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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론
제1장 원자와 에너지
객관식문제(RI)
[문제1)]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
가. 원자핵 내의 n-p, p-p, n-n에 작용하는 힘은 차이가 거의 없다.
나. 모든 방출핵이 내부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다. 60 %정도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모두 홀수인 것이 안정하다.
라. 특성X선은 단색광이며 그 에너지는 이를 발산하는 원자의 원자번호에 근사적
으로 비례한다.
마.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정핵종은 300여 핵종이 있다.
바. 원자핵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N/P비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안정한 핵종은
1~1.5정도이다.
사. 최초의 인공방사성원소는 P 으로  방출핵종이다.
아.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정핵종 중 가장 무거운 것은 
 Pb이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7개

[문제2)]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궤도전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② 원자의 크기는 전자궤도반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자의 속은 원자핵과 궤도전자의 전하로 인한 전장과 동시에 전자로 인해 생긴
자장이 작용하는 빈 공간이다.
④ 원자의 궤도반지름은 주양자수(n)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3)] 보어의 원자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원자의 궤도는 연속적인 에너지상태를 가진다.

1) ② 60 %정도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모두 짝수인 것이 안정하다. 특성X선은 단색광이며 그 에너지(진동수)는
 ∝Z) 최초의 인공방사성원소는
이를 발산하는 원자의 원자번호의 제곱에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모즐리법칙 : 

P으로  방출핵종이다.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정핵종 중 가장 무거운 것은 
 Pb이다.
(올바른 것 : 가, 나, 마, 바)
2) ①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핵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3) ③ 원자의 궤도는 불연속적인 에너지상태를 가진다. 보어는 러더퍼드의 행성모형을 보완하여 현대적 원자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원자구조에 있어서 각운동량은 h의 정수배에 비례한다는 것은 양자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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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어의 원자모형을 보완하여 러더퍼드는 원자의 현대적 모형인 행성모델을 제안
하였다.
③ 진동수조건은 전자의 천이에 따른 에너지상태의 변화를 설명한다.
④ 원자구조에 있어서 각운동량은 h의 정수배에 비례한다는 것은 진동수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제4)] 원자의 에너지준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K각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다.
② 원자의 여기상태는 불안정하다.
③ 원자가 기저상태에서 여기상태로 이동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④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자일수록 핵과의 결합에너지는 작아진다.
[문제5)]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원자핵의 반경(R)은 질량수(A)의 함수로서 표시되는데 R  rA  (r :상수)이다.
나. Na는 전자수가 11개이고 최외각전자의 궤도는 L각이다.
다. 원자는 위치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다.
라. 진동수가 f인 n개의 광자가 가지는 총에너지는 nhf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6)] 다음 중 올바른 설명으로 조합된 것은?
가. 중성인 어떤 원자의 L각 궤도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한다고 할 경우 이 원자는
질소(N)이다.
나. 원자핵의 체적은 질량수에 비례한다.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종 중 안정한 핵종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모두 홀수인
것이 가장 많다.
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안정핵종은 Pb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다, 라
[문제7)] 다음은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물방울모형은 핵분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핵모형이다.
② 핵의 반경은 질량수의 3/2에 비례한다.
4) ③ 원자가 여기상태에서 기저상태로 이동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5) ② 원자는 위치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작고 위치에너지가 낮은 궤도에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Na는 최외각전자의 궤도는 M각이고 이 각에는 전자가 1개 있다. (올바른 것 : 가, 라)
6) ② K각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L각에 4개 채워지므로 원자번호가 6번인 탄소(C)이다.
-안정한 핵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비율
양성자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209

중성자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안정핵종수
166
54
56
4
19

비고

2

6

H, Li,

10

B,

14

N

Bi는 방사성핵종이고 반감기가 2×10 년 정도로 매우 길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안정핵이다.
7) ②

6

원자력이론

208

Pb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www.nuclearacademy.com : 방사선안전관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전문사이트

③ 각모형에서 마법수만큼 핵자수가 채워졌을 때를 닫힌 각이라고 한다.
④ 핵내의 핵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불연속적이다.
[문제8)] 물방울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과 관계있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가. 복합핵의 형성과정 나. 입자의 집단운동모형
다. 마법수
라. 핵분열
① 나, 다
② 가, 라
③ 가, 나
④ 가, 나
[문제9)] 다음 중 올바른 설명으로 조합된 것은?
가. 각모형에서 마법수만큼 핵자수가 채워졌을 때를 닫힌 각이라고 한다.
나. 핵내의 핵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연속적이다.
다. 핵모형이란 핵의 성질이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라. 원자핵이 안정하다는 것은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작다는 의미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문제10)]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가. 원자핵이 갖는 전하는  Ze이다.
나. 보어의 원자모형은 정상상태, 진동수조건, 양성자조건이 있다.
다.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수와 전자의 상태와 관계있다.
라. 전기량의 최소단위를 전기소량이라고 한다.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④ 가, 다, 라
[문제11)] 다음 연결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끼리 조합된 것은?
가. 톰슨-행성모형 나. 보어-특성X선 다. 베크렐-우라늄선 라. 퀴리부인-방사능
① 다, 라
② 가, 라
③ 가, 나
④ 가, 나
[문제12)] 핵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끼리 조합된 것은?
가. 교환력을 가진다.
나. 양성자의 전하에 따라 핵력은 변한다.
다. 만유인력처럼 핵력은 핵자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  ㎝정도의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① 나, 다
② 가,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라
[문제13)] 다음 중 핵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끼리 조합된 것은?
가. 핵력과 전자기력, 중력의 비는        정도이다.
나. 핵력은 인력과 척력이 작용하며 강력이라고도 한다.
8) ② 각모형 : 마법수
9) ②
10) ④ 보어의 원자모형은 정상상태, 진동수조건, 양자조건이 있다.
11) ① 모즐리 : 특성X선, 톰슨 : 건포도빵모형
12) ④ 핵력 : 쿨롱력보다 강한 인력(100배), 단거리력, 하전독립성, 교환력, 포화성, 핵자간의 스핀(각 운동량)과도
관계가 있다.
13) ③

제1장 원자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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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문제(SRI)
[문제01] 보어의 원자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조건과 진동수조건을 설명하라.
[sol]
보어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 있을 때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도입하여 새로운 원자모형을 제시하였다.
1) 양자조건 : 전자는 모든 에너지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값(양자화)을 가지는 안정상태에만 존재할 수 있다.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안정
상태에서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
h
r   ×n  ×n
mv
2) 진동수조건 : 한 정상상태(En)에서 다른 정상상태(Em)로 이동할 때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때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진동
수는 라 하고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h  Em  En Em  En 
[문제02] 보어의 원자모형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sol]
1) 수소 외의 원자에는 잘 맞지 않는다
2) 각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수가 n 개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3) 전자의 위치를 원자의 궤도로 확정함으로써,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원리에
맞지 않는다.
[문제03] 원자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고 원자와 원자핵을 비교하라.
[sol]
1)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전하를 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하를 띤
전자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2)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가 작지만 원자질량의 99.975%를
차지한다.
3) 중성원자의 경우 원자내의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같다(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다).
4) 질량비 mn  mp  m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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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와 원자핵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크

기

질량 비

원 자

원자핵

[Å]단위

[fm]단위

100

99.975
중성자, 양성자

구

조

원자핵전자

중

심

있 음 (원자핵)

작용 력

없 음

쿨 롱 력

[문제04]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



He

핵 력


C



O등에서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낸다.

[sol]
입자는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안정하므로 2개의 양성자와 2
개의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내에서 안정된 핵자집단을 만든다. 또한 가벼운
원자핵들은 입자와 몇 개의 핵자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질량수가 4의
정수배가 될 때 특히 안정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질량
수가 20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질량수 측면에서 4의 주기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포화된다.

[문제05] 핵력의 특징을 개조식으로 기술하라.
[sol]
핵력이란 핵자(양성자+중성자)를 응집시켜 핵을 구성하게 하는 힘을 말하며,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제1장 원자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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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쿨롱력(전자기력)보다 약 100배 정도 강하다.
단거리력(근거리력)
하전독립성(핵자의 전하에 무관하다)
포화성(핵의 밀도와 비결합에너지가 거의 일정하다)
교환력(중간자를 매개로 힘을 주고 받는다)
핵자간의 스핀(각운동량)과도 관계가 있다.

[문제06]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핵 중에서 안정된 핵종일수록 중성자수가 많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sol]
무거운 안정한 핵종일수록 중성자수가 많은 이유는 원자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쿨
롱척력이 커져 핵이 분열하게 되므로 자연계에 안정하게 존재하는 무거운 핵종들
은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더 많다.
[문제07] 핵의 shell model에 대해 설명하라.
[sol]
각모형(shell model)은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를 규명하는 모형이다. 이 이론에 의
하면 핵은 특별한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를 가질 때 안정하다. 이 특별한 수를
마법수(magic number)라고 하며 2, 8, 20, 28, 50, 82, 12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마치 궤도전자수가 각 궤도마다  n 개일 때 원자가 안정한 것과 유사하고,
궤도전자의 천이시 특성X선을 방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선을 방출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으며, 핵자의 수가 짝수일 때 안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법수를 갖는 핵종들이 안정한 이유는 핵 속의 중성자각이나 양성자각을 완전히
채우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08] 핵분열을 설명하는 핵모형에 대해 기술하라.
[sol]
물방울
진동/신장
아령모양
분
열

→
→
→
→

반응물
복합핵/신장
아령모양
분
열

핵분열을 설명하는 모형에는 물방울모형(liquid drop model)이 있다. 물방울모형은
핵 내의 각 핵자가 핵자 주위의 가장 인접한 핵자들과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핵이 물방울과 같이 표면장력효과를 나타내어 둥근 공모양을 해야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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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문제(RI·SRI)
[문제01] 수소원자의 첫 번째 궤도 반지름이 0.53Å일 때 이 궤도에서 전자의
드브로이파장[Å]을 구하라.
[sol]
r  n → n1
 2×(0.53Å)3.3Å
[문제02] 보어이론에 의한 수소원자의 에너지준위 E  n  eV  라고 할 경
우 수소원자에서 궤도전자가 바닥상태에서 n3인 들뜬 상태로 옮겨 가기 위해 필
요한 에너지를 구하라. 플랑크상수(h)= × J․s이다.
[sol]


  
  eV
두 궤도간의 에너지 차이 ∆E  E  E   



n3인 들뜬 상태의 전자가 다시 바닥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
E eV × × JeV
  × s 
E  h  →    
 
h

  × J·s
[문제03]



U와 H의 핵반경을 비교하라.

[sol]
RU    × fm

   배

RH  
fm
 ×
[문제04] He원자핵의 밀도를 구하라. 핵내 핵자의 질량을 1.674×10-27kg이다.
[sol]
M
 × kg×A
 × kg×
     
V


  × m ×A 
  × m ×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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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05] 원자의 질량은 원자질량단위 (atomic mass unit : [u]) 를 사용한다. 이
단위는 C(탄소)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고, C(탄소)원자 1개의 질량 을 12u로
정하였다. 1u의 질량을 [kg]단위로 구하고 이를 에너지[MeV]로 환산하시오.
[sol]
gmol
 u
C(탄소)원자 1 개의 질량 
 × mol 
gmol

 × mol 
g
  × g   × kg
u    


 ×
MeV
 
E(1.66× kg)× ×ms  1.49×  J 1.49×  J× 
 × J
931.5MeV


[문제06]SRI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10keV인 경우와 1MeV인 경우의 전자의 상대
론적 속도와 고전역학적 속도를 계산하여 비교하시오.
[sol]
1) 운동에너지가 10keV일 때

 ×         → v   ×ms

  vc

keV × × JkeV   × × ㎏×v → v   × ms

상대론적 속도와 고전역학적 속도의 차이가 거의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운동에너지가 1MeV일 때

       → v  c   ×ms

  vc

MeV × × JMeV   × × ㎏×v → v   × ms

고전역학적 속도보다 상대론적 속도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속도 차이는
질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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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07] He의 원자질량을 4.00258u라고 할 경우 핵자 1개당 결합에너지를 계산
하시오. 중성자의 질량은 1.00866u, 양성자의 질량은 1.00727u, 전자의 질량은
0.00054u이다.
[sol]
△m[(2×1.00727)(2×1.00866)]u-[4.00258-(2×0.00054)]u 0.03036u
 MeV
u ×   MeV
u
MeV
핵자 1개당 결합에너지   MeV

[문제08] 원자핵의 직경을 3fm라고 할 경우 입자가 광속으로 핵의 직경을 횡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sol]
 × m
   s

 ×ms
[문제09] H(원자질량2.014102 u)의 핵자 1개당 결합에너지를 구하라. H질량
1.00781u, 중성자질량1.00866u, 전자질량0.00054u이다.
[sol]


H핵의 질량2.014102u-0.00054u2.013562u
양성자의 질량1.00781u-0.00054u1.00727u

H의 결합에너지
Eb  ZMp  NMn  M c
  ×   ×    u ×MeV u  MeV
Eb MeV
핵자 1개당 결합에너지     MeV
A

[문제10]SRI


 C원자에서

1개의 중성자와 양성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각각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라.



 B원자질량 11.0093u,  C원자질량

11.0114u, H 1.00781u, n1.00866u
[sol]
-중성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



 C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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