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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 원자로 노심을 

설계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노심의 출력은 7,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수중 최대 속력 35 kts까지 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50 MWt로 설정하였으며,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를 사용하여 

함정 수명 30년을 초과하는 핵연료 교체 주기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저농축 고밀도 금속 합금 핵연료인 U-10wt%Mo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함정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의 재장전이 

필요 없는 노심을 설계할 수 있었다. 

노심 설계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 코드인 nTRACER를 이용하였으며, 핵연료의 

재료 결정부터 핵연료봉과 핵연료 집합체 설계, 전체 노심의 배열 결정, 

제어봉 집합체 배치의 순서로 노심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된 노심은 총 332개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다. 핵연료 

집합체는 가로, 세로 길이 5 cm, 높이 1 m로 상용 핵연료 집합체의 

1/16 수준으로 크기를 줄임으로써 노심 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는 6x6 배열로 20%로 농축된 핵연료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 하였으며 32개의 핵연료봉과 1개의 안내관으로 구성된다.  

노심의 높은 잉여반응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ZrB2을 핵연료봉에 

직접 코팅하는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IFBA, Integral Fuel Burnable 

Absorber)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초기 노심의 높은 잉여 반응도를 

상당히 조절하여 제어봉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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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노심의 성능과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설계와 마찬가지로 

nTRACER를 이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설계 노심이 충분한 주기길이과 

안전성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설계 노심의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 

(EFPY)는 4.54년이었으나, 잠수함의 가동률과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에너지량 보다 약 5% 가량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심의 핵연료 교체 주기는 설계 목표를 만족하는 

35년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전체 연소 주기동안 산출된 노심의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는 2.01546으로 첨두출력계수 제한치(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인 

3.34545와 비교하면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붕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어봉의 충분한 제어능은 매우 중요한 안전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원자로는 고온전출력(HFP)과 고온영출력(HZP) 

그리고 저온영출력(CZP)의 모든 운전 조건에서 제어봉 삽입만으로 

충분히 비상정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노심이 운전 중인 고온전출력 

조건에서는 4개의 제어봉 집합체 중 2개 집합체를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노심을 비상정지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35년의 핵연료 교체 주기를 

가지는 150 MWt의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원자로가 

목표한 설계 기준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전성을 가짐을 

검증 하였다. 

 

주요어 : 잠수함용 원자로 
저농축 고밀도 핵연료 
금속 합금 핵연료 
nTRACER  

 
학   번 : 2018-2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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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스노클을 해야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에너지 사용의 제약없이 무제한적 수중 임무를 수행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승조원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는 25년 이상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에 

있어서도 예외라 할 수 없다.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확고한 해양통제권 

장악은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대한민국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한 TF를 창설하는 등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25년의 긴 잠수함 운용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대형 

인명사고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우수한 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해외 잠수함 승조원을 대상으로 

‘국제 잠수함’ 교육과정을 운용 하고 있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총 7개국 50여명의 잠수함 승조원들이 우리 해군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의 강점은 비단 

승조원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9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이 진수되면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계적 조선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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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열에 올랐으며, 원자력 분야의 기술력 역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할 만큼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해군의 첫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우리의 바다를 누비는 순간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 되는 현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잠수함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90%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１ )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 

해군의 모든 원자력 추진 군함은 93~99%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저농축 우라늄 ２ )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잠수함으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있지만, 최신 잠수함인 

바라쿠다급 잠수함조차 핵연료의 낮은 농축도로 인하여 함정의 수명기간 

중 3~4차례의 핵연료 재장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함정 운용기간 

30여년동안 연료의 재보급이 필요없는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 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긴 시간동안 상식으로 

여겨졌으며, 20%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함정의 작전운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30년 이상의 주기길이를 

 

1)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은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
하기 위하여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킨 것으로 U235의 농축도가 20%를 초과하는 
우라늄을 의미한다. 무기급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은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져야 하며, 본 논문에서 가리키는 고농축 우라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93~99%의 농축도를 가지는 잠수함용 핵연료를 뜻한다. 
 
２) 저농축 우라늄(LEU, Low Enriched Uranium)은 U235의 농축도가 20%미
만인 우라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저농
축 우라늄의 농축도는 5% 미만이나,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저농축 우라늄은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 농축도를 가지는 잠수함용 핵연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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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술 동향은 전통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핵확산 방지에 대한 관심과 테러집단에 의한 

고농축 우라늄의 비정상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고농축 

우라늄 사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고농축 우라늄의 주요 사용처인 해군 함정용 원자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1995년 의회제출 보고서를 통하여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적 이득이 없다” ３ )고 결론 내렸던 

미해군은 2014년과 2016년 보고서를 통하여 “해군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전환하더라도 

함정의 작전 요구능력과 핵연료 교체주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핵연료 재료에 대한 기술 개발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만재톤수를 고려하여 

원자로의 출력을 150MWt로 설정하였으며, 함정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의 재장전이 필요 없도록 충분한 핵연료 교체 주기를 가지는 

원자로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료물질의 개선과 개선된 연료물질에 

최적화된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 설계를 통하여 설계기준을 충족하면서 

 

３) 1995년 미해군은 의회제출 보고서를 통하여 現 기술력으로도 저농축 우라
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해군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를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증가하
는 선체의 배수량을 고려하면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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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충분한 안전성을 갖춘 노심을 완성하였다. 노심의 설계와 

검증에는 서울대학교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 코드인 nTRACER４ )를 사용하였다. 

  

 

４) nTRACER는 서울대학교 원자로 물리 연구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 코드로서, 47개의 에너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핵종별 미시적 
반응단면적을 기반으로 하여 2차원 평면계산에는 특성곡선법(MOC), 축방향 계
산에는 노달법을 적용, 중성자 수송방정식과 확산방정식을 계산하여 노심을 해
석하는 코드이다. nTRACER 코드의 계산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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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계통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핵분열이 발생하는 노심과 노심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가압기,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냉각재를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발생기 부분을 통틀어 원자로 계통이라 하고,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된 고압 증기를 이용하여 추진 터빈과 발전기 

터빈을 작동하여 추진력을 얻고 전기를 생산하는 계통을 2차 계통이라 

한다. 중소형 원자로에서 종종 고려되는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가 원자로의 압력용기 내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크게 

원자로 계통과 2차 계통으로 구분되는 점은 차이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계통 중 노심에 

국한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잠수함용 원자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저농축 

핵연료 사용으로 인한 노심의 연소주기 감소를 극복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림 1. 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계통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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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전통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저농축 

우라늄이 가지는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실제적인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설계에 앞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합한 원자로의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의 핵심이 되는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선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nTRACER를 이용하여 실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노심을 핵연료봉과 핵연료 집합체 단계부터 전체 

노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설계된 노심의 안전성 개선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설계된 노심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에 따른 노심의 반응도와 출력분포,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 )를 확인하고 노심의 반응도 계수, 제어봉 제어능 등을 

중심으로 nTRACER 계산결과를 제시하여 안전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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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EU vs LEU 

 

제 1 절  고농축 우라늄 사용의 원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상용 원자로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1948년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거의 70여년이 흘렀고, 

현재 미해군은 40%이상의 군함에 원자력 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군함은 한 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상용 원자로에 있어서 고농축 

우라늄이 가지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1983년 프랑스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루비급 

잠수함을 진수하였으나 저농축 우라늄 연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7년의 재장전 주기를 가지는 루비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였지만,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수중 작전능력을 자랑하는 고농축 우라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미군이 최근까지도 핵연료로써 저농축 우라늄 사용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과거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해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용 원자로가 가져야할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크게 

다음 8가지로 정리된다.[2] 

 

1) 소형 원자로 : 잠수함용 원자로는 전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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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출력을 가져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잠수함의 제한적 공간과 

무게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소형이어야 한다. 

 

2) 승조원 방호능력 : 잠수함 승조원은 원자로와 인접한 좁은 

공간에서 수개월간 거주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원자로는 

승조원을 위한 충분한 방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대중에 대한 안전성 : 원자력 잠수함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 세계 항구를 이동하게 되므로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 유지 및 보수되어야 한다. 

 

4) 신뢰성 : 잠수함은 대체로 가혹한 환경(심해, 악천후, 극지방) 

에서 임무(정찰 및 전투)를 수행하므로 원자로는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요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내구성 : 잠수함용 원자로는 상용 원자로와는 달리 운용 기간 중 

지속적인 진동과 충격에 노출된다. 특히 전투 상황에서는 일상 수준 

이상의 큰 충격에 노출되므로 잠수함용 원자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6) 조작성 : 잠수함은 전술적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잠수함용 원자로는 빈번하고 신속한 출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한 조작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정숙성 :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적의 탐지 위협을 

최소화하고, 표적의 탐지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음 통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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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따라서 잠수함용 원자로는 높은 수준의 정숙성이 

요구된다. 

 

8) 충분한 원자로 수명 : 핵연료 재장전 시에는 안전한 재장전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재장전으로 인하여 

함정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핵연료 재장전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함정의 수명을 

초과하는 핵연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원자로를 탑재하여 핵연료 

재장전 소요를 없애는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잠수함의 전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출력, 재장전 주기)의 원자로를 소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원자로의 소형화는 선체 내부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승조원 방호와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설계가 반영되는 것을 가능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도한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소형 원자로는 잠수함의 크기와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잠수함이 최적의 기동성과 정숙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은 연소 주기가 종료된 사용후 핵연료 조차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가 테러집단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 손쉽게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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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이유로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 2 절  저농축 우라늄 사용의 한계점 

 

2019년 7월 프랑스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원자력 추진 잠수함(Barracuda-class)을 진수하였다.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150 MWt 출력의 원자로가 

탑재되었으며, 기존의 루비급 잠수함보다 개선된 10년의 재장전 주기를 

가진다.[3] 그러나 이 역시도 고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재장전주기(33년)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편인데, 이는 저농축 

우라늄에 포함된 U235의 양이 고농축 우라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표 1은 고농축 우라늄 1 cc에 포함된 U235와 

동일한 양의 U235를 포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의 부피를 

정리한 것이다. 저농축 우라늄이 고농축 우라늄과 동일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의 5배에 가까운 부피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저농축 우라늄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점이다. 

표 1.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동일 질량의 U235를 포함하는 핵연료 부피 

구 분 고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천연 우라늄 

농축도(%) 93 20 5 0.72 

U235 질량(g) 17.763 

필요 부피(cc) 1 4.7 18.6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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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해군은 현재 사용중인 93%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20%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가지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첫번째는 기존의 원자로와 

선체 설계를 유지하면서 핵연료만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와 선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다. [2] 

표 2는 우라늄 농축도의 변화에 따른 원자로의 연소주기를 비교한 

것이다. 첫번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원자로의 연소주기가 기존의 1/4로 

단축되므로 함정 운용기간 중 최소 3번의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함정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원자로의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잦은 핵연료 재장전은 작업 인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으로 인한 

핵 폐기물 증가의 문제도 수반한다. 

표 2.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노심의 연소주기 비교 

구 분 
고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SSN５) SSBN６) SSN SSBN 

연소주기(년) 33 45 7.5 10.5 

재장전 횟수 0 0 3 3 

 

 

５) SS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attack submarine)을 의미한다. LA급, 시울프급,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여기에 
포함되며 탄도유도탄 잠수함에 비하여 배수량이 작다. 
 
６)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된 탄도유도탄 원자력 추진 잠수함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을 의미한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SSBN으로 분
류되며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하여 배수량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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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충분한 연소주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체와 원자로를 재설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와 

동일한 성능(최대출력, 연소주기)을 갖기 위해서는 노심의 부피가 약 

3배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노심의 부피 증가는 결국 선체 크기의 

증가로 이어진다. 표 3은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을 

기준으로 노심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도가 달라짐에 따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체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도를 20%로 낮추면 93%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선체의 배수량이 12% 증가하게 되며, 우라늄의 

농축도를 상용원자로 수준인 5%로 더욱 낮추면 선체의 배수량은 

70%까지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공격잠수함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표 3.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선체 크기 변화 비교 

구 분 
고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93% 20% 5% 

배수량(ton) 7,800 8,736 13,260 

선체 직경(m) 10.37 11.28 12.19 

선체 전장(m) 114.60 111.56 131.06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방법은 공통적으로 핵연료 재장전 또는 

원자로 및 선체의 재설계를 위한 과도한 시간７)과 비용을 요구할 뿐만 

 

７) 미 해군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하는데 
최소 10년이 필요하며, 이를 제작하고 새로운 함정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총 
1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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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농축 연료에 비하여 3~4배까지 증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적체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수함용 원자로에 저농축 우라늄을 

적용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미미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왔다. 

 

 

제 3 절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 적용 

 

그러나 최근 미 해군은 저농축 우라늄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군사 목적의 해상 원자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4] 

기존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하면서 대두되는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저농축 우라늄에 함유된 U235의 양이 고농축 우라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떄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라늄 밀도가 

높은 핵연료 재료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기존 핵연료에 비하여 밀도가 높은 합금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우라늄의 밀도는 

0.5 ~ 1.7 g/cm3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핵연료 제조 기술의 발달로 

동일한 핵연료 재료에서도 우라늄 밀도를 2.3 ~ 3.7 g/cm3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분산형 금속연료８)의 경우 4.8 g/cm3의 높은 우라늄 

밀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5] 이러한 핵연료 내 우라늄 밀도의 증가는 

농축도 감소로 인한 U235의 결핍을 보상하여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８) 분산형 금속 연료는 열전도성, 내부식성이 우수한 Al 금속에 UAl2, UAl3, 
UAl4, U3Si2-Al 등의 미세한 금속 화합물 입자를 분산시킨 연료이다. Al과 U
의 중량비가 9배 이상 차이나므로 연료의 대부분을 Al이 차지하는데, 이로 인
하여 연료의 성질이 안정적이며 핵분열 생성물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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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몰리브덴(Mo) 합금의 

경우 합금에 포함되는 몰리브덴(Mo)의 양을 10%이내까지 줄이면서도 

핵연료의 안정적인 성질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U-Mo 합금 

연료는 기존 핵연료에 비하여 10배 가까이 증가된 약 16 g/cm3의 

우라늄 밀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우라늄 함량을 

가지는 금속 합금 핵연료를 사용하여 잠수함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없는 저농축 핵연료 탑재 원자로를 설계하였다. 

표 4. 핵연료 재료에 따른 우라늄 밀도 비교[5][6] 

구  분 우라늄 밀도(g/cm3)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 

UAlx-Al 1.7 

U3O8-Al 1.3 

UZrHx 0.5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UAlx-Al 2.3 

U3O8-Al 3.2 

UZrHx 3.7 

U3Si2-Al 4.8 

U-10wt%Mo 15.32 

U-8wt%Mo 15.97 

U-6wt%Mo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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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로 설계기준 및 재료 결정 

 

2장에서는 원자로를 설계하기에 앞서 잠수함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저농축 고밀도 합금 핵연료를 결정한다.  

 

 

제 1 절  원자로 설계기준 

 

원자로를 설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잠수함의 작전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계 기준으로 선체의 

크기와 수중 중량을 고려한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 핵연료 교체주기, 

노심의 한계 연소도, 반응도 등을 설정하였다. 

 

1. 원자로 출력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출력의 대부분은 잠수함 추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선박의 배수량, 형상, 중량 및 최대 속력은 원자로의 

요구 출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다수 

잠수함은 형상 ９ )과 장폭비 １０ )가 유사하기 때문에 추진을 위하여 

 

９) 잠수함 선체의 형상은 눈물방울형, 시가형, 고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나 소음과 마찰 등 수중환경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인다. 
 
１０) 잠수함 선체의 직경과 길이의 비를 장폭비라 하며, 이는 수중에서 기동하
는 잠수함의 유체저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9:1 ~ 11:1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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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출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선박의 배수량과 최대 속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애드미럴티 계수(Admiral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노심의 요구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애드미럴티 계수는 

배수량과 속력이 주어졌을 때 추진에 필요한 계획 출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수로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𝐶𝐶𝑎𝑎𝑎𝑎 =
∆
2
3𝑉𝑉3

P
                                                             (1) 

 

식 (1)에서 𝐶𝐶𝑎𝑎𝑎𝑎 는 애드미럴티 계수, ∆ 는 선박의 배수량, 𝑉𝑉 는 

선박의 속력, P는 해당 속력으로 기동하기 위한 축마력을 의미한다.  

선박의 배수량이 달라지더라도 최대 속력과 형상이 같으면 유사한 

애드미럴티 계수를 가진다. 이를 이용하면 한국형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원자로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에 사용한 주요 잠수함의 

제원은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배수량 및 탑재 원자로의 출력 

국 가 종 류 
배수량 
(ton) 

수중최대 
속력(kts) 

출력 
(MWt) 

축마력 
(SHP) 

장폭비 

미 국 

Virginia 7,700 35 150 40,000 11.09 

Ohio 18,750 25 220 60,000 13.34 

Seawolf 9,137 35 220 57,000 8.81 

LA 6,927 33 130 35,000 11.00 

영 국 
Vanguard 15,900 25 130 27,500 11.62 

Trafalgar 5,208 32 70 15,000 8.71 

프랑스 Rubis 2,670 25 48 9,500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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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3,700톤이며, 

장폭비는 8.69로 비교적 선체의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안창호급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체계(AIP)１１)가 적용된 디젤 잠수함 

이므로 원자력 추진체계가 설계의 반영될 경우 선체의 배수량과 전장이 

더 증가될 것이다. １２ )[8]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배수량을 7,000톤, 최대속력을 35 kts, 장폭비를 11로 설정하였다. 이는 

미 해군의 최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선체의 형상 역시 버지니아급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애드미럴티 계수를 적용하였다. 식 (2)를 이용하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요구출력을 계산한 결과, 작전 운용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출력은 약 140MWt로 산출 

되었으나, 설계 여유도를 감안하여 목표 출력을 150 MWt로 결정하였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애드미럴티 계수 = 
7,700

2
3∙353

40,000
 = 417.963   (2)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원자로 출력 = 40,000 SHP = 150 MWt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요구 출력 = 
7,000

2
3∙353

417.963
 = 37,537 SHP 

                                            = 139.42 MWt 

 

 

１１) 공기 불요 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일반적인 디
젤 잠수함이 축전지 충전을 위하여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수중에서 외
부공기의 흡입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 선체에 저장된 산소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방사선 차폐 등 안전 설비가 요구되는 원자로 계통
에 비하여 선체에서 차지하는 부피와 무게가 적다. 
 
１２) 미해군 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력 추진 체계는 원자로 계통만 고려할 때 
직경 약 33피트, 높이 약 40피트이며, 무게 약 1,130 ~ 1,68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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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크기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경우 기동성과 탐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체의 형상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잠수함은 선체의 전장은 

차이가 있더라도 직경은 배수량과 관계없이 약 10m 수준을 보인다. 

표 6. 주요 잠수함의 선체 제원 

국 가 종 류 배수량(ton) 전 장(m) 선 폭(m) 

미 국 

Virginia 7,700 114.9 10.36 

Ohio 18,750 170.7 12.8 

Seawolf 9,137 107.6 12.2 

LA 6,927 110 10 

영 국 
Vanguard 15,900 149.9 12.9 

Trafalgar 5,208 85.4 9.8 

프랑스 Rubis 2,670 73.6 7.6 

한 국 안창호급 3705 83.5 9.6 

 

선체의 직경은 선체에 탑재되는 원자로의 크기에 직접적인 제한이 

되는 요인이므로 노심의 크기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미해군 잠수함의 원자로 및 관련 계통의 구획은 직경이 약 10 

m인데,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압력용기의 직경 

66인치를 고려, 한국형 잠수함용 원자로의 설계목표는 유효 노심의 

높이를 1m, 직경을 약 1.1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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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 및 유량 

 

잠수함용 원자로는 그 출력과 크기가 상용 원자로와 다르므로 

운전을 위한 적정 온도와 노심을 지나는 냉각재의 유량을 그에 맞게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상용 원자로의 경우 냉각재의 입구측 

온도는 약 290℃, 출구측 온도는 약 320℃에서 운전되므로 잠수함용 

원자로에도 동일 수준을 적용하였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상용 원자로에 

비하여 유효 노심높이가 낮지만 １３ ),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de ReacTor)가 유효 노심높이 

2m, 입구측 온도 295℃, 출구측 온도 323℃ 임을 고려하여 잠수함용 

원자로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온도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 필요한 냉각재의 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𝑄𝑄 = �̇�𝑚∆ℎ                                                                (3) 

                         

위 식에서 �̇�𝑚은 노심을 지나는 냉각재의 질량유속, ∆ℎ는 노심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엔탈피 차이를 

의미한다． 원자로 내부의 압력을 15.5 MPa로 가정하고, 식 (3)에 

잠수함용 원자로의 최대 요구 출력 150 MWt를 적용하면 최대 

속력에서의 질량유속을 885.51 kg/s로 산출할 수 있다. 

  

 

１３) 유효 노심높이(Active Core Height) : 핵연료봉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높
이, 우리나라에서 운전중인 상용 가압경수로의 유효 노심높이는 약 3.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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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 수명 

 

제 2장에서 설명했듯이 노심의 핵연료 재장전은 잠수함 전력의 

공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장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발생, 핵연료 재장전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잠수함의 

핵연료는 고농축 우라늄이 고집되어 왔으나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의 

등장으로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잠수함의 수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자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할 원자로는 

핵연료 교체주기를 33년으로 설정하여 잠수함 운용기간 중 핵연료의 

재장전이 불필요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잠수함의 원자로는 취역부터 퇴역시까지 100% 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인해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상용 원자로와는 달리 정박 또는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운용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운용 

특성을 고려하면 잠수함용 원자로의 실제 핵연료 교체주기는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EFPY)에 비하여 매우 길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핵연료 교체주기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EFPY)를 계산하는 것 보다는 잠수함의 

운용특성을 고려한 요구 에너지량을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의 가동율은 함정의 연간 

해상작전일의 비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간 운용기간은 6개월이며, 이는 원자로의 연간 가동률이 약 

50%임을 의미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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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원자로의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소는 평균 

운용 출력이다. 수중에서 높은 속력으로 기동하는 것은 잠수함의 

정숙성을 훼손시켜 피탐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잠수함 스스로의 

표적 소음 탐지 능력까지 저하시켜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시 및 정찰작전(SRO)１４)이 주 임무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항해 또는 전투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속으로 운용되므로 평균 운용 출력률을 약 30%로 가정하였다.１５)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하면 잠수함용 원자로를 33년간 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 에너지량은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 에너지량 = 노심출력 × 노심수명 × 가동률 × 평균출력 (4) 

            = 150 MWt × 33 × 0.5 × 0.3 

            = 742.5 MWt∙year = 271,012.5 MWd 

 

즉, 150 MWt의 한국형 잠수함용 원자로를 33년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에너지량은 271,012.5 MWd이며, 설계 노심의 총 생산가능 

에너지량이 이를 초과한다면 목표 핵연료 교체주기를 달성하였다 판단할 

수 있다. 

  

 

１４) 감시 및 정찰작전(SRO,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Operations),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상, 해상 감시장
치 및 유∙무인 항공기, 우주 비행체 등을 이용하여 적의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
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전 
 
１５) 잠수함과 함께 대표적인 원자력 추진 군함으로 꼽히는 항공모함의 경우 
평균 운용 출력은 최대 출력의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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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연소도 

 

노심의 연소 주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노심에 

장전된 핵연료가 연소된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도가 있다. 핵연료는 

핵분열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온 노출, 핵분열 기체 발생 등으로 인한 

팽창,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연소도 제한을 

설정하여 핵연료와 클래딩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연소도는 연료 및 클래딩의 재료, 원자로의 종류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상용 

경수로의 한계 연소도는 50 ~ 60 MWd/kg, 고속로는 이보다 높은 100 

~ 150 MWd/kg 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U-10wt%Mo 연료의 

경우 아직까지 실제 해상용 원자로에 탑재되어 검증받은 사례는 없으나, 

실험을 통하여 150 ~ 200 MWd/kg까지 연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노심의 

한계 연소도를 100 MWd/kg로 설정하였다. 

 

 

6. 반응도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임계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증배계수와 

반응도가 사용된다. 증배계수는 핵분열 반응으로 인하여 원자로 내에 

새롭게 생성되는 중성자의 수와 흡수 및 누설로 인하여 원자로에서 

사라지는 이전세대의 중성자 수의 비를 의미한다. 증배계수가 1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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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중성자의 생성량이 소멸량보다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출력이 

증가하는 초임계 상태라 하고, 증배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중성자의 

소멸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점차 출력이 줄어드는 미임계 상태라 한다. 

원자로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멸되는 

중성자와 생성되는 중성자의 수가 같은 임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𝑘𝑘𝑒𝑒𝑒𝑒𝑒𝑒 =
생성된 중성자 수

이전 세대의 중성자 수
                                            (5) 

 

반응도는 증배계수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내 중성자 수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원자로가 임계상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반응도가 0인 경우가 임계상태로 중성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뜻하며, 반응도가 0보다 크면 중성자 

수가 증가하고 0보다 작으면 중성자의 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증배계수와 반응도의 관계는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𝜌𝜌 =
𝑘𝑘𝑒𝑒𝑒𝑒𝑒𝑒 − 1
𝑘𝑘𝑒𝑒𝑒𝑒𝑒𝑒

                                                          (6) 

                         ≈ 𝑘𝑘𝑒𝑒𝑒𝑒𝑒𝑒 − 1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잉여반응도를 

가져야 한다. 이때 임계치를 초과하는 잉여 반응도를 가연성 독물질 

또는 제어봉으로 조절하여 노심의 임계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반응도를 제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Xe13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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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135는 U235의 핵분열로 인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매우 큰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다. Xe135는 그림 2와 같이 두가지 경로를 통하여 

원자로 내에 축적되는데, 핵분열에 의하여 직접 생성되는 양에 비하여 

I135의 β붕괴로 인하여 생성되는 양이 더욱 지배적이다. Xe135는 상당히 

큰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짐에도 원자로가 정상적인 운전 중에는 

원자로의 반응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는 핵분열 및 I135의 

β붕괴로 인하여 생성되는 Xe135의 양과 핵분열 및 Cs135로 붕괴되어 

사라지는 Xe135의 양이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 가동중이던 노심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Xe135의 

균형상태에 변화가 생긴다. 핵분열이 중단되면 Xe135의 생성과 소멸은 

전적으로 β붕괴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Xe135의 반감기에 비하여 I135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I135가 특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Xe135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반응도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때 Xe135로 

인하여 감소되는 반응도가 원자로의 잉여반응도보다 클 경우, 원자로는 

미임계 상태가 되고 Xe135가 일정농도 이하까지 붕괴되어 반응도가 

회복될 때까지 재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재시동이 가능해야 하는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Xe135의 축적으로 인한 원자로 불감시간 

그림 2. Xe135의 생성 및 소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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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노심이 연소주기의 후반부에도 충분한 

반응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 2 절  핵연료 재료 선정 

 

1. 핵연료 재료 선정 고려 사항 

 

핵연료의 재료는 원자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고려요소는 아래와 같다. [12] 

 

1) 높은 용융점: 원자로의 노심을 지나는 냉각재는 증기 생산을 

위해서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되어야 하므로 운전중인 

핵연료는 매우 높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노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연료 재료는 노심의 정상적 운전 

온도보다 충분히 높은 용융점을 가져야 한다. 

 

2) 안정적인 결정구조 : 원자로 내의 연료는 상온에서 최대 운전 

온도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온도변화에 노출된다.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온도에 따라 핵연료의 결정변화가 일어날 경우 연료봉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결정구조가 안정적 이어야 한다. 

 

3) 재료의 안정성 : 핵연료는 고온의 냉각재가 흐르는 원자로 내에 

위치하므로 화학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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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적 조사거동 : 핵분열 결과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이 

발생하는데 Xe, Kr과 같은 핵분열 기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핵분열 기체는 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클래딩에 압력을 가하여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연료 재료는 핵분열 

기체의 방출이 적고,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 

 

5) 낮은 흡수 단면적 :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료에는 우라늄 외에 비 핵분열 물질이 포함된다. 이때 비 

핵분열성 물질의 흡수 단면적이 지나치게 크면 핵연료의 반응도를 

감소시키므로 핵연료 재료에 포함되는 비 핵분열 물질은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한다. 

 

6) 높은 우라늄 함량 : 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짐은 곧 핵연료 집합체에 적재되는 연료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연소주기를 길어지게 한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용 원자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료는 UO2 세라믹 연료이다. UO2 세라믹 연료는 

10.3g/cm3의 연료 밀도 중 9.1g/cm3을 우라늄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우라늄 함량을 가지며 연료내에 포함된 산소의 거시 흡수단면적이 

0.00054cm-1로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온 고압의 냉각재에 대한 부식저항성이 큰 UO２ 세라믹 연료의 

성질은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단, UO２ 

세라믹 연료는 열전도율이 낮아 연료의 최대 운전온도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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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으나 연료의 녹는점이 2,875℃로 매우 높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상황에서 연료의 용융이 발생할 위험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UO2 세라믹 연료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핵연료 재료가 되었으나, 

UO2의 우라늄 함량은 잠수함용 핵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낮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2. 우라늄 합금 연료 

 

재료 자체의 높은 밀도와 우라늄 함량만을 고려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핵연료 재료는 우라늄 금속 자체이다. 우라늄 금속 연료는 

세라믹 연료와 기타 합금 연료에 비하여 매우 높은 밀도(18.9 g/cm3)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열전도율도 우수(35.0 W/m∙K)하므로 연료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우라늄 금속 연료는 온도에 따라서 결정구조가 변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핵연료는 상온에서 1000℃에 가까운 

고온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운전되므로 온도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금속 우라늄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결정구조를 보인다.  

상온에서 사방정계 １６ ) 구조를 가지는 알파우라늄은 661℃에서는 

정방정계１７) 구조의 베타우라늄으로 변화하고, 온도가 769℃ 이상으로  

 

１６) 사방정계(Orthorhombic system), 광물 결정계의 하나로 길이가 서로 다
른 3개의 직교하는 결정축을 가진다.  
 
１７) 정방정계(Tetragonal system), 서로 직교하는 같은 길이의 수평 결정축 
2개, 길이가 다른 수직 결정축을 가진 결정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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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심입방구조 
(body-centered cubic) 

결정축 : a=b=c 

662℃ 

769℃ 

감마우라늄 

베타우라늄 

알파우라늄 

사방정계 
(orthorhombic system) 

결정축 : a≠b≠c 

정방정계 
(tetragonal system) 

결정축 : a=b≠c 

그림 3. 온도에 따른 금속우라늄의 결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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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베타우라늄은 체심 입방 구조１８)를 갖는 감마우라늄으로 다시 

변화한다. 사방정계 구조를 가지는 알파우라늄은 결정의 축방향에 따라 

온도증가에 대한 팽창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알파우라늄에서 베타 

우라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약 1%의 부피 증가까지 나타나는데[13] 

이는 핵연료의 변형과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다. 

따라서 금속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속을 

배합하여 연료의 특성을 개선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늄과 

몰리브덴 합금을 잠수함용 핵연료로 고려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지르코늄과 몰리브덴은 우라늄에 비하여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U-

10wt%Mo 및 U-10wt%Zr 합금은 순수한 금속 우라늄에 비하여 녹는점이 

높다. 뿐만 아니라 몰리브덴과 지르코늄은 각각 체심 입방 구조와 조밀 

육방격자의 안정적인 결정구조를 가지므로 이들이 포함된 합금연료 역시 

온도에 대하여 안정적인 결정구조를 보인다. 

표 7. 주요 핵연료 재료의 특성[5] 

핵연료 재료 
녹는점 
(℃) 

밀도 
(g/cm3) 

우라늄 
함량 

(wt%) 

열전도율 
(W/m∙K) 

비핵분열 물질의 
거시 흡수단면적, 

∑a (cm-1) 

U 1,133 18.9 100 35.0 - 

Mo 2,622 10.2 - 138 160.0 

Zr 1,854 6.44 - 22.6 9.8 

UO2 2,875 10.96 88.2 3.5 0.0001 

U-10wt%Mo 1,150 17.33 90 - 0.257 

U-10wt%Zr 1,135 15.76 90 - 0.027 

 

１８) 체심 입방 구조(Body-centered cubic lattice), 결정을 구성하는 최소단
위가 정육면체이며,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과 무게중심에 원자가 자리잡은 
형태를 말한다. 안정적인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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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포함된 우라늄의 함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합금연료의 경우 

순수한 금속 우라늄에 비해서는 낮지만 UO2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높은 

밀도와 우라늄 함량을 갖는다.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때 직면하는 가장 문제점이 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 물질의 부족임을 고려하면, 합금연료의 높은 우라늄 밀도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표 7에 정리된 각 핵연료 재료의 밀도와 

우라늄 함량을 바탕으로 UO2 세라믹 연료 및 합금연료의 우라늄 밀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농축도의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핵연료의 재료만 바꾸더라도 핵연료에 포함되는 핵분열 

물질의 양이 1.5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O2 세라믹 연료의 우라늄 밀도 = 10.96 g/cm3 × 88.2%    (7) 

                               = 9.667 g/cm3              

 

U-10wt%Mo 합금 연료의 우라늄 밀도 = 17.33 g/cm3 × 90% (8) 

                                     = 15.597 g/cm3          

 

U-10 wt%Zr 합금 연료의 우라늄 밀도 = 15.76 g/cm3 × 90% (9) 

                                     = 14.184 g/cm3          

 

그러나 핵연료에 포함된 몰리브덴과 지르코늄은 산소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흡수단면적을 갖는데, 이는 UO2 세라믹 연료와 달리 

합금연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연료의 

높은 우라늄 밀도가 실제로 핵연료의 주기길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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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핵연료봉을 설계하여 각 핵연료 

재료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기길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핵연료봉의 물리적 제원과 운전특성은 우리나라의 상용원자로 중 

하나인 APR 1400의 집합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도는 20%로 설정하였다. 

표 8은 각 핵연료 재료에 따른 초기 무한증배계수와 한계 연소도 

및 유효 전출력 가동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한계 연소도 설정 

과정에서 설명하였듯 합금연료는 UO2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높은 한계 

연소도를 가지므로 동일한 핵분열 물질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UO2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라늄 밀도 뿐만 아니라 한계 연소도까지 높은 합금연료가 UO2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2배 이상 긴 주기길이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U-10wt%Mo 합금연료가 U-10wt%Zr 합금연료보다 약 10% 가량 

증가된 주기길이를 보였는데, 이는 합금연료에 포함된 비핵분열 물질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의 크기보다 핵분열 물질(U235)의 질량이 주기길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핵연료 재료에 따른 주기길이 변화 비교 

 UO2 U-10wt%Zr U-10wt%Mo 

kinf 1.567 1.537 1.484 

Burnup limit (MWd/kg) 60 100 100 

EFPD (day) 1,694 4,067 4,472 

 

비단 연소주기 측면만이 아니라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도 금속 

합금연료가 세라믹 연료에 비하여 우수하다. 금속 합금연료는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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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에 비하여 매우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다. 여러 실험들을 통하여 

측정된 U-10wt%Mo 합금연료의 열전도율은 표 9와 같다. 이는 UO2 

세라믹 연료의 열전도율에 비하여 약 7배 가량 높은 수준인데, 

결과적으로 핵연료의 최고 온도를 낮추고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클래딩 파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실험으로 산출된 U-10wt%Mo의 열전도율을 온도 T에 대한 함수로 

정리하면 kU-10Mo는 식(10)과 같다. [14] 

 

   kU-10Mo = (10.2±0.688)+(3.51×10-2±1.61×10-3)∙T   (10)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잠수함용 원자로에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금속 합금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장 적합한 핵연료 재료로 U-

10wt%Mo 합금을 선택하였다. 

  



 

 33 

 

표 9. U-10wt%Mo 합금의 열전도율 측정값 

온도(℃) 
열전도율(W/m∙K) 

burkes Klein McGeary Touloukian Average 

20  12.1 9.7 12.1 11.3±1.4 

100  14.2 1.7 13.8 13.2±1.3 

200 20.0 17.2 14.0 17.3 17.1±2.4 

300 23.9 20.1 17.2 20.1 20.3±2.7 

400 27.1 23.0 21.6 23.3 23.7±2.3 

500 31.2 26.4 25.7 27.2 27.6±2.5 

600 35.5 30.1  30.1 31.9±3.1 

700 36.9 33.9   35.4±2.1 

800 37.4 37.7   3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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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 
 

제 3장에서는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한 잠수함용 원자로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핵연료 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자로를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직접 전노심 수송코드인 nTRACER를 

이용하여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합한 원자로를 핵연료 집합체 

단계에서부터 설계한다.  

 

 

제 1 절  핵연료 집합체 설계 

 

1. 핵연료 집합체 크기와 핵연료봉 배열 

 

본격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하기에 앞서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원자로의 핵연료 집합체는 한 변의 길이가 약 20 cm이므로 전체 노심의 

직경이 약 1.1 m인 한국형 원자로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크기의 원자로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노심내에 핵연료가 장전되는 유효 공간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더 많은 

핵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심의 주기길이도 더 길어지는 

것이다. 표 10은 앞서 결정한 설계목표인 한국형 원자로의 직경 1.1m를 

기준으로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핵연료 적재량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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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집합체의 크기를 20 cm에서 5 cm으로 축소시키게 되면 

노심 내에서 핵연료 집합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76.8%에서 87.3%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잠수함용 원자로의 중요한 목적인 충분한 

출력과 주기길이 확보를 위해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를 기존 상용 

원자로에 비하여 크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핵연료 집합체의 각 변의 길이를 5cm로 결정하였다. 

표 10. 핵연료 집합체 크기에 따른 노심내 핵연료 적재량 비교 

원자로 
직경(m) 

핵연료 집합체 
크기(cm) 

노심내 집합체 
장전수량 (개) 

노심내 핵연료 
집합체 면적비 (%) 

1.18 20 21 76.8 

1.10 10 76 79.9 

1.10 5 332 87.3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를 결정한 후, 다음으로 설계 할 요소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핵연료봉의 개수이다. 노심에 사용되는 핵연료봉의 

○1  20cm 핵연료 집합체 ○2  5cm 핵연료 집합체 

그림 4. 핵연료 집합체 크기에 따른 노심내 연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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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노심의 선출력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는 핵연료봉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노심의 총 

핵연료봉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노심의 선출력 

밀도가 증가하여 노심의 안전성을 저하시킨다. 그림 5는 최적 핵연료 

집합체 설계를 위하여 고려되었던 3종류의 핵연료봉 배열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와 핵연료봉의 직경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적절한 핵연료봉 배열은 그림 5에 정리된 3가지 종류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핵연료봉의 개수는 노심의 선출력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가지 설계안에 대한 선출력 밀도를 각각 산출한 결과 

5x5 배열의 핵연료 집합체의 선출력 밀도는 20.96 kW/m였다. 이는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SMART)의 선출력 밀도인 10.97 kW/m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상용 원자로의 선출력 밀도인 17.92kW/m 보다 더 

크므로 5x5 핵연료봉 배열은 잠수함용 노심설계에 적합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최대 열출력 150 MWt, 총 집합체 개수 332개인 노심을 

기준으로 각 핵연료 집합체 설계안의 선출력 밀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1  7x7 배열 ○2  6x6 배열 ○3  5x5 배열 

그림 5. 핵연료 집합체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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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핵연료 집합체 설계안 별 선출력 밀도 

핵연료봉 배열 7x7 6x6 5x5 

집합체 당 안내관 수 5 1 4 

집합체 당 핵연료봉 수 44 32 21 

선출력 밀도 10.00 kW/m 13.75 kW/m 20.96 kW/m 

 

 

2. 감속재 대 핵연료비와 핵연료봉 직경 

 

핵연료 집합체의 크기를 결정한 후 실행되는 중요한 단계는 

핵연료봉의 직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핵연료봉의 직경은 원자로의 

감속재 대 핵연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속재 대 핵연료비는 감속재 온도 

계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심의 반응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잠수함용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봉의 직경은 

원자로를 저감속 상태(under moderated state)로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핵연료봉 직경을 산출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로가 저감속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잠수함의 

수명을 초과하는 충분한 핵연료 교체주기를 보장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번째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감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충분한 

반응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만족하는 최적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핵연료봉의 직경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를 산출하고 저감속 

상태 영역을 확인 하였다. 그림 6은 핵연료봉의 직경 및 감속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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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비에 따른 핵연료집합체의 무한증배계수 변화와 저감속 상태 

영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을 통해서 농축도가 높은 합금연료의 경우 농축도가 낮은 

UO2 연료에 비하여 원자로의 저감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감속재 대 

핵연료비가 월등히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5% 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경우 감속재 대 핵연료 비가 3.8이 될 때까지 원자로의 저감속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0%로 농축된 우라늄 핵연료의 경우 감속재 대 핵연료 

비가 14.4에 이를 때 까지 원자로가 저감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에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5% 농축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는 20% 농축 핵연료는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 감속재의 

비율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도 저감속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그림 6. 농축도에 따른 저감속 상태 영역의 차이 비교 



 

 39 

잉여 반응도를 가질 수 있었다.  

즉, 20%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노심의 저감속 상태 유지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잉여반응도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에서 최적의 핵연료봉 직경을 결정하는 우선 요소는 잉여반응도 

또는 저감속 상태 만족이 아니라 설계목표를 만족하는 핵연료 

교체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봉 직경에 따른 핵연료 교체주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감속 영역에 속하는 핵연료봉 집합체를 이용하여 잠수함용 

노심을 구성하고 연소 계산을 실시하였다. 연소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는 2 종류(7x7, 6x6)이며, 5x5 배열은 선출력 밀도가 과도하게 

높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계산결과 잠수함용 원자로에 적합한 집합체내 핵연료봉 배열과 

직경은 6x6배열에 직경 5.2 mm임을 알 수 있었다. 7x7 배열의 핵연료 

집합체는 6x6 배열 핵연료 집합체에 비하여 연료봉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핵연료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심의 

크기가 1.1 m로 동일한 경우, 7x7 배열 핵연료 집합체의 총 생산 가능 

에너지량은 323,096.7 MWd로 6x6 배열 핵연료 집합체의 총 생산 

가능 에너지량인 293,254.5 MWd에 비하여 10% 이상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은 

271,012.5 MWd 이므로 7x7 배열의 핵연료 집합체는 설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이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의 직경을 

줄이거나 노심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소 



 

 40 

계산에 사용된 7x7 배열 집합체의 핵연료봉 직경은 5 mm로 이미 

충분이 작기 때문에 핵연료봉의 직경을 더 감소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심을 1 m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노심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과도한 중성자 누설이 발생하여 노심의 평균 연소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7x7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한 직격 1 m의 노심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에너지량은 설계기준보다 적은 245,884.6 MWd로 

나타났다. 연소 계산을 통하여 저감속 상태를 충족하면서 충분한 

반응도와 핵연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핵연료봉 배열은 6x6이며, 이때의 

핵연료봉 직경은 5.2 m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는 연소 계산에 

사용된 각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의 제원과 계산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2. 핵연료 집합체에 따른 노심 연소 계산 결과 비교 

핵연료봉 배열 7x7 6x6 

노심 직경 1.1 m 1.0 m 1.1 m 

핵연료 집합체 수 332 256 332 

집합체 크기 5 cm 5 cm 5 cm 

집합체 당 연료봉 수 45 45 32 

선출력 밀도 10.00 kW/m 12.97 kW/m 13.75 kW/m 

초기 증배계수 1.27536 1.22680 1.34062 

핵연료 질량 4,970.72 kg 4470.63 kg 3910.06 kg 

평균 연소도 65 MWd/kg 55 MWd/kg 75 MWd/kg 

총 생산 가능 에너지 323,097 MWd 245,885 MWd 293,255 MWd 

 

  



 

 41 

3.  가연성 독물질 결정 

 

앞선 과정을 통하여 설계된 핵연료 집합체는 그림 7과 같다. 핵연료 

집합체의 가로, 세로 길이는 5 cm이며,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는 32개의 

핵연료봉과 1개의 가이드 튜브로 구성된다.  

새롭게 설계된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여 노심을 구성할 경우 초기 

증배계수는 1.34062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초기 

잉여반응도를 가지는 상태이므로 노심이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잉여반응도를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상용 

원자로의 경우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 

단면적을 가지는 붕소를 감속재에 용해 시키고 이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잠수함용 원자로는 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붕소를 이용한 잉여반응도 제어를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연성 독물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연성 독물질인 가돌리니아는 핵연료와 

그림 7. 핵연료 집합체 및 핵연료봉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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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하여 핵연료봉의 형태로 사용된다. 그러나 가돌리니아 독봉은 

독물질이 포함되는 만큼 핵연료의 적재량이 줄어드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잠수함용 핵연료 집합체와 같이 잉여반응도가 큰 경우, 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독물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재되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어 노심의 핵연료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펠릿에 독물질을 코팅을 하는 방식인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IFBA, Intetral Fuel Burnable Absorber)을 사용하였다. 

표 13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잠수함용 핵연료 집합체의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사용한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의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15]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은 핵연료의 잉여반응도를 조정하고 집합체 및 

원자로의 출력분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연료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가돌리니아와는 달리 핵연료 펠릿을 가연성 독물질로 

코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 13.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제원[15] 

가연성 독물질 ZrB2 

B10 함유량 2.355 mg/in 

B10 농축도 50% 

독물질 코팅 두께 10 μm 

가연성 독물질 밀도 3.85 g/cc 

동위원소  
수밀도 

B10 2.16410E-02 

B11 1.96824E-02 

Zr 2.0661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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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독물질인 붕소가 더 빠르고 완전하게 연소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노심내의 핵연료 적재 공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또한 

독물질의 잔여 반응도로 인한 주기길이의 손해도 가돌리니아 독봉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해당 독물질을 이용하여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10 μm 두께로 

코팅된 핵연료봉을 설계하고,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 코팅된 핵연료봉의 

위치를 달리하며 무한증배계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설계한 핵연료 

집합체(그림 7)를 기준으로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코팅된 핵연료봉의 

수량과 배치가 서로 다른 3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그림 8과 같이 추가로 

설계하였으며,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하지 않은 핵연료 집합체와 

연소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속재의 양이 많을수록 중성자의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안내관 주변과 핵연료 집합체의 모서리에 위치한 핵연료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코팅된 핵연료봉을 안내관과 핵연료 집합체의 모서리에 우선 배치하여 

○1  안내관 주변의 핵연료봉에만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적용한 

○1  GT 주변 ○2  GT 주변 및 모서리 ○3  전체 핵연료 집합체 

그림 8. IFBA 코팅 핵연료봉이 적용된 핵연료 집합체 설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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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2  안내관 주변과 핵연료 집합체의 모서리에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적용한 경우, ○3  전체 핵연료 집합체에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적용한 경우의 잉여반응도를 확인하였다. 

각 핵연료 집합체의 잉여반응도 계산 결과,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코팅된 핵연료봉의 수가 증가 할수록 핵연료 집합체의 잉여반응도가 

감소하는 것을 뚜렷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를 보면,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코팅된 핵연료봉을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 집합체의 

초기 잉여반응도는 약 32,000 pcm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이 코팅된 핵연료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반응도가 

감소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전체 핵연료봉에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적용한 경우에는 초기 노심의 반응도가 미임계 상태까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만으로도 노심의 

초기 잉여반응도 제어가 충분히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9. IFBA 코팅 적용에 따른 잉여반응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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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심 설계 

 

1. 노심 내 집합체 배열 

 

초기 노심의 출력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IFBA를 적용하지 않은 

핵연료 집합체만으로 그림 10과 같이 노심을 구성하였다. 총 332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여 직경 1.1 m, 출력 150 MWt의 원자로를 

설계하였는데, 잠수함용 원자로와 같이 노심의 크기가 작을 경우 노심의 

외곽과 상∙하부로의 중성자 누설량이 더욱 증가하므로 연소주기가 

짧아지고 출력분포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소형 원자로 일수록 반사체의 선정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성자의 누설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는 베릴륨이 가장 뛰어나지만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테인레스강(SS304)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잠수함용 노심의 반사체로 5 cm 두께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 하였으며[16], 노심 상∙하부에는 20cm 두께의 

감속재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은 초기 유효증배계수(keff)가 1.34로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과도하게 

높은 잉여반응도는 안정적인 임계상태 유지를 어렵게하고, 출력분포 

불균형은 노심의 첨두출력을 증가시켜 안전성을 감소시키고 방출 

연소도를 낮춰 경제성까지 저하시킨다.  



 

 46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여 노심을 구성할 때는 몇가지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적절히 배열하여 노심의 첨두출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평탄화 하기 

위하여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을 코팅한 핵연료봉의 수를 달리한 

3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노심의 중심부에는 가장 많은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 핵연료봉이 포함된 핵연료 집합체(핵연료 

집합체의 모서리와 안내관 주변에 IFBA 코팅 핵연료봉 배치)를 

배치하여 국부출력을 낮추었으며, 노심의 외곽에는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을 하지 않은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여 중성자 누설로 인한 

출력감소를 보상하였다. 그리고 노심의 중심부와 외곽부의 급격한 출력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체형 가연성 독물질 코팅 핵연료봉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안내관 주변에 IFBA 코팅 핵연료봉 배치) 

핵연료 집합체를 노심 중심부와 외곽부의 사이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자로의 초기 유효증배계수를 1.01까지 낮추어 

잉여반응도를 조절하였고, 노심의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𝑟𝑟 )도  

그림 10. 개선 전 노심 배치도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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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6으로 개선하였다. 그림 11은 개선된 최종 노심의 배치 단면도와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이다.  

  

그림 11. 최종 원자로 설계 단면도 및 반경방향, 축방향 출력분포 



 

 48 

2. 제어봉 배치 

 

잠수함용 원자로는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붕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집합체 내에 포함된 가연성 독물질과 제어봉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임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상용로에 비하여 높은 

농축도의 우라늄 연료로 인하여 운전 기간중 지속적으로 높은 반응도를 

가지는 잠수함용 원자로의 제어봉은 충분한 제어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집합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제어봉 삽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제어봉에 사용된 물질은 일반적으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탄화붕소(B4C)이며, 유사한 수준의 제어능을 가지는 4개의 

제어봉 집합체를 설계하였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붕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1개의 제어봉 집합체는 지속적으로 삽입되어 운용된다. 이로 인하여 

제어봉이 삽입된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의 핵연료간 연소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개의 제어봉 집합체를 노심내에 고르게 배치하여 

핵연료간 연소도 차이와 노심내 반경방향 출력 불균형을 최소화 하였다. 

제어봉 집합체의 배치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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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어봉 집합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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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로 성능 및 안전성 분석 
 

지금까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원자로 노심을 설계하였다. 현존하는 최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의 제원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적정 수중 배수량과 최대속력을 7,000톤, 35 kts로 

설정하였으며, 요구되는 원자로의 출력은 150 MWt로 산출되었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물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밀도 우라늄 합금을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노심 직경 

1.1 m, 유효 노심높이 1m의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연소주기를 

가지는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nTRACER 전노심 

수송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원자로의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한다.  

nTRACER 계산 조건으로 중성자 추적선의 간격은 0.05cm, 

추적선수는 방위각(Azimuthal angle) 방향으로 90°당 16개, 극각 

(Polar angle) 방향으로 90°당 4개를 설정하였다. 

표 14. 새롭게 설계된 잠수함용 원자로 세부 제원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노심 폭 1.1 m 운전압력 15 MPa 

유효 노심높이 1 m 냉각재 
온도 

입구측 290 ℃ 

집합체 피치 5 cm 출구측 320 ℃ 

집합체 수 332 개 핵연료 연소주기 35년 

핵연료 농축도 20 % 가연성 독물질 IFBA(ZrB2) 

열출력 150 MWt 반사체 SS 304 

선출력 밀도 13.75 kWt/m 제어봉 B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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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초기노심의 반응도와 출력분포 

 

가장 먼저 초기노심의 반응도와 출력분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nTRACER 계산을 통하여 저온영출력(CZP), 고온영출력(HZP), 

고온전출력(HFP) 상태의 초기노심을 대상으로 유효증배계수를 

산출하고, 안정적인 출력분포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유효증배계수는 고온전출력(HFP)보다 

고온영출력(HZP)에서, 고온영출력(HZP)보다 저온영출력(CZP)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노심의 온도 변화이다. 노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감속재 밀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중성자의 감속효과가 저하되어 노심의 반응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감속재의 온도에 따라 노심의 반응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가 감속재 온도계수(MTC)인데, 정상적인 

원자로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 반응도가 감소하는 음의 반응도를 

가진다. 노심의 출력이 영출력(Zero power)에서 전출력(Full power)로 

변하는 경우에도 출력 상승으로 인하여 노심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도플러 확장(Doppler Broadening)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심의 

반옹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으로 설계된 

원자로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원자로 운전조건별 초기노심의 

유효증배계수를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원자로의 정상 설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5는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의 운전조건별 

유효증배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로의 유효증배계수는 저온영출력 

(CZP)에서는 1.05818, 고온영출력(HZP)에서는 1.02017 그리고 



 

 52 

고온전출력(HFP)에서는 1.01351로 산출되어 노심내 온도 상승에 따라 

반응도가 감소하는 정상적인 원자로 특성을 나타냈다. 원자로의 출력과 

온도에 따른 반응도 계수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5. 운전조건에 따른 초기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저온영출력 

(CZP) 
고온영출력 

(HZP) 
고온전출력 

(HFP) 

유효증배계수(keff) 1.05818 1.02017 1.01351 

 

다음으로 각 운전조건별 노심의 출력분포를 확인하였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대체로 평탄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노심 외곽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누설로 

인하여 외곽은 낮아지고 중심부는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새롭게 

설계된 노심은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림 

1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성자 누설을 고려하여 노심의 

중심부와 외곽부의 핵연료 집합체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중성자의 누설로 

인한 출력 불균형을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심의 반경방향 첨두출력( 𝐹𝐹𝑟𝑟 )은 저온영출력(CZP)에서 

1.3880, 고온영출력(HZP)에서 1.1343, 고온전출력(HFP)에서 1.1496 

으로 산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용 경수로인 APR 1400의 

초기 반경방향 첨두출력( 𝐹𝐹𝑟𝑟 )이 1.42임을 고려하면[17]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의 반경방향 첨두출력(𝐹𝐹𝑟𝑟)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축방향 첨두출력(𝐹𝐹𝑧𝑧 )은 축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온도가 높은 중간 

위치에서 나타나며 모든 운전조건에서 약 1.35으로 산출되었다. 이 값 

역시 APR 1400의 축방향 첨두출력(𝐹𝐹𝑧𝑧 ) 1.71과 비교하면 충분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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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운전상태별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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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소에 따른 노심의 반응도와 연소주기 

 

이 연구에서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한가지가 바로 함정의 수명을 

초과하는 핵연료 교체주기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잠수함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고 10%의 마진을 적용하여 33년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원자로를 목표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목표 성능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기 연소계산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가 

1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을 측정하였다.  

그림 1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설계된 원자로의 유효 전출력 

가동일수(EFPD)는 1,658일로 최대출력으로 계속 운전시 약 4.54년의 

연소주기를 보였다. 연소초기 Xe135, Sm 등 독물질의 생성으로 인해 

반응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기노심의 

유효증배계수가 1.00675 까지 떨어졌으나, Xe135 생성으로 인한 반응도 

감소 현상이 안정화 된 후부터는 가연성 독물질이 연소되면서 

유효증배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연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기는 EFPD가 911일인 시점이었으며 이때 유효증배계수는 

1.03637로 전체 연소주기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이후 핵연료의 연소로 

유효증배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EFPD 1,658일, 

약 4.54년에 유효증배계수가 1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목표했던 

핵연료 교체주기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기간 이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 잠수함용 원자로는 최대 출력으로 지속적으로 운전되지 

않으므로 목표 연소주기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가동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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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운용 출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 3장에서 원자로의 최대 출력(150 MWt)과 목표 연소주기 

(33년), 정박 및 유지보수 일정을 고려한 가동률(50%), 실제 해상에서 

운용되는 원자로의 평균 출력(30%)을 고려하여 연소주기 달성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을 계산하였으며, 총 271,012.5 MWd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원자로에 탑재된 핵연료의 질량은 약 3.91톤이므로 여기에 

노심 연소에 따른 연소도를 곱하면 실제 원자로에서 생산가능한 총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5는 노심의 평균 연소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역시 

가연성 독물질이 연소되는 동안 증가하다가 가연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된 이후부터 감소하는데, 유효증배계수가 1미만으로 감소하는 

그림 14. 노심의 연소기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keff)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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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주기 종료 시점의 평균 연소도는 약 73 MWd/kg 으로 나타났다. 이 

값에 노심에 적재된 U235의 질량인 3.91톤을 곱하여 산출된 총 에너지 

생산량은 286,329.3 MWd 이다. 이 값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3년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에너지량인 271,012.5 MWd에 비하여 약 5% 

가량 더 많은 에너지량이다. 해당 에너지량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5년으로 설계 노심은 최초 설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노심 중앙의 

출력은 증가하고, 노심 외곽의 출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평탄한 분포를 보였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운용중에 연료를 

재장전 또는 재배열 하지 않으므로 노심내 핵연료의 위치에 따른 

그림 15. 노심의 연소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keff)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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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연소로 인하여 출력분포의 차이가 커지고 첨두출력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는 전체 연소주기 동안 대체로 

평탄한 출력분포를 보였다. 가연성 독물질이 모두 연소되는 시점의 

반경방향 첨두출력( 𝐹𝐹𝑟𝑟 )이 1.4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낮아져 연소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반경방향 첨두출력(𝐹𝐹𝑟𝑟 )은 1.3376 

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17은 연소가 시작되는 시점과 가연성 독물질이 모두 연소되는 

시점, 그리고 노심의 연소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노심은 매우 평탄한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가연성 독물질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노심의 중앙과 

외곽부분의 출력분포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다가 노심의 핵분열성 물질이 

대부분 연소되는 주기 말이 되면 중앙과 외곽부분의 출력분포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축방향 출력분포 역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평탄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소초기 축방향 첨두출력(𝐹𝐹𝑧𝑧 )은 1.36이었으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연소 종료시점에는 1.11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출력이 높은 중앙부분의 핵연료가 상하부에 비하여 더 많이 

연소되기 때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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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소시점별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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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첨두출력계수(𝑭𝑭𝒒𝒒) 

 

평균 선출력밀도(𝑞𝑞′)은 노심에서 핵연료봉 1개가 1m당 발생시키는 

평균출력 밀도를 뜻하며 식(12)와 같이 산출 할 수 있다. 

 

< 𝑞𝑞′ >=
𝛾𝛾�̇�𝑄𝑙𝑙ℎ
𝑁𝑁𝑝𝑝𝐿𝐿

                                                  (12) 

 

그림 17. 연소시점별 축방향 상대 평균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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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𝛾𝛾는 핵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가 핵연료봉에 흡수되는 비율, 

�̇�𝑄𝑙𝑙ℎ 는 노심의 열출력, 𝑁𝑁𝑝𝑝 는 연료봉의 개수, 𝐿𝐿 는 유효 노심높이를 

의미한다. 𝛾𝛾으로 가압경수로형의 비율인 0.974[18] 를 적용하여 설계된 

노심의 평균 선출력밀도(𝑞𝑞′ )를 계산하면 설계된 잠수함용 노심의 평균 

선출력밀도( 𝑞𝑞′ )는 13.75 kW/m로 산출되며, 이는 상용 가압경수로인 

APR1400의 평균 선출력밀도(𝑞𝑞′) 17.92 kW/m에 비하여 충분히 작은 

값이지만,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SMART)의 선출력밀도( 𝑞𝑞′ ) 10.97 

kW/m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노심의 평균 선출력밀도(𝑞𝑞′)와 최대 

허용 선출력밀도( 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를 이용하면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첨두출력계수 제한치(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압경수로의 

최대 허용 선출력밀도( 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는 46 kW/m이므로, 이를 식 (13)에 

대입하면 설계된 잠수함용 노심의 첨두출력계수 제한치(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가 

3.34545임을 알 수 있다.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
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 𝑞𝑞′ >
                                                   (13) 

 

설계된 원자로의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 )가 제한치(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 이하 수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연소주기에 대한 반경방향( 𝐹𝐹𝑟𝑟 ), 

축방향(𝐹𝐹𝑧𝑧) 출력계수 및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를 산출하였다. 반경방향(𝐹𝐹𝑟𝑟)과 

축방향( 𝐹𝐹𝑧𝑧 ) 출력계수는 각각 노심의 축방향과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를 

평균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 노심내 국부의 출력계수가 과도하게 

높아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 

노심의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는 연소초기 1.70730으로 제한치(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에 

비하여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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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높아져 가연성 독물질이 완전히 연소되는 시점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의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 역시 2.01546로 첨두출력 

제한치(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보다 충분히 낮게 산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심의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가 전체 연소주기동안 제한치( 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8은 전체 연소주기에 따른 노심의 

출력계수(𝐹𝐹𝑟𝑟, 𝐹𝐹𝑧𝑧, 𝐹𝐹𝑞𝑞)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제 4 절  반응도 계수  

 

반응도 계수는 노심의 온도, 출력 등 조건이 변함에 따라 반응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원자로가 높은 안전성을 가지기 

그림 18. 연소에 따른 출력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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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온도 또는 출력증가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반응도가 낮아지는 음의 반응도 계수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출력에 대한 반응도 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온 온도계수(ITC) １９), 감속재 온도계수(MTC)２０), 핵연료 온도계수 

(FTC) ２１ ),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２２ )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각 온도계수는 고온영출력(HZP)을 기준으로 ±10℃부터 ±30℃  

까지의 범위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출력계수는 고온전출력(HFP)을 

기준으로 ±5%부터 ±15%까지 범위에서 출력을 변화시켜 산출하였다. 

측정결과 4가지 반응도 계수는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음수로 

측정되었으며, 새롭게 설계된 원자로가 사고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반응도 계수 측정 결과 

구 분 안전 기준 측정 결과 

등온 온도계수 

음의 반응도 계수 
( < 0 ) 

-28.23 pcm/K 

핵연료 온도계수 -2.01 pcm/K 

감속재 온도계수 -0.01 pcm/K 

출력계수 -6.53 pcm/1%Power 

 

１９) 등온 온도계수(ITC, Isot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 핵연료가 냉

각재와 온도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 

 

２０) 감속재 온도계수(MTC,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감속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량. 

 

２１) 핵연료 온도계수(FTC,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핵연료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의 반응도 변화랑 

 

２２)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노심 출력이 1% 상승할 때 반응도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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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어봉 제어능 

 

잠수함용 원자로는 잉여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어봉의 제어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잠수함용 원자로는 높은 

반응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소기간 중 제어봉을 지속적으로 삽입한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제어봉 삽입 위치의 핵연료와 나머지 핵연료간 

연소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개의 제어봉 집합체를 노심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제어봉 집합체가 서로 유사한 수준의 제어봉가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교호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어봉 집합체의 제어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온전출력(HFP), 

고온영출력(HZP), 저온영출력(CZP)의 조건에서 전체 제어봉 집합체를 

완전히 삽입할 경우의 증배계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제어봉을 완전히 삽입하였을 경우 모든 운전조건에서 노심을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 운전조건별 제어봉 제어능 측정결과 

운전조건 
제어봉 위치 

(%) 
유효증배계수 

(keff) 
제어봉가 
(pcm) 

고온전출력 
0 1.01351 

13,669 
100 0.89019 

고온영출력 
0 1.02017 

13,577 
100 0.89606 

저온영출력 
0 1.05818 

12,702 
100 0.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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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어봉 삽입으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는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와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를 산출해 본 결과, 그림 19과 같이 제어봉 

삽입 전에 비하여 대체로 노심 중앙부의 출력은 증가하고 외곽의 출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첨두출력계수 ( 𝐹𝐹𝑞𝑞 )는 1.93431로 첨두출력 

제한치(𝐹𝐹𝑞𝑞.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이하를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로 제어봉 삽입을 통한 원자로 비상정지 상황에서 특정 제어봉 

집합체의 미작동 상황을 고려한 제어능력을 확인하였다. 표 16부터 

18은 각각의 운전조건에서 제어봉 집합체 그룹을 하나씩 인출하면서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초기 노심은 제어봉 집합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일 제어봉 집합체 만으로 노심의 반응도를 미임계 상태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는 고장으로 인하여 일부 제어봉 집합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심을 비상 정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노심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9. 초기노심(HFP)에서 전 제어봉 삽입 시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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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고온전출력(HFP) 조건에서 제어봉 집합체별 제어봉가 

삽입된 제어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keff) 제어봉가(pcm) 

A 0.98358 3,002 

B 0.98793 2,863 

C 0.98503 2,853 

D 0.9861 2,743 

A, B 0.95262 6,307 

A, C 0.95151 6,429 

A, D 0.95629 5,904 

B, C 0.95716 5,809 

B, D 0.95478 6,069 

C, D 0.95798 5,719 

A, B, C 0.92722 9,182 

A, B, D 0.92057 9,961 

A, C, D 0.92222 9,767 

B, C, D 0.92458 9,490 

A, B, C, D 0.89019 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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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을 삽입하여 노심을 비상정지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어서 고온전출력 운전상황에서 노심의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연소주기동안 

반응도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온전출력(HFP) 

운전조건에서 주요 연소시점(연소초기 및 노심의 반응도가 가장 높은 

시점)을 선정하여 임계상태 유지를 위한 제어봉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제어봉이 제어봉이 삽입된 상태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산출하여 

노심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기 노심의 유효증배계수는 1.01351로 모든 

제어봉 집합체는 1개 제어봉 집합체만으로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제어봉 집합체를 이용하여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어봉 집합체 삽입 길이를 산출 하였다. 표 

19는 초기노심에서 임계상태 유지를 위하여 각 제어봉 집합체를 

삽입하는 깊이와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를 정리한 것이며,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그림 20과 같다. 

표 19. 초기 노심 임계상태 유지를 위한 제어봉 집합체 운용 현황 

제어봉 집합체 종류 제어봉 삽입 깊이 (cm)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 

Group A 44.38 1.90763 

Group B 46.56 1.73318 

Group C 46.73 1.70840 

Group D 48.60 1.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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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초기 노심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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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노심의 연소가 진행되고 가연성 독물질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노심의 반응도는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연소가 약 911일 가량 

진행되면 노심의 유효증배계수는 1.03637 까지 높아지는데 이때는 

1개의 제어봉 집합체만으로 임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제어봉 집합체 삽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해 삽입되는 제어봉의 양이 많아지면 노심내 출력분포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노심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2개 그룹의 제어봉 

집합체를 이용한 노심의 임계상태 유지 능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효증배계수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어봉 삽입량과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를 산출하였다. 연소 후 약 911일이 경과한 시점의 

유효증배계수는 1.03637로 전체 연소주기 중 가장 높은 반응도를 

가지므로 이 시점의 임계상태 유지를 위한 제어봉 삽입량을 확인하였다. 

2개의 제어봉 집합체를 동시에 삽입하여 노심의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어봉 삽입 깊이를 확인하였으며, 총 4개의 제어봉 집합체를 서로 

조합하여 6가지 경우의 수를 설계하였다. 각 상황에서 임계상태 유지를 

위하여 제어봉 집합체를 삽입해야 하는 깊이와 첨두출력계수는 표 20에 

정리하였으며, 각 상황별 출력분포는 그림 21과 같다. 

표 20. 최대 반응도 시점에서 임계상태 유지를 위한 제어봉 집합체 운용 현황  

제어봉 집합체 종류 제어봉 삽입 깊이 (cm) 첨두출력계수(𝐹𝐹𝑞𝑞) 
Group A+B 55.64 1.83225 

Group A+C 54.59 1.98108 

Group A+D 59.44 2.16894 

Group B+C 60.41 2.08424 

Group B+D 57.82 1.92599 

Group C+D 61.36 2.0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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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최대 반응도 시점에서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분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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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최대 반응도 시점에서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분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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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농축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형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하였다. 

핵연료의 선정부터 노심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핵연료 집합체 및 

전 노심의 설계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원자로물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직접 전노심 수송계산 코드인 nTRACER를 이용하였으며, 동일 코드를 

이용하여 노심의 연소주기 및 반응도,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의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향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원자로는 노심의 지름 1.1 m, 유효 노심 높이가 

1m인 소형 잠수함용 원자로이다. 대부분의 잠수함용 원자로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20%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이 원자로는 부족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밀도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 연료로 사용된 

물질은 10%의 몰리브덴(Mo)이 함유된 U-10wt%Mo 금속 합금연료이며, 

해당 물질은 기존의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 물질에 비하여 8 ~ 9배의 

밀도를 가진다. 이는 곧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의 양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농축도로 인해서 감소된 핵분열성 물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 

잠수함용 노심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 

목표는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대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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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출력과 선체수명을 초과하는 핵연료 

교체주기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저농축 고밀도 핵연료는 이를 가능토록 

하는 핵심이었으며, 결과적으로 7,000 톤급 잠수함을 수중 최대속력 35 

kts로 항해할 수 있는 열출력으로 잠수함의 선체 수명 30년을 초과하는 

충분한 핵연료 교체주기를 가지는 노심을 설계할 수 있었다.  

150 MWt의 열출력을 가지는 새로운 잠수함용 노심의 유효 전출력 

가동 일수는 약 4.54년 이었으나 노심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에너지량은 

286,329.3 MWd 였다. 잠수함의 가동률과 해상에서 원자로가 운용되는 

평균출력률을 고려할 때 노심을 33년간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량은 271,012.5 MWd 이므로 새롭게 설계된 잠수함용 노심은 

함정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량에 비하여 약 5% 초과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35년의 충분한 핵연료 교체 주기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연소기간 전반에 걸친 노심의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를 

확인해본 결과 최대 첨두출력계수( 𝐹𝐹𝑞𝑞 )는 2.01546로 나타났으므로 

첨두출력 제한치인 3.34545에 비하여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잠수함용 노심의 

경우, 제어봉 삽입으로 인한 노심 내 국부적인 출력 분포 변화로 노심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연소주기에 대하여 임계상태 

유지를 위한 제어봉 운용 계산 결과 노심의 출력분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첨투출력계수 역시 제한치 이하를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설계된 잠수함용 노심은 잠수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출력을 만족하면서 선체 수명을 초과하는 핵연료 

교체주기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주기에 있어서 높은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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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우수한 노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봉상형 노심의 설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첫번째는 장전되는 핵연료 재료와 집합체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노심은 집합체의 형상에 따라 봉상형과 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판형 노심은 봉상형 연료에 비하여 감속재와 핵연료가 열교환 할 수 

있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소형 잠수함용 원자로에서는 판형 노심이 

더 효율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봉상형 

원자로를 적용한 이유는 봉상형 핵연료 집합체가 판형 집합체에 비하여 

합금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 기체의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분열 생성 기체의 발생량과 

이로인하여 증가하는 내부 압력, 핵연료를 둘러싸는 클래딩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합금 핵연료가 적용된 판형 집합체를 설계한다면 기존의 

봉상형 집합체에 비하여 더욱 개선된 노심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운전 상태에 대한 노심에 대한 연구이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상용 원자로와 달리 빈번하고 급작스러운 출력변화 운전이 

요구된다. 물론 소량의 출력 조정은 추진용 가스터빈을 지나는 증기를 

바이패스 시킴으로써 가능하지만, 긴급상황에서 저출력 운전에서 급격한 

전출력 운전 또는 전출력 운전에서의 비상정지 등 잠수함용 원자로에는 

상용 원자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가혹한 운전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잠수함용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운전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에 따른 원자로의 과도상태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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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할 대한민국 해군에게 중요한 

연구자산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 한국 해군의 염원으로 존재하던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제야 비로소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는 듯 하다. 이에 발 맞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관련 연구들이 계속된다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힘으로써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그 날이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 확신한다. 

  



 

 75 

참고 문헌 
 

[1] John Pike,“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Nuclear  
Propulsion”, February 29, 2000, URL https://fas.org/man/dod-
101/sys/ship/eng/reactor.html. 

 
[2] Director, Naval Nuclear Propulsion,“Report on Use of Low 

Enriched Uranium in Naval Nuclear Propulsion”, June, 1995. 
 
[3] Sebastien Roblin,“This New Submarine Could Be a Rea l 

Killer(And No, Its Not American)”, October 13, 2019, URL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ew_submarine_could_be_
real_killer_and_no_its_not_american_87421. 

 
[4] Director, Naval Nuclear Propulsion,“Conceptu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Low-Enriched Uranium Naval Fuel”, 
January, 2014.  

 
[5] Nuclear Engineering Division at Argonne,“Currently-Qualified 

Fuels : HEU Fuels in Use when the RERTR Program Began in 
1978”, URL http://www.rertr.anl.gov/QualFuel.html. 

 
[6] Brendan Patrick Hanlon,“Validation of the Use of Low Enriched  

Uranium as a Replacement for Highly Enriched Uranium in US 
Submarine Reacto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5. 

 
[7] 대한조선학회,“조선기술-배 만들기의 모든 것”, 지성사, 2011. 
 
[8] Oregon Department of Energy,“Naval Nuclear Reactor 

Compartment Shipments on the Columbia River”, 2013. 
 
[9] Cameron McCord,“Examination of the Conversion of the U.S. 

Submarine Fleet from Highly Enriched Uranium to Low Enriched 
Uraniu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y, 2014. 

 
[10] A.B. Robinson, D.M. Perez, D.L. Porter, G.L. Chang, D.D. Keiser,  

Jr., D.M. Wachs, G.Hofman,“Irradiation Performance of U-Mo 
Alloy Base `Monolithic' Plate-Type Fuel - Design Selection 
Update”, August, 2009. 

 
[11] Samuel Miller and Hakan Ozaltun,“Evaluation of U10Mo Fuel 

https://fas.org/man/dod-101/sys/ship/
https://fas.org/man/dod-101/sys/ship/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ew_submarine_could_be_real_killer_and_no_its_not_american_8742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ew_submarine_could_be_real_killer_and_no_its_not_american_87421
http://www.rertr.anl.gov/QualFuel.html


 

 76 

Plate Irradiation Behavior via Numerical and Experimental 
Benchmarking”, ASME, November, 2012. 

 
[12] Thomas Dominic Ippolito Jr.,“Effects of Variation of Uranium  

Enrichment on Nuclear Submarine Reactor Design ”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0. 

 
[13] Kauhn, Albert F.,“Nudear Reactor Fuel Elements, Metallurgy 

and Fabrication”, John Wiley & Sons. N.Y., 1962. 
 
[14] D. Burkes, G. Mickum, and D. Wachs,“Thermophysical 

Properties of U-10Mo Alloy”, November, 2010. 
 
[15] Andrew T.Godfrey,“ VERA Core Physics Benchmark 

Progression Problem Specifications”, Physics Integration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Revision 4, August 29, 2014. 

 
[16] Seunghwan Jun, Jinsun Kim, Do Ik Chang, Kibong Seong,“The  

Effects of Reflector on Core Reactivity for Conceptual Soluble 
Boron Free SMR”, ANS, 2017. 

 
[17]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 APR1400 Design Control Document Tier 2 ” , 
chapter 4 reactor, REVISION 0, December, 2104  

 
[18] Neil E.Todres and Mujid S.Kazimi,“Nuclear Systems Volume 

1 : Thermal Hydraulic Fundamentals”, CRC press, 2011. 

 

 

  



 

 77 

Abstract 

Nuclear Core Design of Soluble 
Boron Free Water-cooled 

Reactor for Submarines Using 
Low Enriched Uranium Alloy Fuel 
 

 

Kim Seongbae 

 Nuclea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 small reactor for the Korean nuclear proplusion 

submarine is designed and its performance and safety are verified. 

The core's output is set at 150 MWt, with the goal of a 7,000 ton 

nuclear propulsion submarine maneuvering up to 35 kts maximum 

underwater. And the main design focus is on using LEU(Low 

Enriched Uranium) to make nuclear reactors longer than 30 years of 

lifetime. For this purpose, U-10wt%Mo, a low enriched & high density 

fuel, is applie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design a core that does 

not require refueling of nuclear fuel for the entire ship life. 

For the core design, nTRACER, a direct whole core transport 

calculation code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used, and 

the core design is carried out in order from the selection of nuclear 

fuel material, the determination of the geometry of the fuel r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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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the arrangement of the entire core and control rod 

assembly. 

The new core for submarine consists of the total of 332 fuel 

assemblies. The fuel assembly is 5cm width and 1m height, reducing 

the size to 1/16 compared to commercial fuel assemblies, which can 

increase the space utilization of the core. Also, the fuel assembly 

optimized for 20% low enriched fuel consists of eight fuel rods and 

one guide tube by the 6x6 array. To control the high excess reactivity, 

an IFBA(Integrated Fuel Burnable Absorber) is used that coats ZrB2 

directly on the nuclear fuel pellets, which can reduces the initial high 

excess reactivity to the appropriate level. 

For the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of the new core, 

nTRACERs is used as well as the design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new core achieves sufficient power of output, lifetime and safety. The 

core's EFPY(Effective Full Power Year) is 4.54 years, and the total 

amount of energy produced during this lifetime is more than 5% 

higher than the total energy required for the operation during the ship 

life. In addition, the maximum peaking factor of the core is calculated 

as 2.01546 during the entire core lifetime. Considering that the limit 

of the core peaking factor is 3.34545, the new core has sufficient 

thermal stability. 

Submarine reactors do not use soluble boron to control excess 

reactivity, so the ability to maintain critical state using control rods 

is also an important safety requirement. So, in order to confi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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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ability of the control rod, it is checked whether emergency 

stop is possible by inserting the control rod under the conditions of 

HFP(Hot Full Power), HZP(Hot Zero Power), and CZP(Cold Zero 

Power).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core can be emergency stopped 

even if 50% of control rod assembly is not used under all operating 

conditions. 

Through these procedures of the research, new submarine 

reactor is designed which has the thermal output of 150MWt and 

longer lifetime than ship life. And verify that the reactor not only 

achieves the goal of design criteria but also has sufficient safety. 

 

Keywords : Reactor fo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 

Low enriched & high density nuclear fuel 
Metal alloy nuclear fuel 
n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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