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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소형 원자로 S-70J의 노심을

설계하고 핵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70MW의 열출력을 목표로

하는 S-70J는 4,000 ~ 8,000 톤급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합한 원자로로서 잠수함 탑재시 31 ~ 36.1 노트의 최대수중속력

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노심의 설계 과정에서는 상용 원자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설계요건에 더하여 잠수함용 원자로 노심에 요

구되는 특수요건까지 고려하였다. S-70J의 핵연료 집합체는

OPR/APR용 16x16 핵연료 집합체를 1m 높이로 단축시킨 것으로

하고 37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7 열로 배치하여 노심의 폭 1.46 m

이 되게 하였다. 장주기 운전을 위해 농축도는 19.95 w/o로 상향

시키고, 다량의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체를 사용하여 노심연소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줄이고, 스테인레스강 반사체를 사용하여 중

성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S-70J의 핵설계를 위해 N2R(nTRACER-to-RENUS) 이라는 2

단계 노심계산용 연계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해 nTRACER-

RENUS 노심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N2R은 수송계산코드인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핵종별 미시적 단면적 단위로 함

수화하여 3차원 노달코드인 RENUS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통해 RENUS의 연소계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S-70J의 핵

설계를 할 수 있었다.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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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S-70J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nTRACER의 직접 전노심 계산결과를 중심으로 핵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분석결과 S-70J는 유효전출력년수(EFPY)가 14.1년으로 평균 운

용속력을 고려 47.4년 이상 재장전 없이 운전 가능하였다. 또한,

연소기간 내내 노심 내 출력은 매우 평탄하게 유지되고 최대 첨두

출력계수는 제한기준(5.89)과 비교하여 1.54 밖에 되지 않았다. 더

욱이, 탑재 잠수함의 배수량별 최대 3.4 ~ 4.6kts까지 냉각재 순환

펌프 없이 기동이 가능하여 방사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노심 긴급정지시 제논-135에 의한 불감시간(Dead Time)

이 전혀 없어 작전/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등온온도계수,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 출력

계수 등의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제어능 측정결과 한국 원자력안

전기술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주요어 : 핵설계

잠수함용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무붕산 노심

2단계법

nTRACER-to-RENUS(N2R)

학 번 : 2016-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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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9월 3일 12시 30분경,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 핵실험장에서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조

선중앙TV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ICBM1))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규모 5.72)의 인공지진을 발생시

켰는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5차례의 핵실험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

모와 비교하여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제는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ICBM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의 소형

화까지 완성하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를 소형화 하는 동시에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

해 ICBM 기술을 축적해 오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기

술을 확보하였다. 현재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ICBM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ICBM 미사일 하

나면 도시 하나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1)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

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

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2) 기상청은 5.7로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6.3, 일본은 6.1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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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에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이동

하고 발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아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이나 항공폭

격 등으로 인해 미사일을 장착한 발사기지 또는 발사차량이 손상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아군의 공격으로 부터

ICBM이 무력화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ICBM을 완성시킨 후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3))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측된

다. 왜냐하면 SLBM은 잠수함의 은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군의 공격

으로부터 생존성을 확보한 상태로 바다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들

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ICBM의 기술적 완성과 더불어

SLBM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왔다. 일례로 2016년 8월 24일 동해에서 신

포급 잠수함으로부터 SLBM 1발을 시험발사 하였는데, 그 발사된

SLBM은 500km나 비행하였다4). 더욱이 2016년 10월에 있었던 언론 보

도에 따르면 북한은 5년 이내에 SLBM 5기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

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5)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SLBM을 완

성하여 실전배치하는 것 또한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

라 우리 군도 SLBM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미 발사된 SLBM을 방어하는 일은 탐지와

요격에 소요되는 시간과 요격확률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SLBM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SLBM 탑재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잠전을

3)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란, 잠수함에 탑재되어 잠항

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4) 2016. 8. 24., 연합뉴스 TV

5) 2016. 10. 1.,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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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무기체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전환

경을 고려하면 SLBM 탑재잠수함을 수중에서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즉,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 수온전선과 와류

를 형성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SLBM 탑재잠수

함을 찾아내기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보다

는, 모항에서 출항할 때부터 추적하고 필요시 선제공격하는 작전을 수행

해야 한다. 이 작전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SLBM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전으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잠수함 탐지작

전 중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

지가 있다. 첫째, 아군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의 모항 앞에서 장기간 대기

하며 그 주변을 정찰하고 및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했을 때부터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중에

서 은밀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SLBM 탑재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동성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

국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으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기가 매

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주전원으로 하여 추진

하는 잠수함인데, 축전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충전을 위해 스노

클6)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원일급 잠수함이 공기불요추진체계

(AIP7))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전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이 아니며, 또한 충분한 기동성을 갖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디

6) 스노클이란, 잠항중인 잠수함이 수면상에 노출된 공기흡입관을 이용, 디젤기

관을 운전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7)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이란, 수중에서 외부공기의 흡입없

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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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잠수함처럼 스노클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북한의 SLBM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보유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만이 SLBM 탑재잠수함을 모항에서부

터 추적하여 격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전만이 SLBM을 완벽히 방어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상황인식으로 인해 원자력추

진 잠수함 확보에 관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고려하여 국회 국방위는 ’17년 예산심의시 정책연구를 통

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방안을 해군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해군은

올해 8월 조달청을 통해 ‘한반도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

조가능성 연구’ 라는 사업명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8) 이 연구용역을

통해 해군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개발 및 운용에 관련된 기술적 가용

성, 군사적 효용성, 국제법적 가능성 및 주변국 가능 대책 등에 대한 전

문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정책결정, 소요제기 및 결정 등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잠수함 탑재용 소형 원자로의 노심9)의 핵설계10)안을 개념

설계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충분한 정확성

과 실용성을 지닌 고유 노심해석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소형 노심

을 설계하고 모의, 해석할 수 있도록 함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8) 조달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7.8.25. 공고

9) 노심(Reactor Core)이란, 핵연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며 열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로서, 원자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10) 핵설계란, 원자로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핵적 조건, 즉, 크기, 농축

도, 연소도 등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적치를 구하고, 다시 중성자속 분포,

반응도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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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핵분열이 발생되는 노심을 비롯하여 제어봉 구

동장치, 유량분배판,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통 등으로 구성되며,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가 압력용기 내부에 추가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자로의 여러 구성품 중 노심과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구성품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핵설계

는 성능과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나, 잠수

함 탑재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보다는 다소 성능과 안전성

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노심 설계에 사용된 방법론은 전통적인

방법론인 2단계 계산법이며, 비교분석의 기준해로는 nTRACER11)의 수

송계산결과를 이용하였다. 설계된 노심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로 노심에 관한 안전규제 및

인허가 기준 중 가장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와 고려사항들을 소개하고, 설계된 원자로 노심이 선박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수한 조건들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2단계 노심해석

11) nTRACER는 서울대학교 원자로 물리연구실에서 개발한 노심해석코드로서,

그 결과의 신뢰성은 학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다.



- 6 -

체계를 구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먼저, 핵설계를 위해 사용된 방법

론인 2단계 계산법에 대해 살펴본 후, 2단계 계산법을 위해 사용된 코드

인 nTRACER와 RENUS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이 두 코드를 이용하

여 핵특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N2R이라는 코드를 설명

하고, N2R을 사용하여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의 정확

도를 검증한다. 제 4장에서는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

하여 새롭게 설계된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의 제원을 제시하고, 이

제원이 결정되게 된 과정을 크기 및 구조, 노심의 출력, 핵연료 농축도,

연소주기와 핵연료 교체주기, 평균 선출력밀도 및 국부출력, 반사체 선

정, 잉여반응도 제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설계된 노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초기노심 및 연소에 따른 반응도와

출력분포, 첨두출력계수, 반사체와 중성자 누설량, 반응도 계수, 제어봉

제어능, 제논 생성량과 불감시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노심의 성

능 및 안전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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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 핵설계 일반

핵설계(Nuclear Design)란 원자로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핵

적 조건, 즉, 크기, 농축도, 연소도 등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적의 수

치를 구하고, 다시 중성자속 분포, 반응도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 하는 일반적인 절차 및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선박용 원자로를 핵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핵설계 절차 및 고려사항

노심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심의 열출력

(Thermal Power)과 연소주기(Cycle Length), 그리고 이용률(Capacity

Factor)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농축도, 배치수(Batch Size) 및 재장전시 교체할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한 후, 이 값을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

를 설계한다.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핵연료봉의 직경과 높이, 농

축도, 가연성 독물질12)의 종류, 농축도 및 개수, 핵연료봉의 배치방법 등

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료 집합체가 완성되고 나면, 이를 이용하

여 노심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는 노심의 크기, 핵연료 집합체 배치방

법, 제어봉의 물질 및 배치, 재장전시 핵연료 집합체의 배치 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를 해석하여 출력분포 및

12) 가연성 독물질이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흡수하여 반응도를 감소시키는 물

질 중 시간에 따라 연소되어 점차 소멸되면서 중성자 흡수량이 감소하는 물

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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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출력계수(Fq)13), 반응도, 정지여유도, 제어봉가, 연소주기 등이 설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설계안을 수정/보완 한다. 이렇게 완성

된 노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전해석과 열수력적 해석을 실시하여 온도

및 출력 계수, 열적 여유도, 핵비등14) 이탈률(DNBR15)) 등 각각의 기준

치를 만족시키면 새로운 노심이 탄생되게 된다. 그림 1은 핵설계의 일반

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핵설계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

성과 배치를 가진 노심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반응도(Reactivity)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반응도(Reactivity)란, 노심이 임계상태에서 얼마

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는 % 또는 pcm(per cent

milli, 10-5)을 사용한다. 노심의 반응도는 아래와 식을 이용하여 쉽게 구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노심의 반응도,  는 유효증배계수16)를 나타낸다. 반응

13) 첨두출력계수(Fq) 란, 원자로의 평균 출력 대비 해당 집합체의 출력을 표현

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출력편차가 심해지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14) 핵비등이란, 연료봉의 표면에서 냉각재가 대류를 통해 전달 가능한 열보다

많은 열이 전달되어 온도가 상승,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연료

봉의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15) 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란, 핵비등이 발생하는 임계

열유속(q’‘crit) 대비 핵연료봉에서 발생되는 열유속(q’’actual)의 비를 의미하며, 핵

비등까지 어느 정도의 열적 여유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16) 유효 증배계수(keff)란 핵분열로 인해 생성된 중성자수를 흡수 및 누설로 소

멸된 중성자 수로 나눈 값으로, 증배계수가 1인 상태를 임계상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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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설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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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0인 상태를 임계(Criticality)17)라 하는데, 노심은 반응도를 0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된 상태로 지속적인 출력을 낼 수 있다. 노심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고온전출력(HFP)18) 상태까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효과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게 된다19). 또한 중

성자 누설, 제논(Xe)의 생성 및 독작용20), 핵연료의 연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핵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반응도 감소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잉여반응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수용성 붕소와 가연성 독물질을 사

용하여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조절하고 있다.

둘째, 각종 안전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PWR)에서 핵연료 피복재 물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르코늄 합금

(ZIRLO)은 1200℃가 넘으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노심

은 가상 설계기준 사고인 냉각재 상실사고시 핵연료봉 표면에서 1200℃

가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산화우라늄(UO2) 핵연료봉 표면에서

1200℃가 되는 최대 선출력밀도21)는 대략 46kw/m이므로, 따라서 설계된

노심의 모든 핵연료봉은 이보다 낮은 선출력밀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감속재 온도계수(FTC22) 및 MTC23))가 고온전출력(HFP) 조건에

17) 임계(Criticality)란,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중성자와 흡수 및 누설로 없어

지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어 연쇄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18) 고온전출력(HFP, Hot Full Power) 이란, 원자로가 설계된 운전온도에서 열

출력의 100%를 발생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19) 일반적으로는 반응도가 감소하지만, 핵설계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20) 제논 독작용이란,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는 제논-135가 중성자를 크게 흡수

하여 반응도를 감소시키고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재기동 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

상을 말한다.

21) 선출력밀도는 핵연료봉의 길이당 발생하는 출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kW/m의 단위를 사용한다.

22) 핵연료 온도계수(FTC, Fue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의 온도가



- 11 -

서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 온도계수는

도플러 확장으로 인해, 감속재 온도계수는 밀도 감소에 의한 중성자 감

속효과 감소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여 내재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또한, 핵비등(DNB)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핵비등

(DNB)이란, 연료봉의 표면에서 냉각재에 의한 열전달 보다 더 많은 열

이 전달될 때 표면에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으로, 이 시점 이후에는 연료

봉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연료봉의 건전성을 상실하게 된

다. 핵비등 발생여부는 축방향으로 발생되는 열출력의 누적량과 관련이

있는데, 축방향으로 누적된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가 1.55보다 작아

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가

동 중인 원자로를 정지하기 위해 제어봉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심의 온도가 낮아지면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효과의 영향으로 노심 내

반응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봉이 가진 제어능력에 더해서 온도

감소로 인한 반응도 증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가지도록 제

어봉을 설계를 하여야 한다. 관련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저온영출

력(CZP)24)에서 유효증배계수( )가 0.95 이하가 되는 정지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연소주기(Cycle Length)와 배치수(Batch Size)를 효율적으로 설

정하여야 한다. 배치수를 증가시켜 한 번에 교체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핵연료의 연소효율을 나타내는 방출연소도

(Discharge Burnup)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운영에 따른 연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23) 감속재 온도계수(MTC,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란, 감속재의 온도

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24) 저온영출력(CZP, Cold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상온의 온도조건에서

출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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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배치크기를 크게 할수록 연소주기는 짧아

지게 되고, 핵연료 재장전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발전소 이용률(Capacity Factor)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

를 건설하여 운영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초기 투자비 대비 연

료비의 비중은 매우 작으므로, 배치수를 늘리는 것 보다 연소주기를 증

가시키는 것이 이용률을 높이게 되어 더욱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핵연료 집합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한 가지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만을 사용하여 노심을 구성하게 되면 첨두출력이 높게 형

성되어 노심의 안전성이 낮아지게 되고, 방출연소도가 또한 낮아지게 되

어 노심의 경제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심을 설계할 때는 몇 가

지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배치전략에 따

라 노심의 이용률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할 때

는 노심 내의 첨두출력을 낮추고, 중성자의 누설을 감소시켜 연소주기를

길게 하며, 첨두출력계수(Fq)와 정지여유도 등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시

키는 최적의 배치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선박용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를 위한 특수조건

일반적으로, 선박에 탑재될 목적으로 설계되는 원자로 노심은 고정된

육상에 설치된 발전소용 원자로 노심을 설계할 때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있다[1][2].

첫째, 선박 내 탑재공간을 고려하여 소형이어야 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일반적인 선박에 비해 그 공간적인 제약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소

형 원자로는 핵연료와 반응 없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성자의 누설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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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로 인해 원하는 기간만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농축

도를 높여야만 한다. 또한, 중성자의 누설은 노심 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출력감소는 중심부의 출력

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노심의 열적 안정성을 낮추

게 된다.

둘째, 핵연료의 교체주기가 길면 길수록 좋다. 핵연료의 재장전은 모

항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작업일수가 길어 선박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핵연료 교체를 위해 압력선

체를 절단해야 하므로, 잦은 핵연료 교체는 수밀(水密) 유지 측면에서 매

우 좋지 않다. 또한, 핵연료 재장전은 원자로 내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원자로 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운

용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핵연료의 교체주기는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며, 교체주기가 길면 길수록 잠수함의 작전공백이 감소

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까지 최소

화 할 수 있다. 노심을 장기간 연속운용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 있

으나, 핵연료 농축도와 열출력, 중성자 누설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붕산25)을 이용하여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육상의 안정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붕산을 감속재

에 녹여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해도 되지만, 해상에서 운

용되는 선박용 원자로의 경우는 그 여건이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선박

은 항상 좌초나 충돌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항해 중 관련장비의

고장시 즉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

우 붕산을 주입할 수 없게 되므로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없게

25) 붕소의 동위원소인 B-10은 중성자 흡수반응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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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감속재 속에 있는 붕소는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α선과 γ선

을 방출하므로, 반응도 제어 목적으로 감속재 내 녹아있는 붕소는 감속

재 전체를 방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수용성 붕산을 사용하

지 않으면 이러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감속재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노심의 경우 잉여

반응도가 매우 높아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붕산의 양이 많

아지게 되는데, 감속재 내 붕산의 농도가 높으면 감속재 온도계수(MTC)

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노심의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용

원자로는 수용성 붕산의 사용을 지양(止揚)하고, 대신에 가연성 독물질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노심 내의 잉여반응도를 조절하는 특징이 있다.

넷째, 노심은 낮은 열출력으로 운전되는 것이 좋다. 노심의 열출력을

낮은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 그만큼 적은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하므로 노

심의 경제성을 떨어뜨리지만, 노심 내 핵연료의 소비율을 감소시켜 핵연

료의 교체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출력시 5년의 핵연

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노심을 50%의 출력으로 운전하면 10년 동안 핵연

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낮은 열출력으로 운전되는 노

심은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핵연료봉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

유속 또한 낮아져 핵비등으로 인한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상승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며, 첨두출력계수(Fq)가 높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열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선박의 기동을 위해서는

적정 출력으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선박이 낼 수 있는 최대속

력은 노심의 열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섯째, 선박용 원자로는 가압경수로형(PWR)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

다. 가압경수로형은 가압된 물(H2O)를 핵연료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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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형으로, 중성자의 감속비 우수하고 방사화가 잘 되지 않으며, 구

조체의 부식성이 적고 냉각재의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냉각재 유출사고(LOCA)시에도 노심

의 반응도를 감소시키므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원자로 노형

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로 가압경수로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과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최초로 개발할 당시, 1번함인

노틸러스호(Nautilus)에는 가압경수로형을, 2번함인 시울프호(Sea wolf)

에는 액체금속로(소듐냉각고속로26), SFR)를 적용하였었는데, 시울프호에

서 수차례의 냉각재 유출사고를 비롯한 각종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여 결국 가압경수로형으로 교체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잠수함용 원

자로로 가압경수로형만 사용해오고 있다[3].

종합적으로,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원자로의 노심을 설계할 때에는

일반적인 노심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들에 추가하여 선박용 원자

로 노심의 요구하는 공간 및 운용환경, 안전성 등의 특수한 조건들이 복

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26)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액체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노형이다. 액체나

트륨은 끓는점이 높아 계통 내 높은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열전도성이

높아 냉각효율이 좋고, 이로 인해 순환펌프의 압력을 낮출 수 있어 잠수함의 소

음측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과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며, 고온

의 나트륨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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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단계 노심해석체계 구축

제 1 절 2단계 계산법(Two-Step Method)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 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전통적

인 노심해석 방법론인 2단계 계산법(Two-Step Method)이다. 2단계 계

산법은 과거 전산장비의 성능이 저조하던 시절에 노심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 2개의 계산단계로 나누어 노심을 해석해오던 방법에서 유래한다.

최근 전산장비들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수송계산을 통해 전체 노심을

직접계산 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2단계 계산법은 적절한 정확

도를 가지면서도 매우 신속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특히, 핵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최적의

설계안을 찾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건들을 바꿔가며 이를 반복적으로 계

산해야하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계산이 가능한 2단계 계산법은

매우 적합한 방법론이다.

2단계 계산법은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 단위 격

자계산(Lattice Calculation)과 이때 산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노심 전체를

계산(Core Calculation)하는 2단계로 수행되는데, 각 단계별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격자계산(Lattice Calculation)

격자계산 단계에서는 볼츠만의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이용하여 2차원

무한매질 조건의 핵연료 집합체를 계산한다. 다음은 격자계산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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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볼츠만의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

 

(2)

핵연료 집합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1단계 계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노심 계산의 부담을 줄여 신속한 계산을 하기 위함이다. 중성자 수송

방정식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공간매질과 중성자의 에너지군에 대해 매

우 큰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 균

질화(Homogenization)와 군축약(Group Condens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균질화(Homogenization)는 실제 공간에 따라 불균질한 핵연료 집

합체에 대해 전체를 균질하다고 가정하고, 공간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여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반응단면적27)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균질화는

해당 중성자 에너지 군의 해당 핵반응 종류마다 총 반응률이 보존되도록

수행되는데,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은 아래식과 같이 중성자속(Neutron

Flux)·부피에 대해 가중평균함으로써 산출된다.

 




 




 (3)

27) 반응단면적(XS, Cross-Section)이란, 중성자가 원자핵과 반응할 확률을 말

하며, 미시적 반응단면적과 거시적 반응단면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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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은 반응률, 는 각 영역의 부피, 는 거시적 반응단면적,

는 중성자속(Neutron Flux)을 나타내며, 는 핵반응의 종류, 는 부피

영역, 는 중성자 에너지군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군축약(Group Condensation)은 다군(Multi-group) 에너지 영역에 대

한 반응단면적 자료를 2개 또는 몇 개의 에너지 군으로 축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각 핵반응 종류별

총 반응률이 보존되도록 이루어지는데, 군축약된 반응단면적은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을 균질화된 각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속에 대해 가중평균함으

로써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5)

∴  
∈



∈



(6)

여기서, 은 반응률, 는 균질화된 거시적 반응단면적, 는 균질화

된 영역의 중성자속을 나타내며, 는 핵반응의 종류, 는 다군 에너지

영역, 는 군축약된 소수군의 에너지 영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격자계산으로 산출된 결과에 대해 균질화와 군축약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되어진 핵연료 집합체별 라이브러리를 군정수(Group Constant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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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단계 계산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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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하면, 1단계의 격자계산은 각 핵연료 집합체별 및 에너지군

별 군정수를 생산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2단계 계산은 생산된 군정

수를 이용 노심을 해석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2 단계 : 노심계산(Core Calculation)

2단계 노심계산 단계에서는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이용하여 노심전체

를 해석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1단계 격자계산을 통해 생

산된 군정수이다. 아래는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7)

위 방정식에서 중성자속()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1단계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2단계 노심계산은 간단하고도 신속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2단계 계산법을 이용하여 노심을 해석한 결과는 중성자 수송

계산을 이용하여 전노심을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오차

를 가지게 된다.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1단계 격자계산에서 군정수를

생산할 때 2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고, 균질화와 군축

약 등의 가정을 통해 생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정방법28)이 곳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28) 대표적인 보정방법으로 B1 누설보정법, 누설 궤환법(LFM), 외곽집합체 처

리법(PA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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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TRACER와 RENUS

2단계 계산법으로 노심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된 코드는 서울대학교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nTRACER[4]와 RENUS[5]이

다. nTRACER(Neutron Tracer)는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코드로서, 47개

의 에너지 그룹으로 된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29) 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 계산에 특성곡성법(MOC)30), 축방향 계산에 노달법31)을 이용, 중성

자 수송방정식과 확산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노심을 해석하는 코드이다.

실제 가동중인 노심을 해석하는데 수차례 사용된 적이 있는 nTRACE

R[6]는 부가기능으로 군정수를 생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2단계 계산

법에도 활용할 수 있다. RENUS(REactor NUmerical Simulator)는 3차원

노달법을 이용하는 코드로서, 핵연료 집합체 단위의 거시적 반응단면

적3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확산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노심 전체를

해석하는 코드이다. 2단계 계산법으로 nTRACER와 RENUS를 이용한

노심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29) 미시적 반응단면적(Microscopic Cross Section)이란, 단위면적(1cm
2
)에 입사

하는 1개의 중성자가 원자핵 1개와 반응할 확률을 말하며, σ로 나타낸다.

30) 특성곡선법(MOC, Method Of Characteristics)이란, 1차 편미분 방정식을 1

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환원하여 푸는 수치계산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중성자속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31) 노달법(Nodal Method)이란, 핵연료집합체를 하나 또는 몇 개의 노드로 두

고 노드 내 중성자속 분포를 고차의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전체 노심을 해석

하는 방법이다.

32) 거시적 반응단면적(Macroscopic Cross Section)이란, 단위면적(1cm
2
)에 입

사하는 1개의 중성자가 1cm를 이동하는 동안 원자핵과 반응할 확률을 말하

며, Σ로 나타낸다. 거시적 반응단면적은 미시적 반응단면적과 수밀도의 곱과

같다(Σ=n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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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RACER를 이용한 군정수 생산

nTRACER를 이용하여 군정수를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되

는 계산은 특성곡성법(MOC)을 이용한 핵연료 집합체의 해석이다.

nTRACER는 2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특성곡선

(Characteristic Curve)을 이용하여 1차 편미분 방정식인 볼츠만 중성자

수송 방정식을 3개의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집합체 내 세

분화된 영역별 중성자속을 산출한다. 그림 3은 특성곡선법(MOC) 계산을

위해 형성된 추적선(Ray)과 중성자속 계산을 위해 나누어진 작은 영역

인 동일선원영역(FSR, Flat Source Region)을 나타내고 있다.

nTRACER는 먼저 중성자의 운동방향을 나타내는 추적선을 형성한 후,

이 추적선을 따라가면서 동일선원영역(FSR)의 각중성자속(Angular

Flux) 및 중성자속(Scalar Flux)을 결정한다.

추적선을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계산한 이후, 균질화와 군축약 과

정을 거치게 된다. nTRACER 내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질화

는 중성자속·부피에 대하여, 군축약은 중성자속에 대하여 가중평균을 실

시한다(수식 (4), (6) 참고). 그리고 확산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확산계

수는 균질화된 수송반응단면적을 군축약하여 생산한다. 확산계수는 수송

반응단면적과 식 (8)의 관계가 있으므로, 확산계수의 군정수는 식 (9)와

같이 수송반응단면적을 균질화된 각 에너지영역의 중성자속에 가중평균

함으로써 얻는다.




(8)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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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TRACER에서의 추적선 형성과 각중성자속 산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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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사체 영역의 군정수 생산 모델

여기서, 는 확산계수, 은 균질화된 거시적 수송반응단면적, 는

균질화된 매질의 중성자속(Neutron Flux)을 나타내며, 는 다군 에너지

영역, 는 축약된 소수군 에너지 영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집합체 불연속 인자(ADF, Assembly Discontinuity Factor)는 실제 비

균질의 핵연료 집합체를 균질화된 핵연료 집합체 가정하여 계산할 때 발

생하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되어지는 군정수이다. 집합체 불연

속 인자는 중성자 에너지 그룹별 평균 중성자속과 평균표면중성자속의

비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되어 진다[7].

 ≡



(10)

한편, 반사체33) 영역은 핵분열 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적으로 중성자속을 만들지 못하여 핵연료 집합체와는 조금 다르게 군정

수를 생산한다. 핵연료 집합체의 군정수를 생산할 때는 1개의 집합체 단

위로 생산하였지만, 반경방향 반사체의 군정수는 핵연료와 인접한 모양

에 따라 I-타입, L-타입, 코너 타입의 세 종류 분류한 후, I-타입은 핵연

33) 반사체란, 핵연료와 반응하지 않고 노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성자를 감소

시키기 위해 노심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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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집합체와 반사체의 2 노드로, L타입과 코너 타입은 2 x 2 개의 노드

로 구성된 문제를 계산, 이 결과에 대해 균질화 및 군축약을 실시함으로

써 얻는다. 그리고 축방향 반사체의 군정수는 반사체를 포함한 1차원 축

방향 핵연료 집합체 문제를 계산함으로써 얻는다.

반경방향 반사체의 불연속 인자(DF, Discontinuity Factor) 역시 집합

체 불연속인자와 마찬가지로 균질화된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의 가정으

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값이다. 반사체 불연속 인자는 반사체

의 군정수를 생산할 때 얻은 표면중성자류( 

)와 평균중성자속( 


,



)을 이용, 두 개의 균질화된 단일노드 계산을 통해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 영역의 중성자속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단

일노드 계산 결과로 얻은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가 인접하는 면의 중성

자속(

, 


)은 처음 군정수 생산단계에서 얻은 표면중성자속과 오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두 표면중성자속의 차이를 통해 불연속 인

자()를 얻을 수 있다.


   

  
 → 

 




 

 (11)

지금까지의 두 개 또는 네 개 노드의 문제에서의 핵연료 집합체와는

달리, 노심계산단계에서의 외곽 핵연료 집합체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 계

산으로부터 얻은 군정수를 사용하므로, 식 (11)의 양변에 핵연료 집합체

불연속 인자()를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반사체의 불연속 인자()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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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

- RENUS를 이용한 노심 계산

노달법에 기초를 둔 RENUS는 nTRACER로부터 생산된 군정수를 이

용하여 노심전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노달법에는 노달전개법(NE

M)34), 해석적 노달법(ANM)35) 등의 여러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RENUS

는 이 방법론들의 단점을 극복한 선원전개 노달법(SENM, Source

Expansion Nodal Method)[4]을 사용한다. 선원전개 노달법(SENM)은 서

울대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서, 확산방정식의 선원항

을 4차 다항식으로 나타낸 후 중성자속을 지수함수로 주어지는 동차해

(Homogeneous Solution)와 4차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특수해(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아래는 선원전개 노달법(SENM)

에서의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선원항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14)

여기서, 는 확산방정식의 선원항, 는 횡방향으로의 누설을

34) 노달전개법(NEM, Noeal Expansion Method)이란, 중성자속 분포를 4차 다

항식으로 표현하는 노달법이다.

35) 해석적 노달법(ANM, Analytic Nodal Method)이란, 중성자속 분포를 지수

함수 기반의 동차해와 2차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특수해의 합으로 나

타내는 노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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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항이며, 는 르장드르 다항함수이다.

이를 통해 확산방정식의 일반해는 지수함수로 이루어진 동차해와 4차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특수해의 합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진다.

   


 

sinhcosh
 





(15)

동차해의 계수는 인입 중성자류를 이용해 구하며, 특수해의 계수는 미

정계수법을 통해 선원항의 계수의 함수로 구할 수 있다.

한편, 운전되고 있는 노심은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게 되어 온도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응단면적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위

치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주기 위해 RENUS는

핵연료 온도, 감속재의 온도 및 밀도변화를 고려하여 반응단면적을 1차

함수로 보정함으로써 변화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 3 절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구축

nTRACER와 RENUS 이용, 2단계 계산법으로 노심을 설계하고 분석

하기 위해서는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RENUS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리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코드를

이용하여 노심을 설계하기 위해 N2R이라는 코드가 새롭게 개발되었으

며[8], N2R을 통해 2단계 계산법 기반의 nTRACER-RENUS 노심해석체

계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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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 N2R과 군정수의 함수화

N2R은 nTRACER–to–RENUS의 약자로, nTRACER에서 생산된 핵

연료 집합체별 반응단면적, 집합체 불연속 인자, 확산계수 등을 RENUS

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함수화 작업을 수

행한다. 식 (16)은 N2R에서 함수화에 사용되는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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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연소단계, 은 붕소농도,  는 핵연료의 온도, 

은 감속재의 온도, 는 감속재의 밀도를 나타낸다. 특히, 감속재의 온도

항은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변화까지 포함한 항이며, 감속재의 밀도항은

냉각재 유출사고와 같은 노심 내 냉각재의 압력강하를 고려한 항이다.

식 (16)에서 볼 수 있듯이, N2R은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함수화를 수행하며, N2R의 라이브러리로 인해 RENUS는 연소계산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36). 기존 RENUS는 거시적 반응단면적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이므로,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의 N2R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RENUS 내 몇 개의 모듈이

추가 및 수정되어졌다. 이때 추가 및 수정된 모듈은 미시적 반응단면적

입력모듈, 반응단면적 처리 모듈, 연소계산 모듈 등 N2R 라이브러리 처

리와 관련된 모듈이다. N2R과 RENUS가 처리하는 핵종은 11종의 초우

라늄 원소37), 4종의 핵분열 생성물, 붕소 및 물 등을 포함하여 총 26종

뿐이며, RENUS는 이러한 주요 핵종만을 사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함으

로써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 26개의

핵종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MASTER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종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9]. 그리고 연소 중 생성되는 핵종

중 앞서 언급한 17종의 핵종에 해당되지 않는 핵종들은 각각 해당하는

분류에 맞추어 거시적 반응단면적 형태로 통합되어 처리된다. 표 1은

N2R 및 RENUS가 처리하는 핵종 및 반응단면적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

며, 여기서 TRU(Transuranic elements)는 초우라늄원소, POI(Poisons)는

독물질, LFP(Lumped Fission Products)는 핵분열 생성물,

36) 연소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계산이 수행되어

져야 한다.

37) 초우라늄 원소란, 원자번호가 우라늄의 원자번호인 92보다 큰 원소들을 말

한다.



- 30 -

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U-235 Mic Pu-240 Mic Pm-149 Mic POI Mac

U-236 Mic Pu-241 Mic Sm-149 Mic STM Mac

Np-237 Mic Pu-242 Mic I-135 Mic MXS Mac

U-238 Mic Am-243 Mic Xe-135 Mic CR1 Mac

Pu-238 Mic TRU Mac LFP Mac CR2 Mac

Np-239 Mic Boron Mic CR3 Mac

Pu-239 Mic H2O Mic DTR Mic

표 1. N2R 및 RENUS에서 처리되는 핵종 및 반응단면적 종류

STM(Structure Materials)은 구조물, MXS(Macroscopic Cross-Section)

은 핵연료 집합체의 평균 거시적 단면적, CR(Control Rod)는 제어봉,

DTR(Detector)는 중성자 검출기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N2R은 군정수 생산시 각 가지(Branch)별 여러 개의 변화조건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 RENUS는 붕소농도,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및 밀도 등 4개의 가지(Branch)에 대해 기준조건 1개

와 변화조건 1개만 사용가능 하였고, 이때도 거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N2R은 각각의 가지(Branch)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

는 수만큼의 변화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

조건은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RENUS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N2R의 기능에 맞추기 위해, 기존 RENUS가 4종류의 가지(Branch)에 대

해 1차식으로만 처리하던 것을 각 가지(Branch)별 다수의 변화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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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RENUS는 붕소농도 변화와

열궤환효과(T/H Feedback Effect)38)를 정교하게 반영하여 계산을 수행

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N2R은 사용자가 원하는 오차를 고려하여 군정수 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함수화 할 수 있다.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최초 계산에 사용될 연소지점과

허용 가능한 오차를 입력하면, N2R은 내삽법을 이용하여 최초 선택되지

않은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 )를 계산한다. 이때 내삽법은 2차 라그

랑주법과 1차 구분선형법의 두 가지 중 사용자가 선택한 방법이 사용된

다. 내삽법에 의해 계산된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는 군정수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와 비교시 오차를 가지게 되는

데, 이 중 가장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연소지점을 추가로 선택하여 값

을 가져온다. 최초 선택된 연소지점에 추가된 연소지점을 더하여 다시

무한증배계수(∞)를 계산하고, 내삽법에 계산된 모든 연소지점의 오차가

허용 가능한 오차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그

결과로 N2R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도를 가지면서 기존 군정수 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 대비 최소한의 연소지점을 가지는, 크기가 축소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소지점의 자동선택 기능을 사용하면 총

61개 연소지점 중 2차 라그랑주법을 사용했을 때는 9개, 1차 구분선형법

을 사용했을 때는 11개의 연소지점만 선택되므로, 사용자는 원하는 정확

도를 가지면서도 1/6로 축소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다.

38) 열궤환효과(Thermal-Hydraulic Feedback Effect)란, 열수력 조건 변화에 의

해 발생된 반응단면적의 변화가 다시 열수력 조건을 변화시켜 노심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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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2R의 연소지점 자동선택기능 수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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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내삽법에 따른 자동연소지점 선택기능 수행결과

- 검 증

N2R의 개발로 인해 새롭게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심[10]이 사용되었

다[8]. 그리고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검증을 통

해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된 nTRACER의 직접 수송계산결과를 기준값으

로 이용하였다[6]. 군정수를 생산에 사용된 조건은 고온전출력(HFP) 상태

의 노심 내 평균온도를 기준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가지(Branch)별

4가지 변화조건에 대해 각각 생산하였다. 이때, 핵연료와 감속재 온도 변

화조건은 고온영출력(HZP)39)에서부터 고온전출력(HFP)까지의 온도변화

를 고려한 값들이다. 기준압력은 15.514 MPa이며, 감속재의 밀도변화는

39) 고온영출력(HZP, Hot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설계된 운전온도에서 출

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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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붕소량

(ppm)

핵연료 온도

(℃)

감속재 온도

(℃)

감속재 밀도

(g/cm
3
)

기준조건 1200 606.68 308.94 0.7072

1 1 291.30 291.30 0.6938

2 300 450.00 300.00 0.6989

3 600 817.42 316.95 0.7037

4 900 1145.13 324.83 0.7083

표 2.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검증에 사용된 군정수의

기준조건 및 변화조건

압력이 10 ~ 16 MPa로 변할 때를 고려하였다. 표 2는 군정수를 생산할

때의 기준조건과 16개의 변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군정수는 무한매질의 단일 핵연료 집합체 조건으로 생산되므로, 중성

자의 누설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2단계 계산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누설보정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nTRACER-RENUS 노

심해석체계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누설보정법

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임계상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누설량을 고려하

는 B1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누설보정법이다. 둘째는 노심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제 누설을 고려하는 누설 궤환법(LFM)이며, 셋째는 노심의

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의 누설을 처리하는 외곽 집합체 처리법

(PAT)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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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핵연료 집합체 검증

검증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된 계산은 바로 열궤환(T/H Feedback)이

없는 기준조건 상태의 0차원 무한매질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한 계

산이다. 검증결과, 이 노심해석체계 이용 계산한 9개의 핵연료 집합체 무

한증배계수( )는 nTRACER 이용 직접 수송계산을 실시한 결과와 정확

히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이 체계의 열궤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1차원

축방향 문제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계산이 수행

되었는데, 하나는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붕소의 농도만 변화시켰고, 다

른 하나는 붕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출력만 변화시켰다. 이때,

RENUS에서의 유효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 중심 온도와 표면온도의 가

중평균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어진 가중치는 각각 0.36과

0.64이며, 이 값은 출력 및 가중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반응도를 측정

하였을 때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이다. 계산결과, 출력이 100% 일 때 냉

각재의 입구온도는 두 코드 모두 291.3℃이며, 출구온도는 nTRACER와

RENUS 각각 325.04℃와 325.16℃ 였다. 이 오차는 두 코드가 서로 다른

증기표를 사용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3와 그림 8 및 9에

서 볼 수 있듯이, 출력이 100%인 조건에서 붕소의 농도를 변화시킨 결

과, 반응도 오차는 최대 –12 pcm, 출력오차는 최대 1.58%만 있었다.

노심 상부와 하부의 감속재 밀도차로 인해 붕소의 양이 달라지게 되어

노심 높이에 따른 출력분포 그래프의 중심이 붕소농도가 높을수록 상향

되는데, RENUS가 균질화된 매질의 군정수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함에

도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그림 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붕소 농도가 500 ppm의 고정조건에서 출력을 변화시킨

결과, 반응도 오차는 최대 –45 pcm, 출력오차는 최대 1.47%만 있었다.

이 또한, 출력증가에 따른 감속재 온도증가에 따라 출력분포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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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TRACER

(기준해)

nTRACER

-RENUS


(pcm)

RMS*

(%)

붕소 변화조건

(출력 100%)

10 ppm 1.18809 1.18805 -3 1.58

500 ppm 1.09018 1.09007 -9 0.96

1200 ppm 0.97728 0.97717 -12 1.17

출력 변화조건

(붕소 500 ppm)

0 % 1.09984 1.09929 -45 0.69

25 % 1.09767 1.09723 -37 0.49

75 % 1.09276 1.09261 -13 0.86

100 % 1.09018 1.09007 -9 0.96

150 % 1.08451 1.08456 4 1.47

* 노드의 출력 RMS

표 3. 1차원 축방향 단일 핵연료 집합체(A0) 해석결과

중심이 하향되는데, RENUS도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

음을 그림 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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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차원 축방향 단일핵연료 집합체(A0)의

붕소농도 변화에 따른 출력분포(출력 100%)

그림 9. 1차원 축방향 단일핵연료 집합체(A0)의

출력 변화에 따른 출력분포(붕소 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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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0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A0) 연소계산 결과 비교

다음으로 이 체계의 연소계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열궤환이 없는

기준조건 상태의 0차원 무한매질 단일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연소계산은 가연성 독봉이 없는 A0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

를 이용하여 3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연소지점은 54개 이

다. 계산결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연소 시작 후 약

간 증가하다가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6 MWD/kgU 이후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연소 종료시까지 지속 감소하여 최대오차

–74 pcm의 오차를 가졌다. 이 오차는 nTRACER와 RENUS에서 서로

상이한 핵종수 사용에 의한 연소사슬(Depletion Chain)의 차이와 연소행

렬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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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노심 검증

격자노심 문제는 실제 노심의 내부와 유사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심검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이다. 격자노심을 위한 집합체

는 APR-1400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중 무한증배계수( )가 가장 큰 차

이를 가지는 B3 와 C0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nTRACER

이용 수송계산시 이 두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14/0.86,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13/0.87이었다. 또한

RENUS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군정수는 모두 3

종류로, 단일집합체 무한매질 군정수(SA), B1 누설보정 군정수(B1), 누

설 궤환 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LFM)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누설보정이 없는 단일집합체 무한매질 군정수

를 이용하여 격자노심을 계산한 결과(SA)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2단계 계산법의 가정에 의한 오차이다. B1 누설보정을 실시한

경우(B1) 무한매질 군정수 결과(SA)와 비교했을 때 반응도 오차는 비슷

하나, 출력오차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온

전출력(HFP)의 열궤환을 실시한 조건(T/H on)에서는 반응도 오차가 증

가하였고, 출력오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누설궤환 보정법을 적용했을

때(LFM)는 반응도 및 출력오차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2차원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 반응도 오차는 10 pcm,

출력오차는 0.1%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차원 격자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연소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3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연소지점은 총 54개이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0.05

MWD/kgU에서 110 pcm의 최대오차를 가진 후 지속 감소하였으며, 12.5

MWD/kgU 이후 다시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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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차원 격자노심 3차원 격자노심



(pcm)

RMS

(%)



(pcm)

RMS

(%)

HZP

(T/H

on)

nTR 1.10142 - - 1.09747 - -

SA 1.10254 92 0.86 1.09858 92 0.85

B1 1.10027 -95 0.70 1.09629 -98 0.71

LFM 1.10109 -27 0.11 1.09713 -28 0.12

HFP

(T/H

off)

nTR 1.09304 - - 1.08887 - -

SA 1.09432 107 0.83 1.09013 106 0.84

B1 1.09184 -101 0.73 1.08764 -104 0.72

LFM 1.09293 -9 0.10 1.08875 -10 0.10

HFP

(T/H

on)

nTR 1.09406 - - 1.08759 - -

SA 1.09501 79 0.74 1.08851 78 0.74

B1 1.0928 -110 0.75 1.08627 -112 0.74

LFM 1.09365 -34 0.13 1.08716 -36 0.12

표 4. 격자노심(B3C0)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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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차원 격자노심(B3C0) 연소계산 결과 비교

3. 전노심 검증

APR-1400 전노심에 대한 검증은 2차원 노심과 3차원 노심으로 나누

어서 수행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군정수는 격자노심 계산시 사용한 3가

지에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용한 누설 궤환법(LFM+PAT)를 추가하여

총 4가지 종류이다. 참고로, 핵연료 집합체 불연속 인자(ADF)와 반사체

의 군정수는 모두 동일한 조건의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

는 핵연료 집합체의 군정수 종류에 따라 발생한 차이이다.

2차원 노심문제를 해석한 결과, 별도의 누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

의 경우 출력오차는 약간 있었으나, 반응도 오차는 최대 -52 pcm만 있

을 정도로 비교적 정확했다. B1 누설보정을 사용했을 때는 누설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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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차원 노심 3차원 노심



(pcm)

RMS

(%)

Max.

Diff.

(%)



(pcm)

RMS

(%)

Max.

Diff.

(%)

HZP

(T/H

on)

nTR 1.00030 - - - 0.99676 - - -

SA 1.00055 25 6.67 12.31 0.99718 42 6.73 12.44

B1 0.99934 -96 2.10 4.67 0.99582 -95 2.06 4.59

LFM 1.00057 27 1.03 2.30 0.99718 42 1.00 2.22

LFM

+PAT
1.00039 9 0.62 1.14 0.99699 23 0.60 1.17

HFP

(T/H

off)

nTR 0.99218 - - - 0.98843 - - -

SA 0.99230 12 6.27 11.16 0.98875 33 6.34 11.29

B1 0.99115 -104 2.08 4.48 0.98743 -102 2.04 4.42

LFM 0.99259 42 1.04 2.21 0.98882 40 1.02 2.18

LFM

+PAT
0.99243 26 0.61 1.19 0.98865 23 0.59 1.15

HFP

(T/H

on)

nTR 0.99313 - - - 0.98732 - - -

SA 0.99262 -52 3.59 6.10 0.98710 -23 3.46 5.81

B1 0.99176 -139 0.87 1.50 0.98590 -146 0.87 1.43

LFM 0.99313 0 0.69 1.38 0.98762 31 0.68 1.39

LFM

+PAT
0.99299 -14 1.16 2.17 0.98747 15 1.13 2.13

표 5. 2/3차원 노심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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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SA)에 비해 반응도 오차는 증가하였지만 출력오차는 크게 감

소하였으며,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을 때는 반응도 오차와 출력오

차 둘다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

용한 누설 궤환법(LFM+PAT)을 사용한 군정수의 경우, 고온영출력

(HZP)와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반응도 오차는 26 ~ 27

pcm, 출력오차는 0.6% 만 있었다. 그리고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

(T/H on)의 반응도 오차는 –14 cpm 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매우 정확

하였으나, 출력오차는 누설 궤환법(LFM)만 사용했을 때 보다 약간 증가

한 1.2%를 가졌다. 이것은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이 열궤환 조건에서

외곽 집합체에 발생하는 중성자 누설을 과보정(Over-correction)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

서의 2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부터 누설보정

이 없는 군정수 (SA), B1 누설보정법, 누설 궤환법(LFM), 누설 궤환법

(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을 사용한 군정수 조건에서의 출력오

차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2차원 전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

서의 연소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20 MWD/kgU 까지 진행하였

으며, 총 연소지점은 44개이고, B1 누설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를 사용

하였다. 계산결과,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

서 –105 pcm의 최대오차를 가졌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양의 기울

기를 가지고 점차 감소하다가, 12.5 MWD/kgU 이후 음의 기울기로 연

소종료시점까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핵연료봉 내 포함된 가연

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점 11 ~ 13 MWD/kgU 임을 고려했을

때, RENUS는 가연성 독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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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2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

(위에서부터 SA, B1, LFM, LF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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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2차원 노심 연소계산 결과 비교

3차원 노심문제를 해석한 결과도 2차원 노심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누

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의 경우 출력오차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반응

도 오차는 최대 42 pcm만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정확하였다. B1 누설보정

을 사용했을 때 역시 누설보정이 없는 경우(SA)에 비해 반응도 오차는

증가하였지만 출력오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

을 경우, 반응도는 비교적 정확했으며, 출력분포는 매우 정확한 값을 가

졌다.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용한 누설 궤환법(LFM+PAT)의 경우, 고

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 반응도와 출력분

포의 오차가 가장 작았으나,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

는 반응도와 출력분포 오차 모두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을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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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3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

(위에서부터 SA, B1, LFM, LF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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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3차원 노심 연소계산 결과 비교

다 증가하였다. 이것 또한, 2차원 노심과 마찬가지로 외곽집합체 처리법

(PAT)이 열궤환 조건에서 외곽 집합체에 발생하는 중성자 누설을 과보

정(Over-correction)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4는 고온전출력

(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3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부터 누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 B1 누설보정, 누설 궤

환법(LFM), 누설 궤환법(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을 사용한 군

정수 조건에서의 출력분포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3차원 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연소

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2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연소지점은 44개이고, B1 누설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를 사용하였다. 계

산결과,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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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의 오차를 가졌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오차는 점차 감소, 8 MWD/kgU에서 최대값인 109 pcm을 가진 후 연소

종료시점까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차원 노심에서 핵연료봉

내 포함된 가연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점이 7 ~ 10 MWD/kgU

임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가연성 독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라 할 수 있다.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는 초기노심

의 조건에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특히, B1 누설보

정, 누설궤환법(LFM) 및 누설 궤환법(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

등의 누설보정을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N2R의 개발로 인한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의 군정수

함수화을 통해 RENUS가 연소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 격자노심, 2차원/3차원 노심 등 다양한 문제

들에 대한 연소계산 결과 최대 110 pcm의 오차만 발생할 정도로 정확했

다. RENUS가 균질화 및 군축약된 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단지 26개의

핵종만으로 연소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0 pcm의 오차는

매우 작은 오차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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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 개념설계

잠수함 탑재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 노심의 이름은 S-70J이다

[2]
. S-70J는 Submarine Reactor Core with 70 MWt for Jaeger-KSSN

의 약자로, 이 노심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사냥하는 한국형 원

자력추진 잠수함을 위한 노심이며, 70MW의 열출력을 낼 수 있다는 의

미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S-70J를 설계함에 있어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사용하였다. nTRACER를 이용하여 군정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조건은 고온전출력(HFP) 상태의 노심 내 평균온도로 설

정하였으며, 각 가지(Branch)별 1 또는 4가지 변화조건에 대해 각각 생

산하였다. 이때,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변화조건은 고온영출력(HZP)에

서 부터 고온전출력(HFP)까지의 변화를 고려한 값들이며, 기준압력은

S-70J의 정상운용시 압력인 15.5 MPa 이다. 표 6은 군정수를 생산할 때

의 기준조건과 변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붕소량

(ppm)

핵연료 온도

(℃)

감속재 온도

(℃)

감속재 밀도

(g/cm3)

기준조건 0 434.28 306.82 0.71194

1 100 291.30 291.30 0.69912

2 - 300.00 300.00 -

3 - 600.00 310.00 -

4 - 900.00 325.00 -

표 6. 핵설계시 사용된 군정수의 기준조건 및 변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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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 살펴본 고려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새롭게 탄생된

S-70J의 세부 제원은 표 7과 같다. 지금부터 이 제원들이 결정되어지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노심 폭 1.46 m 냉각재 질량유속
412 kg/s

(0.36 m/s)

유효 노심높이40) 1.00 m
냉각재
온도

입구측 291.30 ℃

집합체 피치 20.9 cm 출구측 321.30 ℃

집합체 수 37 개 연소주기(EFPY41)) 12년 이상

핵연료 농축도 19.95 w/o42) 핵연료 교체주기43) 40년 이상

열출력 70 MWt 가연성 독물질 Gd2O3

전기출력44) 21 MWe 반사체 SS 304

선출력밀도 7.81 kWt/m 핵연료 질량 4.7 ton

운전압력 15.5MPa 반사체 질량 15.6 ton

표 7. 설계된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 S-70J의 제원

40) 유효 노심높이(Active Core Height)란, 핵연료봉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높이

를 말한다.

41)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EFPY, Effective Full Power Years)란, 산정시점까지

의 총 발전량을 설계상의 출력으로 1년간 연속으로 가동할 때의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2) Weight percent, 물질의 각 성분을 중량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43) 핵연료 교체주기는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동안 실제 핵연료를

교체하는 주기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을 최대속력의 2/3

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44) 전기출력(MWe)은 30%의 열효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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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크기 및 구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함에 있어 가장 먼저 결정한 제

원은 노심의 크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200 ~ 1,800톤급 디젤 잠수함

을 이미 운용중이며, 3,000톤급 디젤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 미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차폐격벽의 질량이 1,130 ~ 1,680톤 이므

로[12], 앞으로 건조하게 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배수량은 4,000

~ 8,000톤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용

되고 있는 잠수함의 장폭비는 대략 9:1이고, 여기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 잠수함들의 제원을 참고하여 압력선체의 직경을 예측해 보

면 대략 8 ~ 11m정도가 된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노

심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들이 직경 8 ~ 11m의 원통형 압력선체 공간

안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상·하부에 설치되는 각종 원자로 구성품들을

고려 S-70J 노심의 유효높이는 1m로 결정하였다.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상용로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OPR/APR용 16x16 사각형 집합체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는 WEC 원자로용 17x17 핵연료 집합체와는 달리, 하나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12개의 제어봉을 연결하여 5개의 핵연료 집합체에 동

시 장착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핵연료 집합체에 제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집합체는 그림 16과 같이 236개의 산화우라늄(UO

2)45) 핵연료봉과 5개의 안내관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렇게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 한 변의 길이는 20.9 cm이다. S-70J는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를

45) 산화우라늄(UO2) 핵연료봉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핵연료봉에 비해 녹는

점이 매우 높아(2875℃)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낮아 냉각재로 물

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소의 흡수단면적이 작아 저농축 우라

늄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핵연료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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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70J의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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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과 같이 7x7 배열의 총 37개로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노심

의 폭은 1.46m가 된다. 노심 내 핵연료 집합체 배치는 연소주기, 첨두출

력계수, 중성자 누설량, 제어봉 제어능 등의 고려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수십 개의 배치안에 대한 반복모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그림 16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배치안을 나타

내고 있다. 참고로, 핵연료(U-235)의 농축도는 19.95 w/o이며, 그림에 표

시된 농축도는 가연성 독봉(Gd2O3-UO2)에 포함된 산화가돌리늄(Gd2O3)

의 농축도이고, ()안은 각 핵연료 집합체 내 가연성 독봉의 개수를 의미

한다.

제 2 절 노심의 출력

S-70J의 열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기관의 소요동력을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Admiralty 계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방법은 선박 설계단계에서 추진기관의 소요동력을 결정할 때,

선박을 일정한 속도로 항주시키는데 필요한 기관의 동력은 배수량의 2/3

제곱과 속력의 3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의 비례상

수가 Admiralty 계수이며, 이 값은 기존선박의 자료로부터 도출한다. 추

진기관의 소요동력은 이 Admiralty 계수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나

타내어 질 수 있다[13].



 
(17)

여기서 는 축마력(SHP), 는 선박의 배수량(톤), 는 선박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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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노트46)), 는 Admiralty 계수를 의미한다. Admiralty 계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Admiralty 계수를 선형이 유사한 기존선박의 자료로부

터 도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 미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동일한 선형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Admiralty 계수를 산출한 후, 이 값을 S-70J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S-70J의 출력을 결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버지

니아급 잠수함의 제원은 수중배수량 7,800톤, 최대수중속력 35노트, 원자

로 출력 40,000 SHP 이며, 산출된 Admiralty 계수는 421.574이다. 이렇

게 구한 Admiralty 계수를 이용하여 소요동력(SHP)을 산출한 후, 소요

동력을 원자로의 열효율(30%)을 고려한 열출력(MWt)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17의 위쪽 그래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한국형 원자로추진 잠수

함의 최대수중속력과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운용

중이거나 운용예정인 동급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열출력, 30%의 열효율

등을 고려하여, S-70J의 열출력은 70MWt로 결정하였다. S-70J가

70MWt의 열출력을 낼 때,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을 산출한

결과, 4,000 ~ 8,000톤급의 잠수함에서 낼 수 있는 최대수중속력은 31 ~

36.1 노트였다(그림 17의 아래쪽 그래프).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산출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과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용중인 동

급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을 비교한 결과, 수중속력 면에서 미국이 보유

한 버지니아급 및 LA급 잠수함과는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러시아, 영

국, 프랑스 등의 잠수함과 비교시에는 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

라 예측할 수 있었다.

46) 노트(Knot, kts), 선박의 속력 단위로 1시간에 1해리(1,852m)를 달리는 속도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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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70J 탑재 잠수함의 배수량에 따른 소요 열출력 및

최대수중속력 산출결과(열효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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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 류 배수량(톤) 최대수중속력(kts)

한국
K-SSN

(S-70J)
4,000 ~ 8,000 36.1 ~ 31

미국
버지니아급 7,800 35

LA급 6,900 32

러시아 빅터-급 7,000 30

영국
트라팔가급 5,300 29

아스튜트급 7,200 29

프랑스 루비급 2,600 25

표 8.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최대수중속력 비교

제 3 절 핵연료 농축도47)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심 내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

는 연소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잠수함용

핵연료에 93 ~ 97 w/o의 농축도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

에 잠수함의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축도는 저농축 우라윰으로 분류되는 0 ~ 20 w/o 이므

로,[14] S-70J에는 핵연료로 19.95 w/o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사용하

였다(이는 핵연료 생산단계에서의 공정오차를 고려한 값이다.) 그림 18

47) 농축도란, 우라늄의 총질량 대비 우라늄-235의 질량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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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핵연료 농축도 변화에 따른 무한매질조건의 핵연료 집합체 연소도 측정 결과

은 핵연료 농축도 변화에 따른 무한매질조건의 핵연료 집합체 연소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연료로 우라늄-235가

0.72w/o 함유되어 있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연소도(MWD/kgU)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제 4 절 연소주기와 핵연료 교체주기

연소주기는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기준 12년 이상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것은 노심의 출력이 100%(전출력)인 상태로 연속운전시 연

료교체 없이 12년 동안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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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전출력 조건으로 계속 운전하여 전기를 생산

해 내기 때문에 핵연료 교체주기는 곧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가 된

다. 하지만, 잠수함을 운용시 항상 최대속력으로만 기동 하는 것이 아니

므로, 운용속력에 따른 노심의 출력은 전출력 대비 훨씬 더 작게 되고,

따라서 핵연료 교체주기는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보다 훨씬 더 길

어지게 된다. 잠수함이 작전운용 중 내는 평균 속력이 최대속력의 2/3

라고 했을 때, 잠수함 기동에 필요한 출력은 속력의 3승에 비례하므로

평균 운용속력이 최대속력의 2/3가 될 때 S-70J가 내는 평균출력은 전

출력(70MWt)의 (2/3)3 만큼 작아지게 되고,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도 (3/2)3 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평균 운용속력을 적용했을 때, 유효전

출력 가동년수(EFPY)가 12년인 S-70J는 연료의 재장전 없이 40년간 연

속운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목표 연소주기를 12년으로 설정한 것은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번 핵연료를 장전하면 잠수함이 퇴역시까지

재장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연료 교체로 인한 잠수함 운용상 작전공백의 증가, 잠수함 선체절단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 연료 교체 도중에 발생 가능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5 절 평균 선출력밀도 및 국부출력

핵연료봉 1개가 1m당 발생시키는 평균출력을 의미하는 평균 선출력

밀도( ′)는 식 (18)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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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핵분열로 인해 발생한 열에너지가 핵연료봉에 흡수되는

비율로 가압경수로형(PWR)의 값인 0.974를 적용하였으며[15], 
는 노

심의 열출력, 는 연료봉의 개수, 은 핵연료봉의 높이를 의미한다.

이 식을 이용하여 70MWt의 열출력을 내는 S-70J의 평균 선출력밀도

를 산출해 보면 7.81kW/m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S-70J의 핵연

료봉 높이가 1m이므로, 평균 선출력밀도는 전출력 운전시 연료봉 1개가

발생시키는 열출력과 같다. 일반적인 가압경수로형(PWR)의 허용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가 약 46kW/m임을 고려했을 때, S-70J는 열적 여유도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S-70J의 선출력밀도와 식 (19)

를 이용하여 산출한 첨두출력계수(Fq) 제한치는 5.89이다.

m ax   ′
′max

(19)

70MWt의 열출력을 고려한 냉각재의 질량유속은 전체 노심기준 412

kg/s(0.36 m/s)만 유지하면 되었다. S-70J가 APR-1400 보다 57배 낮은

열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질량유속에도 불구하고 핵비등 이탈률

(DNBR)은 APR-1400과 비슷한 값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소음요인은 냉각재 순환펌

프인데[?], 이에 따라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정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냉각재 순환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1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S-70J를 탑재한 잠수함도 냉각재 순환펌

프의 사용 없이 자연대류의 효과만을 이용하여 기동이 가능한 속력을 대

략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확인방법으로, 자연대류 조건에서의 냉각재 질

량유속 산출공식(식 20)와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산출공식(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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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자연대류로 냉각할 수 있는 최대 열출력을 산출하고(식

(22)), 산출된 열출력을 이용하여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최대속력을 산출하였다. 이때, 최대속력을 산출시는 Admiralty 계

수법(식 (17))을 이용하였다.

 


  


(20)

   (21)

⇒    








(22)

여기서, 은 냉각재 질량유속, 는 냉각재의 평균밀도, 는 중력가속

도, 는 냉각재의 평균 열팽창계수, 는 노심-증기발생기간 높이차,

은 냉각재가 받는 저항, 는 냉각재의 평균 비열, 는 냉각재 입

구와 출구의 엔탈피차를 의미한다. 특히, 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의 압력선체 폭(8 ~ 11 m)을 고려하여 3 ~ 7 m로 적용하였으며, 냉각

재가 받는 저항()을 얻기 위해서 냉각재 순환계통의 파이프 직경과

순환경로의 개수가 필요했는데, 이 두 값은 0.5m와 4개로 각각 가정하였

다. 아래 식은 냉각재가 받는 저항()을 산출하는 공식이며, 전체 과정

에서 사용된 자료는 표 9에 정리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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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 미 값 구분 의 미 값

냉각재 밀도
(kg/m

3
)

711.94  냉각재가 받는 저항 17.35


중력가속도
(m/s

2
)

9.8  노심의 Form loss 15

 열팽창계수
4.44
x 10

-6 
노심의 Flow Area

(m
2
)

0.97649


노심-증기발생기
높이차(m)

3 ~ 7 
냉각재 Loop의
Form loss

1


냉각재 비열
(J/kg·K)

5,643 

냉각재 Loop 1개의
Flow Area (m

2
)

* 반지름 : 0.25m 적용

0.19635


노심 입구-출구
엔탈피차(J/kg)

168,910 NL
냉각재 Loop 개수

(개)
4

표 9.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성 확인을 위해 사용된 자료

산출결과, 노심-증기발생기간 높이가 3 ~ 7 m로 변할 때, 4,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최대 4.0 ~ 4.6 kts, 8,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3.4 ~ 4.0

kts의 속력으로 기동시 자연대류로 냉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은 작전구역 내에서 감시 및 탐지임무를

위해 저속으로 기동할 때에는 냉각재 순환펌프를 정지한 상태로 은밀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냉각재 순환계통 설계시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노심을 냉각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 즉 펌프를 거

치지 않는 경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19는 배수량 및 노

심-증기발생기간 높이차 변화에 따른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 산출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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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 수중속력 산출결과

추가적으로, S-70J의 핵연료 집합체의 설계과정 중 발생된 높은 국부

첨두출력(Local Power Peaking)을 낮추어 열적 안전성을 높였다. 동일한

핵연료봉으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를 확인해 보면, 그림 20

-①과 같이 안내관(Guide Tube) 주변과 집합체의 모서리 위치에 있는

핵연료봉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이것은, 해당 핵연료봉 주변에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감속재가 다른 핵연료봉에 비해 많이 존재하기 때

문에 감속된 중성자의 수가 증가하여 핵연료와의 반응률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S-70J의 경우, 높은 잉여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가연성 독봉

을 64 또는 80개나 사용하였는데, 이 위치에 존재하는 중성자는 핵분열

에 사용되지 못하고 가연성 독봉에 대부분 흡수되게 된다. 이로 인해, 다

른 핵연료봉에 비해 가연성 독봉의 출력이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안내

관 주변과 집합체 모서리에 위치한 핵연료봉의 출력이 이전보다 더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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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70J 핵연료 집합체 내 국부첨두출력 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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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게 된다(그림 20-②).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70J의 핵연료 집합체

는 안내관 주변과 집합체의 모서리에 상대적으로 농축도가 낮은 핵연료

봉(16 w/o)을 배치함으로써 가연성 독봉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국부 첨두출력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20-④)

제 6 절 반사체 선정

노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측면 또는 상·하부로의 중성자의 누

설이 많아져 연소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또한, 노심 외곽에 위치한 핵연

료 집합체의 중성자 누설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심의 출력이 커져

서 첨두출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노심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형 원자로의 반사체 물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물을 비롯하여 베릴륨(Be), 흑연(Graphite), 스테인레

스강(SS 304), 지르칼로이-4 등이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성자

의 누설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는 베릴륨이 가장 뛰어나지만, 경제성, 안

전성, 제작용이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시 스테인레스강(SS 304)이 가장

효율적이었다[17].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형원자로의 반사체 물질

로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사용했을 때, 물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중성

자의 누설이 크게 감소하여 연소주기가 14% 증가 하였으며, 집합체 내

첨두출력도 감소하였다[18].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노심의 연소주

기를 증가시키고 집합체 첨두출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측면 반사체 물질

은 스테인레스강(SS 304)로 선정하였다48).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48) 상·하부 반사체는 노심의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는 냉각재(물)를 고려하여

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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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의를 위한 6가지 모형

의 적절한 폭을 결정하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가 각각 1개 또

는 2개로 이루어진 모형을 만들고,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을 증가시

키면서 유효증배계수(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

은 그림 21과 같이 총 6 가지이다. 참고로, 노심 구조상 핵연료 집합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얇은 보호판(Shroud, 보통 SS 304)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인 노심의 반사체는 그림 21-①과 같이 얇은 보호판과 물로 구성

되어 있다.

확인 결과, 6가지 모형 중 일반 반사체(그림 21-①)의 경우 유효증배

계수()는 1.03777로 가장 낮은 값을 가졌으며,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증가할수록 유효증배계수()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반사체

를 2중으로 설치했을 경우(그림 21-④,⑤,⑥), 스테인레스강(SS 304)만으



- 66 -

구 분

크기(cm)

 증가량
SS 304

반사체

전체크기

① 일반 반사체 1.3

20.949)

( = 집합체

1개 크기)

1.03777

② SS 304 + 물

6.4 1.05253 0.01476

10.3 1.06526 0.02749

③ SS 304 20.6 1.07994 0.04217

④ SS 304 + 물 20.6

41.8
( = 집합체

2개 크기)

1.08023 0.04246

⑤ SS 304 + SS 304 + 물 30.9 1.08288 0.04511

⑥ SS 304 + SS 304 41.2 1.08331 0.04554

표 10.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유효증배계수() 변화

로 이루어진 반사체를 1개만 설치했을 경우(그림 21-③)와 비교했을 때

유효증배계수()의 증가량은 미미하였다. 표 10은 그림 21의 6가지 모

형에 대해 nTRACER를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은 늘어난 스테인레스강(SS 304)로 인해

핵연료 집합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성자의 누설량이 감소했기 때문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 6가지 모형의 모의결과로부터

핵연료 집합체 표면에서의 중성자류(Current)를 확인하였다. 참고로, 중

성자의 누설량과 표면 중성자류(Current)의 관계는 식 (24)와 같다.

  ∇· (24)

49) 핵연료 집합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 0.3cm의 간극을 포함한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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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6가지 반사체 모형 내 핵연료 집합체 표면에서의 중성자류와

각 모형별 유효증배계수 비교

여기서, 은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을 빠져나가는 중성자 누설량, 는

중성자류를 의미하며, 는 중성자의 에너지군, 은 위치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중성자의 누설량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큰 영역인 속중성자영

역(Fast Group)에서의 누설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모형별 속중성자영

역에서의 표면 중성자류를 산출하면 누설량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유효증배계수( )가 가장 작은 일반 반사

체(그림 21-①) 모형에서 표면 중성자류는 가장 큰 값을 가졌으며, 스테

인레스강(SS 304)의 폭이 커질수록 그 값은 점점 작아졌다. 또한, 반사

체를 2중으로 설치했을 경우 스테인레스강(SS 304) 폭의 증가량에 비해

표면 중성자류의 감소량도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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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부터, 반사체로서 스테인레스강(SS 304)은 중성자 누설량

감소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물질이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 보다 큰 크기는 그 효

과가 작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70J의 측면 반사체는

핵연료 집합체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그림 21-③을 적용하였다. 그림

23은 여러 모형의 분석을 통해 결정된 반사체와 이를 포함한 S-70J의

핵연료 집합체를 위와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의 총 질량은 15.6톤인데, 일

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의 1.9톤과 비교했을 때 노심의 총 질량은 8배

나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탑재될 잠수함이

4000 ~ 8000톤급이고 격납격벽의 질량이 1,130 ~ 1,680톤 이므로
[?]
, 13.7

톤의 중량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 7 절 잉여 반응도 제어

S-70J는 무붕산 노심이다. 이 노심은 19.95 w/o의 농축도를 가진 핵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붕산 없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잉여반응도를 제어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연성 독물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S-70J에는 가돌리니아(Gadolinia, Gd2O3)50)를 사용하였는데, 가돌리니아

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용 노심에서 사용하는 농축도보다 더 높은 16 또는

24 w/o로 농축하여 핵연료봉에 포함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가연성 독봉

을 핵연료 집합체당 64 또는 80개까지 포함하여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핵연료봉에 가돌리니아가 많이 포함되면 전

50) 가돌리니아(Gadolinia)란, 가돌리늄(Gd)의 산화물인 산화가돌리늄(Gd2O3)을

말하며 원자로에서 가연성 독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

(UO2)에 혼입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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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70J의 반사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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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열중성자

거시적 흡수단면적

(cm)

구 분

열중성자

거시적 흡수단면적

(cm)

B4C 759 H3BO3 759

HfC 102 Er2O3 162

B2O3 759
Ag

-In

-Cd

Ag 63.6

Gd2O3 49,000 In 193.5

Eu2O3 4,600 Cd 2450

HfO2 102

표 11. 가연성 독물질 종류별 반응단면적
[17]

도성이 높아져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부첨두출력을 높게 만들지

만, S-70J의 경우 낮은 열출력으로 인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11

은 가연성 독물질의 종류와 흡수반응단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19], 이를

통해 가돌리니아의 흡수 반응단면적이 다른 물질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가연성 독봉과 더불어, 노심의 잉여 반응도 및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제어봉이 사용된다. 제어봉에 사용된 물질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PWR)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화붕소(B4C)이며, 이때 잉여반응도를 고려

하여 흡수 반응단면적이 큰 B-10을 90 w/o까지 농축시켰다. 제어봉 집

합체(CEA)은 제어능의 크기에 따라 출력제어용(RB, Regulating Bank)

3종류와 비상정지용(SB, Shutdown Bank) 2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개의 제어봉 집합체(CEA)는 출력제어용 제어봉의 경우 4 또는 8개, 비

상정지용 제어봉의 경우 12개로 구성하였다. 그림 24는 S-70J의 제어봉

장전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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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70J의 제어봉 집합체 모습

뿐만 아니라,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차 비상정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흡

수 반응단면적이 큰 액체 독물질을 노심 내로 주입하는 장치로, 이 때

사용한 독물질은 가압중수로형 원자로(PHWR)인 CANDU-6형 원자로와

동일한 질산 가돌리늄 용액(Gd(NO3)3-6H2O) 이다.

통상, 선박용 원자로에서 액체 독물질을 주입했을 경우 노심의 재가동

이 어렵게 되어 모항으로의 복귀가 힘들게 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는다. 하지만, 잠수함 탑재용 노심인 S-70J의 경우 이러한 시

스템을 사용 하더라도 비상 배터리와 스노클을 이용하여 기지로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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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OPR/APR용 16x16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제어봉 1개의 제어능이 크기 때문에, 저온영출력(CZP) 조

건 및 제어봉 구동장치 1개가 작동불가 상황에서 0.99보다 작은 유효증

배계수를 만족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시 노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S-70J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작동개념을 살펴보면, 설치된 질산가돌리늄 용액의 주입은 고압의 헬

륨을 이용해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심 내 주입 후 냉각재 내 가

돌리늄의 농도가 8000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0]. 또한, 밸

브 미작동에 의한 주입실패를 고려하여 질산 가돌리늄 용액은 4개의 탱

크에 분산되어 보관되며, 주입 후 빠른 확산을 위해 각 탱크의 출구는

서로 다른 경로로 노심과 연결하였다. 노심 내 존재하는 냉각재의 양만

고려했을 경우, 질산 가돌리늄 용액(Gd(NO3)3-6H2O)이 들어있는 탱크의

총 크기는 11.59 L 이며, 이 속에 들어있는 가돌리늄의 총 질량은 9.42

kg이다. 그림 25는 S-70J의 2차 비상정지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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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70J의 2차 비상정지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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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계안 성능 및 안전성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수함 탑재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S-70J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은 노심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nTRACER의 전노심 수송계산 결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nTRACER의 해석결과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의 해석결과

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였다.

nTRACER 계산시 조건으로 중성자 추적선의 간격은 0.05cm[21], 추적

선수는 방위각 16개, 극각 4개이며, 등방산란을 가정하였지만 수송보정

반응단면적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비등방산란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그

리고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위해 생산된 군정수의 기준조

건과 변화조건은 핵설계시 사용된 조건과 같다(표 6 참고).

또한 안전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 비교기준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발행한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였다[22].

제 1 절 초기노심의 반응도와 출력 분포

먼저, 고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의 조건에서 초기노심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산출결과, 유효증배계수( )는 고온영출력(HZP)

에서 1.04057, 고온전출력(HFP)에서 1.02786으로 산출되었다. 참고로, 고

온영출력(HZP)에 비해 고온전출력(HFP)에서의 유효증배계수()가 더

낮은 이유는 출력증가에 따른 노심 내 온도 상승으로 인해 도플러 확장

(Doppler Broadening)51)이 발생하여 반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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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심의 출력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림 26 및 27은 각각 고온

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의 조건에서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은 두 조건에서 모두 중앙

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최외곽에서는 가장 낮은 분포를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심 내 출력분포를 가능한 균등하게 하기 위

해 가연성 독봉의 수가 많으면서도 독물질의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 집합

체를 중앙에 배치하고, 가연성 독봉의 수가 적게 포함되고 독물질의 농

축도가 낮은 핵연료 집합체를 외곽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최외곽에 위

치한 핵연료 집합체 독물질의 양이 적더라도 중성자의 누설로 인해 중심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적게 일어나므로 노심 전체적으

로는 균등한 출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림 28에서는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축방향 출

력은 노심 중앙부분의 높고 하부와 상부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앙부분에 비해 상부와 하부에서 중성자의 누설이 크기 때문

이다. 그리고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출력이

하부출력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냉각재가 하부에서

상부로 상승하면서 노심으로부터 열을 받아 냉각재의 온도가 상승하여

상부에서의 냉각효과가 하부와 비교하여 적게 되고, 이로 인한 핵연료

상부의 온도상승에 따른 도플러 확장에 의해 출력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S-70J는 감속재의 온도가 상승하게 하게 되면 노심 내

반응도는 낮아지게 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S-70J 초기

노심의 반응도와 출력분포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nTRACER의 결과와

51) 도플러 확장이란, 온도상승에 의한 원자 또는 분자의 속도증가로 중성자 스펙트

럼선폭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전체적인 반응도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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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그림 27.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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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70J 초기노심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비교해 보았다. 고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열궤환효

과를 적용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누설보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

은 전통적인 방법인 B1 누설보정법이다.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기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는 고온영출력(HZP)에서 1.04325, 고온전출력

(HFP)에서 1.03142로, nTRACER 결과에 비해 각각 240 pcm 과 336

pcm의 오차를 보였다. 이 오차는 앞서 APR-1400 노심을 이용하여 검증

한 오차인 -95pcm 및 -146 pcm 보다 다소 큰 값이다. 이렇게 큰 오차

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S-70J는 많은 가연성 독봉으로 인한 열중

성자의 큰 흡수로 일반적인 노심보다 상대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

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중성자 누설량의 증가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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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cm)

RMS

(%)

Max.

Diff.

(%)

HZP

nTRACER 1.04057

nTRACER

-RENUS

(B1)

1.04325 247 0.85 1.23

HFP

nTRACER 1.02786

nTRACER

-RENUS

(B1)

1.03142 336 1.17 1.63

표 12.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검증결과 비교

이어서, S-70J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상대출력분포를 산출 및 비교하

였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산출한 결과, 출력오차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0.85%,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17%의 오차만 보일정도로

비교적 정확했다. 이 오차는 APR-1400 노심에서의 오차인 2.06% 및

0.87%와 비교했을 때,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약간 감소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29 및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70J에서의 오차는 대부분

최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온전출력

(HFP) 조건에서는 최외곽에서의 오차가 훨씬 커짐으로서 APR-1400 대

비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축방향 출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고온영출

력(HZP) 조건에서 2.68%,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2.91%의 오차를

가졌다. 그림 31 및 32에서 볼 수 있듯이, nTRACER-RENUS 노심해석

체계는 노심의 상/하부에서 nTRACER에 비해 출력을 높게 계산했으며,

중심부분에서는 보다 낮게 계산하였다. 이 또한 노심 상/하부에서 발생

되는 중성자 누설량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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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오차 분포

그림 30.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오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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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비교

그림 32.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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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소에 따른 반응도와 출력 변화

S-70J의 연소주기는 구성된 노심전체의 연소계산을 수행한 결과로부

터 유효증배계수( )가 1인 시점까지의 기간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

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S-70J의 연소주기는 14.1 EFPY로 산출

되었으며, 이는 최초 목표했던 연소주기인 12 EFPY보다 2년이나 긴 기

간이다. 연소간 S-70J의 반응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연소가 시작되자

마자 제논(Xe), 사마리움(Sm) 등 독물질의 생성으로 인해 반응도가 급

격히 감소하며, 1 EFPY 이전까지는 연소로 인한 핵연료의 감소로 반응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핵연료 집합체 내 포함된 가연성 독

물질(Gd2O3)이 연소됨에 따라 노심 전체의 반응도는 다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러한 증가는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8 EFPY 까지 지속

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유효증배계수()의 변

화폭은 0 ~ 12 EFPY 구간까지 약 0.01 뿐이므로, S-70J는 연소가 진행

됨에 따라 안정적인 잉여반응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연소주기를 산

출 및 비교해 보았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심해석체계를 이

용하여 산출된 연소주기도 nTRACER의 결과와 유사한 14.0 EFPY 였으

며, 전체적인 유효증배계수의 변화 경향도 일치했다. 두 결과간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서 336pcm, 6일이 지난 후 최대값인 362 pcm을 가졌

지만, 이후 연소가 진행되면서 오차가 점차 감소하여 주기 말에는 오차

가 거의 없었다. 이 오차는 2단계법에 기반한 nTRACER-RENUS 노심

해석체계가 소형 노심인 S-70J의 많은 중성자 누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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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70J의 연소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그림 34.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의 연소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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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탑재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을 고려한

S-70J의 연속운전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다음으로,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확인하였다.

잠수함이 작전운용 중에 사용하는 평균 운용속력을 최대속력의 2/3 수준

으로 두면, 4,000 ~ 8,000톤급 한국형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은 24.1 ~

20.6 노트(kts)이다. 요구되는 출력은 속력의 3승에 비례하므로, 평균 운

용속력을 고려한 S-70J의 운용출력은 20.7% 이다. 이 출력으로 S-70J를

연속운전 한다고 했을 때 운전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의 변화는

그림 35와 같다. 여기서 산출된 S-70J의 핵연료 교체주기는 47.4년이나

되었으며, 목표한 교체주기인 40년을 7.4년이나 능가하였다. 이를 통해,

S-70J는 19.95 w/o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핵연료 교체주기가

잠수함의 수명주기 보다 훨씬 더 길게 설계된 노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표 13과 같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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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 류
배수량

(톤)

최대속력

(kts)

핵연료

농축도

(w/o)

열출력

(MWt)

핵연료

교체주기

(년)

한국
K-SSN

(S-70J)

4,000

~ 8,000

36.1

~ 31
19.95 70 47.4

미국 버지니아급 7,800 35 93 150 33

프랑스 루비급 2,600 25 7.5 48 10

표 13.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핵연료 교체주기 비교
[19]

의 핵연료 교체주기[23]와 비교하였을 때도 S-70J의 핵연료 교체주기가

월등히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변화를 살펴보면, 노심 내 반응도 변화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연소기간 내내 초기노심의 출력분포와 유사한 안정

적인 출력분포를 유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가 진행됨

에 따라 중심부분의 출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주기말(14 EFPY) 시점에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출력분포를 가졌다. 또한, 반경방향의 첨두출력은 초기노심

의 1.14에서 점차 증가하여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시점(8

EFPY)에서 가장 높은 1.18의 값을 가진 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반

경방향의 출력분포 변화는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에 따른 가연성 독물질

의 농축도와 양의 차이에 의한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6은 주기초에

서부터 주기말까지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S-70J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

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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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소시점별 S-70J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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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역시 노심 내 반응도 변화와 무관하게 연

소가 진행될수록 중앙의 출력이 낮아지고, 상부와 하부의 출력이 높아지

면서 점점 고른 출력분포를 가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8 EFPY 까지는 출력

분포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상대평균출력차의 감소로 축방향의 첨

두출력이 최초 1.33에서 1.11 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출력이

높은 중앙부분이 상부와 하부에 비해 더 많은 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른

변화이다. 그림 37은 연소시점에 따른 S-70J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연소시점별 S-70J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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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첨두출력계수(Fq)52)

연소계산을 통해 얻은 반경방향과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이용

하여 핵연료 집합체별 첨두출력계수(Fq)를 산출해 보았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70J의 평균 선출력밀도는 7.81 kW/m 이며, 가압경

수로형 원자로의 허용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는 46kW/m이므로, 첨두

출력의 제한치는 5.89이다. 산출결과, S-70J의 핵연료 집합체별 첨두출력

계수(Fq)는 초기노심에서 1.51의 값을 가지며 연소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4.9 EFPY에서 최대값인 1.54를 가진 후 다시 감소하여 주기

말에는 최저값인 1.27을 가졌다. 그림 38은 연소에 따른 반경방향 첨두출

력계수(Fr), 축방향 첨두출력계수(Fz) 및 첨두출력계수(Fq)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첨두출력계수(Fq)가 최대값을 가지는 연소

시점은 4.9 EFPY이다. 이 시점에서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확

인해 보았을 때, 초기노심의 출력분포와 마찬가지로 노심의 중심에서 출

력은 비교적 낮고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져 최대값을 가진 후 최외곽 핵

연료 집합체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심의 출

력을 낮추기 위해 중심부에 가연성 독물질의 농축도와 양이 많은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는 연소기간

내내 중앙부분이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므로, S-70J의 연소과정 중 가장

큰 출력을 내는 곳은 반경방향으로 상대평균출력이 가장 높은 핵연료 집

합체의 중앙부분이다. 각 방향별 최대출력을 가지는 위치에서의 반경방

52) 첨두출력계수(Fq) 란, 원자로의 평균 출력 대비 해당 집합체의 출력을 표현

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출력편차가 심해지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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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70J 연소에 따른 출력계수 변화

향 국부첨두출력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은 1.82 였으며(이 값은 전체 높이

에 대해 축방향으로 정규화된 상대출력을 의미한다.), 반경방향 첨두출력

계수(Fxy) 1.17임을 이용하여 연소기간 중 최대 국부 첨두출력계수를 산

출한 결과 2.13 이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하여 전체 연소기간 중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를 산출한 결과 16.6 kW/m의 출력값을 얻을 수

있었다. 16.6 kW/m의 선출력 밀도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최대 허용

가능 선출력밀도인 46kW/m와 비교시 36%에 해당하는 출력이므로, 이를

통해 S-70J가 매우 큰 열적 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는 연소기간 중 최대 첨두출력이 발생하는 시점

(4.9 EFPY)에서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와 각 방향별

최대출력을 나타내는 위치에서의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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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대 첨두출력 발생시점(4.9 EFPY)에서의

반경방향/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와

각 방향별 최대출력위치의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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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의를 위한 6가지 모형

제 4 절 반사체와 중성자 누설량

S-70J의 측면 반사체로 스테인레스강(SS 304)를 사용함에 따른 중성

자 누설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사체를 비교기준으로 정한 후,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을 증가시키

면서 초기노심에서의 유효증배계수( )를 산출하였다. 반사체의 크기는

핵연료 집합체 1개의 크기(20.9c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집합체 1개 크

기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2개 크기의 반사체를 적용한 경우까지 고

려하였다. 그림 40은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모의하기 위한 6가

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모형으로 S-70J 의 반사체를 구성한

경우에 대해 각각 유효증배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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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크기(cm)

 증가량
SS 304

반사체

전체크기

① 일반 반사체53) 1.3

20.954)

( = 집합체

1개 크기)

1.01269 -

② SS 304 + 물
6.4 1.01828 0.00559

10.3 1.02304 0.01035

③ SS 304 20.6 1.02786 0.01517

④ SS 304 + 물 20.6
41.8

( = 집합체

2개 크기)

1.02790 0.01521

⑤ SS 304 + SS 304 + 물 30.9 1.02849 0.01580

⑥ SS 304 + SS 304 41.2 1.02857 0.01588

표 14.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S-70J의 유효증배계수() 변화

산출 결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체 내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커질수록 유효증배계수() 또한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20.9cm) 이내에서는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커질수록 유효증배계수() 값의 증가량도 컸지만, 집합체 보

다 더 큰 폭으로 하였을 경우 증가량이 미미했다.

유효증배계수()에 이어서,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각 모형별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변화도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반사체의 경우 중성자의 누설이 작은 노심의 중심에서 출

력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누설이 커져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림 40-①), 이러한 이유로 첨두출력은 중심부분에서 아주 높게 형성

53) 일반적으로 반사체 영역에는 핵연료 집합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얇은 보

호판(Shroud, 보통 SS 304)이 물과 함께 존재한다.

54) 핵연료 집합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 0.3cm의 간극을 포함한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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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하지만, 핵연료 집합체 크기 내에서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이 커질수록 노심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중성자의 누설량이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심부분의 출력이 낮아졌고, 동시에 첨두출력 또한 작

아 졌으며(그림 40-②,③), 특히, 현재 S-70J에 적용중인 ③번 모형을 사

용했을 경우 첨두출력이 1.14까지 낮아졌다(그림 40-③). 반사체를 2중으

로 설치했을 경우 스테인레스강(SS 304)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력

분포와 첨두출력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0-④,⑤,

⑥). 이것은 핵연료 집합체 크기보다 더 두꺼운 반사체는 그 효과가 미

미함을 의미하며,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의 두께를 핵연료 집합체

의 크기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적절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반 반사체를 적용했을 때(모형 ①)와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적용했을 때(모형 ③)의 연소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41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반사체를 적용했을 경우 연소시간에 따른 유효

증배계수( )를 산출한 결과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 1,500 pcm, 최대 1,800 pcm 정도의 낮은 값을 가

졌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반사체 적용시 14.1 EFPY 이던 연소주기는 일

반 반사체 적용시 20%가 감소한 11.8 EFPY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잉여반응도가 0.9 EFPY에서 69 pcm 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첨

두출력계수(Fq)도 스테인레스강(SS 304) 적용시 1.27 ~ 1.54의 범위에

있던 것이 일반 반사체를 적용시에는 1.46 ~ 1.67로 0.1 ~ 0.2 정도 높은

값을 가졌으며, 연소 중 4.9 EFPY에서 최대값을 가졌던 최대 첨두출력

계수가 연소초기에서 최대값을 가졌다(그림 42). 이를 통해, S-70J는 스

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적용함으로써 14.1 EFPY에 달하는 긴 연

소주기 뿐만 아니라 연소주기 내내 안정적인 출력분포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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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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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반사체 물질별 S-70J의 연소계산 결과 비교

그림 43. 반사체 물질별 S-70J의 연소에 따른 첨두출력계수(Fq)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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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반응도 계수

다음으로 수행된 검증은 S-70J의 반응도 계수 측정이다. 반응도 계수

는, 원자로 노심의 온도, 출력 등의 조건이 변할 때 반응도의 변화를 수

치적으로 표현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온 온도계수(ITC)55), 핵연료

(FTC)56) 및 감속재 온도계수(MTC)57),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58)

등 4가지의 반응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계산을 위한 조건으로, 등온 온도

계수와 감속재 온도계수는 고온영출력(HZP)의 ±3도를 기준으로 계산하

여 산출하였으며, 핵연료 온도계수는 산출된 등온 온도계수에서 감속재

온도계수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출력계수는 고온전출력

(HFP)의 ±3%의 출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측정결과,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의 반응도 계수는 모두 기준

치를 만족하는 값인 음수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가동 중인 S-70J에 비정

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노심 내 온도 또는 출력이 증가하게 되었을 경

우, 운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노심 스스로가 반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4가지의 반응도 계

수를 통해 S-70J는 사고 상황시에도 스스로 반응도를 낮출 수 있는 내

재적 안전성이 높은 노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 등온 온도계수(ITC, Isot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가 냉각수와

온도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6) 핵연료 온도계수(FTC, Fue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7) 감속재 온도계수(MTC,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란, 감속재의 온도

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8)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란, 노심의 출력이 1%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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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값 측정 결과

등온 온도계수

(ITC)

음 수

(< 0)

-37.25

핵연료 온도계수

(FTC)
-2.77

감속재 온도계수

(MTC)
-34.48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
-13.41

표 15. S-70J의 반응도 계수 측정 결과

이어서,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 반응도 계수변화를 측정하여 스

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사용시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의 반응도 계수는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큰 음의 반응도를 가졌다. 이것은 물의

양이 더 많은 일반 반사체에서 온도증가에 의한 물의 수밀도 변화가 스

테인레스강(SS 304) 보다 더 크므로, 이에 따른 중성자 감속효과의 감소

로 인한 반응도 감소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구 분 스테인레스강 반사체 일반 반사체

등온 온도계수

(ITC)
-37.25 -40.50

핵연료 온도계수

(FTC)
-2.77 -2.85

감속재 온도계수

(MTC)
-34.48 -37.65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
-13.41 -14.95

표 16. 반사체 종류별 반응도 계수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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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저온영출력(CZP) 온도 기준 ±3도 조건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강 반사체와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의 등온/핵연료

/감속재 온도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온영출력(HZP) 기준

으로 산출된 반응도 계수와 비교하여 두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 모

두 등온 및 감속재 온도계수는 크게 작아졌으며, 핵연료 온도계수

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노심 내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증

가에 의한 반응도 감소량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반사체를 사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 했을 때,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가 일반 반사체의 경우에 비해 약간

더 작은 값을 가졌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았다. 이 또한, 일반 반

사체에서 온도증가시 물의 수밀도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작아진 이유는 고온조건 보다 저온조건에서 온도증가에 의

한 반응도 변화량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구 분 스테인레스강 반사체 일반 반사체

등온 온도계수

(ITC)
-8.99 -9.04

핵연료 온도계수

(FTC)
-3.18 -3.11

감속재 온도계수

(MTC)
-5.81 -5.94

표 17. 저온영출력(CZP) 조건시 반응도 계수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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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제어봉 제어능

S-70J는 무붕산 노심이므로, 잉여반응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의 제어

능59)은 매우 중요하다. S-70J에 설계된 제어봉의 제어능을 측정하기 위

하여 고온전출력(HFP), 고온영출력(HZP), 저온영출력(CZP)60)의 조건에

서 각각 제어봉을 완전히 인출했을 때(0%)와 완전히 삽입했을 때(100%)

의 반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

봉을 완전히 삽입하였을 경우(100%) 모든 운전조건에서 노심이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봉가(Control Rod Worth)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저온영출력에서는 0.94826 값을 가짐으로써 기준치

(0.95 이하)를 만족하였다.

운전조건
제어봉 위치

(%)

유효증배계수

( )

제어봉가

(pcm)

고온전출력

(HFP)

0 1.02786
19,147

100 0.85884

고온영출력

(HZP)

0 1.04057
18,347

100 0.87376

저온영출력

(CZP)

0 1.09799
14,381

100 0.94826

표 18. 운전조건별 제어봉 제어능 측정결과

59) 제어봉 제어능이란, 제어봉을 모두 인출한 상태에서 완전히 삽입하였을 때

생기는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60) 저온영출력(CZP, Cold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상온의 온도조건에서

출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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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어봉 집합체 상태 유효증배계수

( )

제어봉가

(pcm)
완전인출 완전삽입

전 제어봉 삽입 -
SB-A/B

RB-A/B/C
0.87376 -

비상정지용

(Shutdown

Bank)

B형
SB-A

RB-A/B/C
0.95592 9,837

A형 RB-A/B/C 0.98672 3,265

출력제어용

(Regulating

Bank)

C형 RB-A/B 1.00684 2,025

B형 RB-A 1.02963 2,198

A형 - 1.04057 1,021

* SB-B 없이 노심을 정지 가능한 최저온도 : 202℃

표 19. 제어봉 집합체별 제어능 측정결과

이어서, S-70J에 사용된 제어봉 집합체(CEA)별의 제어봉가를 측정하

였다. 실제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측정하였으

며, 제어봉 집합체(CEA) 전체를 삽입한 상태에서 제어능이 가장 큰 비

상정지용-B형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인출하면서 유효증배계수()를 산

출, 각 제어봉 집합체의 제어봉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가장 높은 제

어봉가를 가지는 제어봉 집합체는 비상정지용-B형으로 9,837 pcm, 가장

낮은 제어봉가를 가지는 제어봉 집합체는 출력제어용-A형으로 1,021

pcm 이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제어봉가를 가진 비상정지용-B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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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나머지 제어봉 집합체를 완전히 삽입 했을 경우 유효증배계

수( )는 0.95592 였다. 이것은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제어봉 구동

장치 하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노심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추가적으로, 비상정지용-B형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증배계수()가

0.99 이하가 되는 최저온도는 202℃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제어봉 구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노심 내 온도를 상온까지

는 낮추지 못하지만 노심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봉

집합체별 제어능 측정결과는 표 19에 정리하였다.

또한, 가동초기의 노심을 임계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제어봉 집합체

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는 출력제어

용-A/B형을 완전히 삽입한 상태에서 출력제어용-C형을 40.7cm 삽입시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는 출력제어용

-A형을 완전히 삽입한 상태에서 출력제어용-B형을 62cm 삽입시 임계상

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삽입

된 제어봉의 영향으로 제어봉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출력분포(그림 26

및 27) 보다 더 큰 출력차가 발생하였으며,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30,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23 이었다

(그림 44 및 45). 축방향 출력분포 또한 삽입된 제어봉의 영향으로 노심

상부부분의 출력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출력이 노심하부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축방향 첨두출력계수(Fz)는 고온영출력(HZP) 조

건에서 1.37,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36 이었다(그림 46). 이 결과

를 통해 산출된 첨두출력계수(Fq)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79, 고

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67 이었다. 이를 통해, 70MWt의 낮은 열출력

을 고려했을 때, S-70J는 제어봉을 삽입하더라도 다른 노심에 비해 열적

안전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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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온영출력(HZP)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그림 45. 고온전출력(HFP)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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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제 7 절 제논 생성량과 불감시간(Dead Time)

마지막으로, S-70J에서 생성되는 제논(Xe)-135의 양을 확인하였다. 핵

분열 생성물인 제논-1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흡수 반응단면적

을 가진다61). 가동 중인 원자로를 갑자기 정지했을 경우, 노심 내 축적되

어 있던 제논-135으로 인해 노심의 즉각적인 재가동이 불가능한 불감시

간(Dead Time)이 발생한다. 잠수함 탑재용으로 설계된 S-70J는 작전적

61) 제논-135는 우라늄-235보다 1,000배 이상 큰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지고 있

으며, 노심이 가동을 시작한 후 수일 내 반응도가 2~3%정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제논-135의 생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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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안전을 고려 언제든지 긴급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70J의 불감시간(Reactor Dead Time)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S-70J의 불감시간(Dead Time)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가동 중인

S-70J 내 축적되는 제논-135의 수밀도62)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다. 제

논-135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핵분열에

의한 생성이고, 다른 하나는 핵분열 생성물인 요오드(I)-135가 붕괴63)

를 통해 제논-135로 변하는 것이다. 또한, 제논-135가 소멸되는 경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붕괴를 통해 세슘(Cs)-135로 변하는 것이다. 그림 47은 제논-135

의 생성과 소멸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 제논(Xe)-135의 생성과 소멸경로

그림 47로부터, 제논-135의 생성은 요오드-135의 생성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생성과 소

멸경로에 대해 단위시간당 생성률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정

62) 수밀도란,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말한다.

63) 붕괴란, 불안정한 원소가 전자를 방출하고 안정한 원소가 되는 과정을 말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번호는 1이 증가하게 되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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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Steady State) 조건을 고려하여 0에서 무한대( )까지 적분하면

대략적인 제논-135의 수밀도를 알 수 있다. 식 (25)은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얻은 정상상태의 제논-135 수밀도를 계산하는 방정식이다.

 


 
 

  
 ⇒ ∞ 



 
 

  
 

      


  




     
     

⇒ ∞ 
 

∞  

(25)

여기서, 와 는 가동시간에 따른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수

밀도, ∞와 ∞는 정상상태에서의 각 원소별 수밀도이며, 와 는 핵

분열시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생성률, 는 제논-135의 붕괴상수,

와 는 각각 노심전체의 거시적 핵분열 반응단면적과 중성자속, 

는 제논-135의 미시적 흡수 반응단면적을 나타낸다. 식 (25)에 의해 제

논-135의 수밀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들은 표 20에 정리하였다.

식 (25)에 표 20의 자료를 대입하여 S-70J 내 존재하는 제논-135의

수밀도를 산출해 보면, 가동 초기에는 3.57 × 1015개/cm3, 목표한 연소시

점인 12 EFPY에는 3.36 × 1015개/cm3 이다. 노심을 가동한 초기에는 제

논-135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72시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가동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제논-135의 생성률과 소멸률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이다. 즉, 제논-135는 요오드-135의 붕괴로 부터 오는 것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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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값 구 분 값

반감기

(h)

요오드-135 6.58
노심 내 거시적

핵분열 반응단면적

(cm
-1
)

가동초기 1.27 × 10-2

제논-135 9.14 12 EFPY 1.16 × 10
-2

붕괴

상수

요오드-135 2.93 × 10-5 제논-135의

미시적

흡수 반응단면적

(cm2)

가동초기 3.29 × 10-20

제논-135 2.11 × 10
-5

12 EFPY 4.11 × 10
-20

핵분열

생성률

(%)

요오드-135 6.29

중성자속

(cm
-2
·s
-1
)

가동초기 1.05 × 1014

제논-135 0.26 12 EFPY 1.14 × 10
14

표 20. S-70J 내 제논-135의 수밀도 산출을 위한 자료

인데, 요오드-135의 수밀도가 일정시간 이후로 일정해 지기 때문에, 이

로부터 생성되는 제논-135의 수밀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림

48은 정지상태에서 부터 가동시간에 따른 S-70J 내 제논-135와 요오드

-135의 수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가동 중인 노심을 갑자기 정지시키면 일정하게 유지

되던 제논-135의 생성량과 소멸량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노심이 정지하

였으므로,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제논-135는 없고, 오로지

붕괴에 의해서만 생성되거나 소멸되게 된다. 그런데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논-135의 반감기가 요오드-135에 비해 약 1.4배 더 길기

때문에 제논-135의 생성량이 소멸량보다 약 1.4배 많아지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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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70J의 가동시간에 따른 제논-135 및 요오드-135의 수밀도 변화

한 요인으로 인해 요오드-135의 수밀도가 특정수준 이하로 되기 전까지

제논-135의 수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제논-135는 노심의

잉여반응도보다 크게 되어 재가동할 수 없는 불감시간(Dead Time)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출한 정상상태의 수밀도를 이용하여 S-70J의 불감시간

(Dead Time)을 산출하였다. 먼저, 가동 중인 노심을 정지한 이후 노심

내의 제논-135 수밀도를 계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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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 제논-135의 수밀도가 가장 큰 시점( )을 산출하는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27)

S-70J의 불감시간(Dead Time)을 산출하기 위해, 이 식들을 이용 가동

초기의 노심과 목표한 연소주기인 12 EFPY 시점에서 노심 긴급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의 수밀도 변화를 확인 하였다. 확인결과, 그

림 49에서 볼 수 있듯이 S-70J 내 존재하는 제논-135의 수밀도는 두 조

건 모두 1시간 경과시 최대 수밀도를 가졌으며,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

였다. 이때, 제논-135로 인해 발생된 음의 반응도는 초기노심의 경우 정

지 전 380 pcm이었던 것이, 정지 1시간 경과시 최대 382 pcm까지만 증

가 후 감소하였다. 그리고 목표 연소주기인 12 EFPY 시점에서는 정지

전 490 pcm이었던 것이, 정지 1시간 경과시 최대 494 pcm까지만 증가후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S-70J는 노심을 가동하여 목표한 연소주기인 12

EFPY까지 운전되는 동안 불감시간(Dead Time)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언제든지 노

심을 긴급정지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S-70J는 전술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노심이며, 또한

잠수함 탑재용으로서 매우 적합한 노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

다.

S-70J가 불감시간(Dead Time)이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열출력에 따른 낮은 중성자속과 높은 핵연료 농축도에 따른

높은 핵분열 반응단면적 때문이다. 식 (25) 및 (26)로부터, 노심정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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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긴급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S-70J 내 제논-135의 수밀도와

이에 의한 음의 반응도 변화

제논-135의 수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지시점에서의 중성

자속과 요오드-135의 수밀도인데, S-70J의 낮은 열출력은 가동 내내 낮

은 중성자속을 유지시켜주며, 낮은 중성자속은 요오드-135의 수밀도 또

한 낮게 하여 제논-135로 변환되는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제

논-135에 의해 발생된 높은 중성자 흡수량만큼 핵분열 반응단면적이 충

분히 높아 노심 내 반응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발전용 원전인 신고리-3,4호기에 사용되고 있는 APR-1400 노심과 가

동초기의 노심 기준 불감시간(Dead Time)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산출

결과, 열출력이 더 높은 APR-1400의 중성자속이 S-70J에 비해 약 3.3배

더 높으며, 이로 인해 요오드-135의 수밀도 또한 2.3배 더 많았다.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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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S-70J와 APR-1400간 노심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 수밀도 및 음의 반응도 비교

을 긴급정지 했을 때, 요오드-135가 더 많이 존재하는 APR-1400은

S-70J와는 달리 제논-135의 수밀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밀도가 가장 큰 시점은 8.4시간이 경과했을 때이며,

이때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는 무려 4,047 pcm이나 되었다. 이는,

정지 전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가 2,131 pcm이었던 것을 고려했

을 때, 정지 후 8.4시간 동안 약 1.9배 만큼의 반응도가 증가한 것이다.

8.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다시 제논-135의 수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

는데, 정지 전의 음의 반응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6.3시간이나 지나야

했다. 따라서, APR-1400 노심은 긴급정지할 때의 조건으로부터 잉여반

응도를 더 높여 주지 않았을 경우, 26.3시간이나 지난 후에나 재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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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70J가 정지 이후에도 불감시간(Dead Time)

없이 즉각 재가동이 가능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0은

두 노심의 긴급정지 이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의 수밀도와 이에

의한 음의 반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노심의 중성자속, 수밀도

및 불감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구 분 S-70J APR-1400

정상

가동시

중성자속(cm
-2
·s
-1
) 1.05 × 10

14
3.50 × 10

14

수밀도

(#/cm-3)

요오드-135 2.87 × 10
15

6.57 × 10
15

제논-135 3.57 × 10
15

1.99 × 10
15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pcm)
380 2,131

정지

이후

최대 수밀도 발생시간(h) 1 8.4

최대 수밀도(#/cm-3) 3.57 × 1015 3.78 × 1015

최대 음의 반응도(pcm) 382 4,047

불감시간(Dead Time)64) 0 26.3

표 21. S-70J와 APR-1400간 중성자속, 수밀도 및 불감시간 산출결과 비교

64) 원래 불감시간(Dead Time)은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고려하여 재가동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가 정지

직전의 값까지 낮아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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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기술의 완성은 SLBM의 개발로 이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SLBM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국민적 관심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S-70J 라는 잠수

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를 수행하였다.

핵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단계 노심 계산절차에 적

용할 N2R이라는 연계코드를 개발하였다. N2R은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함수화하여 RENUS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로서,

N2R의 개발을 통해 2단계법 기반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N2R이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함수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는 연소계산을 수행

할 수 있고, 노심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화조건(Multi Branch)이 적

용가능 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PR-1400 노심이용 이 노심해석체계를 검증한 결과, 비교적 정확한 결

과를 산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B1 누설보정, 누설 궤환법(LFM), 외곽

집합체 처리법(PAT) 등을 적용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핵설계된 S-70J는 폭 1.46m, 유효 노심

높이 1m의 소형 노심이다. 19.95%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S-70J는

70 MWt의 열출력을 낼 수 있으며, 4,000 ~ 8,000톤급 한국형 원자력 추

진 잠수함에 탑재시 31 ~ 36.1 노트나 되는 최대수중속력을 낼 수 있었

다. 그리고 제어봉의 구동실패를 고려하여 2차 비상정지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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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측면 반사체로 사용하여 누설을

최소화 하고 열적 안전성을 강화한 결과, S-70J는 14.1 EFPY나 되는 긴

연소주기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하여 운용

시 평균 운용속력(20.6 ~ 24.1 kts) 기준 47.4년 이상 핵연료의 교체없이

연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연소기간 중 적은 잉여반응도 변화

와 노심 내 고른 출력분포, 반응도 계수의 산출결과를 통해 노심의 안정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81 kW/m의 낮은 선출력 밀도와 연소기간

중 1.54의 핵연료 집합체별 최대 첨두출력계수(Fq), 2.13의 최대 국부 첨

두출력계수를 통해 S-70J의 높은 열적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이 탑재잠수함의 배수량별 최대 3.4 ~ 4.6 kts로 저속항해시 냉각재 순

환펌프의 사용없이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긴급정

지 이후 불감시간(Dead Time)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S-70J가 작전/

전술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노심이며, 잠수함 탑재용으로 최적의 노심임

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설계된 S-70J의 성능과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nTRACER의 전노심 수송계산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

체계를 통해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

만 nTRACER의 직접계산 결과가 신뢰성이 매우 높아 S-70J를 정확히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nTRACER- RENUS 노심해석체계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심을 해석하고 비교해 보거

나, 누설 궤환법(LFM)과 같은 효과적인 누설보정법을 연소계산에도 적

용하여 오차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S-70J의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OPR/APR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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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진동 등은 충분히 견딜수

있지만, 선박의 충돌과 같은 큰 충격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S-70J의 핵연료 집합체가 충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고, 큰 충격을 이기

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한, S-70J가 상용로와 비교하여 핵연료의 농축도가 높고 매우 낮은 출력

으로 운전되기는 하지만, 연소주기가 14 EFPY 이상임을 고려하여 장기

간 연소에 따른 핵연료봉과 제어봉, 노심 내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주기 운전시 발생되는 재료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원자로 계통 내 핵심 구성품인 노심과 노심 내

반응도를 제어하는 구성품에 국한하여 핵설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

므로, 앞으로는 S-70J를 포함한 원자로 계통 전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

겠다. 사실, 미국의 LA급 잠수함과 같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계통을

그대로 활용하고, 노심만 S-70J로 교체하여 운용65)할 수도 있겠지만[24],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잠수함용 원자로 계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노심 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S-70J를 위한 새로운 계통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S-70J

의 원자로 계통이 설계된 이후에는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S-70J가 탑재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

제로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65) 미국 LA급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S6G인데, 최초 150MWt의 출력

을 내는 D1G-2 노심이 S6G 내에 설치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165MWt의 출력

을 내는 D2W으로 노심만 교체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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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Core Design

for Submarine Application

Using a Newly Established

Core Analysis System

Based on Two-Step Method

Jeong Junho

Nuclea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new small reactor core named S-70J was designed for a nuclear

submarine.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fication of S-70J, several

constraints for marine reactor and limitations for submarine

application, such as enrichment, were considered. With these things,

the core, which has 19.95 w/o enrichment fuels and stainless steel

reflectors, can produce 70 MW thermal power although its width and

height is only 1.46m and 1m. 4,000 ~ 8,000 ton-class Korea nuclear

submarines are proper ones to apply the newly designed core.

A utility code N2R(nTRACER-to-RENUS) was developed in order

to design the new core S-70J, which can functionalize group

constants(GCs) generated by a direct whole core transpor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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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ACER for a 3D nodal code RENUS. The new utility code has a

special merit that it is enable RENUS to perform a burnup calculation

by functionalize with isotope-wise XSs. After designed S-70J by

nTRACER-RENUS core analysis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by

birth of N2R, the performance and safety factors of the new core

were verified by nTRACER for high reliability, even though the

system can perform well.

From the results, S-70J was assessed that it could be operated for

14.1 Effective Full Power Years(EFPY), which would be actually

worked for more than 47.4 years without any refueling, considering

average speed. Also, power distribution in the core was so flat, and

maximum power peaking factor during total operation period had only

1.54 against the limitation(5.89). Futhermore, S-70J fitted well in a

submarine reactor core, considering operational situations, because

reactor dead time due to Xe-135 was out of existence. In addition, its

safety factors, which are isothermal / fue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and power coefficient, had negative values, and control rod

had a proper reactivity worth at cold condition, which were

pressurized water reactor safety criteria regulated by KINS.

keywords : Nuclear Design

Submarine Reactor

Small Modular Reactor(SMR)

Boron-Free Core

Two-Step Method

nTRACER-to-RENUS(N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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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소형 원자로 S-70J의 노심을

설계하고 핵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70MW의 열출력을 목표로

하는 S-70J는 4,000 ~ 8,000 톤급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합한 원자로로서 잠수함 탑재시 31 ~ 36.1 노트의 최대수중속력

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노심의 설계 과정에서는 상용 원자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설계요건에 더하여 잠수함용 원자로 노심에 요

구되는 특수요건까지 고려하였다. S-70J의 핵연료 집합체는

OPR/APR용 16x16 핵연료 집합체를 1m 높이로 단축시킨 것으로

하고 37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7 열로 배치하여 노심의 폭 1.46 m

이 되게 하였다. 장주기 운전을 위해 농축도는 19.95 w/o로 상향

시키고, 다량의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체를 사용하여 노심연소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줄이고, 스테인레스강 반사체를 사용하여 중

성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S-70J의 핵설계를 위해 N2R(nTRACER-to-RENUS) 이라는 2

단계 노심계산용 연계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해 nTRACER-

RENUS 노심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N2R은 수송계산코드인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핵종별 미시적 단면적 단위로 함

수화하여 3차원 노달코드인 RENUS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통해 RENUS의 연소계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S-70J의 핵

설계를 할 수 있었다.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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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S-70J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nTRACER의 직접 전노심 계산결과를 중심으로 핵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분석결과 S-70J는 유효전출력년수(EFPY)가 14.1년으로 평균 운

용속력을 고려 47.4년 이상 재장전 없이 운전 가능하였다. 또한,

연소기간 내내 노심 내 출력은 매우 평탄하게 유지되고 최대 첨두

출력계수는 제한기준(5.89)과 비교하여 1.54 밖에 되지 않았다. 더

욱이, 탑재 잠수함의 배수량별 최대 3.4 ~ 4.6kts까지 냉각재 순환

펌프 없이 기동이 가능하여 방사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노심 긴급정지시 제논-135에 의한 불감시간(Dead Time)

이 전혀 없어 작전/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등온온도계수,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 출력

계수 등의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제어능 측정결과 한국 원자력안

전기술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주요어 : 핵설계

잠수함용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무붕산 노심

2단계법

nTRACER-to-RENUS(N2R)

학 번 : 2016-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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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9월 3일 12시 30분경,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 핵실험장에서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조

선중앙TV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ICBM1))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규모 5.72)의 인공지진을 발생시

켰는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5차례의 핵실험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

모와 비교하여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제는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ICBM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의 소형

화까지 완성하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를 소형화 하는 동시에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

해 ICBM 기술을 축적해 오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기

술을 확보하였다. 현재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ICBM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ICBM 미사일 하

나면 도시 하나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1)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

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

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2) 기상청은 5.7로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6.3, 일본은 6.1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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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에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이동

하고 발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아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이나 항공폭

격 등으로 인해 미사일을 장착한 발사기지 또는 발사차량이 손상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아군의 공격으로 부터

ICBM이 무력화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ICBM을 완성시킨 후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3))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측된

다. 왜냐하면 SLBM은 잠수함의 은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군의 공격

으로부터 생존성을 확보한 상태로 바다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들

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ICBM의 기술적 완성과 더불어

SLBM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왔다. 일례로 2016년 8월 24일 동해에서 신

포급 잠수함으로부터 SLBM 1발을 시험발사 하였는데, 그 발사된

SLBM은 500km나 비행하였다4). 더욱이 2016년 10월에 있었던 언론 보

도에 따르면 북한은 5년 이내에 SLBM 5기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

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5)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SLBM을 완

성하여 실전배치하는 것 또한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

라 우리 군도 SLBM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미 발사된 SLBM을 방어하는 일은 탐지와

요격에 소요되는 시간과 요격확률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SLBM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SLBM 탑재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잠전을

3)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란, 잠수함에 탑재되어 잠항

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4) 2016. 8. 24., 연합뉴스 TV

5) 2016. 10. 1.,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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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무기체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전환

경을 고려하면 SLBM 탑재잠수함을 수중에서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즉,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 수온전선과 와류

를 형성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SLBM 탑재잠수

함을 찾아내기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보다

는, 모항에서 출항할 때부터 추적하고 필요시 선제공격하는 작전을 수행

해야 한다. 이 작전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SLBM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전으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잠수함 탐지작

전 중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

지가 있다. 첫째, 아군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의 모항 앞에서 장기간 대기

하며 그 주변을 정찰하고 및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했을 때부터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중에

서 은밀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SLBM 탑재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동성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

국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으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기가 매

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주전원으로 하여 추진

하는 잠수함인데, 축전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충전을 위해 스노

클6)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원일급 잠수함이 공기불요추진체계

(AIP7))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전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이 아니며, 또한 충분한 기동성을 갖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디

6) 스노클이란, 잠항중인 잠수함이 수면상에 노출된 공기흡입관을 이용, 디젤기

관을 운전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7)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이란, 수중에서 외부공기의 흡입없

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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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잠수함처럼 스노클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북한의 SLBM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보유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만이 SLBM 탑재잠수함을 모항에서부

터 추적하여 격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전만이 SLBM을 완벽히 방어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상황인식으로 인해 원자력추

진 잠수함 확보에 관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고려하여 국회 국방위는 ’17년 예산심의시 정책연구를 통

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방안을 해군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해군은

올해 8월 조달청을 통해 ‘한반도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

조가능성 연구’ 라는 사업명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8) 이 연구용역을

통해 해군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개발 및 운용에 관련된 기술적 가용

성, 군사적 효용성, 국제법적 가능성 및 주변국 가능 대책 등에 대한 전

문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정책결정, 소요제기 및 결정 등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잠수함 탑재용 소형 원자로의 노심9)의 핵설계10)안을 개념

설계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충분한 정확성

과 실용성을 지닌 고유 노심해석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소형 노심

을 설계하고 모의, 해석할 수 있도록 함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8) 조달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7.8.25. 공고

9) 노심(Reactor Core)이란, 핵연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며 열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로서, 원자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10) 핵설계란, 원자로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핵적 조건, 즉, 크기, 농축

도, 연소도 등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적치를 구하고, 다시 중성자속 분포,

반응도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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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핵분열이 발생되는 노심을 비롯하여 제어봉 구

동장치, 유량분배판, 압력용기 및 노심지지통 등으로 구성되며,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가 압력용기 내부에 추가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자로의 여러 구성품 중 노심과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구성품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핵설계

는 성능과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나, 잠수

함 탑재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보다는 다소 성능과 안전성

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노심 설계에 사용된 방법론은 전통적인

방법론인 2단계 계산법이며, 비교분석의 기준해로는 nTRACER11)의 수

송계산결과를 이용하였다. 설계된 노심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로 노심에 관한 안전규제 및

인허가 기준 중 가장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와 고려사항들을 소개하고, 설계된 원자로 노심이 선박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수한 조건들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2단계 노심해석

11) nTRACER는 서울대학교 원자로 물리연구실에서 개발한 노심해석코드로서,

그 결과의 신뢰성은 학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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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먼저, 핵설계를 위해 사용된 방법

론인 2단계 계산법에 대해 살펴본 후, 2단계 계산법을 위해 사용된 코드

인 nTRACER와 RENUS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이 두 코드를 이용하

여 핵특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N2R이라는 코드를 설명

하고, N2R을 사용하여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의 정확

도를 검증한다. 제 4장에서는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

하여 새롭게 설계된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의 제원을 제시하고, 이

제원이 결정되게 된 과정을 크기 및 구조, 노심의 출력, 핵연료 농축도,

연소주기와 핵연료 교체주기, 평균 선출력밀도 및 국부출력, 반사체 선

정, 잉여반응도 제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설계된 노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초기노심 및 연소에 따른 반응도와

출력분포, 첨두출력계수, 반사체와 중성자 누설량, 반응도 계수, 제어봉

제어능, 제논 생성량과 불감시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노심의 성

능 및 안전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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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 핵설계 일반

핵설계(Nuclear Design)란 원자로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핵

적 조건, 즉, 크기, 농축도, 연소도 등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적의 수

치를 구하고, 다시 중성자속 분포, 반응도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 하는 일반적인 절차 및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선박용 원자로를 핵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핵설계 절차 및 고려사항

노심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심의 열출력

(Thermal Power)과 연소주기(Cycle Length), 그리고 이용률(Capacity

Factor)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농축도, 배치수(Batch Size) 및 재장전시 교체할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한 후, 이 값을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

를 설계한다.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핵연료봉의 직경과 높이, 농

축도, 가연성 독물질12)의 종류, 농축도 및 개수, 핵연료봉의 배치방법 등

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료 집합체가 완성되고 나면, 이를 이용하

여 노심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는 노심의 크기, 핵연료 집합체 배치방

법, 제어봉의 물질 및 배치, 재장전시 핵연료 집합체의 배치 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를 해석하여 출력분포 및

12) 가연성 독물질이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흡수하여 반응도를 감소시키는 물

질 중 시간에 따라 연소되어 점차 소멸되면서 중성자 흡수량이 감소하는 물

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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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출력계수(Fq)13), 반응도, 정지여유도, 제어봉가, 연소주기 등이 설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설계안을 수정/보완 한다. 이렇게 완성

된 노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전해석과 열수력적 해석을 실시하여 온도

및 출력 계수, 열적 여유도, 핵비등14) 이탈률(DNBR15)) 등 각각의 기준

치를 만족시키면 새로운 노심이 탄생되게 된다. 그림 1은 핵설계의 일반

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핵설계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

성과 배치를 가진 노심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반응도(Reactivity)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반응도(Reactivity)란, 노심이 임계상태에서 얼마

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는 % 또는 pcm(per cent

milli, 10-5)을 사용한다. 노심의 반응도는 아래와 식을 이용하여 쉽게 구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노심의 반응도,  는 유효증배계수16)를 나타낸다. 반응

13) 첨두출력계수(Fq) 란, 원자로의 평균 출력 대비 해당 집합체의 출력을 표현

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출력편차가 심해지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14) 핵비등이란, 연료봉의 표면에서 냉각재가 대류를 통해 전달 가능한 열보다

많은 열이 전달되어 온도가 상승,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연료

봉의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15) 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란, 핵비등이 발생하는 임계

열유속(q’‘crit) 대비 핵연료봉에서 발생되는 열유속(q’’actual)의 비를 의미하며, 핵

비등까지 어느 정도의 열적 여유도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16) 유효 증배계수(keff)란 핵분열로 인해 생성된 중성자수를 흡수 및 누설로 소

멸된 중성자 수로 나눈 값으로, 증배계수가 1인 상태를 임계상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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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설계 절차도



- 10 -

도가 0인 상태를 임계(Criticality)17)라 하는데, 노심은 반응도를 0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된 상태로 지속적인 출력을 낼 수 있다. 노심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고온전출력(HFP)18) 상태까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효과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게 된다19). 또한 중

성자 누설, 제논(Xe)의 생성 및 독작용20), 핵연료의 연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핵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반응도 감소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잉여반응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수용성 붕소와 가연성 독물질을 사

용하여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조절하고 있다.

둘째, 각종 안전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PWR)에서 핵연료 피복재 물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르코늄 합금

(ZIRLO)은 1200℃가 넘으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노심

은 가상 설계기준 사고인 냉각재 상실사고시 핵연료봉 표면에서 1200℃

가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산화우라늄(UO2) 핵연료봉 표면에서

1200℃가 되는 최대 선출력밀도21)는 대략 46kw/m이므로, 따라서 설계된

노심의 모든 핵연료봉은 이보다 낮은 선출력밀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감속재 온도계수(FTC22) 및 MTC23))가 고온전출력(HFP) 조건에

17) 임계(Criticality)란,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중성자와 흡수 및 누설로 없어

지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어 연쇄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18) 고온전출력(HFP, Hot Full Power) 이란, 원자로가 설계된 운전온도에서 열

출력의 100%를 발생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19) 일반적으로는 반응도가 감소하지만, 핵설계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20) 제논 독작용이란,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는 제논-135가 중성자를 크게 흡수

하여 반응도를 감소시키고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재기동 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

상을 말한다.

21) 선출력밀도는 핵연료봉의 길이당 발생하는 출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kW/m의 단위를 사용한다.

22) 핵연료 온도계수(FTC, Fue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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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 온도계수는

도플러 확장으로 인해, 감속재 온도계수는 밀도 감소에 의한 중성자 감

속효과 감소로 인해 반응도가 감소하여 내재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또한, 핵비등(DNB)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핵비등

(DNB)이란, 연료봉의 표면에서 냉각재에 의한 열전달 보다 더 많은 열

이 전달될 때 표면에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으로, 이 시점 이후에는 연료

봉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연료봉의 건전성을 상실하게 된

다. 핵비등 발생여부는 축방향으로 발생되는 열출력의 누적량과 관련이

있는데, 축방향으로 누적된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가 1.55보다 작아

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가

동 중인 원자로를 정지하기 위해 제어봉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심의 온도가 낮아지면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효과의 영향으로 노심 내

반응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봉이 가진 제어능력에 더해서 온도

감소로 인한 반응도 증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가지도록 제

어봉을 설계를 하여야 한다. 관련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저온영출

력(CZP)24)에서 유효증배계수( )가 0.95 이하가 되는 정지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연소주기(Cycle Length)와 배치수(Batch Size)를 효율적으로 설

정하여야 한다. 배치수를 증가시켜 한 번에 교체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핵연료의 연소효율을 나타내는 방출연소도

(Discharge Burnup)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운영에 따른 연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23) 감속재 온도계수(MTC,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란, 감속재의 온도

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24) 저온영출력(CZP, Cold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상온의 온도조건에서

출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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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배치크기를 크게 할수록 연소주기는 짧아

지게 되고, 핵연료 재장전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발전소 이용률(Capacity Factor)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

를 건설하여 운영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초기 투자비 대비 연

료비의 비중은 매우 작으므로, 배치수를 늘리는 것 보다 연소주기를 증

가시키는 것이 이용률을 높이게 되어 더욱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핵연료 집합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한 가지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만을 사용하여 노심을 구성하게 되면 첨두출력이 높게 형

성되어 노심의 안전성이 낮아지게 되고, 방출연소도가 또한 낮아지게 되

어 노심의 경제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심을 설계할 때는 몇 가

지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배치전략에 따

라 노심의 이용률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할 때

는 노심 내의 첨두출력을 낮추고, 중성자의 누설을 감소시켜 연소주기를

길게 하며, 첨두출력계수(Fq)와 정지여유도 등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시

키는 최적의 배치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선박용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를 위한 특수조건

일반적으로, 선박에 탑재될 목적으로 설계되는 원자로 노심은 고정된

육상에 설치된 발전소용 원자로 노심을 설계할 때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있다[1][2].

첫째, 선박 내 탑재공간을 고려하여 소형이어야 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일반적인 선박에 비해 그 공간적인 제약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소

형 원자로는 핵연료와 반응 없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성자의 누설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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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로 인해 원하는 기간만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농축

도를 높여야만 한다. 또한, 중성자의 누설은 노심 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출력감소는 중심부의 출력

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노심의 열적 안정성을 낮추

게 된다.

둘째, 핵연료의 교체주기가 길면 길수록 좋다. 핵연료의 재장전은 모

항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작업일수가 길어 선박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핵연료 교체를 위해 압력선

체를 절단해야 하므로, 잦은 핵연료 교체는 수밀(水密) 유지 측면에서 매

우 좋지 않다. 또한, 핵연료 재장전은 원자로 내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원자로 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운

용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핵연료의 교체주기는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며, 교체주기가 길면 길수록 잠수함의 작전공백이 감소

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까지 최소

화 할 수 있다. 노심을 장기간 연속운용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 있

으나, 핵연료 농축도와 열출력, 중성자 누설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붕산25)을 이용하여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육상의 안정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붕산을 감속재

에 녹여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해도 되지만, 해상에서 운

용되는 선박용 원자로의 경우는 그 여건이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선박

은 항상 좌초나 충돌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항해 중 관련장비의

고장시 즉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

우 붕산을 주입할 수 없게 되므로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없게

25) 붕소의 동위원소인 B-10은 중성자 흡수반응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 14 -

된다. 또한, 감속재 속에 있는 붕소는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α선과 γ선

을 방출하므로, 반응도 제어 목적으로 감속재 내 녹아있는 붕소는 감속

재 전체를 방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수용성 붕산을 사용하

지 않으면 이러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감속재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노심의 경우 잉여

반응도가 매우 높아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붕산의 양이 많

아지게 되는데, 감속재 내 붕산의 농도가 높으면 감속재 온도계수(MTC)

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노심의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용

원자로는 수용성 붕산의 사용을 지양(止揚)하고, 대신에 가연성 독물질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노심 내의 잉여반응도를 조절하는 특징이 있다.

넷째, 노심은 낮은 열출력으로 운전되는 것이 좋다. 노심의 열출력을

낮은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 그만큼 적은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하므로 노

심의 경제성을 떨어뜨리지만, 노심 내 핵연료의 소비율을 감소시켜 핵연

료의 교체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출력시 5년의 핵연

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노심을 50%의 출력으로 운전하면 10년 동안 핵연

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낮은 열출력으로 운전되는 노

심은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핵연료봉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

유속 또한 낮아져 핵비등으로 인한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상승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며, 첨두출력계수(Fq)가 높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열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선박의 기동을 위해서는

적정 출력으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선박이 낼 수 있는 최대속

력은 노심의 열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섯째, 선박용 원자로는 가압경수로형(PWR)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

다. 가압경수로형은 가압된 물(H2O)를 핵연료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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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형으로, 중성자의 감속비 우수하고 방사화가 잘 되지 않으며, 구

조체의 부식성이 적고 냉각재의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냉각재 유출사고(LOCA)시에도 노심

의 반응도를 감소시키므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원자로 노형

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로 가압경수로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과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최초로 개발할 당시, 1번함인

노틸러스호(Nautilus)에는 가압경수로형을, 2번함인 시울프호(Sea wolf)

에는 액체금속로(소듐냉각고속로26), SFR)를 적용하였었는데, 시울프호에

서 수차례의 냉각재 유출사고를 비롯한 각종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여 결국 가압경수로형으로 교체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잠수함용 원

자로로 가압경수로형만 사용해오고 있다[3].

종합적으로,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원자로의 노심을 설계할 때에는

일반적인 노심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들에 추가하여 선박용 원자

로 노심의 요구하는 공간 및 운용환경, 안전성 등의 특수한 조건들이 복

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26)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액체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노형이다. 액체나

트륨은 끓는점이 높아 계통 내 높은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열전도성이

높아 냉각효율이 좋고, 이로 인해 순환펌프의 압력을 낮출 수 있어 잠수함의 소

음측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과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며, 고온

의 나트륨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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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단계 노심해석체계 구축

제 1 절 2단계 계산법(Two-Step Method)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 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전통적

인 노심해석 방법론인 2단계 계산법(Two-Step Method)이다. 2단계 계

산법은 과거 전산장비의 성능이 저조하던 시절에 노심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 2개의 계산단계로 나누어 노심을 해석해오던 방법에서 유래한다.

최근 전산장비들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수송계산을 통해 전체 노심을

직접계산 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2단계 계산법은 적절한 정확

도를 가지면서도 매우 신속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특히, 핵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최적의

설계안을 찾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건들을 바꿔가며 이를 반복적으로 계

산해야하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계산이 가능한 2단계 계산법은

매우 적합한 방법론이다.

2단계 계산법은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 단위 격

자계산(Lattice Calculation)과 이때 산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노심 전체를

계산(Core Calculation)하는 2단계로 수행되는데, 각 단계별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격자계산(Lattice Calculation)

격자계산 단계에서는 볼츠만의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이용하여 2차원

무한매질 조건의 핵연료 집합체를 계산한다. 다음은 격자계산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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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볼츠만의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

 

(2)

핵연료 집합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1단계 계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노심 계산의 부담을 줄여 신속한 계산을 하기 위함이다. 중성자 수송

방정식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공간매질과 중성자의 에너지군에 대해 매

우 큰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 균

질화(Homogenization)와 군축약(Group Condens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균질화(Homogenization)는 실제 공간에 따라 불균질한 핵연료 집

합체에 대해 전체를 균질하다고 가정하고, 공간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여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반응단면적27)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균질화는

해당 중성자 에너지 군의 해당 핵반응 종류마다 총 반응률이 보존되도록

수행되는데,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은 아래식과 같이 중성자속(Neutron

Flux)·부피에 대해 가중평균함으로써 산출된다.

 




 




 (3)

27) 반응단면적(XS, Cross-Section)이란, 중성자가 원자핵과 반응할 확률을 말

하며, 미시적 반응단면적과 거시적 반응단면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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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은 반응률, 는 각 영역의 부피, 는 거시적 반응단면적,

는 중성자속(Neutron Flux)을 나타내며, 는 핵반응의 종류, 는 부피

영역, 는 중성자 에너지군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군축약(Group Condensation)은 다군(Multi-group) 에너지 영역에 대

한 반응단면적 자료를 2개 또는 몇 개의 에너지 군으로 축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각 핵반응 종류별

총 반응률이 보존되도록 이루어지는데, 군축약된 반응단면적은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을 균질화된 각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속에 대해 가중평균함으

로써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5)

∴  
∈



∈



(6)

여기서, 은 반응률, 는 균질화된 거시적 반응단면적, 는 균질화

된 영역의 중성자속을 나타내며, 는 핵반응의 종류, 는 다군 에너지

영역, 는 군축약된 소수군의 에너지 영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격자계산으로 산출된 결과에 대해 균질화와 군축약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되어진 핵연료 집합체별 라이브러리를 군정수(Group Constant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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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단계 계산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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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하면, 1단계의 격자계산은 각 핵연료 집합체별 및 에너지군

별 군정수를 생산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2단계 계산은 생산된 군정

수를 이용 노심을 해석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2 단계 : 노심계산(Core Calculation)

2단계 노심계산 단계에서는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이용하여 노심전체

를 해석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1단계 격자계산을 통해 생

산된 군정수이다. 아래는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7)

위 방정식에서 중성자속()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1단계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2단계 노심계산은 간단하고도 신속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2단계 계산법을 이용하여 노심을 해석한 결과는 중성자 수송

계산을 이용하여 전노심을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오차

를 가지게 된다.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1단계 격자계산에서 군정수를

생산할 때 2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고, 균질화와 군축

약 등의 가정을 통해 생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정방법28)이 곳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28) 대표적인 보정방법으로 B1 누설보정법, 누설 궤환법(LFM), 외곽집합체 처

리법(PA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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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TRACER와 RENUS

2단계 계산법으로 노심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된 코드는 서울대학교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nTRACER[4]와 RENUS[5]이

다. nTRACER(Neutron Tracer)는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코드로서, 47개

의 에너지 그룹으로 된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29) 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 계산에 특성곡성법(MOC)30), 축방향 계산에 노달법31)을 이용, 중성

자 수송방정식과 확산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노심을 해석하는 코드이다.

실제 가동중인 노심을 해석하는데 수차례 사용된 적이 있는 nTRACE

R[6]는 부가기능으로 군정수를 생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2단계 계산

법에도 활용할 수 있다. RENUS(REactor NUmerical Simulator)는 3차원

노달법을 이용하는 코드로서, 핵연료 집합체 단위의 거시적 반응단면

적3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확산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노심 전체를

해석하는 코드이다. 2단계 계산법으로 nTRACER와 RENUS를 이용한

노심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29) 미시적 반응단면적(Microscopic Cross Section)이란, 단위면적(1cm
2
)에 입사

하는 1개의 중성자가 원자핵 1개와 반응할 확률을 말하며, σ로 나타낸다.

30) 특성곡선법(MOC, Method Of Characteristics)이란, 1차 편미분 방정식을 1

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환원하여 푸는 수치계산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중성자속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31) 노달법(Nodal Method)이란, 핵연료집합체를 하나 또는 몇 개의 노드로 두

고 노드 내 중성자속 분포를 고차의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전체 노심을 해석

하는 방법이다.

32) 거시적 반응단면적(Macroscopic Cross Section)이란, 단위면적(1cm
2
)에 입

사하는 1개의 중성자가 1cm를 이동하는 동안 원자핵과 반응할 확률을 말하

며, Σ로 나타낸다. 거시적 반응단면적은 미시적 반응단면적과 수밀도의 곱과

같다(Σ=n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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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RACER를 이용한 군정수 생산

nTRACER를 이용하여 군정수를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되

는 계산은 특성곡성법(MOC)을 이용한 핵연료 집합체의 해석이다.

nTRACER는 2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특성곡선

(Characteristic Curve)을 이용하여 1차 편미분 방정식인 볼츠만 중성자

수송 방정식을 3개의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집합체 내 세

분화된 영역별 중성자속을 산출한다. 그림 3은 특성곡선법(MOC) 계산을

위해 형성된 추적선(Ray)과 중성자속 계산을 위해 나누어진 작은 영역

인 동일선원영역(FSR, Flat Source Region)을 나타내고 있다.

nTRACER는 먼저 중성자의 운동방향을 나타내는 추적선을 형성한 후,

이 추적선을 따라가면서 동일선원영역(FSR)의 각중성자속(Angular

Flux) 및 중성자속(Scalar Flux)을 결정한다.

추적선을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계산한 이후, 균질화와 군축약 과

정을 거치게 된다. nTRACER 내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질화

는 중성자속·부피에 대하여, 군축약은 중성자속에 대하여 가중평균을 실

시한다(수식 (4), (6) 참고). 그리고 확산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확산계

수는 균질화된 수송반응단면적을 군축약하여 생산한다. 확산계수는 수송

반응단면적과 식 (8)의 관계가 있으므로, 확산계수의 군정수는 식 (9)와

같이 수송반응단면적을 균질화된 각 에너지영역의 중성자속에 가중평균

함으로써 얻는다.




(8)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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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TRACER에서의 추적선 형성과 각중성자속 산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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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사체 영역의 군정수 생산 모델

여기서, 는 확산계수, 은 균질화된 거시적 수송반응단면적, 는

균질화된 매질의 중성자속(Neutron Flux)을 나타내며, 는 다군 에너지

영역, 는 축약된 소수군 에너지 영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집합체 불연속 인자(ADF, Assembly Discontinuity Factor)는 실제 비

균질의 핵연료 집합체를 균질화된 핵연료 집합체 가정하여 계산할 때 발

생하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되어지는 군정수이다. 집합체 불연

속 인자는 중성자 에너지 그룹별 평균 중성자속과 평균표면중성자속의

비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되어 진다[7].

 ≡



(10)

한편, 반사체33) 영역은 핵분열 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적으로 중성자속을 만들지 못하여 핵연료 집합체와는 조금 다르게 군정

수를 생산한다. 핵연료 집합체의 군정수를 생산할 때는 1개의 집합체 단

위로 생산하였지만, 반경방향 반사체의 군정수는 핵연료와 인접한 모양

에 따라 I-타입, L-타입, 코너 타입의 세 종류 분류한 후, I-타입은 핵연

33) 반사체란, 핵연료와 반응하지 않고 노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성자를 감소

시키기 위해 노심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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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집합체와 반사체의 2 노드로, L타입과 코너 타입은 2 x 2 개의 노드

로 구성된 문제를 계산, 이 결과에 대해 균질화 및 군축약을 실시함으로

써 얻는다. 그리고 축방향 반사체의 군정수는 반사체를 포함한 1차원 축

방향 핵연료 집합체 문제를 계산함으로써 얻는다.

반경방향 반사체의 불연속 인자(DF, Discontinuity Factor) 역시 집합

체 불연속인자와 마찬가지로 균질화된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의 가정으

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값이다. 반사체 불연속 인자는 반사체

의 군정수를 생산할 때 얻은 표면중성자류( 

)와 평균중성자속( 


,



)을 이용, 두 개의 균질화된 단일노드 계산을 통해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 영역의 중성자속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단

일노드 계산 결과로 얻은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가 인접하는 면의 중성

자속(

, 


)은 처음 군정수 생산단계에서 얻은 표면중성자속과 오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두 표면중성자속의 차이를 통해 불연속 인

자()를 얻을 수 있다.


   

  
 → 

 




 

 (11)

지금까지의 두 개 또는 네 개 노드의 문제에서의 핵연료 집합체와는

달리, 노심계산단계에서의 외곽 핵연료 집합체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 계

산으로부터 얻은 군정수를 사용하므로, 식 (11)의 양변에 핵연료 집합체

불연속 인자()를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반사체의 불연속 인자()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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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

- RENUS를 이용한 노심 계산

노달법에 기초를 둔 RENUS는 nTRACER로부터 생산된 군정수를 이

용하여 노심전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노달법에는 노달전개법(NE

M)34), 해석적 노달법(ANM)35) 등의 여러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RENUS

는 이 방법론들의 단점을 극복한 선원전개 노달법(SENM, Source

Expansion Nodal Method)[4]을 사용한다. 선원전개 노달법(SENM)은 서

울대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서, 확산방정식의 선원항

을 4차 다항식으로 나타낸 후 중성자속을 지수함수로 주어지는 동차해

(Homogeneous Solution)와 4차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특수해(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아래는 선원전개 노달법(SENM)

에서의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선원항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14)

여기서, 는 확산방정식의 선원항, 는 횡방향으로의 누설을

34) 노달전개법(NEM, Noeal Expansion Method)이란, 중성자속 분포를 4차 다

항식으로 표현하는 노달법이다.

35) 해석적 노달법(ANM, Analytic Nodal Method)이란, 중성자속 분포를 지수

함수 기반의 동차해와 2차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특수해의 합으로 나

타내는 노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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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항이며, 는 르장드르 다항함수이다.

이를 통해 확산방정식의 일반해는 지수함수로 이루어진 동차해와 4차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특수해의 합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진다.

   


 

sinhcosh
 





(15)

동차해의 계수는 인입 중성자류를 이용해 구하며, 특수해의 계수는 미

정계수법을 통해 선원항의 계수의 함수로 구할 수 있다.

한편, 운전되고 있는 노심은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게 되어 온도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응단면적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위

치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주기 위해 RENUS는

핵연료 온도, 감속재의 온도 및 밀도변화를 고려하여 반응단면적을 1차

함수로 보정함으로써 변화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 3 절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구축

nTRACER와 RENUS 이용, 2단계 계산법으로 노심을 설계하고 분석

하기 위해서는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RENUS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리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코드를

이용하여 노심을 설계하기 위해 N2R이라는 코드가 새롭게 개발되었으

며[8], N2R을 통해 2단계 계산법 기반의 nTRACER-RENUS 노심해석체

계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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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 N2R과 군정수의 함수화

N2R은 nTRACER–to–RENUS의 약자로, nTRACER에서 생산된 핵

연료 집합체별 반응단면적, 집합체 불연속 인자, 확산계수 등을 RENUS

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함수화 작업을 수

행한다. 식 (16)은 N2R에서 함수화에 사용되는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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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연소단계, 은 붕소농도,  는 핵연료의 온도, 

은 감속재의 온도, 는 감속재의 밀도를 나타낸다. 특히, 감속재의 온도

항은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변화까지 포함한 항이며, 감속재의 밀도항은

냉각재 유출사고와 같은 노심 내 냉각재의 압력강하를 고려한 항이다.

식 (16)에서 볼 수 있듯이, N2R은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함수화를 수행하며, N2R의 라이브러리로 인해 RENUS는 연소계산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36). 기존 RENUS는 거시적 반응단면적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이므로,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의 N2R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RENUS 내 몇 개의 모듈이

추가 및 수정되어졌다. 이때 추가 및 수정된 모듈은 미시적 반응단면적

입력모듈, 반응단면적 처리 모듈, 연소계산 모듈 등 N2R 라이브러리 처

리와 관련된 모듈이다. N2R과 RENUS가 처리하는 핵종은 11종의 초우

라늄 원소37), 4종의 핵분열 생성물, 붕소 및 물 등을 포함하여 총 26종

뿐이며, RENUS는 이러한 주요 핵종만을 사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함으

로써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 26개의

핵종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MASTER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종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9]. 그리고 연소 중 생성되는 핵종

중 앞서 언급한 17종의 핵종에 해당되지 않는 핵종들은 각각 해당하는

분류에 맞추어 거시적 반응단면적 형태로 통합되어 처리된다. 표 1은

N2R 및 RENUS가 처리하는 핵종 및 반응단면적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

며, 여기서 TRU(Transuranic elements)는 초우라늄원소, POI(Poisons)는

독물질, LFP(Lumped Fission Products)는 핵분열 생성물,

36) 연소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계산이 수행되어

져야 한다.

37) 초우라늄 원소란, 원자번호가 우라늄의 원자번호인 92보다 큰 원소들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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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핵 종 XS 종류

U-235 Mic Pu-240 Mic Pm-149 Mic POI Mac

U-236 Mic Pu-241 Mic Sm-149 Mic STM Mac

Np-237 Mic Pu-242 Mic I-135 Mic MXS Mac

U-238 Mic Am-243 Mic Xe-135 Mic CR1 Mac

Pu-238 Mic TRU Mac LFP Mac CR2 Mac

Np-239 Mic Boron Mic CR3 Mac

Pu-239 Mic H2O Mic DTR Mic

표 1. N2R 및 RENUS에서 처리되는 핵종 및 반응단면적 종류

STM(Structure Materials)은 구조물, MXS(Macroscopic Cross-Section)

은 핵연료 집합체의 평균 거시적 단면적, CR(Control Rod)는 제어봉,

DTR(Detector)는 중성자 검출기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N2R은 군정수 생산시 각 가지(Branch)별 여러 개의 변화조건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 RENUS는 붕소농도,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및 밀도 등 4개의 가지(Branch)에 대해 기준조건 1개

와 변화조건 1개만 사용가능 하였고, 이때도 거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N2R은 각각의 가지(Branch)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

는 수만큼의 변화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

조건은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RENUS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N2R의 기능에 맞추기 위해, 기존 RENUS가 4종류의 가지(Branch)에 대

해 1차식으로만 처리하던 것을 각 가지(Branch)별 다수의 변화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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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RENUS는 붕소농도 변화와

열궤환효과(T/H Feedback Effect)38)를 정교하게 반영하여 계산을 수행

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N2R은 사용자가 원하는 오차를 고려하여 군정수 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함수화 할 수 있다.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최초 계산에 사용될 연소지점과

허용 가능한 오차를 입력하면, N2R은 내삽법을 이용하여 최초 선택되지

않은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 )를 계산한다. 이때 내삽법은 2차 라그

랑주법과 1차 구분선형법의 두 가지 중 사용자가 선택한 방법이 사용된

다. 내삽법에 의해 계산된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는 군정수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의 무한증배계수(∞)와 비교시 오차를 가지게 되는

데, 이 중 가장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연소지점을 추가로 선택하여 값

을 가져온다. 최초 선택된 연소지점에 추가된 연소지점을 더하여 다시

무한증배계수(∞)를 계산하고, 내삽법에 계산된 모든 연소지점의 오차가

허용 가능한 오차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그

결과로 N2R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도를 가지면서 기존 군정수 생산시

지정되었던 연소지점 대비 최소한의 연소지점을 가지는, 크기가 축소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소지점의 자동선택 기능을 사용하면 총

61개 연소지점 중 2차 라그랑주법을 사용했을 때는 9개, 1차 구분선형법

을 사용했을 때는 11개의 연소지점만 선택되므로, 사용자는 원하는 정확

도를 가지면서도 1/6로 축소된 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다.

38) 열궤환효과(Thermal-Hydraulic Feedback Effect)란, 열수력 조건 변화에 의

해 발생된 반응단면적의 변화가 다시 열수력 조건을 변화시켜 노심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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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2R의 연소지점 자동선택기능 수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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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내삽법에 따른 자동연소지점 선택기능 수행결과

- 검 증

N2R의 개발로 인해 새롭게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심[10]이 사용되었

다[8]. 그리고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검증을 통

해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된 nTRACER의 직접 수송계산결과를 기준값으

로 이용하였다[6]. 군정수를 생산에 사용된 조건은 고온전출력(HFP) 상태

의 노심 내 평균온도를 기준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가지(Branch)별

4가지 변화조건에 대해 각각 생산하였다. 이때, 핵연료와 감속재 온도 변

화조건은 고온영출력(HZP)39)에서부터 고온전출력(HFP)까지의 온도변화

를 고려한 값들이다. 기준압력은 15.514 MPa이며, 감속재의 밀도변화는

39) 고온영출력(HZP, Hot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설계된 운전온도에서 출

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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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붕소량

(ppm)

핵연료 온도

(℃)

감속재 온도

(℃)

감속재 밀도

(g/cm
3
)

기준조건 1200 606.68 308.94 0.7072

1 1 291.30 291.30 0.6938

2 300 450.00 300.00 0.6989

3 600 817.42 316.95 0.7037

4 900 1145.13 324.83 0.7083

표 2.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 검증에 사용된 군정수의

기준조건 및 변화조건

압력이 10 ~ 16 MPa로 변할 때를 고려하였다. 표 2는 군정수를 생산할

때의 기준조건과 16개의 변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군정수는 무한매질의 단일 핵연료 집합체 조건으로 생산되므로, 중성

자의 누설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2단계 계산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누설보정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nTRACER-RENUS 노

심해석체계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누설보정법

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임계상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누설량을 고려하

는 B1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누설보정법이다. 둘째는 노심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제 누설을 고려하는 누설 궤환법(LFM)이며, 셋째는 노심의

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의 누설을 처리하는 외곽 집합체 처리법

(PAT)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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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핵연료 집합체 검증

검증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된 계산은 바로 열궤환(T/H Feedback)이

없는 기준조건 상태의 0차원 무한매질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한 계

산이다. 검증결과, 이 노심해석체계 이용 계산한 9개의 핵연료 집합체 무

한증배계수( )는 nTRACER 이용 직접 수송계산을 실시한 결과와 정확

히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이 체계의 열궤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1차원

축방향 문제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계산이 수행

되었는데, 하나는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붕소의 농도만 변화시켰고, 다

른 하나는 붕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출력만 변화시켰다. 이때,

RENUS에서의 유효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 중심 온도와 표면온도의 가

중평균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어진 가중치는 각각 0.36과

0.64이며, 이 값은 출력 및 가중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반응도를 측정

하였을 때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이다. 계산결과, 출력이 100% 일 때 냉

각재의 입구온도는 두 코드 모두 291.3℃이며, 출구온도는 nTRACER와

RENUS 각각 325.04℃와 325.16℃ 였다. 이 오차는 두 코드가 서로 다른

증기표를 사용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3와 그림 8 및 9에

서 볼 수 있듯이, 출력이 100%인 조건에서 붕소의 농도를 변화시킨 결

과, 반응도 오차는 최대 –12 pcm, 출력오차는 최대 1.58%만 있었다.

노심 상부와 하부의 감속재 밀도차로 인해 붕소의 양이 달라지게 되어

노심 높이에 따른 출력분포 그래프의 중심이 붕소농도가 높을수록 상향

되는데, RENUS가 균질화된 매질의 군정수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함에

도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그림 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붕소 농도가 500 ppm의 고정조건에서 출력을 변화시킨

결과, 반응도 오차는 최대 –45 pcm, 출력오차는 최대 1.47%만 있었다.

이 또한, 출력증가에 따른 감속재 온도증가에 따라 출력분포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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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TRACER

(기준해)

nTRACER

-RENUS


(pcm)

RMS*

(%)

붕소 변화조건

(출력 100%)

10 ppm 1.18809 1.18805 -3 1.58

500 ppm 1.09018 1.09007 -9 0.96

1200 ppm 0.97728 0.97717 -12 1.17

출력 변화조건

(붕소 500 ppm)

0 % 1.09984 1.09929 -45 0.69

25 % 1.09767 1.09723 -37 0.49

75 % 1.09276 1.09261 -13 0.86

100 % 1.09018 1.09007 -9 0.96

150 % 1.08451 1.08456 4 1.47

* 노드의 출력 RMS

표 3. 1차원 축방향 단일 핵연료 집합체(A0) 해석결과

중심이 하향되는데, RENUS도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

음을 그림 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37 -

그림 8. 1차원 축방향 단일핵연료 집합체(A0)의

붕소농도 변화에 따른 출력분포(출력 100%)

그림 9. 1차원 축방향 단일핵연료 집합체(A0)의

출력 변화에 따른 출력분포(붕소 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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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0차원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A0) 연소계산 결과 비교

다음으로 이 체계의 연소계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열궤환이 없는

기준조건 상태의 0차원 무한매질 단일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연소계산은 가연성 독봉이 없는 A0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

를 이용하여 3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연소지점은 54개 이

다. 계산결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연소 시작 후 약

간 증가하다가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6 MWD/kgU 이후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연소 종료시까지 지속 감소하여 최대오차

–74 pcm의 오차를 가졌다. 이 오차는 nTRACER와 RENUS에서 서로

상이한 핵종수 사용에 의한 연소사슬(Depletion Chain)의 차이와 연소행

렬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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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노심 검증

격자노심 문제는 실제 노심의 내부와 유사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심검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이다. 격자노심을 위한 집합체

는 APR-1400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중 무한증배계수( )가 가장 큰 차

이를 가지는 B3 와 C0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nTRACER

이용 수송계산시 이 두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14/0.86,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13/0.87이었다. 또한

RENUS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군정수는 모두 3

종류로, 단일집합체 무한매질 군정수(SA), B1 누설보정 군정수(B1), 누

설 궤환 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LFM)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누설보정이 없는 단일집합체 무한매질 군정수

를 이용하여 격자노심을 계산한 결과(SA)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2단계 계산법의 가정에 의한 오차이다. B1 누설보정을 실시한

경우(B1) 무한매질 군정수 결과(SA)와 비교했을 때 반응도 오차는 비슷

하나, 출력오차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온

전출력(HFP)의 열궤환을 실시한 조건(T/H on)에서는 반응도 오차가 증

가하였고, 출력오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누설궤환 보정법을 적용했을

때(LFM)는 반응도 및 출력오차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2차원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 반응도 오차는 10 pcm,

출력오차는 0.1%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차원 격자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연소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3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연소지점은 총 54개이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0.05

MWD/kgU에서 110 pcm의 최대오차를 가진 후 지속 감소하였으며, 12.5

MWD/kgU 이후 다시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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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차원 격자노심 3차원 격자노심



(pcm)

RMS

(%)



(pcm)

RMS

(%)

HZP

(T/H

on)

nTR 1.10142 - - 1.09747 - -

SA 1.10254 92 0.86 1.09858 92 0.85

B1 1.10027 -95 0.70 1.09629 -98 0.71

LFM 1.10109 -27 0.11 1.09713 -28 0.12

HFP

(T/H

off)

nTR 1.09304 - - 1.08887 - -

SA 1.09432 107 0.83 1.09013 106 0.84

B1 1.09184 -101 0.73 1.08764 -104 0.72

LFM 1.09293 -9 0.10 1.08875 -10 0.10

HFP

(T/H

on)

nTR 1.09406 - - 1.08759 - -

SA 1.09501 79 0.74 1.08851 78 0.74

B1 1.0928 -110 0.75 1.08627 -112 0.74

LFM 1.09365 -34 0.13 1.08716 -36 0.12

표 4. 격자노심(B3C0)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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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차원 격자노심(B3C0) 연소계산 결과 비교

3. 전노심 검증

APR-1400 전노심에 대한 검증은 2차원 노심과 3차원 노심으로 나누

어서 수행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군정수는 격자노심 계산시 사용한 3가

지에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용한 누설 궤환법(LFM+PAT)를 추가하여

총 4가지 종류이다. 참고로, 핵연료 집합체 불연속 인자(ADF)와 반사체

의 군정수는 모두 동일한 조건의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

는 핵연료 집합체의 군정수 종류에 따라 발생한 차이이다.

2차원 노심문제를 해석한 결과, 별도의 누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

의 경우 출력오차는 약간 있었으나, 반응도 오차는 최대 -52 pcm만 있

을 정도로 비교적 정확했다. B1 누설보정을 사용했을 때는 누설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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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차원 노심 3차원 노심



(pcm)

RMS

(%)

Max.

Diff.

(%)



(pcm)

RMS

(%)

Max.

Diff.

(%)

HZP

(T/H

on)

nTR 1.00030 - - - 0.99676 - - -

SA 1.00055 25 6.67 12.31 0.99718 42 6.73 12.44

B1 0.99934 -96 2.10 4.67 0.99582 -95 2.06 4.59

LFM 1.00057 27 1.03 2.30 0.99718 42 1.00 2.22

LFM

+PAT
1.00039 9 0.62 1.14 0.99699 23 0.60 1.17

HFP

(T/H

off)

nTR 0.99218 - - - 0.98843 - - -

SA 0.99230 12 6.27 11.16 0.98875 33 6.34 11.29

B1 0.99115 -104 2.08 4.48 0.98743 -102 2.04 4.42

LFM 0.99259 42 1.04 2.21 0.98882 40 1.02 2.18

LFM

+PAT
0.99243 26 0.61 1.19 0.98865 23 0.59 1.15

HFP

(T/H

on)

nTR 0.99313 - - - 0.98732 - - -

SA 0.99262 -52 3.59 6.10 0.98710 -23 3.46 5.81

B1 0.99176 -139 0.87 1.50 0.98590 -146 0.87 1.43

LFM 0.99313 0 0.69 1.38 0.98762 31 0.68 1.39

LFM

+PAT
0.99299 -14 1.16 2.17 0.98747 15 1.13 2.13

표 5. 2/3차원 노심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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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SA)에 비해 반응도 오차는 증가하였지만 출력오차는 크게 감

소하였으며,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을 때는 반응도 오차와 출력오

차 둘다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

용한 누설 궤환법(LFM+PAT)을 사용한 군정수의 경우, 고온영출력

(HZP)와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반응도 오차는 26 ~ 27

pcm, 출력오차는 0.6% 만 있었다. 그리고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

(T/H on)의 반응도 오차는 –14 cpm 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매우 정확

하였으나, 출력오차는 누설 궤환법(LFM)만 사용했을 때 보다 약간 증가

한 1.2%를 가졌다. 이것은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이 열궤환 조건에서

외곽 집합체에 발생하는 중성자 누설을 과보정(Over-correction)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

서의 2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부터 누설보정

이 없는 군정수 (SA), B1 누설보정법, 누설 궤환법(LFM), 누설 궤환법

(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을 사용한 군정수 조건에서의 출력오

차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2차원 전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

서의 연소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20 MWD/kgU 까지 진행하였

으며, 총 연소지점은 44개이고, B1 누설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를 사용

하였다. 계산결과,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

서 –105 pcm의 최대오차를 가졌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양의 기울

기를 가지고 점차 감소하다가, 12.5 MWD/kgU 이후 음의 기울기로 연

소종료시점까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핵연료봉 내 포함된 가연

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점 11 ~ 13 MWD/kgU 임을 고려했을

때, RENUS는 가연성 독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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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2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

(위에서부터 SA, B1, LFM, LF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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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2차원 노심 연소계산 결과 비교

3차원 노심문제를 해석한 결과도 2차원 노심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누

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의 경우 출력오차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반응

도 오차는 최대 42 pcm만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정확하였다. B1 누설보정

을 사용했을 때 역시 누설보정이 없는 경우(SA)에 비해 반응도 오차는

증가하였지만 출력오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

을 경우, 반응도는 비교적 정확했으며, 출력분포는 매우 정확한 값을 가

졌다. 외곽집합체 처리법을 이용한 누설 궤환법(LFM+PAT)의 경우, 고

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 반응도와 출력분

포의 오차가 가장 작았으나,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

는 반응도와 출력분포 오차 모두 누설 궤환법(LFM)을 사용했을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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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온전출력(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3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

(위에서부터 SA, B1, LFM, LF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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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3차원 노심 연소계산 결과 비교

다 증가하였다. 이것 또한, 2차원 노심과 마찬가지로 외곽집합체 처리법

(PAT)이 열궤환 조건에서 외곽 집합체에 발생하는 중성자 누설을 과보

정(Over-correction)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4는 고온전출력

(HFP) 열궤환 조건(T/H on)에서의 3차원 노심 출력오차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부터 누설보정이 없는 군정수(SA), B1 누설보정, 누설 궤

환법(LFM), 누설 궤환법(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을 사용한 군

정수 조건에서의 출력분포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3차원 노심에 대해 고온전출력(HFP) 고정온도 조건에서의 연소

계산이 수행되었다. 연소계산은 20 MWD/kgU 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연소지점은 44개이고, B1 누설보정법을 적용한 군정수를 사용하였다. 계

산결과,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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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의 오차를 가졌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오차는 점차 감소, 8 MWD/kgU에서 최대값인 109 pcm을 가진 후 연소

종료시점까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차원 노심에서 핵연료봉

내 포함된 가연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점이 7 ~ 10 MWD/kgU

임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가연성 독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라 할 수 있다.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는 초기노심

의 조건에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특히, B1 누설보

정, 누설궤환법(LFM) 및 누설 궤환법(LFM) + 외곽집합체 처리법(PAT)

등의 누설보정을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N2R의 개발로 인한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의 군정수

함수화을 통해 RENUS가 연소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무한매질의 핵연료 집합체, 격자노심, 2차원/3차원 노심 등 다양한 문제

들에 대한 연소계산 결과 최대 110 pcm의 오차만 발생할 정도로 정확했

다. RENUS가 균질화 및 군축약된 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단지 26개의

핵종만으로 연소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0 pcm의 오차는

매우 작은 오차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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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 개념설계

잠수함 탑재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 노심의 이름은 S-70J이다

[2]
. S-70J는 Submarine Reactor Core with 70 MWt for Jaeger-KSSN

의 약자로, 이 노심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사냥하는 한국형 원

자력추진 잠수함을 위한 노심이며, 70MW의 열출력을 낼 수 있다는 의

미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S-70J를 설계함에 있어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사용하였다. nTRACER를 이용하여 군정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조건은 고온전출력(HFP) 상태의 노심 내 평균온도로 설

정하였으며, 각 가지(Branch)별 1 또는 4가지 변화조건에 대해 각각 생

산하였다. 이때,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변화조건은 고온영출력(HZP)에

서 부터 고온전출력(HFP)까지의 변화를 고려한 값들이며, 기준압력은

S-70J의 정상운용시 압력인 15.5 MPa 이다. 표 6은 군정수를 생산할 때

의 기준조건과 변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붕소량

(ppm)

핵연료 온도

(℃)

감속재 온도

(℃)

감속재 밀도

(g/cm3)

기준조건 0 434.28 306.82 0.71194

1 100 291.30 291.30 0.69912

2 - 300.00 300.00 -

3 - 600.00 310.00 -

4 - 900.00 325.00 -

표 6. 핵설계시 사용된 군정수의 기준조건 및 변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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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 살펴본 고려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새롭게 탄생된

S-70J의 세부 제원은 표 7과 같다. 지금부터 이 제원들이 결정되어지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노심 폭 1.46 m 냉각재 질량유속
412 kg/s

(0.36 m/s)

유효 노심높이40) 1.00 m
냉각재
온도

입구측 291.30 ℃

집합체 피치 20.9 cm 출구측 321.30 ℃

집합체 수 37 개 연소주기(EFPY41)) 12년 이상

핵연료 농축도 19.95 w/o42) 핵연료 교체주기43) 40년 이상

열출력 70 MWt 가연성 독물질 Gd2O3

전기출력44) 21 MWe 반사체 SS 304

선출력밀도 7.81 kWt/m 핵연료 질량 4.7 ton

운전압력 15.5MPa 반사체 질량 15.6 ton

표 7. 설계된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 S-70J의 제원

40) 유효 노심높이(Active Core Height)란, 핵연료봉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높이

를 말한다.

41)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EFPY, Effective Full Power Years)란, 산정시점까지

의 총 발전량을 설계상의 출력으로 1년간 연속으로 가동할 때의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2) Weight percent, 물질의 각 성분을 중량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43) 핵연료 교체주기는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동안 실제 핵연료를

교체하는 주기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을 최대속력의 2/3

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44) 전기출력(MWe)은 30%의 열효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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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크기 및 구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을 핵설계함에 있어 가장 먼저 결정한 제

원은 노심의 크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200 ~ 1,800톤급 디젤 잠수함

을 이미 운용중이며, 3,000톤급 디젤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 미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차폐격벽의 질량이 1,130 ~ 1,680톤 이므

로[12], 앞으로 건조하게 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배수량은 4,000

~ 8,000톤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용

되고 있는 잠수함의 장폭비는 대략 9:1이고, 여기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 잠수함들의 제원을 참고하여 압력선체의 직경을 예측해 보

면 대략 8 ~ 11m정도가 된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노

심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들이 직경 8 ~ 11m의 원통형 압력선체 공간

안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상·하부에 설치되는 각종 원자로 구성품들을

고려 S-70J 노심의 유효높이는 1m로 결정하였다.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상용로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OPR/APR용 16x16 사각형 집합체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는 WEC 원자로용 17x17 핵연료 집합체와는 달리, 하나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12개의 제어봉을 연결하여 5개의 핵연료 집합체에 동

시 장착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핵연료 집합체에 제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집합체는 그림 16과 같이 236개의 산화우라늄(UO

2)45) 핵연료봉과 5개의 안내관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렇게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 한 변의 길이는 20.9 cm이다. S-70J는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를

45) 산화우라늄(UO2) 핵연료봉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핵연료봉에 비해 녹는

점이 매우 높아(2875℃)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낮아 냉각재로 물

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소의 흡수단면적이 작아 저농축 우라

늄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핵연료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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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70J의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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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과 같이 7x7 배열의 총 37개로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노심

의 폭은 1.46m가 된다. 노심 내 핵연료 집합체 배치는 연소주기, 첨두출

력계수, 중성자 누설량, 제어봉 제어능 등의 고려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수십 개의 배치안에 대한 반복모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그림 16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배치안을 나타

내고 있다. 참고로, 핵연료(U-235)의 농축도는 19.95 w/o이며, 그림에 표

시된 농축도는 가연성 독봉(Gd2O3-UO2)에 포함된 산화가돌리늄(Gd2O3)

의 농축도이고, ()안은 각 핵연료 집합체 내 가연성 독봉의 개수를 의미

한다.

제 2 절 노심의 출력

S-70J의 열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기관의 소요동력을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Admiralty 계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방법은 선박 설계단계에서 추진기관의 소요동력을 결정할 때,

선박을 일정한 속도로 항주시키는데 필요한 기관의 동력은 배수량의 2/3

제곱과 속력의 3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의 비례상

수가 Admiralty 계수이며, 이 값은 기존선박의 자료로부터 도출한다. 추

진기관의 소요동력은 이 Admiralty 계수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나

타내어 질 수 있다[13].



 
(17)

여기서 는 축마력(SHP), 는 선박의 배수량(톤), 는 선박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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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노트46)), 는 Admiralty 계수를 의미한다. Admiralty 계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Admiralty 계수를 선형이 유사한 기존선박의 자료로부

터 도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 미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동일한 선형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Admiralty 계수를 산출한 후, 이 값을 S-70J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S-70J의 출력을 결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버지

니아급 잠수함의 제원은 수중배수량 7,800톤, 최대수중속력 35노트, 원자

로 출력 40,000 SHP 이며, 산출된 Admiralty 계수는 421.574이다. 이렇

게 구한 Admiralty 계수를 이용하여 소요동력(SHP)을 산출한 후, 소요

동력을 원자로의 열효율(30%)을 고려한 열출력(MWt)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17의 위쪽 그래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한국형 원자로추진 잠수

함의 최대수중속력과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운용

중이거나 운용예정인 동급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열출력, 30%의 열효율

등을 고려하여, S-70J의 열출력은 70MWt로 결정하였다. S-70J가

70MWt의 열출력을 낼 때,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을 산출한

결과, 4,000 ~ 8,000톤급의 잠수함에서 낼 수 있는 최대수중속력은 31 ~

36.1 노트였다(그림 17의 아래쪽 그래프).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산출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과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용중인 동

급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을 비교한 결과, 수중속력 면에서 미국이 보유

한 버지니아급 및 LA급 잠수함과는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러시아, 영

국, 프랑스 등의 잠수함과 비교시에는 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

라 예측할 수 있었다.

46) 노트(Knot, kts), 선박의 속력 단위로 1시간에 1해리(1,852m)를 달리는 속도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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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70J 탑재 잠수함의 배수량에 따른 소요 열출력 및

최대수중속력 산출결과(열효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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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 류 배수량(톤) 최대수중속력(kts)

한국
K-SSN

(S-70J)
4,000 ~ 8,000 36.1 ~ 31

미국
버지니아급 7,800 35

LA급 6,900 32

러시아 빅터-급 7,000 30

영국
트라팔가급 5,300 29

아스튜트급 7,200 29

프랑스 루비급 2,600 25

표 8.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최대수중속력 비교

제 3 절 핵연료 농축도47)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심 내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

는 연소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잠수함용

핵연료에 93 ~ 97 w/o의 농축도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

에 잠수함의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축도는 저농축 우라윰으로 분류되는 0 ~ 20 w/o 이므

로,[14] S-70J에는 핵연료로 19.95 w/o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사용하

였다(이는 핵연료 생산단계에서의 공정오차를 고려한 값이다.) 그림 18

47) 농축도란, 우라늄의 총질량 대비 우라늄-235의 질량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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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핵연료 농축도 변화에 따른 무한매질조건의 핵연료 집합체 연소도 측정 결과

은 핵연료 농축도 변화에 따른 무한매질조건의 핵연료 집합체 연소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연료로 우라늄-235가

0.72w/o 함유되어 있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연소도(MWD/kgU)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제 4 절 연소주기와 핵연료 교체주기

연소주기는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기준 12년 이상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것은 노심의 출력이 100%(전출력)인 상태로 연속운전시 연

료교체 없이 12년 동안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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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전출력 조건으로 계속 운전하여 전기를 생산

해 내기 때문에 핵연료 교체주기는 곧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가 된

다. 하지만, 잠수함을 운용시 항상 최대속력으로만 기동 하는 것이 아니

므로, 운용속력에 따른 노심의 출력은 전출력 대비 훨씬 더 작게 되고,

따라서 핵연료 교체주기는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보다 훨씬 더 길

어지게 된다. 잠수함이 작전운용 중 내는 평균 속력이 최대속력의 2/3

라고 했을 때, 잠수함 기동에 필요한 출력은 속력의 3승에 비례하므로

평균 운용속력이 최대속력의 2/3가 될 때 S-70J가 내는 평균출력은 전

출력(70MWt)의 (2/3)3 만큼 작아지게 되고, 유효전출력 가동년수(EFPY)

도 (3/2)3 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평균 운용속력을 적용했을 때, 유효전

출력 가동년수(EFPY)가 12년인 S-70J는 연료의 재장전 없이 40년간 연

속운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목표 연소주기를 12년으로 설정한 것은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번 핵연료를 장전하면 잠수함이 퇴역시까지

재장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연료 교체로 인한 잠수함 운용상 작전공백의 증가, 잠수함 선체절단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 연료 교체 도중에 발생 가능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5 절 평균 선출력밀도 및 국부출력

핵연료봉 1개가 1m당 발생시키는 평균출력을 의미하는 평균 선출력

밀도( ′)는 식 (18)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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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핵분열로 인해 발생한 열에너지가 핵연료봉에 흡수되는

비율로 가압경수로형(PWR)의 값인 0.974를 적용하였으며[15], 
는 노

심의 열출력, 는 연료봉의 개수, 은 핵연료봉의 높이를 의미한다.

이 식을 이용하여 70MWt의 열출력을 내는 S-70J의 평균 선출력밀도

를 산출해 보면 7.81kW/m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S-70J의 핵연

료봉 높이가 1m이므로, 평균 선출력밀도는 전출력 운전시 연료봉 1개가

발생시키는 열출력과 같다. 일반적인 가압경수로형(PWR)의 허용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가 약 46kW/m임을 고려했을 때, S-70J는 열적 여유도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S-70J의 선출력밀도와 식 (19)

를 이용하여 산출한 첨두출력계수(Fq) 제한치는 5.89이다.

m ax   ′
′max

(19)

70MWt의 열출력을 고려한 냉각재의 질량유속은 전체 노심기준 412

kg/s(0.36 m/s)만 유지하면 되었다. S-70J가 APR-1400 보다 57배 낮은

열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질량유속에도 불구하고 핵비등 이탈률

(DNBR)은 APR-1400과 비슷한 값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소음요인은 냉각재 순환펌

프인데[?], 이에 따라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정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냉각재 순환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1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S-70J를 탑재한 잠수함도 냉각재 순환펌

프의 사용 없이 자연대류의 효과만을 이용하여 기동이 가능한 속력을 대

략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확인방법으로, 자연대류 조건에서의 냉각재 질

량유속 산출공식(식 20)와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산출공식(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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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자연대류로 냉각할 수 있는 최대 열출력을 산출하고(식

(22)), 산출된 열출력을 이용하여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최대속력을 산출하였다. 이때, 최대속력을 산출시는 Admiralty 계

수법(식 (17))을 이용하였다.

 


  


(20)

   (21)

⇒    








(22)

여기서, 은 냉각재 질량유속, 는 냉각재의 평균밀도, 는 중력가속

도, 는 냉각재의 평균 열팽창계수, 는 노심-증기발생기간 높이차,

은 냉각재가 받는 저항, 는 냉각재의 평균 비열, 는 냉각재 입

구와 출구의 엔탈피차를 의미한다. 특히, 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의 압력선체 폭(8 ~ 11 m)을 고려하여 3 ~ 7 m로 적용하였으며, 냉각

재가 받는 저항()을 얻기 위해서 냉각재 순환계통의 파이프 직경과

순환경로의 개수가 필요했는데, 이 두 값은 0.5m와 4개로 각각 가정하였

다. 아래 식은 냉각재가 받는 저항()을 산출하는 공식이며, 전체 과정

에서 사용된 자료는 표 9에 정리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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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 미 값 구분 의 미 값

냉각재 밀도
(kg/m

3
)

711.94  냉각재가 받는 저항 17.35


중력가속도
(m/s

2
)

9.8  노심의 Form loss 15

 열팽창계수
4.44
x 10

-6 
노심의 Flow Area

(m
2
)

0.97649


노심-증기발생기
높이차(m)

3 ~ 7 
냉각재 Loop의
Form loss

1


냉각재 비열
(J/kg·K)

5,643 

냉각재 Loop 1개의
Flow Area (m

2
)

* 반지름 : 0.25m 적용

0.19635


노심 입구-출구
엔탈피차(J/kg)

168,910 NL
냉각재 Loop 개수

(개)
4

표 9.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성 확인을 위해 사용된 자료

산출결과, 노심-증기발생기간 높이가 3 ~ 7 m로 변할 때, 4,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최대 4.0 ~ 4.6 kts, 8,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3.4 ~ 4.0

kts의 속력으로 기동시 자연대류로 냉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은 작전구역 내에서 감시 및 탐지임무를

위해 저속으로 기동할 때에는 냉각재 순환펌프를 정지한 상태로 은밀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냉각재 순환계통 설계시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노심을 냉각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 즉 펌프를 거

치지 않는 경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19는 배수량 및 노

심-증기발생기간 높이차 변화에 따른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수중속력 산출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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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연대류 이용 냉각 가능한 S-70J 탑재 잠수함의 최대 수중속력 산출결과

추가적으로, S-70J의 핵연료 집합체의 설계과정 중 발생된 높은 국부

첨두출력(Local Power Peaking)을 낮추어 열적 안전성을 높였다. 동일한

핵연료봉으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를 확인해 보면, 그림 20

-①과 같이 안내관(Guide Tube) 주변과 집합체의 모서리 위치에 있는

핵연료봉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이것은, 해당 핵연료봉 주변에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감속재가 다른 핵연료봉에 비해 많이 존재하기 때

문에 감속된 중성자의 수가 증가하여 핵연료와의 반응률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S-70J의 경우, 높은 잉여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가연성 독봉

을 64 또는 80개나 사용하였는데, 이 위치에 존재하는 중성자는 핵분열

에 사용되지 못하고 가연성 독봉에 대부분 흡수되게 된다. 이로 인해, 다

른 핵연료봉에 비해 가연성 독봉의 출력이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안내

관 주변과 집합체 모서리에 위치한 핵연료봉의 출력이 이전보다 더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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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70J 핵연료 집합체 내 국부첨두출력 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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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게 된다(그림 20-②).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70J의 핵연료 집합체

는 안내관 주변과 집합체의 모서리에 상대적으로 농축도가 낮은 핵연료

봉(16 w/o)을 배치함으로써 가연성 독봉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국부 첨두출력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20-④)

제 6 절 반사체 선정

노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측면 또는 상·하부로의 중성자의 누

설이 많아져 연소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또한, 노심 외곽에 위치한 핵연

료 집합체의 중성자 누설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심의 출력이 커져

서 첨두출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노심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형 원자로의 반사체 물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물을 비롯하여 베릴륨(Be), 흑연(Graphite), 스테인레

스강(SS 304), 지르칼로이-4 등이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성자

의 누설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는 베릴륨이 가장 뛰어나지만, 경제성, 안

전성, 제작용이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시 스테인레스강(SS 304)이 가장

효율적이었다[17].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형원자로의 반사체 물질

로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사용했을 때, 물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중성

자의 누설이 크게 감소하여 연소주기가 14% 증가 하였으며, 집합체 내

첨두출력도 감소하였다[18].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노심의 연소주

기를 증가시키고 집합체 첨두출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측면 반사체 물질

은 스테인레스강(SS 304)로 선정하였다48).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48) 상·하부 반사체는 노심의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는 냉각재(물)를 고려하여

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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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의를 위한 6가지 모형

의 적절한 폭을 결정하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와 반사체가 각각 1개 또

는 2개로 이루어진 모형을 만들고,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을 증가시

키면서 유효증배계수(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

은 그림 21과 같이 총 6 가지이다. 참고로, 노심 구조상 핵연료 집합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얇은 보호판(Shroud, 보통 SS 304)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인 노심의 반사체는 그림 21-①과 같이 얇은 보호판과 물로 구성

되어 있다.

확인 결과, 6가지 모형 중 일반 반사체(그림 21-①)의 경우 유효증배

계수()는 1.03777로 가장 낮은 값을 가졌으며,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증가할수록 유효증배계수()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반사체

를 2중으로 설치했을 경우(그림 21-④,⑤,⑥), 스테인레스강(SS 304)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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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크기(cm)

 증가량
SS 304

반사체

전체크기

① 일반 반사체 1.3

20.949)

( = 집합체

1개 크기)

1.03777

② SS 304 + 물

6.4 1.05253 0.01476

10.3 1.06526 0.02749

③ SS 304 20.6 1.07994 0.04217

④ SS 304 + 물 20.6

41.8
( = 집합체

2개 크기)

1.08023 0.04246

⑤ SS 304 + SS 304 + 물 30.9 1.08288 0.04511

⑥ SS 304 + SS 304 41.2 1.08331 0.04554

표 10.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유효증배계수() 변화

로 이루어진 반사체를 1개만 설치했을 경우(그림 21-③)와 비교했을 때

유효증배계수()의 증가량은 미미하였다. 표 10은 그림 21의 6가지 모

형에 대해 nTRACER를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은 늘어난 스테인레스강(SS 304)로 인해

핵연료 집합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성자의 누설량이 감소했기 때문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 6가지 모형의 모의결과로부터

핵연료 집합체 표면에서의 중성자류(Current)를 확인하였다. 참고로, 중

성자의 누설량과 표면 중성자류(Current)의 관계는 식 (24)와 같다.

  ∇· (24)

49) 핵연료 집합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 0.3cm의 간극을 포함한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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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6가지 반사체 모형 내 핵연료 집합체 표면에서의 중성자류와

각 모형별 유효증배계수 비교

여기서, 은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을 빠져나가는 중성자 누설량, 는

중성자류를 의미하며, 는 중성자의 에너지군, 은 위치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중성자의 누설량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큰 영역인 속중성자영

역(Fast Group)에서의 누설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모형별 속중성자영

역에서의 표면 중성자류를 산출하면 누설량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유효증배계수( )가 가장 작은 일반 반사

체(그림 21-①) 모형에서 표면 중성자류는 가장 큰 값을 가졌으며, 스테

인레스강(SS 304)의 폭이 커질수록 그 값은 점점 작아졌다. 또한, 반사

체를 2중으로 설치했을 경우 스테인레스강(SS 304) 폭의 증가량에 비해

표면 중성자류의 감소량도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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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부터, 반사체로서 스테인레스강(SS 304)은 중성자 누설량

감소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물질이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 보다 큰 크기는 그 효

과가 작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70J의 측면 반사체는

핵연료 집합체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그림 21-③을 적용하였다. 그림

23은 여러 모형의 분석을 통해 결정된 반사체와 이를 포함한 S-70J의

핵연료 집합체를 위와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의 총 질량은 15.6톤인데, 일

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의 1.9톤과 비교했을 때 노심의 총 질량은 8배

나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탑재될 잠수함이

4000 ~ 8000톤급이고 격납격벽의 질량이 1,130 ~ 1,680톤 이므로
[?]
, 13.7

톤의 중량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 7 절 잉여 반응도 제어

S-70J는 무붕산 노심이다. 이 노심은 19.95 w/o의 농축도를 가진 핵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붕산 없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잉여반응도를 제어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연성 독물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S-70J에는 가돌리니아(Gadolinia, Gd2O3)50)를 사용하였는데, 가돌리니아

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용 노심에서 사용하는 농축도보다 더 높은 16 또는

24 w/o로 농축하여 핵연료봉에 포함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가연성 독봉

을 핵연료 집합체당 64 또는 80개까지 포함하여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핵연료봉에 가돌리니아가 많이 포함되면 전

50) 가돌리니아(Gadolinia)란, 가돌리늄(Gd)의 산화물인 산화가돌리늄(Gd2O3)을

말하며 원자로에서 가연성 독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

(UO2)에 혼입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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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70J의 반사체 모습



- 70 -

구 분

열중성자

거시적 흡수단면적

(cm)

구 분

열중성자

거시적 흡수단면적

(cm)

B4C 759 H3BO3 759

HfC 102 Er2O3 162

B2O3 759
Ag

-In

-Cd

Ag 63.6

Gd2O3 49,000 In 193.5

Eu2O3 4,600 Cd 2450

HfO2 102

표 11. 가연성 독물질 종류별 반응단면적
[17]

도성이 높아져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부첨두출력을 높게 만들지

만, S-70J의 경우 낮은 열출력으로 인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11

은 가연성 독물질의 종류와 흡수반응단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19], 이를

통해 가돌리니아의 흡수 반응단면적이 다른 물질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가연성 독봉과 더불어, 노심의 잉여 반응도 및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제어봉이 사용된다. 제어봉에 사용된 물질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PWR)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화붕소(B4C)이며, 이때 잉여반응도를 고려

하여 흡수 반응단면적이 큰 B-10을 90 w/o까지 농축시켰다. 제어봉 집

합체(CEA)은 제어능의 크기에 따라 출력제어용(RB, Regulating Bank)

3종류와 비상정지용(SB, Shutdown Bank) 2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개의 제어봉 집합체(CEA)는 출력제어용 제어봉의 경우 4 또는 8개, 비

상정지용 제어봉의 경우 12개로 구성하였다. 그림 24는 S-70J의 제어봉

장전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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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70J의 제어봉 집합체 모습

뿐만 아니라,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차 비상정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흡

수 반응단면적이 큰 액체 독물질을 노심 내로 주입하는 장치로, 이 때

사용한 독물질은 가압중수로형 원자로(PHWR)인 CANDU-6형 원자로와

동일한 질산 가돌리늄 용액(Gd(NO3)3-6H2O) 이다.

통상, 선박용 원자로에서 액체 독물질을 주입했을 경우 노심의 재가동

이 어렵게 되어 모항으로의 복귀가 힘들게 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는다. 하지만, 잠수함 탑재용 노심인 S-70J의 경우 이러한 시

스템을 사용 하더라도 비상 배터리와 스노클을 이용하여 기지로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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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OPR/APR용 16x16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제어봉 1개의 제어능이 크기 때문에, 저온영출력(CZP) 조

건 및 제어봉 구동장치 1개가 작동불가 상황에서 0.99보다 작은 유효증

배계수를 만족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시 노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S-70J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작동개념을 살펴보면, 설치된 질산가돌리늄 용액의 주입은 고압의 헬

륨을 이용해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심 내 주입 후 냉각재 내 가

돌리늄의 농도가 8000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0]. 또한, 밸

브 미작동에 의한 주입실패를 고려하여 질산 가돌리늄 용액은 4개의 탱

크에 분산되어 보관되며, 주입 후 빠른 확산을 위해 각 탱크의 출구는

서로 다른 경로로 노심과 연결하였다. 노심 내 존재하는 냉각재의 양만

고려했을 경우, 질산 가돌리늄 용액(Gd(NO3)3-6H2O)이 들어있는 탱크의

총 크기는 11.59 L 이며, 이 속에 들어있는 가돌리늄의 총 질량은 9.42

kg이다. 그림 25는 S-70J의 2차 비상정지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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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70J의 2차 비상정지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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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계안 성능 및 안전성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수함 탑재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S-70J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은 노심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nTRACER의 전노심 수송계산 결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nTRACER의 해석결과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의 해석결과

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였다.

nTRACER 계산시 조건으로 중성자 추적선의 간격은 0.05cm[21], 추적

선수는 방위각 16개, 극각 4개이며, 등방산란을 가정하였지만 수송보정

반응단면적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비등방산란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그

리고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위해 생산된 군정수의 기준조

건과 변화조건은 핵설계시 사용된 조건과 같다(표 6 참고).

또한 안전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 비교기준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발행한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였다[22].

제 1 절 초기노심의 반응도와 출력 분포

먼저, 고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의 조건에서 초기노심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산출결과, 유효증배계수( )는 고온영출력(HZP)

에서 1.04057, 고온전출력(HFP)에서 1.02786으로 산출되었다. 참고로, 고

온영출력(HZP)에 비해 고온전출력(HFP)에서의 유효증배계수()가 더

낮은 이유는 출력증가에 따른 노심 내 온도 상승으로 인해 도플러 확장

(Doppler Broadening)51)이 발생하여 반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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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심의 출력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림 26 및 27은 각각 고온

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의 조건에서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은 두 조건에서 모두 중앙

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최외곽에서는 가장 낮은 분포를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심 내 출력분포를 가능한 균등하게 하기 위

해 가연성 독봉의 수가 많으면서도 독물질의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 집합

체를 중앙에 배치하고, 가연성 독봉의 수가 적게 포함되고 독물질의 농

축도가 낮은 핵연료 집합체를 외곽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최외곽에 위

치한 핵연료 집합체 독물질의 양이 적더라도 중성자의 누설로 인해 중심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적게 일어나므로 노심 전체적으

로는 균등한 출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림 28에서는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축방향 출

력은 노심 중앙부분의 높고 하부와 상부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앙부분에 비해 상부와 하부에서 중성자의 누설이 크기 때문

이다. 그리고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출력이

하부출력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냉각재가 하부에서

상부로 상승하면서 노심으로부터 열을 받아 냉각재의 온도가 상승하여

상부에서의 냉각효과가 하부와 비교하여 적게 되고, 이로 인한 핵연료

상부의 온도상승에 따른 도플러 확장에 의해 출력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S-70J는 감속재의 온도가 상승하게 하게 되면 노심 내

반응도는 낮아지게 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S-70J 초기

노심의 반응도와 출력분포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nTRACER의 결과와

51) 도플러 확장이란, 온도상승에 의한 원자 또는 분자의 속도증가로 중성자 스펙트

럼선폭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전체적인 반응도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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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그림 27.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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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70J 초기노심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비교해 보았다. 고온영출력(HZP)와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열궤환효

과를 적용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누설보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

은 전통적인 방법인 B1 누설보정법이다.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기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는 고온영출력(HZP)에서 1.04325, 고온전출력

(HFP)에서 1.03142로, nTRACER 결과에 비해 각각 240 pcm 과 336

pcm의 오차를 보였다. 이 오차는 앞서 APR-1400 노심을 이용하여 검증

한 오차인 -95pcm 및 -146 pcm 보다 다소 큰 값이다. 이렇게 큰 오차

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S-70J는 많은 가연성 독봉으로 인한 열중

성자의 큰 흡수로 일반적인 노심보다 상대적으로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

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중성자 누설량의 증가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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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cm)

RMS

(%)

Max.

Diff.

(%)

HZP

nTRACER 1.04057

nTRACER

-RENUS

(B1)

1.04325 247 0.85 1.23

HFP

nTRACER 1.02786

nTRACER

-RENUS

(B1)

1.03142 336 1.17 1.63

표 12.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검증결과 비교

이어서, S-70J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상대출력분포를 산출 및 비교하

였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산출한 결과, 출력오차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0.85%,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17%의 오차만 보일정도로

비교적 정확했다. 이 오차는 APR-1400 노심에서의 오차인 2.06% 및

0.87%와 비교했을 때,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약간 감소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29 및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70J에서의 오차는 대부분

최외곽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온전출력

(HFP) 조건에서는 최외곽에서의 오차가 훨씬 커짐으로서 APR-1400 대

비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축방향 출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고온영출

력(HZP) 조건에서 2.68%,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2.91%의 오차를

가졌다. 그림 31 및 32에서 볼 수 있듯이, nTRACER-RENUS 노심해석

체계는 노심의 상/하부에서 nTRACER에 비해 출력을 높게 계산했으며,

중심부분에서는 보다 낮게 계산하였다. 이 또한 노심 상/하부에서 발생

되는 중성자 누설량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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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오차 분포

그림 30.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오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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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비교

그림 32.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의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 초기노심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비교



- 81 -

제 2 절 연소에 따른 반응도와 출력 변화

S-70J의 연소주기는 구성된 노심전체의 연소계산을 수행한 결과로부

터 유효증배계수( )가 1인 시점까지의 기간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

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S-70J의 연소주기는 14.1 EFPY로 산출

되었으며, 이는 최초 목표했던 연소주기인 12 EFPY보다 2년이나 긴 기

간이다. 연소간 S-70J의 반응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연소가 시작되자

마자 제논(Xe), 사마리움(Sm) 등 독물질의 생성으로 인해 반응도가 급

격히 감소하며, 1 EFPY 이전까지는 연소로 인한 핵연료의 감소로 반응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핵연료 집합체 내 포함된 가연성 독

물질(Gd2O3)이 연소됨에 따라 노심 전체의 반응도는 다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러한 증가는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8 EFPY 까지 지속

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유효증배계수()의 변

화폭은 0 ~ 12 EFPY 구간까지 약 0.01 뿐이므로, S-70J는 연소가 진행

됨에 따라 안정적인 잉여반응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연소주기를 산

출 및 비교해 보았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심해석체계를 이

용하여 산출된 연소주기도 nTRACER의 결과와 유사한 14.0 EFPY 였으

며, 전체적인 유효증배계수의 변화 경향도 일치했다. 두 결과간 반응도

오차는 초기노심에서 336pcm, 6일이 지난 후 최대값인 362 pcm을 가졌

지만, 이후 연소가 진행되면서 오차가 점차 감소하여 주기 말에는 오차

가 거의 없었다. 이 오차는 2단계법에 기반한 nTRACER-RENUS 노심

해석체계가 소형 노심인 S-70J의 많은 중성자 누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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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70J의 연소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그림 34. nTRACER와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간

S-70J의 연소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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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탑재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을 고려한

S-70J의 연속운전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다음으로,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확인하였다.

잠수함이 작전운용 중에 사용하는 평균 운용속력을 최대속력의 2/3 수준

으로 두면, 4,000 ~ 8,000톤급 한국형 잠수함의 평균 운용속력은 24.1 ~

20.6 노트(kts)이다. 요구되는 출력은 속력의 3승에 비례하므로, 평균 운

용속력을 고려한 S-70J의 운용출력은 20.7% 이다. 이 출력으로 S-70J를

연속운전 한다고 했을 때 운전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의 변화는

그림 35와 같다. 여기서 산출된 S-70J의 핵연료 교체주기는 47.4년이나

되었으며, 목표한 교체주기인 40년을 7.4년이나 능가하였다. 이를 통해,

S-70J는 19.95 w/o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핵연료 교체주기가

잠수함의 수명주기 보다 훨씬 더 길게 설계된 노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표 13과 같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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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 류
배수량

(톤)

최대속력

(kts)

핵연료

농축도

(w/o)

열출력

(MWt)

핵연료

교체주기

(년)

한국
K-SSN

(S-70J)

4,000

~ 8,000

36.1

~ 31
19.95 70 47.4

미국 버지니아급 7,800 35 93 150 33

프랑스 루비급 2,600 25 7.5 48 10

표 13.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핵연료 교체주기 비교
[19]

의 핵연료 교체주기[23]와 비교하였을 때도 S-70J의 핵연료 교체주기가

월등히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변화를 살펴보면, 노심 내 반응도 변화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연소기간 내내 초기노심의 출력분포와 유사한 안정

적인 출력분포를 유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가 진행됨

에 따라 중심부분의 출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주기말(14 EFPY) 시점에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출력분포를 가졌다. 또한, 반경방향의 첨두출력은 초기노심

의 1.14에서 점차 증가하여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시점(8

EFPY)에서 가장 높은 1.18의 값을 가진 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반

경방향의 출력분포 변화는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에 따른 가연성 독물질

의 농축도와 양의 차이에 의한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6은 주기초에

서부터 주기말까지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S-70J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

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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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소시점별 S-70J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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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역시 노심 내 반응도 변화와 무관하게 연

소가 진행될수록 중앙의 출력이 낮아지고, 상부와 하부의 출력이 높아지

면서 점점 고른 출력분포를 가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가연성 독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8 EFPY 까지는 출력

분포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상대평균출력차의 감소로 축방향의 첨

두출력이 최초 1.33에서 1.11 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출력이

높은 중앙부분이 상부와 하부에 비해 더 많은 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른

변화이다. 그림 37은 연소시점에 따른 S-70J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연소시점별 S-70J의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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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첨두출력계수(Fq)52)

연소계산을 통해 얻은 반경방향과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이용

하여 핵연료 집합체별 첨두출력계수(Fq)를 산출해 보았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70J의 평균 선출력밀도는 7.81 kW/m 이며, 가압경

수로형 원자로의 허용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는 46kW/m이므로, 첨두

출력의 제한치는 5.89이다. 산출결과, S-70J의 핵연료 집합체별 첨두출력

계수(Fq)는 초기노심에서 1.51의 값을 가지며 연소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4.9 EFPY에서 최대값인 1.54를 가진 후 다시 감소하여 주기

말에는 최저값인 1.27을 가졌다. 그림 38은 연소에 따른 반경방향 첨두출

력계수(Fr), 축방향 첨두출력계수(Fz) 및 첨두출력계수(Fq)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첨두출력계수(Fq)가 최대값을 가지는 연소

시점은 4.9 EFPY이다. 이 시점에서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확

인해 보았을 때, 초기노심의 출력분포와 마찬가지로 노심의 중심에서 출

력은 비교적 낮고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져 최대값을 가진 후 최외곽 핵

연료 집합체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심의 출

력을 낮추기 위해 중심부에 가연성 독물질의 농축도와 양이 많은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는 연소기간

내내 중앙부분이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므로, S-70J의 연소과정 중 가장

큰 출력을 내는 곳은 반경방향으로 상대평균출력이 가장 높은 핵연료 집

합체의 중앙부분이다. 각 방향별 최대출력을 가지는 위치에서의 반경방

52) 첨두출력계수(Fq) 란, 원자로의 평균 출력 대비 해당 집합체의 출력을 표현

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출력편차가 심해지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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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70J 연소에 따른 출력계수 변화

향 국부첨두출력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은 1.82 였으며(이 값은 전체 높이

에 대해 축방향으로 정규화된 상대출력을 의미한다.), 반경방향 첨두출력

계수(Fxy) 1.17임을 이용하여 연소기간 중 최대 국부 첨두출력계수를 산

출한 결과 2.13 이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하여 전체 연소기간 중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밀도를 산출한 결과 16.6 kW/m의 출력값을 얻을 수

있었다. 16.6 kW/m의 선출력 밀도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최대 허용

가능 선출력밀도인 46kW/m와 비교시 36%에 해당하는 출력이므로, 이를

통해 S-70J가 매우 큰 열적 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는 연소기간 중 최대 첨두출력이 발생하는 시점

(4.9 EFPY)에서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와 각 방향별

최대출력을 나타내는 위치에서의 상대평균출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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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대 첨두출력 발생시점(4.9 EFPY)에서의

반경방향/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와

각 방향별 최대출력위치의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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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의를 위한 6가지 모형

제 4 절 반사체와 중성자 누설량

S-70J의 측면 반사체로 스테인레스강(SS 304)를 사용함에 따른 중성

자 누설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사체를 비교기준으로 정한 후,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을 증가시키

면서 초기노심에서의 유효증배계수( )를 산출하였다. 반사체의 크기는

핵연료 집합체 1개의 크기(20.9c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집합체 1개 크

기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2개 크기의 반사체를 적용한 경우까지 고

려하였다. 그림 40은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모의하기 위한 6가

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모형으로 S-70J 의 반사체를 구성한

경우에 대해 각각 유효증배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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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크기(cm)

 증가량
SS 304

반사체

전체크기

① 일반 반사체53) 1.3

20.954)

( = 집합체

1개 크기)

1.01269 -

② SS 304 + 물
6.4 1.01828 0.00559

10.3 1.02304 0.01035

③ SS 304 20.6 1.02786 0.01517

④ SS 304 + 물 20.6
41.8

( = 집합체

2개 크기)

1.02790 0.01521

⑤ SS 304 + SS 304 + 물 30.9 1.02849 0.01580

⑥ SS 304 + SS 304 41.2 1.02857 0.01588

표 14.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S-70J의 유효증배계수() 변화

산출 결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체 내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커질수록 유효증배계수() 또한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20.9cm) 이내에서는 스테인레스강(SS 304)

의 폭이 커질수록 유효증배계수() 값의 증가량도 컸지만, 집합체 보

다 더 큰 폭으로 하였을 경우 증가량이 미미했다.

유효증배계수()에 이어서,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각 모형별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변화도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반사체의 경우 중성자의 누설이 작은 노심의 중심에서 출

력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누설이 커져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림 40-①), 이러한 이유로 첨두출력은 중심부분에서 아주 높게 형성

53) 일반적으로 반사체 영역에는 핵연료 집합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얇은 보

호판(Shroud, 보통 SS 304)이 물과 함께 존재한다.

54) 핵연료 집합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 0.3cm의 간극을 포함한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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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하지만, 핵연료 집합체 크기 내에서 스테인레스강(SS 304)의

폭이 커질수록 노심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중성자의 누설량이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심부분의 출력이 낮아졌고, 동시에 첨두출력 또한 작

아 졌으며(그림 40-②,③), 특히, 현재 S-70J에 적용중인 ③번 모형을 사

용했을 경우 첨두출력이 1.14까지 낮아졌다(그림 40-③). 반사체를 2중으

로 설치했을 경우 스테인레스강(SS 304)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력

분포와 첨두출력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0-④,⑤,

⑥). 이것은 핵연료 집합체 크기보다 더 두꺼운 반사체는 그 효과가 미

미함을 의미하며,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의 두께를 핵연료 집합체

의 크기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적절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반 반사체를 적용했을 때(모형 ①)와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적용했을 때(모형 ③)의 연소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41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반사체를 적용했을 경우 연소시간에 따른 유효

증배계수( )를 산출한 결과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 1,500 pcm, 최대 1,800 pcm 정도의 낮은 값을 가

졌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반사체 적용시 14.1 EFPY 이던 연소주기는 일

반 반사체 적용시 20%가 감소한 11.8 EFPY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잉여반응도가 0.9 EFPY에서 69 pcm 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첨

두출력계수(Fq)도 스테인레스강(SS 304) 적용시 1.27 ~ 1.54의 범위에

있던 것이 일반 반사체를 적용시에는 1.46 ~ 1.67로 0.1 ~ 0.2 정도 높은

값을 가졌으며, 연소 중 4.9 EFPY에서 최대값을 가졌던 최대 첨두출력

계수가 연소초기에서 최대값을 가졌다(그림 42). 이를 통해, S-70J는 스

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적용함으로써 14.1 EFPY에 달하는 긴 연

소주기 뿐만 아니라 연소주기 내내 안정적인 출력분포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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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모형별 S-70J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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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반사체 물질별 S-70J의 연소계산 결과 비교

그림 43. 반사체 물질별 S-70J의 연소에 따른 첨두출력계수(Fq)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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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반응도 계수

다음으로 수행된 검증은 S-70J의 반응도 계수 측정이다. 반응도 계수

는, 원자로 노심의 온도, 출력 등의 조건이 변할 때 반응도의 변화를 수

치적으로 표현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온 온도계수(ITC)55), 핵연료

(FTC)56) 및 감속재 온도계수(MTC)57),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58)

등 4가지의 반응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계산을 위한 조건으로, 등온 온도

계수와 감속재 온도계수는 고온영출력(HZP)의 ±3도를 기준으로 계산하

여 산출하였으며, 핵연료 온도계수는 산출된 등온 온도계수에서 감속재

온도계수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출력계수는 고온전출력

(HFP)의 ±3%의 출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측정결과,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의 반응도 계수는 모두 기준

치를 만족하는 값인 음수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가동 중인 S-70J에 비정

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노심 내 온도 또는 출력이 증가하게 되었을 경

우, 운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노심 스스로가 반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4가지의 반응도 계

수를 통해 S-70J는 사고 상황시에도 스스로 반응도를 낮출 수 있는 내

재적 안전성이 높은 노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 등온 온도계수(ITC, Isot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가 냉각수와

온도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6) 핵연료 온도계수(FTC, Fuel Temperature Coefficient)란, 핵연료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7) 감속재 온도계수(MTC,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란, 감속재의 온도

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58)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란, 노심의 출력이 1%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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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값 측정 결과

등온 온도계수

(ITC)

음 수

(< 0)

-37.25

핵연료 온도계수

(FTC)
-2.77

감속재 온도계수

(MTC)
-34.48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
-13.41

표 15. S-70J의 반응도 계수 측정 결과

이어서,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 반응도 계수변화를 측정하여 스

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 사용시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의 반응도 계수는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큰 음의 반응도를 가졌다. 이것은 물의

양이 더 많은 일반 반사체에서 온도증가에 의한 물의 수밀도 변화가 스

테인레스강(SS 304) 보다 더 크므로, 이에 따른 중성자 감속효과의 감소

로 인한 반응도 감소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구 분 스테인레스강 반사체 일반 반사체

등온 온도계수

(ITC)
-37.25 -40.50

핵연료 온도계수

(FTC)
-2.77 -2.85

감속재 온도계수

(MTC)
-34.48 -37.65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
-13.41 -14.95

표 16. 반사체 종류별 반응도 계수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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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저온영출력(CZP) 온도 기준 ±3도 조건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강 반사체와 일반 반사체를 사용했을 때의 등온/핵연료

/감속재 온도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온영출력(HZP) 기준

으로 산출된 반응도 계수와 비교하여 두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 모

두 등온 및 감속재 온도계수는 크게 작아졌으며, 핵연료 온도계수

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노심 내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증

가에 의한 반응도 감소량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반사체를 사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 했을 때, 스테인레스강(SS

304) 반사체를 사용했을 경우가 일반 반사체의 경우에 비해 약간

더 작은 값을 가졌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았다. 이 또한, 일반 반

사체에서 온도증가시 물의 수밀도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작아진 이유는 고온조건 보다 저온조건에서 온도증가에 의

한 반응도 변화량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구 분 스테인레스강 반사체 일반 반사체

등온 온도계수

(ITC)
-8.99 -9.04

핵연료 온도계수

(FTC)
-3.18 -3.11

감속재 온도계수

(MTC)
-5.81 -5.94

표 17. 저온영출력(CZP) 조건시 반응도 계수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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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제어봉 제어능

S-70J는 무붕산 노심이므로, 잉여반응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의 제어

능59)은 매우 중요하다. S-70J에 설계된 제어봉의 제어능을 측정하기 위

하여 고온전출력(HFP), 고온영출력(HZP), 저온영출력(CZP)60)의 조건에

서 각각 제어봉을 완전히 인출했을 때(0%)와 완전히 삽입했을 때(100%)

의 반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

봉을 완전히 삽입하였을 경우(100%) 모든 운전조건에서 노심이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봉가(Control Rod Worth)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저온영출력에서는 0.94826 값을 가짐으로써 기준치

(0.95 이하)를 만족하였다.

운전조건
제어봉 위치

(%)

유효증배계수

( )

제어봉가

(pcm)

고온전출력

(HFP)

0 1.02786
19,147

100 0.85884

고온영출력

(HZP)

0 1.04057
18,347

100 0.87376

저온영출력

(CZP)

0 1.09799
14,381

100 0.94826

표 18. 운전조건별 제어봉 제어능 측정결과

59) 제어봉 제어능이란, 제어봉을 모두 인출한 상태에서 완전히 삽입하였을 때

생기는 반응도 변화량을 말한다.

60) 저온영출력(CZP, Cold Zero Power) 이란, 원자로가 상온의 온도조건에서

출력발생이 없는 상태를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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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어봉 집합체 상태 유효증배계수

( )

제어봉가

(pcm)
완전인출 완전삽입

전 제어봉 삽입 -
SB-A/B

RB-A/B/C
0.87376 -

비상정지용

(Shutdown

Bank)

B형
SB-A

RB-A/B/C
0.95592 9,837

A형 RB-A/B/C 0.98672 3,265

출력제어용

(Regulating

Bank)

C형 RB-A/B 1.00684 2,025

B형 RB-A 1.02963 2,198

A형 - 1.04057 1,021

* SB-B 없이 노심을 정지 가능한 최저온도 : 202℃

표 19. 제어봉 집합체별 제어능 측정결과

이어서, S-70J에 사용된 제어봉 집합체(CEA)별의 제어봉가를 측정하

였다. 실제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측정하였으

며, 제어봉 집합체(CEA) 전체를 삽입한 상태에서 제어능이 가장 큰 비

상정지용-B형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인출하면서 유효증배계수()를 산

출, 각 제어봉 집합체의 제어봉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가장 높은 제

어봉가를 가지는 제어봉 집합체는 비상정지용-B형으로 9,837 pcm, 가장

낮은 제어봉가를 가지는 제어봉 집합체는 출력제어용-A형으로 1,021

pcm 이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제어봉가를 가진 비상정지용-B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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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나머지 제어봉 집합체를 완전히 삽입 했을 경우 유효증배계

수( )는 0.95592 였다. 이것은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제어봉 구동

장치 하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노심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추가적으로, 비상정지용-B형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증배계수()가

0.99 이하가 되는 최저온도는 202℃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제어봉 구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노심 내 온도를 상온까지

는 낮추지 못하지만 노심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봉

집합체별 제어능 측정결과는 표 19에 정리하였다.

또한, 가동초기의 노심을 임계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제어봉 집합체

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는 출력제어

용-A/B형을 완전히 삽입한 상태에서 출력제어용-C형을 40.7cm 삽입시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는 출력제어용

-A형을 완전히 삽입한 상태에서 출력제어용-B형을 62cm 삽입시 임계상

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삽입

된 제어봉의 영향으로 제어봉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출력분포(그림 26

및 27) 보다 더 큰 출력차가 발생하였으며,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30,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23 이었다

(그림 44 및 45). 축방향 출력분포 또한 삽입된 제어봉의 영향으로 노심

상부부분의 출력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출력이 노심하부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축방향 첨두출력계수(Fz)는 고온영출력(HZP) 조

건에서 1.37,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36 이었다(그림 46). 이 결과

를 통해 산출된 첨두출력계수(Fq)는 고온영출력(HZP) 조건에서 1.79, 고

온전출력(HFP) 조건에서 1.67 이었다. 이를 통해, 70MWt의 낮은 열출력

을 고려했을 때, S-70J는 제어봉을 삽입하더라도 다른 노심에 비해 열적

안전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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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온영출력(HZP)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그림 45. 고온전출력(HFP)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반경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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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임계상태에서의 S-70J 초기노심 축방향 상대평균출력 분포

제 7 절 제논 생성량과 불감시간(Dead Time)

마지막으로, S-70J에서 생성되는 제논(Xe)-135의 양을 확인하였다. 핵

분열 생성물인 제논-1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흡수 반응단면적

을 가진다61). 가동 중인 원자로를 갑자기 정지했을 경우, 노심 내 축적되

어 있던 제논-135으로 인해 노심의 즉각적인 재가동이 불가능한 불감시

간(Dead Time)이 발생한다. 잠수함 탑재용으로 설계된 S-70J는 작전적

61) 제논-135는 우라늄-235보다 1,000배 이상 큰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지고 있

으며, 노심이 가동을 시작한 후 수일 내 반응도가 2~3%정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제논-135의 생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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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안전을 고려 언제든지 긴급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70J의 불감시간(Reactor Dead Time)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S-70J의 불감시간(Dead Time)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가동 중인

S-70J 내 축적되는 제논-135의 수밀도62)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다. 제

논-135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핵분열에

의한 생성이고, 다른 하나는 핵분열 생성물인 요오드(I)-135가 붕괴63)

를 통해 제논-135로 변하는 것이다. 또한, 제논-135가 소멸되는 경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붕괴를 통해 세슘(Cs)-135로 변하는 것이다. 그림 47은 제논-135

의 생성과 소멸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 제논(Xe)-135의 생성과 소멸경로

그림 47로부터, 제논-135의 생성은 요오드-135의 생성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생성과 소

멸경로에 대해 단위시간당 생성률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정

62) 수밀도란,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말한다.

63) 붕괴란, 불안정한 원소가 전자를 방출하고 안정한 원소가 되는 과정을 말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번호는 1이 증가하게 되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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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Steady State) 조건을 고려하여 0에서 무한대( )까지 적분하면

대략적인 제논-135의 수밀도를 알 수 있다. 식 (25)은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얻은 정상상태의 제논-135 수밀도를 계산하는 방정식이다.

 


 
 

  
 ⇒ ∞ 



 
 

  
 

      


  




     
     

⇒ ∞ 
 

∞  

(25)

여기서, 와 는 가동시간에 따른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수

밀도, ∞와 ∞는 정상상태에서의 각 원소별 수밀도이며, 와 는 핵

분열시 요오드-135와 제논-135의 생성률, 는 제논-135의 붕괴상수,

와 는 각각 노심전체의 거시적 핵분열 반응단면적과 중성자속, 

는 제논-135의 미시적 흡수 반응단면적을 나타낸다. 식 (25)에 의해 제

논-135의 수밀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들은 표 20에 정리하였다.

식 (25)에 표 20의 자료를 대입하여 S-70J 내 존재하는 제논-135의

수밀도를 산출해 보면, 가동 초기에는 3.57 × 1015개/cm3, 목표한 연소시

점인 12 EFPY에는 3.36 × 1015개/cm3 이다. 노심을 가동한 초기에는 제

논-135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72시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가동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제논-135의 생성률과 소멸률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이다. 즉, 제논-135는 요오드-135의 붕괴로 부터 오는 것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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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값 구 분 값

반감기

(h)

요오드-135 6.58
노심 내 거시적

핵분열 반응단면적

(cm
-1
)

가동초기 1.27 × 10-2

제논-135 9.14 12 EFPY 1.16 × 10
-2

붕괴

상수

요오드-135 2.93 × 10-5 제논-135의

미시적

흡수 반응단면적

(cm2)

가동초기 3.29 × 10-20

제논-135 2.11 × 10
-5

12 EFPY 4.11 × 10
-20

핵분열

생성률

(%)

요오드-135 6.29

중성자속

(cm
-2
·s
-1
)

가동초기 1.05 × 1014

제논-135 0.26 12 EFPY 1.14 × 10
14

표 20. S-70J 내 제논-135의 수밀도 산출을 위한 자료

인데, 요오드-135의 수밀도가 일정시간 이후로 일정해 지기 때문에, 이

로부터 생성되는 제논-135의 수밀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림

48은 정지상태에서 부터 가동시간에 따른 S-70J 내 제논-135와 요오드

-135의 수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가동 중인 노심을 갑자기 정지시키면 일정하게 유지

되던 제논-135의 생성량과 소멸량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노심이 정지하

였으므로,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제논-135는 없고, 오로지

붕괴에 의해서만 생성되거나 소멸되게 된다. 그런데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논-135의 반감기가 요오드-135에 비해 약 1.4배 더 길기

때문에 제논-135의 생성량이 소멸량보다 약 1.4배 많아지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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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70J의 가동시간에 따른 제논-135 및 요오드-135의 수밀도 변화

한 요인으로 인해 요오드-135의 수밀도가 특정수준 이하로 되기 전까지

제논-135의 수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제논-135는 노심의

잉여반응도보다 크게 되어 재가동할 수 없는 불감시간(Dead Time)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출한 정상상태의 수밀도를 이용하여 S-70J의 불감시간

(Dead Time)을 산출하였다. 먼저, 가동 중인 노심을 정지한 이후 노심

내의 제논-135 수밀도를 계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26)



- 107 -

또한, 이때 제논-135의 수밀도가 가장 큰 시점( )을 산출하는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27)

S-70J의 불감시간(Dead Time)을 산출하기 위해, 이 식들을 이용 가동

초기의 노심과 목표한 연소주기인 12 EFPY 시점에서 노심 긴급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의 수밀도 변화를 확인 하였다. 확인결과, 그

림 49에서 볼 수 있듯이 S-70J 내 존재하는 제논-135의 수밀도는 두 조

건 모두 1시간 경과시 최대 수밀도를 가졌으며,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

였다. 이때, 제논-135로 인해 발생된 음의 반응도는 초기노심의 경우 정

지 전 380 pcm이었던 것이, 정지 1시간 경과시 최대 382 pcm까지만 증

가 후 감소하였다. 그리고 목표 연소주기인 12 EFPY 시점에서는 정지

전 490 pcm이었던 것이, 정지 1시간 경과시 최대 494 pcm까지만 증가후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S-70J는 노심을 가동하여 목표한 연소주기인 12

EFPY까지 운전되는 동안 불감시간(Dead Time)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S-70J를 탑재한 잠수함이 언제든지 노

심을 긴급정지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S-70J는 전술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노심이며, 또한

잠수함 탑재용으로서 매우 적합한 노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

다.

S-70J가 불감시간(Dead Time)이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열출력에 따른 낮은 중성자속과 높은 핵연료 농축도에 따른

높은 핵분열 반응단면적 때문이다. 식 (25) 및 (26)로부터, 노심정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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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긴급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S-70J 내 제논-135의 수밀도와

이에 의한 음의 반응도 변화

제논-135의 수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지시점에서의 중성

자속과 요오드-135의 수밀도인데, S-70J의 낮은 열출력은 가동 내내 낮

은 중성자속을 유지시켜주며, 낮은 중성자속은 요오드-135의 수밀도 또

한 낮게 하여 제논-135로 변환되는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제

논-135에 의해 발생된 높은 중성자 흡수량만큼 핵분열 반응단면적이 충

분히 높아 노심 내 반응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발전용 원전인 신고리-3,4호기에 사용되고 있는 APR-1400 노심과 가

동초기의 노심 기준 불감시간(Dead Time)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산출

결과, 열출력이 더 높은 APR-1400의 중성자속이 S-70J에 비해 약 3.3배

더 높으며, 이로 인해 요오드-135의 수밀도 또한 2.3배 더 많았다.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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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S-70J와 APR-1400간 노심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 수밀도 및 음의 반응도 비교

을 긴급정지 했을 때, 요오드-135가 더 많이 존재하는 APR-1400은

S-70J와는 달리 제논-135의 수밀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밀도가 가장 큰 시점은 8.4시간이 경과했을 때이며,

이때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는 무려 4,047 pcm이나 되었다. 이는,

정지 전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가 2,131 pcm이었던 것을 고려했

을 때, 정지 후 8.4시간 동안 약 1.9배 만큼의 반응도가 증가한 것이다.

8.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다시 제논-135의 수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

는데, 정지 전의 음의 반응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6.3시간이나 지나야

했다. 따라서, APR-1400 노심은 긴급정지할 때의 조건으로부터 잉여반

응도를 더 높여 주지 않았을 경우, 26.3시간이나 지난 후에나 재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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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70J가 정지 이후에도 불감시간(Dead Time)

없이 즉각 재가동이 가능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0은

두 노심의 긴급정지 이후 경과시간에 따른 제논-135의 수밀도와 이에

의한 음의 반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노심의 중성자속, 수밀도

및 불감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구 분 S-70J APR-1400

정상

가동시

중성자속(cm
-2
·s
-1
) 1.05 × 10

14
3.50 × 10

14

수밀도

(#/cm-3)

요오드-135 2.87 × 10
15

6.57 × 10
15

제논-135 3.57 × 10
15

1.99 × 10
15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pcm)
380 2,131

정지

이후

최대 수밀도 발생시간(h) 1 8.4

최대 수밀도(#/cm-3) 3.57 × 1015 3.78 × 1015

최대 음의 반응도(pcm) 382 4,047

불감시간(Dead Time)64) 0 26.3

표 21. S-70J와 APR-1400간 중성자속, 수밀도 및 불감시간 산출결과 비교

64) 원래 불감시간(Dead Time)은 노심 내 잉여반응도를 고려하여 재가동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제논-135에 의한 음의 반응도가 정지

직전의 값까지 낮아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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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기술의 완성은 SLBM의 개발로 이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SLBM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국민적 관심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S-70J 라는 잠수

함 탑재용 원자로 노심의 핵설계를 수행하였다.

핵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단계 노심 계산절차에 적

용할 N2R이라는 연계코드를 개발하였다. N2R은 nTRACER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함수화하여 RENUS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로서,

N2R의 개발을 통해 2단계법 기반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N2R이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 단위로 함수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nTRACER-RENUS 노심해석체계는 연소계산을 수행

할 수 있고, 노심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화조건(Multi Branch)이 적

용가능 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PR-1400 노심이용 이 노심해석체계를 검증한 결과, 비교적 정확한 결

과를 산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B1 누설보정, 누설 궤환법(LFM), 외곽

집합체 처리법(PAT) 등을 적용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 노심해석체계를 이용하여 핵설계된 S-70J는 폭 1.46m, 유효 노심

높이 1m의 소형 노심이다. 19.95%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S-70J는

70 MWt의 열출력을 낼 수 있으며, 4,000 ~ 8,000톤급 한국형 원자력 추

진 잠수함에 탑재시 31 ~ 36.1 노트나 되는 최대수중속력을 낼 수 있었

다. 그리고 제어봉의 구동실패를 고려하여 2차 비상정지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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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스테인레스강(SS 304)을 측면 반사체로 사용하여 누설을

최소화 하고 열적 안전성을 강화한 결과, S-70J는 14.1 EFPY나 되는 긴

연소주기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하여 운용

시 평균 운용속력(20.6 ~ 24.1 kts) 기준 47.4년 이상 핵연료의 교체없이

연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연소기간 중 적은 잉여반응도 변화

와 노심 내 고른 출력분포, 반응도 계수의 산출결과를 통해 노심의 안정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81 kW/m의 낮은 선출력 밀도와 연소기간

중 1.54의 핵연료 집합체별 최대 첨두출력계수(Fq), 2.13의 최대 국부 첨

두출력계수를 통해 S-70J의 높은 열적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이 탑재잠수함의 배수량별 최대 3.4 ~ 4.6 kts로 저속항해시 냉각재 순

환펌프의 사용없이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긴급정

지 이후 불감시간(Dead Time)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S-70J가 작전/

전술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노심이며, 잠수함 탑재용으로 최적의 노심임

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설계된 S-70J의 성능과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nTRACER의 전노심 수송계산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된 nTRACER-RENUS 노심해석

체계를 통해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

만 nTRACER의 직접계산 결과가 신뢰성이 매우 높아 S-70J를 정확히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nTRACER- RENUS 노심해석체계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심을 해석하고 비교해 보거

나, 누설 궤환법(LFM)과 같은 효과적인 누설보정법을 연소계산에도 적

용하여 오차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S-70J의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OPR/APR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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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진동 등은 충분히 견딜수

있지만, 선박의 충돌과 같은 큰 충격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S-70J의 핵연료 집합체가 충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고, 큰 충격을 이기

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한, S-70J가 상용로와 비교하여 핵연료의 농축도가 높고 매우 낮은 출력

으로 운전되기는 하지만, 연소주기가 14 EFPY 이상임을 고려하여 장기

간 연소에 따른 핵연료봉과 제어봉, 노심 내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주기 운전시 발생되는 재료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원자로 계통 내 핵심 구성품인 노심과 노심 내

반응도를 제어하는 구성품에 국한하여 핵설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

므로, 앞으로는 S-70J를 포함한 원자로 계통 전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

겠다. 사실, 미국의 LA급 잠수함과 같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계통을

그대로 활용하고, 노심만 S-70J로 교체하여 운용65)할 수도 있겠지만[24],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잠수함용 원자로 계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노심 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S-70J를 위한 새로운 계통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S-70J

의 원자로 계통이 설계된 이후에는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S-70J가 탑재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

제로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65) 미국 LA급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S6G인데, 최초 150MWt의 출력

을 내는 D1G-2 노심이 S6G 내에 설치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165MWt의 출력

을 내는 D2W으로 노심만 교체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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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Core Design

for Submarine Application

Using a Newly Established

Core Analysis System

Based on Two-Step Method

Jeong Junho

Nuclea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new small reactor core named S-70J was designed for a nuclear

submarine.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fication of S-70J, several

constraints for marine reactor and limitations for submarine

application, such as enrichment, were considered. With these things,

the core, which has 19.95 w/o enrichment fuels and stainless steel

reflectors, can produce 70 MW thermal power although its width and

height is only 1.46m and 1m. 4,000 ~ 8,000 ton-class Korea nuclear

submarines are proper ones to apply the newly designed core.

A utility code N2R(nTRACER-to-RENUS) was developed in order

to design the new core S-70J, which can functionalize group

constants(GCs) generated by a direct whole core transpor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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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ACER for a 3D nodal code RENUS. The new utility code has a

special merit that it is enable RENUS to perform a burnup calculation

by functionalize with isotope-wise XSs. After designed S-70J by

nTRACER-RENUS core analysis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by

birth of N2R, the performance and safety factors of the new core

were verified by nTRACER for high reliability, even though the

system can perform well.

From the results, S-70J was assessed that it could be operated for

14.1 Effective Full Power Years(EFPY), which would be actually

worked for more than 47.4 years without any refueling, considering

average speed. Also, power distribution in the core was so flat, and

maximum power peaking factor during total operation period had only

1.54 against the limitation(5.89). Futhermore, S-70J fitted well in a

submarine reactor core, considering operational situations, because

reactor dead time due to Xe-135 was out of existence. In addition, its

safety factors, which are isothermal / fue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and power coefficient, had negative values, and control rod

had a proper reactivity worth at cold condition, which were

pressurized water reactor safety criteria regulated by KINS.

keywords : Nuclear Design

Submarine Reactor

Small Modular Reactor(SMR)

Boron-Free Core

Two-Step Method

nTRACER-to-RENUS(N2R)

Student Number : 2016-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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