면 불확실도가 아주 작아지는 단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분산자료의 대각행렬을 실험 오차에 가까워지도

록 보정을 하였다. 이 경우 불확실도는 실제 실험오차에 가깝게 재생산되고 상관관

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3-13은 

Np-237과 Pu-240에 대한 불확실도 및 에너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1 

MeV 이하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약 10 %의 불확실도를 보이고 그 이상에서는 5 

이하의 불확실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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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3. Np- 237과 Pu- 240 핵분열 단면적에 대한 불확실도 및 상관관계

그림 3.2.3-14는 Cm-244에 대한 핵분열 단면적에 대한 불확실도 및 상관 관

계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에너지 범위에서 5 - 10 % 의 불확실도를 가지진다. 

한편 그림 3.2.3-15는 모든 Cm 동위원소에 적용된 불확실도를 보인다. 왼쪽의 

전단면적은 10 %이하의 불확실도를 각 동위원소 별로 가지고, 가운데의 핵분열 

단면적은 낮은 에너지는 다소 높은 불확실도를 가지나 고에너지에서는 5% 이하의 

불확실도를 가지며, 오른쪽의 포획단면적의 경우 전체적으로 20 % 이상의 불확실

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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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4. Cm- 244의 핵분열 단면적에 대한 불확실도 및 상관관계.

그림 3.2.3- 15. Cm의 전단면적, 핵분열단면적 및 포획 단면적에 대한 불확실도.

나. 구조재 (Zr, Fe, Cr) 핵종 단면적 평가 개량

2011년에 완성되어 최신의 핵반응 라이브러리인 ENDF/B-VII.1에 등재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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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Zr 동위원소 (Zr-90,91,92,93,94,95,96)은 광학모형의 문제로 인하여 탄

성 산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림 3.2.3-1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학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탄성산란의 단면적을 실험자료와 비교하였다. 

Empire로 표시된 본 연구 결과는 광학모형만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심층

적인 연구 결과 EMPIRE-3 코드가 가지는 후방 산란 부분의 문제가 비물리적인 

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EMPIRE-3 

코드가 기존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분산적인 변형 광학모형 적용 문제를 먼저 해

결하고 적절한 광학모델을 적용해야한다. 최근의 EMPIRE-3 코드는 분산적인 변

형 광학모델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으며, 탄성 산란 문제도 해결되었

다. 또한 벤치마크 수행 후 현재의 포획감마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량이 요구된다.

그림 3.2.3- 16. 천연 Zr 동위원소에 대한 탄성 산란 단면적 비교.

철은 원자력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설에 필수적인 구조재로 사용되어 정밀한 

핵반응 데이터는 시설물의 안정성에 필수적인 핵종이다. 이러한 이유로 U-23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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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Fe-56은 CIELO 프로젝트에서 평가되어야 할 핵심 핵종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공명영역 이상에서 철은 여전히 핵의 구조적 특징인 fluctuation이 나타나는

데, 핵반응 모델 계산은 에너지평균 값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fluctuation은 

모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fluctuation이 수 MeV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스핀과 각

운동량을 할당해야하는 공명영역의 피팅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실험 자료에서 보이는 fluctuation을 해결하기 위해 핵반응 모델 계산의 결과를 

실험자료에 피팅하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핵반응 계산 모델 코드인 EMPIRE-III

을 이용하여 공명영역 이상의 단면적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실험 데이터와 일치

하도록 조정 하였다. 이런 fluctuation은 전단면적과 비탄성 산란 단면적 실험 자

료에 나타나지만, 비탄성 산란의 경우 두 번째 여기 에너지인 2.1 MeV 이상에서

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fluctuation을 2.1 MeV까지로 한정하고 그 

이상은 핵반응 모델 계산에서 나오는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3.2.3-17은 중성자 

입사 전단면적에 대해 실험 자료와 계산 자료를 비교한 것을 보여 준다. 그림에 보

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실험데이터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림 3.2.3-18은 비탄성 

산란에 대하여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보다 훨씬 잘 실험 데이터를 재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철의 동

의원소 중 Fe-54와 Fe-57의 전단면적에 대한 실험 자료도 fluctuation이 보인

다. 그림 3.2.3-19는 Fe-54에 대해, 그림 3.2.3-20은 Fe-57에 대한 중성자 입

사 전단면을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이 정확히 실

험 자료를 재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다. Cr 동위원소도 이런 fluctuation을 가지는

데 Fe 동위원소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상용로는 20 MeV까지 핵반응 단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지만, 철은 핵융합로, 가속기등과 같은 시설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됨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할 에너지를 150 MeV까지 확장하였다. 핵반응 모델 계산은 지

속적인 반복계산을 통해 실험 자료를 가장 잘 재생산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

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150MeV까지 확장하면 계산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특

히 핵반응 평가 분야의 최대이슈인 공분산까지 계산하면, 너무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병렬계산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클러스터는 1개의 메인노드와 8개의 서브 노드를 구성되었으며, 노드당 8개의 코

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EMPIRE 코드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싱글

코드 계산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소스코드 수준의 병렬 계산은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 별로 입력문을 만들어 각 코어가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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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몬테칼로 방법 수준의 병렬계산 효율성

은 보이지 않지만, fluctuation과 같이수 백, 수 천개의 입력에너지를 포함하거나, 

150 MeV와 같이 높은 에너지까지 계산을 반복해야 하거나, 또는 공분산 자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계산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3.2.3- 17. Fe- 56의 중성자에 의한 전단면적. 

그림 3.2.3- 18. Fe- 56의 중성자 입사에 대한 첫 번째 여기 에너지준위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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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9. Fe- 54의 중성자에 의한 전단면적. 

그림 3.2.3- 20. Fe- 57의 중성자에 의한 전단면적.

다. V-50,51, Mn-55에 대한 중성자 데이터 라이브러리 생산

V과 Mn는 철이나 크롬과 같이 공명영역 이상에서도 여전히 핵의 구조적 특징

인 fluctuation이 나타난다. 철과 크롬에서 평가한 같은 방법으로 V와 Mn 동위원

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 중이다.  즉, 핵반응 계산 모델 코드인 EMPIRE-III을 이

용하여 공명영역 이상의 단면적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도

록 조정한다. 이 방법은 핵모델 계산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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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반응들이 경쟁하는 수 MeV 영역에서도 반응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다. 한편 실험데이터를 피팅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핵반응 사이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핵반응들이 경쟁하는 영역에서는 적합하기 

않다.

그림 3.2.3-21은 V-51에 대하여 중성자 에너지가 열영역부터 150 MeV까지 

총 단면적을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중성자 공명영역은 0.127 MeV까지 이며 

그 이상은 고속영역으로 취급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공명모양의 

fluctuation이 존재한다. 

그림 3.2.3- 21. V- 51에 대한 중성자 총 단면적

그림 3.2.3-22는 공명영역 이상에서 보이는 실험데이터의 fluctuation을 핵반

응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중성자의 에너지는 0.127 MeV부터 0.22 MeV까

지로 비탄성 산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산하였다. 그림 3.2.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5 MeV 이상에서 보이는 실험데이터의 fluctuation은 핵반응 코드로 구현

하지 않았다. 이 영역은 비탄성 산란이 시작되는 영역이므로 총 단면적에 

fluctuation이 나타나면 비탄성 산란에서도 보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비탄성 산란에서 어떤 실험데이터도  fluctuation을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까지의 

결과는 에너지 평균의 값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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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2. V- 51에 대한 중성자 총 단면적에서 fluctuation 모사.

그림 3.2.3- 23. V- 51에 대한 중성자 총 단면적을 에너지 평균으로 모사. 

그림 3.2.3-24는 중성자 탄성 산란을 나타내며 현재의 결과는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한다. 그림 3.2.3-24는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나타내는데, 총 단면적과 

탄성산란에서 fluctuat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

은 에너지 영역에서 포획 단면적도 fluctuation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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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4 V- 51에 대한 중성자 탄성산란 단면적.

그림 3.2.3- 25. V- 51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 

V-51 뿐만 아니라 동위원소인 V-50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중이지만,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그림 6과 같이 전단면적만 비교하였다. 그림 3.2.3-2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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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55 핵에 대한 중성자 에너지 150 MeV까지 전단면적을 비교하였다. 150 

MeV까지 실험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실험 데이터를 잘 모사한

다. 그러나 1 MeV에서 불연속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공명영역과 고속 영역의 데

이터를 결합할 때 발생하는데, 공명영역의 자료가 실험자료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발생한다. 공명영역을 줄이고, 고속에너지 영역을 확장하여 이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다.

그림 3.2.3- 26. V- 50에 대한 중성자 총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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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7. Mn- 55에 대한 중성자 총단면적

제 3 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1.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계산 (W 저가 이온)

가. W17+ 이온에 대한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Zha14]

  최근의 TSR (Test Storage Ring) 장비에서의 실험치(원형심볼)와 10%내

에서 일치하는 계산 결과를 아래 그림 3.3.1-1과 같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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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 W17+ 이온의 4s24p64f11 기저 상태에 대한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DI : 직접이온화, EA : 간접 여기 이온화

그림 3.3.1- 2 W17+ 이온의 4s24p64f11 39번째 여기 상태와 

기저 상태의 총 이온화 단면적 (DI+EA) 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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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 이온에 대한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Kwo13]

  아래 그림 3.3.1-3 에서 보듯이 실험 측정치 (심볼)가 계산된 총 이온화 단

면적 (붉은선) 보다 28% 작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3.3.1- 3 W+ 이온의 계산된 총 이온화 단면적

다. Wq+ (q=2-4) 이온에 대한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실험 측정값이 계산 결과 보다 100-30% 작아서 DW 근사법의 Unitary 

correction이 요구된다.

2.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계산 (W 저가 이온)

W17+ 이온의 기저상태의 전자 충돌에 의한 4s,4p -> 4fnl 포획 세기를 계산하

고 radiative decay와 autoionization 사이의 branching ratio를 계산하였다. 결과

적으로 W17+ 이온의 W18+ 이온으로의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보다 매우 작은 

재결합 단면적을 얻었다.

3. 기존 스펙트럼 모델링 자료 분석 및 모델링에 필요한 충돌반응 단면적 

자료 생산/평가 수집 (W 저가 이온)

텅스텐 이온들에 대한 기존의 CADW (configuration average dist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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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http://www-cfadc.phy.ornl.gov/data_and_codes/aurost/aurost_ioniz) 

단면적 계산과 본 LLDW (level to level DW) 단면적 계산으로부터 유도된 

(http://pearl.kaeri.re.kr) 플라즈마 모델링용 비율 상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4 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1.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가. 악티나이드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1) 예비 검증

(가) Np-237

Np-237은 minor-actinide 핵종들 중의 하나로서 검증에 적합한 함량을 포함

한 검증 노심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Np-237 자료의 예비 검증을 위해 선택된 검

증 노심인 FLATTOP-Np237-1, -3 노심에서의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였으나, 

벤치마크 노심에 너무 적은 Np-237(<0.5%)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증배계수의 차

이는 매우 작았다. 벤치마크 노심에서 임계도 실험값 차이가 0.001 ~ 0.002 정도

인데, 표 3.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 평가된 Np-237 핵자료에 의해서 유

효증배계수가 두 노심 모두에서 약간 크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Isotopes Benchmarks JENDL-3.3 New Data
(ORNL/KAERI)

ENDF/B-VII.0 JENDL-4.0

237Np
FLATTOP-Np237-1 0.98883 0.98895 0.98883 0.98884

FLATTOP-Np237-3 1.00365 1.00370 1.00363 1.00364

표 3.4.1- 1. Np- 237 벤치마크 노심인 FLATTOP- Np237- 1과 - 3에서의 유효증배
계수 비교

(나) Pu-240

표 3.4.1-2에 고속중성자 및 열중성자 벤치마크 노심을 정리하였는데, 

Pu239-JEZEBEL에는 Pu-240이 약 4.5%, Pu240-JEZEBEL에는 20.01%이 

포함되어 있어  Pu-240 핵자료의 검증에 유용하다. 표 3.4.1-2에서 벤치마크 노

심 1 ~ 3은 반사체가 없는 노심이고, 다른 노심들은 폴리에틸렌, beryllium, 

beryllium oxide, graphite, steel, uranium 등의 반사체가 있는 노심이다. 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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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벤치마크는 PNL-series의 노심들로 구성되어 있다.

Flux No. Benchmark Series Identifier No. Benchmark Series Identifier

Fast

1 PU-MET-FAST-001/CSEWG-F1 12 PU-MET-FAST-025

2 PU-MET-FAST-002/CSEWG-F21 13 PU-MET-FAST-026

3 PU-MET-FAST-022 14 PU-MET-FAST-005

4 PU-MET-FAST-011 15 PU-MET-FAST-008a/CSEWG-F25

5 PU-MET-FAST-024 16 PU-MET-FAST-008b

6 PU-MET-FAST-018 17 PU-MET-FAST-006/CSEWG-F23

7 PU-MET-FAST-019 18 PU-MET-FAST-010

8 PU-MET-FAST-021a 19 PU-MET-FAST-020

9 PU-MET-FAST-021b 20 MIX-MET-FAST-001

10 PU-MET-FAST-023 21 MIX-MET-FAST-003

11 PU-MET-FAST-009 22 MIX-MET-FAST-008(Case 1)

Thermal

1 CSEWG-T13 4
PU-SOL-THERM-011(Case 18-6)/

CSEWG-T16

2 CSEWG-T24 5
PU-SOL-THERM-011(Case 16-5)/

CSEWG-T17

3
PU-SOL-THERM-011(Case 18-1)/

CSEWG-T15
6 PU-SOL-THERM-011(Case 16-1)

표 3.4.1- 2. ICSBEP Pu- 240 벤치마크 노심

새로 평가된  Pu-240 핵자료의 검증을 위해 22개의 고속노심과 6개의 열중성

자로 검증 노심을 선정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3.4.1-1에는  

Pu-240 핵자료에 따른 22개의 고속로 벤치마크 노심에서의 유효증배계수를 계

산하여 실험값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새로 생산된 Pu-240 핵자료 이용

결과는 거의 모든 고속로 벤치마크 노심에서 실험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4.1-2에는 6개의 열중성자로 벤치마크 노심에서의 유효증배

계수를 새로운 Pu-240 핵자료와 최신 핵자료집의 Pu-240 핵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실험값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새로운 Pu-240 핵자료를 이용한 6개의 

열중성자로 벤치마크 해석결과는 ENDF/B-VII.0의 Pu-240 핵자료를 이용한 것

과 비교해서 개선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새로 평가된 Pu-240 핵자료는 고속노심

에서 ENDF/B-VII.0의 Pu-240 핵자료를 이용한 결과보다 실험값과 잘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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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지만, 열중성자 노심에서는 실험값과 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1- 1. 22개 Pu- 240 고속로 검증노심에서의 임계도 비교

그림 3.4.1- 2. 6개 Pu- 240 열중성자로 검증노심에서의 임계도 

비교

(2) JEFF-3.2 후보 악티나이드 핵종의 핵단면적 자료 상세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평가되어 차기 JEFF-3.2 라이브러리 등재를 위해 제출

된 악티나이드 핵종들의 핵반응 단면적 자료를 상세 검증하였다. Cm-동위원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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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기 JEFF-3.2 라이브러리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Pu-240과 Np-237은 아직 

선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원자로 임계도 벤치마크 문제를 통해 차기 JEFF-3.2 후

보인 Cm-244 핵종의 핵반응 단면적 자료를 검증하고, KAERI의 Pu-240 및 

Np-237 자료와 차기 JEFF-3.2 후보 자료간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가) Pu-240 핵단면적 자료 검증

Pu-240은 Np-237이나 Cm-동위원소에 비해 열중성자로 및 고속로 해석에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문제도 비교적 많다. Pu-240 핵반응 자료의 

검증을 위해 국제 공인 벤치마크 자료집인 ICSEBP [Bri07] 및 CSEWG에 수록된 

22개의 고속로 검증 노심과 6개의 열중성자로 검증 노심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

하였다. (표 3.4.1-2 참조) 중성자 수송 계산은 MCNP 코드를 통해 수행되었으

며, 최신의 ENDF/B-VII.1 기반으로 생산된 ACE-포맷 라이브러리 (KNE71)를 

이용한 기준 계산에서 Pu-240 핵종만을 ENDF/B-VII.0, JENDL-4.0, 

JEFF-3.1.2, JEFF-3.2β, KAERI/ORNL 자료로 대체해가며 계산을 수행하였

다. 

그림 3.4.1-3은 고속로 및 열중성자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AERI/ORNL 자료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다른 평가 자료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

지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Pu240-JEZEBEL 문제에서 

ENDF/B-VII.1에 비해 다소 안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거나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4.1-3은 임계도 검증 계산 결과들의 측정 임

계도에 대한 χ2 값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ENDF/B-VII.1과 

ENDF/B-VII.0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KAERI/ORNL 자료도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차기 JEFF 자료인 JEFF-3.2β보다는 

검증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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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3. Pu- 240 핵반응 자료 검증

(a) 고속로 검증 문제, (b) 열중성자로 검증 문제

검증 문제 ENDF/B-VII.1 ENDF/B-VII.0 JENDL-4.0 JEFF-3.1.2 JEFF-3.2(β) KAERI/ORNL

고속로 1.481E-04 1.160E-04 1.392E-04 1.837E-04 1.659E-04 1.481E-04

열중성자로 2.679E-04 2.880E-04 2.866E-04 2.883E-04 2.911E-04 2.835E-04

총합 4.159E-04 4.040E-04 4.257E-04 4.720E-04 4.570E-04 4.317E-04

표 3.4.1- 3. Pu- 240 검증 문제에서 라이브러리별 측정 임계도에 대한 χ2 비교

(나) Np-237 핵단면적 자료 검증

앞서 언급했듯이 Np-237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검증 노심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ICSBEP 검증 자료집에서 Np-237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 수행된 실험을 기반으로 평가된 4종의 검증 문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문제 ID가 SPEC-MET-FAST-003 (Neptunium-237 and Highly 

Enriched Uranium Replacement Measurements Performed Using 

FLATTOP)인 검증 문제는 LANL의 FLATTOP 임계로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핵

연료 중심의 Np-237 또는 고농축우라늄 (HEU) 유무에 따른 임계도 차를 비교

한 문제이다. 임계 검증을 위해 Pu 노심 (FLATTOP/Pu)과 HEU 노심 

(FLATTOP/HEU)에서 각각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 3.4.1-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대부분의 핵자료가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KAERI/ORNL의 

Np-237 핵자료는 비교적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FLATTOP/Pu 노

심의 경우 1% 미만의 정확성을 보여 약 67%를 보인 JEFF-3.2β와는 큰 차별성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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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문제
실험값 (Δk, 

cent/g)

ENDF/B-VII.1

Δk (상대오차)

ENDF/B-VII.0

Δk (상대오차)

JENDL-4.0

Δk (상대오차)

JEFF-3.1.2

Δk (상대오차)

JEFF-3.2(β)

Δk (상대오차)

KAERI/ORNL

Δk (상대오차)

Flattop/Pu 6.40 8.86 (38.37%) 9.33 (45.72%) 10.61 (65.77%)10.70 (67.17%)10.70 (67.17%) 6.46 (0.89%)

Flattop/HEU 3.42 4.72 (37.99%) 4.74 (38.45%) 5.09 (48.94%) 5.29 (54.75%) 5.29 (54.75%) 4.04 (18.01%)

표 3.4.1- 4. Np- 237 검증용 FLATTOP 노심에서 라이브러리별 Δkeff 비교

문제 ID가 SPEC-MET-FAST-011 (Neptunium-237 Sphere 

Surrounded by Highly Enriched Uranium and Reflected by Polyethylene)인 

검증 문제는 LANL의 PUCA/LACEF 시설에서 수행된 임계 실험으로 Simple 

Model과 Detailed Model에 대해 검증 계산이 수행되었다. 실험값과 계산값의 차

를 보여주는 표 3.4.1-5에서 KAERI/ORNL의 Np-237 자료는 다른 라이브러리

들과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JEFF-3.2β 보다는 우수한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림 3.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237 핵분열 반

응 단면적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KAERI/ORNL의 자료는 최근에 수

행된 측정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고에너지 영역에서의 Np-237 핵분열 반응 단면

적을 크게 개선하였는데, 이로 인한 효과가 이들 두 검증 문제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증 문제
실험값 
(k-eff)

ENDF/B-VII.1

Δk (pcm)

ENDF/B-VII.0

Δk (pcm)

JENDL-4.0

Δk (pcm)

JEFF-3.1.2

Δk (pcm)

JEFF-3.2(β)

Δk (pcm)

KAERI/ORNL

Δk (pcm)

PUCA 

(detailed)
1.00290 -514 -554 -408 -876 -876 704

PUCA 

(simple)
1.00170 -407 -415 -358 -793 -793 754

표 3.4.1- 5. Np- 237 검증용 PUCA/LACEF 노심에서 라이브러리별 keff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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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4. Np- 237 핵분열 반응 단면적 

비교

(다) Cm-244 핵단면적 자료 검증

Cm-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검증 노심은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ICSBEP 검증 자료집 내에서 Cm 원소가 포함된 유일한 문제인 

SPEC-MET-FAST-001 (Replacement Measurements Performed with 

Curium-244, Plutonium-239, and HEU Using JEZEBEL) 검증 문제를 통해 

Cm-244 핵반응 자료를 검증하였다. 이 문제는 Pu240-JEZEBEL 노심과 동일

한 조성의 핵연료 중심에 Cm-244, Pu-239, HEU이 있고 없음에 따른 임계도 

차를 비교한 문제이다. 표 3.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JEFF-3.2β로 선정된 

KAERI의 Cm-244 핵자료는 JEFF-3.1.2와 함께 실험값에 가장 가까운 계산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검증 문제
실험값 

(Δk, cent/g)

ENDF/B-VII.1

Δk (상대오차)

ENDF/B-VII.0

Δk (상대오차)

JENDL-4.0

Δk (상대오차)

JEFF-3.1.2

Δk (상대오차)

JEFF-3.2(β)

Δk (상대오차)

Cm244-

JEZEBEL
5.23 4.76 (-8.99%) 4.70 (-10.08%) 4.75 (-9.28%) 4.79 (-8.33%) 4.79 (-8.34%)

표 3.4.1- 6. Cm- 244 검증용 JEZEBEL 노심에서 라이브러리별 Δkeff 비교

(3) JEFF-3.2 후보 악티나이드 핵종의 공분산 자료 검증

JEFF-3.2 후보 악티나이드 핵종들의 공분산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 연구 

단계에서 구축된 바 있는 NJOY-DANTSYS-SUSD3D [Kod08] 민감도/불확실

도 해석 체계를 활용하였다. 핵단면적 및 공분산 자료의 처리에는 NJOY99 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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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고, 임계도 계산 및 Forward/Adjoint flux 생산을 위해서 DANTSYS 코

드가 사용되었다. 끝으로 SUSD3D 코드는 앞서 생산된 모든 입력 자료들을 바탕

으로 핵단면적의 공분산 자료로부터 야기되는 임계 불확실도를 평가한다. 계산에

는 SCALE-44군의 에너지 군 구조가 사용되었고, 개선된 JENDL-4.0의 공분산 

자료를 기준 계산 자료로 하였다. 표 3.4.1-7은 공분산 자료 임계 검증 문제와 각 

문제에 사용된 공분산 핵종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Problem ICSBEP/CSEWG Covariance Data Used (J40u)

FLATTOP/Pu SPEC-MET-FAST-003-1 U-235,238, Np-237, Pu-239,240,241, Ni-58,60

FLATTOP/HEU SPEC-MET-FAST-003-3 U-234,235,238, Np-237

JEZEBEL PU-MET-FAST-001 Pu-239,240,241

Pu240-JEZEBEL PU-MET-FAST-002 Pu-239,240,241,242

Cm244-JEZEBEL SPEC-MET-FAST-001 Pu-239,240,241,242, Cm-244

표 3.4.1- 7. 공분산 자료 임계 검증 문제와 사용된 공분산 핵종 자료

표 3.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237과 Cm-244의 공분산 자료는 임계 

불확실도 계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Np-237 또는 

Cm-244의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며, 핵반응별 

공분산 자료의 영향을 살펴보면 평가핵자료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Pu-240의 

경우, 함량이 적은 JEZEBEL 노심에서는 임계 불확실도에 미치는 영향이 0.003% 

이하로 극히 작았지만 함량이 많은 Pu240-JEZEBEL 노심에서는 JENDL-3.3 

공분산 자료에서 최대 0.087%의 비교적 큰 영향을 보였다. JENDL-4.0의 기준 

계산과 KAERI/ORNL의 Pu-240 공분산 자료를 사용한 계산 결과 사이에는 약 

0.034%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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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keff

Uncertainty, % (MT=4)

JENDL-4.0u JENDL-3.3 ENDF/B-VII.1
KAERI/ORNL
(JEFF-3.2β244Cm)

FLATTOP/Pu 0.99631 0.477 0.477 0.477 0.477

FLATTOP/HEU 1.00377 0.587 0.587 0.587 0.587

JEZEBEL 0.99854 0.594 0.597 0.594 0.595

Pu240-JEZEBEL 0.99857 0.502 0.589 0.505 0.536

Cm244-JEZEBEL 0.99852 0.502 0.502 0.502 0.502

표 3.4.1- 8. 공분산 자료 임계 불확실도 검증 계산 결과

그림 3.4.1-5 ~ 그림 3.4.1-7은 FLATTOP/Pu 노심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 노심에서는 U-238과 Pu-239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Np-237의 영향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Np-237의 핵반응별 

영향을 살펴보면 핵분열 반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총 nu-bar에 의한 영향

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Np-237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는 0.4 ~ 8 

MeV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 및 총 nu-bar에 대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4.1-8 ~ 그림 3.4.1-10은 FLATTOP/HEU 노심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심에서는 U-235와 U-238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Np-237의 영향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Np-237의 핵반응별 

영향을 살펴보면 핵분열 반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포획 반응과 Total-Nu

에 의한 영향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Np-237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

도는 0.4 ~ 8 MeV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 및 총 nu-bar에 대해 크게 나타났고, 

20 keV ~ 2 MeV 영역에서 포획 반응에 대해 음의 민감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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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ncertainty due to Absolute XSs

  - Problem: 1-D FLATTOP(003-1)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Np-237 of JENDL-3.3

 Np-237 of ENDF/B-VII.1

 Np-237 of KAERI/ORNL

그림 3.4.1- 5. FLATTOP/Pu에서 핵종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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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Variation due to Np-237 XSs

  - Problem: 1-D FLATTOP(003-1)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Np-237 of JENDL-3.3

 Np-237 of ENDF/B-VII.1

 Np-237 of KAERI/ORNL

그림 3.4.1- 6. FLATTOP/Pu에서 Np- 237의 

핵반응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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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ensitivity to Np-237

  - Benchmark Problem: FLATTOP/Pu

  - Covariance Data: J40, XS Data: J40

  - Inelastic Scattering: Total Inelastic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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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7. FLATTOP/Pu에서 Np- 237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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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ncertainty due to Absolute XSs

  - Problem: 1-D FLATTOP(003-3)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Np-237 of JENDL-3.3

 Np-237 of ENDF/B-VII.1

 Np-237 of KAERI/ORNL

그림 3.4.1- 8. FLATTOP/HEU에서 핵종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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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Variation due to Np-237 XSs

  - Problem: 1-D FLATTOP(003-3)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Np-237 of JENDL-3.3

 Np-237 of ENDF/B-VII.1

 Np-237 of KAERI/ORNL

그림 3.4.1- 9. FLATTOP/HEU에서 Np- 237의 

핵반응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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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ensitivity to Np-237

  - Benchmark Problem: FLATTOP/HEU

  - Covariance Data: J40, XS Data: J40

  - Inelastic Scattering: Total Inelastic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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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10. FLATTOP/HEU에서 

Np- 237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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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ncertainty due to Absolute XSs

  - Problem: 1-D 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Pu-240 of JENDL-3.3

 Pu-240 of ENDF/B-VII.1

 Pu-240 of KAERI/ORNL

그림 3.4.1- 11. JEZEBEL에서 핵종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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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Variation due to Pu-240 XSs

  - Problem: 1-D 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Pu-240 of JENDL-3.3

 Pu-240 of ENDF/B-VII.1

 Pu-240 of KAERI/ORNL

그림 3.4.1- 12. JEZEBEL에서 Pu- 240의 

핵반응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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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ensitivity to Pu-240

  - Benchmark Problem: JEZEBEL

  - Covariance Data: J40, XS Data: J40

  - Inelastic Scattering: Total Inelastic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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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13. JEZEBEL에서 Pu- 240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



- 74 -

Pu-239 Pu-240 Pu-241 Pu-242
0.0

0.1

0.2

0.3

0.4

0.5

 

 

 

T
o

ta
l 
U

n
c
e

rt
a
in

ty
 (

%
) 

b
y
 N

u
c
lid

e
s

Total Uncertainty due to Absolute XSs

  - Problem: 1-D Pu240-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Pu-240 of JENDL-3.3

 Pu-240 of ENDF/B-VII.1

 Pu-240 of KAERI/ORNL

그림 3.4.1- 14. Pu240- JEZEBEL에서 핵종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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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Variation due to Pu-240 XSs

  - Problem: 1-D Pu240-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Pu-240 of JENDL-3.3

 Pu-240 of ENDF/B-VII.1

 Pu-240 of KAERI/ORNL

그림 3.4.1- 15. Pu240- JEZEBEL에서 Pu- 240의 

핵반응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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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ensitivity to Pu-240

  - Benchmark Problem: Pu240-JEZEBEL

  - Covariance Data: J40, XS Data: J40

  - Inelastic Scattering: Total Inelastic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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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16. Pu240- JEZEBEL에서 

Pu- 240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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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ncertainty due to Absolute XSs

  - Problem: 1-D Cm244-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Cm-244 of JENDL-3.3

 Cm-244 of ENDF/B-VII.1

 Cm-244 of JEFF-3.2β/KAERI

그림 3.4.1- 17. Cm244- JEZEBEL에서 핵종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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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Variation due to Cm-244 XSs

  - Problem: 1-D Cm244-JEZEBEL

  - Inelastic: Total Inelastic (MT=4)

 JENDL-4.0 (Base)

 Cm-244 of JENDL-3.3

 Cm-244 of ENDF/B-VII.1

 Cm-244 of JEFF-3.2β/KAERI

그림 3.4.1- 18. Cm244- JEZEBEL에서 

Cm- 244의 핵반응별 불확실도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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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ensitivity to Cm-244

  - Benchmark Problem: Cm244-JEZEBEL

  - Covariance Data: J40, XS Data: J40

  - Inelastic Scattering: Total Inelastic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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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19. Cm244- JEZEBEL에서 

Cm- 244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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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1 ~ 그림 3.4.1-13은 JEZEBEL 노심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노심에서는 Pu-239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Pu-240의 영향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Pu-240의 핵반응별 영향을 살펴보면 

탄성산란 반응, 핵분열 반응, 비탄성산란 반응, 포획 반응, Total-Nu에 의한 영향

이 골고루 크게 나타났다. Pu-240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는 0.4 ~ 8 MeV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 및 총 nu-bar에 대해 크게 나타났고, 0.1 ~ 6 MeV 영역에

서 탄성산란 및 비탄성산란 반응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14 ~ 그림 3.4.1-16은 Pu240-JEZEBEL 노심에 대한 계산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심에서는 Pu-239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Pu-240의 영향도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Pu-240의 핵반

응별 영향을 살펴보면 탄성산란 반응, 핵분열 반응, 비탄성산란 반응, 포획 반응, 

Total-Nu에 의한 영향이 골고루 크게 나타났다. Pu-240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는 0.4 ~ 8 MeV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 및 총 nu-bar에 대해 크게 나타났

고, 0.1 ~ 6 MeV 영역에서 탄성산란 및 비탄성산란 반응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17 ~ 그림 3.4.1-19는 Cm244-JEZEBEL 노심에 대한 계산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심에서는 Pu-239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Pu-240의 영향도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Cm-244

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m-244의 핵반응별 영향을 살펴보면 

핵분열 반응 및 Total-Nu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포획 반응에 의한 영향

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Cm-244의 핵반응에 대한 상대 민감도는 0.4 ~ 8 

MeV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 및 총 nu-bar에 대해 크게 나타났고, 0.1 ~ 2 MeV 

영역에서 포획 반응에 대해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불확실도 해석 체계 보완 및 최신 공분산 자료 분석

2011년 말에 공식 발표된 ENDF/B-VII.1에는 총 190종에 달하는 핵종에 대

한 공분산 자료가 포함되었다. 73종의 악티나이드 핵종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구성

하는 주요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들도 포함됨으로써 다양한 조성의 원자로심

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5 핵종에 대한 공분산 자료와 함께 발표된 JENDL-4.0은 2012년 

이래로 일부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가 보완되어오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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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 핵종인 U-233, U-235, U-238, Pu-239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 핵종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로, 공명영역 이하의 열중성자 

영역에서는 ENDF/B-VII.1의 공분산 자료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였고,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기존의 JENDL-4.0의 공분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 불확실도 해석 체계 보완

본 연구에서는 몬테칼로 방법론을 기반으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McCARD 코드를 도입하였다. McCARD 코드에서는 NJOY 코드로 처리된 

COVFIL 포맷의 공분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며, 일부 노심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 기존의 DANTSYS/SUSD3D 불확실도 해석 체계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몬테칼로 방법론 기반 불확실도 해석 체계는 계산 시간 면에서 기존의 해석 

체계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최신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임계 불확실도 해석

최신 공분산 자료를 이용하여 표 3.4.1-9에 제시한 8종의 벤치마크 문제에 대

한 민감도/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중성자 스펙트럼, 핵연료 물질, 기하구조

의 차원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선정되었으며, 각 라이브러리별로 

포함 가능한 모든 핵종에 대한 공분산 자료가 계산에 이용되었다. 

Problem ICSBEP/CSEWG Covariance Data Used (E71)

GODIVA heu-met-fast-001/csewg-f5 U-234,235,238

BIGTEN ieu-met-fast-007/csewg-f20 U-234,235,238

Pu239-JEZEBEL pu-met-fast-001/csewg-f1 Pu-239,240,241

Pu240-JEZEBEL pu-met-fast-002/csewg-f21 Pu-239,240,241,242

U233-JEZEBEL u233-met-fast-001/csewg-f19 U-233,234,235,238

VERA-1B 

(1D/2D)
csewg-f6

U-234,235,236,238, H-1, C-0, 

Cr-50,52,53, Fe-54,56,57, Ni-58,60

ORNL-1 heu-sol-therm-013-1/csewg-t1
U-234,235,236,238, H-1, O-16, 

Al-27, Si-28,29,30

PNL-1 pu-sol-therm-021-7/csewg-t13 Pu-238,239,240,241,242, H-1, O-16

표 3.4.1- 9. 최신 공분산 자료 임계 검증 문제와 사용된 공분산 핵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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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10은 각 벤치마크 문제에 대하여 TRANSX/DANTSYS 코드를 이용

한 임계도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에는 ENDF/B-VII.1, JENDL-4.0, 

JENDL-3.3을 기반으로 생산된 MATXS 포맷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데, 중성

자 44군의 군구조로 처리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노심의 특성에 따라 

최신의 ENDF/B-VII.1을 이용한 계산 결과가 다소 나빠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Problem Dim.
Criticality (TRANSX/DANTSYS)

ENDF/B-VII.1 JENDL-4.0 JENDL-3.3

GODIVA 1 1.00833 1.00543 1.01015

BIGTEN 1 0.99638 0.98788 0.98552

Pu239-JEZEBEL 1 0.99980 0.99854 0.99634

Pu240-JEZEBEL 1 0.99934 0.99857 0.99927

U233-JEZEBEL 1 1.00508 1.00340 1.00750

VERA-1B
1 1.01020 1.00435 1.00507

2 1.01288 1.00703 1.00767

ORNL-1 1 0.99967 0.99999 1.00069

PNL-1 1 1.01225 1.01441 1.01638

표 3.4.1- 10. 최신 공분산 자료 임계 검증 문제에 대한 임계도 계산 결과

표 3.4.1-11은 각각의 핵반응 및 공분산 자료에 따른 민감도/불확실도 해석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JENDL-4.0의 업데이트된 공분산 자료의 영향은 예상대로 

공명 및 열중성자 영역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강한 문제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연료로 이루어진 열중성자로인 ORNL-1 노심의 경우 

U-235의 핵분열 반응 공분산 자료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로 노심인 GODIVA, BIGTEN, 

VERA-1B에서 ENDF/B-VII.1과 JENDL-4.0u 간의 큰 불확실도 차이는 고에

너지 영역의 U-235 포획 반응 공분산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반면 Pu 및 

U-233 노심의 경우 ENDF/B-VII.1과 JENDL-4.0u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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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열중성자로심에서 수소의 포획반응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핵연료 물질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JENDL-4.0에는 H-1에 대한 공분산 자료가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ORNL-1, PNL-1 노심에서 ENDF/B-VII.1과 JENDL-4.0u 간

에 큰 불확실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원 구형과 2차원 원통형 모델로 이루어진 

VERA-1B의 경우 기하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심 외곽에서 중성자 누출량이 크게 

변화되며, 궁극적으로 탄성 및 비탄성 산란의 영향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2차원 기

하 모델에서 산란 반응에 의한 불확실도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Problem Dim.
Uncertainty, % (MT=4)

ENDF/B-VII.1 JENDL-4.0 JENDL-4.0u JENDL-3.3

GODIVA 1 1.247 0.878 0.878 0.501

BIGTEN 1 2.579 1.372 1.362 1.293

Pu239-JEZEBEL 1 0.549 0.594 0.594 0.448

Pu240-JEZEBEL 1 0.425 0.502 0.502 0.490

U233-JEZEBEL 1 0.863 0.952 0.952 0.434

VERA-1B
1 2.559 0.617 0.578 0.407

2 2.580 0.816 0.781 0.424

ORNL-1 1 1.287 3.214 0.415 0.578

PNL-1 1 0.920 0.562 0.660 0.767

표 3.4.1- 11. 최신 공분산 자료 임계 검증 문제에 대한 핵자료별 불확실도 해석 
결과 비교

(3) 공분산 자료 비교

본 연구에서는 최신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한 핵반응별 공분산 자료를 상호 

비교하였다. 공분산 자료는 불확실도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기 때문에 해석하고자 하는 노심의 중성자 스펙트럼 및 핵종 조성을 알면 어느 정

도 불확실도 해석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3.4.1-20 ~ 그림 

3.4.1-24에 U-235, U-238, Pu-239, Pu-240, U-233에 대하여 핵데이터별 

주요 핵반응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각각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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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0. U- 235의 공분산 자료 비교 (핵분열 반응, 포획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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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1. U- 238의 공분산 자료 비교 (포획 반응, 비탄성산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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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2. Pu- 239의 공분산 자료 비교 (핵분열 반응, 포획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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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3. Pu- 240의 공분산 자료 비교 (포획 반응, 비탄성산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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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4. U- 233의 공분산 자료 비교 (핵분열 반응, 포획 반응)

다. 고속로 해석 및 검증

(1) 고속로 해석용 MATXS 포맷 표준 입력문

기존의 고속로 해석용 KAFAX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중성자 80군, 광자 24

군의 NJOY 코드용 표준 입력문을 작성하여 향후 표준 다군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 구조와 군정수 생산을 위한 가중함수는 고속로 및 핵융

합로 해석에 적합한 입력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 3.4.1-12에 Pu-239에 대한 

NJOY 코드 표준 입력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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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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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12. 고속로 해석용 MATXS 포맷 군정수 생산을 위한 Pu- 239의 NJOY 
코드 표준 입력문

(2)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고속로 검증

지난 연구 단계부터 OECD/NEA가 주관한 공분산 자료의 검증 및 조정 

(adjustment)과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WPEC Subgroup 33) 

여기서 선정된 1차원 (JEZEBEL-Pu239, JEZEBEL- Pu240, FLATTOP-Pu) 

및 2차원 (ZPR-6/7, ZPR-6/7 High-Pu240, JOYO Mk-I) 검증 문제에 대하

여 JENDL-4.0과 ENDF/B-VII.0의 핵반응 자료 및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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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지난 단계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번 단계에서는 본 국제 공동 연구의 기준 

공분산 자료인 COMMARA-2.0을 이용한 임계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JENDL-4.0과 비교하였다. DANTSYS 코드를 이용한 중성자 수송 계산에는 

ENDF/B-VII.0 기반 33군 MATXS 포맷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

표 3.4.1- 13. WPEC SG33 고속로 검증 문제에 대한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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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25. WPEC SG33 고속로 검증 문제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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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효증배계수, 노심 중앙의 스펙트럼 계수, 소듐 void 반응도 등

을 계산하여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표 3.4.1-13은 WPEC SG33 고속로 검증 문

제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분

할수 변화의 영향은 주로 1차원 검증 문제에서 나타났으며, 각분할수가 작을수록 

임계 불확실도가 작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COMMARA-2.0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불확실도 해석 결과가 JENDL-4.0에 비해 작게 계산되었다.

라. SCALE/ORIGEN 라이브러리 분석

국내외에서 연소계산코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SCALE 코드의 연소모듈인 

ORIGEN-S, -ARP 라이브러리를 분석하였다. ORIGEN 붕괴 라이브러리에는 붕

괴 자료, 원자 존재비 (atom percent natural abundances), 그리고 물과 공기에 

대한 방사능 농도 가이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붕괴자료는 

ENDF-6 형식의 자료로부터 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라이브러리에 수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표 3.4.1-14에는 ORIGEN 라이브러리의 

붕괴자료 형식을 표시하였다.

∙LIB=LI2=LI3 : 1(activation products), 2(actinides and daughters), 3(fission 

products)

∙NUC1 : Z*10000+W*10+IS, Z(원자번호), W(질량수), IS=0(ground state), 

IS=1(metastable state)

∙IU : 1(sec), 2(min), 3(h), 4(d), 5(y), 6(stable), 7(103 y), 8(106 y), 

9(109 y)

∙HALFL : 반감기

∙FB1 : fraction of   decay → to metastable state product

∙FP : fraction of EC(electron capture) or   decay → to ground state product

∙FP1 : fraction of EC(electron capture) or   decay → to metastable state product

∙FA : fraction of alpha particle emission

∙FT : fraction of isomeric transition

∙FSF : fraction of spontaneous fission

∙FN : fraction of  and neutron emission

∙Q(I) : recoverable energy (MeV) per radioactive nuclide dis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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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LP +EM +HP in ENDF-6 format data

∙ABUN(I) : atom percent natural abundance

∙AMPC(I), WMPC(I) : radioactivity concentration guides (RCG) for continuous 

inhalation (AMPC(I)) and ingestion (WMPC(I)) in 

unrestricted areas, in units of curies per cubic meter 

(Ci‧m-3) 

∙FG(I) : fraction of recoverable energy per disintegration from gamma rays and 

X-rays

∙FB : fraction of   decay → to ground state product

READ(UNIT=LIBDEC, FMT=*) LIB, NUC1, IU, HALFL, FB1, FP, FP1, FA, FT, &
       LI2, FSF, FN, Q(I), ABUN(I), AMPC(I), WMPC(I), LI3, FG(I), FB

   1      decay library: activation products (endf/b-vi)   
                     
   1   1001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                0.000E+00 0.000E+00 0.000E+00 9.998E+01 1.000E+00 1.000E+00
   1                0.000E+00 0.000E+00
   1   1002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                0.000E+00 0.000E+00 0.000E+00 1.500E-02 1.000E+00 1.000E+00
   1                0.000E+00 0.000E+00

   3   decay library: fission products (endf/b-vi)                              

   3   1001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3                0.000E+00 0.000E+00 0.000E+00 9.999E+01 1.000E+00 1.000E+00
   3                0.000E+00 0.000E+00
   3   1002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3                0.000E+00 0.000E+00 0.000E+00 1.500E-02 1.000E+00 1.000E+00
   3                0.000E+00 0.000E+00
   3  370860  4     1.863E+01 0.000E+00 5.200E-05 0.000E+00 0.000E+00 0.000E+00
   3                0.000E+00 0.000E+00 7.613E-01 0.000E+00 1.790E-09 6.610E-06
   3                1.223E-01 9.999E-01

   2      decay library: actinides and daughters (endf/b-vi)                    

   2   2004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                0.000E+00 0.000E+00 0.000E+00 1.000E+02 1.000E+00 1.000E+00
   2                0.000E+00 0.000E+00
   2  812090  1     1.320E+02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                0.000E+00 0.000E+00 2.811E+00 0.000E+00 1.000E+00 1.000E+00
   2                7.545E-01 1.000E+00
   2  82206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                0.000E+00 0.000E+00 0.000E+00 2.410E+01 1.000E+00 1.000E+00
   2                0.000E+00 0.000E+00
   2  822070  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                0.000E+00 0.000E+00 0.000E+00 2.210E+01 1.000E+00 1.000E+00
   2                0.000E+00 0.000E+00

표 3.4.1- 14. ORIGEN 코드에 내장된 붕괴자료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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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RIGEN 코드의 연소계산에 이용되는 핵분열 생성물 수율 자료는 단면적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다. 표 3.4.1-15는 PWR용 ORIGEN 코드 단면적 라이

브러리인데, 단면적 자료는 특정 반응 (MT) 단면적에 대해 3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수율 자료는 표 3.4.1-15에 있는 30개 핵분열성 핵종에 대해서만 표 

3.4.1-16에 수록된 핵종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ORIGEN 라이브러리에서는 독

립수율 (MT=454) 자료만 이용되고 있다. 

READ(UNIT=L, 7I11) NUCL(I), N1D, KFIS, NFY
READ(UNIT=L, 11X, 5E11.4) FT, SIGMA, F1

           lwr cross section library: activation products      7/17/2007

  10010              1          0          0          1          1  h  1  ENDF/B-VI  
  10010     1.0200E+02 3.3209E-01 5.0131E-03 3.4952E-05 0.0000E+00  h  1  ENDF/B-VI  
  10020              2          0          0          1          2  h  2  ENDF/B-VI  
  10020     1.0200E+02 5.0562E-04 9.2992E-06 8.1981E-06 0.0000E+00  h  2  ENDF/B-VI  
  10020     1.6000E+01 0.0000E+00 0.0000E+00 7.6583E-03 0.0000E+00  h  2  ENDF/B-VI  

           lwr cross section library: actinides                7/17/2007

  20040              0          0          0          2        699 he  4          
  942390              4          1          0          2        784 pu239  ENDF/B-VI  
  942390     1.0200E+02 7.0063E+02 7.1781E+00 8.4993E-03 0.0000E+00 pu239  ENDF/B-VI  
  942390     1.8000E+01 1.3026E+03 1.1546E+01 1.8667E+00 0.0000E+00 pu239  ENDF/B-VI  
  942390     1.6000E+01 0.0000E+00 0.0000E+00 9.7053E-03 0.0000E+00 pu239  ENDF/B-VI  
  942390     1.7000E+01 0.0000E+00 0.0000E+00 8.7423E-06 0.0000E+00 pu239  ENDF/B-VI  

           lwr cross section library: fission products         7/17/2007

 320770              5          0         30          3        942 ge 77  FENDL-2 
 320770     1.6000E+01 0.0000E+00 0.0000E+00 1.1388E-02 2.6000E-01 ge 77  FENDL-2 
 320770     1.7000E+01 0.0000E+00 0.0000E+00 1.9171E-06 0.0000E+00 ge 77  FENDL-2 
 320770     1.0200E+02 5.5350E+00 2.3401E-01 1.6615E-03 0.0000E+00 ge 77  FENDL-2 
 320770     1.0300E+02 0.0000E+00 0.0000E+00 2.1814E-06 0.0000E+00 ge 77  FENDL-2 
 320770     1.0700E+02 1.6236E-15 1.2145E-09 3.5509E-06 0.0000E+00 ge 77  FENDL-2 
 320770     5.0170E-03 1.2830E-02 2.7400E-04 1.9940E-02 1.1330E-01 ge 77  FENDL-2 
 320770     6.3570E-03 1.4300E-02 5.9600E-04 5.7930E-03 1.0000E-03 ge 77  FENDL-2 
 320770     1.0200E-04 4.7400E-04 1.6140E-03 5.2810E-03 2.3220E-03 ge 77  FENDL-2 
 320770     1.1120E-03 4.3800E-04 2.2200E-04 9.3200E-04 2.0530E-03 ge 77  FENDL-2 
 320770     5.4700E-04 2.0160E-03 5.2000E-03 2.6170E-03 1.0260E-03 ge 77  FENDL-2 
 320770     9.2600E-04 2.0500E-04 1.9420E-03 6.4920E-04 2.5800E-06 ge 77  FENDL-2

표 3.4.1- 15. ORIGEN 코드의 단면적과 수율 라이브러리

여기서 변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NUCL(I) : 핵종 ID

∙N1D : 반응 단면적을 포함하는 recor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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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S : 수율자료 유무 (0: no yield data, 1: yes yield data)

∙NFY : 수율 자료 개수 (ORIGEN pwrlib 라이브리에는 30개, thermal 

energy)

∙FT : MT (16= (n,2n), 17= (n,3n), 18= (n,f),  102= capture ‧‧‧)
∙SIGMA : 3 group cross section data (thermal, intermediate, fast)

∙F1 : metastable product state (0: stable, 1: metastable)

No. Fissionable isotope MAT Fiss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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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227

Th-229

Th-232

Pa-231

U-232

U-233

U-234

U-235

U-236

U-237

U-238

Np-237

Np-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142

Am-242m

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Cm-248

Cf-249

Cf-251

Es-254

9025

9031

9040

9131

9219

9222

9225

9228

9231

9234

9237

9346

9349

9434

9437

9440

9443

9446

9543

9547

9549

9631

9634

9637

9640

9643

9649

9852

9858

9914

Thermal *

Thermal

Fast *

Thermal

Thermal

Thermal

Fast

Thermal

Fast

Fast

Fast

Thermal

Fast

Fast

Thermal

Thermal

Thermal

Thermal

Thermal

Thermal

Fast

Fast

Thermal

Fast

Thermal

Fast

Fast

Thermal

Thermal

Thermal

* Thermal = 0.0253eV, Fast=0.5 MeV

표 3.4.1- 16. ORIGEN 코드 핵분열 생성물 수율자료가 있는 핵분열성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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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수 생산 및 검증

가. 최신 핵데이터 기반 ACE 포맷 라이브러리

범용 몬테칼로 수송해석 코드인 MCNP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기 위

한 기준 입력문을 작성하였고, 기준 입력문을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핵종들의 

핵종명, MAT 수, 처리 온도(K), MCNP용 확장자 등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NJOY 

코드 입력문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I.1, JEFF-3.1.2를 기반으

로 한 MCNP 코드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였다. 전 핵종에 대한 NJOY 

코드 입력문을 생산하였고, 최신 NJOY99.396 코드를 통해 처리하였다. 기본 처리 

온도는 293.6K이다. ENDF/B-VII.1 기반 KNE71 라이브러리는 상이 포맷의 공

명상수로 이루어진 Cl-35 핵종을 제외한 422 핵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

며, MCNP 코드용 확장 ID는 '.86c'이다. JEFF-3.1.2 기반 KNF312 라이브러리

는 381개 전체 핵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MCNP 코드용 확장 ID는 

'.73c'이다.

범주 벤치마크 문제 분류 (문제 개수)

1 Bare metal assemblies (10)

2 Solution assemblies (17)

3 Water-reflected metal assemblies (3)

4 Polyethylene-reflected assemblies (3)

5 Beryllium- and beryllium oxide-reflected assemblies (8)

6 Graphite-reflected assemblies (3)

7 Aluminum-reflected assemblies (4)

8 Steel- and nickel-reflected assemblies (6)

9 Tungsten-reflected assemblies (7)

10 Thorium-reflected assemblies (2)

11 Normal uranium-reflected assemblies (19)

12 Highly enriched uranium-reflected assemblies (4)

13 Other assemblies (5)

표 3.4.2- 1. ACE 포맷 라이브러리용 임계도 검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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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라이브러리의 원자로 임계도 검증을 위해 LANL의 91종 임계 벤치마크 

문제 세트를 이용하였다. 이들 문제는 ICSBEP 또는 CSEWG 벤치마크 자료집으

로부터 선정된 91종의 벤치마크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된 반사체 또는 노

심 특성에 따라 표 3.4.2-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총 13개의 범주 (category)로 구

분되며,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 계산 결과를 

ENDF/B-VII.0, JEFF-3.1.1, JENDL-4.0 평가핵자료집을 기반으로 예전에 생

산하였던 라이브러리 사용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4.2- 1. ENDF/B- VII.1 기반 KNE71 

라이브러리의 임계도 검증

그림 3.4.2- 2. JEFF- 3.1.2 기반 KNF312 

라이브러리의 임계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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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과 3.4.2-2는 각각 KNE71과 KNF312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임

계도 계산 결과와 기준 임계도 간의 차이를 pcm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생산된 라

이브러리에는 비분리공명영역의 자기차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확률표

(Probability Table)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4.2-3과 3.4.2-4는 확률표 사용

으로 인한 자기차폐 효과의 보정 영향을 pcm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문제에

서는 약 500 pcm 정도의 큰 영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확률표 사용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그림 3.4.2- 3. KNE71 라이브러리의 확률표 

(PT) 영향

그림 3.4.2- 4. KNF312 라이브러리의 확률표 

(PT) 영향

라이브러리별 임계도 계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 임계도에 대한 χ2 값을 

각 문제 카테고리별로 계산하여 표 3.4.2-2에 나타내었다. 새로운 KNE7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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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F312 라이브러리는 모두 이전 버전들인 KNE70과 KNF311 라이브러리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KNE71의 경우 임계도 계산에서 다른 라이브러

리들에 비해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원자로심 해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카테고리

χ2 (KNE71) χ2 (KNE70) χ2 (KNF312) χ2 (KNF311) χ2 (KNJ40)

1 5.255E-05 5.705E-05 2.314E-04 2.431E-04 1.337E-04

2 3.586E-04 3.299E-04 2.740E-04 3.142E-04 4.069E-04

3 8.555E-06 3.188E-06 6.533E-05 5.138E-05 2.791E-06

4 1.063E-05 8.946E-06 4.069E-05 4.000E-05 2.341E-05

5 1.329E-04 2.720E-04 1.631E-04 2.123E-04 1.612E-04

6 9.417E-05 1.165E-04 2.214E-05 1.875E-05 1.401E-05

7 5.410E-05 5.611E-05 1.279E-04 2.719E-04 1.543E-04

8 1.065E-04 9.023E-05 1.176E-04 1.800E-04 1.317E-04

9 1.328E-04 7.410E-04 3.708E-04 3.680E-04 7.627E-05

10 9.075E-06 9.627E-06 1.369E-05 1.502E-05 1.695E-05

11 1.326E-04 9.588E-05 4.988E-04 4.538E-04 6.783E-04

12 2.833E-06 4.661E-06 2.494E-05 2.371E-05 1.189E-05

13 2.650E-05 1.908E-05 1.371E-05 2.312E-05 1.347E-04

총합 1.122E-03 1.804E-03 1.964E-03 2.215E-03 1.946E-03

표 3.4.2- 2. 라이브러리별 측정 임계도에 대한 χ2 비교

나. 최신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 기반 ORIGEN 라이브러리 

현재 핵연료 연소/붕괴 계산을 수행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 체계

는 미국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된 SCALE 코드 시

스템이다. 핵연료의 연소/붕괴 계산이 포함된 SCALE 계산 절차(sequence)들은 

대부분 ORIGEN-S 모듈을 거치게 된다. 현재 SCALE-6.1.3 시스템에 포함된 

ORIGEN 코드는 174개의 악티나이드, 1151개의 핵분열생성물, 903개의 구조재 

방사화 물질에 대한 핵(구조)자료 DB를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붕괴 및 중성자 반

응 경로를 모사할 수 있다. 

SCALE-6.1.3에는 표 3.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종의 붕괴 및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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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율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Rev01과 Rev02는 포함된 핵종 자료의 수도 동

일하지만 붕괴열 계산 결과도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미세한 수정이 가해졌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의 경우 일부 악티나이드 핵종들에 대

하여 Rev01에는 존재하지 않던 H-3와 He-4의 수율값을 Rev02에서 추가하였

다. 

라이브러리 
버전

붕괴 자료 수율 자료

Rev03

- Binary: 
“origen.rev03.end7dec”
- ENDF/B-VII.1

- 2238 핵종 자료

- ASCII: 
“origen.rev03.yields.data”
- ENDF/B-VII.0 + JEF-2.2 

Ternary (3체 핵분열)
- 1151 핵종 자료

Rev02

- Binary: 
“origen.rev02.end7dec”
- ENDF/B-VII.0

- 2227 핵종 자료

- ASCII: 
“origen.rev02.yields.data”
- ENDF/B-VII + JEF-2 

Ternary (3체 핵분열)
- 1149 핵종 자료

Rev01

- Binary: 
“origen.rev01.end7dec”
- ENDF/B-VII.0 
- 2227 핵종 자료

- ASCII: 
“origen.rev01.yields.data”
- ENDF/B-VII 
- 1149 핵종 자료

표 3.4.2- 3. SCALE- 6.1.3의 ORIGEN 붕괴 및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 현
황

그림 3.4.2-5는 ORIGEN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른 U-235 열 핵분열 후 방출

되는 붕괴열을 비교한 것이다. 실선은 총 붕괴열, 대시선은 베타 붕괴열, 점선은 감

마선 붕괴열을 나타내고 있다. Rev01과 Rev02는 계산 결과가 일치하고 있으며 

Rev03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 ~ 10000초 사이 

구간에서의 감마선 붕괴열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4.2-6은 10개의 

중요 핵분열생성물 핵종들에 대한 Rev02 라이브러리의 Rev03 라이브러리에 대

한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7순위 Zr-97의 경우 Rev02에서 100% 이상 

크게 계산되던 것이 Rev03에서 대폭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감마선 붕괴열의 과대

평가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5순위 Nb-97과 6순위 I-133은 10 ~ 10000초, 

100 ~ 10000초 사이 시간 구간에서 두 라이브러리 간에 차이를 보였다. Re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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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전까지 빠져 있던 8순위 Nb-97m 핵종이 추가되었는데 이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서 Rev03 이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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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5. ORIGEN 라이브러리에 따른 U- 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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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6. U- 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총 붕괴열의 

상대 비교 (“origen.rev02” vs. “origen.rev03”)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범용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를 기반으로 U-23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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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39에 대한 ORIGEN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기존 Rev03의 기준 계산 결과

와 비교하였다. 선택한 최신 수율 자료는 ENDF/B-VII.1, JEFF-3.1.1, 

JENDL/FPY-2011[Kat12]이며 U-235 및 Pu-239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

괴열을 계산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그림 3.4.2-7은 U-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을 Rev03의 기준 계산 

결과와 3개의 최신 수율 자료를 이용한 계산 결과 간에 상호 비교한 것이다. 

ORIGEN 붕괴 라이브러리로는 Rev03 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율 자료

만 바꿔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Rev03과 ENDF/B-VII.1 기반 자료를 이용한 계

산 결과는 거의 동일했으며, JEFF-3.1.1 및 JENDL/FPY-2011 기반 자료와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 100초의 시간 구간에서 JEFF와 JENDL

이 ENDF에 비해 다소 크게 계산되고 있다. 

그림 3.4.2-8과 3.4.2-9는 10개의 중요 핵분열생성물 핵종들에 대한 

JEFF-3.1.1 및 JENDL/FPY-2011 기반 라이브러리의 Rev03 라이브러리에 대

한 상대적인 차이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약 1000초 미만의 시간 구

간에서 라이브러리 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JENDL에 비해 JEFF에

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JEFF는 1000초 이상에서도 Nb-97, 

Zr-97, Nb-97m에 대해 기준 계산과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Y-92와 

I-133는 1000초 미만에서 음(-)과 양(+)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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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7.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에 따른 U- 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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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8. U- 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총 붕괴열의 

상대 비교 (“JEFF- 3.1.1 수율 자료” v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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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9. U- 235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총 붕괴열의 

상대 비교 (“JENDL/FPY- 2011 수율 자료” vs. Reference)

그림 3.4.2-10은 Pu-239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을 Rev03의 기준 계

산 결과와 3개의 최신 수율 자료를 이용한 계산 결과 간에 상호 비교한 것이다. 

Rev03과 ENDF/B-VII.1 기반 자료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거의 동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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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3.1.1 및 JENDL/FPY-2011 기반 자료와의 차이도 U-235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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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10.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에 따른 Pu- 239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붕괴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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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11. Pu- 239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총 붕괴열의 

상대 비교 (“JEFF- 3.1.1 수율 자료” v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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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12. Pu- 239 열 핵분열 후 방출되는 총 붕괴열의 

상대 비교 (“JENDL/FPY- 2011 수율 자료” vs. Reference)

그림 3.4.2-11과 3.4.2-12는 10개의 중요 핵분열생성물 핵종들에 대한 

JEFF-3.1.1 및 JENDL/FPY-2011 기반 라이브러리의 Rev03 라이브러리에 대

한 상대적인 차이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약 1000초 미만의 시간 구간에서 라이브

러리 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JEFF의 경우 그 차이가 

U-235에 비해 감소한 반면 JENDL의 경우 그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JEFF에서 3순위 Nb-93과 5순위 I-132는 거의 전 시간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JENDL에서는 5순위 I-132가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JEFF에서 6순위 

Ru-105가 10초 미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핵종이었다. 

3. 핵데이터 이용 기술 지원

본 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외의 핵데이터 이용 관련 연구자들의 원활

한 연구 활동을 위해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연구원 

내에서 핵데이터를 빈번히 이용하는 부서 위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핵데이터 이

용 관련 서비스 신청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3-1은 2012년 ~ 2014년 3년에 걸쳐 제공된 핵데이터 관련 기술 지원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의 기술 지원 회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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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도 기술 제공 및 지원 내용 기관/부서

1

2012

철(Fe-56), 크롬(Cr-52), 니켈(Ni-58) damage cross section 

제공 및 DPA 계산자료 제공

소듐냉각고속로개

발사업단, KAERI

2

Potential contribution of nuclear data uncertainties - 

JRTR(요르단 연구로) fuel region에서의 U-238 absorption 

rate 의 uncertainties에 관한 자문

노심설계부, 

KAERI

3
Sapphire single crystal (Al2O3) 에서의 thermal scattering 

law data

노심설계부, 

KAERI

4
U-235 Delayed photon data, 알루미늄의 decay photon 

data 제공
노심설계부, 

KAERI

5 2200 m/sec capture cross section data 이용방법 자문
중성자이용기술개

발부, KAERI

6 NJOY 코드를 이용한 다군정수 생산방법 자문
고속로설계부, 

KAERI

7 2013
DANTSYS/SUSD3D 기반 GODIVA, JEZEBEL 노심에 대
한 불확실도 해석 입출력문 제공 및 결과 자문

고속로설계부, 

KAERI

8

2014

ENDF/B-VII.0 기반 MCNP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 (전 

핵종, @278.15K, 283.15K) 생산 및 제공

연구로노심설계

부, KAERI

9

MCNP용 열중성자 산란 라이브러리 (H in H2O, D in 

D2O, Be-metal, Graphite, @278.15K, 283.15K) 생산 및 제
공

연구로노심설계

부, KAERI

10
U-235 핵분열 스펙트럼으로 가중된 1군 핵분열, 포획 단면

적 자료 생산 및 제공

토륨 주기 연구과

제, KAERI

11

악티나이드핵종(U-233, -235, Pu-239, -240, -241, -242)으로 

구성된 Bare, Be-reflected, Polyethylene-reflected Spheres

에 대한 임계 반경/질량 계산 지원

토륨 주기 연구과

제, KAERI

12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W, U-235 타겟에서의spallation 

neutron flux/spectrum 계산 지원

토륨 주기 연구과

제, KAERI

13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Pb타겟에서의spallation neutron 

flux/spectrum 계산 지원

토륨 주기 연구과

제, KAERI

14
Graphite에 대한 MCNP용 열중성자 산란 라이브러리 생
산 및 제공 (300K ~ 1600K, 100K 간격)

고온가스로과제, 

KAERI

15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U-238 타겟에서의spallation 

neutron flux/spectrum 계산 지원
토륨 주기 연구과

제, KAERI

16 중이온 가속기 빔덤프 개발 관련 연구 협력 및 자문 IBS

17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붕괴열 분석 (WH형 

17x17, CE형 16x16)

소듐냉각고속로개

발사업단, KAERI

18 핵자료 평가 및 NJOY 코드 처리 방법론 소개 및 자문 성균관대

19
20K의 H-1, Al-27에 대한 MCNP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 
생산 및 지원

Oyster 프로젝트, 

KAERI

20
MCNP용 열중성자 산란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한 NJOY 

입력문 제공 및 방법론 자문
KAIST

표 3.4.3- 1. 핵데이터 관련 기술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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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가. 독일 HZDR에서 사용중인 photo-neutron source 분석

KAERI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연속에너지 고속중성자원은 독일 HZDR에서 사

용하고 있는 것 (그림 3.5.1-1)과 같으며, KAERI가 기 보유하고 있는 초전도 전

자가속기의 전자빔을 액체납에 조사하여 발생되는 bremsstrahlung photon과 액

체납의 이차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중성자를 사용하는 중성자원이다.

그림 3.5.1- 1. 독일 

HZDR에서 사용하고 있는 

photo- neutron source

고속중성자원 마련의 기간단축을 위해서 독일 HZDR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속

중성자원의 부분 혹은 완제품제작 구매를 고려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고, 고장발

생시 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국내제작을 하기로 하였다.

국내업체와 피드백을 통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수정/보완이 진행중에 있

다.  2013년 10월 독일 HZDR을 방문하여 텅스텐 전단면적 측정실험시, 고속중성

자원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 상세한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다.

Level meter 관련: ELBE에서 사용하는 level meter는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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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현재 제작업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level meter는 납의 높이를 cm 단위

로 확인하는 디자인 이며, 이렇게 할 경우 구조적으로 복잡해 질 수 있다. HZDR에

서 사용하는 level meter는 그림 3.5.1-2와 같이 몇 개의 포인트에 대하여 검출

막대가 꽂혀있고, 납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해당 높이에 다다르게 되면 전기가 통하

여 시그널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그널은 그림 3.5.1-3에 있는 control 

system에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며, 정확한 값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림 3.5.1- 2. 독일 ELBE 

photo- neutron source에서 

사용하고 있는 level meter의 

측정원리  

그림 3.5.1- 3. ELBE에서 사용하고 있는 

photo- neutron source의 control system

Mo-tube 관련: Mo-tube는 Mo관을 stainless steel에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3.5.1-4와 같이 Mo으로 플렌지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내부의 연결

은 그림 3.5.1-5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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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4. Photo- neutron source의 

Mo- tube

그림 3.5.1- 5. Photo- neutron 

source의 진공챔버 내부 

(CAD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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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6. Photo- neutron source의 

진공챔버 내부 (실제 사진)

방사화 측면에서 주의점: Antimony (주로 Sb-124, 반감기 60일)가 없는 

lead block을 사용해야 나중에 activation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antimony가 없는 납은 antimony가 있는 납에 비해 무르기 때문에 차폐의 목적으

로 사용을 한다면, 높이 쌓아서 올릴 수 없으며, 케이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 Lead 

loop에서 사용될 납은 antimony (Sb-124) 없는 pure lead를 사용해야 한다.

히터의 설치와 관련된 주의점: 시운전을 할 때 Mo-tube 바로 아래에 위치한 

히터의 용량을 크게 설정하여 시운전 시 열을 많이 주어야 Mo-tube에 있는 납이 

다시 굳지 않는다고 한다. 구형 모델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

을 처음 시운전 할 때 루프에 납을 채우고, 순환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빔을 

입사시키게 되는데, 전자빔을 입사시키기 전에 Mo-tube 부분에서 납이 굳어서 

(이 부분에는 전자빔이 입사되므로 히터가 없음) 고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우리가 flow meter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온도만 측정하

여 그것으로 납이 순환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Mo-tube 부근에서 납이 굳

어질 경우 온도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대처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질 수 있다. 따

라서 납이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flow meter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

내에서 제작된 photo-neutron source를 테스트 할 때, Mo-tube에 히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루프에 납을 채우고, 순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빔 입사 대신 

Mo-tube에 부착한 히터를 켜서 열역학적 계산(열방출)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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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ube의 진공챔버 내에서의 위치와 관련: 그림 3.5.1-6을 보면 Mo-tube

가 전자빔이 들어오는 Be-window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입사되는 전자빔이 Be-window를 지나면서 산란되어 빔이 퍼지기 때문이

며, 되도록이면 Mo-tube를 Be-window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림 3.5.1-7은 국내에서 설계중인 KAERI 고속중성자원의 초기 설계도면 중 

일부이며, 전체적인 개념은 독일과 서로 동일하다. 전자펌프 및 유속계의 경우 독

일은 기계식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본 설계에서는 코일과 자기장의 변화를 사용하

는 전자식 펌프와 유속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설치하고자 하는 유속계의 주 

목적은 액체납이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 정

확한 값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림 3.5.1- 7. 초기 KAERI 고속중성자원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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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빔라인 입사방향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기존 전자빔라인 배치는 그림 3.5.1-8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라인

이 두번 꺽어진 후 photo-neutron source로 수평입사되는 형태이며, 새로운 배

치는 전자빔라인이 한번 꺽어진 후 photo-neutron source에 수직하방으로 입사

되는 구성이다. 새로운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이유는 단순화된 전자

빔 라인의 구성을 통해서 TOF시설의 시공을 쉽게 하고자 함이다 [Kim14a].

기존구성은 collimator가 전자빔의 입사방향에 대해서 120o의 각도에 위치함 

으로서 photo-neutron source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전자빔라인의 시공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e-beam

e-beam

Neutrons
(to the collimator)

Neutrons
(to the collimator)

e-beam

e-beam

Neutrons
(to the collimator)

Neutrons
(to the collimator)

e-beam

e-beam

Neutrons
(to the collimator)

Neutrons
(to the collimator)

그림 3.5.1- 8. 전자빔라인 및 photo- neutron source의 배치 (좌측: 

기존구성, 우측: 새로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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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source term을 다시 생산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5.1-9는 전자빔이 입사되는 부분의 중성자와 감마선의 flux 분포를 3차원 

공간에 나타내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감마선의 경우 bremsstrahlung gamma 이

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구성(Config. A)의 

경우 전자빔이 수평으로 입사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감마선 또한 수평방향으로 분

포하고 있으며, 새로운구성 (Config. B)의 경우 전자빔이 수직하방으로 입사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감마선 또한 아랫방향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발생되는 중성자는 동일하게 등방성으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3.5.1- 9. 각 경우 감마선과 중성자의 3차원 발생분포 

각 경우에 r=6cm 의 구 표면을 빠져나오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스펙트럼을 비

교해 보았으며, 그림 5.3.1-10에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그림 5.3.1-11에는 감마

선의 스펙트럼을 서로 비교하였다.

본 시설에서 주로 관심있는 중성자의 에너지 영역은 수keV~수MeV 이므로 이 

영역을 보았을 때, 액체납이 흐르는 Mo-tube의 배치가 바뀐 것이 발생되는 중성

자의 스펙트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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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10. 발생되는 중성자스펙트럼의 비교

그림 5.3.1-11. 발생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의 비교

본 시설은 중성자를 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photo-neutron source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감마의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전자빔이 

입사되는 방향에 대해서 collimator가 위치하는 방향에 따라 중성자와 감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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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비교하였다.

새로운 구성에서는 collimator가 전자빔 입사방향에 대해서 90°각도에 위치하

게 된다. 발생되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비율이 기존에 비해서 약 8% 줄어들지만, 

시공의 편리성과 차폐벽의 두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1-12. 전자빔 입사방향과 collimator가 위치하는 각

에 따른 중성자와 감마선의 비

기존 구성 새로운 구성
전자빔 입사방향에 대한  
collimator 방향의 각도 

(degree)
120 90

neutron/
photon ratio at 

collimator direction
4.7897e-04 4.4206e-04

neutron yield per 
electron at r=6cm 7.8432e-04 8.2178e-04

장점 Gamma flash 양을 줄일 
수 있다

전자빔라인이 단순 
(시공에 유리)

수직하방으로 감마선이 
입사 (추가적인 차폐벽 

불필요)

단점

전자빔라인이 복잡 
(시공에 불리)

측면으로 감마선이 
입사되므로 두꺼운 

차폐벽 필요

상대적으로 낮은 
neutron/gamma ratio 

표 3.5.1-1 기존 및 새로운 구성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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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MCNPX로 계산된 total dose 분포는 그림 3.5.1-13과 

같다. 건물외벽에서 선량제한치 0.25μSv/h (일반인 기준, 2000h가동/year, 

safety factor 0.5 적용) 까지만 그래프에 표기하였으며, f5 tally를 사용하여 계산

된 +x방향 및 +z방향으로 필요한 차폐벽 두께는 그림 5.3.1-14에 나타내었다.

새로운 구성의 경우 기존구성에 비해서 +x 방향은 80cm, +z 방향은 30cm 더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원으로부터 TOF라인을 따라 neutron flux를 

그림 5.3.1-15에 비교하였다.

그림 5.3.1- 13. Total dose distribution (좌측: 기존구성, 우측: 

새로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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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14. 각 방향으로 필요한 차폐벽 두께 (좌측: +x방향, 우측: +z방향, 

Config.A: 기존구성, Config.B: 새로운 구성)

그림 5.3.1- 15. TOF 라인의 거리에 따른 neutron flux 비교

Collimator가 시작되는 위치(100cm)에는 새로운 구성(Config.B)의 flux가 높

게 발생되는데, 이는 선원의 배치가 변경되면서 선원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스펙트

럼이 다소 변경되었고, 발생된 산란중성자들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measurement room 영역에서는 flux의 분포가 거

의 유사하지만, 새로운 구성의 경우가 조금 더 큰 flux를 주고 있다. 이는 표 

3.5.1-1에 나타낸 전자하나당 발생되는 neutron yield를 볼 때 타당한 결과를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예정인 TOF시설의 두 가지 구성에 대해서 차폐 및 중성자 flux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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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시공의 편의를 위해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경우라도 기존 구성에  비해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자빔라인 입사방향 변경 후 photo-neutron source 열분포 해석

초기 열 계산은 Mo-tube가 수직으로 위치한 배치로 수행 되었다. 하지만, 전

자빔의 입사방향과 Mo-tube 배치는 시공의 편리성과 차폐벽의 두께 측면에서 유

리하도록 그림 3.5.1-16과 같이 배치하였다.

Photo-neutron source 내부의 Mo-tube의 배치는 수평에서 약 10°기울어

진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사되는 전자빔에 의해 

photo-neutron source의 Mo-tube에서 발생되는 열 분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계산하였다 [Kim14b].

e-beam

Neutrons
(to the collimator)

e-beam

Neutrons
(to the collimator)

그림 3.5.1- 16. 전자빔과 Mo- tube의 

배치

이를 반영하여 디자인된 새로운 photo-neutron source는 그림 3.5.1-17과 

같으며, Mo-tube는 10도 기울어져서 실린더 형상의 vacuum chamber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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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17. Photo- neutron source 

예상도

17MeV 0.08mA 전자빔 입사에 의한 Mo-tube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분포 계

산을 위해서 MCNPX를 사용하였다. 모델링 에서는 그림 3.5.1-18과 같이 총 

10,240개의 cell을 나누고, 각 cell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그림 3.5.1- 18. Mo- tube의 MCNPX 계산모델링.

Mo-tube는 1.5cm × 1.5cm (외부) 와 두께 0.05cm 를 갖는 사각형 튜브 형

상이며, 그림 3.5.1-18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liquid lead가 흐르며,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Mo-tube이다.

전자빔은 그림 3.5.1-19와 같이 FWHM=0.5cm를 갖는 Gaussian 분포로 

Mo-tube에 입사된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입사 전자빔의 단면 및 AA'라인을 

따라  그려본 electron flux는 의도했던 Gaussian 분포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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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A A’A A’A A’A A’

그림 3.5.1-19. 입사되는 전자빔의 프로파일

계산영역 크기 (x/y/z) 4cm/1.5cm/1.5cm
계산영역 매쉬 개수 40/16/16
총 계산영역 개수 10,240

전자빔 프로파일

Gaussian distribution
FWHM: 0.5cm
Mean:  0.0cm
입사빔의 지름: 1.0cm
평균전류: 0.08mA
초당 입사되는 전자 개수:
4.99321e+14 (electrons/sec)

표 3.5.1- 2 사용된 parameters

계산된 Mo-tube 내부 열분포를 그림 3.5.1-20, 21에 나타내었다. 최대값은 

그림 3.5.1-21에서와 같이 Mo-tube 외부 표면에서 0.2cm 들어간 깊이에서 발

생되며, 이는 입사된 전자빔이 내부 액체납과 반응하여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이

다.

입사되는 전자빔의 파워는 1.36kW 이며, 이 중 약 71%인 0.967kW가 계산영

역에 흡수되었다.

입사빔 파워 (kW) 1.36

계산영역에 흡수된 파워 (kW) 0.967 (입사빔 파워의 약 71%)

최대 파워 (kW/cm3)

및

발생위치

5.407kW/cm3

표면에서 0.2cm 깊이 (Fig. 6 참조)

표 3.5.1- 3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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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20. 흡수된 파워 분포

Max position:Max position:

그림 3.5.1- 21. 최대값을 갖는 단면 ( 0<y<0.1) 및 

최대파워 위치

Photo-neutron source는 Mo-tube 표면에서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 아

니라, 입사된 전자빔이 Mo-tube 및 내부의 액체납과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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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는 변경된 형태의 photo-neutron source의 액체납 유속 및 열 

stress 해석에 있어서 선원항으로 사용되었다.

라. 전자빔라인 입사방향 변경 후 photo-neutron source Mo-tube 열

구조 해석

앞장의 열분포를 선원으로 하여 Mo-tube의 온도예측 및 열응력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구조 해석이 수행되었다. 진공챔버 내부에 위

치하는 Mo-tube는 가공 및 브레이징으로 인하여 형상이 그림 3.5.1-22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Mo-tube의 길이는 기존 200mm에서 150mm로 변경되었다.

그림 3.5.1- 22. 설계변경 전/후의 Mo- tube형상

또한 설계변경 전에는 응력이 다소 높아서 기존 양쪽 플랜지 고정에서 한쪽 플

랜지 고정으로 경계조건을 변경하였다.

열구조 해석에 사용된 해석순서는 그림 3.5.1-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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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23. 열구조해석 

순서도 

만들어진 모델 해석을 위해서 유한요소로 나누었으며, 이때 886405개의 node

와 224387개의 element가 사용되었다.

그림 3.5.1- 24. 해석을 위해서 사용된 solid model과 finite element 

model

해석이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빔이 입사되는 Mo-tube이며, 이 부분은  플렌지

를 구성하는 SUS316을 통해서 결속이 된다. 이에 대한 구성은 그림 3.5.1-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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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5. Mo-tube 구성품

해석에 사용된 Molybdenum과 SUS316의 열전도계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1- 26. Molybdenum의 탄성계수, 열전도계수, 열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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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27. SUS316의 탄성계수, 열전도계수, 열팽창계수

Thermal boundary condition은 그림 3.5.1-28과 같이 convection 온도 

25°,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10W/m2-℃를 사용하였으며, 

steady state에서 액체납의 온도는 400℃를 사용하였다.

  

그림 3.5.1- 28.  열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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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은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여 자체 중량을 고려한 응력해석을수행하였다. 

이때, 단순 지지보 형태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림 3.5.1- 29. Mo- tube의 구조해석

실제 운전조건은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해석모델의 내부 hole에 400℃의 납이 

흐르는 상태에 있으며, 이 조건은 지속적인 조건이다. Reference temperature를 

계산하기 위해서 열전달해석을 수행하고, 이때 계산되는 최저점의 온도 387℃를 

stress free 상태로 정하였다.

그림 3.5.1- 30. reference temperature 계산결과 

여기에 앞서 MCNPX를 사용하여 계산된 heat source를 mapping하고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온도는 403.75℃로 계산되었으며, 결과는 그림 

3.5.1-3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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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31. Heat source mapping 후 열전달 해석결과 

구조계산의 결과는 그림 3.5.32에 나타내었으며, 최대 변형은 0.15mm 로서 이 

값은 Mo-tube부분이 아니라 플렌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1- 32. 구조계산의 결과 

각 부분에서 계산된 최대 응력을 그림 3.5.1-33에 나타내었다. SUS316재질

의 400℃에서 허용응력이 105Mpa 임을 고려하고, Molybdenum 이 SUS316 보

다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므로 SUS316의 허용응력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발생된 최대응력 86.04MPa는 허용응력 105MPa 보다 작은 값을 주고 있기 때문

에 구조해석의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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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33. 구조해석 결과로 도출된 각 부분에서의 최대응력 

마. Photo-neutron source 제작

앞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photo-neutron source를 제작하였다. 이를 컨트롤 

하기 위한 컨트롤 부분은 2015년에 수행될 예정이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요 도면을 첨부하였다. 그림 3.5.1-34에는 

photo-neutron source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5.1-35에는 전자빔이 

입사되는 vacuum chamber 부분, 그림 3.5.1-36에는 photo-neutron source의 

뼈대 부분, 그림 3.5.1-37에는 액체납을 순환시킬 전자펌프 도면을 나타내었다.

이를 사용하여 컨트롤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완성되었으며, 그림 3.5.1-38에 

나타내었다. 전원 공급을 위한 장치는 그림 3.5.1-3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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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34. photo- neutron source 설계도면 전체도

그림 3.5.1- 35. photo- neutron source의 vacuum chamber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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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36. photo- neutro source의 지지대 도면 

그림 3.5.1- 37. photo- neutron soruce의 전자펌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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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38. 완성된 photo- neutron 

source (컨트롤 부분 제외) 

그림 3.5.1- 39. photo- neutron source의 

전기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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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KAERI nTOF 시설 설계

앞서 평가된 차폐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시설은 가

로,세로 각각 20m, 깊이는 지하 9m,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구성된 건물로서 벙커

타입의 건물이다. 설계된 도면들 그림으로 첨부하였다.

그림 3.5.1- 40. 주단면도 2

그림 3.5.1- 41. 확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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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42. 지하층 평면도 

그림 3.5.1- 43.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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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44. 정면도, 우측면도

그림 3.5.1- 45. 주단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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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46. 주단면도- 3

그림 3.5.1- 47. 주단면도- 5



- 128 -

그림 3.5.1- 48. 주단면도- 4 

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가. 독일 HZDR 중성자원 이용 W 전단면적 측정

201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HZDR의 중

성자원 (nELBE)을 이용하여 W, Au, Fe에 대한 전단면적 측정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실험은 KAERI, 독일 HZDR, EU의 IRMM 3개의 팀이 참여한 공동측정실

험으로 KAERI는 W, HZDR은 Fe, IRMM은 Au 샘플을 각각 준비하여 전단면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핵데이터 측정에 많은 경험이 없는 KAERI는 이와 같은 국제

공동 측정실험에 참여하여 핵데이터 측정결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핵데이터 측정 

노하우를 습득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3.5.2-1은 기존 건물의 단점이었던 bremsstrahlung photon에 의한 

background noise를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확장된 ELBE 건물을 나타내고 있으

며, photo-neutron source 및 중성자 전단면적 측정시설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분의 좀더 상세한 그림은 그림 3.5.2-2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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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5.2- 1. New ELBE layout.

HZDR의 실험시설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그림 3.5.2-3과 같은 샘플 

changer를 사용하여 중성자 빔이 발생되는 중에 샘플 종류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단면적 측정이기 때문에 총 4개의 샘플 홀더 중 하나는 비워둔 상태로 두

어야 하며, Fe ￫ empty ￫ Au ￫ empty ￫ W ￫ empty의 순서로 사이클을 구성하

였고, 샘플의 조사시간은 각 20분, empty에는 5분의 조사시간을 설정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3개 기관에서 각각 마련한 샘플에 대한 전단면적 측정이 가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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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 ELBE에 설치되어 있는 photo- neutron source

및 TOF 라인 배치도.

TOF라인 끝에 설치된 계측기는 그림 3.5.2-4와 같이 가운데 위치한 형광색 

부분에 plastic scintillator가 들어있으며, 두개의 PMT가 양쪽에 배치되어 

coincidence 신호를 받게 되어 있다.  HZDR은 기 설치되어 있는 자신들의 VME 

위주의 DAQ를 사용했으며, IRMM은 자신들이 가져온 NIM 위주의 DAQ system 

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DAQ 시스템을 사

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5.2-5 및 3.5.2-6에 DAQ 시스템이 나타나 있다.

전자가속기 pulse간 두 PMT중 어느 한쪽에 신호가 들어오면(or gate), 두개의 

PMT에서 들어오는 coincidence gate를 정해진 시간동안 열게 되고, 이때 들어오

는 것만 시그널로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다.  이후 다음 전자가속기 pulse가 발

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측정시그널을 받게 된다. One shot data 

acquisi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3.5.2-7은 IRMM의 DAQ 시스템으로 확득한 각 샘플의 time-of-flight 

분포이고 그림 3.5.2-8은 HZDR의 DAQ 시스템으로 획득한 일반적인 

time-of-flight 분포이다. 이러한 time-of-flight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통하여 전단면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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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3. 샘플 changer에 장착된 

3개의 셈플 (위에서부터 W shutter, 

Pb+Au, Pb+W, Pb, 그리고 Pb+Fe)

  

그림 3.5.2- 4. TOF 라인 끝에 설치된

detector의 위치 및 형태.

그림 3.5.2-9는 IRMM이 도출한 Au의 전단면적인데 ENDF/VII.1의 값과 서

로 비교하였으며, 어느 정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처리는 대략

적인 값들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2-10은 HZDR이 도출한 Au의 전단면적이다. 전단면적 도출시 

background를 평가해야 하는데 주 background는 빔 운전과 상관없는 room 

background로 평가되었고 중성자 에너지와 연관 없는 constant로 간주되어 

time-of-flight 분포의 뒷 부분에 맞추어 fitting을 하였다. 

KAERI에서 측정한 W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전단면적을 도출하였

고 그림 3.5.2-11 및 3.5.2-12에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3.5.2-11은 2.5 ns

의 time-of-flight bin size로 분석한 것이고 그림 3.5.2-12는 24.4 ns의 bin 

size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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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5. IRMM

DAQ system.

   

그림 3.5.2- 6. HZDR의 DAQ 시스템

  

그림 3.5.2- 7. IRMM의 DAQ 

system에 기록된 3개 샘플의 

TOF 시그널.

   

그림 3.5.2- 8. HZDR의 일반적인 TOF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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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9. 측정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재구

성한 Au의 전단면적 (preliminary results).

 

그림 3.5.2- 10. HZDR이 도출한 Au 전단면적

그림 3.5.2-13은 HZDR 측정 샘플인 Fe 전단면적 분석 결과이다. 그림 

3.5.2-14는 0.1에서 0.15 MeV 구간의 전단면적이고 그림 3.5.2-15는 0.3에서 

0.6 MeV 구간에서의 전단면적이다.

향후에는 KAERI, IRMM, HZDR 3개 그룹이 U-238의 전단면적을 같이 측정

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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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11. Bin size 2.5 ns로 분석한 W 전단면적

그림 3.5.2- 12. Bin size 24.4 ns로 분석한 W 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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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13. Fe 전단면적

그림 3.5.2- 14. Fe 전단면적 (0.1- 0.15 MeV) 

그림 3.5.2- 15. Fe 전단면적 (0.3- 0.6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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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JRC-IRMM의 TOF 시설을 이용한 U-238 중성자 포획 측정

원자력발전 연료의 가장 중요한 핵종인 U-238에 대한 기존 라이브러리에 대

한 평가 및 검증은 신뢰할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WPEC CIELO 프로젝트와 

IAEA Standard Library CRP에서는 U-238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명영역 중

성자 포획 단면적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공명영역의 평

가는 모델 계산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실험 자료가 필수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의 폭을 넓히는 일환으로 벨기

에 Geel에 위치한 EC-JRC-IRMM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EC-JRC-IRMM의 TOF 시설을 

그림 3.5.2-16에서 볼 수 있다. 본 시설은 총 10개 TOF 라인을 동시에 이용하여 

전단면적, 비탄성 산란 단면적, 포획 단면적 등 다양한 핵반응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중성자 에너지 분해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진 가속기 중의 하나이다. 

EC-JRC-IRMM의 Linac은 100 MeV의 평균 에너지와 10ns의 펄스폭 800Hz

의 반복율로 운전하는 전자가속기로써, 최대 150MeV까지 가속된 전자가 우랴늄 

타깃에서 Bremsstrahlung 감마를 만들어 광핵반응으로 중성자를 생산한다. 이때 

생성되는 중성자는 3.4 x 1013 n/s의 평균 flux를 가지고 있으며, 열중성자부터 

20 MeV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1- 2MeV에서 피크를 이룬다. 생성된 중성자는 

감속재를 통과 하면서 공명영역에서 수 백 keV의 중성자 에너지 분포를 가짐으로

써 원하는 영역의 중성자를 생성한다.

그림 3.5.2- 16. IRMM의 TOF 시설과 선형가속기 내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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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를 이용한 중성자의 반응 단면적 측정의 기본원리는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

식에 바탕을 둔다.

                  

,                                          (3.5.2-1)

여기서 m은 중성자의 질량이고, v는 중성자의 속도이다.   


이고, L은 비행

거리이며, t는 비행시간이다. 비행거리는 고정된 값이므로, t를 측정하면 에너지 E

를 알 수 있다. 그림 3.5.2-17은 IRMM의 TOF 시설의 개략도를 보여 주는데, 우

랴늄 타깃에서 생성된 전자는 보론 캔의 물과 충돌로 감속되어진 후 진공의 TOF

관를 따라 이동하고, flux를 측정하는 ionization chamber를 통과하고, 최종적으

로 샘플에 포획된 후 감마를 생성한다. 그림 3.5.2-17은 본 연구에 쓰인 U-238 

Sample로써 순도가 99.9% 이상이다.

그림  3.5.2- 17. TOF개략도 및 U- 238 Sample. 

    

그림  3.5.2-18은 샘플에서 나오는 감마를 측정하기 위한 C6D6 검출기와 중

성자 flux를 측정하기 위한 ionization chamber를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은 감마를 측정하고 위한 C6D6 검출기이며, 오른쪽은 flux를 측정하기 위한 

ionization chamber임. ionization chamber는 샘플 앞 약 1m에 위치하여 중성자

의 flux를 측정하고, C6D6 검출기는 샘플에 포획된 중성자가 방사하는 감마선을 

측정한다. 검출기에 들어온 감마선은 C6D6 액체 섬광기를 통과하면서 전자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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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 전자는 섬광기를 통과하면서 광자를 생성한다. 생성된 광자는 PMT에

서 증폭되어 electonics 회로에 신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PC에 저장된다. 그림 

3.5.2-19는 검출기에서 검출된 감마선이 PMT를 통과하여 하여 PC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5.2- 18. 포획 측정용 C6D6 Detector와 flux측정용 Ionization Chamber.

그림 3.5.2- 19. 검출기에서 검출된 신호를 PC에 저장하는 회로도. 



- 139 -

중성자는 U-238 샘플과 반응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고, 샘플과 탄성, 비탄

성등의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반응 중 포획 단면적

에 관심이 있다. 중성자를 포획한 샘플은 감마를 방출하여 안정화되는데, 검출기는 

이렇게 방출된 감마를 측정하여 그 신호를 DAQ 시스템으로 보내 컴퓨터에 저장한

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값은 시간의존적인 중성자의 count (Cr) 수 인데, 이때 중

성자 yiel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3.5.2-2)

여기서 N은 규격화를 위한 값이며, Br는 Background, 는 중성자 flux이고, 측

정된 중성자 flux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3.5.2-3)

여기서 와 는 각각 flux count와 flux의 background count이며, 는 

Standard library인 10B(n,) 반응에 대한 yield이다. 이때 ADC (Analog Digital 

Convert)에서 측정된 flux 스펙트럼은 그림 3.5.2-20과 같다. 두 개의 ADC가 

flux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고, 두 ADC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을 선형결합하고,  

background를 빼면 그림 3.5.2-21과 같다. 이때 사용한 background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5.2-4)

여기서 는 시간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background이며, 두 번째 항은 중성자

가 수소와 반응하여 감속되지 않고 포획될 때 방출되는 감마선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ADC 스펙트럼을 생성할 때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background를 

처리할 때는 쓰지 않는다. 세 번째항은 산란된 중성자가 검출기에 측정되는 것을 

나타내면, 마지막은 다른 펄스에 의한 중성자 포획의 영향을 나타내는 overlap 중

성자를 나타낸다. 그림 3.5.2-21은 전체 flux 스펙트럼에 대한 각 background의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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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0. ADC에서 측정되 flux 스펙트럼. 

그림 3.5.2- 21. flux에서 background의 contribution.

flux 측정 및 분석에서와 같이 포획 측정 또한 각각의 ADC에서 측정된 값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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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성분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반응 측정에서 

Background를 정확히 해석해야 데이터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성

자 포획 측정에서 Background는 시간에 무관한 성분과 시간에 의존적인 성분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즉 빔을 정지한 상태에서 Detector에서 측정된 값은 시간

에 무관한 background로 간주할 수 있으며, 빔이 커진 상태에서 샘플의 유무에 따

른 차이를 시간의존적인 Background로 간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쓰인 포획 중

성자에 대한 background는 다음과 같다.

                                    (3.5.2-5)

이 식의 첫 번째 항은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background이고, 두 번

째 항은 Sample을 제거했을 때 존재하는 양이며, 마지막 항은 검출기 방에 가장 

많은 납에 대한 산란 항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background이다. 이때 Rn은 

U-238 샘플과 납의 영향을 고려한 값이다. 그림 3.5.2-22는 Detector에서 측정

된 총 count 수와 Background를 보여준다. x축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수의 값으로 

주어지는 값이 시간에 무관한 Background이며, TOF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

하는 값이 시간의존적인 Background이다. 

그림 3.5.2- 22. 중성자 포획과 background counting. 

이렇게 측정되어 분석된 실험 자료는 공명분석 코드인 REFIT를 이용하여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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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공명영역은 고속 중성자로 표현되는 수 백 keV의 중성

자 포획까지 나타내지만, 분해능의 한계로 분해가 가능한 분리 공명영역 및 분해가 

어려운 비분리 공명영역으로 구별한다. 본 연구는 수 eV에서 수 keV까지를 분리 

공명영역으로 취급할 것이며, 그 이상을 비분리 공명영역으로 다룬다. 분리 공명영

역에서 에너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긴 TOF 라인에서 측정된 값을 쓰지만, 

이럴 경우 낮은 에너지에서 overlap 중성자에 의한 background가 너무 큰 단점이 

있다. 이것은 보완하기 위해 짦은 거리의 TOF에서 측정한 값을 함께 쓴다. 한편 

비분리 공명영역은 수 십 keV  이상의 중성자 포획을 에너지 그룹 당 포획 단면적

을 평균하여 구한다. 공명영역의 평가는 고속 중성자의 평가와 함께 고려될 예정이

다.

다. HIMAC 중이온가속기 이용 중성자 측정실험

(1) 실험 수행 배경

최근 국내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RAON 및 원자력의학원의 치

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고에너지 중이온가속기시설이 개발,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시설의 개발 및 건설 중에 방사선차폐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차폐해석의 선원항에 

해당하는 중성자의 발생 핵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항목

이 된다. 또한 장치 및 시설의 개발 이후, 생산된 빔의 사용 과정에서도 중이온빔

과 표적물질과의 핵반응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에너지 중이온빔의 핵반

응은 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핵반응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핵

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에너지 중성자 핵반응 등에 비해 핵반응모델 

사용에 따른 해석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핵반응모델을 사

용한 해석결과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평가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

러나 국제적으로도 아직 고에너지 중이온의 핵반응데이터 측정실험이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중이온빔의 핵반응 측정실험이 수행된 바 없

고, 이에 따라 관련 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외 중이온가

속기시설 및 중이온빔측정팀과의 협력연구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국내 중이온가속기 시설을 이용하여 핵반응측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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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실험기반 구축 

국제적으로도 중이온가속기시설은 많지 않으며, 특히 주요 관심사인 중이온빔

의 중성자생성에 관한 핵반응데이터를 측정, 생산하고 있는 곳은 다음의 표

3.5.2-1에 나타낸 4개 시설 정도이다. 이중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실험을 수행

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HIMAC 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

까운 장점이 있다. KAERI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에서 구축한 국제 핵자료네

트웍을 통해, HIMAC에서 중이온빔을 상요하여 이차중성자 생성 핵반응데이터 측

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큐수대학의 측정팀(Prof. Shigyo Nobuhiro)과 접촉

하여 협력실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시설 지역, 국가

HIMAC
(Heavy Ion Medical Application Center at 
Nati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Chiba, Japan

NSCL
(National Supperconducting Cyclotron Lab.)

Michigan state univ., 
Michigan, USA

Belvalc
(Defunct high-energy, heavy-ion 

accelerator in Lawrence Berkley National 
Lab.)

Berkley, CA, USA

SREL
(Space Radiation Effects Lab.)

Newport News, 
Virginia, USA

표 3.5.2- 1. 중이온빔의 이차중성자생성 핵반응데이터 측정시설

그림 3.5.2- 23. HIMAC 방문 및 큐수대

측정팀과 협력연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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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12년 12월 HIMAC을 방문하여 큐수대학의 측정팀과 협력연구 기

반을 구축하였다. 큐수대학의 측정팀은 큐수대학의 Shigyo Nobuhiro 교수팀을 중

심으로, JAEA의 PHITS 코드 개발팀(Dr. Sato Kunieda) 및 히로시마대학 그룹

이 참여하여, 중성자핵반응 단면적, Bio-element 핵반응, Fragmentation 등의 

측정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협력연구방안의 논의를 통해, 매년 큐수대

학팀에서 빔사용 인가를 받아 한국에 1~2회의 빔조사시간을 배당하고, KAERI에

서 2인이 참여하고 공동실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AERI 에서는 2013년도에 Ar beam 250 MeV/u, 2014년도에 

Fe beam 500 MeV/u, Ar beam 650 MeV/u 을 사용하여 흑연표적에 대한 이차

중성자 DDX (Double Differential Cross-section)의 측정실험을 큐수대학팀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Date Beam & target Measurement

1st Apr., 2013
Ar beam (290 MeV/n)&

C target
DDX of secondary neutrons

2nd Jan., 2014
Fe beam (500 MeV/n) &

C target &Fe sample

DDX of secondary neutrons,

Activation of samples

3rd Jan., 2015
Ar beam (650 MeV/n) &

C target
DDX of secondary neutrons

표 3.5.2- 2. HIMAC 실험 일정

(3) n-TOF 측정시스템 연구기반 구축

HIMAC 에서는 이차중성 측정을 위해 n-TOF (Time-Of-Flight) 방법의 측

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KAERI 에서도 동일한 측

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HIMAC 실험에서는 큐수대학

측정팀의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n-TOF 용 측정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Cf-252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n-TOF 측정용시스템을 그림 3.5.2-24와 

같이 구성하였다. 해당 측정시스템은, NIM 과 KMAC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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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ADC, TDC 및 Gate Generator(GG)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5.2- 24. Cf- 252 선원을 이용한 n- TOF 측정용 Electronics 구성안

 n-TOF 측정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비행시간거리차

를 측정하기 위해, Satrt signal 과 Stop signal을 측정하고, TDC를 사용해 시간

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에 따라 Start 및 Stop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2개의 검출기를 사용하며, 시간분해능이 좋은 플라스틱섬광검출기가 주로 사용된

다. 검출기에서 얻은 신호는 CFD에서 펄스형신호로 변경된다. Stop 시간측정용 

신호는 두경로로 전해진다. 첫 번째 경로는 Start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신호는 데이터 측정용 Gate를 만들어주기 위해 G.G. 로 보내진다. Start 시간측정

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신호는 이 G.G를 통해 Coincidence에서 처리된다. 이 과정

을 통해, 그림 3.5.2-25와 같이 G.G 신호내 얻어진 시그널만 처리하여 동일한 중

성자에 대한 Stop과 Start 신호를 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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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5. Sart/Stop signal 

일치용Coincidence 내 펄스신호 배열 

 측정된 신호는 데이터처리를 위해 PC 로 전송된다. 이때 PC 와 데이터를 전

송, 처리하는 시간 동안은 검출신호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G.G 의 

Veto 신호처리를 이용해, 검출신호를 PC 에서 처리할때까지 다음 검출신호를 받

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 두 번째 Coinsidence 과 G.G.를 추가로 구성한다.

  Stop detector에서 획득한 신호의 두 번째 경로는 Stop 신호를 획득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경로에 따른 Stop 신호와 Coincidence를 통해 들어오는 Start 신호

는 Coincidence를 거쳐 TDC 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TDC에서 두 신호의 시차

를 측정하게 된다.

 그림 3.5.2-24에 나타낸 Electronics 구성안 내 다양한 종류의 G.G. 와 

signal delay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조합은 각 단계에서 검출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펄스의 Timing을 설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 3.5.2-26에 측정시스템의 

각 단계 별 신호의 정렬상태를 정리하였다.  그림 3.5.2-26의 펄스 정렬형태를 만

족하도록, G.G. 와 Signal delay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ADC 에 보내진 신호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준다. 검출기에 검출된 신호는 중성자에 의한 신호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가 혼

재되어있다.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는 펄스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펄스형태

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이상에 기술한 n-TOF용 측정시스템의 구성을 다음의 그림 3.5.2-27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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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6. n- TOF 측정시스

템 내 펄스신호 Timing 

그림 3.5.2- 27. n- TOF 용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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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MAC 실험의 중성자 DDX 측정 방법 

HIMAC 실험에서는 고에너지 중이온빔을 표적에 조사하고, 표적에서 발생하는 

이차중성자의 에너지/각분포(DDX)를 측정한다. 각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3.5.2-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빔진행방향을 기준으로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및 90도 등의 빔 방향 6곳에 검출기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는 TOF 방법으로 측정한다.

표적은 Thick target 과 Thin target 두종류를 사용하였고, 표적물질은 흑연을 

사용하였다. 흑연표적의 크기는 5 cm × 5 cm로 구성하였다. Thick target 은 

TTY(Thick Target Tield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중이온빔이 표적 내 정지하도

록 충분히 두꺼운 표적두께를 적용한다. Thin target 은 중이온빔의 에너지가 거

의 변하지 않도록 표적의 두께를 조정하여, 중이온빔의 에너지에서 중성자발생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Thick target 및 Thin target 의 두께는 PHITS 전

산코드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림 3.5.2- 28. HIMAC 실험 개요 및 배치도 

HIMAC의 펄스빔은 repetition rate 0.3 Hz, 펄스폭 1 s로 펄스폭이 커서, 일

반적인 TOF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HIMAC 실험에서는 빔 입자 별로 검출

신호를 측정하여 TOF 시작 시간 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서 최대 ~108 ions/s정도인 빔 intensity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105 ions/s정도로 

빔전류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데이터는 모두 Single event(빔입자가 한 개 

입사하는 경우)로 얻게 되는데, 빔전류가 너무 높아지면, Multiple event(빔입자

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입사하는 경우) 수가 증가하여 측정정보가 오히려 손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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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입자 1개에 대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께 0.5 mm NE102A 신틸레이

터를 표적 바로 전에 빔 pick-up 모니터로 배치하여, 빔을 측정하며, 고에너지 및 

저에너지 측정 영역에 맞춰 두가지 형태의 중성자검출기를 사용한다. 고에너지 중

이온빔을 사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하전입자가 발생한다. 이들 하

전입자가 검출기에 입사하여, 오류신호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성자검출

기 앞에 별도의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를 배치, 적용하였다. 하전입자 검출용 검

출기로는 2 mm 두께의 NE102A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중성자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NE213 섬광검출기 6개를 각 측정 각

도 별로 배치된다. TOF 거리는 중성자 선속과 중성자 에너지 resolution을 고려하

여 2 ~ 4 m 정도로 설정하였다. NE213 검출기는 2인치짜리 3개, 5인치짜리 3개

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5인치 크기의 검출기는 ~수백  MeV 영역의 고에너지 

중성자 측정에 적합하다. 2인치 크기의 검출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수십 MeV 의 

저에너지 영역의 중성자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두종류 크기의 검출기

를 사용함에 따라, 15도, 30도, 45도에 같은 크기의 NE213을, 60도, 75도, 90도

에 같은 크기의 NE213을 배치해서 측정 후, 다시 전방, 후방 위치를 바꿔서 측정

을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3.5.2-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HIMAC 시설에는 0도 방향에 빔덤프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다. 표적을 통과한 중이온빔이 빔덤프에입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차 입자를 생성한다. 특히 빔덤프에서 발생한 고에너지 중성자가 검출기

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빔덤프와 NE213 중성자 검출기 사이에 추가로 

차폐체를 설치하였다. 

(5) 측정 데이터 분석

HIMAC 실험에서는 총 6개의 검출기를 사용한다. 1개 검출기로부터 측정되는 

신호는 (3)절에서 기술한 TOF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검출기 

별로 동일한 6개의 측정시스템이 적용되었다. HIMAC 실험에서 구성한 고에너지

중성자 측정용 측정시스템의 회로도를 다음의 그림 3.5.2-29에 나타내었다. 저에

너지중성자 측정용 측정시스템도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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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29. HIMAC 실험 측정시스템 회로도

측정데이터는 다음의 3 가지의 event discrimination을 적용하여 일차적으로 

처리한다. 첫 번째로, 빔 pick-up 모니터의 에너지 신호로부터 2개 이상의 입자가 

동시에 측정되는 Multiple event를 제거한다. 그림 3.5.2-30은 빔 pick-up 모니

터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ADC 분포이다. 그림 3.5.2-30의 첫 번째 피크영역(붉은

색 부분)이 1개 입자 event에 의한 신호에 해당한다. 



- 151 -

그림 3.5.2- 30. Single events 분리 

두 번째는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veto detector) 로부터 획득한 ADC 신호

로부터 하전입자 event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림 3.5.2-31에 ADC 분포 중, 첫 

번째 피크 영역이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Event 이고, 나머지가 하전입자 event 

에 해당한다. 

그림 3.5.2- 31.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ADC 신호 

세 번째로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를 분리한다. 중성자측정용으로 사용하

는 NE213 검출기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모두 검출한다. 중성자에 의한 얻어진 신

호의 데이터만을 분리하기 위해 중성자와 감마선의 펄스특성을 활용한다.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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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마선은 펄스의 형태에 차이가 있다. 중성자와 양성자 모두 전기적으로 중성이

기 때문이 이차 하전입자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차하전입자가 물질 내 흡수하면서 

Energy desposition 이 발생한다. 중성자의 경우 양성자에 의해서, 감마선의 경우 

전자에 의해서 Energy deposition 이 이뤄진다. Energy deposition 과정을 통해 

섬광검출기에서 검출이 이뤄지고 Light output을 발생시킨다. 이때 중성자에 의해 

발생한 펄스신호의 꼬리부분이 감마선에 의한 펄스신호보다 길어지는 특징이 있

다. 이 차이를 사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한다. 

ADC 값을 Total gate 와 Slow gate 의 두가지 Gate를 사용해서 획득한다. 

Total gate 는 펄스신호 영역 전체의 면적을 신호로 획득할 수 있도록 Gate를 설

정하고, Slow gate 는  펄스신호의 꼬리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획득하도록 Gate를 설정한다. Slow/Total 의 비율의 차이로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Total 과 Slow gate 로부터 얻은 ADC 값을 2D plot

으로 그리면 그림 3.5.2-32와 같이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진 분포를 얻게 된다.위

쪽은 중성자에 의한 신호, 아래쪽은 감마선에 의한 신호에 해당한다. 

그림 3.5.2- 32. 중성자 및 감마선 분리에 적용된 Total/Slow gate ADC 데이터

분포 

이상의 과정을 통해 중성자만의 신호에 의한 측정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중성

자 측정데이터는 TDC 로부터 얻어진 Start/Stop 신호에 의한 시간차에 해당하는 

TOF 값들이다. TOF 분포를 에너지 분포로 변환하여 중성자의 에너지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TOF 값을 에너지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Gamma flash와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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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이용한다. Gamma flash 는 감마선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로 Start 신호의 

기준점이 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마선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의 

3가지 Discrimination 방법 중, 마지막 3번째의 중성자/감마선 신호 분리는 TOF 

분포를 에너지로 변환시킨 후에 수행한다.

중성자측정과정 중에 시설 내 다양한 구조물로부터 산란된 중성자의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란중성자에 의한 Background 신호를 별도로 측정하

였다. Background 측정에서는 표적과 NE213 중성자검출기 사이에 철차폐체를 

(Iron shadow bar) 적재, 설치하여, 표적에서 검출기로 직접 들어오는 중성자를 

차폐하였다. 따라서 Background 측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산란중성자에 의한 영향

만 획득하게 된다. Iron shadow bar는 고에너지 중성자 검출기(5인치 NE213)에 

대해서는 110 cm 길이를, 저에너지 중성자 검출기(2인치 NE213)에 대해서는 

50cm 의 길이를 적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3.5.2-33에 Bacground 측정용 철차폐

체 설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3.5.2- 33. Background 측정용 철차폐체(Iron shadow bar) 설치 형태 

마지막으로 DDX 측정을 위해서 NE213의 중성자 측정효율 데이터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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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기 고유의 중성자측정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SCINFUL-QMD 핵반응계산

용 전산코드를 사용하였다.  SCINFUL-QMD는 ORNL에서 개발한 SCINFUL을 

고에너지 영역의 3 GeV까지 확장시킨 코드이다. SCINFUL-QMD 코드를 사용하

여 중성자의 에너지 구간 별로 측정효율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Threshold 값

을 측정과 계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정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특정 감마의 ADC 분포를 측정하고, 그림 3.5.2-34에 표시된 Compton 

edge의 half height에 해당하는 ADC값을 threshold 값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SCINFUL-QMD 계산에서 이에 대응하는 값을 Threshold를 설정하여 측정효율

을 계산한다. 동위원소 선원으로는 Am-241, Ba-133, Cs-137, Co-60, 및 

AmBe 등이 사용되었다. 2인치 NE213에서는 수백 keV 중성자 에너지 측정을 위

해서 Am-241로부터 설정된 Threshold로 계산된 효율을 주로 사용하고, 5인치 

NE213의 경우는 Cs-137이및 Co-60으로부터 설정된 Threshold로 계산된 효

율을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3.5.2-35에 동위원소 선원 별로 Threshold를 적용

하여 SCINFUL-QMD 코드로부터 계산된 2인치 및 5인치 NE213의 중성자 측정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5.2- 34.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한 Threshold 

level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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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35.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한 NE213 

검출기 측정효율 평가 

(6) 측정결과 

(5)절의 데이터 처리/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획득한 결과는 이차중성자의 

에너지-각 분포(DDX)로, 다음의 그림 3.5.2-36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5.2- 36. 290MeV/u Ar 빔에 대한 

이차중성자 DDX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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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주양성자 가속기 이용 하전입자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경주양성자 가속기에서 57 MeV의 양성자 빔을 단일동위원소로 이루어진 Y 표

적에 조사한 후, 생성되는 방사성핵종들의 단면적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Y 표적은 순도 99.9%이며, 두께는 35 μm 이다. 정확한 양성자 빔 플럭스 값을 

얻기 위해 2개의 모니터 시료(Al, Cu)를 이용하였고, 이들의 두께는 98 μm 이

다. 각각 16개의 표적이 그림 3.5.2-37과 같은 적층형태로 자체 제작한 콜리메이

터에 순차적으로 양성자 빔을 조사받도록 하였으며, 각 표적에 입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는 SRIM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그 결과는 표 3.5.2-3과 같다. 

그림 3.5.2- 37. 빔 조사를 위한 표적의 적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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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Layer Thickness
Energy in 

[MeV]
Energy out 

[MeV]
Energy ave. 

[MeV]
Energy error 

[MeV]

1 Al-01 98 54.50 54.26 54.38 0.12 

2 Y-01 35 54.26 54.15 54.21 0.06 

3 Cu-01 98 54.15 53.49 53.82 0.33 

4 Al-02 98 53.49 53.26 53.37 0.12 

5 Y-02 35 53.26 53.13 53.19 0.06 

6 Cu-02 98 53.13 52.46 52.80 0.33 

7 Al-03 98 52.46 52.20 52.33 0.13 

8 Y-03 35 52.20 52.09 52.14 0.05 

9 Cu-03 98 52.09 51.41 51.75 0.34 

10 Al-04 98 51.41 51.16 51.29 0.12 

11 Y-04 35 51.16 51.04 51.10 0.06 

12 Cu-04 98 51.04 50.34 50.69 0.35 

13 Al-05 98 50.34 50.10 50.22 0.12 

14 Y-05 35 50.10 49.99 50.04 0.05 

15 Cu-05 98 49.99 49.30 49.64 0.35 

16 Al-06 98 49.30 48.99 49.14 0.15 

17 Y-06 35 48.99 48.88 48.94 0.06 

18 Cu-06 98 48.88 48.16 48.52 0.36 

19 Al-07 98 48.16 47.93 48.05 0.12 

20 Y-07 35 47.93 47.79 47.86 0.07 

21 Cu-07 98 47.79 47.04 47.41 0.37 

22 Al-08 98 47.04 46.76 46.90 0.14 

23 Y-08 35 46.76 46.65 46.70 0.06 

24 Cu-08 98 46.65 45.91 46.28 0.37 

25 Al-09 98 45.91 45.60 45.76 0.15 

26 Y-09 35 45.60 45.48 45.54 0.06 

27 Cu-09 98 45.48 44.78 45.13 0.35 

28 Al-10 98 44.78 44.46 44.62 0.16 

29 Y-10 35 44.46 44.37 44.41 0.05 

30 Cu-10 98 44.37 43.54 43.95 0.41 

31 Al-11 98 43.54 43.30 43.42 0.12 

32 Y-11 35 43.30 43.08 43.19 0.11 

33 Cu-11 98 43.08 42.33 42.71 0.38 

34 Al-12 98 42.33 42.06 42.20 0.13 

35 Y-12 35 42.06 41.92 41.99 0.07 

36 Cu-12 98 41.92 41.13 41.53 0.40 

37 Al-13 98 41.13 40.78 40.96 0.17 

38 Y-13 35 40.78 40.69 40.74 0.05 

39 Cu-13 98 40.69 39.82 40.25 0.44 

40 Al-14 98 39.82 39.51 39.66 0.15 

41 Y-14 35 39.51 39.37 39.44 0.07 

42 Cu-14 98 39.37 38.51 38.94 0.43 

43 Al-15 98 38.51 38.24 38.38 0.14 

44 Y-15 35 38.24 38.10 38.17 0.07 

45 Cu-15 98 38.10 37.20 37.65 0.45 

46 Al-16 98 37.20 36.89 37.05 0.16 

47 Y-16 35 36.89 36.76 36.83 0.06 

48 Cu-16 98 36.76 35.83 36.30 0.47 

표 3.5.2- 3. 표적에 입사되는 양성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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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빔은 2 Hz로 3 시간 동안 적층표적에 조사하였고, 5 시간의 대기시간 

이후 표적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DC를 거친 디지털신호는 MCA를 통해 적절한 채널에 기록되고, 최종적으로 감

마선 스펙트럼은 Gamma Vision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되었다. 데이터획득시스

템의 개략도는 그림 3.5.2-38과 같다.

그림 3.5.2- 38. 데이터획득 시스템의 개략도

에너지 교정 및 검출기의 검출효율은 잘 알려진 표준 감마선원인  Eu-152, 

Ba-133, Cs-137, Cd-109, Co-60 등이 사용되었으며, 단면적 분석에 중요한 

검출효율(ε)은 다음의 식(3.5.2-6)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  

 ×exp×


(3.5.2-6)

여기서 CPS는 초당 카운트 수, A0 는 선원의 초기 방사능, λ는 붕괴 상수, td는 

붕괴 기간, Iγ는 방출감마선 세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사화방법을 사용한 단면적(σ) 계산은 다음의 식(3.5.2-7)에 의

해 수행이 된다. 


⋅

⋅⋅⋅


(3.5.2-7)

여기서 S는 감마선 피크에 기록되는 전체 카운트 수, ε는 검출효율, N0 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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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핵의 수,ϕ 는 빔의 플럭스, CF 는 보정계수, ti 는 조사시간, tc 는 대기시간, 

그리고 tm 은 측정시간을 나타낸다. 빔 플럭스는 IAEA에서 권장하는 모니터 시료

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감마선의 합산 간섭 및 감마선의 자가 흡수율, 지

연시간에 대한 보정이 적용 된다. 

본 실험에서는 57 MeV의 양성자 빔을 Y 표적에 조사하여 생성되는 86Zr, 
88Zr, 89gZr, 86gY, 87gY, 87mY, 88gY, 83gSr, 85gSr, 83gRb, 그리고 84gRb 방사성핵종

들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이 방사성핵종들의 반감기 및 분석에 사용된 감마선의 

정보는 표 3.5.2-4와 같다. 

핵종 반감기 감마선에너지 감마선세기 생성과정
86Zr 16.5 h 242.8 95.8 Y(p,4n)
88Zr 83.4 d 392.9 97.3 Y(p,2n)
89gZr 78.4 h 909.2 99.0 Y(p,n), IT
86gY 14.7 h 1076.6 82.5 Y(p,x), IT, 86Zr
87gY 79.8 h 484.8 89.8 Y(p,x), IT, 87Zr
87mY 13.4 h 380.8 78.1 Y(p,x), 87Zr
88gY 106.6 d 898.0 93.7 Y(p,x), 88Zr
83gSr 32.4 h 762.7 30.0 Y(p,x), 83Y
85gSr 64.8 d 514.0 96.0 Y(p,x), IT, 85Y
83gRb 86.2 d 529.6 29.3 Y(p,x), 83Sr
84gRb 32.8 d 881.6 68.9 Y(p,x), IT

표 3.5.2- 4. 방사성핵종의 특성 및 감마선 정보

양성자 빔 조사로 부터 12 시간의 대기시간을 가진 후 200 초 동안 측정된 감

마스펙트럼은 그림 3.5.2-39와 같다. 스펙트럼으로부터 감마선 피크에 대한 카운

트를 얻고, 최종적으로 위의 식(3.5.2-7)을 사용하여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성핵종들의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림 3.5.2-40 ~ 그림 3.5.2-50

은 본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단면적데이터와 문헌의 실험데이터, 그리고 

TENDL-2013 라이브러리가 양성자 에너지 함수에 대해 비교 수행된 것으로, 측

정된 단면적데이터가 신뢰할만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측정 결과는 

2014년 10월 한국물리학회에서 발표가 수행되었고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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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39. 50 MeV의 양성자 에너지에 대한 Y의 스펙트럼

그림 3.5.2- 40. Y(p,x) 핵반응에 의한 86Zr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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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41. Y(p,x) 핵반응에 의한 88Zr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2- 42. Y(p,x) 핵반응에 의한 89Zr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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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43. Y(p,x) 핵반응에 의한 86Y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3- 44. Y(p,x) 핵반응에 의한 87mY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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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45. Y(p,x) 핵반응에 의한 87gY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2- 46. Y(p,x) 핵반응에 의한 88Y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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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47. Y(p,x) 핵반응에 의한 85Sr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2- 48. Y(p,x) 핵반응에 의한 83Sr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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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49. Y(p,x) 핵반응에 의한 84Rb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2- 50. Y(p,x) 핵반응에 의한 83Rb의 생성단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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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속기 이용 하전입자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E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대한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45 MeV의 양성자 빔을 99.9% 이상의 고 순도 Er

에 조사하여 생성되는 치료용 및 진단동위원소인 Tm-165과 Tm-166의 핵종에 

대한 생성단면적이 측정되었다. 측정에 사용된 Er 표적의 두께는 25 μm로 총 16

개의 foil이 사용되었으며, 양성자 빔 전류 측정을 위한 모니터는 50 μm 두께의 

Cu 포일이 16개 사용되었다. 45 MeV의 양성자 빔은 100 nA의 전류로 1 시간 

동안 Er과 Cu의 적층표적에 조사하였으며, 방출되는 감마선은 HPGe 검출기를 이

용하여 빔 조사가 끝나고 하루의 대기시간을 가진 후 측정이 수행되었다. 생성되는 

Tm-165과 Tm-166 핵종들의 감마선에 대한 특성은 표 3.5.2-5와 같으며, 감

마선의 세기가 큰 242.917 keV와 778.817 keV이 각각 Tm-165과 Tm-166의 

생성단면적 분석에 이용되었다.

Nuclide Half-life
Decay 

mode

Gamma energy 

(keV)

Gamma intensity 

(%)

Tm-165 30.06 h EC+β+

218.859 3.34
242.917 35.5
356.519 2.75
389.404 2.82
1184.446 2.95

Tm-166 7.70 h EC+β+

215.185 5.24
691.249 7.39
778.817 18.9
1176.704 9.54
1273.540 14.6

표 3.5.2- 5. Tm- 165와 Tm- 166 핵종의 반감기 및 감마선에 대한 정보

에너지 교정 및 검출 효율 측정을 위해 Eu-152 표준선원을 사용하였고, SRIM 

코드를 이용하여 표적에 조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모니터 표적의 

빔 전류 분석을 토대로, 최종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Tm-165와 

Tm-166의 생성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3.5.2-6에 정리하였다. 그림 

3.5.2-51과 3.5.2-52는 본 실험으로부터 생산된 단면적데이터와 문헌데이터, 그

리고 핵반응계산코드인 TALYS결과와의 비교가 수행된 것이다. 양성자 에너지의 

함수에 대한 핵종의 생성단면적은 실험데이터와 계산데이터의 비교에서 다소 차이

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양성자 에너지에 대한 핵종의 생성단면적 경향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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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실험데이터와의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신뢰할만한 실험데이터를 생

산하였다 [Son14].

Energy (MeV)
Cross section (mb)

Energy (MeV)
Cross section (mb)

Tm-165 Tm-166 Tm-165 Tm-166
44.9 224 164 33.2 387 180
43.6 271 169 31.5 386 249
42.2 305 149 29.7 365 298
40.8 336 145 27.9 358 338
39.4 359 122 25.9 385 330
37.9 379 116 23.9 455 329
36.3 384 125 21.7 466 285
34.8 389 141 19.3 358 237

표 3.5.2- 6. Tm- 165와 Tm- 166의 생성단면적 결과

그림 3.5.2- 51. 양성자 에너지에 대한 Tm- 165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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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52. 양성자 에너지에 대한 Tm- 166의 생성단면적

바. 포항전자가속기 이용 감마유도 핵반응 단면적 비 측정

포항전자가속기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생성된 제동복사 빔을 이용하여 Sm의 감

마유도 핵반응으로부터 143m,gSm의 이성질체 수율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m 표적은 두께가 100 μm이며 순도는 99.9%로, 40, 50, 60 MeV의 전자빔 에

너지에 대해 총 3개의 표적이 이용되었다. 각 표적에 대해 빔은 30 분 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빔 펄스폭은 1.6 μs이며 진동수는 15 Hz가 사용되었다. Sm의 감마유

도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43mSm은 66 s의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방

출하는 감마선 에너지는 754.4 keV 이다. 143gSm의 경우에는 8.83 m의 반감기와 

1056.58 keV의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한다. 선택된 두 핵종의 감마선 에너지는 방

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중 가장 센 세기를 가지고 있어 실험분석에 이용되었다. 

HPGe 검출기의 검출효율 및 에너지교정은 Eu-152, Ba-133, Cs-137 등 표준

선원이 사용되었으며, 감마선 카운트는 Gamma Vision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

다. 시스템에러와 통계에러를 고려한 실험데이터의 전체 불확실도는 12%이하로 

평가되었다. 143m,gSm의 이성질체수율비는 40 MeV에서 0.081±0.011, 50 MeV

에서 0.099±0.013, 60 MeV에서 0.118±0.015의 값이 측정되었다. 본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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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문헌의 값은 그림 3.5.2-53에 표시되었으며, 제동복사 에너지에 따라 이

성질체 수율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Yan14].

그림 3.5.2- 53. 제동복사 에너지에 대한 143m,gSm의 이성질체 수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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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IAEA NDS 주관의 국제핵자료센터 (NRDC)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핵반응

데이터 편집, 관리 및 해석과 관련한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과 연구항목을 조정하

고 있으며, 국내 핵반응 실험데이터의 EXFOR 편집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15개의 새로운 데이터가 EXFOR에 등재가 되었으며, 2개의 데이터는 등재를 위한 

임시저장 단계에 있다.

또한 IAEA NDS/AM&Unit과 DCN활동을 통해 계산된 원자 충돌 단면적 자료

의 공유 및 bibliographic data 책자를 공동 편집하였다. CRP활동을 통해서는 저

가 W 이온의 충돌 단면적 자료에 기여 하였다.

2. OECD/NEA와 협력

OECD/NEA의 WPEC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는 핵심 핵종에 대한 새로운 평

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JEFF와의 협력은 이미 마이너 악티나이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새로운 JEFF-3.2에 등재하였다.

3. ORNL과의 협력

ORNL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평가, 검증한 Cm 동위원소 평가핵자료는 최종적

으로 JEFF-3.2에 등재되었다. 이 자료는 유럽의 원자력 연구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CALE/ORIGEN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를 최신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성과는 향후 KAERI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될 핵구조 자료의 검증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4. BNL과 협력

BNL에서 주관하고 있는 CSEWG(Cross Section Evaluaton Working 

Group) 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Fe-56 의 단면적 개량을 위한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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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은 비교적 가벼운 핵종에 대한 광학모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고, 이 보다 더 가벼운 경핵종에 대한 광학모형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핵반응 실험데이터에 역산란 기법을 사용한 현상론적 광학모형 포텐셜은 경핵종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경핵종 핵구조와 핵반

응에 대한 미시적 접근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양자역학적 다체문제에 

대한 이론체계와 계산방법론에 대한 추적연구를 수행하였다. 경핵종에 대한 광학

모형의 개선은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핵반응 Data를 공급할 

것이며, 미시적 이론모형은 향후 국내에 건설될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희귀 방사

성핵종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핵반응 Data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공명영역 불확실도 해석코드를 개량하여 공명영역 내의 임의의 에너지 그룹에 

대한 포획, 산란, 핵분열 반응 단면적의 불확실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Mn, Fe, Ni 등의 구조재 및 Np-237 에 대한 포획, 산란, 핵분열 반응의 

불확실도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BNL에서 발간한 ENDF/B-VII.1 의 일부 구

조재 불확실도 계산에도 활용되었다.

3.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에 대한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핵심 핵종의 평

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Cm과 같은 마이너 악티나이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고, 핵심 악티나이드인 U-238의 평가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

고 있다. 구조재 핵종들은 일반적으로 공명영역에서 보이는 fluctuation이 고속 중

성자 영역에서 보이는데 이것을 핵반응 코드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

미 몇몇 핵종에 대해 평가를 수행중이다.

제 3 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상대적으로 자료가 희박하고 불확실도가 큰 저가 텅스텐이온의 전자 충돌 이온

화 단면적 계산에서 타 연구 그룹보다 실험 결과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DW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보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교한 R-Matrix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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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 

원자 충돌계의 계산의 난제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제 4 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국내외에서 생산한 평가핵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Cm 동

위원소 자료를 JEFF-3.2에 등재시킨 이번 단계의 성과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신의 핵자료 및 공분산 자료를 처리하고 다양한 검증 계

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최신 핵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여러 연구 부서에 공급, 원활한 연구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제 5 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지난 3년 (2012, 2013, 2014)동안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을 위해서 주요 목표로 삼았던 KAERI n_TOF 시설설계 및 본 시설에 사용될 

photo-neutron source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서 해당 기

간 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분야의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photo-neutron source를 개발하고 제작

하기 위해서 독일 HZDR에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 생산하기 위해서 제작

업체와 많은 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추후 유사한 시설 혹은 장

치를 제작해야 할 경우 본 과제를 통해서 얻은 상당한 양의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 측정 분야에서는 KAERI가 자체적으로 핵자료를 측정한 경험이 

없으므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서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본격적인 핵자료 측정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

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방사화 단면적 측정에 적합한 시설이 많아서 기존의 방사화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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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수행해온 경북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빔 조사시 표적 샘플 핵종의 방사

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방사화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

로트론을 이용한 양성자 방사화 단면적 측정, 포항 전자가속기의 전자빔을 이용하

여 생성된 제동복사 빔을 이용한 이성질체 수율비 측정, 경주양성자 가속기의 양성

자 빔을 이용한 양성자 방사화 단면적 측정 등을 수행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

한 측정을 수행함으로서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국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험을 수행하

고 분석하였다. 독일 HZDR과 협력하여 W의 전단면적을 측정하였고, EU의 

IRMM의 전자가속기 중성자원 GELINA를 이용하여 U-238의 포획단면적을 측정

하였으며, 일본 HIMAC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생성 단면적을 측정하였

다. 핵데이터 측정에 많은 경험이 없는 KAERI는 이와 같은 국제공동 측정실험에 

참여하여 핵데이터 측정결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핵데이터 측정 노하우를 습득하

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다양한 기관과의 다양

한 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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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원자/핵자료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IAEA와의 협력으로 최근 핵자료 연구동향 파악 및 실측자료의 EXFOR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IAEA NDS 주관의 NRDC 회의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각 센터간의 업무와 연구 항목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였으며, EXFOR의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적

인 협력과 분업으로 다양한 핵자료 확보에 대한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뒤처지는 국내의 핵반응 실측 자료의 생산에 국내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며,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측자료의 EXFOR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내 생산 핵자

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IAEA NDS/A&M Unit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A&M Data의 공동 수집 평

가 작업을 통해 플라즈마 모델링에 요구되는 권장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을 함께할 

계획이다.

2. OECD/NEA와 협력

OECD/NEA 산하의 WPEC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나올 평가 파일

은 미래형 원자로 및 핵융합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원자력연구

원이 참여한 JEFF-3.2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벤치마크 계산 및 원자력 관련 산업

과 관련된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ORNL과의 협력

지금까지 ORNL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도입한 핵데이터 평가 및 검증 기술은 

기존의 마이너 악티나이드 핵종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인 

U-238 핵데이터의 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CALE/ORIGEN 코드

용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과 관련한 ORNL과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지속한다

면, 국내외 연구 기관에 최신의 핵구조 자료 기반 라이브러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밀한 원자로 개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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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NL과 협력

BNL 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Fe-56 의 평가결과는 CIELO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프로젝트에 활

용되어 단면적 개량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경핵종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

경핵종 핵반응 Data 평가를 위한 핵반응 이론모형 개발은 기초과학적인 측면에

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에너지 개발 등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완공예정인 중이온가속기

를 이용한 희귀 동위원소 생산 및 천체 핵물리학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미시적 핵

반응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는 양자역학적 다체문제를 다루는 핵물리학과 원자물리

학 등에 적용하여 이론과 실험 간의 상호보완성 개선에 활용하고, 국내 계산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2. 공명영역 공분산 자료 생산

공명영역 불확실도 해석코드는 공명계수 및 공명계수의 불확실도를 사용하여 

포획, 산란, 핵분열 반응 단면적의 불확실도를 계산한다. 현재 공명계수의 불확실

도 자료는 S.F. Mughabghab 의 "Atlas of Neutron Resonances" 에 수록된 값

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핵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

운 실험자료 등의 수집을 통해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종에 대한 추가 계산에 활용할 수 잇을 것이다.

3. 악티나이드 및 구조재 단면적 평가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와 같은 핵심 핵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미래형 원자로 

및 핵융합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심핵종 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핵종에 대한 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런 

평가 기술은 실험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핵종의 평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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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텅스텐과 같은 복잡 원자계에 대한 수월한 충돌 단면적 계산 능력은 핵융합 플

라즈마의 온도 밀도등의 분광진단 모델링에 필요한 다른 원자 이온들의 계산을 용

이하게 한다. 특히 중성 및 저가 이온에 적합한 계산은 차세대 반도체 리소그래피 

광원 개발 및 공정 프로세싱 모델링에 필요한 이온들의 플라즈마내 충돌 단면적 

자료의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데에도 활용된다.  

제 4 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원자력, 특히 핵데이터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

의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상승해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요한 핵종들에 대

한 핵데이터 생산 참여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들 핵종들은 기존의 Cm 동위원소

와는 달리 원자로 또는 방사선 시설의 설계,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구축한 핵데이터 검증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늘어나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핵분열생성물 수율 자료 및 붕괴 자료 등과 같은 핵구조 자료들도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생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범용 SCALE/ORIGEN 코드 체

계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생산된 ENDF/B 기반의 핵구조 자료들을 바탕으로 라

이브러리를 생산,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생산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보유하

게 된 SCALE/ORIGEN용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 생산 기술과 추후 보유

하게 될 붕괴 라이브러리 생산 기술은 원자로 연소 해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핵반응 데이터에서처럼 다양한 핵구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KAERI n_TOF 시설설계도는 2015년 건설을 위한 인허가 및 소요비용 마련이 

되는대로 건설을 진행할 때 설계도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부 제작된 photo-neutron source는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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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전자빔 대신 히터를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KAERI_nTOF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에서 중성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로 사용될 예정이다.

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은 궁극적으로 핵자료 실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핵자료 평

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 된다. 평가가 이루어진 핵반응 자료들은 

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결과 중 핵이성체 비 

(Isomeric yield ratio)는 핵반응에서 각운동량 전달과정과 핵준위 밀도의 스핀 

의존성 등 이론적 모델의 검증에 활용된다. 측정된 하전입자 유도 핵반응단면적은 

핵의학, 동위원소 산업, 핵융합, 소멸처리, 반도체 산업에도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된다. 중성자 반응 단면적은 주로 원자로 개발에 이용된다. 또한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핵자료 생산 이외에도 중성자 차폐체 개발 및 기 개발된 중성

자 검출기 개발, 우주산업에 필요한 전지소자들의 내방사선 test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 산업적 활용가치가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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