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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서 고차모드의 고유치와 고유함수는

핵분열 중성자원의 수렴을 가속하고, 탤리의 진분산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호텔링의 감차법은 핵분열 중성자원 분포에서 수반해를 이용하

여 저차모드를 제거함으로써 고차모드를 얻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몬테카를로 중성자 수송 계산에 적용

하는 데에 있어 고차모드와 저차모드의 점별 빼기연산이 불가능하

다는 점과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장애물로 제시되어 왔다.

최근 수반해의 물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민감도/불확도 분석이

나 원자로 동특성 변수들의 계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고차모드와 저차모드의 점별 빼기연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격

자별로 가중치를 평균하여 빼기연산을 수행하는 가중치 상쇄방법

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격자별 빼기연산은 공간 차분화에 대한 가

정이 필요하고 기본모드와 고차모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각각 수

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 상쇄가 필요 없는 몬테카를로 감차법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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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기본모드의 시뮬레

이션 중에 탤리 과정에서 가중치 상쇄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모

드의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일차 고유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새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차원 2군 문제를 통해 검증되었고, 기준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

고차모드 고유함수

호텔링의 감차법

가중치 상쇄

학 번 : 2016-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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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서 고차모드의 고유치와 고유함수는 핵분열

중정자원의 수렴을 가속화하고, 탤리의 진분산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누승법(power method)을 이용하여 고차모드를 구하기 위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ooth는 기존의 누승법을 수정하여 기

본모드와 일차모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MPM(Modified Power

Method) 방법을 제안하였다. Zhang은 Booth의 MPM 방법을 확장시켜

일차 이상의 고차모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연속 에너지

몬테카를로 계산에 적용하였다.

호텔링의 감차법은 핵분열 중성자원 분포에서 수반해를 이용하여 고

차모드에서 저차모드를 제거함으로써 고차모드를 얻는 방법으로 이전부

터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몬테카를로 중성자 수송 계산에

적용함에 있어 고차모드와 저차모드의 점별 빼기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장애

물로 제시되어 왔다.

최근 수반해의 물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

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민감도/불확도 분석이나 원자로 동

특성 변수들의 계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고차모드와 저차모

드의 점별 빼기연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격자별로 가중치를 평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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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빼기연산을 수행하는 가중치 상쇄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격자별

빼기연산은 공간 차분화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고 기본모드와 고차모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각각 수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중치 상쇄가 필요 없는 몬테카를로 감차법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기본모드의 시뮬레이션

중에 탤리 과정에서 가중치 상쇄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모드의 시뮬레

이션만으로도 일차모드의 고유함수 계산이 가능하다.

제 2 절 연구 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텔링의 감차

법 수식을 몬테카를로 입자 수송에 맞게 정리하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일차원 2군 문제

를 풀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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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개요

2장에서는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서 고차해 계산을 수행했던 선행

연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제 2절에서는 Booth의 MPM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절에서는 T. Yamamoto가 제안한 수반해 없이 몬테카를로 감차법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절에서는 T.

Yamamoto의 KDE(Kernel Density Estimator)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

명한다.

제 2 절 MPM(Modified Power Method)

핵분열 중성자원 S를 고유함수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면 식 2.1

과 같다.

 


      ⋯ (2.1)

좌변의 숫자 0은 반복계산을 수행하기 전 초기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고, 우변의 아래첨자의 숫자는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고윳값들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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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유함수들을 나타낸다. 식 2.1에 핵분열 연산자(fission operator) H

를 m번 곱해주면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H    ⋯ (2.2)

 
 

 
  ⋯

식 2.2 우변의 k는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고윳값이다.

MPM 방법은 임의의 변수 x를 이용하여 식 2.3과 같이 핵분열 중성

자속을 2개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2.3)

함수 와 는 각각 고유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로 식 2.4, 식 2.5과 같다.

 


 (2.4)

 


 (2.5)

식 2.4와 식 2.5를 식 2.3에 대입하면 식 2.6와 같이 고유함수에 대하

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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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식 2.6에 핵분열 연산자 H를 n번 곱하면 식 2.7과 같다.

H 


H 


 
 (2.7)

고유치의 크기는 고차일수록 작아지므로 식 2.7을 일차고유함수까지

근사하면 식 2.8과 같다.

H≈
 

  (2.8)

한편, 전체 영역 내의 임의의 영역 Q에서 지역 고유치 (local

eigenvalue)는 식 2.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H





H



H

(2.9)

식 2.9에서 는 영역 Q에서 정의되는 i번째 고유치이다. 이때 

이 i번째 고유함수라면 영역 Q와는 관계없이 모든 지역 고유치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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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치 (global eigenvalue) 와 같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영역을 두 개로 나눈 영역 , 에 대하여 식

2.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0)







 

  





 

  

식 2.10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11과 같다.







 

  



 

 







 













 

  



 

 







 







(2.11)



- 7 -

식 2.4와 식 2.5를 식 2.1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H


H




H


H

(2.12)






H


H




H


H

식 2.12를 x에 대하여 풀면 2개의 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2개의 근

을 각각 대입하면 기본모드와 일차모드의 고유치와 고유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 식 2.12의 2개의 해를 각각 ,이라 하면 고유함수 ,은

식 2.13과 같다.

   (2.13)

과 에 핵분열 연산자 H를 곱해가면서 고유치 , 과 고유함수

, 을 수렴시킨다.

이 방법은 2개의 초기 분포 와 을 라는 값을 이용하여 동시에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동시에 기본모드와 일차모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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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반해를 이용하지 않는 몬테카를로 감차법

T.Yamamoto는 전체영역을 두 개로 나눈 영역에서 얻어낸 각각의 일

차 고유함수를 이용하여 수반해를 이용하지 않고 고차모드에서 기본모드

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체영역을 두 개로 나눈 영역을 각각 , 라 하면 n번 반복계산

한 각 영역에서의 핵분열 중성자원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14)






  (2.15)






H  (2.16)






H  (2.17)

 은 n번째 반복계산 중의 핵분열 중성자원 분포이고 식 2.1과

같이 고유함수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일차고유함수

까지 근사하면 식 2.18과 같다.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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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역 ,에서의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비를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와 를 정의할 수 있다.

 











(2.19)

 











(2.20)

영역 에서의 기본모드와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각각 1로 정규화하

고 식 2.19와 식 2.20을 이용하여 식 2.14에서 식 2.17까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1)


 


 (2.22)


 

 
 (2.23)


 


 (2.24)

기본모드의 고윳값 와 각 영역에서의 기본모드 고유함수의 비 는

일반적인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을 통해 얻어낼 수 있으므로 이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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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면 식 2.21부터 식 2.24를 연립하면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25)

또한 식 2.22와 식 2.24를 이용하면 식 2.26과 같이 n번째 반복계산

중의 기본모드 고유함수의 크기(amplitude)를 나타내는 

을 구할 수

있다.


  






(2.26)

식 2.26을 이용하여 n+1 반복계산에서의 일차모드의 핵분열 중성자원

분포는 식 2.27과 같이 수반해를 이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다.


 H


 (2.27)

식 2.27에서 는 일차모드에서 기본모드를 얼마나 제거하는지를 결정

하는 인자로 가 1이라면 매 반복계산마다 일차모드에서 기본모드를 완

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식 2.27 우변의 빼기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차모드와 기본

모드의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한데, 위 방법에서는 영역별로 가중치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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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j번째 영역의 핵분열 중성자 선원의 개수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28)

와 는 각각 양과 음의 가중치에 의해 j번째 영역에서 생성된

핵분열 중성자원의 개수를 뜻한다. 이 때 가 양수이면 개의 입자는

+1의 가중치를 가지고 다음 반복계산에 사용되고, 가 음수이면 반대로

개의 입자가 –1의 가중치를 가지고 다음 반복계산에 사용된다. 이 때

i번째 반복계산에서 일차모드의 고유치는 식 2.29와 같이 주어진다.

  


(2.29)

다음 반복계산에 사용할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는 각 영역에서 균일

한 분포로 다시 샘플링한다. 이러한 영역별 가중치 상쇄는 그 정확도가

영역의 크기에 의지하게 되고, 핵분열 중성자원의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

린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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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커널밀도추정 (Kernel Density Estimator,

KDE) 방법

T. Yamamoto는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or, KDE) 방법

을 이용하여 영역별가중치 상쇄가 필요 없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커널밀도추정은 관측지점으로부터 확률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 적용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얻어낸 핵분

열 지점들로부터 연속함수의 형태로 확률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N개 입자의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를 각각 ,,⋯,이라 할 때

확률밀도함수를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28)

k는 식 2.29와 같이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로 대칭이

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단조감소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다.


∞

∞

   (2.29)

커널함수로 널리 사용되는 함수는 식 2.30과 같이 정의되는

Epanechnikov 커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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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커널밀도추정은 식 2.28과 같이 관측된 지점 를 중심으로 하는 커

널함수 가 개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h는 커널함수의 너비로 h가 너무 크면 추정의 세밀함이 떨어져

굴곡이 심한 분포에 대해 정확성이 떨어지며 h가 너무 작으면 오히려

추정된 분포의 굴곡이 원래의 분포보다 심해진다. 따라서 h값에 따라 추

정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추정의 정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제곱

오차(Mean Integrated Squared Error, MISE)를 사용하는데 이는 식

2.3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31)

E는 기댓값을 나타낸다. 이 때 식 2.31에 에 대한 테일러 전개

후 h의 고차 항을 제거하면 평균제곱오차를 점근적으로 근사한 점근평

균제곱오차(Asymptotic Mean Integrated Squared Error, AMISE)를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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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E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 2.32를 미분하여 0이 되게 하는 h를 구

하면 최적의 h값인 는 식 2.33와 같다.

  
 



″ 
  (2.33)

즉 커널함수 에 의해 h의 최적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커널함수로 표준편차가 인 Gaussian 커널을 사용하면

값은 아래와 같다.

    (2.3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가 정해지면, 커널

밀도추정을 이용하여 가중치의 상쇄를 수행하여 매 반복계산의 끝에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핵분열 선원 밀도함수를 만든다.

  (2.35)

이 때 와 는 식 2.36, 식 2.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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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2.37)

와 은 각각 가중치가 양수와 음수인 입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

중성자의 수를 뜻한다. 그리고 과 은 각각 가중치가 양수와 음

수인 입자로부터 생성된 n번째 핵분열 중성자의 위치를 뜻한다.

식 2.35을 이용하여 추정한 핵분열 선원 밀도함수로부터 다음 반복계

산의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를 샘플링하기 위해 리젝션 샘플링

(Rejection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 1) 의 최댓값보다 큰 max를 결정한다.
- 2) min, max 사이에서 임의의 값 을 샘플링한다.

- 3) 만약 max가 보다 작다면, max가 보

다 커질 때까지 max를 다시 결정하고 1)로 돌아간다.

- 4) 만약 ⋅max가 보다 작다면, 을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로 채택하고, 아니라면 기각한다. (는 0과 1

사이의 난수)

- 5) 목표로 하는 개수만큼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가 결

정될 때까지 2)에서 4)를 반복한다.

i번째 사이클에서 일차모드의 고유치는 식 2.3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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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2.38)

은 i-1번째 사이클에서 채택된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의 총 개

수이고, 는 j번째 입자의 가중치이다. 식 2.38의 분자에 있는 적분

항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중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in

max
≈








max min
(2.39)

은 의 랜덤 추출 총 횟수로 리젝션 샘플링 과정 중에서 채택하고

기각된 모든 추출횟수의 합이다. 이 때 각 영역별 고유치는 식 2.40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min
(2.40)


  








max
(2.41)

는 영역 과 의 경계이고, 과 는 각각 영역 과 에

서의 랜덤 추출 총 횟수이다. 이 때 j번째 입자의 가중치는 각 영역마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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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2.42)

  








for ∈
(2.43)

이 방법은 영역별로 가중치 상쇄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

지만 커널밀도추정 자체가 h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적절한 h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h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리젝션 샘플링에 들어가는

계산이 영역별 가중치 상쇄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단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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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중치의 상쇄

제 1 절 개요

3장에서는 몬테카를로 고차모드 계산에서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한 이

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2장에서 언급되었던 선행연구들에 사용되었던

가중치 상쇄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제 2 절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한 이유

그림 3.1은 1차원 평판문제의 고유함수를 기본모드(n=0)부터 삼차모드

(n=3)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고차모드의 고유함수는 양수와 음수를 모두 포함하

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계산에서 음수의 가중치를 가진

입자도 모사해야한다.

다음은 핵분열 선원에 대해 나타낸 감차법 수식이다.

  

 


H H⋅〈

†〉
〈

†〉


 (3.1)

H는 핵분열 연산자, 과 은 각각 기본모드와 일차모드의 고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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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차원 평판문제의 기본모드(n=0)와 고차모드(n=1,2,3) 고유함수

수, 은 일차모드의 고유치, 
†
는 기본모드의 수반해이다. 기본모드의

고유함수와 수반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식 3.1의 반복계산을

수행해보자. 각 반복계산마다 핵분열 연산자에 의해 다음 반복계산에서

이용할 핵분열 선원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기본모드의

고유함수를 빼주는 방법으로 다음 반복연산에 사용하는 일차 고유함수

을 업데이트 해 나간다. 이때 기본모드의 고유함수가 더 크게 되면 빼

기연산으로 인해서 일차모드의 고유함수가 음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중치에 음수를 넣게 되고, 이 때문에 음수의

가중치를 가진 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계산을 반복

해서 수행하게 되면 양수와 음수의 가중치를 가진 입자들이 혼재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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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음수의 입자들은 음수대로 발산하고, 양

수의 입자들은 양수대로 발산해서 이를 상쇄시켜 주지 않으면 입자가 무

한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중치를 적절히 상쇄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존의 가중치 상쇄 방법

1. 영역별 가중치 상쇄

기존의 가중치 상쇄 방법으로 영역별 가중치 상쇄 방법이 있다. 이 방

법은 단순히 전체 공간을 일정한 영역으로 차분화하여 같은 영역에 있는

입자들의 가중치를 더해 그 부호를 다음 반복계산에서 해당 영역에 존재

하는 모든 입자들의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음 반복계산에서 영역 j에서 발생할 입자의 수를 라고 하면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3.2)

는 양의 가중치를 가진 입자에 의해 영역 j에서 발생한 입자의 수

이고, 는 음의 가중치를 가진 입자에 의해 영역 j에서 발생한 입자의

수이다. 이 때 가 양수이면 개의 입자는 의 가중치를 가지고 다

음 반복계산에 사용되고, 가 음수이면 반대로 개의 입자가 의 가

중치를 가지고 다음 반복계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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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반복계산에 사용할 핵분열 중성자원의 위치는 각 영역에서 균일

한 분포를 이용하여 다시 샘플링한다. 이러한 영역별 가중치 상쇄는 그

정확도를 영역의 크기에 의지하게 되고, 핵분열 중성자원의 원래의 위치

를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2. 입자별 가중치 상쇄

입자별 가중치 상쇄는 모든 입자에 대해서 해당 위치에서 충돌 후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과 의

가중치를 가진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와 를

위치 에서 다음 충돌을 가질 각각 입자의 확률밀도라 하면 1번 입자가

위치 에서 충돌할 확률은 식 3.3과 같다.




(3.3)

같은 방법으로 2번 입자가 위치 에서 충돌할 확률은 아래와 같다.




(3.4)

식 3.3과 식 3.4를 더하면 위치 에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아래와

같이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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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따라서 위치 에서 일어나는 총 핵분열 반응은 식 3.6과 같다.



 

  (3.6)

같은 방법으로 위치 에서 일어나는 총 핵분열 반응을 구하면 아래

와 같다.



 

  (3.6)

만약 과 의 부호가 다르다면 식 3.5와 식 3.6에서 자연스럽게

가중치의 상쇄가 일어난다. 위 식을 일반화 하여 개의 입자에 대해 위

치 에서 일어나는 총 핵분열 반응을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위와 같은 입자별 가중치 상쇄 방법은 모든 입자를 고려하여 공간을

차분화하는 것과 같은 가정 없이 가중치의 상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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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식 3.7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입자의 수가 배 늘어난다면 늘어난

입자수 만큼 모든 입자에 대해 계산을 또다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계산

량이  
배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 24 -

제 4 장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 없는 몬테카를로

감차법

제 1 절 개요

앞서 제 3장까지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서 고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고, 고차모드의 고유함수

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중치의 상쇄를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

점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중치의 상쇄가 없이 연속영역에서 일

차모드의 고유함수를 찾을 수 있는 감차법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일반적인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감차법 알고

리즘과 그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제 2 절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

연산자(operator)를 이용하여 중성자 수송 방정식을 적으면 아래와 같

다.

T  

 F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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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에서 는 방향중성자속(angular neutron flux)이고 는 고유치

(eigenvalue)이다. T와 F는 각각 소멸 연산자(loss operator)와 핵분열

생성 연산자(fission production operator)이고,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T  ⋅∇r r]

  ′  ′r ′′→r ′′
(4.2)

F   ′  ′

 ′→
 ′ r ′r ′′ (4.3)

, , 는 각각 총반응단면적(total cross section), 산란단면적

(scattering cross section), 핵분열단면적(fission cross section)을 나타내

고, 는 핵분열 반응 당 생성되는 핵분열 중성자의 평균 개수를 의미한

다. 는 핵분열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식 4.1의 양변에 FT
을 곱하면 핵분열 중성자원에 대한 다음

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H (4.4)

PP  의 조건을 만족하는 핵분열 중성자원 와 핵분열 연

산자(fission operator) H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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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4.5)

H FT (4.6)

P를 중성자의 상태에 대한 6차원 공간 r를 나타내는 상태벡터

라 하면 식 4.4의 H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H  P′P′→PP′ (4.7)

이 때 P′→PP′는 P′에서 태어난 중성자에 의해 P에 대한 단

위공간에서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핵분열 중성자의 수를 뜻한다.

제 3 절 몬테카를로 감차법

감차법은 수반해를 이용하여 고차모드로부터 저차모드를 빼주는 방법

으로 고차모드를 얻는 방법이다. 일차모드의 고유함수에 대한 감차법 식

은 식 4.8과 같다.

  

 


H H〈

†  〉
〈

†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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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핵분열 연산자, 과 은 각각 기본모드와 일차모드의 고유함

수, 은 일차모드의 고유치, 
†
는 기본모드의 수반해이다. 식 4.5를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데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일차모드와 기본모드 핵분열 선원 간에 점별 빼기연산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각 반복계산마다 핵분열 연산자에 의해 기본모드와 일차

모드의 핵분열 선원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생성되는 핵분열 선원들

의 위치는 난수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존재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 간에 점별 빼

기연산이 불가능 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장에 언급된 것처럼

영역별로 핵분열 선원을 구분한 뒤 가중치 상쇄를 수행한 후 다음 반복

계산에 사용할 핵분열 선원의 위치를 영역 안에서 균일하게 다시 생성하

는 방법이 쉽게 사용되어오던 영역별 가중치 상쇄 방법이다.

또 하나는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의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몬테카를로 계산중에 수반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어 민감도/불확도 분석이나 원자로 동특성 변수들의 계산에 성공적으

로 적용되었다. 이 방법에서 수반해는 n세대 후에 현재의 중성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 중성자의 개수와 비례한 값을 가진다. 이 때 n이 무한해

지면 그 값이 수반해와 같아진다. 이러한 개념을 IFP(iterated fission

probability)라 한다. 이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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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식으로 나타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그림 4.1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동그라미

는 하나의 중성자를 뜻한다. 이번 세대(사이클)의 중성자로부터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는 다음 세대의 중성자가 된다. 이 때 수반해

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반해가 수렴할 정도의 세대를 선

정한다. 그림 4.1에서는 5세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입자로부터 생성된 핵분열 중성자들이 5세대 후인 다섯 번째 사

이클에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한 뒤, 그 개수를 첫 번째 입자의 수반해로

정하는 것이다.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 간에 점별 빼기연산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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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을 영역별 가중치 상쇄와 같은 가정 없이 해결하기 위해 식

4.8을 아래와 같이 변형하였다.

P  

 


 P′P′→PP′

P′
P′

〈
†  〉

〈
†  〉 P′P′→PP′






 

 


 P′P′→P




P′
P′

〈
†  〉

〈
†  〉




P′




 (4.9)

식 4.9와 같이 감차법식을 변형하면 일차모드의 핵분열 선원을 따로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기본모드 핵분열 선원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식 4.9에 누승법을 적용하면 아

래와 같다.


P 




 


 P′P′→P







P′


P′

〈
†  

〉
〈

†  
〉






P′

 (4.10)

이 때 
P는 P에서 m번째 사이클의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을 의

미한다. 초기상태의 P가 존재하면 식 4.10의 반복계산을 통해 일차

모드 고유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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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 4.11은 누승법을 통한 기본모드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을 나타내는 식이다.


P 




 


 P′P′→P

P′

 (4.11)

식 4.11과 같이 일반적인 기본모드의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이 이루

어지는 동안, 식 4.10에 의해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가중치의 상쇄는 식 4.10의 괄호 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괄호안의

모든 항은 상수이므로 식 4.10의 계산은 탤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간을 차분화 하는 것과 같은 가정 없이 연속공간에서 탤리의

형태로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식 4.10에서 일차

모드의 고유치 은 사이클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PP

 
P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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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산 결과

제 1 절 개요

제 5장에서는 4장에서 설명한 가중치의 상쇄가 필요 없는 감차법 알

고리즘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일차함수를 구해보았다. 적용한 문제는

일차원 이군 문제로 T.Yamamoto의 논문과 같은 문제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적용 문제

적용 문제는 50cm 길이의 일차원 이군 평판(slab)문제이다.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있고 그 구조는 그림 5.1과 같다. 물질 1의 사이에 5cm

길이의 물질 2가 위치해있다. 물질 1과 물질 2의 이군 단면적 정보는 표

5.1과 같다.

각 단면적의 위첨자는 군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은 1군의 총반응

단면적을 뜻한다. 또한 
→
는 1군-2군 간 산란반면적(group to group

cross section)을 나타낸다.

평판의 가운데에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 2를 두어 기본모드의

수렴을 늦게 만들었다. 이는 고차모드들의 형태를 보다 명확히 보기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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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1 물질 2


  0.20 0.20


  0.40 0.40


  0.07 0.05


  0.12 0.05


  0.02 0.00


  0.07 0.00


→  0.06565 0.07575


→  0.06435 0.07425


→  0.00280 0.00350


→  0.27720 0.34650

 2.50 -

 1 -

 0 -

표 5.1 각 물질의 이군 단면적



- 33 -

x

0

Material 1 Material 1
M
at
er
ia
l 2

Va
cu
um

Va
cu
um

20cm 25cm

5cm

그림 5.1 일차원 이군 평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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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산 결과

위치에 따른 일차모드의 핵분열 선원을 탤리하여 각 사이클마다 확인

하였다. 탤리영역은 균일한 간격으로 200개이고, 매 사이클마다 백만 개

의 입자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수반해 계산을 위해 매 사이클마다 30 사

이클을 이용하였다.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2 다섯 번째 사이클까지의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 분포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의 초기 분포는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에 음의

가중치, 오른쪽에 양의 가중치를 균일하게 주었다. 일정한 분포를 향해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림 5.3은 몬테카를로 감차법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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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한 일차모드의 핵분열 선원과 기준해와 비교한 그림이다. 기준해

는 핵분열 행렬(fission matrix)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5.3 몬테카를로 감차법 계산 결과와 기준해의 비교

계산 결과 12번째 사이클에서 몬테카를로 감차법 계산 결과와 기준해

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새로운 몬테카를로 감차법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가중치의 상쇄 없이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잘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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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렴 판정

제 3절까지 적용문제에 대하여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가중치의 상쇄

없는 몬테카를로 감차법을 이용하여 기준해와 일치하는 계산 결과를 얻

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기준해와 일치하는 계산 결과였던 그림

5.3의 12번째 사이클 이후의 일차모드 핵분열 선원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기준해와 일치했던 일차모드의 핵분열 선원 분포가 점차 흔들려서 50

번째 사이클에서는 거의 잡음(noise)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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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50번째 사이클까지 일차모드의 고유함수와 기준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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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식은 m번째 사이클의 일차모드 고유함수를 구하는 수식이다.

수식과 같이 m번째 사이클의 일차모드 고유함수는 m-1번째 사이클의

기본모드 고유함수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P 




 


 P′P′→P







P′


P′

〈
†  

〉
〈

†  
〉






P′

 (5.1)

한편 누승법을 적용하기 전 초기상태의 핵분열 선원을 각 모드의 선

형결합에 대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5.2)

식 5.2에 핵분열 연산자 H를 m번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다.

 H H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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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몬테카를로 계산에는 통계적인 오차가 항상 존재하므로 식 5.3

에 통계적 오차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5.4)


은 m번째 사이클의 통계적 오차이다. 식 5.4에 의해 핵분열 선원

이 기준해로 수렴해나갈수록 기준해와 기본모드 고유함수의 차이인 일차

모드 고유함수의 값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계산의 통계적

오차의 크기는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통계적 오차의 비중이

일차모드 고유함수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식 5.2의 계산 결과가 통계적

오차와 같이 잡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모드의 수렴성을 살펴보았다. 기

본모드의 수렴성을 확인하기 위해 Ueki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Ueki의 방

법은 첫 번째 사이클과 특정 사이클에서의 핵분열 선원의 섀넌 엔트로피

(Shannon entropy)를 이용하여 상대적 엔트로피(progressive relative

entropy)를 구해 그 값의 경향성을 이용하여 수렴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j번째 사이클에서 상대적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다.

         (5.5)

 는 j번째 사이클의 핵분열 선원  의 섀넌 엔트로피로 식

5.6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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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본모드 고유함수의 각 사이클별 상대적 엔트로피

   
 



 log  (5.6)

 는 j번째 사이클의 영역 i에서의 핵분열 선원 분포이다. 식 5.5

를 이용하여 문제의 기본모드 고유함수에 대하여 상대적 엔트로피를 구

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 엔트로피의 값이 약 30사이클 이후부터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각 사이클별 상대적 엔트

로피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과 같이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상대적 엔트로피는 약 30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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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사이클 별 상대적 엔트로피

까지 수렴한 모습을 보이다가 기본모드 고유함수가 수렴해 나간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각 모드의 수렴시점은 상대적 엔트로피의 차이를 이용하여 윌

콕슨 순위 합(Wilcoxon rank sum)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윌콕슨 순위

합을 이용하여 결정된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수렴 사이클은

각각 43과 8이다.

이렇게 결정된 기본모드와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수렴 사이클을 이용

하여 일차모드 고유함수를 일차모드 고유함수가 수렴 됐다고 판정된 8사

이클부터 기본모드가 수렴됐다고 판정된 43사이클까지 누적하여 평균을

내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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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수렴성을 판정하여 구한 일차모드 고유함수와 기준해의 비교

위와 같은 수렴 판정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5.7과 같이 몬테카를로 감

차법 계산에서 기본모드가 수렴해 나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던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구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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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고유치 계산에서 일차모드 고유함수를 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음의 핵분열 선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되어야했

던 음의 가중치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했던 가중치의 상쇄가 필

요 없이 몬테카를로 감차법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몬테카를로 감차법 알고리즘에서 가중치의 상쇄는 기본

모드 핵분열 선원의 시뮬레이션 중에 탤리의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시

뮬레이션 상에서 기존 가중치 상쇄 방법이 사용하던 차분화의 가정이 필

요하지 않아 차분화 정도에 따라 계산이 정확도가 달라졌던 기존의 방법

이 가지던 단점을 극복하였다. 위 알고리즘을 일차원 이군 평판문제에

적용하였고, 핵분열 행렬로 계산한 기준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계산이 기본모드 시뮬레이션 중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기본모드의 고유함수가 기준해에 수렴해 나갈수록 오차

(error)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차모드 고유함수의 크기가 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오차(uncertainty)보다 상대적으로 작

아지게 되어 일차모드 고유함수가 통계적 오차와 같이 잡음 형태로 나타

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 엔트로피를 이용한 수렴 판정법을 이용하

여 기본모드와 일차모드의 수렴 시점을 판정하였다. 계산된 수렴 시점을

이용하여 기본모드가 수렴하기 전에 구해진 일차모드 고유함수들을 더해

서 평균을 취해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 시킨 일차모드의 고유함수를 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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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onte Carlo (MC) eigenvalue calculations, the

higher order eigenvalues and eigenfunctions can be useful to

evaluate nuclear criticality safety, accelerate the fission source

convergence and estimate the real variance.

Hotelling’s deflation method is a well–known technique to

calculate the higher order eigenfunctions which removes lower

order components from the fission source distribution by adjoint

solution. However there are two obstacles in implementing this

method in the MC neutron transport simulation – adjoint flux

calculation and pointwise subtraction of lower order components.

Recently, a method to estimate adjoint flux during the MC

forward calculations based on the iterated fission probability

(IFP) concept was developed and successfully applied to kinetic

parameter estimations and sensitivity and uncertainty analyses.

In order to overcome pointwise subtraction problem, we

present a MC deflation algorithm without the source weight

cancellation by scoring deflation responses in the fundamental

mode eigenvalue calculation. The new algorithm for the first

order eigenfunction calculation is verified by a one-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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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group test problem, which shows good agreement with the

reference solution.

keywords : Monte Carlo Eigenvalue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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