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4138/2010                            

 

 

 

37-핵연료봉다발의 수치계산을 위한 선행연구 
 

The Preliminary Study for Numerical Computation of 

37 Rod Bundle in CANDU Reactor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기술보고서 



 

i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년도“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 개발”과제의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9. 30 

 

 

 

                                             

 

 

 

                                          주  저  자    :  전 유 미 

 

                                          공  저  자    :  박 주 환 

 

 

 

 

 

 



 

ii 

 

요  약  문 

 

 
CANDU 6 (CANada Deuterium Uranium) 형태의 연료봉다발은 37 개의 연료봉(Fuel 

Rod) 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며, 양 끝 단에 2개의 Endplate 와 연료봉 Side 부분에 

위치해 있는 Spacer Pads 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게다가 Bearing Pads 는 압력관과 

연료다발 사이에 맞닿아 있는 공간의 절감을 목적으로 연료봉의 가장 바깥부분에 각각 

장착되어있다. 비록 현 연구과정에서 CFD 를 사용하는 방법은 연료 채널 내부의 

열수력적 현상을 계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봉의 세부적인 형상을 

반영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수의 Mesh 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 결과 및 

메모리의 용량으로는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연구에서는 Bearing Pads 와 Spacers 

는 고려하지 않고 매끄러운 채널에서 수치적 계산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연료봉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채널에서 압력강하와 열 변화율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봉다발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위한 새로운 계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간단한 형상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보고 계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각 

채널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CANDU 연료 채널의 완전한 형상 및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표면이 매끄러운 단일 봉에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 봉의 Solid 영역의 열 전도 영향에 

의해 국부적인 온도의 차이는 약간 보이는 반면에 평균 온도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였다. 

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 목표인 37-핵연료봉다발의 전체 형상을 계산에 적용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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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typical CANDU 6 fuel bundle consists of 37 fuel rods supported by two endplates and 

separated by spacer pads at various locations. In addition, the bearing pads are brazed to each outer 

fuel rod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contact area between the fuel bundle and the pressure tube. 

Although the recent progress of CFD methods has provided opportunities for computing the 

thermal-hydraulic phenomena inside of a fuel channel, it is yet impossible to reflect numerical 

computations on the detailed shape of rod bundle due to challenges with computing mesh and 

memory capacity. Hence,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a numerical computation for smooth 

channels without considering spacers and bearing pads. But, it is well known that these components 

are an important factor to predict the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rate in a channel. In this study, 

the new computational method is proposed to solve complex geometry such as a fuel rod bundle. 

Before apply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37 rod bundle, the validity and the accuracy of the 

method are tested by applying the method to simple geometry. The split channel method has been 

proposed with the aim of computing the fully shaped CANDU fuel channel with detailed components. 

The validity was tested by applying the method to the single channel problem. The average 

temperature have similar values for the considered two methods, while the local temperature shows a 

slight difference by the effect of conduction heat transfer in the solid region of a rod. Based on the 

present result, the calculation for the fully shaped 37-rod bundle is scheduled for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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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CANDU 6 (CANada Deuterium Uranium) 형태의 연료봉다발은 37 개의 연료봉(Fuel Rod) 

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며, 양 끝 단에 2 개의 Endplate 와 연료봉 Side 부분에 위치해 

있는 Spacer Pads 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게다가 Bearing Pads 는 압력관과 연료다발 

사이에 맞닿아 있는 공간의 절감을 목적으로 연료봉의 가장 바깥부분에 각각 

장착되어있다. 비록 현 연구과정[1, 2]에서 CFD 를 사용하는 방법은 연료 채널 내부의 

열수력적 현상을 계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봉의 세부적인 형상을 

반영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수의 Mesh 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 결과 및 

메모리의 용량으로는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연구에서는 Bearing Pads 와 Spacers 

는 고려하지 않고 매끄러운 채널에서 수치적 계산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연료봉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채널에서 압력강하와 열 변화율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봉다발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위한 새로운 계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간단한 형상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보고 계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각 

채널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CANDU 연료 채널의 완전한 형상 및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37-핵연료다발의 각 채널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먼저 복잡한 형상을 배제한 

매끄러운 단일 봉에 적용해 보았다. 

 

 

 

그림 1.1 CANDU 6 형태의 핵연료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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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FX 의 수치해석기법 

 

제 1 절 CFD 의 특징 

 

컴퓨터 성능의 놀라운 향상과 수치해석 기법들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과거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유동해석인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은 저마다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이전에는 

실험의 보조수단으로서 역할만을 담당했으나 CFD 기술이 점점 발달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 2.1 과 같이 해석 가능한 물리적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연구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인정받고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용 코드가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적합한 상용코드를 선택하기 

위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용 CFD 코드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그림 2.1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NSYS CFX Code 

 

과거 CFD 기법을 활용하여 열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CFD 자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FORTRAN 이나 C 등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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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직접 코드를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 자체에 대한 많은 이해를 요구하였다. 이는 

CFD 가 널리 이용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20 년 전부터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용 CFD 코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CFD의 활용은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다. 

이제는 항공, 조선 및 자동차 분야, 발전 설비, 유체기계, HVAC, 해양 및 기상, 

환경분야는 물론 생체역학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미 Fluent, STAR-CD, 

CFD-ACE 등 대표적인 CFD 코드들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범용 열유체 해석용 CFD 

코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특징과 고유의 사용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Fluent 

 

FLUENT는 비압축성(low subsonic)에서 압축성(supersonic and hypersonic) 및 

천음속(transonic) 유동 등 유동의 전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CFD 전용 Solver 이다.  

FLUENT는 수렴가속화를 위한 Multigrid 방법과 연계된 여러 가지 형태의 Solver option을 

제공하며, 또한 여러 유속 영역에서 최적의 해석 효율과 정확도를 보장한다. 

FLUENT는 완벽한 격자 유연성(mesh flexibility)과 솔루션에 기반한 적응 격자(mesh 

adaption)기법과 연계한 다양한 수치해석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층류 및 난류 유동, 여러 

형태의 열전달 문제, 화학반응 문제, 다상유동 문제 등 다양한 물리적ㆍ화학적 현상들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2 FLUENT 의 다양한 활용 

 

가. 일반적인 열 유동 해석 기능 (General Modeling Capabilities) 

 

● 2차원 및 3차원 유동, 2차원 축대칭 및 축대칭 선회 유동  

● 다양한 형태의 비정렬 격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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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le and quadrilateral elements for 2D; tetrahedral, hexahedral, polyhedral, prism, and pyramid 

elements for 3D)  

● 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 유동  

● 모든 유속 영역 (low subsonic, transonic, supersonic, and hypersonic flows)  

● 점성 및 비점성 유동, 난류 유동  

● 뉴톤 유동 , 비 뉴톤 유동  

● 모든 형태의 난류 모델 (k-ε, k-ω, RSM, DES, LES 등)  

● 다양한 열전달 해석  

(자연대류, 강제 대류, 유체/고체 복합 열전달, 복사 열전달, 태양열 부하를 포함한 

열전달)  

● 화학반응 문제 

(균일 및 불균일 연소모델, 표면 퇴적/반응 모델을 포함하는 혼합 및 반응모델)  

● 자유표면 및 다상유동 문제 (열전달 및 화학반응 포함)  

● 분산상(입자, 액적 및 기포 등)에 대한 라그랑지 궤적 계산(스프레이 및 벽면 필름 

모델 포함)  

● 상 변화 (용융 및 응고 해석 모델, 캐비테이션 모델, 습증기 모델)  

 

 

 

그림 2.3 일반적인 열 해석 기능  

 

● 다공매체 모델 (비등방성 투과도, 내부저항도, 고체 열전도와 틈새속도의 계산 기능)  

● 럼프드 파라메터 모델 (팬, 라디에이터, 열교환기)  

● 변동 격자 기법 (Moving and Deforming Mesh)  

● 관성(stationary) 및 비관성 (rotating or accelerating) 좌표계  

● 다중 기준좌표계(MRF)와 미끄러짐 격자(sliding mesh) 옵션  

● 동익(rotor)과 정익(stator)의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혼합면(mixing plane) 모델  

● 동력 소음 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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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운동량, 열, 화학종 등의 생성항  

● 다양한 재료의 물성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GT Power와 WAVE 프로그램과의 다이나믹 커플링  

● 다양한 전용 모델 (연료전지, 전자기유체역학, 개체 수 평형, 연속 섬유 모델 등)  

●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한 넓은 사용자 최적화 능력   

 

나. 격자 활용 능력 (Mesh Capabilities)  

   

 

 

그림 2.4 FLUENT 의 격자활용 능력 

 

삼각형, 사각형, 사면체, 육면체, 다면체, 프리즘, 피라미드 및 혼합형 격자 사용 

유체/고체 영역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비등각(Non-conformal) 격자의 인터페이스 제공 

해석 변수 또는 관련 변수(y+, wall proximity 등)에 기반한 적응 격자 기법 

 

   : Conformal adaption on triangular and tetrahedral meshes 

   : Hanging node adaption for all element types  

   : Automatic interpolation of solution after mesh refinement  

   : Dynamic hanging node adaption at user-specified intervals  

   : Geometry-based adaption  

 

● 격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구 

● 생성된 격자를 적절히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 Scaling, translation, rotation, merging, fusion, and separation  

   : Deletion, deactivation/reactivation, replacement and appending of cel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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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격자 생성 유틸리티 

● 격자와 격자간 데이터 보간 기능  

 

다. 수치해석기법 (Numerical Method) 

 

● Three solver options : pressure-based implicit, density-based implicit and density-based explicit; 

                    : Finite-volume method based on fully unstructured meshes 

                    : Adaptive time stepping option for implicit schemes 

                    : Dynamic memory allocation 

                    : Single and double precision executables 

● Pressure-based solver : Pressure-based segregated solution algorithms including SIMPLE,  

SIMPLEC, and PISO 

                     : Pressure-based coupled solution algorithm 

                     : Multiple choices for discretization schemes for convection terms including 

first-order upwind, power-law, second-order upwind, QUICK, MUSCL, 

central differencing (for LES), and bounded central differencing (for LES) 

                     : First-order and second-order implicit time discretization schemes 

                     : Multiple choices for pressure interpolation schemes including standard,  

PRESTO, linear, second-order, and body-force weighted interpolations 

                     : Implicit treatment of body forces 

                     : Algebraic multigrid (AMG) linear equation solver with V, W, F, and flex 

cycles, and Gauss-Seidel relaxation method 

                     : Non-iterative transient solution options 

● Density-based solvers 

                     : Preconditioning for incompressible and mixed regime flows 

                     : Coupled solution for all mean flow qualities 

                     : Decoupled (segregated) solution of turbulence, radiation, and user-defined 

scalar transport equations 

                     : Multiple choices for discretization schemes including first-order upwind,  

second-order upwind, MUSCL, and low diffusion flux second order 

scheme (for LES) 

                     : First-order and second-order implicit time discretization schemes 

                     : Explicit solver 

                     : Multi -stage (Runge-Kutta) time-stepping algorithm 

                     : Full approximation scheme (FAS) Multigrid, local time stepp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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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residual smoothing convergence acceleration 

                     : Explicit global time-stepping option for time-accurate solutions 

                     : Implicit solver 

                     : Full Newton-type linearization of all fluxes and source terms 

                     : Algebraic multigrid (AMG) block matrix linear equation solver with V  

and F cycles; Gauss-Seidel relaxation method  

 

 

 

그림 2.5 수치해석 기법 

 

라. 난류 모델링 (Turbulence Modeling)   

   

● Multiple choices for k-ε models including standard, realizable, and RNG models 

   : Submodels in k-ε models for buoyancy and compressibility effects 

   : RNG submodels for swirl, low Reynolds number effects (differential viscosity), and analytical  

formula for turbulent  

● Prandtl/Schmidt numbers for k, ε, energy, and species 

● K-ω turbulence models, with shear correction and transitional flow options 

● Full Reynolds stress model (RSM) including wall-reflection model and linear or quadratic  

pressure-strain model 

● Spalart-Allmaras one-equation (eddy-viscosity transport) model 

● Detached eddy simulation (DES) 

● Large eddy simulation (LES) 

   : Subgrid scale stress models (Smagorinsky-Lilly and W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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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 subgrid scale stress models  

   (dynamic Smagorinsky-Lilly and dynamic kinetic energy transport) 

   : Werner-Wengle wall functions 

● V2F turbulence model (additional purchase required) 

● Near-wall modeling options 

   : Standard wall functions 

   : Non-equilibrium wall functions sensitized to pressure gradient 

   : Enhanced wall treatment model 

● Low Reynolds number k-ε models 

● Artificial triggering of turbulence using user-specified laminar zones for transitional flow  

modeling (fixed transition) 

● Customizability of model constants, turbulent and subgrid scale viscosities, and source terms in 

Turbulence transport equations 

  

 

 

그림 2.6 FLUENT의 난류모델링 

 

마. 열전달 해석 (Heat Transfer)  

   

● Laminar/turbulent forced convection including viscous heating 

● Natural and mixed convection with optional Boussinesq approximation 

● Conjugate (fluid/solid) heat transfer with isotropic/anisotropic conductivity in solids,  

including shell-element conduction and thermal convection in moving solids 

● Coupling with radiation, dispersed phase, and species transport 

  

바. 복사 열전달 모델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ing)  

   

● Discrete ordinates model for participating radiation including scattering, re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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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ular surfaces, non-gray effects and energy coupling for media with high optical thickness 

● Surface-to-surface radiation model for non-participating media  

● Discrete transfer radiation model (DTRM) with participating media  

   : Radiation mesh coarsening option  

● P-1 radiation model with participating/scattering media options 

● Rosseland model 

● Solar load model 

● Gas absorption coefficient dependence on water vapor, carbon dioxide, and particle concentration 

 using WSGG (weighted sum of gray gases) model  

● Radiation heat transfer to particles/droplets (P-1, discrete ordinates model)  

 

 

 

그림 2.7 복사 열전달 모델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ing) 

 

사. 물질전달, 화학반응 및 연소해석  

(Chemical Species Transports, Reaction, and Combustion Modeling)   

   

● Formulation based on multiple species transport equations, including convection, diffusion,  

and reaction source terms with multicomponent diffusion and thermal (Soret) diffusion modeling 

● Generalized finite rate chemistry for N reactions (forward/backward) with: 

   : Arrhenius model  

   : Combined Arrhenius/eddy-breakup model  

   : Eddy dissipation concept (EDC) model 

   : Laminar stiff chemistry solver 

● Composition PDF transport combustion model 

● In-situ adaptive tabulation (ISAT) 

● Conserved scalar PDF (one or two mixture fractions) based formulation for diffusion-controlled 

● reactions using: 

   : Chemical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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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minar flamelet model  

   : Unsteady-laminar flamelet model  

● Turbulent premixed combustion model based on turbulent flame speed closure model 

● Partially premixed turbulent combustion model  

● Subgrid scale combustion models for large eddy simulations (LES)  

● Combustion submodels for coal, liquid, gas and mixed fuel types  

● Pollutant models 

   : NOx (including submodels for SNCR) 

   : Soot 

   : SOx 

● Autoignition and spark ignition models  

● Multi-step surface reactions with multiple sites and site species 

   : Surface site balance and desorption of gas species from surface  

   : Surface reactions in porous media  

● Built-in database for equilibrium data, thermodynamic properties, standard reaction mechanisms, 

and mixture composition in gaseous, coal, and liquid fuel systems  

● User-defined access to reaction rates and source/sink terms  

● Import of reaction mechanisms in Chemkin format  

  

 

 

그림 2.8 물질전달, 화학반응 및 연소해석 

(Chemical Species Transports, Reaction, and Combustion Modeling) 

 

아. 분산상 해석 모델 (Lagrangian Dispersed Phase Modeling)  

   

● Trajectory calculation for particles/droplets/bubbles in steady and unsteady flows 

   : Error-controlled adaption of the integration time-step 

   : Automated tracking scheme selection 

● Momentum, heat, and mass transfer coupling with fluid (continuous) phase 



 

11 

 

   : Two-way turbulence coupling option 

● Particle force balance includes added mass and pressure gradient forces with options for 

 thermophoretic, Saffman lift, and Brownian forces 

● Multiple choice of built-in drag laws for spherical and non-spherical particles and high Mach 

number effects 

● Liquid spray models 

   : Suite of primary atomization models 

   : Spray break-up models 

   : Droplet collision and coalescence models 

   : Distortion drag model 

 

 

 

그림 2.9 분산상 해석 모델 (Lagrangian Dispersed Phase Modeling) 

 

● Wall film model 

● Multiple choice of injection types (single, group, cone, surface, user-specified file) 

   : Particle size distribution through linear distribution or Rosin-Rammler equation 

● Multiple choice of boundary conditions for particles, including spray-wall interaction model, 

reflection with constant or impact angle-dependent coefficient of restitution, trap and escape 

● Wall erosion model 

● Turbulent dispersion via discrete random-walk model 

● Optional particle-cloud model based on a Gaussian PDF of particle position 

● Heat transfer between fluid and dispersed phase, including convection and radiation effects 

● Mass transfer between liquid droplets or devolatilizing particles and the gas phase, including  

multicomponent particles and droplets 

● Evaporation and boiling of liquid droplets 

● Drying of wet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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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l combustion submodels for devolatilization, swelling, and char burnout  

● Heterogeneous surface reactions between solid particles and fluid phase (kinetic and/or diffusion 

limited rates)  

● Residence time reporting, detailed trajectory reporting, particle erosion/accretion monitoring, coal 

particle diagnostics, heat and mass transfer summaries, and particle dispersion display 

● Particle/droplet database with properties of standard solid particles and liquid droplets, 

including common liquid fuels and coals 

● Parallelization for shared and distributed memory systems (분산 메모리 공유 병렬 처리)  

  

자. 다상유동 해석 모델 (Multiphase Flow Modeling)  

 

 

 

그림 2.10 다상유동 해석 모델 (Multiphase Flow Modeling) 

 

● Volume-of-fluid (VOF) multiphase model 

   : Gas-liquid or liquid-liquid system modeling for N immiscible fluids 

   : Interface tracking, including surface tension and wall adhesion effects 

   : High resolution interface capture (HRIC) scheme option 

   : Compressive Interface Capturing Scheme for Arbitrary Meshes (CICSAM) scheme option 

   : Heat transfer and mass transfer modeling 

   : Species transport and chemical reactions within or between phases 

   : Gas and liquid phase compressibility 

   : Variable time-stepping 

   : Includes custom wall contact angle via user-defined functions 

 

● Eulerian multiphase model  

   : Gas-liquid, gas-solid, liquid-solid, liquid-liquid, and gas-liquid-solid systems for N fluids 

   : Heat transfer and mass transfer modeling 

   : Species transport and chemical reactions within or between phases 

   : Gas and liquid phase compr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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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pled momentum solver 

   : Includes virtual mass force, multiple choices for drag and lift laws, and custom laws via 

user-defined functions 

   : Multiple closure schemes for k-epsilon and RSM turbulence models 

   : Source terms for individual volume fraction equations; customizable via user-defined functions 

● Mixture multiphase model 

   : N-phases 

   : Heat transfer modeling 

   : Species transport and chemical reactions within or between phases 

   : Customizable slip velocity and particle diameter 

   : Source terms for individual volume fraction equations; customizable via user-defined functions 

● Granular phase model with multiple (N) solid particle phases  

   : Available with Eulerian and mixture multiphase models 

   : Multiple choices for constitutive relationships and properties of granular phase, including custom 

relations via user-defined functions  

   : Johnson and Jackson boundary condition  

● Cavitation model with ability to handle highly cavitating flows  

● Wet steam model 

  

차. 동적 격자 변형 기법 (Dynamic Mesh Modeling)  

 

● Mesh motion and deformation automatically handled by solver 

   : Cell deformation using spring analogy 

   : Dynamic cell layering 

   : Local remeshing 

   : 2.5D remeshing 

● Automatic refinement/coarsening capability using sizing functions 

● Compatible with all other physical models including multiphase and reacting flows 

● In-cylinder mesh motion options and crevice/blowby model  

● Mesh motion preview  

● Six-degrees-of freedom (6DOF) solver   

 

카. 공력 소음 해석 (Acoustic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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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owcs-Williams & Hawkings (FW-H) acoustics analogy 

   : Multiple receiver and source selection  

   : Support for rotating surfaces  

● Broadband noise source models for estimating acoustic sources from steady-state simulations 

   : Semi-empirical correlations for acoustic source power 

   : Source term estimation for Lilly and Linearized Euler equations based on synthesized turbulent 

velocity field 

● Specialized post-processing, including discrete Fourier transform (FFT)  

● Export of acoustic source data to LMS-SYSNOISE 

 

 

 

그림 2.11 공력 소음 해석 (Acoustics Modeling) 

 

타. 전문화 모듈들 (Add-On Modules) 

 

 

그림 2.12 전문화 모듈들 (Add-On Modules) 

 

● Continuous fiber module 

● Fuel cell module  

: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 Solid-oxide fuel cells (SOFC) 

● Magnetotydrodynamics (MHD) module 

● Population balanc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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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이 외의 FLUENT 활용 및 적용사례 

 

(1) 항공 (Aerospace) 

 

 

 

그림 2.13 항공분야에 활용되는 FLUENT 

 

(2) 자동차 (Automotive) 

 

 

 

그림 2.14 자동차분야에 활용되는 FLUENT 

 

(3) 조선 (Shipbuilding) 

 

 

 

그림 2.15 조선분야에 활용되는 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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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공 (Chemical process) 

 

 

 

그림 2.16 화공분야에 쓰이는 FLUENT 

 

(5) 건물공조 (HVAC & R) 

 

 

 

그림 2.17 건물공조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FLUENT 

 

(6) 전자 및 반도체 (Electronics & Semiconductor) 

 

 

 

그림 2.18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되는 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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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R-CD 

 

가. STAR-CD, Advanced CFD solver  

 

STAR-CD 는 복잡한 비정렬 격자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산업용 CFD 

Code 로서 현재 검증된 상용 Code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치 해석 도구 중의 하나이다. 

STAR-CD 는 공학적 설계 및 개발 Cycle 에서 요구되는 계산속도, 효율, 해의 정확성을 

제공한다. STAR-CD 는 정상 및 비정상 상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의 독자적인 수치 기법을 사용하며, STAR-CD 를 뒤틀린 

사면체 격자를 포함하여 격자의 형식과 질에 가장 민감하지 않은 Code로 만든다. 

놀랍게도, 이것은 효율 또는 해의 정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격자의 선택 또는 공학적인 적용이 무엇이건 간에 STAR-CD 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거의 어떤 격자 구조/또는 Cell 형식이라도 

받아 들이는 STAR-CD 는 Adaptive 격자를 이상적으로 만든다. GUI 를 기본으로 한 

도구들은 격자를 Adapt 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Solution 변수들뿐만 

아니라 독특하게도 실제의 수치 Error 에도 근거한다. 이것은 Cell 의 Refinement 가 가장 

필요한 구역에서의 Refinement 와 함께 모델의 최적화를 하도록 한다. 

 

 

 

그림 2.19 STAR-CD 의 향상된 CFD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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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AR-CD Pre & Post processing   

 

(1) Graphical User Interface 

 

STAR-CD 는 설치, 자동 격자생성, 해석 수행 및 결과 후처리를 위한 가장 진보된 

CFD Tool을 제공하는 Pre/Post-processing 환경을 가진 Graphic User Interface(GUI)인 

pro-STAR와 완전히 통합되어있다. GUI 환경은 Process 중심적이며 매우 직관적이고 

익히고 사용하기 쉽다. STAR-CD의 High-Level Interactive system은 다음과 같은 모델의 

제작 과정으로 진행된다. 

 

* Creating / importing, checking and „fixing‟ the grid 

* Specifying boundary locations 

* Selecting thermo-physical models, properties and boundary conditions 

* Setting up solution controls 

* Monitoring and steering the calculations 

 

해석이 종료된 후 GUI System은 다양한 Pre/Post Processing 능력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Animation, Particle Tracking, Data graph 및 광범위한 Raster 및 Vector style Plot이 

포함된다. Pre/post-processing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 More flexible tabular input for transient runs 

* Enhanced GL based visualization 

* New lightweight 3-D interactive viewer  

 

(2) CAD Readers 

 

CD-adapco는 모든 CAD 환경 및 CAE Workflow 내에서 STAR-CD가 잘 적용된다. 

따라서 STAR-CD는 모든 Major CAD System과 일반적인 표준 포맷의 형상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의 일반적인 표준 형식을 지원한다. 

 

* IGES 

* STL (Stereolithography) 

* STEP AP203 ISO standard 

* Parasolid 

* VD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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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rface Cleaning and Meshing 

 

CAD Model을 불러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CAD Data는 종종 CAD System에 

적합한 형상 정의를 포함하지만, 격자 생성 작업을 하기 전에 수정 혹은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Surface Preparation은 불필요한 형상 정보를 제거하고 자동적으로 

Small Surface Gap을 닫으며, Surface를 연결하는 STAR-CD 내의 Module을 포함한다. 결국 

이것은 Surface 및 Volume Meshing에 필요한 Closed Envelope를 생성한다. 

 

(4) Surface Wrapping 

 

STAR-CD에서 가능한 이 유일한 격자 생성법은 초기에 Hole을 닫고 Surface를 

연결하며 내부 및 Overlapping된 Surface를 제거하는 등의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해 빠르고 자동적으로 “Shrink-wrapped” 된 복잡하고 거대한 CAD 모델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External Aerodynamics, Underhood, Passenger Compartment 혹은 

CAD 모델이 크고 다른 CAD System에 의해 생성된 모델에서의 일반적인 Thermal 

Management Application (비행기 엔진실 등)에 응용된다. 주된 문제는 전체적인 격자생성 

시간이다. 유체에 의해 접촉된 면에서의Wrapping Solution은 Volume Meshing을 위한 

Triangle 혹은 Quadrangle 형태의 완전히 닫힌 Surface Mesh를 생성한다. 

 

다. STAR-CD Solver 

 

 

STAR-CD의 Solver는 복잡한 비 정렬격자들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정도를 가진 

산업용 CFD 코드에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수치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것은 

Engineering Design 및 Development Cycle에 의해 요구되는 속도, 효율성 및 강력함을 

제공한다. 이 Solver는 정상 및 비정상 시뮬레이션에서 최고 수준의 독점적인 Numerical 

Scheme을 사용하며, 이는 Distorted Tetrahedral Mesh를 포함하여 Mesh의 종류 및 질에 

가장 덜 민감한 Solver를 만들어준다. 또한 이는 효율 혹은 Robustness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달성된다. 그래서 어떠한 격자 혹은 공학적인 상황에서도 STAR Solver는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해답을 제시해준다. 비정상유동에서의 빠른 CPU 효율은 STAR-CD의 

특징이다. 거의 어떤 격자구조나 Cell 형상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STAR-CD의 

유연성은 이를 Adaptive Meshing에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다. GUI-Based Tool은 Solution 

Variable뿐만 아니라 실제의 수치적 에러에 근거하여 격자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의 Cell의 재정렬을 포함한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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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허용한다. 

Parallelized Algebraic Multigrid Option과 Computational Continuum Mechanics (CCM)을 

포함한 동일한 Pre/post-Processing 환경 내에서 Comet, STAR CCM과 STAR-CCM+와 같은 

대체 Solver를 사용 가능하다. 새로운 CCM Solver는 Arbitrary Polyhedral Mesh에서의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객체지향적 구조, 향상된 Multiphysics, 최고 수준의 Coupled 

Solver Technology 등을 STAR-CD와 공유한다. 

 

        

 

그림 2.20 STAR-CD Solver 의 다양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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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격자 구성 

 

 

 

그림 2.21 CFX 의 격자 구성 

 

이미 CFX 는 FEM 기법의 복잡한 형상을 처리 할 수 있는 장점과 질량 및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FVM 기법의 장점을 갖는 일종의 Hybrid 방식인 Element- Based 

Finite Volume Method 을 제공한다. 그림 2.21 에서 실선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ell (격자)이다. CFX 는 Cell Centered 방식이 아닌 Vertex Centered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Node based 방식이라고 한다. 그림 2.21 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Cell 을 

다시 나누어 점선으로 표시 된 Sub-element 를 구성하며, 제어체적은 그림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과 같이 Node 를 둘러싼 Sub-element 들의 합으로 구송되며 Hexa, Tetra, Wedge, 

Pyramid 등 모든 형태의 Element 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변수 값과 유체의 

물성치는 Node 에 저장된다.  

CFX 에서 대류항(Advection term)에 대한 이산화는 기본적으로 2 차 정확도를 갖는 

“High Resolution”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2 차 정확도를 갖는 일종의 Upwind scheme 

이다. 0 에서 1 까지 값을 조절할 수 있는 Blending function 을 사용하여 수치 확산성을 

조절 할 수 있으며 그 값이 0 이면 1 차 정확도를 갖는 Upwind scheme 이 되며, 1 에 

가까워 질수록 2 차 정확도를 갖게 된다.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알고리즘에 근간한 

Segregated Solver 는 각 변수들 ( P,w,v,u )에 대한 방정식들을 순차적으로 풀지만, CFX 의 

Pressured-Based Coupled Solvers 는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행렬로 한꺼번에 계산한다. CFX 

외에도 개발되어 사용되는 Coupled Solver 들이 있는데, 이들은 Euler 방정식 해법을 

발전시킨 방법들로 Density-Based 방법이라 불리며 압축성 유동에 최적화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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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상용 CFD 코드들은 비 압축성 유동해석에는 Segregated Solver 를, 

압축성 유동해석에는 Density-Based Coupled Solver 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CFX 의 Pressure-Based Coupled Solver 는 이론적으로 모든 Mesh 수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성 및 비 압축성에 관계없이 하나의 Solver 로 해석이 가능하다.  

CFX 의 Coupled Solver 는 주어진 Time Step 에서 Fully Implicit 한 이산화 방정식을 

사용하여 풀기 때문에 Guess & Correction 과정이 없고 주어진 Time step 에서 정상해를 

얻는 형태의 계산을 하므로 반복 계산 횟수가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풀기 때문에 1 회 반복계산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더 

큰 계산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정상상태 문제에서는 주어진 Time Step 값이 Segregated 

Solver 의 완화계수와 같은 역할을 하여 수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1. 상류도식 (Upwind Scheme) 

 

 

 

그림 2.22 Tank 와 Tube 모델 

 

상류도식(Upwind Scheme)은 상류 차분 도식(Upwind–Difference Scheme), 상류형 차분 

도식(Upstream–Difference Scheme), 또는 증여셀 방법(Donor-Cell Method)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Courant, Isaacson 과 Rees (1952)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후 

Gentry, Martin 과 Daly (1966), Barakat 와 Clark (1966), Runchal 과 Wolfshtein (1969)에 의해 

재 창안되었다. 예비적인 공식화에서 단점은 경계에서의 대류량 e 가 E 와 P 의 

평균이라는 가정에 있었으므로, 상류도식의 도입은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해 준다. 

확산항의 공식화는 원래 그대로 두고, 대류항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부터 계산된다.  

경계면에서의   값은 면의 상류 쪽 격자점에서의   값과 같다. 다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Fe   이면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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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Ee    

 

w 의 값도 유사하게 정의 될 수 있다.  

조건식은 새로운 연산기호 *를 정의 할 때 더욱 간결하게 될 수 있다. A 와 B 중에 

큰 값을 나타내기 위하여 B,A  를 정의하자. 따라서, 상류도식은             다음과 

같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연산 기호 B,A 는 포트란 언어에서 AMAX1(A,B) 와 같다. 

 

0,F0,FF eEePeE    

 

식이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대치되면 이산화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WWEEPP aaa    

 

여기서 각 계수는 다음과 같다. 

 

    0,FDa eeE   

0,FDa WWW   

0,FD0,FDa WWeeP   

   )FF(aa WeWE   

 

식을 보면 음의 계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해는 항상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될 것이며, Scarborough 의 판정조건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상류도식은 간혹 „탱크와 튜브‟ 모델 (Gosman, Pun, Runchal, Spalding 과 Wolfshtein, 

1969) 에 기초를 둔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2.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어체적들은 짧은 관에 의하여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교반 탱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을 통과하는 유동은 대류를 나타내고, 반면에 관 

벽을 통한 전도는 확산을 나타낸다. 탱크 내부는 교반되어 있으므로, 각 탱크는 균일한 

온도의 유체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연결관을 통하여 흐르는 유체는 상류 쪽 

탱크에서의 온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보통 관내의 유체는 그 관의 하류 

족의 탱크에 관해서는 무관하며, 유체가 들어오는 쪽의 탱크에 관한 이력(Legacy)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상류도식의 요점이다.[4] 



 

24 

 

제 3 장 ICEM CFD 를 이용한 GRID 생성 

 

격자생성 전용소프트웨어인 ANSYS ICEM CFD는 모든 CAE Simulation을 위한 형상 

모델링 및 Mesh 생성작업이 가능하며, 최적화된 Mesh는 100여 종류 이상의 다양한 CAE 

Solver (FEA, CFD, 기타 CAE 해석 Solver) 들의 입력파일을 생성하여준다. 

ANSYS ICEM CFD는 다양한 종류의 Mesh, Geometry, Solver, Application에 모두 적용 

가능한 표준화용 Pre-Processor 이다. [5] 아래 그림들은 ICEM CFD 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단일봉 모델에 적용하였다.  

 

 

 

그림 3.1 ICEM CFD 를 이용한 Surface 격자 생성 

 

  

 

그림 3.2 ICEM CFD 를 이용한 Solid Domain 와 Fluid Domain 격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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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Grid 적용비교 

 

 

 

그림 3.4 단순봉의 Fluid Domain 과 Solid Domain Assembly 

 

 

 

그림 3.5 ICEM CFD 를 이용한 HEXA 격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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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격자 생성을 위한 Part Mesh Setup  

 

 

 

그림 3.7 Meshing 을 하기 위한 각 Node 설정 

 

 

 

그림 3.8 단일봉의 Grid System 개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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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단일봉의 구성 

 

1. 단일봉의 환경 조건 

 

37-핵연료봉 형상의 특성[6]을 반영하기 위해 긴 원통형 튜브 내부에 장착된 가열된 

봉의 주변을 흐르는 채널로 고려한다. 전형적인 형상은 간이화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고, 채널 내부에 흐르는 유체는 0.1 m/s 의 균일한 속도를 유지하고 온도는 25

C
 로 하며 Solid Domain 의 Heat source 는 100,000 W/m 로 한다. 내부 가열에 의해 유도된 

부력의 영향은 Boussinesq 의 근사법에 의해 고려되고 유체의 물질적인 특성과 가열된 

봉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7]  

이러한 조건을 설정한 후, 전산유체유동 계산 코드인 CFX-ver 12.0 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Hexagonal Mesh 는 그림과 같이 ICEM CFD Code 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전체적으로 각 Case 당 512,000 node 로 이루어져 있다.  

수렴 결과는 속도와 온도 사이의 두 연속적인 반복 상태 상대적인 변화가 최대인 

10
-4

 로 떨어지는 지점으로 정하였다. 
 

 

2. 계산 방법 

 

 

 

그림 3.9 계산 방법론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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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CEM CFD 를 이용한 단일봉의 격자 생성을 바탕으로 ANSYS CFX 로 열수력적 

계산을 수행한다. 그 전에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개략도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 3.9 

로 도식화 하였다.  

첫 번째로 Single Channel 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Outlet 으로 추출되는 온도의 분포를 

측정한다. 그리고 Split Channel 1 의 Outlet data 값을 Export 하여 다음 Split Channel 2 의 

Inlet data 에 Import 후, Boundary 값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마지막 

Channel 에서 추출되는 Outlet 의 data 값과 Single Channel 의 값과 비교하여 방법론을 

검증하게 되는 형태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Mesh 개수는 분리된 각 Channel 의 

합과 Single Channel 의 Mesh 개수와 일치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그 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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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NSYS CFX 해석 

 

제 1 절 ANSYS CFX 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37-핵연료봉다발의 수치계산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이러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Analytical Solution 으로 전산유체유동 분석 프로그램인 ANSYS CFX-5.12 

Code 를 사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종 공학분야에서 CFD Code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열 유체 분야는 CFD Code 사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현재까지 CFD Code 의 열 유체 공학 분야에서의 활용분야는 단상의 단일 성분 유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 열 수력 분야는 각종 중요 현상들이 

열 수력 현상에 기초하고 있지만, CFD Code 를 활용하기에는 다루어야 하루 계산 

도메인의 크기, 입력범위의 적절성, 급격한 상 변화 현상의 해석 필요성 등이 심각한 

제약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인허가 Code 또는 BE Code 등은 이러한 

열수력 현상을 간단한 구성 상관방정식 형태로 Modeling 하여 전체 해를 구할 때, Explicit 

한 형태로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계산 대상 공간의 

형상에도 구애 받는 CFD 와는 상당한 개념적인 차이를 보인다. 현재 CFD Code 의 

정밀성을 원자력 열수력 해석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9] 

 

 

 

그림 4.1 ANSYS DesignModeler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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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ANSYS Product 의 장점 

ANSYS Workbench를 통합 환경의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발 및 확장 

: Seamless integration of ANSYS and 3rd-party Applications 

: Application-specific interfaces by ANSYS and its Partners  

 

각 분야의 기술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통합 

: Mechanical, Fluids (CFX and Fluent), ICEM CFD, Icepak 

: Consolidate and unify all CAD, Geometry, and Meshing Tools 

 

기업 CAE Solution의 통합 환경으로서 확장 및 연계 

: CAE Simulation and Process Data Management (SPDM) 

 

각 분야 (CFD, FEA, Explicit, Meshing, etc) 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들을 통합화하여 Multiphysics의 구현이 가능 

: Integrate the CFD Solution Set 

: Evolve the Multiphysics Offering 

: Develop Industry-Specific Solutions in Target Segments 

 

 

실질적인 Simulation Driven Product Development의 구현 

 

 

 

 

그림 4.2 ANSYS 환경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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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산 결과 

 

앞서 작업한 단일봉과 Channel 격자 형상을 그림 4.3 과 4.4 와 같이 ANSYS CFX- Pre 

로 불러들여 각각의 Domain 의 Boundary 에 물성치 값을 입력한다.  

 

 

 

그림 4.3 CFX-Pre 에서 Solid Domain 에 물성치 값 입력 

 

 

 

그림 4.4 CFX-Pre 에서 Fluid Domain 에 물성치 값 입력 

 

채널 내부에 흐르는 유체는 0.1 m/s 의 균일한 속도를 유지하고 온도는 25 C
 로 하며 

Solid Domain 의 Heat source 는 100,000 W/m 로 한다. 내부 가열에 의해 유도된 부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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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Boussinesq 의 근사법에 의해 고려되고 유체의 물질적인 특성과 가열된 봉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4.5 Solver 계산수행 작업 

 

그림 4.5 의 Solver 에서 계산이 완료가 되면 CFX-Post에서 각 각의 Domain 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여 비교해 본다. 필요한 Data 값이 Fluid 의 출구부분의 온도이므로 

Polyline을 이용하여 값을 추출하여 다음 Inlet 값의 Boundary 로 활용한다.   

 

 

 

그림 4.6 CFX-Post 를 이용하여 Outlet 값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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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Data 값의 최대온도, 최소온도, 평균온도 값을 추출하여 Relative difference 값을 

계산하여 아래에 그림 4.7 로 나타내었다.    

  

 

 

그림 4.7 Outlet Data 에서 Relative difference 계산 

 

𝑹𝒆𝒍𝒂𝒕𝒊𝒗𝒆 𝒅𝒊𝒇𝒇𝒆𝒓𝒆𝒏𝒄𝒆 % =  
𝑻𝑺𝒊𝒏𝒈𝒖𝒍𝒂𝒓 𝒓𝒐𝒅 − 𝑻𝑺𝒑𝒍𝒊𝒕 𝒓𝒐𝒅

𝑻𝑺𝒊𝒏𝒈𝒖𝒍𝒂𝒓 𝒓𝒐𝒅
× 𝟏𝟎𝟎     

 

그 결과, 봉의 Solid 영역의 열 전도 영향에 의해 국부적인 온도의 차이는 약간 

보이는 반면에 평균 온도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였다. 특히 중간에 Interface 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추후에 Data 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산 시간과 속도에서 오는 온도분포의 불 균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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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CANDU 6 (CANada Deuterium Uranium) 형태의 연료봉다발은 37 개의 연료봉(Fuel 

Rod) 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며, 양 끝 단에 2개의 Endplate 와 연료봉 Side 부분에 

위치해 있는 Spacer Pads 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게다가 Bearing Pads 는 압력관과 

연료다발 사이에 맞닿아 있는 공간의 절감을 목적으로 연료봉의 가장 바깥부분에 각각 

장착되어있다. 비록 현 연구과정에서 CFD 를 사용하는 방법은 연료 채널 내부의 

열수력적 현상을 계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봉의 세부적인 형상을 

반영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수의 Mesh 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 결과 및 

메모리의 용량으로는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연구에서는 Bearing Pads 와 Spacers 

는 고려하지 않고 매끄러운 채널에서 수치적 계산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연료봉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채널에서 압력강하와 열 변화율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봉다발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위한 새로운 계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간단한 형상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보고 계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봉다발의 각 

채널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CANDU 연료 채널의 완전한 형상 및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표면이 매끄러운 단일 봉에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 봉의 Solid 영역의 열 전도 영향에 

의해 국부적인 온도의 차이는 약간 보이는 반면에 평균 온도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였다. 

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 목표인 37-핵연료봉다발의 전체 형상을 계산에 적용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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