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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APR1400을 참조 원전으로 하는 가압경수로 열

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 아틀라스(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를 2006년에 구축 완료한 이후 경수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핵연료 대신 

전기 가열봉을 사용하여 원자로 노심을 모의하여 방사선 위험 없이 경수로의 

다양한 과도 상태(Transients), 설계기준 사고(DBA, Design Basis Accident) 

및 설계기준 초과 사고(bDBA, beyond Design Basis Accident)를 실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모의할 수 있는 세계 3대 규모의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시설이다. <그림 1>에서 아틀라스 실험 시설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 원자력계에는 차세대 원전(APR1400)과 중소형 원전

(SMART)을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SMART, OPR1000, APR1400 3개의 노형을 놓고 아틀라스의 대상 원전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시급성, 예상 기여도, 유사 원전으로의 파급 활용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APR1400을 대상 원전으로 결정하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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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 현안에 대비하기 위하

여 실험 장치의 설계 과정에서 OPR1000의 핵심 설계 특

성을 반영하였다. 즉, 아틀라스는 실험 초기/경계 조건의 

하드웨어적 단순한 변경으로 OPR1000 및 APR1400 원

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시설

에 대한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미국, 일본, 독일, 프랑

스 등 원자력 선진국의 세계적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기술 교류와 자문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틀라스

에 대한 개념 및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부터 본

격적인 상세 설계 및 구축을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결과의 최종 수

요자인 정부, 규제기관, 산업계, 학계와 수많은 자문 및 

기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연구 수요와 안전 기술의 공백을 

파악하여 장치의 구축 과정에 반영하였다. [1]

아틀라스 실험 장치는 미국 퍼듀대학(Purdue Univ.)

의 M. Ishii 교수가 제안한 3단계 척도방법론을 적용하

여 설계하였다. 3단계 척도방법론은 열수력 물리 현상의 

전체적인 거동을 보존하는 1단계의 글로벌 척도법, 질량 

및 에너지 균형을 보존하기 위한 2단계의 경계 유동 척

도법, 국부적 물리 현상 보존을 위한 3단계의 국부 현상 

척도법으로 새분할 수 있다. [2] 

척도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원전의 

높이를 축소하는 높이비이며, 열띤 내외부 기술 논쟁 과

정을 거쳐 1/2 높이비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쟁

의 배경에는 원자력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장치가 자연 순환 및 다차원 현상

을 재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 1 

높이로 설계된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장치를 활용한 연

구 결과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1/2 높이비로 축소하는 

것이 1대 1 높이비보다 우수하고 비용 이득 측면에서도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 

주요 핵심 기기 및 배관의 직경은 1/12로 축소하여 아

틀라스의 총 체적은 APR1400 대비 1/288로 축소되었

다. 이러한 체적비로 평가할 때 아틀라스는 규모 면에서 

세계 3위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수의 고유 강점을 보

유하고 있다. 

① 아틀라스는 APR1400 원전과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되어 각 증기발생기에 1개의 고온관과 2개

의 저온관이 연결되어 있다. 

+ ATLAS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림 1> 아틀라스 실험 장치의 구성도



48   

② OPR1000에 설계된 저온관 안전 주입(Cold leg 

injection)과 APR1400에 적용된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

(Direct vessel injection) 방식을 모두 모의할 수 있다. 

③ 원자로용기 강수부가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환형 

구조로 설계되어 다차원 2상 유동 현상을 현실적으로 모

의할 수 있다. 

④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상세한 열수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600여개의 계측기가 설치되

었다. 

⑤ 핵연료는 전기 가열봉 390개를 사용하여 2.1MW의 

출력으로 척도비에 따라 축소된 열출력의 11% 붕괴열을 

모의할 수 있으며 축 방향으로는 코싸인 분포를 반경 방

향으로는 임의의 비대칭 분포를 갖는다. 

아틀라스의 핵심 설계 특성과 해외의 유사 대형 시설

과의 비교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아틀라스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였

으며 가압경수로의 안전성 증진, 신형경수로의 성능 개

선, 안전 해석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현재까

지 APR1400을 대상으로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재관

수(LBLOCA Reflood,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SBLOCA,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주급수

관 파단 사고(FLB, Feed Water Line Break), 주증기관 

파단 사고(SLB, Steam Line Break), 정지 저출력 사고

(Loss of Heat Removal during Mid-Loop Operation) 

<표 1> 아틀라스와 주요 유사 대형 열수력 실험 장치의 사양 비교

연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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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표적인 설계기준 사고와 전원 완전 상실 사고(SBO, 

Station Black Out)와 같은 설계기준 초과 사고(beyond 

Design Basis Accident)에 대하여 약 90여 세트의 열수

력 종합 효과 실험을 완료하여 안전성 검증 플랫폼을 성

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원자력 규제기관, 산업

계, 학계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틀라스를 활용한 대형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의 목

적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자료는 신규 원

전의 개발, 원전 설계의 최적화, 새로운 안전 계통의 유

효성 검증, 가동 원전의 안전 현안 해소에 직접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대형 고온/고압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은 

원전의 가상 사고 시 주요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거

동을 규명하고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으로써 원전 설계 및 안전 해석에 필요한 

공학적 직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은 열수력 안전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안전 해석 코드

의 인허가, 산업계가 사용하는 안전 해석 방법론의 보수

성 입증, 신규 개발한 원전의 인허가 획득에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아틀라스는 2006년 첫 운전 이후 규제기관 및 산업계

의 안전 해석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미래

창조과학부 주도의 국책 과제(원자력기술개발사업)를 꾸

준히 수행하여 안전 해석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규제계

와 산업계에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한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민간 연구 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간 

분야로의 기술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는 2007

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틀라스를 경수로 열수력 

분야에서 일본 LSTF(Large Scale Test Facility), 독일 

PKL(Primärkreislauf)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적 핵심 연구 시설로 선정하였으며 이미 국제적인 시설

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 

본고에서는 경수로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 해석 기술 

선진화를 위한 아틀라스의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을 구

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안전 해석 기술 개발을 위한 아틀라스의 운영 현황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는 2002년에 건

설을 착수하여 2005년에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2006

년에는 시운전, 가열 운전, 냉각 운전, 각종 특성화 실험

(주배관 차압특성 실험, 열손실 실험, 전기 가열봉 제어

기 선형화 실험, 펌프 특성 실험, 냉각재 재고량 실측 실

험, 제어/계측 성능 실험 등),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예

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5] 

2007년부터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APR1400

의 핵심 설계기준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아틀라스 

실험 연구를 추진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APR1400 원전에 대해 인허가 심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중이었으며, 대형 냉각

재 상실 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 방식에 따른 안전 

주입수 우회율 및 강수부 비등이 집중 심사 대상이었다.    

이러한 국내 원자력계의 실험 수요에 부응하고, 5여년 

동안 수많은 기술적·예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축이 

완료된 아틀라스 실험 장치의 기대 역할에 답하기 위하

여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재관수 현상에 대한 실험을 

약 10여회 수행하였다.[6] 총 10여회의 실험 세트 중에서 

인허가용 안전 해석에 의미가 있는 5종의 실험 자료가 

선택되어 규제기관이 제기한 2종류의 인허가 잔여 현안

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활용되었다. 

+ ATLAS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



50   

결론적으로 한전원전연료(주)는 대형 냉각재 상실 사

고 해석 방법론 개발에 아틀라스 실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그 결과를 특정주제보고서(Topical Report)로 작성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함으로써 아틀라스는 

실질적으로 APR1400의 인허가에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는 아틀라스 실험 대상을 소형 냉각재 상

실 사고(SBLOCA)로 전환하여 APR1400에 대한 열수

력 종합 효과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8년

에는 APR1400에 도입된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Direct 

Vessel Injection, DVI) 노즐 파단 사고를 고려하였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inal Safety Analysis Report, 

FSAR)의 분석 스펙트럼을 참조하여 파단 크기를 5%, 

25%, 50%, 100%로 변화시키면서 민감도 효과를 고찰하

였다. 

2009년에는 저온관이 파단되는 소형 냉각재 상실 사

고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단 위치

에 따른 안전 주입수 조합 및 파단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10여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일본 JAEA에서 운영

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

인 LSTF에서 수행한 6인치 SBLOCA에 대한 대응 실험

(Counterpart Test)을 아틀라스에서 수행하여 아틀라스

에 적용된 스케일링 현안을 고찰하였다. 소형 냉각재 상

실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실험 결과들은 참고 문헌 [3]에 

요약되어 있다.     

2009년에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 아

틀라스 실험 계획에 따라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SGTR)를 모의하였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단 위치에 

따라 파단 유량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파단 위치(고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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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온부)에 따른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단일 

세관 파단 및 5개의 세관이 동시에 파단되는 다중 세관 

파단 사고도 실험 계획에 고려하였다.[7] 

지금까지 설명된 바와 같이 일차 냉각재 재고량이 감

소되는 LOCA류에 대한 실험을 완료하고 1단계 아틀라

스 실험 계획의 후반기에는 아틀라스를 활용하여 non-

LOCA류에 대한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non-LOCA에 속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주급수관 또

는 주증기관 파단 사고 및 정지 저출력 운전 상황에서 잔

열 제거 계통 기능 정지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적인 실험 결과들은 참고 문헌 

[3]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2006년도부터 국내 모든 경수로에 적용 가능한 

독자적인 원전 안전 해석 코드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is CodE for NPPs, SPACE)를 개발하는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8] 아틀라스는 

SPACE 코드 검증 매트릭스에 종합 효과 실험(Integral 

Effect Test, IET) 항목으로 채택되어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APR1400의 핵심 설계기준 사고를 대상으로 총 9

회의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을 수행하여 코드 검증에 기

여하였다. 수행한 실험들로는 대형/중형/소형 냉각재 상

실 사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주급수/주증기관 

파단 사고를 들 수 있다.  

또한 아틀라스는 2007년 정부 과제 주도의 본격적인 

실험 연구가 착수된 이후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열수력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2009

년도는 주급수 파단 사고와 같이 급격한 과도 조건에서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 설계에 필요한 열수력 경계 조건

을 제공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두산중공업에 

제공하였다.[9]

아틀라스는 다양한 과도 조건 및 사고 조건을 모사하

여 열수력 안전 해석 코드 검증 및 원자력 안전 해석 기

술 개발에 기여해왔으며 새로운 안전 계통의 성능을 실

제와 동일한 열수력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APR+ 신형원

전에서 채택된 피동 보조 급수 계통(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 PAFS)의 성능 검증 실험을 들 수 있

다. APR+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PASCAL

이라는 개별효과 실험 장치를 구축하여 단일 열교환 튜

브에서의 피동 자연 순환 열전달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

후 PAFS 안전 계통에 대한 종합 효과 실험을 수행하기 

+ ATLAS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림 3> ATLAS-PAFS 실험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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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아틀라스 실험 장치와 연계하여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3개의 열교환 튜브 다발을 사용하는 ‘ATLAS-

PAFS’ 라는 시설을 구축하였다. 

‘ATLAS-PAFS’는 아틀라스 증기발생기 1개와 PAFS 

계통이 접목된 열수력 종합 효과 시설로서 주급수관 파

단 사고, 주증기관 파단 사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

고를 포함한 다양한 종합 효과 실험을 통해 APR+에 도

입된 피동 보조 급수 계통의 자연 순환 유동 특성을 규명

하고 열제거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틀라스 실험 장치는 PAFS 시설과의 접목을 통해 피동 

보조 급수 계통이 APR+ 원전 설계에 확정되는 데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 [10]    

2012년도부터 시작된 아틀라스 2단계 프로그램에서

는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해당되는 고위험-다중 고장 사

고 시나리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순발력

있는 연구 대상의 변화는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 후쿠

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국내외 원자력계에서 크게 환

영받았다. 

우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널리 알려진 

전원 완전 상실 사고(Station Black Out, SBO)에 대한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 효

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매우 보수적인 조건에서의 전원 

완전 상실 사고 및 다양한 경계 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경

우도 실험 매트릭스에 반영하였다. 또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지라고 발생했을 경우 안전에 미치는 효

과가 클 수 있는 복합 다중 고장 사고에 대해서도 실험적

으로 고려하여, 열수력 안전 해석 코드의 검증 및 안전 

여유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실증 자료를 생산하

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주)

(KHNP)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APR1400의 

설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

회(NRC)는 2015년도 초에 신청서를 접수(docketing)한 

후 인증 심사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 인증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을 대비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국제 규제 요건 변화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이

라는 이름으로 아틀라스를 활용한 열수력 종합 효과 실

험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과제에서는 안전 주입 계통이 전기적 2계열에서 4

계열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재관수 기간 동안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전기적 4계열의 

안전 주입 계통은 전기적 2계열의 계통보다 안전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안전 주입 펌프의 서로 다른 조합

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 주입 

탱크(SIT)의 고갈 시 질소가 원자로용기 내부로 유입되

어 원자로의 냉각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는 열수

력 종합 효과 실험을 세계 최초로 수행하였다. [11].  

국내 및 국제 협력 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8년부터 아틀라스 국내 표준 

문제(ATLAS Domestic Standard Problem, 이하 DSP)

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주관해오고 있다. 

[12, 13, 14]. 국내 표준 문제(DSP)란 원자력 안전에 중

요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적 계산 컴퓨터 코드들의 

계산 결과를 고품질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 평가하는 협

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기관, 국

립연구소, 대학, 산업계를 포괄하는 국내 거의 모든 원자

력 유관 기관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

록 개방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회의 국내 

표준 문제가 완료되었으며, 각 회마다 다른 실험 시나리

연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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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2개 기관 내지 17개의 기

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계산을 수행하기에 앞서 

미리 실험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Open calculation)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MARS-KS 또는 

RELAP5/MOD3.3 코드가 활용되었고 제3차 프로그램

부터는 국내에서 개발한 SPACE 코드가 활용되기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아틀라스 국내 표준 문제 협력 프로그램은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

시에 원자력 열수력 전문가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국내 안전 해석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여 실

험 및 안전 해석 기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국내 안전 해석 기술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아틀라스 국내 표준 문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모의 사

고 시나리오를 다양한 코드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예

측함으로써 계통 안전 해석 코드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안전해석 코드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모델 

또는 상관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달성한 핵심 연구 성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선이 필요한 물리적 모델 또는 실험 상관식이 도

출되었다. 

② 컴퓨터 코드를 다루는 사용자의 영향(‘사용자 효과’)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③ 시나리오별로 최적의 코드 예측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개발되었다. 

④ 견고한 열수력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그 동안 아틀라스 국내 표준 문제 프로그램은 참여 기

관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

인 운영에 대한 요구받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5년도에 제4회의 국내 표준 

문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착수하였다. 대상 시나리오로서

는 루프실 재형성을 고려한 저온관 상부 파단 냉각재 상

실 사고(Cold leg top-slot break LOCA focussing on 

loop seal reformation)로 결정되었으며, 이번에는 실험 

결과를 초기에 공개하지 않는 이중 블라인드(Double-

+ ATLAS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

<표 2> 아틀라스 국내 표준 문제 프로그램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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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아틀라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 성과

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산하 사고해석운영그룹(Working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WGAMA)이 후원하

는 50번째 국제 표준 문제(50th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이하 ISP-50)를 들 수 있다. 

ISP-50은 DSP의 원조격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DSP와는 다르게 OECD/NEA 회원국들이 주요 참여하고 

있다. ISP는 1975년 영국이 에드워드 파이프(Edwards’ 

Pipe)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첫번째 프로그램(ISP-01)을 

착수한 이래 원자력 선진국들이 독점해오다가 드디어 한

국이 아틀라스를 활용하여 50번째 프로그램(ISP-50)을 

주관하는 영광을 안았다. 

ISP-50 프로그램은 초기에 실험 자료를 공개하지 않

는 블라인드 계산(Blind calculation)을 수행한 후, 실험 

자료를 공개하고 코드 계산 결과를 보완하는 오픈 계산

(Open calculation)의 2단계로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OECD/NEA 13개 회원국의 17개

의 전문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7종류의 열수력 계통 안전 해석 코

드(RELAP5/MOD3, TRACE, MARS-KS, KORSAR, 

APROS, CATHARE, ATHLET)들이 자웅을 겨루었다. 

코드 계산 결과의 실험 결과 대비 정확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FFTBM(Fast Fourier Transform 

Based Method) 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원인의 조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 효과(User effect)가 매우 

높게 드러났으며, 이는 사용자 효과가 여전히 열수력 계

통 해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오픈 계산에서

는 사용자들이 실험 자료 대비 계산 결과를 개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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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통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15, 16] 

아틀라스 실험 장치는 성공적인 ISP-50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열수력 종합 효

과 실험 장치로서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실험 

장치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장점들을 국제 원자력계

에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OECD/NEA 국제 공동 연구 프

로젝트(이후 OECD-ATLAS 프로젝트)의 유치에 성공하

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까지 3년간 수행되며 현재까지 OECD/NEA 

15개국 회원국 20개 기관이 서명하여 참여하고 있다.   

OECD-ATLAS 프로젝트는 설계기준 사고의 범주

를 넘어서거나 다중 고장에서 기인하는 설계 확대 조건

(Design Extension Conditions, DECs)을 주된 실험 대

상으로 하고, 설계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 또는 

안전 해석 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

택하여 실험과 해석적인 방법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아울러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유사한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를 활용하여 동일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대응 실험(Counterpart Test)도 고려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응 실험은 스케일링 현안을 해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치 개선과 향후 전망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틀라스는 장치의 계측 

성능을 고도화하고 모의 실험 범위를 확장하여 미래의 

실험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선 국부적인 온도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온도 측정 공간 해상도를 증대하였다. 

① 고온관, 저온관에서 발생하는 열성층화, 혼합, 대향

류와 같은 다차원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축 방

향 위치에서 프로파일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

여 주배관 내부의 수직 온도 분포를 확보할 수 있게 개선

되었다. 

② 증기발생기 입/출구 플레넘 내부의 U-튜브 입출구

에 열전대 그리드를 설치하여 U-튜브의 유동 방향 역전 

현상, 플레넘에서의 열혼합 현상을 계측할 수 있도록 개

선되었다. 

③ 2상 방출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방출 유량을 100% 응축시킬 수 있는 대형 응축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④ 계측 채널의 수량 증가로 인한 제어 계측 부하를 분

산시키고 복잡한 시나리오 제어 로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신 I&C 계통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일차 계통 내부에 유입된 불응축성 가스의 

공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계통의 

도입이 검토 중이다. 이 측정 시스템은 안전 주입 탱크가 

고갈된 후 유입되는 질소가스의 거동을 규명하는 데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배관 또는 강수부 내부의 

유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고온/고압 비디오프로브도 조만

간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아틀라스 장치의 모의 범위를 원자로 냉각재 계

통에서 격납용기로 확대하는 시설 확대 작업이 개념 설

계 진행 중이다. 대형 격납용기가 아틀라스와 연계되어 

구축된다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격납용기의 열수력 거

동을 실시간으로 모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격납용기가 아틀라스와 동일한 체적 축소

비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개념 설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격납용기 내부의 부격실(Compartment), 재집수

소(Sump) 등의 구조물도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아틀라스-격납용기 통합 실험 시설은 격납용기 해석 

코드의 검증,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격납용기 냉각 특성 

검증, 원자로 냉각재 계통-격납용기 연계 물리 현상 규

+ ATLAS 운영 현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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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신안전 계통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

어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압 및 저압 조건에서 

비상 냉각수를 원자로용기에 주입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안전 주입 탱크(Hybrid Safety Injection Tank)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안전 주입 탱크는 최소의 비

용으로 기존 가동 원전의 안전 주입 탱크를 교체하여 전

원 완전 상실 사고(SBO)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17] 

현재 아틀라스 시설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안전 주입 

탱크의 냉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프로젝트가 진

행 중이다. 첫 실험은 2016년 하반기에 수행될 계획이며 

현재 기계, 구조, 제어, 계측 계통에 대한 보완 설계가 진

행 중이다.  

아틀라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단

기적으로는 현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수로 안전성의 향

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

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면서 열수력 

안전 분야의 고유한 현안을 발굴하고 선점하여 기술적으

로 리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까지는 fast 

follower로서 원자력 선진국들의 선례를 따라했다면, 이

제는 first mover로서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야 한

다는 뜻이다.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및 국외 협력 프로그

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특히 아틀

라스 국내 표준 문제 프로그램은 국내 안전 해석 전문 인

력들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술적 진입 문턱이 높

은 열수력 안전 해석 기술을 후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

로 계대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원자력 전문 기관들과 아틀라스 실

험 시설을 활용하는 양자 간 협력 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스위스 PSI(Paul Scherrer 

<그림 4> 주요 장치 개선 내용 

(가)�증기발생기�입/출구�플레넘에�설치된�2D�프로파일�열전대�(나)�모의�노심�가열봉�(다)�전자저울을�활용한�대형�응축�탱크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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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와 TI-SGTR(Thermal-induced SGTR) 분

야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이 추진 중이다. 이 공동연구

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PSI에서 개별 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최종 4단계에서는 

아틀라스를 활용하여 고온/고압 가스 환경을 모의하는 

종합 효과 실험을 2회 수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틀

라스 연구팀은 독일 GRS, 프랑스 IRSN, 헝가리 MTA-

EK, 아랍에미리트 FANR 등과의 협력 연구를 기획, 추

진할 계획이다. 

한편 OECD-ATLAS 국제 공동 연구는 2017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후속 OECD/NEA 국제 공동 연구(가

칭 OECD-ATLAS2)가 준비 중이다. 현재 아틀라스 실험 

장치는 독일의 PKL, 일본의 LSTF와 함께 세계 3대 대형 

열수력 실험 장치이므로 경수로 안전 연구에 꾸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PKL팀, LSTF팀과의 협력 및 기술 

논의를 거쳐 경수로의 안전성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차기 단계 OECD-ATLAS2 국제 공동 연구를 유치

할 계획이다. 

결론

현재까지 아틀라스는 경수로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핵심 시나리오와 연관된 열수력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왔다. 현재까지 구축된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데이터베이스는 규제기

관의 인허가 기반 기술 지원, 산업계의 계통 설계 불확실

성 감소, 안전 해석 코드의 물리 모델 및 실험 상관식 검

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틀라스는 국제 원자력계에서 차세대 경수로의 열수

력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10년간 아틀라스팀은 풍부한 운전 경험, 운

영 기술 및 체계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ISP-50의 운영 과정에서 아틀라스팀이 보여준 높은 실

험 수준과 분석 능력은 국제 원자력계에 매우 인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사회의 신뢰를 한번에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의 연구 

주제는 설계기준 초과 사고(beyond DBAs) 및 중대사고 

분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중대사고 자체에 대한 안

전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대사고를 원천적으로 방

지하기 위한 비상 냉각 능력에 대한 재평가와 심층 방호 

기능의 강화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

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아틀라스는 매우 가치있는 

안전 연구 시설이며 이를 잘 활용하여 실제 원전에서 발

생하는 열수력 물리 현상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대시키

고 효율적인 사고 관리 지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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