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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기반인 핵데이터 분야의 연구인력 및 측정 시설 등이 감소하고 있

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AEA, 

OECD, EC JRC 등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대적 핵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국제핵융합연구로 (ITER)의 한국형 Test Blank Module (TBM) 개발과 관련하여, 

neutronics 계산에 필요한 주요 구조물질에 대한 고속중성자 핵반응데이터의 개량이 필요하

다. U-238은 원자력산업 분야의 핵심 악티나이드 핵종으로 핵분열 반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중성자 유도 핵반응이 일어나며, 많은 측정 자료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핵종 중 하나

이다. 핵융합 대면재로 고려되는 텅스텐과 토카막 플라즈마와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텅스텐 중성원자 및 이온의 플라즈마 내 에서의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국내 핵데이터 측정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전도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

자원 측정설비를 구축 중이며 동시에 핵데이터 측정기술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측정 및 분석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우리나라는 국제핵융합연구로 (ITER)와 관련하여 한국형 TBM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neutronics 계산에 필요한 주요 구조물질인 Ti, V, Cr, Mn, Fe, Co, Ni, Si에 대한 고속중

성자 핵반응데이터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U-238 의 경우, 고속에너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

명영역의 핵반응 데이터 평가를 위해 OECD/NEA의 네트웍크에 참여하여 중성자 포획 실험과 

분석을 거쳐 공명상수와 고속중성자영역의 핵데이터를 평가하였다. 핵융합 대면재인 텅스텐과 

토카막 플라즈마와의 상호 작용 해석을 위하여 중성원자 및 이온의 플라즈마내 에서의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상대론적 원자 구조 모델 계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 측정설비 구축을 위해서 nTOF 시설 건설을 계속하고 중성자발생장치 제작하였으

며 국내외 측정 설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핵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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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IAEA NDS 주관의 국제핵데이터센터 (NRDC)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핵반응데이터 편집, 관

리 및 해석과 관련한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과 연구항목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건의 

데이터를 EXFOR에 등재하였다. IAEA Photonuclear Data Library를 개량하고 Photon 

Strength Function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CRP에 참여하여 Ce-140, Eu-153 등 15개 핵

종에 대한 광핵반응 단면적 1차 평가 완료하고 새로운 실험값을 이용한 광핵반응 단면적 개량 및 

새로운 핵종에 대한 광핵반응 단면적 평가 진행 중이다. 

OECD/NEA 산하 CIELO 프로젝트에 참여, 주요핵종인 U-238과 Fe-56의 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특히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U-238은 EC JRC와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핵융합 시스템의 주요 구조재인 탄탈륨, 그리고 핵융합로뿐만 아니라, 원

자로에서 주요 구조재로 쓰이는 철, 지르코늄, 크롬, 망간, 니오븀, 몰리브덴임 등에 대해 공명

영역 이상 150 MeV까지의 평가는 공명영역 평가와 고속 중성자 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임계도 검증에 적용하였다.

텅스텐 저가 및 중고가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수집하고 계산하였으며 CR model

을 이용한 핵융합용 원자자료(He) 평가법 구축하였다. 원자/분자 충돌단면적 Data 평가용 플

라즈마 발생장치, 분광 및 랑뮤어 탐침 측정체계를 구축하였고 플라즈마 분광 데이터 해석을 

위한 Ar 충돌복사 모델 개발하였다.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를 구축 중이며 경주 양성자가속기 이용 양성

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EC-JRC-IRMM의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및 분석. 

HIMAC 중이온가속기 이용 중성자 측정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악티나이드와 구조재와 같은 핵심 핵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미래형 원자로 및 핵융합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 기술은 실험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핵종의 평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핵심 핵종인 U-238에 대한 평

가를 완료하여 핵데이터를 생산함으로서 원자력 발전 및 응용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텅스텐 중성 및 저가 이온에 적합한 계산은 차세대 반도체 리소그래피 광원 개발 및 공정 

프로세싱 모델링에 필요한 이온들의 플라즈마내 충돌 단면적 자료의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데

에도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헬륨의 CR 모델이나 알곤의 CR 모델의 경우 핵융합 플

라즈마 SOL 영역과 디버터 영역 등의 경계 플라즈마의 진단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

원내 구축중인 디버터 플라즈마 모사장치의 플라즈마 변수 진단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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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F 시설 구축공사가 완료되면 collimator 설계/설치, 측정장비 설치 등의 작업이 수행

될 예정이며, 중성자 발생장치에 전자빔을 입사시키기 위한 초전도 전자가속기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전도 전자가속기, nTOF 시설, 중성자발생장치가 모

두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국내 유일한 고속중성자 에너지영역 (100 keV ~ 7 MeV, 주된 에너

지: 1 MeV) 핵자료 측정을 할 수 있는 nTOF시설이 될 것이다. 

국내외 설비를 활용하여 측정된 핵반응 단면적은 핵 구조 및 핵물리, 핵반응 모델 개선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 가속기, 의학, 동위원소 산업, 핵융합, 소멸처리, 반도체 산

업 등에 이용되는 원천자료로, 측정된 단면적 데이터는 핵반응 실험 데이터베이스(EXFOR)에 

등재되어 핵데이터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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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Atomic/Nuclear Reaction Dat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measurement facilities in the field of nuclear 

data, which is the foundation of nuclear power worldwide, is declin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being actively pursued to overcome them. Korea is 

also conducting research on nuclear data via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networks such as IAEA, OECD, and EC JRC.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Test Blank Module (TBM) by the 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IT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st neutron nuclear reaction data 

for the main structural materials required for the neutronics calculations. U-238 

is a key actinide nuclide in the nuclear industry, and it is one of the nuclides 

which is difficult to evaluate in spite of many measurement data.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ungsten and tokamak plasma, which are 

considered as fusion-facing materials, it is essential to measure and analyze the 

spectral spectrum in the plasma of tungsten neutral atoms and ions. Constructing 

a electron accelerator-based fast neutron source measurement facility is on-going 

to upgrade the domestic nuclear data measurement infrastructur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tinuously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infrastructur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TBM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ITER), and is evaluating fast neutron nuclear data 

for Ti, V, Cr, Mn, Fe, Co, Ni and Si. In the case of U-238, nuclear data of 

resonance constants and fast neutron regions were evaluated through neutron 

capture experiment and analysis by participating in the network of OECD /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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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aluate the nuclear reaction data in the resonance region as well as the fast 

energy region.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ungsten and tokamak plasma, 

the spectrum of neutrons and ions in the plasma was measured and analyzed 

using relativistic atomic structure modeling. In order to construct fast neutron 

measurement system based on electron accelerator, construction of nTOF facility 

was continued and a neutron generator was built. Nuclear data was continuously 

measured and analyzed using domestic and overseas measurement facilities.

Ⅳ. Result of Project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Data Center (NRDC) network hosted by 

the IAEA NDS and coordinating work assignments and research items between 

each center regarding the editing,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of nuclear 

data. Up to now 75 data have been registered in EXFOR. IAEA Photonuclear Data 

Library has been improved and Korea hase participated in the related CRP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hoton strength function database to complete the first 

evaluation of the photonuclear reaction cross section for 15 nuclides such as 

Ce-140 and Eu-153.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CIELO project under the OECD / NEA and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U-238 and Fe-56. In particular, evaluation of U-238 hase 

been carried out through joint research with EC JRC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precision of data.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from resonance region up 

to 150 MeV for the iron, zirconium, chromium, manganese, niobium, and 

molybdenum used as the main structural material in the reactor as well as the 

fusion system.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verification.

Electron collision recombination cross sections of tungsten low - and high - 

ions were collected and calculated, and atomic data of He evaluation method for 

nuclear fusion was constructed using CR model. Plasma generators, spectroscopic 

and Langmuir probe measurement systems for atom / molecule collision cross 

section data evaluation were constructed and Ar collision radiation models for 

plasma spectral data analysis were developed.

Constructing a fast neutron source measurement facility based on electron 

accelerator is underway. Measuring the   proton-induced nuclear reaction 

cross-sections using  KOAC accelerator, and the neutron cross sections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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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 facility of EC-JRC-IRMM, the neutron production cross sections using HIMAC 

accelerator have been carried ou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reactors and nuclear fusion 

are foreseen by completing evaluation of core nuclides such as actinides and 

structural materials. These evaluation techniqu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nuclides suffering from lack of experimental data.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applied 

research by completing the evaluation of U-238, the core nuclear isotope of 

nuclear industry.

Calculation suitable for tungsten neutral and low-energy ions is also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impingement cross-sectional data of ions in the 

plasma required for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lithography light source 

development and processing modeling. In the case of CR model of helium or CR 

model of argon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iagnosis of boundary plasmas such as SOL and divertor zone in the fusion 

system. It will also be used to diagnose the plasma parameters of the divertor 

plasma simulation device being built in KAERI.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TOF facility is completed,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the collimator and the installation of the measurement equipment 

will be performed. The Normalization of the superconducting electron accelerator 

to deliver electron beam into the neutron generator is still going on. If the 

superconducting electron accelerator, nTOF facility, and neutron generator all 

play a role, it will be the only nTOF facility capable of measuring nuclear data 

of the fastest neutron energy area (100 keV ~ 7 MeV, main energy: 1 MeV) in Korea.

The cross-sections of the  nuclear reactions measured using domestic and 

overseas facilities is the fundamental data in nuclear industry, accelerator, 

medicine, isotope industry, nuclear fusion, extinction treatment and 

semiconductor industry as well as basic science such as nuclear structure, nuclear 

physics and improvement of nuclear reaction model. These data are compiled   

and listed in the EXFOR database, which are then used as a basis for nuclear 

data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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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핵데이터 분야는 인력, 시간, 재원 등이 많이 소요되나,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 및 측정 시설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

원도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핵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AEA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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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확보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는 등 각종 온라인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제적

인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AEA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과 

분업은 다양한 핵데이터 확보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자국이 필요

로 하는 연구 결과를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IAEA NDS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국제 핵

데이터센터 네크워크(NRDC: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Reaction Data Centres) 

기술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센터들의 업무 진행 보고와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며, 핵

반응 실측자료 데이터베이스(EXFOR)와 서지정보를 기록한 CINDA (Computer Index of 

Nuclear Reaction Data)에 대한 편집현황과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센터는 

NRDC에 2000년 가입을 시작으로 기술회의에 참여하여 핵반응데이터 편집, 관리 및 해석과 

관련한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을 파악하고 연구항목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IAEA 주

관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핵데이터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반응 

실험데이터를 EXFOR에 등재하는 편집 업무를 2009년부터 수행하여 국내 핵반응 실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AEA와의 협력을 통해 핵데이터 관련 분야의 최근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핵데이터에 대한 기술정보를 습득하는 등 국제 핵데이터 네트워크에 

기여하여 원자력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6년부터 IAEA CRP (Updating the Photonuclear Data Library and 

generating a Reference Database for Photon Strength Function)에 참여하여 광핵반응 

단면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64개 핵종의 광핵반응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광핵데

이터 라이브러리는 1999년에 생산되었는데, 이후 이론이나 계산모델의 개량과 새로운 측정자

료의 축적으로 광핵반응데이터의 갱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목적으로 2016년 IAEA 

주관으로 광핵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개량하기 위한 CRP를 착수하였다. 현재 본 과제에서는 기

존의 라이브러에 들어있지 않거나 새로운 측정자료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핵종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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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과학, 기술,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핵데이터와 관련하여 OECD/NEA는 매년 두 차례의 

JEFF (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회의와, 한 차례의 WPEC (Working Pary on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회의를 주관한다. 

EC JRC 와의 협력 

한국의 핵반응 측정 시설은 포항 전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 등이 있

으나, 원자로와 관련된 주요 핵종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정밀도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주요 핵종에 대한 핵데이터 측정은 EC JRC (Geel)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ch Centre (Geel)) 연구소 (구, EC-JRC-IRMM)와 협력하여 

GELINA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핵융합시스템용 핵데이터 생산

우리나라는 국제핵융합연구로 (ITER)와 관련하여 한국형 Test Blank Module (TBM) 개발

에 참여하였으며, neutronics 계산에 필요한 주요 구조물질의 고속중성자 핵반응데이터의 대

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형 TBM의 구조물은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Ti, V, Cr, Mn, Fe, Co, Ni, Si 등이 주요 구조물이다. 이런 구조재의 특징은 통계모델로 계

산할 수 있는 정도의 핵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낮은 중성자 영역에 여전히 큰 fluctuatio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명폭은 증가하는데 비해 공명에너지 사

이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다. 공명폭이 급격하게 늘어 각 공명을 분해 

불가능할 때는 중성자 평균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전히 에너지에 

따른 급격한 단면적의 변화를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핵반응 모형은 측정데이터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악티나이드 핵종 평가

U-238은 원자력산업 분야의 핵심 악티나이드 핵종으로 핵분열 반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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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유도 핵반응이 일어나며, 많은 측정자료에도 불구하고 핵반응데이터를 평가하기 어려운 

핵종 중 하나이다. 악티나이드의 경우, 2012년 이래 평가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 평가한 퀴륨 동위원소 11개 핵종의 핵데이터를 

OECD/NEA 주관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인 JEFF-3.2 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

에서는 U-238 의 고속에너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명영역의 핵반응 데이터 역시 평가하였는

데, 이를 위해 OECD/NEA의 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산하 CIELO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2015년 IRMM 과의 협력을 통해 U-238의 공명영역에 

대한 중성자 포획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실험결과는 분석읕 거쳐 공명영역 핵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공명상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핵데이터 웹서비스 개량

1999년경부터 구축된 기존의 핵데이터 웹서비스를 개량하였다. 기존의 핵데이터 웹서비스는 

C 와 Perl 언어를 이용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과 PHP (PHP: 

Hypertext Preprocessor) 기반으로 개발하였는데, 이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나 시스템 이전 

시 보안결함이나 Perl 모듈의 호환성 등으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호환

성과 확장성, 이식성이 뛰어난 Java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웹서비스 개발에 착수하여, 국제 

평가핵자료집과 붕괴 데이터를 제공하는 Table of Nuclides 서비스를 Java 언어를 사용, 구

축하여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이번 단계에서는 유럽의 최신 핵데이터 파일인 JEFF-3.3을 개발하는 OECD/NEA 주관의 

연구 그룹에 직접 참여하여 U-238 핵반응 데이터를 개량하고 JEFF-3.3의 임계 성능을 검증

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JEFF-3.3 개발 초기부터 종료 때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 특히 U-238 핵반응 데이터 개량은 측정, 평가, 처리 및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본 센터가 참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JEFF-3.3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테스트 파일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각 단계별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센터의 임계 검증 계산 결과도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공동 발표 논문에 수록되었다.[Cab16]

외국의 핵데이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최신 평가 핵데이터 파일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단

계에는 유럽의 JEFF-3.2가 새롭게 발표되었으며, 일본의 JENDL-4.0 내의 약 30여 핵종들의 

핵반응 및 공분산 데이터가 개량, 발표되었다. 본 센터는 이들을 기반으로 몬테칼로 코드용 연

속에너지 ACE-포맷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속로 해석용 MATXS-

포맷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미국의 최신 평가 핵데이터 파일인 ENDF/B-VII.1을 기반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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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국내 연구진에 제공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최신 평가 핵데이터 파일을 개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

운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해석 모델인 CAB 모델이 전격적으로 채택되어 그 정밀도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중수 데이터의 경우 중수에 결합된 중수소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방법론과 달리 중수에 결합된 산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수십 

meV 에너지 영역에서의 굴곡 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본 센터에서는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사용한 분자 동역학 해석 코드인 GROMACS를 이용해 중수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였으며, 그들과 유사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몬테칼로 방법 기반의 분자 

동역학 해석 코드인 EPSR을 이용한 중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고, 

GROMACS 기반의 데이터와 유사한 검증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센터는 그동안 원자력/방사선 연구 개발용으로 생산한 모든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을 공

급/서비스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진에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몬테칼로 코

드용 ACE 라이브러리, 고속로 및 방사선차폐 해석을 위한 결정론적 코드용 다군 MATXS 및 

공분산 라이브러리, SCALE 코드용 핵분열생성물 수율 및 붕괴 라이브러리 등이 포함되었다.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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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상호 작용으로 W 중성원자 및 이온의 플라즈마내 에서의 분광 스펙트럼 측정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분광 스펙트럼 분석 모델링에는 원자/이온의 플라즈마내 전자 충돌 이온화/재결

합 반응단면적이 기저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전자가 많은 무거운 복잡한 원자인 W 및 그 

이온들의  충돌 단면적 및 전이 에너지 자료는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정밀도가 떨어지고 불

확실도도 큰 상황이다. 특히 전자가 많은 중성 및 저가 이온의 원자 충돌 및 분광 자료의 경

우는 입사 전자와 목표 원자/이온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그 단면적 및 에너지 준위의 

이론적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적인 분야로 본 과제에서는 상대론적 원자 구조 계산 프

로그램인 FAC (flexible atomic code)를 사용, 수정 보완 하여 저가 텅스텐 이온의 전자 충

돌 이온화 재결합 단면적을 계산하고 타 연구 그룹의 이론 계산 결과 및 실험 자료와 비교 검

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한편, 생산된 원자/분자 충돌 단면적 Data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광 데이터 측정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플라즈마 열평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생산된 원자/분자 반응 데이터

를 사용하여 정밀한 플라즈마 열평형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플라즈마 방출광을 계산한 

뒤 측정된 분광 데이터와 비교하면 원자/분자 반응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라

즈마 발생장치와 분광 전이선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정밀 분광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

다. 그리고 플라즈마 열평형 모델 중 가장 넓은 범위에 활용될 수 있는 충돌복사모델(CR 



- 31 -

model)을 개발하여 원자/분자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지난 3년 (2015, 2016, 2017) 동안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을 위해

서 nTOF 시설 건설과 중성자발생장치 제작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였다. nTOF 시설 건설은  

예상치 못한 여러 인허가 변경/획득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다. 중성자 발생장치는 종

합엔지니어링동에 위치한 초전도 전자가속기가 2016년 3월경 원자력데이터센터로 이관이 되

면서 기존에 제작해 두었던 중성자발생장치의 구성요소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레이아

웃 변경작업 및 제어시스템 추가 작업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

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수행한 nTOF시설 건설과 중성자발생장치 

제작을 위해 수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 데이터의 측정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시작되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핵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데이터

의 측정 기술은 원자력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와 산업,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연구

를 확대하고, 향후 전자가속기 기반의 KAERI 중성자원이 완성된 후의 측정 업무 수행에 도움

이 된다. 특히, 핵반응 단면적 측정은 원자력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로 신

뢰할만한 핵데이터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측정 실험이 요구된다.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실험이 KAERI 자체적으로 

수행되었다. 양성자 빔 57 MeV와 69 MeV를 Zr과 Y 표적에 각각 조사하여, 핵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고분해능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활한 실험 수행

을 위해 자체적으로 콜리메이터와 샘플 홀더를 제작하고, 데이터획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

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국외 시설은 EU의 IRMM의 전자가속기 중성자원 GELINA를 이용한 U-238의 포획단면적

과 일본 HIMAC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성 단면적의 측정실험이 추가적으로 수행되

었다. 먼저, 벨기에 GELINA의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실험은 기존 측정한 실험데

이터가 1  2%이하의 불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명영역의 U-238의 핵반응 단면적을 향

상시키기 위해 U-238의 분리 및 비분리 공명역역에 대한 포획 측정 실험이 실시되었다. 또

한, 핵반응 데이터 처리에 중요한 공명상수를 획득한 실험데이터에 포함시키고 관련 자료들을 

EXFOR에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큐슈대학팀과 공동 협력하여 HIMAC 

시설을 이용한 중이온핵반응에의한 이차중성자의 DDX (Double Differential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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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이것은 차폐해석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요구되는 고에너지 

중성자의 발생과 방사화 특성에 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2013년도에 큐슈대

학교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2016년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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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IAEA와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센터는 핵데이터 생산, 평가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IAEA 회원국으로서 IAEA에서 주관 하는 다양한 연구에 참여 중이다. 특히 국제 핵

데이터 센터 (NRDC)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NRDC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핵데이터 연구 

방향 및 EXFOR 편집체계의 검토, 연구항목 조정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실측 

핵반응 자료를 수치화하여 국제실험자료데이터베이스 (EXFOR)에 등재하는 편집업무를 담당하

고 있고, 국제적으로 IAEA NDS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입수 가능한 IAEA 광핵반응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경우 1999년에 생산되었는데, 이후 

새로운 측정자료와 계산모델의 등장으로 라이브러리의 개량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IAEA 에서는 2016년 라이브러리 개량을 위한 CRP 를 구성하였다. 기존 광핵라이브러에 들

어가 있지 않는 핵종이나 새로운 측정결과와의 차이로 개량 필요성이 있는 핵종이 평가 대상

이며,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도 본 CRP에 참여하여 다양한 핵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

다.

OECD/NEA와 협력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매년 열리는 OECD/NEA의 JEFF 및 WPEC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

국과 최근 핵데이터 관련 정보교환 및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이 회의는 미국, 일본, 유럽, 러

시아등의 모든 원자력선진국의 핵데이터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JEFF 회원국들은 사용자의 요

구 또는 새로운 평가가 완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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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를 회원국 간의 자발적 참여로 수행하기로 하여 새로운 Subgroup을 2013년에 출범 시켰

다. 본 과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U-238과 Fe-56의 평가 라이브러리 개량에 기여하고 

있다.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핵융합시스템용 핵데이터 생산

핵융합시스템에서는 주요 구조재에 대한 고속중성자 (keV~수MeV)의 핵반응데이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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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고속중성자란 공명영역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뜻한다. 공명영역의 중성자는 표

적핵과 이루는 복합핵구조의 에너지, 스핀, 패러티와 같은 양자수에 따른 공명현상을 보인다. 

이런 공명현상은 최신 핵물리 이론으로 예측할 수 없고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따라

서 공명영역의 핵반응은 필수적으로 실험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반응 평가가 이

루어진다. 이에 반해 고속중성자에 의한 핵반응은 에너지 평균의 중성자가 핵과 이루는 상호

작용을 통계 모델 적용으로 이론적 모사와 예측이 가능하다.

악티나이드 핵종 평가

국내에서는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 2012년 이래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마이너 악티나이드인 퀴륨 동위원소 11개 핵종에 대한 평가결과를 2014년 3월 배포된 

OECD/NEA 주관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인 JEFF-3.2 에 등재한 바 있다. 원자력 분야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인 U-238의 경우, 2013년 시작된 OECD/NEA의 WPEC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산하 CIELO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프로젝트에서 재평가 대상 핵심 6핵종의 

하나로 선정하여 국제 핵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데이터센터 역

시 2015년 벨기에 IRMM 과 협력하여 U-238의 공명영역에 대한 중성자 포획 실험을 수행하

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공명영역 핵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공명상수를 평가하였으며, 고에너

지 영역에 대한 핵반응데이터 평가 역시 수행하였다.

핵데이터 웹서비스 개량

국내의 경우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핵데이터 웹서비스가 유일하고, 국외에서는 미

국 BNL(Brookhaven Nat’l Lab)과 국제기구인 IAEA, OECD/NEA 등에서 웹을 통해 다양한 

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평가핵반응데이터, 붕괴정보, 측정자료 등으로 지

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가 핵데이터 파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유럽은 2014년 JEFF-3.2를 발표한 이래 불과 3년만인 2017년 11월에 JEFF-3.3을 

개발,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개발해 온 최신의 ENDF/B-VIII.0을 2018년 초 발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진도 최신 핵데이터 파일을 조속히 도입하여 자신들의 연

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열중성자 기반의 상용 원자로 해석에서 중요도가 큰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높은 정확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이 ENDF/B-VIII.0과 JEFF-3.3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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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다. 특히, 경수와 중수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기존의 분자 해석 모

델인 GA 모델과 IKE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CAB 모델이 아르헨티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

어, 그동안 측정값과 계산값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던 일부 에너지 영역의 열중성자 산란 데

이터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있다.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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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기존 자료의 수집/평가 업무를 주로 해오고 있고, 산업용 플라즈마의 저에너지 영역 반응 

단면적이 주 연구 분야이다. 몇몇 소수의 대학에서  이론적 실험적 충돌 반응 자료연구의 실

험 및 이론 계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4-1. 왼쪽은 독일 막스플랑크 핵물리연구소 TSR 중이온 저장링,

오른쪽은 미국 LLNL의 EBIT 장치

텅스텐과 같은 복잡한 원자계의 충돌 단면적 자료를 최신 계산 기법으로 생산하는 연구그룹

은 본 연구진이 유일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는 30-40년간 독일의 막스플랑크 핵물리연구소

의 test storage ring (TSR)에서 원자 분자 충돌 단면적 자료가 측정되어 왔고, 좀더 소규모 

장비로 electron beam ion trap (EBIT)장비에서 분광 자료와 여기 단면적이 측정되어오고 

있다. 미국 NIST, LLNL, LANL등의 국립 연구소와, Harvard, Columbia, Auburn, 

Georgia State Univ. 등이 이 분야의 실험/계산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Queen's Univ. Belfast, Univ. Strathclyde (영국)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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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chatov Inst. (러시아) 등이 연구 그룹들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JAEA, NIFS등의 국립 

연구소와 대학들, 중국의 Key laboratory of Atomic Molecular Physics, 대학들이 활발하

게 연구 하고 있다. 국제 기구인  IAEA에서는 CRP (Coordinate Research Projects), 

DCN(Data Ceneter Network)를 통한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NDS 

A&M unit에서 DB를 관장하고 있다.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국내에서는 중성자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로 포항가속기연구소에 100-MeV급 시험용 전

자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eV 영역의 중성자를 생성하는 실험 설비를 구축하여 중성자 전단면

적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 측정설비는 비행시간법(TOF)에 의해 

에너지 분해가 가능하며 열중성자 에너지영역에서 수 keV 중성자 에너지영역까지 핵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의 방사화 단면적 측정은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사화 단면적 측정에 

사용된 가속기 시설로는 원자력병원의 싸이클로트론, 경주 양성자가속기, 포항 전자가속기 등

이 있다. 원자력병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는 양성자나 알파 빔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화 단면적 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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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빔을 표적에 조사해서 생성되는 감마선을 샘플에 조사하여 감마선에 의한 방사화 단면적을 

측정해 오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하는 해외 설비로는 일본 경도대학 원자로 연구소, 

미국 Oak-Ridge 연구소의 ORELA, 뉴욕에 있는 RPI 대학교의 펄스형 중성자 설비, EU 

IRMM의 펄스형 중성자 설비인 GELINA, 독일 HZDR의 중성자원 nELBE 등이 있다. 현재까

지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수 MeV 에너지영역의 핵자료들을 주

로 생산하고 있다.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성설비는 에너지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여 

핵자료 측정에 필요한 공명에너지 영역에서의 핵자료들을 얻기 위한 정밀한 실험에 매우 유리

하다.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해외의 중성자 핵자료 측정 설비로는 일본 동경공대 Pelletron 가속

기가 있다. 가속되는 1.903 MeV의 양성자를 7Li 표적에 조사하면 7Li(p,n)7Be 반응으로 생산

된 중성자의 에너지가 수 keV에서 100 keV에너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 Oak-Ridge 연구소와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에서는 대형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파쇄중성자 설비를 건설하여 실험 수행 중에 있다. 향후 이러한 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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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중성자 (Spallation Neutron) 설비에서 대량의 핵자료 측정실험이 수행 될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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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IAEA의 주관 하에 전 세계 핵데이터센터들이 참여하고 있는 NRDC (International 

Network of Nuclear Reaction Data Centres)는 각 센터에서 수행한 핵데이터 연구와 그 

결과를 수집, 편집, 배포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데이터센터 (KNDC)는 2009

년부터 EXFOR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를 시작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핵반응 실험데이터를 수

집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3.1-1는 NRDC 각 센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보

여 준다. 지난 3년간 (2015년 4월/ 비엔나, 2016년 6월/ 베이징, 2017년 5월/ 비엔나) 

NRDC 회의가 열렸으며,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도 대표자가 참석하여 EXFOR 편집체계의 검

토와 핵데이터 연구방향 논의, 진행보고서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핵반응 실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EXFOR를 위하여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에서 생산된 핵반응 자료들을 국제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EXFOR 형식에 기초하여 편집업

무를 수행하였다. EXFOR DB에 핵반응 실험데이터가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총 4단계의 과정

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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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한

다. 지난 3년간 우리 센터에서 EXFOR 편집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표 3.1-2에 기술하였다. 

총 34개의 실측자료들이 ENTRY 번호를 부여 받아 EXFOR에 등재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등재된 핵반응 실험데이터는 하전입자유도 단면적, 중성자 전단면적과 광핵반응에 의한 이성

질체 수율비와 단면적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2016년부터 IAEA CRP (Updating the Photonuclear Data Library and 

generating a Reference Database for Photon Strength Function)에 참여하여 광핵반응 

단면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생산한 바 있는 IAEA 광핵라이브러리의 경우 164개 

동위원소에 대한 광핵반응 단면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CRP는 새로운 실험결과와 이론을 

적용한 기존 라이브러리의 개량뿐만 아니라, As-75, Ce-140, Ce-142, Eu-153, Lu-175, 

Nd-142, Nd-143, Nd-144, Nd-145, Nd-146, Nd-148, Nd-150, Os-186, Os-188, 

Os-189, Os-190, Os-192 등 기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지 않는 새로운 핵종에 대한 광핵반

응 단면적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1-1에 Ce-140, Ce-142, Eu-153 에 대하여 평

가한 광핵반응 단면적 결과를 도시하였다. 핵반응단면적 평가코드로는 TALYS v1.8을 사용하

였고, 측정값이 있을 경우 측정값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그림을 보면 계산결과가 측정값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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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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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JA 49,133,2013 Charged particle D7009 EXFOR

2 EPJA 50,117,2014 Charged particle D7010 EXFOR

3 EPJA 50,117,2014 Gamma G3112 EXFOR

4 JRN 298,1447,2013 Gamma G3113 EXFOR

5 EPJA 51,5,2015 Gamma G3114 EXFOR

6 JRN 299,1335,2014 Charged particle D7011 EXFOR

7 JRN 299,1335,2014 Gamma G3115 EXFOR

8 JRN 299,1739,2014 Gamma G3116 EXFOR

9 JRN 300,269,2014 Gamma G3117 EXFOR

10 JRN 300,367,2014 Gamma G3118 EXFOR

11 JRN 300,1121,2014 Charged particle D7012 EXFOR

12 JRN 300,1121,2014 Neutron G3119 EXFOR

13 JRN 302,467,2014 Charged particle D7013 EXFOR

14 JRN 302,467,2014 Gamma G3120 EXFOR

15 JRN 303,815,2015 Neutron 30834 EXFOR

16 NIMB 335,1,2014 Neutron 30835 EXFOR

17 NIMB 342,158,2015 Charged particle D7014 EXFOR

18 NIMB 342,305,2015 Charged particle D7015 EXFOR

19 NIMB 358,160,2015 Charged particle D7016 EXFOR

20 NIMB 362,142,2015 Charged particle D7017 EXFOR

21 NIMB 333,80,2014 Charged particle D7018 EXFOR

22 EPJA 51,104,2015 Neutron 30836 EXFOR

23 EPJA 52,47,2016 Gamma G3121 EXFOR

24 NPA 948,28,2016 Gamma G3122 EXFOR

25 NIMB 362,9,2015 Neutron 30837 EXFOR

26 NSE 183,286,2016 Charged particle 30838 EXFOR

27 NDS 119,314,2014 Gamma G3123 EXFOR

28 NDS 119,154,2014 Neutron 30839 EXFOR

29 NIMB 342,188,2015 Gamma G3124 EXFOR

30 NIMB 344,76,2015 Gamma G3125 EXFOR

31 NPSM 29,430,1989 Charged particle D7019 EXFOR

32 NIMB 398,1,2017 Charged particle D7020 EXFOR

33 NPSM 65,883,2015 Charged particle D7021 EXFOR

34 PRC 95,044609,2017 Charged particle D7022 EXFOR

표 3.1.1-2 EXFOR에 등재된 ENTRY number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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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Ce-140, Ce-142 및 Eu-153에 대한 광핵반응단면적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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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와 협력

OECD에서는 매년 두 차례의 JEFF 회의와, 한 차례의 WPEC회의를 주관한다. Joint 

Evaluated Fission and Fusion (JEFF) project는 핵데이터 관련 평가, 실험, 검증 등의 연구

를  NEA Data Bank 회원국의 공동 연구로 수행됨. 특히 2010부터 JEFF의 정식회원 가입

이 승인되어, JEFF 평가파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NEA는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Nuclear Data Evaluation Co-operation (WPEC)”을 주

관하여, 최근의 핵데이터 관련 연구를 회원국끼리 협력연구 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제안되었던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CIELO)" 

프로젝트를 Subgroup 40의 형태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Kick-off 미팅에

서 원자력 핵심 6핵종 (H-1, O-16, Fe-56, U-235, U238, Pu-239) 평가를 2016년까지 수행

하기로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CIEL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요핵종인 U-238과 

Fe-56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U-238

은 벨기에 IRMM, Fe-56은 미국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NNDC (Nuclear 

Data Center)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OECD/NEA 주관으로 유럽의 평가

핵데이터 파일인 JEFF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KAERI/NDC도 핵데이터 처리

/검증 분야에 참여하여 JEFF 업데이트에 기여하고 있다. JEFF-3.3T1과 JEFF-3.3T2에 대

한 핵임계도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JEFF 그룹에 피드백하였다.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핵융합시스템용 핵데이터 생산

그림 3.2.1-1은 U-235 핵종에 대한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핵반응 평가 방법을 나

타낸다. 즉, 2.25 keV 이하의 공명영역 핵반응은 오직 실험데이터를 fitting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이론적 모델 계산으로 실험데이터를 재생산하거나 필요한 물리량을 예측

할 수 있다. 참고로 2.25 keV 이상 25 keV은 비분리 공명영역으로써, 자기차폐 효과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공명 상수 평균 방법을 적용하고, 단면적 계산을 위해서는 모델 계산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속중성자가 표적 핵과 만드는 물리량은 통계모델에 바탕을 둔 이론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평가는 실험데이터와 이론적 계산 값을 비교하여 최적의 물리량을 도

출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의 유무와 불확정도는 평가 파일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



- 48 -

그림 3.2.1-1. 중성자의 입사 에너지에 따라 분류한 핵반응 평가 방법

고속중성자라고 하더라도, 타깃 핵을 이루는 핵자의 개수가 적은 가벼운 핵종의 경우에는 

다수의 핵자를 가정한 통계 모델 적용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모델 계산 보다는 실험데이터를 

fitting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핵도표에서 핵을 이루는 개수에 따른 평가방법을 구분하면 그림 

3.2.1-2와 같이 개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핵자가 약 20개 정도 이하이면 실험데이터를 

fitting 하여 평가 파일을 만들고, 수 십 개 이상일 때는 통계 모델 계산을 통하여 실험데이터

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중간 영역은 실험데이터 fitting과 모델 계산을 함께 사

용한다.

  

그림 3.2.1-2. 핵자수에 따라 분류한 평가 방법

중성자 공명영역은 현재 상용로에서 원자로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핵연료, 

핵분열생성물 및 구조물에 대한 핵반응 데이터 역시 오랫동안 잘 평가되어 왔으나, 고속중성

자는 현재 상용로에서 그 중요성이 덜하여 핵반응 평가 정밀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속중성자는 차세대원자로, 핵융합로를 비롯한 미래의 원자력 이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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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가속기, 의료, 국방, 우주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핵반응 

평가의 정밀도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고속 중성자 평가의 어려움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핵반응 후 일어날 수 있는 

이차 반응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실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재 

측정 기술로 불가능에 가까워서 핵반응 평가의 정밀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도 핵반응 평가자의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최신의 핵물리 이론 모델을 이용하면 에너지의 증가

에 따라 복잡해지는 핵반응도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고, 핵반응들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도

출 할 수 있다. 핵융합로와 관련하여 주요 핵종인 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W, Ta, Fe, Zr, Cr

플라즈마 facing 물질인 텅스텐과 이웃하는 핵종인 탄탈륨, 그리고 핵융합로 뿐만 아니라, 

원자로에서 주요 구조재로 쓰이는 철, 지르코늄 및 크롬 원소에 대하여 공명영역이상 150 

MeV까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명영역 평가와 고속 중성자 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법

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실험 자료가 필수인 공명영역은 최신의 라이브러리인 

ENDF/B-VII.1 파일을 채택하였다.

중성자 공명영역 이상을 나타내는 고속 중성자 영역은 통계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며, 핵모

델에 기초한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론적 계산이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 할 때 평

가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이론적 계산이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하도록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고속중성자의 영역 평가의 핵심 과정이다. 고속영역 중성자에 대하여 최신의 핵반응 코

드인 EMPIRE-3.2를 이용하였다. 이 코드는 다양한 핵반응 모델들을 포함하는  모듈러 시스

템의 핵반응 코드이다.. 이것은 구형 또는 변형 핵종에 대한 광학 모델과 Hauser-Feshbach 

통계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방출 입자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γ-ray 방출을 온전히 모

사할 수 있다. 고속 중성자에서 중요한 복합핵 형성전의 모델, 즉 전평형 모델을 설명하기 위

해 고적적인 EXCITON 모델 뿐만아니라 양자역학적 모델인 Multi-step Direct와 

Multi-step Compound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2.1-3의 왼쪽은 텅스텐에 대한 150MeV까지의 총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JENDL-4.-0과 ENDF/B-VII.1은 20 MeV 근처에서 불연속을 보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150 MeV까지 연속적으로 잘 평가다. 즉, 광학모델에 대한 매개변수가 잘 결정되었으므로 그

것을 기반으로 하는 Transmission coefficient가 잘 결정되었다. 그림그림 3.2.1-3의 오른쪽

은 통계적 모델로 계산되는 핵반응들 또한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함을 보여준다. 그림 

3.2.1-4 는 매개변수 변화에 의한 공분산 자료 생산을 나타냄. EMPIRE-3.2 코드에 내장된 

KALMAN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그림 3.2.1-5에서는 탄탈륨-181에 대한 총 단면적을 실험데이터 및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였

다. 광학모형에 대한 매개변수의 적절한 결정으로 전체적인 영역에서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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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6은 총 단면적, 포획 단면적, 탄성 산란 및 비탄성 산란, 

(n,2n), (n,3n), (n,p), (n,a)에 대한 단면적을 한꺼번에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모든 단면

적이 실험데이터를 잘 재생산한다.

그림 그림 3.2.1-7은 지르코늄 동위원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타냄. 각 동위원소에 대해 

총 단면적과 포획 단면적의 비교이며, 또한 결과의 정밀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각 동위원소에 

대한 abundance를 이용하여 천연 지르코늄의 총 단면적 및 포획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 라이브러리에 평가된 것도 같은 방법으로 천연 지르코늄의 총 단면적 및 포획 단면적을 계

산하고 이것을 천연 지르코늄의 실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3.2.1-8과 9는 중성자 입사 150 MeV까지 철에 대한 총단면적 계산과 실험의 비교이

며, 2 MeV까지 핵의 구조적 특징에 의한 fluctuation이 나타나며, 그 이상은 많이 실험 데이

터들이 겹쳐져 있으므로, 에너지 평균에 대한 총 단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3.2.1-3. W-184에 대한 실험자료 및 ENDF/B-VII.1, JENDL-4.0, FENDL-2.1의 총 단

면적 비교



- 51 -

그림 3.2.1-4. W-184에 대한 공분산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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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Ta-181에 대한 실험자료 및 ENDF/B-VII.1, JENDL-4.0, 

FENDL-3.0의  총 단면적 비교

그림 3.2.1-6. Ta-181에 대한 주요 핵반응 단면적 계산결과와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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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모든 지르코늄 동위원소를 각각의 abundance를 이용해 천연 지르코늄에 

대해 총 단면적 및 포획 단면적을 실험자료와 비교

그림 3.2.1-8. 중성자 에너지 150 MeV까지 Fe-56에 대한 총 단면적 비교. 2 MeV 이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평균 총 단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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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중성자 에너지 150 MeV까지 Cr-52에 대한 총 단면적 비교. 2 MeV 이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평균 총 단면적이다.

Mn, Nb, Mo

원자번호 25번인 망간은 동위원소가 질량수 55 하나만 존재한다. 통계적 모델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핵자를 가지고 있으나, 낮은 에너지는 여전히 핵 구조에 의한 fluctuation이 그

림 3.2.1-10 과와 같이 존재한다. 이 fluctuation은 핵모델 계산으로 설명될 수 없고, 감마 

및 중성자 진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공명 분석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존재하는 실험 

자료를 그대로 재생산하였다. 물리적으로 전단면적이 fluctuation을 가지면 그것을 구성하는 

탄성 및 비탄성 산란도 같은 경향성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면적의 fluctuation이 

단지 탄성산란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비탄성 산란은 에너지 평균에 대한 단면적만 

생산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중성자 공명영역이상 약 1  MeV까지 전단면적의 약 95 % 이상

이 탄성산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응에 의한 고려는 무시할 수 때문이다.  그림 

3.2.1-11은 탄성 산란에 대한 단면적이다. 수 MeV에서 실험 데이터보다 현재의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탄성산란이 실험데이터와 같은 적은 값을 가질 물리적 이유는 여

전히 fluctuation의 존재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몇 개의 데이터로 fluctuation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으므로 실험 데이터를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2.1-12 부터 3.2.1-14 

까지는 포획 단면적, 비탄성 산란 및 (n,2n) 단면적이다. 그림 3.2.1-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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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영역 이상의 포획 단면적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실험 그룹마다 상이하다. 현재 결과는 어

느 한 특정 실험을 재생산 하도록 하지 않고, 모델 계산에 의한 결과만 사용한 것이다. 전체

적으로 실험 데이터의 중간값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중성자의 에너지가 3  10 MeV까지는 

실험데이터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어 좀 더 개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1-14 의 (n,2n) 

실험 데이터 역시 실험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며 오차가 수 %인 실험 데이터는 실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1967년에 Lapenas에 의해 측정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험데

이터의 오차 범위 내에 현재 평가가 수행되었다. 

또한 원자로 등에서는 방출되는 중성자의 분포가 중요함으로 그림 3.2.1-15 에서 방출 중

성자 스펙트럼을 실험데이터 및 기존라이브러리와 비교하였다. 모든 라이브러리가 실험데이터

를 잘 재생산하였다.

그림 3.2.1-10. Mn-55에 대한 중성자 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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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Mn-55에 대한 중성자 탄성 산란 단면적

그림 3.2.1-12. Mn-55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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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Mn-55에 대한 중성자 비탄성산란 단면적

그림 3.2.1-14. Mn-55에 대한 중성자 (n,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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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14.6MeV의 입사 중성자에 대한 중성자 방출 스펙트럼

원자번호 41번인 니오븀은 질량수 93인 하나의 동위원소만 자연에 존재한다. 공명영역 이

상에서 핵 구조에 의한 fluctuation은 볼 수 없다. 동위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반응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존재하고, 다른 핵종에 비해 라이브러리 마다 비슷한 결과

를 보인다. 전단면적, 탄성 산란 단면적 및 포획 단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그림 

3.2.1-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탄성 산란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5-8 MeV영역에서 

ENDF/B-VII.1 (=JEFF-3.2)은 존재하는 실험 데이터의 불확도에 포함되도록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과 JENDL-4.0은 같은 영역에서 실험데이터보다 낮다. 그 이유는,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존재하는 실험의 분포가 에너지별로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데이터의 일부

분을 재생산하기 보다는 모델 계산에 의한 결과를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2.1-17은 14.1 MeV의 입사 중성자에 의한 방출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데, 

ENDF/B-VII.1 (=JEFF-3.2)보다 JENDL-4.0과 본 연구의 결과가 실험 분포를 더 잘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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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Nb-93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

그림 3.2.1-17. Nb-93 의 방출 중성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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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브덴은 자연에 총 7개의 동위원소가 존재하고, 존재 비율은 표 3.2.1-1과 같다. 몰리브

덴은 테크네슘 (Tc) 생성의 모핵종으로 의료용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원자로의 핵분열 생성

물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반응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데이터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험 데이터 사이의 편차가 너무 큰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천연 몰리브덴의 실험 데이터를 각 동위원소 평가 시 활용하였다. 즉, 동위

원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천연 몰리브덴과 비교하고 실험 데이터와 차이를 보일 때는 

다시 동위원소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몰리브덴 동위원소의 평가를 수행하였

다. 

Isotope Abundance (%) Isotope Abundance (%)

Mo-92 14.84 Mo-97 9.55

Mo-94 9.25 Mo-98 24.13

Mo-95 15.92 Mo-100 9.63

Mo-96 16.68

표 3.2.1-1. 몰리브덴 동위원소 존재 비율 

동위원소에서 천연원소로 합칠 때 각 동위원소의 물리량에 표 3.3.1-1 의 존재비율을 곱하

여 천연원소의 물리량을 획득하였다. 모든 동위원소의 핵반응 단면적을 결과로 기술하기에는 

너무 방대함으로 자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Mo-98에 대한 반응 단면적만을 그림 3.2.1-18

에 나타내었다. 각 반응 단면적은 실험 데이터를 잘 재생산하지만, 포획 단면적과 같이 실험데

이터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정밀한 평가가 어렵다. 또한 (n,a)의 문턱 에너지에

서 실험 데이터와 차이를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영역인 15 MeV에서 정확히 실험데이터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듯 포획과 (n,a) 계산 결과가 실험데이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

나, 모든 동위원소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후 다시 정밀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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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8. Mo-98 동위원소에 대한 주요 핵반응 단면적 비교

그림 3.2.1-19 ~ 3.2.1-23은 모든 몰리브덴 동위원소에 대하여 단면적 별 비교를 보여준

다. 그림 3.2.1-19는 동원소별 전 단면적을 천연 동위원소의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계산

에 의한 전단면적은 실험 데이터의 분포 안에 들어간다. 그림 3.2.1-20은  탄성 산란 단면적

을 동위원소별로 비교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결합에너지를 가진 Mo-92는 다른 

핵종보다 큰 단면적을 가진다. 이것은 가장 낮은 여기 에너지가 다른 핵종에 비해 높기 때문

에 비탄성 산란이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림 3.2.1-21 은 비탄성 산란을 실험

데이터와 비교이며, 주로 비탄성 산란은 실험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큰 불확정도를 가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낮은 에너지에서 각 동위원소 별로 상이한 비탄성 산란 단면적을 가짐을 보

인다.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비슷한 양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2.1-22 는 (n,2n) 단면적을 동위원소 별로 비교하였는데, 특히 Mo-92가 다른 동위원

소에 비해 극히 작은 양의 단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a)와 같은 하전 입자의 방

출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3.2.1-23 는 포획 단면적을 비교한다. 

Mo-95와 97 같은 홀수 핵종은 다른 핵종에 비해 낮은 에너지에서 중성자 포획이 잘 일어남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동위원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표 3.2.1-1의 존재비율을 이용하여 천연원

소에 대한 전단면적 및 탄성산란 단면적을 그림 3.2.1-24와 3.2.1-25에 표시하고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와 실험데이터를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 모든 평가가 실험 데

이터를 잘 재생산하나 기존 라이브러리와의 차이는 주로 5 MeV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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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는 탄성 산란의 양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라이브러리 보다 낮은데 원인이 있다. 그

림 3.2.1-25에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존재하는 실험 데이터를 다른 라이브러리 

보다 가장 잘 모사한다.

그림 3.2.1-19. Mo 동위원소에 대한 전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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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Mo 동위원소에 대한 탄성 산란 단면적 비교

그림 3.2.1-21. Mo 동위원소에 대한 비탄성 산란 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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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Mo 동위원소에 대한 (n,2n) 단면적 비교

그림 3.2.1-23. Mo 동위원소에 대한 (n,g) 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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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천연 동위원소에 대한 라이브러리 별 전단면적 비교

그림 3.2.1-25. 천연 동위원소에 대한 라이브러리 별 탄성 산란 단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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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티나이드 핵종 평가

가. U-238 의 공명상수 계산

중성자 공명영역은 R-matrix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며 실험적 한계 

때문에 분리 공명영역과 (RRR)과 비분리 공명영역 (URR)으로 구분한다. 분리 공명영역은 각

각의 공명 파라미터로 설명하며, 비분리 공명영역은 평균 공명 파라미터로 설명하는데, 이 영

역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실험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2.2-1. U-238에 중성자 포획 Yield. 왼쪽 그림은 중성자 flux에서 background를 뺀 스펙

트럼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중성자 포획에서 background를 뺀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은 최종적으로 획득한 중성자 포획 Yield이다.

U-238의 공명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벨기에 EC-JRC-IRMM 연구소의 Time-Of-Flight 

(TOF)를 이용하여 중성자 포획을 측정하였다. Pulse Height Weighting Technique와 결합

한 총 에너지 검출방법을 이용하는 C6D6 검출기가 방출 감마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중성자의 flux는 10B(n,α)의 핵반응에 바탕을 둔 10B 이온화 검출기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포화 에너지, 6.67 eV에서 측정데이터는 규격화되었으며, 

무게함수, 규격화, Background 제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bias effect를 줄이기 위한 방

법이 도입되었다. 이들에 의한 불확정도는 1 % 정도이며, 샘플의 자기 차폐와 다중 산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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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0.5 %의 불확정도가 추가되었다. 주된 상관관계에 있는 불확정도는 background에 의한 

것이다. 1.2 keV 아래의 공명영역에 대한 파라미터는 공명분석코드인 REFIT을 이용하여 결

정하였다. 10 keV 이상의 중성자 에너지에 대해서는 평균 단면적을 결정하였으며, 평균 공명 

파라미터 즉, 산란길이, 중성자 강도함수, 포획 Transmission 계수를 Hauser-Feshbach 통

계 모델을 기초로 결정하였다.

그림 3.2.2-1은  U-238의 중성자 포획 Yield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2.2-1

의 왼쪽 위의 그림은 측정된 중성자 flux에 background를 뺀 스펙트럼으로 중성자 포획 반

응에 기여한 실제 중성자의 양을 나타내며, 오른쪽 위 그림은 중성자의 포획에서 

background를 뺀 스펙트럼으로 무게함수 (weighting)을 고려하여 실제 포획된 중성자의 양

을 나타낸다. 중성자 포획 Yield는 중성자 flux와 중성자 포획에 대한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exp   

 
  

여기서 는 규격화 상수를 나타내며, 는 포획 중성자, 는 포획에 관여한 

background, 는 중성자 flux, 는 flux에 관여한 background를 나타낸다. 한편 는 

잘 알려진 중성자 Yield로써 B-10의 (n,)의 단면적을 사용하였다. 불확정도는 sample의 기

하학적 구조 및 background로 쓰인 filter의 교환으로 반복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결과적으

로 규격화에 대해 ()에 1 %, 포획의 background에 대한 3%의 불확정도가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flux의 background에 의한 불확정도는 0.3 %이하로 무시 가능할 정도로 적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2.2-2는 U-238에 대한 중성자 포획 Yield가 공명영역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다. 그림 왼쪽의 낮은 에너지 영역 (TOF에서 긴 측정 시간대 영역)은 중성자 분리 공명 

분석 (Resolve Resonance Region, RRR)에 이용되며, 높은 에너지 영역 (TOF에서 짧은 측

정 시간대 영역)은 중성자 비분리 공명영역 (Unresolved Resonance Region, URR)의 평균 

포획 단면적 분석에 활용된다. 분리 공명영역의 분석은 R-matrix 코드인 REF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실험에 의한 중성자 포획 Yield와 공명상수를 이용한 multi-level 

Breit-Wigner 계산결과의 차이가 최소값이 되도록 공명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ENDF/B-VII.1의 공명상수를 초기 입력값으로 넣고, 공명상수를 변화시켜 최소가 되는 공명

상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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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U-238에 대한 중성자 포획 Yield의 분석. 낮은 에너지 영역은 중성자 분리 공명 분

석에 이용되며, 높은 에너지 영역은 중성자 비분리 공명영역의 평균 포획 단면적 분석에 활용된다.

 

그림 3.2.2-3. 4 eV 1.2 keV 영역에서 측정된 중성자 포획 Yield와 공명상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

의 비교. 공명상수는 REFIT을 이용하여 χ2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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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y축의 residual는 다음과 같이 획득하였다.

       exp

exp 

여기서 R는 residual을 나타내며, exp는 실험에 의한 포획 Yield, 은 공명상수로 계산

된 양을 나타냄. exp는 실험의 불확정도를 나타낸다. R이 작을수록 실험과 계산의 차이가 적

으므로 계산에 사용된 공명상수가 잘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2-4. U-238 중성자 포획에 대한 평균 단면적. 기존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

로 구한 Carlson의 데이터와 평가 라이브러리인 JEF-2.2, JEFF-3.2, JENDL-4.0, 

ENDF/B-VII.1와 비교하였다.

그림 3.2.2-4는 비분리 공명영역의 평균 포획 단면적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평가파일, 즉 

JEF-2.2, JEFF-3.2, JENDL-4.0, ENDF/B-VII.1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미 측정

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최소자승법의 일환인 GMA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Carlson 데이터

를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평균 포획 단면적은 기존 평가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Carlson 데이터와 본 연구에서 획득한 평균 포획 단면적은 에너지 의

존적인 경향이 비슷하다. 이것은 획득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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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불확정도가 3%정도로 다소 높은데, 그림 3.2.2-5에서 보듯이 이 불확정도의 대

부분은 background에 불확정도이다. 규격화에 의한 불확정도는 1.5% 이하이며, 통계적 불확

정도는 0.5 % 이하임을 알 수 있다. background에 의한 불확정도를 줄이기 위해 

background를 줄이는 새로운 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그림 3.2.2-5. 비분리 공명영역의 평균 단면적에 대한 총 불확정도. Background에 

의한 불확정도가 약 3%로 가장 크며 나머지는 규격화에 의해 1.5 %, 통계적 불확정

도는 0.5% 이하이다.

나. U-238 고속 중성자 영역 평가

U-238과 같은 많은 핵자로 구성된 핵에 대한 중성자 고속 영역의 평가는 통계적 모델로 

필요한 물리량이 예측 가능하다. U-238의 중성자 공명영역 이상 30 MeV까지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적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속영역 중성자에 대하여 최신의 핵반응 코드인 EMPIRE-3.2를 이용하였다. 이 코드는 다

양한 핵반응 모델들을 포함하는 핵반응 모사코드이다. 이것은 구형 또는 변형 핵종에 대한 광

학 모델과 Hauser-Feshbach 통계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방출 입자들에 대해 독립적

으로 γ-ray 방출을 온전히 모사할 수 있다. U-238은 그 형태가 많이 찌그러진, 즉 highly 

deformed 핵이므로 구형 광학모델로는 비탄성 산란 단면적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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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방법으로 변형 광학모델을 쓰는 방법이 주로 추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R. Capote 

박사가 제안한 Dispersive Coupled-Channel Optical Model Potential (DCCOMP) 방법

을 이용 하였으며, 필요한 파라미터는 총단면적, 탄성산란 및 그것의 각분포에 대한 χ2가 최

소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분 단면적 실험에만 바탕을 둔 평가는 적분 단면적 실험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핵반응 평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적분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 평가를 이용하

여 최종 핵반응 단면적을 생산하였다. 그림 3.2.2-6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체적인 평가 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EMPIRE-3.2 코드의 초기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한 후 미분 단면적 

실험에 바탕을 둔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NJOY 코드로 처리한 후 MCNP-6를 이용하

여 ICSBEP의 94개 벤치마크 적분 실험에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6. 핵반응 단면적 계산을 위한 핵반응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는 전체 과정

핵반응 단면적 계산은 탄성, 비탄성 산란, 포획, 핵분열, (n,2n), (n,3n) 등 다양한 부분 단

면적을 계산 후 그것을 합하여 전체 총 단면적을 계산한다. 각 부분별 반응 단면적은 미분 실

험값이 잘 재생산 되도록 하고, 실험값이 없는 에너지 영역은 내삽 또는 외삽을 통해 생산한

다. 그림 3.2.2-7은 모든 부분적인 단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총 단면적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

한 그림이다. 그림 3.2.2-8과 3.2.2-9는 각각 탄성 및 비탄성 산란에 대한 반응 단면적을 계

산하여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실험데이터 값이 실험을 수행한 그룹별로 흩어져 있어, 

특정 실험데이터를 재생산 하도록 평가하면 나머지 실험값과 평가 결과가 더 큰 차이를 보인

다. 그림 3.2.2-6의 반복 계산을 통하여 적분 실험값도 고려하도록 계산하여 현재의 최종 결

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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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U-238에 대한 총 단면적 계산

그림 3.2.2-8. U-238에 대한 탄성 산란 단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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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U-238에 대한 비탄성 산란 단면적 계산

그림 3.2.2-10. U-238에 대한 에너지 준위별 비탄성 산란 단면적 계산

그림 3.2.2-10은 각 에너지 준위별 비탄성 산란 단면적을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것인데, 모

든 평가 결과는 실험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실험데이터

가 존재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사용한 광학모델 및 모델인자에 따른 특성이 그대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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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모든 평가 결과가 10 MeV 이상의 고속 중성자에 대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DWBA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 사용한 변형계수의 값은 그림 3.2.2-11과 같은 중

성자 스펙트럼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14 MeV 근처에 중성자에 대한 실험데이터와 평가 결

과가 다른 것은 측정에 대한 분해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낮은 에너지 준위

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13 MeV 근처의 중성자 스펙트럼데이터는 대체로 평가 결과보다 높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ENDF/B-VII.1은 continuum 영역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여 평가하였으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

하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에너지의 중성자 스펙트럼 및 에너지-각 분포를 비교하여 현재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2.2-10의 오른쪽 아래는 continuum 영역을 나타내는데, 다른 평가결과와 다르게 

보이는 ENDF/B-VII.1의 불연속성은 12 MeV 근처에서 다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3.2.2-11. U-238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

한편 임계도 계산에서 U-238은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큰 조성 비율을 차지하고 그것의 

포획정도가 전체 임계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분 단면적에 대한 실험 데이터뿐만 아

니라 벤치마크의 적분 단면적 또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3.2.2-12는 두 가지 경우로 

만든 포획 단면적인데, Case 1은 미분 단면적 실험을 바탕으로 χ2 가 최소가 되도록 평가한 

결과이다. 이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2.2-6에 설명된 방법으로 ICSBEP의 적분 단면적 

실험을 이용하여 반복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벤치마큰 반복 수행 결과는 그림 3.2.2-13과 

3.2.2-14에 나타내었다.



- 75 -

그림 3.2.2-12. U-238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

그림 3.2.2-13. ICSBEP 55 벤치마크 세트에 대한 결과

그림 3.2.2-12의 포획 단면적 계산은 Case 1과 Case 2 모두 미분 단면적 실험의 불확정

도에 잘 분포되어 있으나, 그림 3.2.2-13과 3.2.2-14에서 볼 수 있듯이 적분 단면적의 실험 

결과는 Case 2가 Case 1보다 임계도 계산에서 향상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종 포획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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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Case 2로 결정하였다. 그림 3.2.2-15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U-238에 대한 30 MeV까

지 입사 중성자에 대한 포획 단면적 평가 결과를 실험데이터 및 기존 평가결과와 비교한 것이

다.

그림 3.2.2-14. ICSBEP 39 벤치마크 세트에 대한 결과

그림 3.2.2-15. U-238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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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은 핵분열 총 단면적을 실험데이터 및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와 비교한 것으로 

(n,γf ), (n,γnf ), (n,γ2nf ) 등 부분적인 핵분열을 합한 값으로 본 연구의 계산 결과는 그림 

3.2.2-17과 같다. 현재 평가 결과와 기존 평가의 뚜렷한 차이점은 2 MeV 근처의 값과 20 

MeV 이상의 평가 결과이다. 2 MeV의 뾰족이 내려간 영역은 모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으

로 특정 평가 실험데이터를 재생산하기 위해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뾰족하

게 했을 때의 평가 결과가 다른 경쟁하는 단면적 및 벤치마크 결과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 결과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20 MeV에서도 현재 결과를 유지한

다.

그림 3.2.2-16. U-238에 대한 핵분열 단면적 계산

중성자의 입사에너지에 따른 핵분열당 발생하는 평균 즉발 중성자 개수 (nubar)를 간단한 

회귀모형으로 구현하여 그림 3.2.2-18과 같은 평가하였고, 지발 중성자와 합하여 총 발생하는 

중성자 개수를 계산하여 그림 3.2.2-19에 나타내었다. 이때 지발 중성자의 개수는 

ENDF/B-VII.1의 결과를 채택하였다.

한편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포획 중성자 및 비탄성 산란의 역할은 전체 단면적

에 대해 줄어들지만, 문턱에너지에 따라 새로운 단면적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n,2n) 및 

(n,3n)과 같은 반응인데, 현재의 결과는 그림 3.2.2-20과 3.2.2-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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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U-238에 대한 각 핵분열 단면적에 대한 비교

그림 3.2.2-18. U-238에 중성자에너지에 따른 핵분열 즉발 중성자의 평균 개수 (nu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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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U-238에 중성자에너지에 따른 핵분열 즉발 중성자의 평균 개수 (nubar)

그림 3.2.2-20. U-238에 대한 (n,2n) 산란 단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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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U-238에 대한 (n,3n) 산란 단면적 계산

그림 3.2.2-22. 고속중성자에 대한 27개의 벤치마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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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평가한 U-238의 평가파일을 처리하여 ACE 포맷을 생산한 후 최종적인 임계

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특히, 94개의 임계도 계산 중 고속 중성자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27개의 벤치마크를 선별하여 최종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른 영역의 계산 결과는 기

존 라이브러리와 큰 차이가 없으나, 그림 3.2.2-22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 라이브러리

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핵데이터 웹서비스 개량

원자력데이터센터의 전신인 핵자료평가 Lab 에서 핵데이터 웹서비스를 시작한 때는 1999년

경이다. 당시 국내에는 웹을 통해 핵데이터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전무했으며, Brookhaven 

Nat’l Lab 이나 IAEA 등의 해외 원자력 유관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원자력 연구나 응용에 

필요한 핵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외 핵데이터의 보급을 목적으로 핵데이터 웹

서비스 의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핵데이터 웹서비스는 C 와 Perl 언어를 이

용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과 PHP (PHP: Hypertext 

Preprocessor) 기반으로 개발하였는데, 이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나 시스템 이전 시 보안결함

이나 Perl 모듈의 호환성 등으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호환성과 확장성, 

이식성이 뛰어난 Java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웹서비스 개발에 착수하여, 국제 평가핵자료집과 

붕괴 데이터를 제공하는 Table of Nuclides 서비스를 Java 언어를 사용, 구축하여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Table of Nuclides 서비스 화면은 그림 3.2.3-1에 도시하였다.

신규서비스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관심 있는 핵종의 물성과 붕괴 데이터, 해외 평가핵데이

터를 확인하고 에너지에 따른 핵반응단면적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 볼 수 있다. 신규서비스

에서 검색 가능한 해외 평가핵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미국의 ENDF/B-VII.1, 일본의 

JENDL-4.0, OECD/NEA의 JEFF-3.1, 중국의 CENDl-3.1 등이다. 신규 웹서비스 구축에 사

용한 개발도구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추후 수정이나 확장이 용이하도

록 하였다. 참고로 단면적 그래프 생성을 위해 사용한 Java 라이브러리는 JFreeChart 이며,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는 MySQ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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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Table of Nuclides 서비스 화면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1. JEFF 평가 핵데이터 검증

본 과제에서는 유럽의 최신 핵데이터 파일인 JEFF-3.3의 개발에 참여하여 다양한 검증 업

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요 악티나이드 핵종중 하나인 U-238의 개량에 적극 참여하였고, 개

발 초기부터 유럽의 핵데이터 평가팀에 검증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U-238 핵데이터의 완성

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JEFF-3.3 테스트 파일 발표 이후에도 다양한 임계 검증 결과를 지

속적으로 피드백하였다.[Cab16]

가. U-238 핵데이터 검증

JEFF 프로젝트 하에서 공명 에너지 영역의 U-238 핵데이터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가 

OECD/NEA의 CIELO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sation) 

Pilot 프로젝트와 IAEA의 Neutron Cross-Section Standards 프로젝트를 목표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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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제에서는 KAERI와 벨기에 IRMM의 공동 연구를 통해 측정한 U-238 포획 반응 자

료를 반영하여 I. Sirakov에 의해 새롭게 평가된 G-versions의 U-238 평가핵데이터를 임계 

검증하였다. 

G-versions의 U-238 평가핵데이터는 공명 에너지 영역의 포획 및 비탄성산란 핵데이터의 

평가 방법에 따라 4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G-version은 분리공명 (RR) 영역과 

비분리공명 (URR) 영역 사이의 경계 에너지에 따라 G10 (10 keV)과 G20 (20 keV)의 두 가

지 파일로 구성되었다. 

G-version 1 (G10-1 & G20-1): statistical evaluation for the compound infinitely 

dilute capture and inelastic scattering cross sections in terms of the 

average resonance parameters. The inelastic cross section also 

includes a direct reaction component determined by a dispersive 

coupled-channel optical model (DCCOM).

G-version 2 (G10-2 & G20-2): adoption of the infinitely dilute capture cross 

section from the GMA evaluation of Carlson et al., while the 

inelastic cross section is statistically calculated with a direct 

component included.

G-version 3 (G10-3 & G20-3): statistical evaluation for the infinitely dilute 

capture cross section while the inelastic evaluation is adopted from 

the recent neutron scattering study of Capote et al.

G-version 4 (G10-4 & G20-4): simultaneous adoption of both the capture and 

inelastic infinitely dilute cross sections, each one according to 

versions 2 and 3, respectively.

G-versions의 U-238 평가핵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LANL의 확장된 임계 검증 자료집

을 사용하였다. 이 검증 자료집에는 ICSBEP (International Handbook of Evaluated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xperiments)[Bes16]로부터 뽑아놓은 119개의 임계 벤치마

크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핵연료 물질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 (HEU), 중간 농축 우라

늄 (IEU), 저농축 우라늄 (LEU), Pu, U-233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94개의 벤치마크 

문제가 U-238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 3.3.1-1은 각각의 시스템에 포함된 벤치마크 문제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의 검증 자료집에 비해 Pu 임계 문제가 25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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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umber of Benchmark Problems

Validation of U-238 Expanded Suite
HEU 40 40
IEU 17 17
LEU 8 8
Pu 11 36
U233 18 18
Whole 94 119

표 3.3.1-1. 각각의 벤치마크 시스템별 문제 수

검증 계산은 MCNP5 코드를 통해 수행되었고 기준 계산 자료로는 JEFF-3.2 기반 KNF32 

라이브러리 이용 결과가 사용되었다. 그림 3.3.1-1은 기준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k-eff 값과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 간의 차이는 몇 문제를 제외하면 약 ±500 pcm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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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JEFF-3.2 기반 기준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k-eff 값의 차이

U-238의 검증 계산은 기준 계산에서 U-238 자료만을 G-versions으로 대체하여 수행하였

다.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RMS (root mean square) 에러를 G-versions 별로 비교하여 

그림 3.3.1-2에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G-versions 3과 4가 기준 계산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

히 IEU 시스템에서 G-version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1-3은 각 카테고리 별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χ2 값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

며, RMS 에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χ2 값은 G20-3, 

G10-4, G20-4에서 개선되었다. 이는 IEU 시스템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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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G-versions 차이에 따른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RMS 에러 비교

HEU IEU LEU Pu U233 Whole
0.0

5.0x10
-4

1.0x10
-3

1.5x10
-3

2.0x10
-3

 

 

C
h

i-
S

q
u
a

re
d
 V

a
lu

e
 R

a
ti
v
e

 t
o

 E
x
p

e
ri

m
e

n
t

Categorized Benchmark Problem

 KNF32  E71

 G10-1  G20-1

 G10-2  G20-2

 G10-3  G20-3

 G10-4  G20-4

그림 3.3.1-3. G-versions 차이에 따른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χ2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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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rsions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인자는 RR과 URR 영역의 경계 에너지이다. 따라서 

10 keV와 20 keV 경계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검증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표 

3.3.1-2는 경계 에너지를 10 keV에서 20 keV로 바꿨을 때 χ2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G-versions에 대해, 20 keV의 경계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검증 계산 결과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G-version 3에서 모든 벤치마크 카테고리에 대해 가장 큰 효과를 보

이고 있다. 

Category
Relative Improvements (%) in χ2Values

Ver. 1 Ver. 2 Ver. 3 Ver. 4

HEU -1.83 4.74 3.17 4.38

IEU 0.85 3.35 3.31 4.85

LEU 14.18 9.99 10.20 -12.52

Pu -10.89 13.94 28.46 -7.10

U233 13.69 -7.43 7.12 -9.43

Whole 1.98 3.06 4.79 1.66

표 3.3.1-2. RR과 URR의 경계 에너지를 10 keV에서 20 keV로 변경시켰을 때 χ2 값의 상대적인 

개선 효과 (%)

MCNP 계산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k-eff 값의 실험 및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한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를 비교하였다. 표 3.3.1-3과 3.3.1-4는 각각 경계 에

너지 10 keV와 20 keV를 갖는 G-versions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σ 

(standard deviation) 이하의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20 keV의 경계 에너지를 사용할 때 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G20-4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Confidence 

Interval
KNF32 KNE71 G10-1 G10-2 G10-3 G10-4

< 1σ 57 58 54 56 56 53

1σ ~ 2σ 23 23 27 26 27 28

2σ ~ 3σ 11 10 10 9 8 10

> 3σ 3 3 3 3 3 3

표 3.3.1-3. 10 keV 경계 에너지를 갖는 G-versions에 대한 임의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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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Interval
KNF32 KNE71 G20-1 G20-2 G20-3 G20-4

< 1σ 57 58 52 59 56 60
1σ ~ 2σ 23 23 30 23 27 23
2σ ~ 3σ 11 10 8 9 8 7
> 3σ 3 3 4 3 3 4

표 3.3.1-4. 20 keV 경계 에너지를 갖는 G-versions에 대한 임의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

나. JEFF-3.3 테스트 파일 검증

OECD/NEA 주관으로 유럽의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JEFF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KAERI/NDC도 핵데이터 처리/검증 분야에 참여하여 JEFF 업데이트에 기여하였다. 즉, 테스

트 파일인 JEFF-3.3T1과 JEFF-3.3T2에 대한 핵임계도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JEFF 그룹에 피드백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JEFF-3.3T1을 기반으로 NJOY2012.64 코드를 이용해 생산한 MCNP 코드

용 ACE-포맷 라이브러리인 KNF33T1을 검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Ag-107, Ag-109, 

Gd-157 핵종은 HEATR 모듈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였고, JEFF-3.3T1 검증 

계산 결과를 KNE71, KNF32, KNJ40u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검증 계산에 사용

된 LANL의 확장된 임계 검증 자료집은 MCNP5/MCNP6 패키지에 수록된 총 119 벤치마크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표 3.3.1-5에서 핵연료 물질별, 원자로 스펙트럼별 문제의 수를 보여주

고 있다.

Spectrum
Category

HEU IEU LEU Pu U233 Sum
Fast 29 10 21 10 70
Intermediate 5 1 1 1 8
Thermal 6 6 8 14 7 41
Sum 40 17 8 36 18 119

표 3.3.1-5. 임계검증 문제의 개수

그림 3.3.1-4는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라이브러리별 RMS 에러를 보여주고 있다. 

JEFF-3.3T1은 Pu 벤치마크에 대해 ENDF/B-VII.1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는 

‘pu-comp-inter-001’과 ‘pu-sol-therm-009-case-3a’의 영향 때문이며, 이 두 문제를 제

외할 경우 JEFF-3.3T1과 ENDF/B-VII.1은 비슷한 RMS 에러를 보인다. (0.30% vs. 0.29%) 

반면, JEFF-3.3T1은 IEU 벤치마크에 대해 ENDF/B-VII.1보다 나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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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인은 ‘mix-met-fast-008-case-7’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결과는 JEFF-3.3T1과 

ENDF/B-VII.1에 대해 각각 0.24%, 0.25%로 매우 비슷한 RMS 에러를 보인다. 그림 

3.3.1-5의 χ2 값 비교 계산 결과도 RMS 에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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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계산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k-eff 값의 실험 및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한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를 비교하였다. 표 3.3.1-6은 서로 다른 ACE-포맷 라

이브러리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σ (standard deviation) 이하의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ENDF/B-VII.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JEFF-3.2와 JEFF-3.3T1은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Confidence 

Interval
ENDF/B-VII.1 JEFF-3.2 JEFF-3.3T1 JENDL-4.0u

< 1σ 77 73 71 55
1σ ~ 2σ 30 31 34 32
2σ ~ 3σ 7 11 8 19

> 3σ 5 4 6 13

표 3.3.1-6. 서로 다른 ACE-포맷 라이브러리에 대한 임의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

그림 3.3.1-6 ~ 3.3.1-10은 각각 HEU, IEU, LEU, Pu, U233 시스템에 대하여 검증 계산 

결과의 C/E 값을 비교한 것이다. HEU 시스템의 ‘heu-met-inter-006-series’ 벤치마크 문제

에서 라이브러리 간에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문제에 포함된 다량의 흑연, 구리 

반사체에 의한 영향으로 밝혀졌다. IEU 시스템의 ‘mix-met-fast-008-case-7’ 벤치마크 문제

에서 JEFF-3.3T1이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으며, LEU와 U233 시스템의 경우 ENDF/B-VII.1

과 JEFF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u 시스템의 경우 JEFF-3.3T1은 

‘pu-comp-inter-001’ 벤치마크 문제에서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pu-sol-therm-series’ 벤치마크 문제에서 ENDF/B-VII.1에 비해 k-eff를 과소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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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U233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k-eff의 C/E 값 비교

2. 군정수 생산 및 검증

본 과제에서는 최신 평가핵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몬테칼로 코드용 ACE 라이브러리와 결

정론적 코드용 MATXS 라이브러리를 생산, 검증하여 국내외 연구진에 배포하고 있다.

가. 몬테칼로 코드용 군정수

본 단계에서는 몬테칼로 코드용 ACE 라이브러리로 JEFF-3.2 기반의 KNF32, JEFF-3.3 기

반의 KNF33, JENDL-4.0 업데이트 파일 기반의 KNJ40u를 생산, 검증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2017년 말에 개발 종료된 JEFF-3.3에 대한 ACE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결과를 수록하지 

않았다. 

(1) JEFF-3.2 기반 ACE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유럽의 최신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JEFF-3.2를 기반으로 MCNP/MCNPX 코드용 ACE-포맷 

라이브러리인 KNF32를 생산하였다. 총 472개의 핵종들 중 466개의 핵종들을 LANL의 최신 

핵데이터 처리 코드인 NJOY2012.50으로 처리하였다. NJOY/ACER 모듈에서 에러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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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9는 NEA123 update로 패치된 NJOY99.393 코드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NJOY/HEATR 모듈에서 에러가 발생한 Ag-107, Ag-109, In-113, In-115, Gd-157 핵종과 

URR Probability Table 생산에 오류가 있는 Pu-238 핵종은 처리하지 못하였다.

KNF32 라이브러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LANL의 확장된 임계 검증 자료집에 포함된 119개

의 임계 벤치마크 문제를 사용하였다. 검증 계산에는 MCNP5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LANL에

서 제공하고 있는 ENDF/B-VII.0 기반 ENDF70 라이브러리와 KAERI/NDC의 

ENDF/B-VII.0 기반 KNE70 라이브러리, ENDF/B-VII.1 기반 KNE71 라이브러리, 

JENDL-4.0 기반 KNJ40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3.2-1에는 LANL의 ENDF70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기준 계산 결과와 KN-라이브러

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동일한 ENDF/B-VII.0 기반의 KNE70 라이브러리

는 ENDF70과 약 ±100 pcm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KN-라이브러리의 생산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벤치마크 문제에 따라 

ENDF70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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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ENDF70의 기준 계산 결과와 서로 다른 KN-라이브러리들 간의 k-eff 계산 값 차이

본 연구에서는 KN-라이브러리들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통계 방법을 적

용하였다. 그림 3.3.2-2는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라이브러리별 RMS 에러를 보여주고 있

다. 기준 ENDF70 라이브러리의 경우 LEU 시스템을 제외하면 RMS 에러가 약 0.5%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KNE71과 KNF32 라이브러리에 대한 RMS 에러가 다른 라이브러

리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NE71은 ENDF70에 비해 HEU 시스템과 U233 시스

템에서 크게 개선되었고, KNF32는 Pu 시스템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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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서로 다른 ACE-포맷 라이브러리들의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RMS 에러 비교

두 번째 통계 방법으로는 χ2 값을 사용하였다. χ2 값은 계산 값과 실험 값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3.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벤치마크 카테고리별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평균 χ2 값의 비교는 RMS 에러에서와 매우 유사하였다. 대신 χ2 

값은 RMS 에러에 비해 계산 값과 실험값의 차이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HEU 시스템과 U233 시스템에서 KNE71 라이브러리는 ENDF70에 비해 35%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KNF32 라이브러리는 Pu 시스템에서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IEU 시스템에서 

보인 KNF32와 KNJ40 라이브러리의 나쁜 성능은 JEFF와 JENDL의 새로운 평가핵데이터 파

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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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서로 다른 ACE-포맷 라이브러리들의 벤치마크 k-eff 값에 대한 평균 χ2 값 비교

세 번째 통계 방법으로, MCNP 계산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k-eff 값의 실험 및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한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를 비교하였다. 표 3.3.2-1은 

서로 다른 ACE-포맷 라이브러리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σ (standard 

deviation) 이하의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ENDF/B-VII.1과 JEFF-3.2가 ENDF/B-VII.0과 

JENDL-4.0에 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ENDF/B-VII.1이 이전의 ENDF/B-VII.0

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Confidence 

Interval
ENDF70 KNE70 KNE71 KNF32 KNJ40

< 1σ 71 68 78 73 50
1σ ~ 2σ 27 30 28 31 36
2σ ~ 3σ 13 13 8 11 18
> 3σ 8 8 5 4 15

표 3.3.2-1. 서로 다른 ACE-포맷 라이브러리에 대한 임의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벤치마크 문제의 수

그림 3.3.2-4와 3.3.2-5는 각각 KNE71과 KNE70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벤치

마크 k-eff 값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KNE71이 KNE70에 비해 우수함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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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인할 수 있었다. KNE71은 몇몇 벤치마크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500 pcm 이내의 

작은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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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ENDF/B-VII.1 기반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k-eff 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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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ENDF/B-VII.0 기반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k-eff 값의 차이

MCNP용 ACE-포맷 라이브러리에서 Probability Table은 비분리공명 (UR) 에너지 영역에

서 사용하는 평균 핵반응자료로부터 야기되는 자기차폐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방법론은 MCNP4C 이래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기차폐효과는 UR Probability 

Table 사용 유무에 따른 k-eff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그림 3.3.2-6은 ENDF/B-VII.1 기반 

벤치마크 계산 결과에서 나타난 자기차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효과는 몇몇 문제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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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00 pcm 이내로 매우 작았다. WC (tungsten carbide) 반사체를 사용한 TOPSY 실

험과 BIGTEN 실험은 각각 244 pcm과 380 pcm의 자기차폐효과를 보였다. ZEBRA8H 실

험은 intermediate 스펙트럼을 갖는 유일한 IEU 벤치마크 문제로, 966 pcm의 가장 큰 자기

차폐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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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ENDF/B-VII.1 기반 계산에서 UR Probability Table에 의한 자기차폐효과

(2) JENDL-4.0u 기반 ACE 라이브러리 생산

일본의 최신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JENDL-4.0u를 기반으로 MCNP/MCNPX 코드용 ACE-

포맷 라이브러리인 KNJ40u를 생산하였다. 일본은 2010년 총 406종의 중성자 핵반응 데이터

를 포함한 JENDL-4.0을 공식 발표한 이래, 38개 핵종(중복 존재)에 대하여 기존 데이터의 오

류를 수정하거나 최신 데이터로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표 3.3.2-2 참조) 

No. Version Nuclide Sublib. Mainly revised part Date

1 4.0u1 H-2 Interpolation of elastic angular distributions 2012/09/14

2 4.0u1 B-10 Elastic scattering cross sections 2012/09/14

3 4.0u1 Ti-48 Representation of resolved resonances 2012/09/14

4 4.0u1 Cr-52 MF33 and MF34 added 2012/09/14

5 4.0u1 Cr-53 MF33 and MF34 added 2012/09/14

6 4.0u1 Ni-59 0-barn data for (n,p) and (n,α) reactions at 10 keV 2012/09/14

7 4.0u1 Ag-109 Reference number in comment data 2012/09/14

8 4.0u1 Te-127m QI values of MF3MT51 2012/09/14

9 4.0u1 Te-129m QI values of MF3MT51 2012/09/14

표 3.3.2-2. List of JENDL-4.0 Update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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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6개의 핵종들을 LANL의 핵데이터 처리 코드인 NJOY99.396으로 처리하여 293.6K

의 온도 자료를 생산하였다. KNJ40u 라이브러리는 LANL의 확장된 임계 검증 자료집에 포함

된 119개의 임계 벤치마크 문제를 통해 검증되었고, 검증 결과를 ENDF/B-VII.1 기반의 

KNE71, JEFF-3.2 기반의 KNF32, JEFF-3.3 테스트 파일 기반의 ACE 라이브러리와 비교하

여 전체적인 성능을 검증하였다.

나. 결정론적 코드용 군정수

본 단계에서는 최신 ENDF/B-VII.1 기반의 고속로용 MATXS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였다.

(1) ENDF/B-VII.1 기반 KAFAX 라이브러리 생산

미국의 최신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ENDF/B-VII.1을 기반으로 고속로 해석용 MATXS-포맷 

10 4.0u1 U-233 Covariances in resonance region 2012/09/14

11 4.0u1 U-234 MF1MT458, MF3MT18 2012/09/14

12 4.0u1 U-235 Covariances in resonance region 2012/09/14

13 4.0u1 U-238 Covariances in resonance region 2012/09/14

14 4.0u1 Pu-239 Covariances in resonance region 2012/09/14

15 4.0u1 Pu-241 NF A part of fission yields 2012/09/14

16 4.0u1 Am-242m NF MAT No. of fission yield data 2012/09/14

17 4.0u1 Am-243 MF1MT458, MF3MT18 2012/09/14

18 4.0u2 Te-129m ELIS of MF1 2012/11/15

19 4.0u1 Eu-156 Low-energy capture cross sections 2012/11/15

20 4.0u1 K-39 (n,n') neutron spectra and γ-ray multiplicities 2013/07/10

21 4.0u2 Ti-48 zero capture widths in RRP  2013/07/10

22 4.0u1 Hg-196 (n,2n) and (n,3n) neutron spectra  2013/07/10

23 4.0u1 Hg-202 (n,2n) and (n,3n) neutron spectra  2013/07/10

24 4.0u1 Hg-204 (n,2n) and (n,3n) neutron spectra  2013/07/10

25 4.0u1 Ra-224 (n,2n), (n,3n), and (n,4n) neutron spectra  2013/07/10

26 4.0u1 Ra-225 (n,2n), (n,3n), and (n,4n) neutron spectra  2013/07/10

27 4.0u2 U-234 Inconsistent RRP between MF2 and MF32  2013/07/10

28 4.0u1 Np-237 Inconsistent RRP between MF2 and MF32  2013/07/10

29 4.0u1 Pu-238 Inconsistent RRP between MF2 and MF32  2013/07/10

30 4.0u1 Pu-242 Inconsistent RRP between MF2 and MF32  2013/07/10

31 4.0u1 Am-241 QI for MF9/MT102  2013/07/10

32 4.0u1 Au-197 Discrete primary photons  2013/08/13

33 4.0u1 Sr-88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2015/01/22

34 4.0u1 Pb-204 Covariances data added  2015/09/14

35 4.0u1 Pb-206 Covariances data added  2015/09/14

36 4.0u1 Pb-207 Covariances data added  2015/09/14

37 4.0u1 Pb-208 Covariances data added  2015/09/14

38 4.0u1 Rh-105 Resolved resonance parameters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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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인 KAFAX-E71을 생산하였다. 기존의 KAFAX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중성자 150

군, 광자 12군의 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총 145 핵종에 대하여 300, 600, 900, 1200K의 

온도에서 NJOY99.396 코드를 통해 처리되었다. Reich-Moore Limited 공명 포맷을 사용하

는 핵종인 Cl-35는 NJOY99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NJOY2012로 처리하여 추가하였다. 

(표 3.3.2-3 참조) 핵종에 따라 5 ~ 10개의 배경 단면적에 대한 자기차폐 단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중성자 군 구조는 1 ~ 10 keV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구간에서 1/8 lethargy 폭을 갖

도록 구성되었다. 1 ~ 10 keV 구간은 1/16 lethargy 폭을 갖도록 좀 더 세밀하게 군을 나

누었다. 광자 군 구조로는 NJOY 코드에 내장된 LANL 12-군 구조(IGG=3)를 사용하였다. 가

중 함수로는 KALIMER-150 원자로의 평형노심 중성자속 분포를 사용하였다. 

No. Nuclide ID No. Nuclide ID No. Nuclide ID

1 1-H-1      h1     51 26-Fe-58   fe58   101 50-Sn-124 sn124  

2 1-H-2      h2     52 27-Co-59   co59   102 50-Sn-125  sn125  

3 2-He-3     he3    53 28-Ni-58   ni58   103 50-Sn-126  sn126  

4 2-He-4     he4    54 28-Ni-60   ni60   104 63-Eu-151  eu151  

5 3-Li-6     li6    55 28-Ni-61   ni61   105 63-Eu-153  eu153  

6 3-Li-7     li7    56 28-Ni-62   ni62   106 64-Gd-152  gd152  

7 4-Be-9     be9    57 28-Ni-64   ni64   107 64-Gd-154  gd154  

8 5-B-10     b10    58 29-Cu-63   cu63   108 64-Gd-155 gd155  

9 5-B-11     b11    59 29-Cu-65   cu65   109 64-Gd-156  gd156  

10 6-C-0      cnat   60 31-Ga-69   ga69   110 64-Gd-157  gd157  

11 7-N-14     n14    61 31-Ga-71 ga71   111 64-Gd-158  gd158  

12 7-N-15     n15    62 39-Y-89    y89    112 64-Gd-160  gd160  

13 8-O-16     o16    63 40-Zr-90   zr90   113 74-W-182   w182   

14 9-F-19     f19    64 40-Zr-91   zr91   114 74-W-183   w183   

15 11-Na-23   na23   65 40-Zr-92   zr92   115 74-W-184   w184   

16 12-Mg-24  mg24   66 40-Zr-93   zr93   116 74-W-186   w186   

17 12-Mg-25 mg25   67 40-Zr-94   zr94   117 75-Re-185  re185  

18 12-Mg-26 mg26   68 40-Zr-95   zr95   118 75-Re-187  re187  

19 13-Al-27   al27   69 40-Zr-96   zr96   119 79-Au-197  au197  

20 14-Si-28   si28   70 41-Nb-93   nb93   120 82-Pb-206  pb206  

21 14-Si-29   si29   71 42-Mo-92 mo92   121 82-Pb-207  pb207  

22 14-Si-30   si30   72 42-Mo-94 mo94   122 82-Pb-208  pb208  

23 15-P-31    p31    73 42-Mo-95 mo95   123 83-Bi-209  bi209  

24 17-Cl-35 cl35   74 42-Mo-96 mo96   124 90-Th-232  th232  

25 17-Cl-37 cl37   75 42-Mo-97 mo97   125 91-Pa-233  pa233  

26 18-Ar-40 ar40   76 42-Mo-98 mo98   126 92-U-233   u233   

27 19-K-39   k39    77 42-Mo-99 mo99   127 92-U-234   u234   

28 19-K-40 k40    78 42-Mo-100 mo100  128 92-U-235   u235   

29 19-K-41 k41    79 47-Ag-107  ag107  129 92-U-236   u236   

30 20-Ca-40 ca40   80 47-Ag-109  ag109  130 92-U-238   u238   

표 3.3.2-3. List of Nuclides for KAFAX-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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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생산 및 검증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열에너지 영역에서는 중성자와 충돌하는 물질의 결합구조가 산란되는 중성자의 반응단면적

(cross section), 각분포(angular distribution) 및 에너지분포(Energy distribution)에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열에너지 영역에서의 산란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 ENDF-6 포맷의 File 

7 (MF=7)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thermal neutron scattering data)가 이용된다. 이러한 열

중성자 산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각 물질에 대한 산란법칙(S(α,β): thermal scattering law) 

데이터를 통해 열에너지 영역에서의 산란 효과가 고려된 반응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가압수형 원자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임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노심설계를 위해서는 특히 경수(H2O)및 중수(D2O) 데이터의 높은 정확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 3.3.3-1에서 보이듯이 최근까지 H2O및 D2O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 분자모델은 GA 모델과 IKE 모델 두 가지뿐이었다. 

31 20-Ca-42 ca42   81 48-Cd-106  cd106  131 93-Np-237  np237  

32 20-Ca-43 ca43   82 48-Cd-108  cd108  132 94-Pu-238  pu238  

33 20-Ca-44 ca44   83 48-Cd-110  cd110  133 94-Pu-239  pu239  

34 20-Ca-46 ca46   84 48-Cd-111  cd111  134 94-Pu-240  pu240  

35 20-Ca-48 ca48   85 48-Cd-112  cd112  135 94-Pu-241  pu241  

36 22-Ti-46 ti46   86 48-Cd-113  cd113  136 94-Pu-242  pu242  

37 22-Ti-47 ti47   87 48-Cd-114  cd114  137 95-Am-241  am241  

38 22-Ti-48 ti48   88 48-Cd-115M cd115m 138 95-Am-242  am242  

39 22-Ti-49 ti49   89 48-Cd-116  cd116  139 95-Am-242M am242m 

40 22-Ti-50 ti50   90 50-Sn-112  sn112  140 95-Am-243  am243  

41 23-V-50    v50 91 50-Sn-113 sn113  141 96-Cm-242  cm242  

42 23-V-51 v51 92 50-Sn-114  sn114  142 96-Cm-243  cm243  

43 24-Cr-50   cr50   93 50-Sn-115  sn115  143 96-Cm-244  cm244  

44 24-Cr-52   cr52   94 50-Sn-116  sn116  144 96-Cm-245  cm245  

45 24-Cr-53   cr53   95 50-Sn-117  sn117  145 96-Cm-246  cm246  

46 24-Cr-54   cr54   96 50-Sn-118  sn118  

47 25-Mn-55   mn55   97 50-Sn-119  sn119  

48 26-Fe-54   fe54   98 50-Sn-120 sn120  

49 26-Fe-56   fe56   99 50-Sn-122 sn122  

50 26-Fe-57   fe57   100 50-Sn-123  s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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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Model Comments
ENDF/B-VI.8 (USA, 2002)

H(H2O) GA Evaluated in 1969 by   Koppel and Young with 
GASKET.
Modified in 1994 by MacFarlane   to run in LEAPR.

D(D2O) GA Evaluated in 1969 by   Koppel and Young with 
GASKET.
Adapted in 1989 to ENDF-6   format.

JEFF.3.1.1 (Europe, 2009)
H(H2O) IKE Evaluated in 2004 by   Keinert and Mattes with 

LEAPR.
D(D2O) IKE Evaluated in 2004 by Keinert   and Mattes with 

LEAPR.
ENDF/B-VII.1 (USA, 2011)

H(H2O) IKE Adapted in 2006 by   MacFarlane.
D(D2O) IKE Adapted in 2006 by   MacFarlane.

JENDL 4.0 (Japan, 2010)
H(H2O) GA Data taken from   ENDF/B-VI.8.
D(D2O) GA Data taken from   ENDF/B-VI.8.

RUSFOND-2010 (Russia, 2010)
H(H2O) IKE Data taken from   ENDF/B-VII.2
D(D2O) IKE Data taken from   ENDF/B-VII.2

표 3.3.3-1. 주요 핵데이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라이브러리

그러나 최근에 Neutron Physics Department at Centro Atomico Bariloche 

(Argentina)에서 새로운 모델인 CAB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CAB 모델이 적용된 새로운 H2O, 

D2O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는 현재 ENDF/B-VIII.0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배포되고 있

다.[Dam14] CAB 모델은 기존의 모델들과는 달리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을 이용하여 실제 물 분자의 거동을 기존 데이터보다 좀 더 명확하게 

묘사하였다. CAB 모델에 사용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에는 GROMACS 코드[Spo05]가 사용

되었으며 GROMACS 코드를 이용해 물 분자의 Sk ld correction factor[Sk 67]와 진동수 

스펙트럼(Frequency spectrum)을 계산하였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열중성자 산란 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핵데이터 처리 코드인 NJOY 코드[Kah16]가 사용되었으며 Sk ld 

correction factor와 진동수 스펙트럼은 각각 NJOY 코드의 열중성자 산란법칙을 계산하는 

LEAPR 모듈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D2O의 Sk ld correction factor를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계산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계산 값과 NJOY 코드를 이용해 열중성자 산란 반응단면적을 생산

하였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코드로는 CAB 모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GROMACS 코드

와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는 EPSR (Empirical Potential Structure Refinement) 코

드[Sop09]가 사용되었으며 생성한 D2O의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MCNP 코드를 이용한 ICSBEP benchmark 시뮬레이션[Bes16]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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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중성자 산란법칙 (Thermal Scattering Law)

열중성자 산란 반응단면적은 주로 세 가지로 나뉜다.

(1) 비탄성 산란 (Inelastic): 산란 단면적 생산 시 모든 물질에서 중요하며 산란법칙 S(α,β)

를 이용해 계산된다. (비간섭성, 간섭성 비탄성 산란 모두 비탄성 산란 카테고리에 정

렬된다.) 

(2) 비간섭성 탄성산란 (Incoherent elastic): Zirconium hydride (ZrH), polyethylene 

(C2H4)및 light water ice와 같은 물질의 산란 단면적 생산 시 중요하다.

(3) 간섭성 탄성산란 (Coherent elastic): Graphite, beryllium 및 UO2와 같은 물질의 산

란 단면적 생산 시 중요하다.

액체 상태의 H2O, D2O 산란 반응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탄성 산란 효과가 고려되

어야 한다.

(1) 비탄성 열중성자 산란법칙

불규칙한 분자구조를 갖는 기체, 액체 혹은 고체 물질의 경우에 산란단면적은 NJOY 코드 

내부의 LEAPR 모듈과 THERMR 모듈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dE

d
E→E → kT

b 


E

E
e




S

E, E’는 입사중성자 및 이차중성자의 에너지, 는 산란각, b는 물질의 결합 산란 단면적 

(bound scattering cross section), k는 플랑크 상수, T는 켈빈 온도, α는 운동량 변화 

(momentum transfer), β는 에너지 변화 (energy transfer)를 뜻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AkT

E EE E cos

 kT

E E

β가 양의 값을 가지면 에너지 획득, 음의 값을 가지면 에너지 손실을 의미한다. 열중성자 

산란법칙 S(α,β)에는 비간섭성 근사(incoherent approximation)와 가우시안 근사(Gaussian 

approximation)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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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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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의 단위는 kT초(second) 이며 함수 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 
∞

∞

P eit ed

P sinh



이때 는 시스템 내의 여기 상태에 대한 진동수 스펙트럼 (frequency spectrum)을 β

에 대해 나타낸 함수이다.  함수는 LEAPR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다음과 같

이 정규화 되어야 한다.

 d 

진동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여기 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스펙트럼의 합으로 나타내어

진다.

 
i  

K

i

합산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i wt       병진 스펙트럼 (translational spectrum)

   i  d        확산 (diffusion)

   i  s        고체형 스펙트럼 (solid-type spectrum)

   i wjj    불연속 진동 (discrete oscillator at j )

위 식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열중성자 비탄성 산란단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비간섭성 

근사가 사용된다. 비간섭성 근사는 물질의 산란단면적을 구성하는 비간섭성 산란단면적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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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성 산란단면적 중 비간섭성 산란단면적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i.e. 

s inccoh≅inc)

(2) Sk ld Correction Factor

경수(light water)의 경우에는 수소의 양성자 스핀이 불규칙 방위(random orientation)를 

갖기 때문에 분자간 비간섭성(intermolecular incoherent)이 두드러져 비간섭성 근사

(incoherent approximation)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D2O의 경우 중수소의 스핀이 0 이기 때

문에 경수와 같이 비간섭성 근사를 적용하면 정확한 산란단면적을 계산하기 어렵다. D2O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자들 사이의 간격에 

대한 특정 값이 존재하는 간섭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D2O의 산란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섭성을 고려해주기 위한 Sk ld 근사(Sk ld approximation)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 3.3.3-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의 간섭성 산란단면적은 비간섭성 산란단면적과 비

교했을 때 매우 작다. 이러한 이유로 경수의 경우에는 열중성자 산란법칙을 계산할 때 비간섭

성 근사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중수소의 경우 전체 산란단면적에서 간섭성 산란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73.2%). 이는 D2O의 산란단면적 계산 시 비간섭성 근사를 사용

하면 분자간의 간섭성을 고려하지 못해 산란단면적 계산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산소원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산란단면적을 갖는 수소원자와는 다르게 

중수소원자의 산란단면적은 산소원자의 산란단면적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 이는 D2O분자의 

산란에 산소원자와 중수소원자가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주기 위

해 기존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ENDF/B-VIII.0 의 D2O산란 데이터는 D2O분자 내에 결합된 

중수소와 산소원자에 대한 데이터 (D bound in D2O, O bound in D2O)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coh inc scatt
1-H-1 1.7583 80.27 82.03
1-H-2 5.592 2.05 7.64
8-O-16 4.232 0.0 4.232

표 3.3.3-2. 간섭성 및 비간섭성 산란단면적 (단위: barn)

앞서 언급했듯이, D2O분자에 결합된 중수소와 산소원자에 대한 간섭성 산란단면적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Sk ld 근사가 사용되어야 하며 근사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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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incScoh                  (3.3.3-1)

Scoh
D  Sinc

D SD

SD Q                   (3.3.3-2)

Scoh
O  Sinc

O SO

SO Q                   (3.3.3-3)

S와 S는 각각 중수소와 산소에 대한 Sk ld correction factor를 의미한다. Sk ld 

correction factor는 다음 식과 같다.

S
D
Q  


SDD Q 



coh
D

coh
o

SDO Q         (3.3.3-4)

S
O
Q  


SOO Q 



coh
O

coh
D

SDO Q         (3.3.3-5)

이때, SDD Q, SDO Q, SOO Q는 D2O분자 내의 각 원자에 대한 static structure 

factor를 의미한다. Static structure factor는 다음과 같은 식 (3.3.3-6)과 같이 분자동역학 

코드의 출력 값 중 하나인 반경분포함수 (radial distribution function)를 푸리에 변환하여 

계산한다. 

SQ  


∞

drgrrQr

sin Qr
            (3.3.3-6)

Q는 파동 벡터, 는 타겟 시스템의 밀도, g(r)은 반경분포함수, r은 시스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r은 r의 증분이다. 반경분포함수는 거리 r에 위치한 입자를 찾을 확률을 뜻한다. 반경

분포함수는 GROMACS 코드와 EPSR 코드를 이용해 계산되었다.

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ENDF/B-VIII.0의 D2O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는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GROMACS)을 이

용해 얻은 반경분포함수를 푸리에 변환하여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를 사용하여 생

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GROMACS 코드를 이용해 계산된 반경분포함수를 적용

하여 D2O산란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Monte Carlo 방법론을 사용하는 EPSR 

코드로 계산한 반경분포함수를 이용해 D2O산란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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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MACS 시뮬레이션

Static structure factor를 계산하기 위해 D2O에 대한 GROMACS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GROMCAS 코드는 시스템 내의 원자모션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Newton 방정식

을 이용한다.

mi
t

ri
Fi i   N                     (3.3.3-7)

본 연구에서는 D2O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해 그림 3.3.3-1과 같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293.6K의 1084개의 D2O 분자로 구성된 부피 32.768 nm3의 입방체로 설정하였으며 

TIP4P/2005f 물 분자모델[Gon11]과 OPLS/AA force field를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에너지 

최소화, 평형 과정을 거친 뒤 NVE 앙상블 조건 (N: 시스템 내의 입자 수, V: 시스템의 부피, 

E: 시스템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10ps 동안 최종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

다.

(a)                                  (b)

그림 3.3.3-1. 시뮬레이션 시스템(a)과 TIP4P/2005f 분자모델(b)

(2) EPSR 시뮬레이션

EPSR (Empirical Potential Structure Refinement) 코드는 Monte Carlo 방법을 기반으

로 코드 내에서 모사된 시스템의 분자들의 위치를 실험을 통해 얻은 중성자 회절 데이터와 최

대한 유사하게 총 포텐셜을 수정하여 분자 거동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회절 실

험 데이터는 ISIS의 SANDALS (Small Angle Neutron Diffractometer for Amorph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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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quid)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EPSR 방법을 이용하면 물이나 유리 같은 무질서한 분자

구조를 갖는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실제 분자거동과 좀 더 근사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데이터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다양한 온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Static structure factor를 계산하기 위해 EPSR 코드에서는 그림 3.3.3-2와 같은 SPC/E 

(Extended Simple Point Charged) 물 분자모델을 사용하였다. TIP4P/2005f 모델이 실제 

물 분자를 더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TIP4P/2005f 모델은 EPSR 코드

에서 구현 할 수 없기 때문에 SPC/E 모델을 선택하였다. EPSR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29.94 

nm3 입방체에 1000개의 D2O분자로 이루어졌으며 주기적 경계 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온도는 293.6K로 설정하였으며 static 

structure factor를 얻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307회 반복(iteration)하였다. 

그림 3.3.3-2. SPC/E 분자모델

라. 시뮬레이션 결과

(1) Sk ld Correction Factor 비교

그림 3.3.3-3은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해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와 

ENDF/B-VIII.0 D2O 열중성자 산란데이터 생산에 사용된 Sk ld correction factor를 나타

낸다. D2O내 중수소원자의 Sk ld correction factor의 경우는 분자동역학 계산 결과와 

ENDF/B-VIII.0 D2O 열중성자 산란데이터 생산에 사용된 Sk ld correction factor의 값이 

모두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2O내 산소원자의 Sk ld correction factor의 경우는 

GROMACS와 EPSR 모두 ENDF/B-VIII.0에 사용된 값보다 낮은 피크를 갖는다. 특히 EPSR 



- 108 -

시뮬레이션 결과는 낮은 Q 영역에서 다른 결과 값들보다 살짝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

이는 EPSR 코드 시스템에 적용된 물 분자모델이 다른데다가 EPSR 코드는 GROMACS와 다

른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3-3. ENDF/B-VIII.0에 사용된 Sk ld correction factor와 

EPSR, GROMACS 코드를 이용해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와의 

비교 (293.6K)

(2) 열중성자 산란단면적 비교

① ENDF/B-VII.1 및 ENDF/B-VIII.0의 D2O 산란단면적 비교

그림 3.3.3-4는 D2O에 대한 ENDF/B-VII.1 및 ENDF/B-VIII.0의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을 

보여준다. IKE 모델이 적용된 ENDF/B-VII.1과 CAB 모델이 적용된 ENDF/B-VIII.0의 D2O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은 모두 1 meV 에너지 영역에서 첫 번째 굴곡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산란단면적의 첫 번째 굴곡이 중수소의 간섭성에 의한 영향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ENDF/B-VII.1 D2O 라이브러리 또한 분자 내의 중수소 간섭성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 static structure factor를 도입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ENDF/B-VIII.0 D2O 산란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소원자가 자유기체로 처리되는 

ENDF/B-VII.1과 달리 산소원자 간의 간섭효과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소원

자 간의 간섭효과가 고려되어 ENDF/B-VIII.0 D2O 산란데이터에는 대략 10~30 meV 에너

지 영역에 두 번째 굴곡을 갖는다. CAB 모델로 모사된 ENDF/B-VIII.0의 D2O 산란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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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험으로 측정한 D2O의 산란단면적과도 높은 일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3-4. ENDF/B-VII.1 및 ENDF/B-VIII.0의 D2O 열중성자 

산란단면적 비교 (293.6K)

②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생성된 D2O 열중성자 산란단면적 비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NJOY2016 코드를 이용해 D2O의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을 생산

하였다.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을 생산하기 위해 각 GROMACS 및 EPSR 코드로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는 NJOY2016 코드 LEAPR 모듈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3.3.3-5는 각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 생산한 D2O의 산란단면적을 보여준다. 

각 코드를 이용해 D2O 분자 내의 중수소와 산소원자에 대한 Sk ld correction factor를 모

두 계산해 LEAPR 모듈에 입력하였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2개의 굴곡이 모두 관찰 가능하다. 

그러나 3 meV 에너지 영역 이하에서는 각 산란단면적 값이 ENDF/B-VIII.0의 D2O의 산란

단면적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EPSR 코드로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를 사용

한 D2O의 산란단면적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EPSR과 GROMACS 코드와 사

용된 물 분자모델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3 meV 이상의 영역에서는 모든 결과

들이 ENDF/B-VIII.0의 D2O의 산란단면적과 큰 일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상 3 meV 이하 에너지 영역에서의 산란단면적 차이는 데이터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열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중성자 플럭스 스펙트럼이 그림 3.3.3-5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번째 굴곡 근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굴곡보다는 두 번

째 굴곡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데이터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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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D2O의 산란단면적 및 열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중성자 

플럭스 스펙스럼 (293.6K)

마. ICSBEP 벤치마크 문제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 생성한 열중성자 산란 라이브러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International Handbook 

of Evaluated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Problems (ICSBEP Handbook)에서 D2O가 

감속재/반사체로 쓰인 59개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표 3.3.3-3을 통해 각 연료 카테고리 별 

선정한 벤치마크 문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Category Number of Benchmark   Problems
HEU* 21
IEU* 1
LEU* 36
U233 1

WHOLE 59
* HEU: Highly Enriched Uranium

  IEU: Intermediated Enriched Uranium

  LEU: Low Enriched Uranium

표 3.3.3-3. 벤치마크 문제 수

모든 벤치마크 계산은 각 열중성자 산란데이터에 대해 Monte Carlo Transport 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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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X-2.7.0 코드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D2O의 중수소나 산소원자 같은 열중성자 산란단

면적을 제외한 핵종들에 대해서는 ENDF/B-VII.1을 기반으로 하는 KNE71 라이브러리가 사

용되었다[Kim16]. 모든 MCNP 벤치마크 시뮬레이션은 293.6K에서 수행되었으며 각 시뮬레

이션의 통계적 불확실도는 20 pcm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1) ENDF/B-VII.1 및 ENDF/B-VIII.0의 D2O 산란단면적 벤치마크 계산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각 라이브러리의 열중성자 산란데이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계도 계산

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6은 각 카테고리에 대한 ENDF/B-VIII.0과 ENDF/B-VII.1의 

D2O 산란단면적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3.3-6. ENDF/B-VIII.0과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계산한 벤치마크 k-eff 값과 

계산 k-eff 값의 차

그림 3.3.3-6(a)에서 보여지듯이, HEU 카테고리에서는 ENDF/B-VIII.0 라이브러리의 경우

에 D2O분자 내의 중수소와 산소원자 결합이 모두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NDF/B-VII.1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료의 높은 농축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경화(hardening)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에너지 시스

템의 핵연료 농축도는 5% 미만이다. 따라서 산란데이터의 성능은 LEU 카테고리에서 더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3-6(b)는 LEU 카테고리에서의 벤치마크 결과를 나타낸다. 

ENDF/B-VIII.0 라이브러리의 D2O 산란단면적이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식 (3.3.3-8)을 이용해 RMS (Root Mean Square) 에러를 계산해 보

았다. 



- 112 -

RMS 


N


i  

N

kCikBi


                  (3.3.3-8)

kCi 및 kBi는 각각 i번째 문제에 대한 계산 k-eff 값과 벤치마크 k-eff 값을 나타낸다. N

은 각 케이스의 총 문제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RMS 에러의 계산 결과는 그림 

3.3.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HEU 카테고리에서는 각 산란데이터의 에

러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EU 카테고리에서는 ENDF/B-VIII.0 산란데이터의 

에러가 ENDF/B-VII.1의 대략 1/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LEU 카테고리에서는 D2O 산

란단면적을 생산할 때 산소원자 간의 간섭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D2O 산란데이터의 성능 향

상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3-7. 각 라이브러리에 따른 RMS 에러 비교

(2)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D2O 산란단면적 벤치마크 계산결과 비교

연구에 사용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코드인 GROMACS와 EPSR로부터 계산한 Sk ld 

correction factor와 NJOY 코드를 이용해 생성한 D2O의 열중성자 산란데이터의 성능을 비

교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ICSBEP 벤치마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8은 각 분

자동역학 코드를 이용해 생성한 D2O 산란데이터의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벤치마크 

계산 결과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각 산란데이터들의 성능이 ENDF/B-VIII.0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PSR과 NJOY 코드를 이용해 생성한 D2O의 산란데이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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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 meV 에너지 영역 이하에서 다른 산란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으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성자 플럭스 스펙트럼이 

10~100 meV 에너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좋은 성능을 가진 D2O의 산

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산소원자들의 간섭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주어야 한다. 

그림 3.3.3-8. ENDF/B-VIII.0과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생성한 각 열중성자 산란데이터의 

벤치마크 k-eff 값과 계산 k-eff 값의 차

다음으로 표 3.3.3-4는 벤치마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RMS 에러

를 나타낸다. 그림 3.3.3-8에서 각 라이브러리들이 비슷한 성능을 보였듯이 RMS 에러 또한 

전체적으로 0.805~0.808% 가량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Category ENDF/B-VIII.0 EPSR GROMACS

HEU (21) 1.273 1.277 1.278

IEU (1) 0.139 0.158 0.126

LEU (36) 0.327 0.332 0.327

U233 (1) 0.570 0.532 0.532

TOTAL (39) 0.805 0.808 0.807

표 3.3.3-4. 각 라이브러리에 따른 RMS 에러 비교 (단위: %)

바. 결론

본 연구에서는 D2O 분자내의 중수소 및 산소원자의 간섭성이 고려된 D2O 열중성자 산란데

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GROMACS와 EPSR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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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O 분자내의 중수소 및 산소원자에 대한 Sk ld correction factor를 계산하고 이를 NJOY 

코드 LEAPR 모듈의 입력 값으로 이용해 D2O 열중성자 산란단면적을 생산하였다. D2O 열중

성자 산란단면적은 중수소원자의 간섭성과 산소원자 간의 간섭효과에 의해 각각 대략 1 meV, 

10~30 meV 에너지 영역에 두 개의 굴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GROMACS 코드로부터 

생성된 D2O산란단면적은 ENDF/B-VIII.0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으나 EPSR 코드

로부터 생성된 D2O산란단면적은 3 meV 에너지 영역 이하에서 ENDF/B-VIII.0과 비교해 봤

을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열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중성자 플럭스 스펙트럼이 

10~100 meV 에너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 meV 에너지 영역 이하에서 산란단면

적이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ICSBEP 벤치마크 계산 결과에서 EPSR 코드가 사용된 산란데

이터 성능 또한 ENDF/B-VIII.0의 성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D2O의 경우에

는 열중성자 산란데이터를 생산할 때 산소원자 간의 간섭효과를 고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웹기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

가. ACE 라이브러리

MCNP 코드의 사용이 다양한 연구 개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핵데이터에 대

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LANL은 MCNP/MCNPX 코드 패키지와 함께 많은 종류의 ACE-

포맷 라이브러리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여러 다른 ENDF/B 버전의 평가핵데

이터 파일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성자, 광-원자, 광핵, 전자, 양성자 등에 의해 야기되는 핵반

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최신 ACE-포맷 라이브러리인 ENDF71x는 2013년이 돼서야 MCNP6.1/MCNP5- 

1.60/MCNPX-2.7.0 코드 패키지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CSEWG에 의해 ENDF/B-VII.1이 발

표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뒤였다. 더욱이 그들은 일본의 JENDL과 유럽의 JEFF 등 다양한 평

가핵데이터 파일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공급하지 않는다.

KAERI의 원자력데이터센터는 MCNP/MCNPX, DANTSYS, DOORS, WIMS, ORIGEN 등

과 같은 다양한 방사선 수송 및 연소 계산 코드용 핵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생산하여 국내외 연

구진에 공급해오고 있다. MCNP/MCNPX 코드는 ACE-포맷 연속에너지 자료를 사용하며, 이

들 자료는 NJOY 코드 처리를 통해 생산된다. KAER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ACE-포

맷 라이브러리는 MCLIB-E6로, 이는 ENDF/B-VI.5 기반의 332 핵종에 대한 300K, 600K, 

900K의 온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OECD/NEA Data Bank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 이래로 KN-시리즈의 ACE-포맷 라이브러리가 ENDF/B, JEFF, JENDL 등 새로운 평가

핵데이터 파일의 발표에 따라 생산되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라이브러리는 293.6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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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외부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온도에서의 라이브러리도 지

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표 3.3.4-1은 지금까지 생산된 KN-시리즈 라이브러리 목록을 

보여준다. 핵종들은 ZAID (ZZZAAA.nnC)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ZZZ는 원자번호, AAA는 원

자질량수, nnC는 MCNP용 접미어이다. Metastable 핵종의 경우 ground state 핵종과의 구

분을 위해 원자질량수를 (AAA+50)으로 변경하였다. 천연 원소에 대한 원자질량수는 ‘000’으

로 하였다.

Library Source Data Number of Nuclides
ZA Identifier

(ZZZAAA.nnC)
KNE62 ENDF/B-VI.2 89 .62C

KNE68 ENDF/B-VI.8 316 .80C

KNE70 ENDF/B-VII.0 392 .85C

KNE71 ENDF/B-VII.1 423 .86C

KNF30 JEFF-3.0 97 .70C

KNF31 JEFF-3.1 380 .71C

KNF311 JEFF-3.1.1 381 .72C

KNF312 JEFF-3.1.2 381 .73C

KNF32 JEFF-3.2 466 .74C

KNJ33 JENDL-3.3 335 .90C

KNJAC-08 JENDL/AC-2008 76 .91C

KNJ40 JENDL-4.0 356 .92C

표 3.3.4-1. ACE-포맷 KN-라이브러리 현황

KAERI/NDC는 생산한 모든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공급/서비스하기 위한 웹사이트 

(http://atom.kaeri.re.kr/NDVG/)를 구축하였다. 그림 3.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E-포

맷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MATXS-포맷 라이브러리, COVFIL-포맷 공분산 라이브러리, 

SCALE용 라이브러리 등 KAERI/NDC에서 생산하는 모든 핵반응/공분산/핵구조 데이터 라이

브러리들을 국내외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림 3.3.4-2는 ENDF/B-VII.1 기반 ACE-포맷 라이

브러리인 KNE71 라이브러리에 대한 화면이다. 웹을 통해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핵종별 

ACE-포맷 자료 및 그림 파일 등을 제공한다. 또한, MCNP 코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체 핵종 자료를 하나로 합친 파일 (‘kne71.zip’)과 xsdir (‘xsdir2.E71’) 파일을 제공한다. 그

리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검증 계산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또는 발표 자료를 함

께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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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KAERI/NDC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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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ENDF/B-VII.1 기반 KNE71 라이브러리 공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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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군정수 및 핵구조 라이브러리

KAERI/NDC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핵 및 원자/분자 데이터를 생산, 수집,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의 핵데이터센터와 유기적인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본 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와 해외 최신 자료들을 국내외 원자

력 유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http://atom.kaeri.re.kr)를 통해 서비스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성자 핵반응 데이터를 비롯하여 핵구조 데이터, 원자/분자 데

이터, 원자로/방사선 해석 코드용 군정수 라이브러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ACE-포맷 라이브러리 이외에 

DANTSYS/PARTISN, DOORS 코드 등 결정론적 원자로/방사선 해석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

는 MATXS-포맷 라이브러리인 KASHIL, KAFAX 라이브러리를 공급/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SCALE-6.1/ORIGEN-S 코드용 핵분열생성물 수율 라이브러리인 YLD와 핵

구조/붕괴 라이브러리인 Dec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 

그림 3.3.4-3은 원자로/방사선 차폐 해석용 라이브러리인 KASHIL-E70를 공급/서비스하기 

위한 웹페이지이고, 그림 3.3.4-4는 고속로 해석용 라이브러리인 KAFAX-E71을 공급/서비스

하기 위한 웹페이지이다. 그림 3.3.4-5와 3.3.4-6은 각각 ENDF/B-VII.1 기반 수율 라이브러

리인 YLD-E71과 KAERI 생산 핵구조/붕괴 자료 기반 Dec-K00 라이브러리의 공급 웹페이

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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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원자로/방사선 차폐용 KASHIL-E70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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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고속로 해석용 KAFAX-E71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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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ENDF/B-VII.1 기반 수율 라이브러리 YLD-E71 공급/서비스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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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KAERI 생산 핵구조/붕괴 자료 기반 Dec-K00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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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데이터 이용 기술 지원

본 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외의 핵데이터 이용 관련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

을 위해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3.5-1은 2015년 ~ 2017년 3년에 걸쳐 제공

된 핵데이터 관련 기술 지원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No 연도 기술 제공 및 지원 내용 기관/부서

1

2015

21K~25K까지 1K 간격으로 H-1, Al-27에 대한 MCNP용 ACE 포맷 온도 

라이브러리 생산 및 지원 (ENDF/B-VII.1 기반)

Oyster 프로젝트, 

KAERI

2 CCCC 포맷 delayed neutron file 생산 자문
원자력공학과, 

경희대

3 냉중성자시설 감속재 Ortho / Para 수소의 핵 특성 자문
연구로 사업

KAERI

4 고속로용 MATXS 포맷 KAFAX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지원
원자력공학과, 

경희대

5 JEFF용 새로운 U-238 평가핵자료 (G-versions) 검증 지원 IRMM, 벨기에

6 JEFF용 U-238 평가핵자료의 negative resonance 영향 평가 자문 IRMM, 벨기에

7 JENDL 3.3 기반 MATXS 파일 병합 지원 전북대

8 새로운 평가핵자료 처리 성능 개선 자문
Nuclear Data 

Section, IAEA

9 MCNP 실행 및 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자문
핵융합공학기술개발

부, KAERI

1

2016

JEFF-3.3T1 처리 및 검증 지원 프랑스, OECD/NEA

2
ICSBEP/DICE 통계 처리용 MCNP 임계 벤치마크 계산 결과 지원 

(ENDF/B-VII.1, JEFF-3.2, JEFF-3.3T1, JENDL-4.0u)
프랑스, OECD/NEA

3 JEFF-3.3 테스트 파일의 Cu 데이터에 대한 임계 검증 지원 벨기에, IRMM

4 ENDF/B-VII.1의 광핵반응(Be-9) 단면적 처리 및 ACE 파일 제공
KAERI 

해양원전개발센터

5 JEFF-3.3T2용 U-238 데이터(L-version 등)에 대한 임계 검증 지원 벨기에, IRMM

6 JEFF-3.3T2 처리 및 검증 지원 프랑스, OECD/NEA

7
JENDL-4.0/HE의 양성자반응(N-15, O-18), 중성자반응(U-235, U-238) 

단면적의 NJOY 코드 처리 자문 및 ACE 파일 제공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8
KAERI nTOF 실험시설 현황과 계획에 대한 구두 초청 발표 (김유종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선이용 및 방호 

연구부회

9 대학원생 가속기물리교육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2명) UST

10 가속기 EPICS 제어시스템 교육 BMI

11
수소/중수소 Neutral Beam Injection 분광 모델링 및 충돌 반응 단면적 

활용 방법론 자문

핵융합공학기술개발

부, KAERI

표 3.3.5-1. 핵데이터 관련 기술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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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pecter 코드와 MCNP 코드를 활용한 DPA (Displacement per atom) 

계산경험 자문

IAEA Nuclear Data 

Section (NDS)

13 중이온가속기 활용 기획 자문 IBS/RISP

14 중이온가속기 파급효과 분석 자문 IBS/RISP

15 IAEA 국제핵데이터자문위원회 (INDC) 자문 
IAEA Nuclear Data 

Section (NDS)

16 OECD/NEA 산하 NSC  및 Data Bank 위원회 자문 OECD/NEA

17 IAEA Nuclear Data Reaction Centre (NRDC) 위원회 자문
IAEA Nuclear Data 

Section (NDS)

18
연소도효과를 적용한 사용후연료 용기의 연소/임계계산시 불확실도 평가 

자문
KINS

19 AETIUS 개발현황 및 차폐설계 응용 준비 상황 자문
KAERI 

해양원전개발센터

1

2017

ENDF/B-VII.0, ENDF/B-VII.1, JEFF-3.2, JEFF-3.3T2, JENDL-4.0u 기반 원자로 

임계 벤치마크 계산 및 해석 결과 제공
미국, LLNL

2
MCNPX를 이용한 Heavy Ion Transport 계산시 threshold energy 부근의 입사 

에너지에 대한 reaction product 계산 (He, Ar, Fe, Ag 빔)

KAERI, 

핵융합공학기술개발부

3
요르단 원자로 자료 검증 지원: Delayed neutron data의 decay constant 및 

delayed neutron fraction 계산 자료

KAERI, 

요르단원자로사업단

4
요르단 연구로 해석용 ENDF/B-VII.1 기반 ACE 포맷 온도 라이브러리 및 검증 

자료 제공 (18개 온도 자료)
KAERI, 연구로설계부

5

요르단 연구로 검증용 ACE 포맷 S(a,b) 온도 라이브러리 및 검증 자료 제공 

(ENDF/B-VII.0 및 ENDF/B-VII.1 기반 HinH2O, DinD2O, BeO, Be-metal, graphite, 

HinCH2 자료)

KAERI, 연구로설계부

6

요르단 연구로 해석용 'H in H2O'의 ACE 포맷 S(a,b) 온도 라이브러리 제공 

(NJOY/LEAPR의 temperature-dependent phonon frequency distribution을 이용한 

18개 온도 자료)

KAERI, 연구로설계부

7 열중성자 산란 단면적 생산, 처리, 검증 관련 자문 KAIST

8 JENDL-3.3, JENDL-4.0 기반의 MCNP 임계 벤치마크 (JOYO) 계산 결과 자문 미국, GA

9 NJOY 코드를 이용한 ACE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자문 KINGS

10 NJOY 코드를 이용한 Photo-atomic 데이터 처리 및 ACE 라이브러리 생산 자문 서울대

11
3 MeV, 8 MeV, 20 MeV 양성자빔을 압전 세라믹에 조사했을 때 잔류 방사선 

평가 해석 결과 제공

KAERI, 

원자력재료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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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1. 텅스텐 저가 및 중고가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수집 및 계산

가. W45+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자료 계산

텅스텐 (Z=74)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데이터 현황이 그림 3.4.1-1에 나와 있다. 실험 

측정 데이터는 오직 둥근 타원으로 표시된 W18+-W20+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W45+의 경우 

partial 단면적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45+의 재결합 

(Dielectronic Recombination, DR) 단면적에 대하여 configuration mixing 및 DR 

channel에 대해 타 연구 그룹보다 정밀 계산을 하여 그림 3.4.1-2와 같은 비율계수결과를 얻

었다.

그림 3.4.1-1 W(Z=74)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데이터 현황

그림 3.4.1-2 W45+의 전자 충돌 재결합 비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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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20+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자료 계산

최신 W20+ 이온 (기저준위 [Kr]4d104f8)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과 비율 계수 자료는 

2012년에 발표된 TSR 전자-이온 빔 결합 방법에 의한 실험 자료와 AUTOSTRUCTURE 원

자구조 및 충돌 반응 계산 코드로 계산된 결과가 있고 아래 그림 3.4.1-3에 나타나 있다. 그

림  3.4.1-3의 붉은 실선에서 보듯이 실험 결과와 Intermediate coupling (IC) 계산 결과가 

실험 측정치보다 10 eV 이하의 낮은 전자 에너지 영역에서 검은 실선의 실험 결과 보다 

3~30배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림 3.4.1-3. W20+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으로부터 유도된 비율

계수의 최근 발표 결과. 검은 실선 : 실험 결과, 붉은 실선 : IC 총 재결합 

비율 계수 계산 결과, 초록 점선 : LS coupling 총 재결합 비율 계수 계산 

결과, 하늘색 점선 : 공명 상태들의 통계적 Breit-Wigner 분포를 고려하여 

보정된 총 재결합 비율계수. 푸른 점선 : 4d → 4f 코어 전자 전이에 의한 

재결합만 포함한 IC 계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존 결과를 상호 검증하기 위해 상대론적 jj-coupling scheme의 

FAC 코드로 계산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4.1-4(a)와 같다. 전자 충돌 재결

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4d → 4f 코어 전자 전이에 대해 기존 계산 결과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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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a)의 붉은 실선과 비교해 볼 때 두 계산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작은 값을 보이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가능한 방출 붕

괴 (RD, radiative decay) 채널들을 고려한 계산을 한 결과가 그림 3.4.1-4(b)의 옅은 검은

선으로, 약 30프로 정도의 증가를 보이나 실험값과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그 증가정도가 미

미하여 아직 실험과 이론 계산의 불일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4.1-4. W20+ 이온에 대한 △n = 0 (4d → 4f, 4f → 4f) 코어 전자 전이에 의한 전자 충

돌 재결합 비율 계수. (a) 기존 AUTOSTRUCTURE 코드로 계산된 결과. 붉은 실선 : 4d → 4f 

IC 계산 결과, 초록 점선 : 4f → 4f IC 계산 결과, 푸른 점선 : 4d → 4f LS 계산 결과, 분홍색 

점선 : 4f → 4f LS 계산 결과. 하늘색 점선 : 4d → 4f CA (Configuration Average) 계산 결

과. (b) 본 FAC 코드 계산 결과. n은 4d → 4f 코어 전자 전이의  [Kr]4d94f9nl 공명상태의 포획

된 전자의 주양자수를 나타냄. 검은 점선 : 4f → 4f 코어 전자 전이의 총 공명 상태들의 재결합 

비율계수의 합. 옅은 검은 선 : n=5 4d → 4f 코어 전자 전이 공명상태의 방출 붕괴 (RD: 

Radiative Decay) 채널을 더 고려하였을 때의 비율 계수의 변화.     

2. CR model을 이용한 핵융합용 원자자료(He) 평가법 구축

가. 원자-전자 충돌 단면적을 이용한 He CR(Collisional-radiative) model 구성

플라즈마내 원자의 여기상태의 밀도는 원자-전자 충돌에 의한 전이, 원자의 자발방출에 의

한 전이, 원자-이온간의 상태변화 등 다양한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자의 여기상

태의 밀도에 대한 비율 방정식은 식 3.4.2-(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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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여기서, 는 전자밀도를 나타내고, 와 는 원자-전자 충돌에 의하여 원자가 

state에서 state로 전이되는 excitation/de-excitation 비율계수이고, 는 자발

방출에 의하여 state에서 state로 전이되는 전이확률을 나타내며, 는 이온상태 


에서 이온-전자 재결합에 의하여 중성 원자의 state로의 전이확률을 나타낸다. 

식 3.4.2-(1)의 비율방정식의 정확도는 원자-전자 충돌 단면적의 정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He 플라즈마내 원자가 준평형 상태(quasi-steady-state,   )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식 3.4.2-(1)은 식 3.4.2-(2)와 같이 선형방정식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S
S

S ·························3.4.2-(2)

여기서, 와 , , 은 각각 recombining plasma component와 ionizing 

plasma component라고 하며, S은 기저상태(ground state)에 있는 원자밀도를 나타

내고, S, S는 각각 He의 준안정준위의 밀도를 나타낸다.

He의 에너지 구조 중 최대 주양자수(principle quantum number)   까지 고려하여  

He CR-model을 구성하였다.

나. 방사포획효과(radiation trapping effect)가 고려된 He CR-model

방사포획효과는 원자에서 발생된 광자(photon)가 진행하면서 다른 원자에 의하여 흡수되어, 

흡수된 원자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저밀도 플라즈마의 경우, 측정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전이선에 대해서 광학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포획효과는 일반적

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He 플라즈마가 준평형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원자가 기저상태에 

있으므로, 기저상태로부터 흡수되는 전이확률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저밀도 He 플라즈마도 

고밀도 He 플라즈마와 마찬가지로 광학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He CR-model을 이용한 정확한 플라즈마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식 3.4.2-(2)를 식 

3.4.2-(3)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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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S

 ························3.4.2-(3)

여기서, P 와 P 는 기저상태에서 P상태와 P  상태로 흡수되는 방사포획효과 계

수를 나타낸다. 

그림 3.4.2-1은 전자온도, 방사포획효과, 준안정준위의 밀도에 따른 선세기비의 변화 특성

을 나타냄. 그림 3.4.2-1에서 빨간선은 S  ×cm, S  ×cm 일

때, 파란선은 S ×cm, S  ×cm 일때의 선세기비를 나타내며, 

실선, 파선, 점선, 쇄선, 짧은 점선은 각각 (a)와 (b)의 경우 P 
, , , 를, 

(c)와 (d)는 P 
, , , 를 나타낸다. 

그림 3.4.2-1(a)와 (c) 는 non-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 (LTE) 플라즈마 중 저

밀도(  
cm

) 플라즈마에서의 선세기비를 나타내고, (b)와 (d)는 non-LTE 플라즈마에

서 고밀도(  
cm

) 플라즈마를 나타낸다. 또한, 3.4.2-1(a)와 (b)는 

nmnm  선세기비의 변화를, (c)와 (d)는 nmnm  선세기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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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전자온도에 따른 선세기비의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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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P ≦
에 대해서 준안정준위 밀도의 차이에 

의한 효과와 방사포획효과에 의한 선세기비의 변화가  ∼ eV에서 사라지며, 이러한 

선세기비의 변화 특성은 고밀도 플라즈마 뿐만 아니라, 저밀도 플라즈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난다. 

또한, 방사포획효과가 PP 
의 경우 모든 에 대해서 선세기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P 
의 큰 방사포획효과는 일본의 LHD (Large Helical 

Device) 등의 거대 장비에서 발생이 가능하므로, 토카막을 이용한 핵융합 플라즈마의 진단시 

반드시 방사포획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준안정준위의 밀도 변화와 방사포획효과에 의하여 He 플라즈마의 선세기비는 다양

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He CR-model을 이용한 정확한 선세기비를 예측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방사포획효과와 준안정준위의 밀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 He CR-model을 이용한 플라즈마의 전자온도 및 전자밀도의 진단 및 평가

He CR-model을 이용한 플라즈마 특성 진단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Langmuir 

probe의 진단결과와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양대학교의 Hot filament discharge 장치를 이용하여 He 플라즈마를 발생시켰으며, 발

생장치의 간략한 구조는 그림 3.4.2-2와 같다. He 플라즈마 발생을 위하여 0.03 mTorr의 

기본 압력에서 5.5~7.0 mTorr의 압력이 되도록 헬륨 가스를 주입하여, 방사포획효과를 최소

화시킨다. He 플라즈마에서 발생된 He 스펙트럼은 광섬유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소형 분광

기(HR 4000)을 이용하여 He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 3.4.2-2 Hot filament discharge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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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된 전자온도와 전자밀도를 종합적으로 그림 3.4.2-3에 표시하

였다. 그림 3.4.2-3에서 Corona model은 전자온도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점선으로 표시하였

으며, Langmuir probe 진단결과는 검은색 사각형으로, 식 3.4.2-(2)의 He CR-model을 이

용한 진단결과는 검은색 원으로, 식 3.4.2-(3)의 방사포획효과가 고려된 He CR-model을 이

용한 진단결과는 흰색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Langmuir probe를 이용한 전자온도는 

∼eV으로, 전자밀도는 ∼×cm
 으로 진단되었고, corona model을 

이용한 전자온도는 ∼eV으로 진단되었으며, 방사포획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He 

CR-model을 이용하여 진단된 전자밀도는 Langmuir probe 진단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전자

온도의 진단결과는 corona model을 이용한 진단결과보다 약 eV  높게 진단되었다. 

방사포획효과가 고려된 He CR-model을 이용하여 진단된 전자온도는 ∼ eV 이었

고, 전자밀도는 ∼×cm
 으로, corona model 및 방사포획효과가 고려안된 He 

CR-model을 이용한 진단결과보다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포획효과가 고려된 He CR-model을 이용한 전자온도의 진단결과는 아직 Langmuir 

probe 진단결과와 2~3 eV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원자-전자 충돌 단면적

을 사용함으로써 진단결과의 차이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He 원자자료의 정확성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3. He 플라즈마에 대하여 Corona model과 

CR-model로 진단된 전자온도 및 전자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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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기반 원자자료 및 분광 모델링 공급/서비스 체계 업그레이드

가. 원자 충돌 반응 단면적 자료의 웹에서의 Graphical Plot

본 연구 그룹에서 계산 생산된 원자 충돌 반응 단면적 자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전 연구 단

계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웹서버 (http://pearl.kaeri.re.kr)를 업그레이드하여 타 연구그룹 

자료와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Graphical Plot기능을 그림 3.4.3-1과 같이 추가하였다. 

그림 3.4.3-1.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원자 충돌 반응 단면적 그래프

 

나. CR-model 웹기반 실행서비스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된 He의 원자자료와 He CR-model로 예측할 수 있는 플라즈마의 전자온

도/밀도의 변화특성을 학계 및 산업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중인 원자자료 공

급/서비스용 웹 서버 (http://pearl.kaeri.re.kr)에 He CR-model 관련 메뉴를 추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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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3.4.3-2 참고)

그림 3.4.3-2. He CR-model 관련 정보 서비스 화면

4. 원자/분자 충돌단면적 Data 평가용 플라즈마 발생장치, 분광 및 랑뮤어 탐침 측정계 구축

가. 플라즈마 발생장치

자체적으로 중성원자와 저가이온의 분광 데이터를 측정하여 원자/분자 충돌단면적 Data를 

평가하기 위해 테이블탑 규모의 축전결합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그림 3.4.4-1과 같이 제작하였

다. 진공챔버는 SUS를 재질로 하여 직경 20 cm, 높이 15 cm의 실린더 형태로 제작하였다. 

직경이 6 cm인 구리 전극 두 개를 챔버의 위쪽 포트와 아래쪽 포트에 각각 설치하였다. 플라

즈마는 챔버 내부로 방전 가스를 주입한 뒤 두 전극 사이에 13.56 MHz RF 전자기파를 인가

하여 얻는다. 일반적으로 1 W 이상의 파워를 넣어주게 되면 플라즈마 방전이 이뤄진다. 한편, 

넓은 방전조건을 갖기 위해 전극과 챔버 사이에 bellows를 설치하여 전극 간격을 0-4 cm 사

이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중성기체나 이온의 온도에 따라 분광 데이터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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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지 연구하기 위해 전극에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해 온도를 120 K 

까지 낮출 수 있게 제작하였다. 그림 3.4.4-2는 구축된 장치에서 Ar 가스를 이용하여 만든 플

라즈마 방전 모습이다.

그림 3.4.4-1. 원자/분자 충돌 단면적 DATA 평가용 축전결합플라즈마 발생장치 설계도

그림 3.4.4-2. 구축된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Ar 기체를 이용해 플라

즈마를 방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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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광 측정 시스템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분광전이선을 측정하기 위해 분광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분광 

측정 시스템은 분광기, 집광부, optical fiber로 구성된다. 분광계는 300 pm의 공간 분해능

을 갖고 측정 파장대가 400-850 nm인 Ocean Optics 사의 HR 4000 분광기를 구매하였다

(그림 3.4.4-3 참고). 이 분광기는 entrance slit의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이고 300 grooves 

per mm의 grating을 가지고 있다. CCD는 Sony 사의 TCD1304AP가 장착되어 있다. 집광

부는 직경이 50.4 mm이고 초점거리가 75 mm인 BK7 재질의 bi-concave 렌즈와 baffle, 

fiber adaptor가 집광부 housing안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3.4.4-3 참고). 한편 집광 렌즈의 

housing 내부에서 적외선 영역대 photon이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광렌즈 housing 내

부를 특수 락카를 코팅하였다. 집광부에서 수집된 photon은 코어의 직경이 400 마이크로미

터인 Ocean Optics사의 premium fiber를 통해 분광기로 전달된다.

   

그림 3.4.4-3. HR 4000 분광기와 f=75 mm 렌즈가 설치된 집광부 사진.

한편, 분광기와 집광부, fiber optics의 상대 및 절대 광량을 보정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광도센터에서 분광 측정 시스템을 교정 받았다. 그림 3.4.4-4는 적분구와 절대광량을 알

고 있는 광원(quartz-tungsten-halogen lamp)을 이용하여 우리 분광 측정 시스템을 교정하

는 모습이다. 교정을 통해 얻은 calibration factor는 그림 3.4.4-5와 같다. 이 factor를 분

광 측정결과에 곱해주어야 실제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정확한 photon의 양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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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분광 측정 시스템을 교정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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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구축된 분광기의 calibration factor. 절대광량을 보

정하여 y 축 값이 절대 광량으로 표현된다.

아래 그림 3.4.4-6은 구축된 분광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Ar 60 mTorr에서 10 W RF 

power를 인가하여 얻은 플라즈마로부터 얻은 스펙트럼의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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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 Ar 60 mTorr, 인가전력 10 W에서 방전된 플라즈마

의 방출광 스펙트럼. 공간분해능이 300 pm 정도로 750.4 nm와 

751.5 nm, 810.4 nm와 811.5 nm가 확실히 구분된다.

다. 랑뮤어 탐침 측정계

플라즈마 방출광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랑뮤어 탐침이 필요하다. 랑뮤어 탐침은 플라즈마에 금속 팁을 넣고 팁에 전위를 걸

어주어 플라즈마로부터 들어오는 전류를 해석하여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다. 우리의 경우 플라즈마 방전을 위해 13.56 MHz RF를 사용하므로 랑뮤어 탐침을 제작할 

때 이를 상쇄해줄 수 있는 RF 보상회로를 포함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RF 보상

회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경우 측정되는 전자온도는 일반적으로 실제의 전자온도보다 현

저히 높다. 

구축된 플라즈마 장치에서 생성된 플라즈마는 일반적으로 1-10 eV의 전자온도와 109-10 

cm-3의 전자밀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의 플라즈마 변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Impedans 사의 RF 보상탐침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측정의 편의를 위해 플라즈마 공정 중에

도 radial 방향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한 linear motion drive를 그림 3.4.4-7과 같이 제작&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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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7. 구축된 RF 보상탐침과 linear motion drive. 

아래 그림 3.4.4-8은 랑뮤어 탐침으로 측정한 IV curve와 이를 두 번 미분하여 얻은 

electron energy probability function (EEP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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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8. Ar 60 mTorr, 인가전력 10 W에서 방전된 플라즈마에서 측정한 IV curve와 

EEPF. 일반적으로 EEPF는 IV curve를 두 번 미분하여 얻는다. EEPF를 해석해보면 

bi-Maxwellian 형태의 전자에너지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Teff = 1.7 eV, ne = 

5.6×109 cm-3으로 측정되었다.

5. 플라즈마 분광 데이터 해석을 위한 Ar 충돌복사 모델 개발

가. Ar 분광 데이터

축전결합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Ar 기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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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림 3.4.5-1과 같이 분광 데이터를 얻었다. 

그림 3.4.5-1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한 Ar 플라즈마의 방출광 스펙트럼. Ar pressure를 30-200 

mTorr로 변화시키고, RF 인가 전력을 5-20 W로 변화시키면서 얻었다. 모든 스펙트럼은 750.4 

nm line의 intensity로 normalized 하였다.

 

분광기 CCD의 노출시간은 200 ms이고 random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100회 반복 측정

을 하였다. 분광 데이터는 750.4 nm 전이선의 intensity로 나누어주어 normalized 된 값을 

표시하였다. 그림 3.4.5-1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line들은 Ar 중성종의 excited state에서 기

인한 것으로 2px state에서 1sy state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전이선이다(파센 notation). 한

편, pressure가 올라갈수록 811.5 nm line의 상대적인 intensity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Ar 충돌복사 모델

측정된 Ar 분광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열평형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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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결합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 범위에서는 충돌복사 모델(CRM)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는 600-800 nm 근처에서 방출되는 전이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r 중성종의 CR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4.5-2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레벨들을 나타내고 있다. 1s5-1s4 4개와 

2p10-2p1 10개 총 14개의 excited state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3.4.5-2 개발된 Ar CRM에서 고려하고 있는 14개의 

excited state들

우리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반응들은 다음과 같다.

i)  stepwise-ionization 

* + ** +Ar  + e  Ar  + e + e; Ar  + e  Ar  + e + e→ →

ii) electron impact excitation and de-excitation

* ** * **Ar + e  Ar  + e; Ar + e  Ar  + e; Ar  + e Ar  + e→ → →

iii) radiative decay

* ** *Ar   Ar + ; Ar   Ar  +  h hν ν→ →

iv) ionization by heavy particle collisions

* * +Ar   Ar   Ar + Ar  + e+ →

여기서 step-ionization의 rate coefficient는 아래의 Vriens의 formula[Vri80]를 사용하

여 계산하고, electron impact excitation/de-excitation의 rate coefficient는 

Zatasarinny의 excitation cross section 데이터[Zat14]를 Maxiwellian electron energy 

distribution을 가정하고 적분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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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3은 우리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radiative transition을 요약한 표이다. 

Radiative transition과 관련된 데이터는 NIST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

편, metastable state(1s5, 1s3)의 de-excitation rate coefficient는 diffusion coefficient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4.5-3 Ar CRM에서 고려하고 있는 

radiative transition

우리가 분광 데이터를 측정한 조건에서는 몇몇 전이선들이 광학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따라

서 재흡수 효과를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재흡수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escape 

factor는 아래의 Apruzese 식[Apr80]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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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heavy particle들의 충돌에 의한 ionization은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다[Fer85].

10 3
6.4 10 / 300  cm /gk T s

−= ×

최종적으로 아래의 비율방정식을 풀어 각 state들의 밀도를 구하고 이로부터 스펙트럼을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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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4은 탐침으로 측정한 전자온도와 전자밀도를 이용하여 우리 CRM을 이용해 계

산한 스펙트럼의 예이다. 우리가 측정한 스펙트럼과 몇몇 부분(예를 들어 763 nm line의 상

대적 intensity)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lectron energy distribution 

function 효과, 재흡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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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4. 개발된 CRM을 이용해 계산한 플라즈마 방출광 스펙트럼. 스펙트럼 계산시 분광 데이

터와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랑뮤어 탐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재흡수 효과를 고려할 때 플라즈마 반

경을 1 cm로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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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데이터센터 에서는 “KAERI nTOF(neutron Time-of-Flight)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그림 3.5.1-1과 같이 종합 엔지니어링실험동 남측 벽면에 

위치한다.

그림 3.5.1-1. KAERI nTOF 시설 위치도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지하 001호에 있는 초전도가속기를 복구하고, 이곳에 액체 납을 사용

하는 중성자발생장치를 위치시켜 광핵반응(γ,n)으로 만들어지는 중성자를 콜리메이터를 통해 

증축예정인 고속중성자 핵데이터 측정시설(nTOF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이 중성자빔을 사용하

여 고속중성자 핵데이터를 측정하고자 하며 그림 3.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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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KAERI 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 핵데이터 측정시설 빔라인 레이아웃 (붉은선 기준 좌

측: 기존부분, 우측: 증축 예정부분)

가. nTOF 시설 건축

2013년부터 실질적인 KAERI nTOF시설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및 부지 인허가 등 여

러 문제로 지연되었다.

2015년 적립금사업 중 “KAERI 가속기 기반 고속 중성자 핵데이터 측정시설 확충”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5억원의 건설예산을 확보하였고, 앞서 주요사업으

로 추진했던 실시설계 도면을 사용하여 nTOF시설 건설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nTOF

시설에 사용될 부지는 원자력연구원 내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는 약 18개월이 소요되어 15년도와 16년도에는 건설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림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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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입지대상시설 사업계획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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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KAERI nTOF시설은 그림 3.5.1-4와 같이 전자빔을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외부로 뽑

아내어 신축되는 건물 지하에 위치한 중성자발생장치까지 보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유는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지하 001호에 있는 전자빔을 nTOF시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를 할당받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방사선기기연구부와 원자력데이터개발검증센터 양측이 가용 예산범

위 내에서 본원 종합엔지니어링동에 위치한 전자가속기시설의 nTOF전용시설로의 전환방안을 

협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nTOF시설 건설이 탄력받을 수 있었

다. 기존안과 변경안이 갖는 각각의 특징은 표 3.5.1-1과 같다.

구분 기존안 변경안

기능
다목적 

(전자빔조사+nTOF)시설
nTOF 전용시설

중성자 타겟위치 외부 별도건물에 설치 기존 가속기시설 내에 설치

전자가속기 빔라인 추가설치 필요 (25억원) 필요없음

건물신축 전자빔라인 + nTOF측정실 nTOF측정실

예산 추가확보 필요 기확보 예산 범위에서 가능

표 3.5.1-1. nTOF 시설 기존안 과 변경안 의 특징

변경안으로 바뀌면서 중성자발생장치는 초전도가속기가 위치한 10MeV 가속기터널 내에 위

치하게 되었고,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남측벽면 쪽으로 collimator를 두어 신축 될 nTOF시

설로 중성자빔을 뽑아내도록 단순화 되었다. 중성자발생장치까지 전자빔라인 추가설치가 필요 

없게 되었다. 신축건물에는 중성자 빔을 사용하여 핵자료 측정을 위한 측정실 및 데이터 처리

를 위한 공간만 두기로 하였으며,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간을 

2층으로 구성하였다. nTOF측정실의 크기는 길이 약 10m, 폭과 높이는 6m (중성자 빔라인 

기준 위/아래, 좌/우 각각 3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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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nTOF 시설 기존안 (지하1층, 지상1층)

그림 3.5.1-5. nTOF 시설 변경안 (지상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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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변경안 대로 nTOF시설의 실시설계가 다시 진행되었다. 그림 3.5.1-6은 1층 

평면도 이며, 그림 3.5.1-7은 2층 평면도 이다. 1층 평면도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통영향평가 시 계획되었던 9m 도로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는 인도가 위치할 예정이며, 2층은 보행자와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지 않았다.

그림 3.5.1-6. nTOF 시설 1층 평면도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서는 중성자 발생위치와 nTOF측정실 사이간격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남측 외벽에 있는 옹벽 일부를 제거하기로 하고 구조해

석 용역을 수행 하였다.

구조해석 과정에서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축대 기초와 nTOF시설 측정실 측면벽(종합엔지이

어링실험동과 접하는)과의 간섭을 확인하였으며, nTOF시설 차폐벽 하중에 의한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과 인접한 nTOF실험실의 바닥을 기역자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림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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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nTOF 시설 2층 평면도

그림 3.5.1-8. nTOF 시설 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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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부지변경인허가 고시가 발표 되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용역”을 다른 두 건물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유는 관리계획 변경인허가를 신청할 당

시에는 기존안(지하1층, 지상1층) 이었지만 변경안(지상1층, 지상2층)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에서 경미한 변경에 따른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를 받게 된다. nTOF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통보는 2017년 7월에서야 

받게 되었다.

nTOF시설 신축공사 공사계약은 2017년 9월 5일에 체결되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

다 (공사예상기간: 2017년 8월 24일 ~ 2018년 4월 28일). 하지만 nTOF시설 신축공사를 위

해서는 기존 방사선구역인 종합 Eng동 지하 001호에 콜리메이터 설치를 위한 천공이 필요하

며, 중성자 선속을 높이기 위해서 옹벽 일부 제거가 필요하였다. 옹벽 및 천공을 제외한 부분

부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종합 Eng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KINS로부터 “종합 Eng동 지하 001호 인허가 변

경을 득할 때 까지 부득이 ”nTOF 시설 신축공사“를 중단하고,”종합 Eng동 지하 001호 인허

가 변경“을 진행하였다.

나. nTOF 시설 차폐해석

nTOF 시설의 차폐계산은 아래의 조건과 그림 3.5.1-9 의 도면을 사용하여 진행 되었다. 

입사 전자빔은 여유를 두어 25MeV, 평균전류 5mA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도면은 실

제 nTOF시설 건설도면과 유사하지만 nTOF시설의 건물 길이와 좋합 Eng동과 접하는 부분의 

구조가 다르다. 이유는 nTOF시설의 최종 건설도면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예비로 수행된 차폐

계산이기 때문이다.

차폐해석은 MCNPX를 사용하였으며, geometry 모델링은 그림 3.5.1-10 과 3.5.1-11과 

같다. 계산된 선량분포는 그림 3.5.1-12 ~ 3.5.1-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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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차폐계산에 반영된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내부의 중성자발생장치 위치 

및 nTOF 시설의 치수

그림 3.5.1-10. 차폐계산을 위한 MCNPX 모델링 평면도



- 152 -

그림 3.5.1-11. 차폐계산을 위한 MCNPX 모델링 단면도

그림 3.5.1-12. Total dose 분포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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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3. Total dose 분포 (단면도)

그림 3.5.1-14. Total dose 분포 (xy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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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내 적절한 외부방사선률 수준 (차폐물설치기준)은 관리구역 경계에서 연간 

1mSv, 1주당 0.1mSv 수준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1년에 2000h 운전조건, 

1week=40hours/week (8hour/day × 5 day/week)를 고려할 때, 외부방사선률 수준은 식 

3.5.1-1과 3.5.1-2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 중, 작은 값인 0.5μSv/h의 절반인 0.25μ

Sv/h를 본 차폐계산의 건물외부 선량기준치로 정하였다.

연간 1mSv:    


×





  ,      (식. 3.5.1-1)

1주당 0.1mSv:  


×





        (식. 3.5.1-2)

따라서 dose map 또한 0.25μSv/h 까지만 표시 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종합엔지니어링

실험동 및 nTOF시설의 차폐가 기준에 맞도록 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3.5.1-13에서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10MeV 가속기터널의 천장 부분이 현재 차폐를 

사용해서는 위층 사무실 공간에서 선량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차폐가 필요하다.

그림 3.5.1-15. Total dose 분포 (yz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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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6. 현재 계산에 반영된 진공챔버 부분

차폐(안)

그림 3.5.1-15에서는 그림 3.5.1-16과 같이 진공챔버 부분차폐(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렇기 때문에 천장 쪽 가운데 부분의 선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

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5.1-13에서와 같이 천장 부분에 추가적인 차폐가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추가차폐는 위층의 바닥에 차폐체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10MeV 터널 천

장의 하중 증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10MeV 터널 내에서 중성자발생장치 위 부분에 선반을 

놓고, 그 위에 납벽돌을 쌓아 추가차폐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 nTOF 시설의 예상 성능 평가

KAERI nTOF시설의 초전도 전자가속기 예상 운전조건은 표 3.5.1-2와 같다. 본 시설의 핵

심은 펄스폭이 20 psec를 갖는 초전도전자가속기 이다. 이처럼 펄스폭이 좁을 경우에는 비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도 고속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좋은 에너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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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운전조건 (예상)

Pulse frequency 200 kHz

Pulse width 20 psec

Electron energy 17 MeV

Average current 0.08 mA

Beam power 1.36 kW

표 3.5.1-2. nTOF 시설 초전도 전자가속기 운전조건 (예상)

그림 3.5.1-17에는 액체 납이 흐르는 몰리브데늄 튜브에 17MeV, 평균전류 0.08mA의 전

자빔이 입사될 때 발생되는 중성자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붉은색

으로 표기된 부분은 에너지가 100keV 이상인 영역이며, 이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에 의한 핵

자료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3.5.1-17. 발생 중성자 스펙트럼

이런 광중성자원은 표 3.5.1-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입사전자 하나당 발생되는 감마의 양이 

중성자에 비해 약 2900배 더 많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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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 중성자

액체 납이 흐르는 

Mo-tube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입자 수

2.32620E+00 8.12109E-04

source particle: 1 electron/sec (@ 17 MeV)

표 3.5.1-3. 입사전자 1나당 Mo-tube 표면을 통해 빠져 나오는 감마 및 중성자 개수

초전도 전자가속기가 표 3.5.1-2의 조건으로 운전될 경우 nTOF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nTOF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상해 보았다. 전자빔은 200 kHz, 펄스폭이 20 psec로 

입사되기 때문에 그림 3.5.1-18 과 같이 5×10-6 sec 마다 20 psec의 폭을 갖는 전자빔이 

입사된다. 

그림 3.5.1-18.  입사전자빔 (200 kHz, 20 psec)의 시간에 따른 펄스

그림 3.5.1-19 와 같이 중성자가 발생되는 위치에서 nTOF시설 측정실의 시작점 까지 거리

는 약 7.2m 이다. 발생되는 중성자는 4π 방향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MCNPX 시뮬레이션 텔

리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구의 가운데 그림 3.5.1-17 에 나타낸 챔버를 두고 

반지름 7.2 m의 구 표면에서 시간에 따른 감마와 중성자를 텔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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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9. nTOF 스펙트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위치 및 MCNPX 시뮬레이션을 

위한 geometry 근사

TOF(Time-of-Flight) 방법은 중성자 발생위치 에서 검출위치 까지 거리를 알고 있으면 도

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중성자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하

다. 본 시설의 예를 들어, 중성자 발생위치와 nTOF시설 측정실 시작점 까지 거리는 약 7.2 

m 이므로 이를 비행거리(flight path length) 라고 하면 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성자의 

에너지 관계를 수식과 그래프로 그림 3.5.1-20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소요되는 비행시간이 짧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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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0. 중성자 비행거리가 7.2 m 일 때 비행 소요시간과 중성자 에너지와의 관계

KAERI nTOF시설의 경우 매 5×10-6 sec (5000 ns) 마다 전자빔이 타겟에 입사 된다. 발

생된 감마선은 액체 납과 이차반응을 통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발생된 중성자가 

검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감마선은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게 되며, 이를 감마 플래쉬 라고 부

른다. 그림 3.5.1-21에서 거의 0 ns 근처에서 감마 플래쉬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발생중

성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순서대로 도착한다. 5000 ns 보다 더 많은 비행시간이 필요한 낮은 

에너지 중성자들 (여기서는 10keV이하)은 5000 ns 이후에 다음 전자빔이 입사되기 때문에 

본 시설에서는 측정을 할 수 없다.

표 3.5.1-2에 있는 운전조건으로 전자가속기를 운전할 경우에 KAERI nTOF시설에서 측정

할 수 있는 중성자의 에너지 범위는 10 keV-7 MeV 이지만, 다음 펄스에 의해서 간섭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100 keV 7 MeV 중성자에 의한 핵단면적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감마 플래쉬는 nTOF시설을 사용하는 측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마 플래쉬는 검출

기에서 얼마동안 중성자 신호를 받고, 얼마동안 중성자 신호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트리거 역

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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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1. 중성자 비행거리가 7.2 m 일 때 시뮬레이션 된 nTOF 스펙트럼

KAERI nTOF시설에서 예상되는 총 발생 중성자수는 표 3.5.1-4에 나타내었다. 유사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에는 이 값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중성자발생 원점에서 발생되는 총 중성자

의 개수 이다. 실제 중성자가 조사되는 셈플의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사되는 중성자

의 선속은 거리제곱에 반비례 하여 줄어든다.

감마 중성자

총 발생되는 입자 수 1.16152E+15 4.05503E+11

조건: 17 MeV, 평균전류 0.08 mA

표 3.5.1-4. KAERI nTOF 시설에서 발생되는 예상 총 입자 수

발생된 총 중성자 개수를 4πr2 으로 나누어 nTOF시설의 측정실 내부에서 거리에 따른 중

성자속을 그림 3.5.1-22에 나타내었다. 중성자 발생위치에서 실제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가 약 7.2 m 이며, 중성자속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셈플에 조사

되는 중성자속이 낮으면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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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2. 거리에 따른 중성자속 변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내부 회의결과 그림 3.5.1-23과 같이 중성자발생장치의 위치를 

이동 시키고,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 옹벽 일부를 제거 후, nTOF시설 측정실 차폐벽을 설치하

여 중성자속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기존 7.2 m의 비행거리가 4 m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그림 3.5.1-22

에서와 같이 nTOF시설 측정실 내부에서는 약 3.2배 중성자속 증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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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3.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한 방안

라. 중성자발생장치 제작

중성자발생장치는 독일의 헬름홀츠연구소 nELBE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치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그림 3.5.1-24와 같이 펄스형 전자빔을 순환하는 액체 납에 입사시켜 

Bremsstrahlung반응으로 감마선이 발생되고, 발생된 감마선이 액체 납과 2차 반응

(Photo-nuclear reaction)을 통해서 중성자가 발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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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4. 전자빔을 사용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방법

TOF(Time-of-Flight)방법을 사용하여 중성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해능

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겟에서 발생된 중성자가 타겟 내부에서 다중충돌 없이 바로 빠져나와 

측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겟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타겟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에너지가 작은 타겟에 집중되어 타겟이 녹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설에서는 타겟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장치를 사용하

여 타겟을 냉각 시켜준다.

독일 nELBE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성자발생장치는 순환하는 액체 납을 타겟으로 사용하기 때

문에 타겟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타겟의 크기가 줄어도 입사전자빔에 의해 타겟이 녹는 것

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효율적이다.

2013년 독일 헬름홀츠연구소를 방문하여 nELBE에서 사용 중인 중성자발생장치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형상은 그림 3.5.1-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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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5. 독일 헬름홀츠연구소 nELBE에서 사용하는 중성자발생장치

중성자 발생장치 또한 nTOF시설의 기존안과 변경안에 따라서 레이아웃 변경이 있었다. 기

존안 에 따르면 전자빔이 위에서 아래로 입사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안 에서는 전자빔이 수

평으로 입사가 된다. 사용되는 주요 컴포넌트들 (sump tank, electromagnetic pump, 

expansion tank, Mo-tube)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액체 납이 순환하는 루프의 형상 및 이를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 그림 3.5.1-26 에서 그림 3.5.1-27 로 변경되었다. 형상변경과 함께 

진행된 중성자발생장치의 제어시스템은 그림 3.5.1-28 과 3.5.1-29 와 같다.

발생되는 중성자속은 거리제곱에 반비례 한다. 측정실에 입사되는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해

서 중성자가 발생되는 진공챔버 위치를 최대한 콜리메이터 쪽으로 붙이기로 부서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nTOF시설에 중성자발생장치를 최종 설치하기 전에 추가 레이아웃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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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6. KAERI nTOF 시설 중성자발생장치 레이아웃 (기존)

그림 3.5.1-27. KAERI nTOF 시설 중성자발생장치 레이아웃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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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8. 형상 변경된 중성자발생장치 및 제어시스템

그림 3.5.1-29. 형상 변경된 중성자발생장치 각 부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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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이용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경주 양성자가속기에서 57, 69 MeV의 양성자 빔을 이용한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

정실험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표적은 Y과 Zr이며, Y은 69 MeV의 양성자 빔 조사만 수행되

었다.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을 위하여 그림 3.5.2-1과 같이 여러 장의 시료를 적층

시켜 양성자 빔을 조사 받게 하였으며, 양성자의 에너지 감쇄와 빔 플럭스 측정을 위해 Cu와 

Al 표준 시료가 사용되었다. 

그림 3.5.2-1. 적층 표적의 구성 및 양성자 에너지

양성자 빔 조사는 그림 3.5.2-2와 같이, 적층된 시료를 샘플 홀더에 넣고 빔 집속을 위한 

Al 콜리메이터 뒤에 고정시켜 양성자 빔을 조사받도록 하였다. 콜리메이터는 지름  0.9 cm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빔 포트로부터 1.7 m 거리에 위치하였다. 샘플 홀더와 콜리메

이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제작된 장치는 그림 3.5.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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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양성자 빔 조사를 위한 표적 장치 개요도

그림 3.5.2-3. 제작한 샘플 홀더와 콜리메이터

각 시료에 입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와 시료의 두께는 Monte Carlo 전산프로그램인 SRIM 

코드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방사화된 표적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은 고분해능 HPGe 검출

기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고, ADC를 거친 디지털신호는 MCA를 통해 기록되고, 최종

적으로 감마선 스펙트럼을 Gamma vis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반감기 핵종

의 감마선을 측정하는 등 원활한 실험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획득시스템을 경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에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획득시스템은 그림 3.5.2-4에 나타내었으며, 개략도는 

그림 3.5.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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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구축된 데이터획득 시스템

그림 3.5.2-5. 데이터획득 시스템의 개략도

HPGe 검출기의 에너지 교정 및 검출효율은 잘 알려진 표준 감마선원인 54Mn, 60Co, 
109Cd, 137Cs, 133Ba, 152Eu 등이 사용되었으며, 단면적 분석에 중요한 검출효율(ε)은 다음의 

식(3.5.2-1)에 의해 결정이 된다.  

 ×exp×


(3.5.2-1)

여기서 CPS는 초당 카운트 수, A0 는 선원의 초기 방사능, λ는 붕괴 상수, td는 붕괴 기간, I

γ는 방출감마선 세기를 의미한다.

방사화방법을 사용한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σ) 계산은 다음의 식(3.5.2-2)에 의해 결정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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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2-2)

여기서 S는 감마선 피크에 기록되는 전체 카운트 수, ε는 검출효율, N0 는 초기 표적 핵의 

수,  는 빔의 플럭스, CF 는 보정계수, ti 는 조사시간, tc 는 대기시간, 그리고 tm 은 측정시

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빔 플럭스는 IAEA에서 권고하는 모니터 시료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결

정되었으며, 감마선의 합산 간섭 및 감마선의 자가 흡수율, 지연시간에 대한 보정이 단면적 계

산에 적용되었다.

(1) Y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단일 동위원소인 Y 표적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들의 단면적 측정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Y 표적의 두께는 31 μm이며 순도는 99.9%이다. 양성자 빔 플럭스는 표

준 시료인 Al과 Cu가 사용되었으며, 두께는 각각 98 μm이다. 적층시료는 양성자 빔을 2 Hz

로 3 시간 동안 빔 조사를 받게 하였다. 각 표적에 입사되는 양성자 에너지의 범위는 51.4  
65.6 MeV로 SRIM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빔 조사 후 19시간의 냉각 시간을 가지고 

방사능 측정이 수행되었으며, 관심있는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3달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

능 측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 3.5.2-1은 Y의 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핵종의 특성 및 

감마선 정보를 보여준다. 방사성 핵종은 Y(p,x) 핵반응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거나 여기상

태의 핵이성체 전이(Iomeric Transition), 그리고 모핵종의 베타 붕괴 혹은 전자포획에 의해 

생성이 된다.

핵종 반감기 감마선에너지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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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87gY 79.8 h 484.8 89.8 Y(p,x), IT, 87Zr 붕괴
87mY 13.4 h 380.8 78.1 Y(p,x), 87Zr 붕괴
88gY 106.6 d 898.0 93.7 Y(p,x), 88Zr 붕괴
83gSr 32.41 h 762.65 26.7 Y(p,x), IT
85gSr 64.8 d 514.0 96.0 Y(p,x), IT, 85Y 붕괴
83gRb 86.2 d 529.6 29.3 Y(p,x), 83Sr 붕괴
84gRb 32.8 d 881.6 68.9 Y(p,x), IT

표 3.5.2-1. Y(p,x) 핵반응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특성 및 감마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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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Zr-86, Zr-88, Zr-89g, Y-86g, Y-87g, Y-87m, 

Y-88g, Sr-83g, Sr-85g, Rb-83g, Rb-84g의 단면적 측정 결과는 그림 3.5.2-6  
3.5.2-16에 나타내었다. Y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으로부터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단면적 측정

결과의 불확도는 통계 에러와 시스템 에러로 구분하여 결정되었다. 통계 에러는 감마선 스펙

트럼에서 특정 감마선의 순면적이 고려되었으며, 시스템 에러는 핵종의 반감기, 감마선의 세

기, 검출기의 검출 효율, 빔 플럭스 에러 등이 고려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2014년 59 MeV 양성자 빔 조사로 측정한 기존 결과와 더불어 문헌의 실험데이터, 그리고 

TENDL-2015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문헌의 실험데이터와의 비교에서 양

성자 에너지 함수에 대한 핵종들의 생성단면적 경향성이 유사하고, 단면적 값이 일치하는 신

뢰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림 3.5.2-6. Y(p,x) 핵반응에 의한 Zr-86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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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Y(p,x) 핵반응에 의한 Zr-88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8. Y(p,x) 핵반응에 의한 Zr-89g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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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Y(p,x) 핵반응에 의한 Y-86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10. Y(p,x) 핵반응에 의한 Y-87m의 생성단면적



- 174 -

그림 3.5.2-11. Y(p,x) 핵반응에 의한 Y-87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12. Y(p,x) 핵반응에 의한 Y-88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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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3. Y(p,x) 핵반응에 의한 Sr-83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14. Y(p,x) 핵반응에 의한 Sr-85g의 생성단면적



- 176 -

그림 3.5.2-15. Y(p,x) 핵반응에 의한 Rb-83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16. Y(p,x) 핵반응에 의한 Rb-84g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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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Z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은 57과 69 MeV 양성자 빔을 가지고 적층 시료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적에 사용된 Zr의 두께는 107 μm이며, 순도는 99%이다. 양성자 빔 

57 MeV 조사에서는 Cu-Y-Zr 순서로 적층구조를 만들었으며, 2 시간 동안 빔 조사를 받게 

하였다. 69 MeV 빔의 경우에는 Cu-Zr-Al 순서로 적층구조를 만들었고, 1 시간의 빔 조사를 

수행하였다. 양성자 빔 플럭스는 IAEA에서 권고하는 Al과 Cu의 모니터 핵반응을 사용하여 결

정되었으며, Y은 에너지 감쇄를 위해 사용되었다. 양성자 빔는 2 Hz와 100 nA의 안정적인 

운전으로 조사되었다. SRIM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표적의 입사 에너지 범위는 35.7  
66.6 MeV로 나타났다. HPGe를 이용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측정은 빔 조사 후 21시간의 

냉각 시간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장반감기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측정 실험

이 수행되었다. 표 3.5.2-2는 Zr의 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핵종의 특성 및 감마선 정보

를 보여준다. 방사성 핵종은 Zr(p,x) 핵반응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거나 여기상태의 핵이성

체 전이(Iomeric Transition), 그리고 모핵종의 베타 붕괴 혹은 전자포획에 의해 생성이 된

다.

핵종 반감기 감마선에너지 [keV] 감마선세기 [%] 생성과정
90gNb 14.6 h 1129.22 92.7 Zr(p,x), IT
92mNb 10.15 d 934.44 99.2 Zr(p,x)
95gNb 34.991 d 765.8 99.8 Zr(p,x), IT, 95Zr 붕괴

86Zr 16.5 h 242.8 95.8 Zr(p,x), 86Nb 붕괴
88Zr 83.4 d 392.9 97.3 Zr(p,x), 88Nb 붕괴
89gZr 78.4 h 909.2 99.0 Zr(p,x), IT, 89Nb 붕괴
95Zr 64.032 d 756.73 54.4 Zr(p,x), 95Y 붕괴
86gY 14.7 h 1076.6 82.5 Zr(p,x), IT, 86Zr 붕괴
87gY 79.8 h 484.8 89.8 Zr(p,x), IT, 87Zr 붕괴
87mY 13.4 h 380.8 78.1 Zr(p,x), 87Zr 붕괴
88gY 106.6 d 898.0 93.7 Zr(p,x), 88Zr 붕괴
85gSr 64.8 d 514.0 96.0 Zr(p,x), IT, 85Y 붕괴
83gRb 86.2 d 529.6 29.3 Zr(p,x), 83Sr 붕괴

표 3.5.2-2. Zr(p,x) 핵반응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특성 및 감마선 정보

Z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Nb-90g, Nb-92m, Nb-95g, Zr-86, Zr-88, 

Zr-89g, Zr-95, Y-86g, Y-87g, Y-87m, Y-88g, Sr-85g, Rb-83g의 단면적 측정 결과는 

그림 3.5.2-17  3.5.2-29에 나타내었다. 측정의 불확도는 통계 에러와 시스템 에러로 구분

하여 결정되었다. 통계 에러는 감마선 스펙트럼에서 특정 감마선의 순면적이 고려되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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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에러는 핵종의 반감기, 감마선의 세기, 검출기의 검출 효율, 빔 플럭스 에러 등이 고려되

었다. 양성자 에너지 함수에 대한 핵종들의 측정된 생성 단면적은 문헌의 실험데이터 및 

TENDL-2017 라이브러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문헌의 실험데이터와의 비교

에서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TENDL-2017 라이브러리는 양성자 에너지 함수에 

대한 핵종들의 생성 단면적 경향성이 실험데이터와의 비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전체적

으로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되었다. 

그림 3.5.2-17. Zr(p,x) 핵반응에 의한 Nb-90g의 생성단면적



- 179 -

그림 3.5.2-18. Zr(p,x) 핵반응에 의한 Nb-92m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19. Zr(p,x) 핵반응에 의한 Nb-95g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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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0. Zr(p,x) 핵반응에 의한 Zr-86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21. Zr(p,x) 핵반응에 의한 Zr-88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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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2. Zr(p,x) 핵반응에 의한 Zr-89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23. Zr(p,x) 핵반응에 의한 Zr-95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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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4. Zr(p,x) 핵반응에 의한 Y-86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25. Zr(p,x) 핵반응에 의한 Y-87m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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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6. Zr(p,x) 핵반응에 의한 Y-87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27. Zr(p,x) 핵반응에 의한 Y-88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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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8. Zr(p,x) 핵반응에 의한 Sr-85g의 생성단면적 

그림 3.5.2-29. Zr(p,x) 핵반응에 의한 Rb-83의 생성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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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JRC-IRMM의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및 분석

(1)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실험

U-238에 대한 중성자 입사 실험데이터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여, 1

2%이하의 불확정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Nuclear Data Priority Request List (NDPRL)에 

238U(n,γ)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실험데이터는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할 만큼 불확정

도가 충분히 작지 않아, 공명영역의 U-238의 핵반응 단면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U-238의 분

리 및 비분리 공명영역에 대한 포획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벨기에에 위치한 

EC-JRC-IRMM 연구소의 TOF 시설을 이용하여 13m의 비행 거리에서 수행하였다. IRMM의 

Linac은 100 MeV의 평균 에너지와 10ns의 펄스폭 800Hz의 반복율로 운전하는 전자가속기

로써, 최대 150MeV까지 가속된 전자가 우랴늄 타깃에서 Bremsstralung 감마를 만들어 광핵

반응으로 중성자를 생산한다. 이때 생성되는 중성자는 3.4 x 1013 n/s의 평균 flux를 가지고 

있으며, 열중성자부터 20 MeV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1 2 MeV에서 피크를 이룬다.

그림 3.5.2-30은 본 연구의 중성자 포획 실험에서 이용한 Flight Path 5 (FP5)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전자빔은 FP5 방향의 수직인 면에 대해 18°의 각도로 입사디고, Bremsstralung 

감마에 의해 만들어진 중성자는 moderator를 거쳐 FP5로 들어간다. 

 

그림 3.5.2-30. U-238 포획 중성자 실험에 이용된 Flight Path 5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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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1. 포획 측정용 C6D6 Detector와 flux측정용 B-10 이온화 검출기

Moderator를 통과한 중성자는 콘크리트 벽면 바로 뒤에 위치한 Filter changer에 있는 

Na과 S 필터를 만나 background 계산을 위한 정보가 획득된다. 필터를 통과한 중성자는 

Flight Path를 따라 B-10 이온화 검출기를 통과하면서 중성자 flux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U-238 샘플과 반응하여 중성자 포획이 이루어지면 감마를 방출하고 이 방출된 감마는 C6D6 

검출기에 검출된다. 그림 3.5.2-31의 오른쪽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flux 검출기인 B-10 이온

화 검출기이며, 왼쪽은 방출 감마를 측정하기 위한 C6D6 검출기이다. 

이때 중성자의 flux는 다음과 같이 background 성분을 제거한다.

     
  

         (3.5.2-3)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총 background, 는 규격화 상수, 는 시간에 무관한 

상수, 은 필터에 의해 측정되는 붕괴상수, 와 는 다른 사이클에서 들어오는 중성자에 의

한 성분으로 TOF 스펙트럼 끝단의 모양으로 붕괴상수가 결정되며, 는 전자빔 사이의 간격 

즉 펄수에 해당된다.

포획 중성자에 의한 방출 감마는 C6D6 검출기에 의해 검출되는데, 이때 background는 다

음과 같이 제거된다.

             (3.5.2-4)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총 background, 는 규격화 상수,  는 샘플이 없을 

때 측정되는 양,  는 Pb 샘플을 측정했을때의 양,  은 U 샘플과 Pb 샘플의 상대

적 양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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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측정된 중성자 flux와 중성자 포획을 이용하여 공명영역의 중성자 포획 Yield를 결

정하였다.

(2) GELINA 이용 측정 자료의 EXFOR 등재를 위한 분석

핵반응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공명상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핵반응 라이브러리에 공

명상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실험의 결과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핵반응 실험자들 사이에 새로운 

분석 방법 개발 등을 대비해서 공명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transmission과 yield 자료를 포함

시킬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EXFOR 편집자들은 두 자료를 포함하는 새로

운 포맷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최근에 실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험자료를 등재하고 있

다. 

EC-JRC Geel 연구소는 TOF 시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많은 핵종에 대한 중성자 공명영

역의 실험 자료를 생산하여 측정한 핵종에 대한 공명상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실험의 결과

물인 Transmission과 포획 yield 스펙트럼을 EXFOR에  등재한 핵종은 드물며 이에 한국원

자력연구원은 IAEA와 EC-JRC Geel 연구소의 요청으로 최근에 측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EXFOR에 실험자료를 등재하기로 하였다. 

실험자료 등재를 위해서는 transmission이나 포획 yield와 같은 핵반응 결과물과 그것의 

background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실험에 대한 불확정도도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EC-JRC에 실시된 핵종들에 대한 실험의 raw 데이터를 처리하여 Dead time 및 시간 보정을 

통해 필요한 transmission과 포획 yield 및 그것의 background를 생산하였고 스펙트럼 처

리 프로그램 (AGS)를 이용하여 관련된 불확정도를 결정하였다.

Au, Cd, Cu 및 W에 대하여 Transmission 스펙트럼을 처리하였고, U-238에 대한 포획 

yield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또한 Au-197와 U-238에 대한 비분리 공명영역의 평균 포획 단

면적 데이터도 처리하여 EXFOR 포맷으로 변환하였고, 표 3.5.2-3에 요약하였다.

핵종
Data for EXFOR

Transmission Capture Yield Average cross section

Au O (Capture)

Cd O

Cu O

W O

U-238 O O (Capture)

표 3.5.2-3. EXFOR 포맷으로 변환한 핵종 리스트와 핵반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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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ime-Of-Flight transmission 스펙트럼 분석

TOF 측정시설을 이용한 transmission 데이터를 AGS를 이용하여 처리하면 그림 3.5.2-32

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파란색의 ‘Measured Yield’가 AGS 처리후 실제 스펙트럼이나 10 

keV와 20 keV 사이에 Na 필터에 의한 강력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종 EXFOR 포맷은 이런 

필터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후 초록색과 같은 데이터를 등재한다. 그림 3.5.2-33은 25m 

Flight Path에서 측정한 천연 Cu에 대한 측정 자료인데 각 샘플의 두께에 따라 측정되는 

Transmission의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50eV 이하는 Co에 의한 영향이 크므

로 제외하였고, Bi filter에 의한 영향이 278 eV, 2532 eV와 2648 eV에서 나타남으로 이 

또한 제외하였다. 그림 3.5.2-34은 50m TOF 측정 시설에 측정한 Cu-63에 대한 

transmission 결과인데 필터를 달리 해서 세 가지 측정이 실시 되었으며, 이런 방법은 불확

정도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W 과 Cu외에 Cd에 대한 분석도 다른 필터 및 다른 TOF를 사용

한 실험에 대한 분석을 하여 EXFOR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3.5.2-32. 25m TOF 측정시설에서 측정한 천연 W에 대한 transmission 스펙

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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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3. 25m TOF 측정시설에서 측정한 천연 Cu 대한 transmission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3.5.2-34. 50m TOF 측정시설에서 측정한 Cu-63 대한 transmission 스펙트럼 분석 결과 

② Time-Of-Flight 포획 yield 스펙트럼 분석

TOF 측정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한 U-238의 포획 yield도 분석하여 EXFOR 포맷으로 변환

하였다. U-238 실험은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하였는데, 12.5 m Flight Path에 두 가지 샘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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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측정 (Config.I과 Config. II)을 하였으며, 60 m Flight Path에서 한 가지 샘플에 대한 

측정 (Config.III)을 수행하였다. Config.I과 Config.III는 두 개의 U-238 샘플을 서로 마주

보게 위치하여 총 면적이 54 mm x 30 mm 그리고 두께 0.46 mm가 되도록 구성하였고, 

Config.II는 서로 평행하게 위치하여 면적이 54 mm x 60 mm, 두께가 0.23mm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EXFOR에 실린 포획 yield 스펙트럼은 그림 3.5.2-35와 같다. 한편 EXFOR에 

등재될 Data 세트는 표 3.5.2-4와 같이 입력되며, 이 데이터 세트는 측정 에너지 (E), 시간 

간격 (tl, th) 과 최종 포획 yield (Yexp)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확정도 데이터 (ut)를 포함

하는데, 실험데이터 개수의 의한 것은 비상관관계 (Uncorrelated, uu) 불확정도로, 포획 (Sc), 

플럭스 (Sf), Normalization (N)에 의한 것은 상관관계 (Correlated) 불확정도로 명확하게 정

의하였다.

그림 3.5.2-35. TOF 측정시설에서 측정한 U-238의 포획 yield 스펙트럼 분석 결과 

E/ eV tl/ ns th/ ns Yexp ut
AGS

uu Sc Sf N

1200.250 27004 27008 0.00239 0.00055 0.00052 -0.00016 0.00000 0.00004

1199.894 27008 27012 0.00305 0.00052 0.00049 -0.00016 0.00000 0.00005

...

65.732 115392 115408 0.31789 0.00665 0.00457 -0.00079 -0.00050 0.00477

65.714 115408 115424 0.28865 0.00612 0.00426 -0.00080 -0.00045 0.00433

...

3.503 499840 499968 0.00177 0.00758 0.00422 -0.00629 0.00000 0.00003

3.501 499968 500096 0.00102 0.00755 0.00418 -0.00629 0.00000 0.00002

표 3.5.2-4. EXFOR 등재용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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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MAC 중이온가속기 이용 중성자 측정실험

(1) 실험 개요

국내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RAON 및 원자력의학원의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고에너지 중이온가속기시설이 개발,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시설의 개발 및 건설 중에 방사

선차폐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차폐해석의 선원항에 해당하는 중성자의 발생 핵반응을 정확하

게 모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항목이 된다. 또한 장치 및 시설의 개발 이후, 생산된 빔

의 사용 과정에서도 중이온빔과 표적물질과의 핵반응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에너지 

중이온빔의 핵반응은 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핵반응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에너지 중성자 핵반응 등에 비해 핵반응모델 사용에 따

른 해석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핵반응모델을 사용한 해석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평가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아직 고에너지 

중이온의 핵반응데이터 측정실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중이온빔

의 핵반응 측정실험이 수행된 바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다. 이에 국외 중이온가속기시설 및 중이온빔측정팀과의 협력연구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기

술을 습득하고, 향후 국내 중이온가속기 시설을 이용하여 핵반응측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협력 기반 구축 및 실험 계획

국제적으로도 중이온가속기시설은 많지 않으며, 특히 주요 관심사인 중이온빔의 중성자생성

에 관한 핵반응데이터를 측정, 생산하고 있는 곳은 다음의 표 3.5.2-5에 나타낸 4개 시설 정

도이다. 이중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HIMAC 

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KAERI 원자력데이터센터에서 구축한 

국제 핵자료네트워크를 통해, HIMAC에서 중이온빔을 상요하여 이차중성자 생성 핵반응데이

터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큐수대학의 측정팀 (Prof. Shigyo Nobuhiro)과 접촉하여 

협력실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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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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5. 중이온빔의 이차중성자생성 핵반응데이터 측정시설

그림 3.5.2-36. HIMAC 방문 및 큐수대 측정팀과 협력연구기반 

구축 

이에 지난 2012년 12월 HIMAC을 방문하여 큐수대학의 측정팀과 협력연구 기반을 구축하

였다. 큐수대학의 측정팀은 큐수대학의 Shigyo Nobuhiro 교수팀을 중심으로, JAEA의 

PHITS 코드 개발팀 (Dr. Sato Kunieda) 및 히로시마대학 (Dr. Kajimoto) 가 참여하여, 중

성자핵반응 단면적, Bio-element 핵반응, Fragmentation 등의 측정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협력연구방안의 논의를 통해, 매년 큐수대학팀에서 빔사용 인가를 받아 한국에 

1~2회의 빔조사시간을 배당하고, KAERI에서 2인이 참여하고 공동실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AERI 에서는 2013년도에 처음 실험에 참여한 이후 Ar 및 Fe beam을 사용

하여 흑연표적에 대한 이차중성자 DDX (Double Differential Cross-section)의 측정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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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수대학팀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3) 실험 방법 및 결과

① 측정 방법 및 실험장치의 설치

HIMAC 실험에서는 고에너지 중이온빔을 표적에 조사하고, 표적에서 발생하는 이차중성자

의 에너지/각분포(DDX)를 n-TOF (neutron Time-Of-Flight) 방법으로 측정한다. 각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3.5.2-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빔진행방향을 기준으로 15도, 30도, 4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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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

다. 흑연표적의 크기는 5 cm × 5 cm로 구성하였다. Thick target 은 TTY (Thick Target 

Tield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중이온빔이 표적 내 정지하도록 충분히 두꺼운 표적두께를 적

용한다. Thin target 은 중이온빔의 에너지가 거의 변하지 않도록 표적의 두께를 조정하여, 

중이온빔의 에너지에서 중성자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Thick target 및 Thin 

target의 두께는 PHITS 전산코드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였다. 실험 시 설치된 

표적, 빔라인 및 차폐체 등의 배치 형태는 다음의 그림 3.5.2-38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5.2-37. HIMAC 실험장치 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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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8. HIMAC 실험 장치 배치 예시 

② HIMAC 빔 특성 및 측정회로의 구성

HIMAC의 펄스빔은 repetition rate 0.3 Hz, 펄스폭 1 s로 펄스폭이 커서, 일반적인 TOF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HIMAC 실험에서는 빔 입자 별로 검출신호를 측정하여 TOF 시

작 시간 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대 ~108 ions/s정도인 빔 

intensity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105 ions/s정도로 빔전류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데이

터는 모두 Single event (빔입자가 한 개 입사하는 경우)로 얻게 되는데, 빔전류가 너무 높아

지면, Multiple event (빔입자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입사하는 경우) 수가 증가하여 측정정보

가 오히려 손실되기 때문이다.

빔 입자 1개에 대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께 0.5 mm NE102A 신틸레이터를 표적 바

로 전에 빔 pick-up 모니터로 배치하여, 빔을 측정하며, 고에너지 및 저에너지 측정 영역에 

맞춰 두가지 형태의 중성자검출기를 사용한다. 고에너지 중이온빔을 사용하는 실험이기 때문

에, 다양한 종류의 하전입자가 발생한다. 이들 하전입자가 검출기에 입사하여, 오류신호를 주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성자검출기 앞에 별도의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를 배치, 적용하

였다.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로는 2 mm 두께의 NE102A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중성자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NE213 섬광검출기 6개를 각 측정 각도 별로 배치

된다. TOF 거리는 중성자 선속과 중성자 에너지 resolution을 고려하여 2 ~ 4 m 정도로 설

정하였다. NE213 검출기는 2인치짜리 3개, 5인치짜리 3개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5인치 

크기의 검출기는 ~수백 MeV 영역의 고에너지 중성자 측정에 적합하다. 2인치 크기의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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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사용하여 ~수십 MeV의 저에너지 영역의 중성자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두 종류 크기의 검출기를 사용함에 따라, 15도, 30도, 45도에 같은 크기의 NE213을, 60

도, 75도, 90도에 같은 크기의 NE213을 배치해서 측정 후, 다시 전방, 후방 위치를 바꿔서 

측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3.5.2-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HIMAC 시설에는 0도 방향에 빔덤프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다. 표적을 통과한 중이온빔이 빔덤프에입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차 입자를 생성한

다. 특히 빔덤프에서 발생한 고에너지 중성자가 검출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빔덤

프와 NE213 중성자 검출기 사이에 추가로 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해당 측정시스템은, NIM 과 KMAC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CFD, ADC, TDC 및 Gate Generator (GG) 등으로 구성된다. 

 n-TOF 측정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비행시간거리차를 측정하기 

위해, Satrt signal 과 Stop signal을 측정하고, TDC를 사용해 시간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획

득한다. 이에 따라 Start 및 Stop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2개의 검출기를 사용하며, 시간분해

능이 좋은 플라스틱섬광검출기가 주로 사용된다. 검출기에서 얻은 신호는 CFD에서 펄스형신

호로 변경된다. Stop 시간측정용 신호는 두경로로 전해진다. 첫 번째 경로는 Start 신호를 처

리하기 위한 것이다. 신호는 데이터 측정용 Gate를 만들어주기 위해 G.G. 로 보내진다. Start 

시간측정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신호는 이 G.G를 통해 Coincidence에서 처리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시그널만 처리하여 동일한 중성자에 대한 Stop과 Start 신호를 얻게 한다. 해당 

시그널의 시간 차는 다음의 그림 3.5.2-39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5.2-39. Sart/Stop signal 일치용

Coincidence 내 펄스신호 배열 

측정된 신호는 데이터처리를 위해 PC 로 전송된다. 이때 PC 와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는 

시간 동안은 검출신호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G.G 의 Veto 신호처리를 이용해, 

검출신호를 PC 에서 처리할때까지 다음 검출신호를 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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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Coinsidence 과 G.G.를 추가로 구성한다.

  Stop detector에서 획득한 신호의 두 번째 경로는 Stop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로에 따른 Stop 신호와 Coincidence를 통해 들어오는 Start 신호는 Coincidence를 

거쳐 TDC 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TDC에서 두 신호의 시차를 측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ADC 에 보내진 신호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준다. 검

출기에 검출된 신호는 중성자에 의한 신호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가 혼재되어있다.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는 펄스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펄스형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 중 각 단계 별 측정 시그널의 시차는 다음의 그림 3.5.2-40에 나타낸 바와 같

다.

그림 3.5.2-40. n-TOF 측정시스템 

내 펄스신호 Timing 

HIMAC 실험에서는 총 6개의 검출기를 사용한다. 검출기 별로 동일한 6개의 측정시스템이 

적용되었다. HIMAC 실험에서 구성한 고에너지중성자 측정용 측정시스템의 회로도를 다음의 

그림 3.5.2-41에 나타내었다. 저에너지중성자 측정용 측정시스템도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그

림 3.5.2-41의 측정용 회로도에 따라 구성한 측정시스템은 그림 3.5.2-42에 나타낸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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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1. HIMAC 실험 측정시스템 회로도

그림 3.5.2-42. n-TOF 용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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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데이터 분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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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43은 빔 pick-up 모니터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ADC 분포이다. 그림 3.5.2-43의 첫 번째 피크영역(붉은색 부분)이 1개 입자 event에 의한 

신호에 해당한다.

그림 3.5.2-43. Single events 분리 

두 번째는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veto detector) 로부터 획득한 ADC 신호로부터 하전입

자 event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림 3.5.2-44에 ADC 분포 중, 첫 번째 피크 영역이 중성자

와 감마선에 의한 Event 이고, 나머지가 하전입자 event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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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4. 하전입자 검출용 검출기로부터 얻은 

ADC 신호 

세 번째로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신호를 분리한다. 중성자측정용으로 사용하는 NE213 검

출기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모두 검출한다. 중성자에 의한 얻어진 신호의 데이터만을 분리하기 

위해 중성자와 감마선의 펄스특성을 활용한다. 중성자와 감마선은 펄스의 형태에 차이가 있다. 

중성자와 양성자 모두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이 이차 하전입자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차하

전입자가 물질 내 흡수하면서 Energy desposition이 발생한다. 중성자의 경우 양성자에 의해

서, 감마선의 경우 전자에 의해서 Energy deposition이 이뤄진다. Energy deposition 과정

을 통해 섬광검출기에서 검출이 이뤄지고 Light output을 발생시킨다. 이때 중성자에 의해 

발생한 펄스신호의 꼬리부분이 감마선에 의한 펄스신호보다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차이를 

사용하여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한다. 

ADC 값을 Total gate와 Slow gate의 두가지 Gate를 사용해서 획득한다. Total gate는 

펄스신호 영역 전체의 면적을 신호로 획득할 수 있도록 Gate를 설정하고, Slow gate는  펄

스신호의 꼬리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획득하도록 Gate를 설정한다. 

Slow/Total 의 비율의 차이로 중성자와 감마선을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Total과 Slow 

gate로부터 얻은 ADC 값을 2D plot으로 그리면 그림 3.5.2-45와 같이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진 분포를 얻게 된다. 위쪽은 중성자에 의한 신호, 아래쪽은 감마선에 의한 신호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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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5. 중성자 및 감마선 분리에 적용된 Total/Slow gate ADC 데이터 분포 

이상의 과정을 통해 중성자만의 신호에 의한 측정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중성자 측정데이

터는 TDC 로부터 얻어진 Start/Stop 신호에 의한 시간차에 해당하는 TOF 값들이다. TOF 

분포를 에너지 분포로 변환하여 중성자의 에너지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TOF 값을 에너지값으

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Gamma flash와 TOF 거리를 이용한다. Gamma flash는 감마선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로 Start 신호의 기준점이 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마선에 데이터

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의 3가지 Discrimination 방법 중, 마지막 3번째의 중성자/감마선 신

호 분리는 TOF 분포를 에너지로 변환시킨 후에 수행한다.

중성자측정과정 중에 시설 내 다양한 구조물로부터 산란된 중성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산란중성자에 의한 Background 신호를 별도로 측정하였다. Background 측

정에서는 표적과 NE213 중성자검출기 사이에 철차폐체를 (Iron shadow bar) 적재, 설치하

여, 표적에서 검출기로 직접 들어오는 중성자를 차폐하였다. 따라서 Background 측정에서 얻

은 데이터는 산란중성자에 의한 영향만 획득하게 된다. Iron shadow bar는 고에너지 중성자 

검출기(5인치 NE213)에 대해서는 110 cm 길이를, 저에너지 중성자 검출기(2인치 NE213)에 

대해서는 50 cm의 길이를 적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3.5.2-46에 Background 측정용 철차폐

체 설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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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6. Background 측정용 철차폐체(Iron shadow bar) 설치 형태 

마지막으로 DDX 측정을 위해서 NE213의 중성자 측정효율 데이터가 필요하다. 검출기 고

유의 중성자측정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SCINFUL-QMD 핵반응계산용 전산코드를 사용하였다.  

SCINFUL-QMD는 ORNL에서 개발한 SCINFUL을 고에너지 영역의 3 GeV까지 확장시킨 코

드이다. SCINFUL-QMD 코드를 사용하여 중성자의 에너지 구간 별로 측정효율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Threshold 값을 측정과 계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

정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특정 감마의 ADC 분포를 측정하고, 그림 3.5.2-47에 표시된 

Compton edge의 half height에 해당하는 ADC값을 threshold 값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SCINFUL-QMD 계산에서 이에 대응하는 값을 Threshold를 설정하여 측정효율을 계산한다. 

동위원소 선원으로는 Am-241, Ba-133, Cs-137, Co-60, 및 AmBe 등이 사용되었다. 2인치 

NE213에서는 수백 keV 중성자 에너지 측정을 위해서 Am-241로부터 설정된 Threshold로 

계산된 효율을 주로 사용하고, 5인치 NE213의 경우는 Cs-137이및 Co-60으로부터 설정된 

Threshold로 계산된 효율을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3.5.2-48에 동위원소 선원 별로 

Threshold를 적용하여 SCINFUL-QMD 코드로부터 계산된 2인치 및 5인치 NE213의 중성

자 측정 효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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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7.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한 Threshold level 

결정 

그림 3.5.2-48. 동위원소 선원을 사용한 NE213 검출기 

측정효율 평가 

이상의 데이터 처리/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획득한 결과는 이차중성자의 에너지-각 분

포(DDX)로, 다음의 그림 3.5.2-49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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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9. 290MeV/u Ar 빔에 대한 이차중성자 DDX 측

정데이터 처리 결과 및 PHITS 코드계산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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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IAEA와 협력

IAEA NDS 주관의 국제핵데이터센터 (NRDC)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핵반응데이터 편집, 

관리 및 해석과 관련한 각 센터간의 업무 분담과 연구항목을 조정하고 있으며, 국내 핵반응 

실험데이터의 EXFOR 편집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75건의 데이터를 EXFOR

에 등재하였다. 1999년 발표된 IAEA Photonuclear Data Library를 개량하고 Photon Strength 

Function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시작된 CRP 이며, 14개 회원국 연구팀이 참여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e-140, Eu-153 등 15개 핵종에 대한 광핵반응 단면적 1차 평가 완료하고 

새로운 실험값을 이용한 광핵반응 단면적 개량 및 새로운 핵종에 대한 광핵반응 단면적 평가 진행 

중이다.

OECD/NEA와 협력

2013년 제안되었던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valuated Library Organization 

(CIELO)" 프로젝트를 Subgroup 40의 형태로 원자력 핵심 6핵종 (H-1, O-16, Fe-56, 

U-235, U238, Pu-239)평가를 2016년까지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도 CIELO

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요핵종인 U-238과 Fe-56의 평가를 수행하고 특히 U-238은 벨기에 

IRMM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 핵데이터 네트워크에 기여하였다. 또한 OECD/NEA

의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JEFF 프로젝트에 참여,  핵데이터 처리/검증 분야에 기여하였다.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구조재에 대한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핵심 핵종의 평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다. 구조재 핵종들은 일반적으로 공명영역에서 보이는 fluctuation이 고속 중성자 영역에서 

보이는데 이것을 핵반응 코드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미 몇몇 핵종에 대해 평가

를 완료하였다

U-238의 경우, 공명영역 및 고속에너지 영역 전반에 걸쳐 핵반응데이터를 평가하였으며 특

히 공명영역 평가결과는 미국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인 ENDF/B와 OECE/NEA 의 JEFF 최

신판에 등재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자력 분야 주요 핵종인 U-238에 대한 핵데이터 

평가결과는 추후 한국고유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량한 핵데이터트 웹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주요 핵데이터를 이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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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력 유관 기관에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유럽의 최신 핵데이터 파일인 JEFF-3.3의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U-238 핵반응 데이터

의 측정, 평가, 처리 및 검증과 여러 단계 JEFF-3.3 테스트 파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임계 성

능 검증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중수형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 해석에 중요한 물질인 중수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분자 동역학 해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적시에 국내 연구진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신 평가 핵데이터

를 기반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몬테칼로 및 결정론적 해석 코드용 군정수 라

이브러리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생산한 모든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을 공급/

서비스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상대적으로 자료가 희박하고 불확실도가 큰 저가 텅스텐이온의 전자 충돌 이온화 단면적 계

산에서 타 연구 그룹보다 실험 결과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DW계산의 정밀도를 높이

고, 보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교한 R-Matrix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

정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 원자 충돌계의 계산의 난제인 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지난 3년 (2015, 2016, 2017) 동안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을 위해

서 nTOF 시설 건설 및 중성자발생장치 제작의 투트렉으로 진행 하였다. nTOF 시설 건설에 

있어서는 KINS에 제출된 종합엔지니어링동 지하 001호의 인허가 변경을 득하기만 하면 바로 

nTOF 시설 건설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으며, 중성자발생장치 제작의 경우, 

현재 제어시스템 까지 제작이 완료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대로 좀 더 높은 중

성자속을 얻기 위해서 중성자발생장치의 위치를 nTOF시설 쪽으로 더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

렇게 함으로서 발생되는 중성자속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분야의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중성자발생장치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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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DR에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 생산하기 위해서 제작업체와 많은 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추후 유사한 시설 혹은 장치를 제작해야 할 경우 본 과제를 통해

서 얻은 상당한 양의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 데이터의 측정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핵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실험이 KAERI 

자체적으로 수행되었다. 양성자 빔 57 MeV와 69 MeV를 Zr과 Y 표적에 각각 조사하여, 표

적 샘플 핵종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방사성핵종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원활한 실험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콜리메이터와 샘플 홀더를 제작하고, 데이터획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Z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에 의한 13개의 방사성핵종의 단면적이 

결정되었고, Y의 경우는 11개의 방사성핵종의 단면적이 계산되었다. Zr과 Y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의 단면적 데이터는 핵반응 모델 개선과 가속기 및 산업에 이용되며, 특히 치료와 진단

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외 시설은 EU의 IRMM의 전자가속기 중성자원 GELINA를 이용한 U-238의 포획단면적

과 일본 HIMAC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성 단면적의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지속

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GELINA의 TOF 시설을 이용하여 공명영역의 U-238의 핵반응 단

면적을 향상시키고, 관련 결과를 EXFOR에 등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HIMAC 시설을 이

용한 중이온핵반응에의한 이차중성자의 DDX (Double Differential Cross section) 측정실

험이 큐슈대학교팀과 협력하여 수행되었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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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IAEA와 협력

IAEA와의 협력으로 최근 핵데이터 연구동향 파악 및 실측자료를 EXFOR 데이터베이스화하

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IAEA NDS 주관의 NRDC 회의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각 센터간의 

업무와 연구 항목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였으며, EXFOR의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하여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분업으로 다양한 핵데이터 확보에 

대한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뒤처지는 국내의 핵반

응 실측 자료의 생산에 국내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

며,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측자료의 EXFOR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내 생산 

핵데이터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IAEA NDS/A&M Unit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A&M Data의 공동 수집 평가 작업을 통해 플라즈마 모델링에 요구되는 권장 데이터를 생산

하는 일을 함께할 계획이다.

OECD/NEA와 협력

OECD/NEA 산하의 WPEC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량하고있는 JEFF 라이브러리는 미래

형 원자로 및 핵융합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JEFF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벤치마크 계산 및 원자력 관련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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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자력 산업의 핵심 핵종인 U-238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핵데이터를 생산함으로서 

원자력 발전 및 응용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한 핵데이터는 추후 보다 정밀

한 검증과 처리 과정을 거쳐 입자수송계산이나 연소도 계산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악티나이드 핵심핵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구축한  평가 기술과 체계는 다른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악티나이드 핵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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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핵데이터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핵데이터를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이번 단계에서 JEFF-3.3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경험은 한국 고유 핵데이터 파일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신 분자 동역학 해석 모델에 기반한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생산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내 연구진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웹기반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공급/서비

스 체계는 국내외 연구진에게 양질의 군정수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 생산된 모든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들과 앞으로 새롭게 

생산될 모든 핵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됨으로써 국내 원자력 연구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텅스텐과 같은 복잡 원자계에 대한 수월한 충돌 단면적 계산 능력은 핵융합 플라즈마의 온

도 밀도등의 분광진단 모델링에 필요한 다른 원자 이온들의 계산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중성 

및 저가 이온에 적합한 계산은 차세대 반도체 리소그래피 광원 개발 및 공정 프로세싱 모델링

에 필요한 이온들의 플라즈마내 충돌 단면적 자료의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데에도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헬륨의 CR 모델이나 알곤의 CR 모델의 경우 핵융합 플라즈마 SOL 영

역과 디버터 영역 등의 경계 플라즈마의 진단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원내 구축중인 

디버터 플라즈마 모사장치의 플라즈마 변수 진단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KINS에 제출한 종합엔지니어링동 지하 001호의 인허가 변경이 완료되기만 하면 현재 중단

된 KAERI nTOF 시설 구축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발생되는 중성자속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더 중성자발생장치의 형상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종합엔

지니어링동 지하 001호에 설치될 예정이다.

nTOF 시설 구축공사가 완료되면 collimator 설계/설치, 측정장비 설치 등의 작업이 수행

될 예정이며, 중성자발생장치에 전자빔을 입사시키기 위한 초전도 전자가속기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발생되는 방사선원이 전자빔에서 중성자로 바뀌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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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구축된 nTOF시설과 종합엔지니어링동 지하 001호에 대해서 또다시 KINS인허가 변경을 

위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초전도 전자가속기, nTOF 시설, 중성자발생장치가 모두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국내 유일한 

고속중성자 에너지영역 (100 keV ~ 7 MeV, 주된 에너지: 1 MeV) 핵자료 측정을 할 수 있

는 nTOF시설이 될 것이다.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 단면적은 핵 구조 및 핵물리, 핵반응 모델 개선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

야, 가속기 및 산업에 이용되는 원천자료로, 측정된 단면적 데이터는 핵반응 실험 데이터베이

스(EXFOR)에 등재되어 핵데이터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가가 이루어진 핵반응 

데이터는 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에 적용된다. 또한, 치료와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기여를 한다. 

측정된 양성자 유도 핵반응단면적은 핵의학, 동위원소 산업, 핵융합, 소멸처리, 반도체 산업

에도 필요한 기본 자료이고, 중성자 반응 단면적은 주로 원자로 개발에 이용된다. 또한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핵데이터 생산 이외에도 중성자 차폐체 개발 및 기 개발된 중성자 

검출기 개발, 우주산업에 필요한 전지소자들의 내방사선 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216 -



- 217 -

제6장 

참고문헌





- 219 -

제6장 참고문헌

[1] [Apr80] J. P. Apruzese, J. Quant. Spectrosc. Radiat. Transfer 25, 419 (1980).

[2] [Bes16] J.D. Bess, et al., “International Handbook of Evaluated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xperiments,“ NEA/NSC/DOC(95)03, Nuclear Energy Agency, OECD (2016).

[3] [Cab16] O. Cabellos, et al., “Benchmarking and Validation Activities within JEFF Project,“ 

ND2016, Bruges, Belgium (2016).

[4] [Dam14] J.I.M. Damian, J.R. Granada, and D.C. Malaspina, “CAB Models for Water: A New 

Evaluation of the Thermal Neutron Scattering Laws for Light and Heavy Water in ENDF-6 

Format,” Ann. Nucl. Energy, v.65, p.280 (2014)

[5] [Fer85] C. M. Ferreira, L. Loureiro, and A. Ricard, J. Appl. Phys. 57, 82 (1985).

[6] [Gon11] M.A. Gonzalez and J.L.F. Abascal, “A Flexible Model for Water Based on 

TIP4P/2005,”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v.135, p.224516 (2011).

[7] [Kah16] A.C. Kahler, et al., “The NJOY Nuclear Data Processing System, Version 2016,“ 

LA-UR-17-20093,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2016).

[8] [Kim16] D.H. Kim, C.S. Gil, and Y.O. Lee, “Current Status of ACE Format Libraries for 

MCNP at Nuclear Data Center of KAERI,”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v.41(3), p.191 (2016).

[9] [Sk 67] K. Sk ld, “Small Energy Transfer Scattering of Cold Neutrons from Liquid Argon,” 

Phys. Rev. Lett., v.19(18), p.1023 (1967).

[10] [Sop09] A.K. Soper, “EPSRshell  A User’s Guide,” (2009).

[11] [Spo05] D. Van Der Spoel, et al., “GROMACS: Fast, Flexible, and Free,” J. of 

Computational Chemistry, v.26(16), p.1701 (2005).

[12] [Vri80] L. Vriens and A. H. M. Smeets, Phys. Rev. A 22, 940 (1980).

[13] [Zat14] O. Zatsarinny, Y. Wang, and K. Bartschat, Phys. Rev. A 89, 022706 (2014).

 



- 220 -



- 221 -

서지정보양식

KAERI보고서번호 KAERI/RR-4357/2017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제 목 / 부 제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

연 구 책 임 자  및 
부 서 명

이영욱 / 원자력데이터센터

연구자 및 부서명

권덕희, 길충섭, 김도헌, 김유종, 김형일, 문명환, 송태영, 양성철, 
이은중, 이종화, 이철우, 조영식, 채길병, 현해리 / 원자력데이터센터

김종운 / 원자로물리연구실

김귀년 / 경북대학교

출 판 지 대전 발 행 일 2018.07.27 총 페이지 222p.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참 고 사 항
표( 27 )개, 그림( 178 )개, 

참고문헌( 13 )개
비 밀 여 부 대외비(   ), __ 급 비밀

I N I S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초록 (15-20줄 내외)

본 과제는 원자/핵반응 특성 Data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원자력 기술 자립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IAEA의 핵반응 실측자료 데이터베이스 (EXFOR)의 편집 작업 수행

   IAEA의 광핵반응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개량 연구 (CRP) 참여

   OECD/NEA 의 평가핵데이터 파일인 JEFF의 처리/검증 분야에 참여

ㅇ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 핵융합로 및 원자로의 구조재에 대한 핵데이터 생산

 - U-238 공명영역 및 고속 중성자 영역에 대한 핵데이터 평가

ㅇ 핵단면적/ 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 ENDF/B-VII.1 기반 KAFAX 및 JEFF-3.2, JENDL-4.0u 기반 ACE-포맷 라이브러리 생산

 - 웹기반 MATXS 라이브러리 및 SCALE Decay/Yield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 구축

ㅇ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 텅스텐 저가 및 중고가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수집 및 계산

 - 원자/분자 충돌단면적 Data 평가용 플라즈마 발생장치, 분광 및 랑뮤어 탐침 측정계 구축

ㅇ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 경주 양성자가속기, EC-JRC-IRMM, HIMAC 등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단면적 측정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핵반응, 원자/핵데이터 평가, 핵데이터 처리 및 검증, 핵데이터 측정



- 222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KAERI Report No. KAERI/RR-4357/2017 Report Type  Research Report

Title / Subtitle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Atomic/Nuclear Reaction Data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Young-Ouk Lee / Nuclear Data Center 

Researcher and
Department

D.-H. Kwon, C.-S. Gil, D.-H. Kim, Y.-J. Kim, H.-I. Kim, M.-H. Moon, 
T.-Y. Song, S.-C. Yang, E.-J. Lee, J.-H. Lee, C.-W. Lee, Y.-S. Cho, 

K.-B. Chai, H.-L. Hyun / Nuclear Data Center 
J.-W. Kim / Reactor Physics Research Team

G.-N. Kim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Place Daejeon
Date of

Publication
2018.07.27

Total number 
of page

222p.

Open Open( O ),  Closed (  )

Reference
Tabs. ( 27 ) Figs. ( 178 )

Refs. ( 13 )
Classified Restricted(  ),__Class Document

INIS Open Open( O ),  Closed (  )

Abstract (15-20 Lines)

This project aims to accelerate self-reli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via advanced 

atomic and nuclear data technology. The main achievements are as follows.

ㅇ Establishment of atomic/nuclear data network

 - Compilation of experimental data for IAEA EXFOR database

 - Participation in IAEA CRP on update of photonuclear data library

 - Processing and validation of JEFF nuclear data library for OECD/NEA

ㅇ Evaluation of nuclear data and method development for nuclear reaction

 -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fusion applications

 - Evaluation of nuclear data for actinide

ㅇ Establishment of validation system of nuclear reaction/covariance data and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 Generation and validation of group constants

 - Development of web-based nuclear data library service system

ㅇ Production and validation of atomic/molecular collision cross section

 - Calculations of electron-impact recombination cross sections for W

 - Construction of plasma generator, spectroscopy and Langmuir probe systems,

ㅇ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and measurement of nuclear data

 - Development of nuclear data measurement facility

 - Measurement of nuclear data at KOMAC, EC-JRC-IRMM and HIMAC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clear reaction, Atomic and nuclear data evaluation, Processing and 
validation of nuclear data, Nuclear data measurements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원자/핵반응 특성 Data 평가 및 검증의 연구결과임을 밝

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1. IAEA와 협력
	2. OECD와 협력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1. 핵융합시스템용 핵데이터 생산
	2. 악티나이드 핵종 평가
	가. U-238 의 공명상수 계산
	나. U-238 고속 중성자 영역 평가

	3. 핵데이터 웹서비스 개량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1. JEFF 평가 핵데이터 검증
	가. U-238 핵데이터 검증
	나. JEFF-3.3 테스트 파일 검증

	2. 군정수 생산 및 검증
	가. 몬테칼로 코드용 군정수
	(1) JEFF-3.2 기반 ACE 라이브러리 생산 및 검증
	(2) JENDL-4.0u 기반 ACE 라이브러리 생산

	나. 결정론적 코드용 군정수
	(1) ENDF/B-VII.1 기반 KAFAX 라이브러리 생산


	3. 중수 열중성자 산란 데이터 생산 및 검증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열중성자 산란법칙 (Thermal Scattering Law)
	(1) 비탄성 열중성자 산란법칙
	(2) Skold Correction Factor

	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1) GROMACS 시뮬레이션
	(2) EPSR 시뮬레이션

	라. 시뮬레이션 결과
	(1) Skold Correction Factor 비교
	(2) 열중성자 산란단면적 비교

	마. ICSBEP 벤치마크 문제 시뮬레이션 결과
	(1) ENDF/B-VII.1 및 ENDF/B-VIII.0의 D2O 산란단면적 벤치마크 계산결과 비교
	(2)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D2O 산란단면적 벤치마크 계산결과 비교

	바. 결론

	4. 웹기반 핵데이터 라이브러리 공급/서비스
	가. ACE 라이브러리
	나. 다군정수 및 핵구조 라이브러리

	5. 핵데이터 이용 기술 지원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1. 텅스텐 저가 및 중고가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수집 및 계산
	가. W45+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자료 계산
	나. W20+ 이온의 전자 충돌 재결합 단면적 자료 계산

	2. CR model을 이용한 핵융합용 원자자료(He) 평가법 구축
	가. 원자-전자 충돌 단면적을 이용한 He CR(Collisional-radiative) model 구성
	나. 방사포획효과(radiation trapping effect)가 고려된 He CR-model
	다. He CR-model을 이용한 플라즈마의 전자온도 및 전자밀도의 진단 및 평가

	3. 웹 기반 원자자료 및 분광 모델링 공급/서비스 체계 업그레이드
	가. 원자 충돌 반응 단면적 자료의 웹에서의 Graphical Plot
	나. CR-model 웹기반 실행서비스 체계 구축

	4. 원자/분자 충돌단면적 Data 평가용 플라즈마 발생장치, 분광 및 랑뮤어 탐침 측정계 구축
	가. 플라즈마 발생장치
	나. 분광 측정 시스템
	다. 랑뮤어 탐침 측정계

	5. 플라즈마 분광 데이터 해석을 위한 Ar 충돌복사 모델 개발
	가. Ar 분광 데이터
	나. Ar 충돌복사 모델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1. 전자가속기 기반 고속중성자원 측정설비 구축
	가. nTOF 시설 건축
	나. nTOF 시설 차폐해석
	다. nTOF 시설의 예상 성능 평가
	라. 중성자발생장치 제작

	2. 국내외 시설 이용 핵반응 단면적 측정
	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이용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1) Y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2) Zr의 양성자 유도 핵반응 단면적 측정

	나. EC-JRC-IRMM의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및 분석
	(1) TOF 시설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 실험
	(2) GELINA 이용 측정 자료의 EXFOR 등재를 위한 분석

	다. HIMAC 중이온가속기 이용 중성자 측정실험
	(1) 실험 개요
	(2) 협력 기반 구축 및 실험 계획
	(3) 실험 방법 및 결과
	(4) 측정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국제 원자/핵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제2절 핵반응 Data 평가 및 기술 개발
	제3절 핵단면적/공분산 자료 검증 체계 구축 및 군정수 생산
	제4절 원자/분자충돌 단면적 Data 생산 및 검증
	제5절 측정설비 구축 및 핵반응자료 측정

	제6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