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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경수로1400(APR1400)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경제

성 및 운전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

기 위해 1992년부터 국내 산ㆍ학ㆍ

연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2년 5

월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140만

kWe급 개량형 가압경수로이다

[1,2]. 

APR1400에서는 100만kWe 용

량의 한국표준형원전(KSNP 또는

OPR1000)을 기반으로 발전 용량을

증대시키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

한 새로운 안전 개념을 채택함으로

써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원

자로로서, 신고리 3,4호기 노형으로

채택되어첫호기의2013년상업운

전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3].

APR1400 개발은‘국가선도기술

개발사업’(일명 G-7 프로젝트)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형

원전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원자

력연구소(이하‘한원(연)’또는

'KAERI'라 칭함), 한국전력기술

(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

업(주), 신형원자로연구센터(대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참여하

다. 

한원(연)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설계개념정립과개념설계및기본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으나,

1996년말의사업이관이후에는새

로운 설계 개념들을 개발하거나 신

설계 개념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ㆍ

서론 <표 1> APR1400 개발및 KAERI의설계검증및핵심기술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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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위한열수력실증실험등핵

심 기술 연구를 주로 수행하 다.(<

표 1>참조)

한원(연)에서 열수력 실증 실험

이 수행되고 설계 관련 핵심 기술이

개발된 APR1400 신설계 개념은 <

그림 1>에예시되어있으며, 연구내

용과 결과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

표한바있다[4,5]. 

열수력 실증 실험의 대상에는

APR1400에 새롭게 채택된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Direct Vessel

Injection; DVI) 방식의안전주입계

통, 안전 주입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피동형 안전 주입 유량 조절 기구

(Fluidic Device), 안전감압배기계

통(SDVS), 원자로 제어봉 구동 장

<그림 1>  APR1400의주요신안전개념

o 수조 내부의 응축열혼합 현상o 작동유체 물 및 화증기
<표 2> 주요열수력실증실험항목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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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CEDM) 등이 포함된다.(<표 2>

참조) 

한원(연)에서 생산된 실증적 연

구 결과들은 APR1400 표준 설계의

개발과인허가직접적으로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표준 설계 인가 후속 조

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남아있던 몇몇 열수력 안전 현안의

해소를 위한 실증적 평가, 새로운 안

전 개념의 개발 등의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연구들은‘선도기술개발

사업’, 과학기술부의‘원자력연구개

발중장기사업’, 산업자원부의‘전력

산업연구개발사업’, 국내 원자력 유

관기관들의수탁사업등을통해추

진되어왔다.

한편 열수력 실증 실험이란 정상

운전중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해필요하거

나 또는 비상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통해안전하게원자로를정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현상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실험이다. 

이는 특히 새로운 설계 개념에 대

한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분야이다. 

즉, 기존의개념과다른특성을가

지는 새로운 설계 개념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성능 또는 안전

성의 평가 및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때 사용되는 주요 설계 도구

및 해석 체계는 일반적으로 열수력

실증 실험을 통하여 검증 또는 평가

된다. 

한원(연)에서는 1990년대 초반

부터열수력실증실험및평가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 능력과 인프라를 구축

하 으며, 이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

[6]에서전반적으로논의한바있다.

이 에서는 한원(연)이 수행해

온 APR1400 원자로 신안전 개념의

열수력 실증 실험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개발내용및결과활용, 그리고

향후전망에대해기술하고자한다.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DVI) 방

식의 안전 주입 계통은 APR1400을

특징짓는대표적인신안전개념이라

할수있다. 

DVI 방식은 비상시 노심의 냉각

수 주입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

존의 저온관 주입 방식(CLI)에 비해

계통의 단순화 및 운전 신뢰도 향상

에 기여하는 효과가 커서 안전성 향

안전주입계통성능실험

<그림 2> DVI 방식의채택에따라나타나는주요열수력현상

APR1400 신개념설계실증실험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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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크게 기여하는 설계 개념으로

알려져있다[1]. 

한원(연)에서는 DVI 방식의 안전

주입 계통 설계 개념이 원자로의 안

전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해왔다. 

여기에는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LBLOCA), DVI 주입관 파단 사고

(SBLOCA), 붕산희석현상등의세

가지를대상으로한실증실험및평

가해석이포함된다. 

<그림 2>에는 DVI 방식의 채택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열수력 현상

들이 원자로 내부의 위치별로 요약

되어있다. 

또한 <그림 3>에는 여러 가지 열

수력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

<그림 3> 안전주입수우회현상평가를위한연구추진체계

<표 3>  안전주입수우회현상실험매트릭스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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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야 하는 안전 주입수 우회

(ECC Bypass) 현상과 관련된 다양

한형태의실증실험및평가업무들

의상호관계가나타나있다.   

먼저 원자로 계통 배관의 가상적

인 대형 파단 발생시 DVI 방식의 안

전주입에의한노심냉각성능평가

에 필요한 핵심 열수력 현상을 규명

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수행

하 다. 

여기에는 원자로 용기 강수부

(downcomer)의상부에서발생하는

안전 주입수 액막 퍼짐(Liquid Film

Spreading) 현상, 강수부의 중부에

서 발생하는 안전 주입수 직접 우회

(Direct ECC Bypass) 및 Sweep-

out 현상, 강수부의하부에서발생하

는 비등(Downcomer Boiling) 현상

등에 대한 실험 및 평가가 체계적으

로수행되었다.(<표 3>참조)

안전 주입수 직접 우회 현상 연구

로서는 먼저 독일의 실규모 실험 장

치인 UPTF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를 분석하고, 또한 APR1400 축소

모의 가시화 실험(DIVA)을 통한 다

차원적인 우회 현상의 기본 메커니

즘 이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척도

해석 방법론(Modified Linear

Scaling)을개발하 다. 

다양한 규모(실규모 대비 1/10,

1/7 및 1/5)의DIVA 실험결과와실

규모 UPTF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

로써 안전 주입수 우회 현상에 대한

적용성을 충실히 평가했으며, 안전

주입수 액막 퍼짐 현상에 대한 다양

한 규모(1/1, 1/5 및 1/10) 비교 평

가 실험을 통하여 동 방법론의 확대

적용가능성을확인하 다.[7]

이후 대형 물-증기 실험 장치

(MIDAS)를 구축하여 UPTF 대비

1/4 규모의 비교 평가 실험(Coun-

terpart Test)을 수행하여 물-증기

사이의 다양한 열수력적 거동이 유

사하게나타남을확인함으로써축소

<그림 4>  MIDAS 실험장치전경

<그림 5> 강수부비등현상실험장치 (DOBO)

APR1400 신개념설계실증실험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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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실험 결과의 Scale-up 능력을

최종확인하 다.[8]  

이러한 광범위한 사전 연구를 바

탕으로 최종적으로는 MIDAS 실험

을 통하여 1/5 규모의 APR1400에

대한안전주입수직접우회현상및

Sweep-out 현상에대한실험및평

가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일련의 연

구 결과가 APR1400 원자로의 DVI

방식에 대한 LBLOCA 대응 능력을

종합적이고도실질적으로평가할수

있는핵심기반을제공하게되었다. 

<그림 4>에는 이를 위해 새롭게

구 축 한 물 -증 기 실 험 장 치

(MIDAS)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장치는 다양한 설계 개념을 갖는 안

전 주입 계통의 작동 특성을 모의함

으로써 새로운 원자로 개발을 위한

신안전개념의도출및이에대한실

증적 평가 자료 생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기대된다.

DVI 방식을 채택한 APR1400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후기 재관

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강수부 고

유 열수력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

즉, 비상 노심 냉각수 우회율, 증기

응축률 및 다차원적 강수부 온도 분

포등에대해생산된실험결과는비

상 노심 냉각수 직접 우회율, 강수부

온도 분포, 증기 응축률 등의 현상에

대한최적안전해석코드의예측능

력검증및평가에직접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APR1400의 인허가용

설계 코드의 보수성에 대한 최적 안

전해석코드의대응계산결과의신

뢰성을 확보하게 되어 APR1400의

표준설계인가심사를지원하 다. 

또한 강수부에서 발생하는 다차

원적 열수력 거동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최근 들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MARS 코드 등 다차

원열수력코드의평가및모델개선

에직접이용되고있다.

최근에는 하부 강수부에서의 비

등 현상의 이해와 예측 능력 평가에

필요한 DOBO 실험을 수행하

다.[9]  

강수부 비등 현상은 비상 노심 냉

각 과정에서 재가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현상으로 평가되

어, APR1400의 표준 설계 인가 조

건사항으로반 되어있다.   

강수부 비등 실험에서의 주요 관

심사는 강수부 수위 거동과 기포 분

포특성, 강수부하부의과냉각도(정

압수두, 계면 열전달), 원자로 용기

벽면에서 생성된 기포의 상승 거동

(횡분포, 상승 속도, 계면 마찰 계수

등)이었다.  

DOBO 실험 장치에서는 일차적

으로기포거동등주요열수력현상

을 가시화하여 물리적 모델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 으며, 정량화 실험

을 통하여 물리적 모델 개발에 필요

한 상세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

통안전해석코드의예측성능을평

가하 다.

LBLOCA와 관련한 광범위한 실

험과 병행하여 DVI 주입관 파단 사

고(SBLOCA)시의 고유한 유동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시화 실험이

DIVA 장치를이용하여수행되었다. 

여기서의 주요 관심사는 파단 발

생 이후 강수부 상부에서 나타나는

<그림 6>  붕산희석실험장치 (BOMIX-II)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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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분포, 특히 다차원적인 기포 분

포 특성과 벽면 기포의 상승 거동이

었다. 

가시화 실험을 통해 기체 방출 거

동을 이해하고 최적 해석 코드의 모

의 능력을 평가하 으며, 이를 통해

강수부 상부에서의 기체 방출 메커

니즘을 이해하고, 기체 방출 증배 계

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

다.

DVI 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종류

의 실험으로 원자로 용기 강수부에

서의붕산희석현상에대한유동가

시화 실험(BOMIX-I) 및 난류 특성

정량화실험(BOMIX-II)이있다. 

먼저 유동 가시화 실험을 통하여

환상형 공간에서의 혼합 특성을 정

성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최적 계통

분석 코드들의 합리적인 계산 모델

선정에이바지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혼합 현상의 전산 수치

해석(CFD) 결과는 난류 모델의 특

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 따라,

BOMIX-II 실험에서는 난류 특성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붕산 희석

현상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난류

모델의 선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림6>참조)

이와 같은 일련의 DVI 관련 실험

들은 기존의 안전 해석 전산 코드들

이 갖고 있는 1차원적 예측능력의

한계를 분석ㆍ평가하고, 실증적 자

료를 근거로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국내 최적 안전 해석 기술

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크

게기여했다고판단한다.    

안전 주입 유량 조절 기구(FD:

Fluidic Device)는 안전 주입 탱크

(SIT) 내부에설치되어운전원의개

입이나 외부 동력 없이도 원자로 냉

각을 위한 안전 주입 유량을 자동적

으로 조절해 주는 새로운 작동 개념

으로서, 비상 노심 냉각수의 효율적

인 활용을 통해 안전성과 운전 신뢰

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된다. 

FD는 원전의 가동중에 냉각수가

누출되는 가상적인 비상 상황 발생

시 운전원이 별도로 밸브를 조작하

지 않고도 안전 주입 탱크에 담겨있

는 냉각수가‘자연 원리’에 의해 자

동으로유입되어원자로심을냉각하

도록작동되는장치다. 

고압의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가

압된 안전 주입 탱크와 원전 1차 계

통 간의 압력차를 이용, 비상상황 발

생초기에는짧은시간동안많은유

량이 유입되지만 안전 주입 탱크 내

부 수위가 낮아지면 와류(vortex)

현상에 의해 작은 유량이 오랜 시간

<그림 7> 피동형유량조절원리

안전주입유량조절기구개발
및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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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방출되도록자동적으로전환되

는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그

림7>참조). 

운전원의 판단이나 조작이 불필

요해인적오류의염려가없을뿐아

니라 별도의 전원이 필요로 하지 않

아 원자로의 비상 조치 운전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안전 계통

의 단순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초기 투자비 및 운전 운 비,

유지 보수비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하

는경제적효과도매우큰것으로평

가된다. 

한원(연)은 이와 같은 피동형 유

량 조절 기구로서의 FD를 개발하기

위하여 4단계의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 다. 

먼저 1990년도 중반에 소규모의

유량 조절 기구 모의 실험을 통하여

핵심 유동 현상 및 주요 설계변수들

의 정성적인 향을 실험적으로 평

가하 으며[10], 이후 국제 협력을

통하여 APR1400에 적용 가능하리

라기대되는축소규모FD의개발을

위한실험을수행하 다. 

이로부터 APR1400 성능 요건에

부합되는 실규모 FD의 주요 변수들

에 대한 대략적인 제원을 확정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규모 실험을

통하여 주요 설계 변수들의 민감도

향 평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실험

을 통하여 드디어 APR1400 성능

요건에 부합되는 제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최종 평가하

다.[11] 

APR1400 표준설계인가이후에

는 실제 플랜트 제작?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공 오차 등의 향 평가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능 검증 실

험을수행함으로써신고리3&4호기

에사용될FD를확정하게되었다. 

2006년 9월에는 과학기술부로부

터이와같은능력을인정받아「원자

력안전마크」를수여받은바있다.

피동형 유량 조절 기구의 연구 개

발 후반에 활용된 실험 장치는 실제

플랜트 운전 조건하에서 작동이 가

능한 실규모 크기의 안전 주입 탱크

및 유량 조절 기구를 설치, 실험할

수있는장치(VAPER)로서, 이는세

계 유일의 실규모 실증 실험 장치이

다. <그림 8>에는 실험 장치의 전경

이나타나있다. 

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최적의

유량 조절 기구 설계 방안을 선정하

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동형 유량

조절 기구의 설계 성능을 실증적으

<그림 8>  피동형유량조절기구성능평가를위한실규모실험장치(VAPER)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2006/10ㆍ원자력산업ㆍ69

로평가, 검증하게되었다.  

또한 이로부터 도출된 실규모 유

량 조절 기구의 성능 특성 곡선은

APR1400 원자로의 안전 해석 입력

자료로도사용됨으로써동원자로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 능력을 분석

하는데직접활용되었다. 

본 장치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피

동유량조절기구에대한성능평가

뿐만 아니라 대형 밸브의 성능 시험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우월적 위치

를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활발한 국

제협력도기대되고있다. 

비상시 원자로 계통의 안전한 감

압을 위해 작동되는 안전 감압 배기

계통(SDVS)을 구성하는 증기분사

기(Sparger)의 작동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한 열수력 실증 실험도 한원

(연)에서수행되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원자로의 감압

운전시 고압 증기의 방출 과정에서

나타나는방출배관계통및응축수

조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열수

력실험결과들이생산되었다. 

Sparger 성능 평가 실험의 구체

적은목적은다음과같다.

- Air Clearing시 공기방울의 거

동 및 이에 따른 하중 해석에

필요한자료생산

- Air Clearing시 방출 배관 내

하중자료생산

- 진공분쇄기(Vacuum Brea-

ker) 성능평가자료생산

- 증기방출및응축에따른하중

특성의평가자료생산

- 증기의방출및응축에따른수

조내부열혼합특성평가자료

생산

이를 위한 일련의 실증적 실험이

B&C 장치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는

데, 원자로의 실제 운전 온도ㆍ압력

조건하에서 실규모의 증기분사기를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9>는 실규모 증기분사기의 형상을

보여주고있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공기 방출 하

중및진공분쇄기성능평가실험결

과, 그리고 공기 방출 종료 후

IRWST 내부수온이상승하게될경

우에발생될수있는불안정응축현

상 및 수조 내 열혼합 (Thermal

Mixing)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는

원자로개발기관및규제기관에의

<그림 9>  실규모증기분사기전경

<그림 10>  시험용 CEDM 및모터

안전감압증기분사기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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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PR1400의 안전 감압 배기 계

통 및 IRWST에 대한 설계 코드의

예측 능력 평가ㆍ검증 및 설계 성능

평가등에활용되고있다.[12,13] 

실증적 연구 결과의 주요 활용 사

례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  

-안전감압계통(SDVS) 배관계

통, 증기분사기및 IRWST의설

계성능평가

- 증기분사기를 통해 IRWST로

공기가 방출될 때의 하중

(load)으로부터 압력 특성 곡

선(pressure forcing function)

을 검증하고, 산업체가 적용하

고 있는 설계 방법론의 기술적

타당성을검증

- 고압증기방출에따른응축하

중 평가 : 방출 배관 계통 및

IRWST의구설계

- 대형 수조(IRWST) 내부의 온

도분포및열성층화현상

APR1400 및 OPR1000 원자로

의노심반응도및출력조절장치로

서의 제어봉 구동 장치(CEDM)에

<그림 11> ATLAS 실험장치의주요계통

제어봉구동장치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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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작동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

기 위한 일련의 성능 시험이 원자로

의 실제 운전 온도ㆍ압력 조건하에

서수행되었다. 

본실험을위해고온고압시험장

치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CEDM 모터의전력계통및냉각계

통에 대한 작동 성능, 그리고 CEDM

의 낙하 성능 및 내구성을 실증적으

로평가하 다. (<그림10>참고)

주요 성능 시험 대상으로는

CEDM 모터에 대한 전력 시험, 냉각

성능 시험, 제어봉 낙하 시험 및 내

구성시험등이있다.[12] 

먼저 내구성 시험은 CEDM 모터

에 대한 장기 구동 특성 및 모터의

설계 수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수

명 시험과 정상적인 작동 수명의 한

계를 규명하기 위한 2차 수명 시험

으로나누어서수행하 다. 

전력 시험에서는 모터를 구동하

는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 Trace를

측정하고코일전력량을산출하 으

며, 냉각 성능 시험에서는 모터 코일

냉각 시스템의 정상 운전 조건하에

서 모터 코일 냉각 특성을 평가하는

온도측정을수행하 다. 

그리고 낙하 시험에서는 Test

Weight의 노심의 90%에 도달하는

낙하시간과Latch Release Time을

측정하여, 허용 기준 만족 여부를 평

가하 다. 

장기 구동 시험의 1차 수명 평가

시험에서모터의설계수명의110%

인 110,000 ft의 구동거리를 CEDM

모터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 으

며, 2차 수명 평가 시험에서는

CEDM 모터의 총 구동거리가

220,000 ft에 달하 을 때까지 작동

<그림 12>  ATLAS 실험장치의중장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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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후에모터의검사및치수측정을

통하여 마모가 모터의 작동성에 미

치는 향을평가하 다. 

본 시험을 통하여 CEDM의 설계

성능을 실제 운전 조건에서 평가할

수있는시험기반및기술을확립함

으로써 그동안 외국의 시설에 의존

해 오던 국내 가압경수로 관련 성능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로

의 개발시 요구되는 실험도 독자적

수행이가능하게되었다. 

본 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CEDM

시험 결과들은 CEDM의 설계 개선

자 료 와 기 존 CEDM 모 터 의

APR1400 적용성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시험 장치와

고온 고압 시험 기술들은 다음과 같

은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으

로기대된다.

- 실제 원전에서 CEDM의 교체

주기 최적화 연구 : 경제성 향

상효과

- 부하 추종 운전을 대비한

CEDM의 설계 개선 방안 도출

및실증적평가

- 타원자로(예: SMART)용

CEDM 성능평가

앞에서는APR1400 설계, 인허가

및 최적화 과정에서 활용된 다양한

개별효과실험에대해소개하 다. 

이와 아울러 한원(연)에서는 원

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시

설이 될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 효

과 실험 시설인「아틀라스(AT-

LAS)」를구축하 다.  

ATLAS는 APR1400이나 OPR

1000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원자

로계통, 안전계통및다른주요계통

에서일어나는전체적인열수력거동

을 실험적으로 모의(시뮬레이션)하

는시설이다. 

시설의 명칭은 원자력발전소(원

전)의 사고 상태 모의를 위한 선진

열수력 실험 시설(Advanced The-

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이라는 뜻으로

부터명명되었다.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운전

절차 및 사고 관리 절차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설계 및 안전 해

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코드(프로그

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검

증하는데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모든 원자력 선진

국들은1970년대부터자국의실정에

맞는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시설들

을구축하고실험을수행하여왔다.

ATLAS 장치는 2002년까지 최

적화된기본설계가완료되고, 2003

년 1월 장치 구축이 본격적으로 착

수되었다. 

2005년 말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시운전 막바지 단계이며, 2006년

11월부터실험이수행될예정이다. 

구축된 ATLAS의 실험 장치의

핵심적인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으

며, 핵심부분을 <그림 11>에나타내

었다.

1) 신형경수로 APR1400을 기

준원전으로 채택

- APR1400 대비 높이비 및

길이비 1/2, 단면적비

1/144 (직경비 1/12), 체

적비1/288 

- 2(고온관)×4(저온관) 배

열의냉각재계통, 환형원

자로 용기 강수부,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DVI) 방

식의안전주입계통

- APR1400과 동일한 운전

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모

의 정상 출력의 8%까지

실험(최대 노심 출력 2

MW)

- Ishii의 3단계 축소모의 방

법론에따른장치설계

2) 한국표준원전 OPR1000의

안전계통설계특성반

- OPR1000의 원자로 냉각

재 계통 구성은 기본적으

로 APR1400과 동일하나

안전주입계통상이

- ATLAS에는 OPR1000에

있는저온관주입(CLI) 및

저압안전주입펌프등추

가설치

3) 다양한 사고 및 운전 조건 모

의가능

- 냉각재상실사고(LOCA):

대형 LOCA, DVI 관 파단, 소형

아틀라스(ATLAS) 열수력종합
효과실험

APR1400의 기술 개발과 적용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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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 증기발생기튜브파단등

- 증기관 파단, 급수관 파단

등 기타 사고 조건과 과도

상태

-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을 위

한다양한비정상운전조건

모의

- 1,200 Point 이상의계측

4) 장치설계적용코드

ASME Sec. VIII, Div. 2 및 1

(내구성장치설계수명 : 20년)

ATLAS는 2(고온관)x4(저온관)

구성의 냉각재 계통과 비상 노심 냉

각수의원자로용기직접주입및저

온관 주입 모의 성능을 보유하고 실

제 운전 조건의 열수력 현상을 모의

하는 세계 유일의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로서, 일본의 LSTF

(1/48), 독일의 PKL(1/145) 등과

함께 세계의 핵심 열수력 실험 시설

로서광범위하게활용될것이다. 

구체적으로 ATLAS 시설은 다음

과같이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1) APR1400의대형냉각재상실

사고(LBLOCA)시 안전 주입수 거

동에 대한 실증적 평가 자료 확보를

통해안전현안해소에기여

- LBLOCA 재관수시 강수관

과 노심 연계 거동 및 강수

관비등 향실험

2) APR1400 및 OPR1000 사고

모의실험을통해해석코드평가/검

증에기여

- MARS 코드검증및개선

- 산업체설계/해석코드종합

평가

- 기타 외국 도입 코드 평가

및검증

3) 원전 설계, 운전 및 사고 관리

최적화지원

- 운전 절차서 개발 및 사고

관리계획수립/검증을위한

실험수행

- 가동중원전열수력안전현

안발생시모의실험을통한

거동 규명 및 코드 예측 성

능평가

- APR1400와 OPR1000 개

량및운전조건변경시검증

실험수행

4) 대응 실험 및 데이터 교환을

통해 고부가 가치의 국외 실험 자료

확보

5) 세계적 열수력 실험 시설로서

활용 : 국제 표준 문제 평가 및 공동

연구수행

<그림 12>는 ATLAS 장치의 중

장기활용계획을잘보여주고있다.

ATLAS 장치의 설계에는 원자력

연구소의연구팀뿐만아니라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

험이충분히반 되었다.  

그리고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위한국부현상실험과최적계산

코드를 이용한 평가 계산이 광범위

하게수행되었다. 

연구팀에서는 또한 다른 실험 시

설보다 훨씬 강화된 품질 관리 시스

템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구축 중인

실험 시설과 향후 이로부터 생산될

실험 데이터들의 품질 관리에도 만

전을기하고있다. 

이를 통해 ATLAS에서 신뢰성

있는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여 산업

체 및 규제 기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 연구 시설로

발돋움하게될것이다. 

APR1400 원자로 신안전 개념의

열수력 실증 실험과 관련된 연구 개

발 업무는 산ㆍ학ㆍ연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하에 수행되어 왔으며, 또

한 국내 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및협력을통해연구방향을정

립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노력해왔다. 

국내기술로개발된APR1400 원

자로의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실증적 평가 기반의 구축

을 통하여 동 원자로의 신안전 개념

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자체적으

로 평가 검증하고, 관련 연구 결과가

원자로개발기관및인허가심사기

관에 제공됨으로써 APR1400의 표

준설계인증및후속조치현안의해

소에직접활용되었다. 

또한 표준 설계 인가 이후에도 열

수력 실험을 중심으로 인허가 조건

사항종결, 설계최적화, 안전관심사

규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

고있다. 

관련 연구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열수력실증실험장치및고온고압

열수력 실험 및 평가 기술들을 포한

하는 종합적이고도 실증적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하여 원전 기술의 완

맺는말

APR1400 신개념설계실증실험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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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자립 및 국산화를 위해 요구되

는 주요 기술 개발 기반을 자체적으

로확보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

내의 열수력 실험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에접근하 다. 이를바탕으로미

국, 일본, 프랑스 등과의 상호 호혜적

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신규 실험수요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대응능력을갖추게되었다. 

구축된 연구 인프라는 설계 개념

의 실증 및 안전현안 해결 기술, 그

리고 향후 APR1400의 지속 건설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될 것

이며,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

탈피를 통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 이

외에도대등한입장에서선진국과의

기술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원(연)이 구축한 열수력 실험

설비들은우리나라원자력계전체를

위한 시설로서, 정보 공유와 상호 존

중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활용

노력이필수적이라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APR1400의 운전

최적화, 안전관심사규명, 설계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형 원자로의 개발시 최적 설계 방안

의도출및이에대한실증적안전성

평가에도적극기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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