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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water two phase natural circulation flow in the T-HERMES (Thermo-Hydraulic Evaluation of Reactor 
cooling Mechanism by External Self-induced flow)-1D experiment has been evaluated to verify and evaluate 
the experimental results by using the RELAP5/MOD3 computer code. The RELAP5 results have shown that 
an increase in the coolant inlet area leads to an increase i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However, the 
water outlet area does not effective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the coolant outlet moves to a 
lower positi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decreases. The water level is not effective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the height increases in the air injection part, the void fraction increases. 
However, the void fraction in the upper part of the air injector maintains a constant value. An increase in the 
air injection mass flow rate leads to an increase in the local void fraction, but it is not effective on the local 
pressure. 

 

1. 서 론 

원전에서 노심의 핵연료 물질이 용융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원
자로용기 외벽을 냉각(ERVC: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함으로써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에 
가두어 두어 (IVR: In-Vessel corium Retention) 냉각

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세계

적으로 고려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방안은 핀란드의 Loviisa 원전 및 미국의 AP600 과 
AP1000 원전에 반영이 되었고(2) 국내 
APR(Advanced Power Reactor) 1400 에서도 이를 적
용하고 있다(3).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였을 때 원자로

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형성된 노심용융물로부터 원자로용기로 
전달되는 열량이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충분히 제
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에서 원자로용

기 외벽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4, 5)와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냉각수인 물로의 열전

달 최대값인 임계열속(Critical Heat Flux: CHF)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6).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인 물이 존재할 때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최
대값인 임계열속은 냉각수 순환유량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7). 일반적으로 냉각수 유량이 증가하면 
임계열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열을 최대로 제거하기 위해

서는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냉각수인 물의 유동

량을 극대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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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고 있다. 
원전에서 핵연료 물질이 용융하는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외부의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원
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원자로공동에 공급

된 냉각수가 단열재를 통하여 원자로용기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공간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원자로

용기 외벽에서 생성된 증기가 외부로 충분히 방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
벽냉각으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한 APR 1400 은 원자로공동에서 원자로용기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공간으로 충분한 냉각수 순
환유동이 형성되는 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외벽을 통하여 제거

할 수 있는 열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용기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냉각재 유동량을 최대

로 하는 단열재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APR1400 의 원자로용

기 외벽냉각시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냉각수 유동

량을 최대로하는 단열재 형상에 대한 실험인 T-
HERMES(Thermo-Hydraulic Evaluation of Reactor 
cooling Mechanism by External Self-induced flow)-1D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실험은 APR1400 원자

로 용기를 높이 1/2, 유로 면적 1/238 로 축소 모
의한 1 차원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원자로용기 외
벽냉각 조건에서 원자로 용기와 단열재 사이에 발
생하는 자연순환 유동에 대해 공기주입 실험과 가
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공기 주입실험

을 완료하였고 가열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과도상태 열수력 현상을

1 차원으로 모의할 수 있는 RLAP5/MOD3 전산코

드(8)를 사용하여 T-HERMES-1D 공기주입 실험을 
모의하였다. 즉, 공기와 물의 이상 자연순환 유동

을 모의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주요 인자들이 이
상 자연순환 유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원자로용기 내부 열속을 모의하는 공기 주입

량 변화를 평가하였고, 냉각수 주입구와 배출구 
면적 및 배출구 위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2. HERMES-1D 실험장치 

T-HERMES-1D실험장치는 Fig. 1 과 같이 주 실
험부, 물탱크, 공기주입계통으로 나누어지며, 물탱

크와 주 실험부의 상부가 대기에 노출된 개방형 
루프시스템(open loop system)이다. 주 실험부는 원
자로 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극에서 자연순환 이
상유동을 모의하기 위한 장치로 냉각수 유입구에

서부터 배출구까지이다. 실험장치의 한쪽면은 원

자로 용기를 반대쪽 면은 단열재를 모의한다. 따

라서 실제 APR1400 원자로 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극을 바탕으로 Cheung의 상사해석(9)을 사용하

여 일정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물탱

크에는 수위상태를 육안으로 계측할 수 있는 투명

관 형태의 수위계를 부착하였다. 

 
Fig. 1 Schematic of the T-HERMES-1D test section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단열재 외부는 일정수

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물탱크는 단열재 외

부의 냉각수 수조를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 물

탱크와 보조 물탱크로 구성하였다. 주 물탱크의 
경우 순환하는 이상유동에 의해 수위유지가 어려

우므로 보조 물탱크의 플로우트(float) 밸브와 배수

구를 이용하여 일정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 물탱크에는 수위상태를 육안으로 계측할 
수 있는 투명관 형태의 수위계를 부착하였다. 

단열재에는 원활한 냉각수 자연순환 유동이 형

성되도록 냉각수 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실험장치에서 냉각수 유입구는 유로의 
하부에 유동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된 오리피스

(orifice)로 모의하였다. 즉, 두께 8mm 의 오리피스

의 직경을 16.0, 20.0, 28.3, 36.6, 49.1, 67.4mm 로 변

화시켜 가며 냉각수 유입구의 면적을 조절하였다. 
배출구는 유로의 상부에 단열재 모의 벽면에 사각

형 형태의 구멍을 뚫어 모의하였다. 배출구의 크

기는 43.6× 81.8mm, 21.8×81.8mm 의 두 가지 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배출구 중앙의 
위치는 유입구로부터 3.384m 로 동일하다. 

본 공기주입 실험은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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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열을 직접 모의하지 않고, 등가의 공기를 원
자로 용기 외벽에 주입함으로써 자연순환 유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Fig. 1 과 같
이 주 실험부의 원자로 용기 하부 벽면에 해당하

는 부분에 총 7 개의 공기주입구를 설치하였다. 공
기주입량은 냉각수가 포화온도라는 조건과 누설되

는 열속이 없다는 가정 하에 결정하였다. 본 실험

에서 측정인자는 물의 순환 유동량, 공기 주입량, 
유로 내 압력분포, 기포율 분포, 냉각수 온도, 이
상유동 수위 등이다.  

3. RELAP5 전산코드 개요 및 입력모델 

본 연구에서는 T-HERMES-1D 실험장치에서 공기

와 물의 1 차원 이상 자연순환 유동에 대하여 
RELAP5/MOD3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모의하였다. 
RELAP5 전산코드는 미국 USNRC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후원하에 미국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이 원전의 사고해석을 위하여 개발한 
최적평가용 전산코드이다. 이 전산코드는 일차원 
이상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분리하여 총 6 개의 지배방정식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풀이한다.  

Fig. 2 는 T-HERMES-1D 실험장치를 모의하기 
위한 RELAP5/MOD3 입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RELAP5 input model for APR 1400.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LAP5 입력모델은 
실험에서 증기 생성을 모의하는 공기 주입구를 7
개의 Time Dependent Junction 으로 모의하는 등 Fig. 
1 의 실험장치의 모든 부분을 모의하였다.  

RELAP5/MOD3 계산의 초기조건은 초기 유동이 
0 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해석은 초기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 주입구로 공기를 주입

하면서 실험 loop에 형성되는 냉각수인 물의 순환

유동과 열수력 상태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

하였다. 본 민감도 해석에서 공기 주입량은 실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증기 생성량의 5-100 %, 냉
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02 – 0.00357 m2, 냉각수 
출구 면적은 0.001 - 0.00357 m2, 냉각수 배출구 위
치는 상부와 하부, 냉각수 수위는 정상적인 수위

에서 하부 1.0 m까지 모의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 3 은 시간증가에 따라 냉각수인 물의 순환

량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공기주입량은 전체 증기

생성량의 30 %,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수 배출구 위치는 0.00357 m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수 자
연순환 유량을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이상 자연순환 유동이 정상상태도 도달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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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P5/MOD3 results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the time increases. 

 
 

Fig. 4 는 공기주입량 증가시 냉각수 순환량 변
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결과와 T-HER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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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

에서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수 배
출구 면적은 0.00357 m2이다. 실험에서는 공기주입 
장치의 한계 때문에 전체 증기 생성량의 약 50 %
까지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
여 주고 있다. 공기 주입량이 전체 증기생성량의 
약 50%까지는 공기 주입량 증가가 냉각수 순환량

을 증가하게 하였으나 50 % 이후는 오히려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이 순환량이 감소한 이유는 공기 
증가로 기포분율이 상승하여 냉각수 자연순환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Comparison of the RELAP5/MOD3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the air injection rate increases. 
 
 

Fig. 5 는 공기주입량이 증가할 때 실험장치 높
이에 따른 국소압력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 m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국소 압력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공기 주입량 변화는 국소압력 변
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은 공기주입량이 증가할 때 실험장치 높이

에 따른 기포분율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
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냉각수 주
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수 배출구 위치는 
0.00357 m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에서는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기포

분율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를 지나면 높이 증가에 따라 
기포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량을 증가시키면 기포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RELAP5/MOD3 results on the local pressure as 
a function of the air injection mass flow rate. 

 
 

 
 

Fig. 6 Figure 6 RELAP5/MOD3 results on the void 
fraction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air the 

injection mass flow rate. 
 

 

   
 

Fig. 7 은 냉각수 주입구 면적을 증가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

결과와 T-HERMES-1D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

발생량의 30 %,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 m2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냉각수 
주입구 면적을 크게 할수록 냉각수 순환유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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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구 면
적이 0.001 m2까지는 냉각수 주입구 면적이 증가

될수록 냉각수 순환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 이후는 냉각수 주입구 면적이 증가하

여도 냉각수 순환량 증가가 크지 않았다.  

 
 

 
 

Fig. 7 Comparison of the RELAP5/MOD3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a function of the inlet area. 

 
 
 

Fig. 8 은 냉각수 배출구 면적을 증가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

결과와 T-HERMES-1D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

발생량의 30 %,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1052 m2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냉각수 주입구 면적과는 달리 냉각

수 순환유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9 는 냉각수 배출구 위치를 변화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

결과와 T-HERMES-1D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

발생량의 30 %,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 m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 배출구 위치는 하부로 하
면 냉각수 순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8 Comparison of the RELAP5/MOD3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s a function of the outlet area 

 
 

 
 
 

Fig. 9 Water outlet position effect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at a large inlet area. 

 
 

   
 

Fig. 10 은 냉각수 수위를 변화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MOD3 계산결과와 
T-HERMES-1D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
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발생량

의 30 %, 냉각수 주입구 면적은 0.00357 m2, 냉각

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 m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 수위 변화는 냉각수 순환량 변
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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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ater level effect on the water circulation mass 

flow rate. 
 
 

5. 결론 

RELAP5/MOD3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T-
HERMES-1D 실험의 공기와 물의 1 차원 이상 자

연순환 유동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RELAP5/MOD3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량이 전체 증기

생성량의 약 50%까지는 공기 주입량 증가가 냉각

수 순환량을 증가하게 하였으나 50 % 이후는 공

기 증가로 기포분율이 상승하여 냉각수 자연순환

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냉각수 순환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부위 높이가 상승함

에 따라 국소 압력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 주입량 변화는 국소압력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에서는 높이가 상승함에 따

라 기포분율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를 지나면 높이 증가에 따라 

기포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량을 증가시키면 기포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 주입구 면적을 크게 할수록 냉각수 순환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구 면적이 0.001 m2까지는 냉각수 주입구 면
적이 증가될수록 냉각수 순환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이후는 냉각수 순환량 증가

가 냉각수 순환량이 크게 나타났다. 냉각수 배출

구 위치를 하부로 이동하면 냉각수 순환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 출구 면적 변화와 

냉각수 수위 변화는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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