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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 McCARD/CAD에 핵융합로

중성자 해석에 필요한 기능모듈인 진공영역 처리 모듈과 격자 탤리

모듈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진공영역 처리 모듈은 모사하려는 입자가

진공영역에 위치하거나 단위 셀에서 진공영역으로 이동할 때, 입자가

진공영역을 통과하여 도달할 다음 셀을 검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격자 탤리 모듈은 격자영역의 평균 중성자속 및 출력 계산을 충돌

예측법(Collision estimator)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cCARD/CAD의 격자 탤리 계산에 필요한 격자 정보는 Gmsh 격자

생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격자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격자 탤리 계산

결과의 가시화를 위해 McCARD/CAD VisIt 가시화 프로그램의

입력파일을 작성하도록 구현하였다.

새로이 구축된 McCARD/CAD의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KSTAR 연구용 핵융합로 문제를 해석하고 기존 몬태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인 McCARD와 비교하였다. KSTAR 내부의 PFC, 

VV, TFC 영역에 대한 1군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한 결과 새로 구축한

수송해석체계와 McCARD의 계산 결과가 신뢰구간 내에서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소모된 전산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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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모된 전산시간에 비해 약 57% 정도 더

소요되었다. 하지만 KSTAR 내부의 진공영역을 입력으로 모사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진공영역 처리 모듈, 격자   

탤리 모듈, McCARD/CAD

학번 : 2013-23181



iii

목 차

초     록 ................................................................................................i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내용............................................................................... 5

제  2  장 McCARD/CAD에 추가된 모듈............................................... 6

제 1 절 거리 계산 모듈...................................................................... 7

제 2 절 진공영역 처리 모듈............................................................... 9

제 3 절 격자 탤리 모듈.................................................................... 13

제  3  장 McCARD/CAD 광자 수송해석 체계.................................... 18

제 1 절 중성자 모사과정에서의 광자 생성 모듈군.......................... 20

제 2 절 McCARD 광자 수송모사 모듈군........................................ 25

제 3 절 광자 수송해석능 검증계산 .................................................. 39

제  4  장 KSTAR 해석 결과 ............................................................... 48

제  5  장 결 론 ..................................................................................... 61



iv

표 목차

표 3.1 광자의 핵반응 및 산란반응의 종류............................................. 30

표 3.2 RFNC-ph 벤치마크 문제에서 구조물의 조성 및 질량 밀도..... 41

표 3.3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계산결과 (알루미늄, 티타

늄, 철)........................................................................................ 46

표 3.4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계산결과 (구리, 지르코늄, 납)

................................................................................................... 47

표 4.1 KSTAR 문제 계산에 소모된 전산 시간 ..................................... 60



v

그림 목차

그림 2.1 McCARD/CAD의 DTS 모듈 모식도......................................... 8

그림 2.2 McCARD/CAD의 진공영역 처리 모듈 모식도........................ 12

그림 2.3 McCARD/CAD 의 격자 탤리 모듈.......................................... 14

그림 3.1 McCARD 광자 생성반응 흐름도 ............................................. 21

그림 3.2 McCARD 광자 수송 흐름도..................................................... 26

그림 3.3 광자의 비간섭성 산란반응....................................................... 31

그림 3.4 비간섭성 산란반응 이후 광자의 산란방향분포 ....................... 34

그림 3.5 광전효과로 인한 형광 광자의 방출 과정 ................................ 38

그림 3.6 RFNC-ph 모형........................................................................ 40

그림 3.7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알루미늄 조성)......... 42

그림 3.8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티타늄 조성) ............... 42

그림 3.9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철 조성)...................... 43

그림 3.10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구리 조성) ................ 43

그림 3.11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지르코늄 조성).......... 44

그림 3.12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납 조성).................... 44

그림 3.13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 238U 조성)................ 45

그림 4.1 KSTAR 연구용 핵융합로에 대한 CAD 모형의 단면 ............. 49

그림 4.2 KSTAR 내부의 중성자원 분포................................................ 50

그림 4.3 KSTAR PFC 영역의 단면도.................................................... 53

그림 4.4 KSTAR P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54

그림 4.5 KSTAR VV 영역의 단면도...................................................... 55

그림 4.6 KSTAR VV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56



vi

그림 4.7 KSTAR TFC 영역의 단면도 ................................................... 57

그림 4.8 KSTAR T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 58

그림 4.9 KSTAR T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격자 탤리 추이............. 60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방법은 연속에너지 핵반응 단면적을

사용하며, 입자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정밀한 3차원의

기하학적 형상을 가진 문제를 아무런 근사 없이 해석할 수 있다. 가속기

또는 핵융합로와 같이 복잡한 구조물을 기하학적인 근사 없이 결정론적

방법론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속기 또는 핵융합로에 대한

노물리 변수를 얻기 위해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 사용자가 핵융합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핵융합로의 구조 형상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해야만

했었다. 텍스트 입력 체계의 몬테칼로 코드는 경계 묘사 모델링(B-rep 

modeling)방법으로 셀의 기하학적 구조를 처리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셀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해당 셀을 구성하는 평면들로 이루어진

논리식을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셀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셀을 정의하기 위한 평면의 수와 평면에 대한 논리연산자의

개수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셀을 정의하는 논리식이 길고 복잡해진다. 

셀을 정의하는 논리식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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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기 난해해지며, 때로는 사용자가 논리식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계산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사용자가 복잡한 구조물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와 컴퓨터 이용

설계(CAD)를 결합하는 해석체계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텍스트 입력

체계의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모사하려는 대상의 기하학적 구조를 텍스트 파일로 직접 작성해야

했다면,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는 CAD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코드

사용자가 해석하려는 대상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현재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 코드의 해석 체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두 가지 개발 방향 중 하나는 해석 체계는

CAD 데이터를 텍스트 입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CAD 파일을 읽어 구조물의 형상 정보를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의 입력을 자동으로 작성하면, 사용자는

작성된 입력을 통해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해석 체계에는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가 CAD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에 코드가 사용되는 방법 그대로 텍스트 입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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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McCad [1], MCAM [2], GEOMIT [3] 코드가 현재 첫 번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의 세 코드는 CAD 데이터를 이용하여

MCNP[4]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한다.

위에서 언급한 개발 방향은 기존의 텍스트 입력 체계의 몬테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CAD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상 처리 모듈과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가 사용하는 형상

처리 모듈의 차이로 인해 CAD 데이터에 구현된 형상을 완벽하게

변환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용 몬테칼로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계 모사 모델링 방법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면에

대해서만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수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면을 포함할 경우 해당 면에 대해서는 텍스트 기반

입력으로 생산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차곡면 또는 원환면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CAD 데이터를 텍스트 입력으로 변환시켜주는 해석 체계 이외에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코드에 CAD 커널을 추가하는 해석 체계 또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체계에 CAD 

커널을 추가함으로써 몬테칼로 코드가 CAD 데이터를 직접 읽고 처리할

수 있다. . MCNP-BRL [4], DAGMC [5], OiNC [6], 그리고

McCARD/CAD[7]가 두 번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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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코드는 CAD 파일에 구현된 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오목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자 수송해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형상이 복잡하거나 오목 형상을 가지고

있는 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 작성자가 셀을 볼록 구조로 나누어

구현하거나 논리식에 ‘OR’ 논리연산자를 사용하여 구현해야 했다. 

셀을 나누거나 ‘OR’연산자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입력 작성자의 입력

작성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CAD 기반 몬테칼로 코드가 형상이

복잡하거나 오목 형상을 가진 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작성자의

입력 작성 논리를 대체할 기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코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듈도 구현되어야 한다. 몬테칼로 코드로

핵융합로를 해석할 때 사용자가 CAD 파일로 구현하기 어려운

진공영역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진공영역 처리 모듈이나, 셀을 자동으로

나누어 탤리하는 격자 탤리 모듈이 이러한 모듈에 속한다. 두 모듈은

사용자가 복잡한 셀을 CAD 파일로 구현하거나 CAD 파일에 구현된

단위셀을 잘개 나누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이는 CAD 기반 몬테칼로

코드의 주요 목적인 사용자 편의성에 부합한다.



5

제 2 절 연구 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코드로 핵융합로를

해석할 때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진공영역 처리 모듈과 격자

탤리 모듈을 McCARD/CAD에 구현하고, 추가로 KSTAR 구조물의 방사

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McCARD의 광자 수송해석체계를 정비하였다. 

구현된 기능을 사용하여 KSTAR 연구용 핵융합로 모형에 대해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인

McCARD와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 코드인 McCARD/CAD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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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McCARD/CAD에 추가된 모듈

기존의 McCARD/CAD는 복잡한 구조물 해석을 위해 오목한 구조를

가진 셀을 면으로 구분하여 볼록한 구조를 가진 셀의 집합체로

변환시키는 셀 나눔 모듈이 구현되어 있었다. 하지만 셀 나눔

모듈만으로는 핵융합로 내부에서 구조가 복잡하여 사용자가 직접 CAD로

구현하기 힘든 진공영역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셀 나눔 모듈이

구현된 기존의 McCARD/CAD로도 핵융합로 중성자 해석이 가능했지만, 

핵융합로 해석에 필요한 편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핵융합로 중성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공 구조물을 CAD 파일로

직접 구현하고 CAD로 구현된 셀을 직접 나누어주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번 장에서는 핵융합로 중성자 해석을 위해 McCARD/CAD에

추가로 구축한 중성자 해석에 필요한 기능모듈인 진공영역 처리 모듈과

격자 탤리 모듈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에서는 McCARD/CAD 에

구현되어 있는 거리 계산능에 대해 설명한다. McCARD/CAD 의 거리

계산능은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계산능이지만, 제 2 절에서는 설명한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계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 2 절에서는 핵융합로 내부의 진공 구조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듈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절에서는 McCARD/CAD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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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리 모듈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거리 계산 모듈

이번 연구는 핵융합로 해석을 위해 McCARD/CAD에 추가적으로

구현된 기능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 McCARD/CAD의 주요

모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다만, 제 2 절에서 소개할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cCARD/CAD의 면과 점 사이의

거리계산 모듈(DTS 모듈)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DTS 모듈에

대한 설명은 이번 논문에 추가하였다.

DTS 모듈은 모사하려는 입자가 이동할 때 해당 입자가 현재

속해있는 셀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입자의 충돌 거리(DTC, distance to collision)가 입자와 셀

면과의 최소 거리(mDTS, minimum distance to surface) 보다 짧을

경우 해당 입자는 셀 내부에 계속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입자의 충돌 거리가 입자와 셀 면과의 최소 거리보다 길 경우 해당

입자는 셀 경계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자의

운동거리는 충돌 거리와 셀 평면과의 최소거리 중 짧은 거리로 선택한다.

그림 (2.1)은 McCARD/CAD 의 DTS 모듈 알고리즘에 대한

그림이다. 대상 면이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용이한 평면, 이차 곡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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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면인 경우 McCARD/CAD는 기존의 몬테칼로 코드가 사용하는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와 B-rep(Boundary 

representation) 모델링 방법으로 DTS 계산을 수행한다. 기존의

방법론으로 DTS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의 형태와 면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CAD 파일에서 읽어 들여 surface class에 저장한 다음, 

거리 계산을 수행해야 할 때 surface class에 저장된 값에서 매개변수

값을 호출한다. 만약, rotation, 또는 B-spline과 같이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면에 대해 거리 계산을 수행할 경우, McCARD/CAD는

OpenCascade[8]의 CAD 커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함수를 사용하여 DTS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2.1 McCARD/CAD의 DTS 모듈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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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공영역 처리 모듈

핵융합로 내부의 진공실 영역을 몬테칼로 코드의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진공실과 맞닿아

있는 플라즈마 대면 장치(PFC, plasma facing component)의 복잡한

구조 형상으로 인해 진공실 영역을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PFC에는 많은 수의 디버터 타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몬테칼로 입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타일 하나하나가 가지는 면을

구현해야 한다. 

핵융합로 내부의 진공실 영역을 몬테칼로 코드의 텍스트 입력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진공실이 오목 구조(concave 

geometry)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코드는

볼록 구조(convex geometry)에 대해서만 전산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PFC 영역과 진공 용기(VV, vacuum vessel)으로 인해 발생한

오목 구조를 나누어서 볼록 구조물의 집합체로 변환 시켜야 한다. 

코드 사용자가 핵융합로 내부의 진공영역을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McCARD/CAD에 진공영역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진공영역 처리 모듈이 추가되었다. McCARD/CAD 의 진공영역 처리

모듈은 사용자가 CAD 파일에 진공영역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면, 해당

영역을 자동적으로 진공영역으로 처리한다. CAD 데이터에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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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누락이 된 영역을 자동적으로 진공영역으로 채워놓기 때문에, 

사용자는 진공영역을 일일이 CAD 데이터로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

진공영역 처리 모듈은 초기 중성자원이 진공영역에 위치하거나

모사하려는 입자가 진공영역으로 이동할 때 동작한다. InOut 함수를 통해

모사하는 입자가 다음 영역으로 이동할 셀을 찾지 못하면

McCARD/CAD는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통해 입자가 진공영역 너머로

이동할 셀을 찾는다.

McCARD/CAD 에 구현한 진공영역 처리 모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DTS 모듈을 사용하여 모사하려는 입자와 모든 면에

대해 거리 계산을 수행한다. 거리 계산 결과값이 음수 또는 0인 면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거리 계산 결과값이 양수인 면은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시작할 때 만든 Cell Search List 에 저장한다.

그 다음으로, Cell Search List에 저장된 면을 거리 계산 결과값에

따라 오름차순 순서로 정렬하다. 모사하려는 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면일수록 해당 면으로 입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ell Search 

List를 거리 계산 값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작업을 진공영역

처리 모듈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Cell Search List에 저장된 면과 입자의 이동선(track 

line)의 교점을 포함하는 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InOut 함수를

수행한다. 교점을 포함하는 셀이 존재하면 모사하는 입자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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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으로 이동시킨 다음 일반적인 입자 모사 체계를 수행한다. 만약

교점을 포함하는 셀이 존재하지 않으면 Cell Search List에 저장된 다음

면에 대해 위의 방법대로 InOut 함수를 수행한다.

그림 (2.2)는 McCARD/CAD 의 진공영역 처리 모듈은 나타낸

모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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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cCARD/CAD의 진공영역 처리 모듈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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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격자 탤리 모듈

중성자속, 열출력 등의 노물리 변수에 대한 탤리 계산은 단위 셀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탤리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

셀의 중성자속, 열출력 분포를 탤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 셀을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 입력에서 정의된 단위 셀을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단위 셀을

나누어 여러 개의 셀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에 정의된 단위 셀을

사용자가 직접 나누어 여러 개의 셀로 변환시킨 다음, 나누어진 여러

셀에 대해 탤리 계산을 수행하면 기존의 단위 셀의 중성자속, 열출력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셀을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몬테칼로

입자수송해석 코드에서 제공하는 셀 구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에 셀 구분 조건을 입력하면 몬테칼로 코드는 입력

조건에 따라 셀을 자동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McCARD에 단위 셀을 자동으로 나누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cCARD 사용자는 셀을 구분하기 위해 셀을 직접 나누어야

하지만, 사용자는 McCARD에 내장된 파이썬(Python) 스크립터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단위 셀을 보다 쉽게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이썬 스크립터 입력 기능은 CAD 데이터를 처리하기 못하기 때문에, 

McCARD/CAD 사용자가 단위 셀을 구분하여 정의하려면 CAD 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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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구조물을 직접 나누어야 한다.

McCARD/CAD 사용자가 단위 셀을 직접 나누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McCARD/CAD에 격자 탤리 모듈이 추가되었다. 

McCARD/CAD의 격자 탤리 모듈은 격자 생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격자 정보를 읽은 다음 격자 영역에 대한 탤리 계산을 수행한 다음 탤리

계산 결과를 가시화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3)은 McCARD/CAD 의 격자 탤리 모듈을 나타낸 모식도

이다. 그림 (2.3)과 같이 McCARD/CAD 의 격자 탤리 모듈은 입력

단계, 계산 단계, 출력 단계로 구분된다. 입력 단계에서

McCARD/CAD는 격자 생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격자 정보와 사용자가

작성한 격자 탤리 조건을 읽는다. 그 다음, 계산 단계에서

McCARD/CAD는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격자 탤리 계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출력 단계에서 McCARD/CAD는 격자 탤리 계산 결과를

가시화 프로그램의 입력 파일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2.3 McCARD/CAD 의 격자 탤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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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McCARD/CAD 의 격자 탤리 모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McCARD/CAD 

격자 정보 입력 및 격자 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제 2절에서는

McCARD/CAD가 격자 탤리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탤리 계산결과 출력 대해 설명한다.

제 1 항 격자 정보 입력

McCARD/CAD는 격자 탤리 계산에 필요한 구조물 격자 정보를

MSH ASCII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부터 가져온다. MSH ASCII 형식은

Gmsh[9] 격자 생성 프로그램의 격자 정보 포맷이다. 사용자가

McCARD/CAD에 격자 정보를 입력하려면 격자 생성 프로그램에 CAD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격자 생성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격자 정보를

MSH ASCII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는 격자 정보는 격자의 모양, 격자를 구성하는 점의 위치, 격자가

속해있는 셀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McCARD/CAD는 입력으로 제공되는 격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격자가 어느 셀에 속해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격자를 포함하는 단위 셀

클래스에 격자 정보를 저장한다. 격자의 부피는 입력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격자 부피 값은 McCARD/CAD가 계산하여 단위 셀 클래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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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제 2 항 격자 탤리 계산

McCARD/CAD는 충돌 예측법(Collision estimator)을 사용하여

격자의 평균 중성자속 및 출력 계산을 수행한다. 충돌 예측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돌 반응이 일어난 위치를 포함하는 격자를 찾아야 한다. 

McCARD/CAD는 격자를 구성하는 격자 점을 이용하여 충돌 반응이

일어난 격자를 찾는다.

McCARD/CAD에서 격자의 평균 중성자속은 식 (2.1)와 같이

계산된다.

1

( )
i

i C t iW E

w
f

Î

=
S

å                  (2.1)

여기서 W는 몬테칼로 계산에 사용되는 중성자원 가중치의 총 합을, C는

격자 내부에서 발생한 충돌 반응을, iw 는 충돌 반응 i 에서 충돌한 중성

자가 갖는 가중치를, iE 는 충돌 반응 i 에서 충돌한 중성자가 갖는 에너

지를, ( )t iES 는 충돌 반응 i 에서 iE 에 대한 거시적 핵반응 단면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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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격자 탤리 계산결과 출력

McCARD/CAD는 격자 탤리 계산결과를 VisIt[10] 가시화

프로그램의 텍스트 입력으로 제공한다. McCARD/CAD가 작성한 VisIt 

입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가시화된 격자 탤리 결과를 VisIt으로 확인할

수 있다. VisIt으로는 탤리 결과값과 탤리 결과값의 상대표준편차를

동시에 가시화 하는 기능이 없어서 McCARD/CAD가 작성하는 VisIt 

입력파일에 탤리 결과값의 상대표준편차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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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cCARD/CAD 광자 수송해석 체계

핵융합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은 중수소-중수소(D-

D)반응, 중수소-삼중수소(D-T)반응, 중수소-헬륨3(D-He3)반응, 

양성자-붕소(p-B11)반응이 있다. 네 가지 핵융합 반응 중에서 반응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D-D반응과 D-T반응이 핵융합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D-D반응과 D-

T 반응은 고 에너지의 중성자를 발생시키며, 고 에너지의 중성자는

핵융합로 내부의 구조재료를 조사손상 및 방사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핵융합로 내부의 구조물은 조사손상 및 방사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재료의 조사손상 및 방사화는 설계 초기에 목표했던 재료의 특성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핵융합로가 운전되는 동안 핵융합로 내부 구조물의

조사손상 및 방사화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핵융합로

내부 구조물에 대한 조사손상 및 방사화 정도를 전산모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핵융합로에 대한 중성자 해석뿐 아니라 핵융합로에 대한 광자

해석 또한 요구되는데, 이는 광자 또한 재료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손상 계산에 선행되어야 할 광자

수송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McCARD, McCARD/CAD에 광자

수송해석 모듈군을 재구축 하였다.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코드를 이용하여 핵융합로 내부 구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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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손상 및 방사화 계산

재료의 조사손상은 고 에너지의 중성자 핵융합로 내부 구조물에

대한 조사손상 및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와 광자에

대한 수송해석 요구된다. 재료의 조사손상은

이번 장에서는 McCARD, McCARD/CAD의 광자 수송해석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McCARD, McCARD/CAD에서

중성자의 핵반응으로 발생하는 광자의 위치, 에너지, 방향을 결정하는

모듈군에 대해 소개한다. 제 2절에서는 광자가 이동하면서 핵반응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을 모사하는 광자 수송모사 모듈군에 대해

소개한다. 제 3절에서는 구축된 광자 수송해석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RFNC-ph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 검증 문제를 해석하고 다른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코드인 MCNP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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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중성자 모사과정에서의 광자 생성 모듈군

McCARD/CAD의 광자 생성과정은 개별적인 중성자 모사과정 중에

이루어진다. 중성자가 충돌할 핵종이 결정되고 중성자가 일으키는

핵반응의 종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광자 생성과정이 모사되고 그

이후에 중성자 모사과정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광자 생성과정에서는

중성자가 충돌한 핵종을 대상으로 생산된 광자의 가중치와 개 수, 

에너지와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광자에 대한 자료는 스택형

자료구조(Bank 객체)에 저장된다. 광자에 대한 정보는 위치, 에너지, 

방향, 가중치로 구성된다.

중성자 모사과정에서 생성되는 광자는 중성자가 핵반응을 일으키는

핵종과 광자 생성 반응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McCARD는 생성되는

광자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NJOY[11]의 ACER 모듈을 통해

출력되는 연속에너지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McCARD/CAD에서 광자 생성반응을 모사하는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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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cCARD 광자 생성반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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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광자의 가중치와 개수 결정

McCARD/CAD는 광자의 생성 반응을 결정하기 전 먼저 광자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생산된 광자의 가중치는 식 (3.1)과 같이 중성자의

핵 반응단면적과 광자 생산단면적의 비율로 결정된다.

( )

( )

n

n

T n

E
W W

E

g
g

s

s
=                       (3.1)

여기서 Wg 는 핵반응으로 발생하는 광자의 가중치를, nW 는 핵반응을 일

으키는 중성자의 가중치를, nE 는 핵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 )nEgs 과 ( )T nEs 은 각각 광자 생산단면적과 중성자 핵반응단면적을 의

미한다.

광자 생산단면적은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의 GPD 블록

데이터를 통해 결정된다. GPD 블록 데이터에는 입사중성자의 에너지에

따른 광자 생산단면적이 데이터 테이블 표를 통해 주어진다.

광자의 가중치 계산이 광자 생성반응 모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식 (3.1)으로 생성되는 광자의 가중치 중에서

평균 광자 가중치보다 매우 큰 광자 가중치로 인해 광자와 관련된 계산

값의 표준편차 값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생산된 광자의 가중치가 McCARD/CAD에서 허용하는 가중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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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경우 해당 광자의 가중치에 대해 아무런 분산감소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생산된 광자의 가중치가 허용가중치 최댓값보다 크면

분할법을 사용하여 광자의 가중치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해당 광자의

정보를 스택형 자료구조에 두 번 저장한다. 생산된 광자의 가중치가 최소

허용가중치보다 작으면 러시안 룰렛에 의해 확률적으로 해당 광자를

모사 여부를 결정한다. 러시안 룰렛 과정에서 살아남은 광자의 가중치는

1/(러시안 룰렛에서 살아남을 확률)만큼 가중치가 곱해지고, 러시안

룰렛에서 살아남지 못한 광자는 모사되지 않는다. McCARD/CAD는

허용가중치 최댓값은 5.0, 허용가중치 최소값은 0.1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 2 항 광자 생성 반응 종류 결정

광자를 생성하는 핵반응의 종류는 식 (3.2)와 같이 난수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McCARD/CAD의 광자 생성 과정에서 광자를

생산하는 핵반응의 종류는 중성자의 흡수 반응 및 핵분열 반응을 포함한

모든 광자 생성반응을 고려하기 때문에, 광자 생성반응을 고려하기 전

먼저 모사되는 중성자가 일으키는 핵반응의 종류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광자 생성 반응 종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난수로 인해 확률적으로

계산된다.

1

1 1 1

n N n

i i i
i i i

s x s s
-

= = =

< <å å 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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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는 [0, 1) 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를, N 은 광자 생성반응의 총

개수를, is 는 i 번째 광자 생성반응에 대한 핵반응단면적을 의미한다.

McCARD는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의 SIGP 블록 데이터를

각각의 광자 생성반응에 대한 핵반응단면적 값으로 사용한다. SIGP 블록

데이터는 MFTYPE 에 따라 특정 반응의 핵반응단면적에 대한 비율

값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에너지 구간에서의 핵반응단면적 테이블

형식으로 주어진다.

제 3 항 광자 에너지 및 방향 결정

광자를 생성하는 핵반응의 종류가 결정되면, 결정된 핵반응의 단면적

자료에 의해서 광자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광자의 에너지는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의 DLWP 

블록 데이터를 통해 결정된다. DLWP 블록 데이터에는 각각의 반응

종류에 따른 에너지 분포를 테이블 스펙트럼 분포 또는 이산 분포

형식으로 제공한다.

광자의 방향은 중성자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의 ANDP 블록

데이터를 통해 결정된다. ANDP 블록 데이터에서는 광자 방향의 등방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 광자의 방향이 등방성이 아닐 경우 32개의 등간격

코사인 표를 통해 광자의 방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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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cCARD 광자 수송모사 모듈군

McCARD/CAD에서 광자를 모사하는 과정은 그림 (3.2)와 같다. 

McCARD/CAD의 광자 수송해석은 중성자 수송해석 이후에 이루어진다. 

McCARD/CAD가 중성자 수송해석을 완료하면 스택형 자료구조에

저장된 광자의 위치, 에너지, 방향, 가중치 정보를 읽는다. 그 다음, 

McCARD/CAD는 광자 정보를 통해 광자의 운동거리와 광자와 반응할

핵종을 난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광자와 반응할 핵종의 핵반응단면적

값을 이용하여 광자의 반응 종류를 난수로 결정한 다음, 반응 종류 따라

광자의 모사 여부를 결정하고, 모사하려는 광자가 소멸되지 않으면 충돌

이후 광자의 방향 및 에너지를 결정한다. McCARD/CAD는 모사중인

광자가 소멸 반응을 일으키거나 시스템 바깥쪽으로 나가면 스택형

자료구조에 있는 다른 광자에 대해 모사를 진행하며, 스택형

자료구조에서 불러올 광자 정보가 없으면 광자 수송해석 전산모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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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McCARD 광자 수송 흐름도



27

제 1 항 광자 운동거리 결정

광자의 운동거리는 충돌 거리(distance to collision)와 셀 평면과의

최소거리(minimum distance to surface) 중 짧은 거리를 선택한다. 이

중에서 충돌 거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광자의 충돌 거리광자의 거리 l 과 거리 l dl+ 사이에서 핵반응이

발생할 확률 ( )p l 은 식 (3.3)과 같다.

( ) t l

tp l dl e dl-S= S (3.3)

여기서 x 는 [0, 1) 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를, tS 는 광자의 거시적 핵반

응단면적을 의미한다.

식 (3.3)의 확률분포함수을 적분하여 누적 확률분포함수를 구한 후

역변환을 수행하면 충돌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난수로 인해 결정되는

충돌 거리는 식 (3.4)와 같다.

1
ln(1 )

t

l x= -
S

(3.4)

셀 평면과의 최소 거리는 셀을 구성하는 평면에 대해서 셀에 있는

모든 면에 대해 평면과의 거리를 계산한 후 최소 거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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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의 운동거리는 충돌 거리와 셀 평면과의 최소 거리 중 짧은 거리로

선택된다. 만약 평면과의 최소 거리가 충돌거리보다 짧다면 중성자는

평면까지 이동한 후 중성자가 속한 단위 셀을 현재 셀에서 인접한 다른

셀로 바꿔 다시 광자 운동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충돌 거리가

평면과의 최소 거리보다 짧다면 다음 단계로 광자와 핵종의 충돌과정을

모사한다.

제 2 항 광자와 충돌할 핵종 결정

McCARD/CAD는 광자가 핵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이동할 거리가

결정되면 광자와 충돌하는 핵종을 결정한다. 셀을 구성하는 핵종의

핵반응단면적을 확률분포함수로 변환시킨 다음, 확률분포함수를 역

변환시켜 광자와 반응할 핵종을 결정한다. 식 (3.5) 조건을 만족하는

핵종 i를 결정한다.

1

, , ,
1 1

k n k

t i t i t i
i i i

x
-

= =

S < S < Så å å (3.5)

여기서 x 는 [0, 1) 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를, n 은 단위 셀에 존재하는

핵종의 개수를, ,t iS 는 i 번째 핵종의 거시적 핵반응단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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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광자 반응 종류 결정

광자를 생성하는 핵반응의 종류는 식 (3.2)와 같이 난수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광자와 충돌하는 핵종을 결정한 다음 광자가 일으키는 핵반응의

종류를 결정한다. 식 (3.6)을 만족하는 핵반응의 종류가 결정되면, 반응

유형에 따라 광자의 산란각과 에너지를 결정하거나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광자의 에너지와 운동방향을 결정한다.

1

1

( ) ( ) ( )
i i

i tot i
i i

E E Eg g gs xs s
-

=

< <å å (3.6)

여기서 Eg 는 광자의 에너지를, x 는 [0, 1) 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를,

is 는 i번째 핵반응에 대한 핵반응단면적 값을, ts 는 전체 광자 핵반응

단면적을 의미한다.

광자의 핵반응 유형은 표 (3.1)과 같다. 표 (3.1)에 기술된 광자의

핵반응 중에서 NJOY 코드의 ACER 모듈을 통해 생산되는 광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는 간섭성 산란반응(Coherent scattering), 

비간섭성 산란반응(Incoherent scattering),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와 쌍생성 반응(pair production)만 고려하며, McCARD/CAD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핵반응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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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광자의 핵반응 및 산란반응의 종류[12]

Type of 

interaction
Absorption

Scattering

Interaction 

with:

Coherent 

(Elastic)

Incoherent 

(Inelastic)

Atomic electrons
Photoelectric 

effect

Coherent

(Thomson)

scattering

Incoherent 

(Compton) 

scattering

Nucleons

Photonuclear 

reaction,

photofission

etc.

Elastic nuclear 

scattering

Inelastic nuclear 

scattering

Electric field 

surrounding 

charged particle

pair production in 

nuclear field

pair production in 

electron field

nucleon-

antinucleon pair 

production

Mesons
Photomeso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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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간섭성 산란반응 (Incoherent Scattering)

비간섭성 산란반응은 광자와 궤도 전자에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탄성 충돌 과정이며, 비간섭성 산란반응으로 인해 광자는 더

낮은 에너지로 산란되며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반도전자가 생성된다. 

그림 3.3 광자의 비간섭성 산란반응

비간섭성 산란반응을 일으킨 광자의 방향 및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란각 q 를 결정해야 한다. 산란각 q 를 통해 산란된 광자의

방향 및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간섭성 산란반응에서

산란각 q 를 대한 미분단면적은 단일 전자에 대한 Klein-Nishina 

공식에 비간섭성 산란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주어진다. 먼저, Klein-

Nishina 공식은 식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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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0

1 1 (1 cos )
1 cos

2 1 (1 cos ) 1 (1 cos )

d
r

d

s a q
q

a q a q

é ùé ù -
= + +ê úê úW + - + -ë û ë û

(3.7)

여기서 d
d

s
W

는 광자의 미분 단면적을, 0r 는 전자의 반지름

( ~2.8179 fm)을, q는 광자의 산란각을, ts 는 전체 광자 핵반응단면적

을 의미한다.
2

0

E

m c

ga = 이며 여기서 Eg 는 광자의 에너지를, 0m 는 전

자의 정지질량을,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식 (3.7)을 단위 입체각 2 sind dp q qW = 에 따라 적분하면 식

(3.8)과 같이 Klein-Nishina 단면적
KN
cs 이 된다.

2
0 2 2

1 2(1 ) 1 1 1 3
2 ln(1 2 ) ln(1 2 )

1 2 2 (1 2 )
KN
C r

a a a
s p a a

a a a a a

ì ü+ + +é ù
= - + + + -í ýê ú+ +ë ûî þ

(3.8)

단일 전자에 대한 Klein-Nishina 공식은 광자와 자유전자와의

충돌반응인 콤프턴 산란 반응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식 (3.8)은

광자와 구속전자와의 충돌단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광자와

구속전자와의 충돌반응인 비간섭성 산란반응에 Klein-Nishina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Klein-Nishina 공식에 비간섭성 산란함수를 적용한다.

비간섭성 산란함수 ( , )S q Z 는 입사 광자가 원자번호 Z를 갖는 원자 내의

임의의 전자에게 recoil momentum q를 전달할 때, 원자가 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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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 될 확률을 의미한다. McCARD/CAD는 광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JINC 블록 데이터로부터 비간섭성 산란반응

인자를 가져온다. JINC 블록 데이터는 21개의 광자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주어지며, 21개의 광자 에너지에 속해있지 않은 비간섭성

산란함수 값은 해당 에너지의 양 끝에서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최종적으로, 비간섭성 산란반응에서 산란각 q 에 대한 미분단면적은

식 (3.9)와 같이 표현된다.

2 2 2
2 2
0

1 1 (1 cos )
1 cos ( ,Z)

2 1 (1 cos ) 1 (1 cos )
incohd

r S q
d

s a q
q

a q a q

é ùé ù -
= + +ê úê úW + - + -ë û ë û

(3.9)

비간섭성 산란반응 후 광자의 방향은 먼저 Klein-Nishina 단면적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Klein-Nishina 미분단면적에서 산란각 q

에 대한 누적 확률분포함수 함수를 구한 다음, 난수를 추출하여 산란각

q 를 결정한다. 그 다음, 결정된 방향은 비간섭성 산란함수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택되거나 거부된다. 추출된 난수 값이 산란함수 값보다

작을 경우 추출된 산란각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산란각 q

를 결정한다.

식 (3.9)의 미분단면적을 산란각 q 에 대한 누적 확률분포함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식 (3.9)를 근사식으로 변형시켜 누적

확률분포함수를 구한다. Klein-Nishina 단면적을 통해 일차적으로

광자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입사 광자의 에너지가 1.5MeV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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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Kahn[13]의 방법론을 사용 하고 1.5MeV보다 큰 경우에는

Koblinger[14]의 방법론을 사용한다[15]. 1.5MeV 를 기준으로

근사식을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는 입사 광자가 1.5 MeV 이상일 때에는

Koblinger의 방법론이 전산상으로 더 효율적이고, 반대로 입사 광자가

1.5 MeV 이하일 때에는 Kahn의 방법론이 전산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3.4 비간섭성 산란반응 이후 광자의 산란방향분포

비간섭성 산란반응 이후 광자의 산란각이 로 결정될 때, 산란된

광자의 에너지는 식 (3.10)과 같다.

'

2
0

1 (1 cos )

E
E

E

m c

g

g
g q

=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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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g 는 산란반응 이후의 광자의 에너지를, Eg 는 산란반응 이전

의 광자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q는 광자의 산란각을, 0m 는 전자의 정지

질량을,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나) 간섭성 산란반응(Coherent scattering)

간섭성 산란반응은 광자와 궤도 전자의 탄성 충돌이다. 간섭성

산란반응이 일어나면 입사광자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오직 방향만

바뀐다. 간섭성 산란반응을 일으킨 광자의 방향 및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란각 q 를 결정해야 한다. 간섭성 산란반응에서 산란각 q 에

대한 미분단면적은 식 (3.34)와 같이 톰슨 미분단면적에 간섭성

산란인자
2[ ( , )]F q Z 가 곱해진 형태로 주어진다. 

2 2 2
0

1
(1 cos )[ ( , Z)]

2
cohd

r F q
d

s
q= +

W
(3.11)

여기서 cohd
d

s
W

는 간섭성 산란반응의 미분 단면적을, 0r 는 전자의 반

지름을, q는 광자의 산란각을 의미한다.

간섭성 산란인자
2[ ( , )]F q Z 는 원자번호 Z를 갖는 원자 내의 임의의

전자에게 recoil momentum q 를 전달하되 에너지의 흡수는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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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확률을 의미한다. 간섭성 산란인자는 광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서 55개의 광자 에너지에 대한 표로 주어지며, 55개의 광자

에너지에 속해있지 않은 간섭성 산란인자 값은 해당 에너지의 양 끝에서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간섭성 산란반응 후 광자의 방향은 먼저 톰슨 단면적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톰슨 미분단면적을 산란각 q 에 대한 누적

확률분포함수를 만든 다음, 난수를 추출하여 산란각 q 를 결정한다. 그

다음, 결정된 방향은 간섭성 산란인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택되거나

거부된다. 추출된 난수 값이 산란인자 값보다 작을 경우 추출된 산란각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산란각 q를 결정한다.

다)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

광전효과는 입사한 광자의 에너지가 모두 궤도 전자에 전달되며

원자핵과의 속박에너지 에너지 이상을 전달받은 전자가 본래 궤도를

이탈하여 광전자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전자 공격자 점을 바깥쪽 궤도전자가 메우면서 형광 광자가

발생하게 된다. 

형광 광자는 일차형광 광자와 이차형광 광자로 나뉘는데, 일차형광

광자는 광전효과로 발생한 전자의 공격자 점을 외각전자가 전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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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자를 의미한다. 광전효과로 발생한 전자의 공격자

점을 외각전자가 전이하면서 해당 외각전자에 전자 공격자 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더 외각에 있는 전자가 전이하면서 발생하는 광자를

이차형광 광자로 부른다.

형광 광자의 에너지 및 생성되는 광자의 수는 광전효과가 발생한

핵종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반응 핵종의 원자번호가 11 이하일 때에

형광 광자의 에너지가 10KeV 이하이므로 해당 형광 광자에 대해서는

모사하지 않는다. 원자번호가 12와 30 사이일 때에는 에너지가 10KeV 

이상인 광자가 하나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자번호가 31 이상일 때에는

에너지가 10KeV 이상인 광자가 두 개 발생할 수 있다[16].

형광 광자의 생성 여부 및 형광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JFLO 데이터 블록을 사용한다. JFLO 데이터

블록에서 제공하는 형광 광자의 에너지와 해당 에너지의 형광 광자가

발생할 확률 값을 통해 일차 및 이차 형광 광자의 생성 여부와 에너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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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광전효과로 인한 형광 광자의 방출 과정

라) 쌍생성 반응(Pair production)

쌍생성 반응은 광자와 원자핵 또는 자유전자의 전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자와 양전자가 생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쌍생성

반응으로 발생한 양전자는 다시 전자와 쌍소멸 반응을 일으킨다. 쌍소멸

반응은 전자의 정지질량에너지에 해당하는 0.511MeV의 광자를 두 개

만들어낸다.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인해 쌍소멸 반응으로 발생하는 광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쌍생성 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쌍생성 반응으로 생성된

양전자와 전자에 대해서도 수송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전자의 평균

자유 행정 거리가 매우 낮으며 전자와 충돌 시 쌍소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McCARD 는 쌍생성 반응이 일어난 위치에서 바로 쌍소멸

반응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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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광자 수송해석능 검증계산

광자 수송 계산능을 검증하기 위해 RFNC-ph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

검증 문제[17]를 벤치마크 한 다음 계산 결과를 MCNP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RFNC-ph 검증 문제의 구성 요소는 그림 (3.6)과 같이

안쪽 반지름이 5.0 cm, 바깥쪽 반지름이 10 cm의 안 쪽이 비어있는

구이다. 검증 문제의 실험 목적은 구의 중심에서 14.0 MeV의 중성자

선윈이 발생하도록 설정하였을 때, 구의 외각을 빠져 나오는 광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이다. 검증 문제와는 다르게 구 외각으로 나가는

광자의 양 대신 구의 평균 중성자속을 구하는 계산을 수행하였다.

McCARD와 MCNP 계산에는 ENDF/B Ⅶ.0 의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와 ENDF/B Ⅵ.8의 광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 전산모사에는 100,000,000 개의 중성자원이 사용되었다. 표

(3.6)은 RFNC-ph의 조성비 및 핵종 질량밀도를 나타낸다.

McCARD와 MCNP의 광자선속 계산결과는 그림 (3.7)부터 그림

(3.13)으로 정리하였다. 계산 결과 McCARD와 MCNP 광자선속

계산결과의 상대표준편차는 0.5% 이하였으며, 계산 결과 그래프에 오차

바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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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RFNC-ph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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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RFNC-ph 벤치마크 문제에서 구조물의 조성 및 질량 밀도

구성 물질
질량 밀도

[ 3/g cm ]
동위원소 조성 비율

Al 2.69 27 Al 1.00

Ti 4.41

46Ti 0.08

47Ti 0.075

48Ti 0.737

49Ti 0.055

50Ti 0.053

Fe 7.34

54Fe 0.058

56Fe 0.917

57Fe 0.022

58Fe 0.003

Cu 8.16
63Cu 0.692

65Cu 0.308

Zr 6.46

90Zr 0.5146

91Zr 0.1123

92Zr 0.1711

94Zr 0.1740

96Zr 0.0280

Pb 10.67

204Pb 0.0148

206Pb 0.2410

207Pb 0.226

208Pb 0.523

U-238 18.4984 238U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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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알루미늄 조성)

그림 3.8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티타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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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철 조성)

그림 3.10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구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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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지르코늄 조성)

그림 3.12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납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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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 238U 조성)

7.0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광자선속 계산결과의

상대표준편차가 크게 3.0%까지 계산되었다. 7.0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선속의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 RFNC-ph 검증 문제에서

모사하는 중성자원의 수를 100,000,000 개로 늘린 다음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7.0MeV 이상의 광자에 대한 광자선속 계산 결과는 표

3.39와 표 3.40으로 정리하였다. 의 경우 10.0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존재하지 않아 계산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46

표 3.3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계산결과 (알루미늄, 티타늄, 철)

Al Ti Fe

Upper

Energy

[MeV]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8.0
51.021 10-´

(0.04%)

51.022 10-´
(0.04%)

68.492 10-´
(0.06%)

68.493 10-´
(0.06%)

69.797 10-´
(0.05%)

69.796 10-´
(0.05%)

9.0
51.192 10-´

(0.04%)

51.191 10-´
(0.04%)

67.580 10-´
(0.06%)

67.582 10-´
(0.06%)

69.462 10-´
(0.05%)

69.461 10-´
(0.05%)

10.0
65.743 10-´

(0.06%)

65.743 10-´
(0.06%)

63.173 10-´
(0.09%)

63.176 10-´
(0.09%)

64.424 10-´
(0.07%)

64.423 10-´
(0.07%)

11.0
62.469 10-´

(0.09%)

62.468 10-´
(0.09%)

61.454 10-´
(0.13%)

61.452 10-´
(0.13%)

61.169 10-´
(0.14%)

61.167 10-´
(0.14%)

12.0
75.007 10-´

(0.20%)

75.007 10-´
(0.20%)

73.811 10-´
(0.26%)

73.807 10-´
(0.26%)

75.112 10-´
(0.21%)

75.118 10-´
(0.21%)

13.0
71.088 10-´

(0.44%)

71.090 10-´
(0.44%)

82.688 10-´
(1.02%)

82.683 10-´
(1.03%)

74.851 10-´
(0.21%)

74.848 10-´
(0.21%)

14.0
82.945 10-´

(0.83%)

82.942 10-´
(0.83%)

81.005 10-´
(1.73%)

81.007 10-´
(1.70%)

73.264 10-´
(0.26%)

73.261 10-´
(0.25%)

20.0
71.762 10-´

(0.34%)

71.764 10-´
(0.34%)

81.859 10-´
(1.27%)

81.863 10-´
(1.28%)

71.272 10-´
(0.42%)

71.274 10-´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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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RFNC-ph 벤치마크 문제의 광자선속 계산결과 (구리, 지르코늄, 납)

Cu Zr Pb

Upper

Energy

[MeV]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McCARD
2[/ ]cm

(RSD)

MCNP
2[/ ]cm

(RSD)

8.0
63.358 10-´

(0.10%)

63.358 10-´
(0.10%)

62.283 10-´
(0.08%)

62.282 10-´
(0.08%)

81.798 10-´
(0.83%)

81.802 10-´
(0.83%)

9.0
63.347 10-´

(0.10%)

63.348 10-´
(0.10%)

61.490 10-´
(0.11%)

61.489 10-´
(0.11%)

81.284 10-´
(0.95%)

81.282 10-´
(0.95%)

10.0
75.822 10-´

(0.23%)

75.825 10-´
(0.23%)

74.904 10-´
(0.18%)

74.904 10-´
(0.18%)

98.221 10-´
(1.16%)

98.217 10-´
(1.15%)

11.0
74.396 10-´

(0.27%)

74.398 10-´
(0.27%)

71.456 10-´
(0.33%)

71.457 10-´
(0.33%)

96.975 10-´
(1.23%)

96.975 10-´
(1.25%)

12.0
73.794 10-´

(0.29%)

73.796 10-´
(0.29%)

85.544 10-´
(0.54%)

85.544 10-´
(0.54%)

97.627 10-´
(1.17%)

97.626 10-´
(1.17%)

13.0
72.245 10-´

(0.37%)

72.247 10-´
(0.37%)

81.875 10-´
(0.92%)

81.876 10-´
(0.92%)

99.606 10-´
(1.02%)

99.604 10-´
(1.02%)

14.0 - -
97.303 10-´

(1.47%)

97.305 10-´
(1.47%)

81.047 10-´
(0.96%)

81.045 10-´
(0.95%)

20.0 - -
83.532 10-´

(0.66%)

83.532 10-´
(0.67%)

81.972 10-´
(0.69%)

81.976 1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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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KSTAR 해석 결과

KSTAR에 대해 ENDF/B-VII. 0 기반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고정 선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KSTAR의 각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계산에 사용된 KSTAR의 CAD 모형은 그림 (4.1)과 같다. KSTAR 

CAD 입력에는 PFC(plasma facing component), VV(vacuum vessel), 

TFC(toroidal field coil), PFC(poloidal field coil) 이 구현되어 있다.

KSTAR 내부에 존재하는 중성자원은 모두 D-D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중성자원의 에너지는 Gaussian fusion 

energy spectrum[18] 이 사용되었다. 고정 선원 계산에는

1,000,000,000 개의 중성자원이 사용되었다. KSTAR 용기 내부의 초기

중성자원의 분포는 그림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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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KSTAR 연구용 핵융합로에 대한 CAD 모형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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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STAR 내부의 중성자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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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그림 (4.5), 그리고 그림 (4.7)은 각각 PFC 영역, VV 

영역, TFC 영역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다.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할 때

VV는 12개의 셀로, TFC는 10개의 셀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림 (4.4), 

그림 (4.6), 그리고 그림 (4.8)은 각각 PFC영역, VV영역, TFC영역의

중성자속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4.4), 그림 (4.6), 그리고

그림 (4.8)에서 가로 축은 KSTAR 내부의 중심 영역을 기준으로 구조물

셀과 xy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계산 결과 PFC 의 중성자속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약 0.01%, VV의 중성자속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약 0.02%, TFC 의 중성자속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0.05~0.1% 이다.

계산 결과, PFC 의 중성자속 분포는 중성자원과 가까운 셀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반면, VV 와 TFC는 KSTAR 외부

영역일수록 중성자속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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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림 4.3 KSTAR PFC 영역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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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tandard deviation: 0.01%

그림 4.4 KSTAR P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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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림 4.5 KSTAR VV 영역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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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tandard deviation: 0.02%

그림 4.6 KSTAR VV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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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림 4.7 KSTAR TFC 영역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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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standard deviation: 

그림 4.8 KSTAR T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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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는 격자 탤리 모듈로 얻은 TFC 의 의 중성자속 분포이다.

하나의TFC 에 대해서586개의 격자 구간으로 구분되었고 이 중에서

그림 (4.9)에는 총 128개의 격자 영역이 표시되었다. 격자 탤리 계산

결과 격자 탤리로 얻은 중성자속의 상대표준편차는 약 2.5%~10.5% 

이며, 그림 (4.9)에 각 격자 영역의 중성자속 값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생략되었다.

표 (4.1)은 McCARD/CAD 와 McCARD로 KSTAR 계산을

수행하였을 때 걸린 전산 소모시간이다.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한

McCARD/CAD의 KSTAR 입력에는 KSTAR 내부의 진공영역이

구현되어 있으며,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은 KSTAR 

입력에는 KSTAR의 내부 진공영역이 구현되어 있다. 표에서 언급된

입력 작성 시간은 논문 작성자가 입력을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전산 시간만 비교한다면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의

전산시간은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전산시간보다

약 57%가 더 소요되었다. 하지만, 진공영역이 구현된 KSTAR 입력을

작성하는 데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 것을 감안하면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했을 때 계산 결과값을 얻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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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KSTAR 문제 계산에 소모된 전산 시간

McCARD/CAD McCARD McCARD

진공영역 처리 모듈

적용 여부
적용 적용 미적용

전산 시간

(시간)
25.31 24.73 16.07

입력 작성 시간

(시간)
하루 하루 일주일 이상

그림 4.9 KSTAR TFC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격자 탤리 추이



61

제  5  장 결 론

McCARD/CAD에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추가하여 McCARD/CAD가

핵융합로 내부에 존재하는 진공영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격자

탤리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기존의 단위 셀을 나누지 않아도

자동으로 단위 셀 내부의 중성자속 분포 및 출력 분포를 계산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에 구축된 두 모듈을 McCARD/CAD

사용자가 핵융합로 중성자 해석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덜어주어 McCARD/CAD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새로이 구축한 McCARD/CAD CAD 기반 몬테칼로 코드로 KSTAR

연구용 토카막 문제에 대한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한 결과값이 수많은

벤치마크 문제를 풀어온 McCARD의 계산결과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계산 결과를 근거로 새로이 구축한

McCARD/CAD 계산능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 계산에 소요된 시간만 비교한다면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의 전산시간은 진공영역 처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전산시간보다 약 57%가 더 소요되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 형상을 가진 KSTAR에 대한 몬테칼로 코드 입력을

작성하는 데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 것을 감안하면 진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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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McCARD/CAD로 KSTAR 구조물에 대한 셀 평균중성자속 탤리

계산과 격자 탤리을 수행한 결과 두 계산 결과의 경향성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격자 탤리 계산능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KSTAR 문제에 대한 격자 탤리

계산결과 KSTAR 외곽 영역 구조물의 중성자속이 내부 영역 구조물의

중성자속보다 매우 높게 관측된 것을 확인하었다. 격자 탤리 계산결과

가장 높은 중성자속을 가진 격자 영역은 가장 낮은 중성자속을 가진

격자 영역에 비해 25.31배 높은 중성자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McCARD/CAD로 입자 수송해석계산을 수행할 때 초기 중성자원의

방향은 등방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초기 중성자원의 위치분포는

핵융합로 내부의 중성자속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KSTAR 내부의 구조가 KSTAR의 중성자속 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FC가 바깥쪽 영역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바깥쪽

영역에 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KSTAR 바깥쪽 영역은 안쪽 영역에

비해 중성자 차폐가 덜 되었음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McCARD/CAD의 광자 수송해석모듈을 정비하여 핵융합로

조사손상 및 방사화 계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광자 수송해석 체계를

확보하였다. 구축된 광자 수송해석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RFNC-ph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 검증 문제를 해석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MCN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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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두 계산결과값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검증계산을 토대로 McCARD/CAD의 광자

수송해석 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핵융합로 중성자속 해석에 필요한 핵융합로

중성자속 해석을 위한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비록

진공영역 처리 모듈의 효율성 향상, 격자 탤리 모듈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본 논문에서 구축한 CAD 기반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체계는 향후 핵융합로 노심해석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차후 검증 및 개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돠고, 방사선량 계산능과 삼중수소 증식률 계산능과 같이 핵융합로

운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구축될 경우 본 해석체계는

핵융합로 입자 수송해석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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