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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료 채널에서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원자로의 운전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핵연료 다발의 압력강하 및 마찰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먼저, 

다발의 압력강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 벽면의 영향과 국부전단 

응력분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연료 다발의 마찰계수의 

확실한 이론적 해결을 위한 국부벽면전단응력분포의 상관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벽면의 영향을 받는 측면 부수로에서 국부전단응력분포는 직경에서 피치까지의 

거리 비(P/D)와 마찬가지로 직경에서 벽면까지 거리 비(W/D)에 의존 한다. P/D 

의 값과 W/D 의 값이 같은 경우에 국부벽면전단응력분포는 P/D 각 값들이 

각도에 따른 위치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된다. 반면에 P/D (Pitch to Diameter ratio) 

와 비교하여 W/D (Wall to Diameter ratio)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P/D 와 

W/D 각 Case를 계산하기 위한 상관식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면 부수로에 위치한 P/D 와 비교하여 값이 다른 W/D 일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P/D 를 의미하는 새로운 식 P*/D 는 P/D 와 W/D 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으로, P/D 와 W/D 값이 같은 

경우의 마찰손실계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예측이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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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for a fuel channel are essential for the design and 

reliable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Over several decades, analytica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predict the friction factor in the fuel bundle flows.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prediction for the pressure drop in a rod bundle, the influences of a channel wall 

and the local shear stress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the correlation 

equation for a local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secure an 

analytical solution for the friction factor of a rod bundle. For a side subchannel, which has 

the influence of the channel wall, the local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is dependent on the 

ratio of wall to diameter (W/D) as well as the ratio of pitch to diameter (P/D). In the case that 

W/D has the same value with P/D, the local shear stress distribution can be simply correlated 

with the function of angular position for each value of P/D. While in the case where W/D has 

a different value than P/D, the correlation equ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each case of P/D 

and W/D.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the generalized correlation equation of the local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was developed for a side subchannel in the case where W/D has 

a different value than P/D. Consequently, the generalized correlation equation of a local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can be represented by the equivalent pitch to diameter ratio, P*/D 

for the case that P/D and W/D had a differ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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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은 대부분 삼각형 또는 사각형 배열의 

연료봉과 냉각수가 흐르는 부수로(Subchannel)로 구성된다. 핵연료다발에 대한 

대부분의 열수력적 분석은 부수로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핵연료다발의 난류 유동 시 압력강하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수로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비 원형 관의 난류 압력강하 예측방법은 

핵연료 다발의 압력강하 예측뿐만 아니라 열 교환기에서의 압력강하 예측 등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핵연료 다발의 난류유동 압력강하 예측과 핵연료다발의 

마찰계수를 구하는 것은 핵연료다발 설계뿐 만 아니라 원자로의 안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다발의 압력강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 벽면의 영향과 국부전단응력분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연료다발의 마찰계수의 확실한 이론적 해결을 위한 국부벽면전단응력분포의 

상관식이 개발 되어야 한다. 벽면의 영향을 받는 측면 부수로에서 국부전단응력 

분포는 직경에서 피치까지의 거리 비(P/D)와 마찬가지로 직경에서 벽면까지 

거리 비(W/D)에 의존한다. P/D 의 값과 W/D 의 값이 같은 경우에 국부벽면 

전단응력분포는 P/D 각 값들이 각도에 따른 위치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된다. 

반면에 P/D 와 비교하여 W/D 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P/D 와 W/D 각 

Case 를 계산하기 위한 상관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면 

부수로에 위치한 P/D 와 비교하여 값이 다른 W/D 일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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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부전단벽면응력 일반상관식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핵연료다발에 대한 압력강하 예측을 위해 많은 

실험 및 이론적인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핵연료다발의 마찰손실 

계수는 핵연료다발의 구조 및 부수로 형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단일 원형 

관에 대한 비 원형 관의 마찰손실계수 비는 레이놀즈 수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원형 관의 압력강하는 Prandtl 의 혼합길이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벽면의 

법칙을 이용하여 유도된 난류 마찰손실계수를 이용하여 예측하여 왔다. 원형 

관의 난류 마찰손실계수에 대해서는 Nikuradse 
[1]

 식이 광범위하게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식이 함축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반복계산으로 구해야 하므로 Blasius 가 제안한 간단한 형태의 압력손실계수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비 원형 관의 마찰손실계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형 관의 

마찰손실계수를 직접 적용 할 수 없으며, 해석 대상 다발에 대한 난류 압력강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실험식을 적용하거나 실험에 바탕을 둔 이론식을 이용하여 

왔다. 핵연료다발 내 부수로를 모사한 단일 비 원형 관의 압력강하에 대한 몇 

몇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Eckert 등 (1960)은 레이놀즈 수 4,300 에서 24,000 

사이의 구간의 조건에서 삼각수로의 압력강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삼각 

수로의 압력강하는 원형 관의 Blasius 식 값보다 약 20 %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unn 및 Daring (1963)은 사각관내 네 개의 봉으로 이루어져있는 형상의 

수로에 대해 모서리, 벽 및 중심 수로 각각의 압력강하를 측정하였으며, 

레이놀즈 수 범위는 200 에서 100,000 사이였다. 
[2]

 이 연구로부터 난류지역 에서의 

측정 마찰손실 값은 원형 관의 마찰계수-레이놀즈 수 관계식에 이용되는 비 

원형 관의 수력직경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층류의 Geometry 

parameter (기하학적 형성인자) 는 난류 마찰손실계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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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관의 난류 마찰손실계수는 레이놀즈 수와 층류 Geometry parameter 를 

이용하여 상관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레이놀즈 수가 104 보다 큰 경우 

구석, 벽 중심 수로에 대한 마찰손실계수 곡선은 Nikuradse 식의 곡선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ifler 등 (1967)은 봉으로 이루어진 삼각 부수로로 이루어진 배열에 대해 

난류 속도분포와 압력손실계수를 찾았으며, 레이놀즈 수 및 봉간 간격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3] 그 결과 봉간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속도 분포가 커지며, 즉 

P/D 가 1 에 가까워짐에 따라 (𝑢𝑚𝑎𝑥 − 𝑢 )/𝑢∗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마찰손실계수 

𝑓 는 레이놀즈 수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결과를 보면 P/D 가 1 일 때, 

마찰손실계수비 𝑓/𝑓𝑐  ( 𝑓𝑐 는 원형 관의 Colebrook 상관식)는 0.58 로 급격히 

감소하고, P/D 가 1.08 일 때 𝑓/𝑓𝑐  가 1 로 나타나고, P/D 가 1.2 일 때 𝑓/𝑓𝑐  는 

1.05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D 가 1.08 보다 적은 경우, 비 원형 관의 

등가 수력직경 개념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P/D 가 1 인 경우 

Subbotin et al.(1961)의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하였다.  

 Rehme (1972) 
[4]는 벌집 모양의 봉다발 배열에 대한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광범위한 P/D 비 (1.06~2.315)를 가지고 봉의 개수 7 개에서 

61 개까지의 봉다발 종류에 대한 압력강하 실험으로부터 마찰손실계수를 

구하였으며, 얻어진 마찰손실계수와 원형 관에서의 마찰손실계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봉 벽면에서의 벽면전단응력이 비교적 상수로 유지되는 P/D 가 1.2 보다 

큰 봉다발의 경우에는 등가 환상유동 근사와 잘 일치하였으며, 적은 P/D 의 

봉다발인 경우에는 환상유동에 의한 마찰손실계수 값보다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벌집 모양의 봉다발에서 수호의 비 대칭성을 갖는 외곽 수로 벽면은 무한 

봉다발의 압력손실계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등사 환상유동에 의한 

값보다 낮아지게 되어 압력손실계수의 최대값은 등가 환상유동 값이 된다고 

하였다. 즉, 유동의 비 규칙성이 커질수록 압력손실계수가 낮아지게 되며, Eifler 

등 (1967)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P/D = 1.08 시 원형 관에서의 압력손실 

계수와 일치하고 P/D = 2.0 과 같이 봉 간 거리가 클 때에는 원형 관의 압력손실 

계수의 약 110% 에 접근된다고 하였으며, 이전의 실험적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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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및 Todreas (1986) 
[5]는 층류 및 난류유동에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부수로 형태에 대해 압력 마찰손실계수를 모형화 하였다. 이들은 Rehme 의 

다수의 모형 (1973)이 다발 형태의 유동장에 대해 난류 압력손실계수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하였으며, Rehme 의 층류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벌집형태 및 사각 

형태 배열의 단일 부수로에 대한 난류 압력손실계수를 P/D > 1.0 및 < 1.5 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P/D 함수로 제시하였다. 

 Leung 및 Hotte (1997)는 원 관 내에 위치한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에 대한 

단상류 난류 압력손실계수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다발과 원형 관 사이의 기하학적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수정계수와 원형 

압력관 내에 위치한 다발의 편심도를 고려하기 위한 수정계수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의 모형은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에만 적용하였으며, 다른 종류의 다발에만 

적용 발안 혹은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Maubach (1970) 
[6]와 Maubach 및 Rehme (1972)은 환상관에 있어서 비 

대칭형 난류속도 분포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환상관이든 평행 평판이든 한쪽 

면의 다발에 대한 𝐾  와 𝐺∗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핵연료 마찰손실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다발에 대한 층류시의 압력강하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등 (1995)은 수로 벽이 없는 무한 봉으로 이루어진 핵연료다발의 

마찰손실계수를 구하기 위해 난류 벽면의 법칙을 이용하여 난류 속도분포를 

이론적으로 적분하여 난류 마찰손실계수를 구하였다. 임의의 P/D 비를 갖는 

실제 핵연료다발에 Lee 등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봉 표면 주위의 국소 

속도분포를 알아야 하고, 그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다발은 벽면 수로가 없는 

가상 핵연료다발이며, P/D 가 1.2 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7]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P/D 의 값과 (Pitch to Diameter 

ratio) 비교하여 W/D 가(Wall to Diameter ratio)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P/D 와 

W/D 각각의 Case 를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이 생기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Case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을 개발하였고, 마찰손실 

계수도 비교하여 보았다. 일반적인 난류 마찰손실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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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로의 Geometry parameter 𝐺∗ 를 제안하였으며, 이 𝐺∗ 는 단일부수로 난류 

마찰손실계수를 P/D 의 함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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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개발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벽면의 법칙이 전 유로에 걸쳐 적용 가능 

하다는 가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속도에 대한 벽면의 법칙은 채널의 형태나 

관의 직경에 관계없이 성립된다. 벽면근처에서 ( 𝑦+ >26) 속도에 대한 벽면의 

법칙의 대수형태는 다음과 같다. [8] 

 
𝑢

𝑢∗
=

1

𝜅
𝑙𝑛
𝑦𝑢∗
𝜈

+ 𝐵                                                                                                                                                  (1) 

 
여기서, 𝜈  는 운동점도, 𝑢∗ 은 마찰유속이며 𝜅 (=0.4)와 𝐵 (=5.5)는 상수이다. 

마찰계수 방정식은 마찰계수와 평균유속 사이의 관계로 추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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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
 

1 2 

=
𝑢 

𝑢∗   
                                                                                                                                                            (2) 

 

식 (1)의 벽면의 법칙을 적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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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
 

1 2 

= 𝐴  2.5 𝑙𝑛  
1

2 8
𝑅𝑒 𝑓 + 5.5 − 𝐺∗                                                                                                (3) 

 

여기서 𝐴와 𝐺∗는 Geometry parameter (기하학적 형성인자)를 의미한다. 𝐴와 𝐺∗는 

국부전단응력분포 𝑍 𝜃  의 Geometry parameter 이자, 부수로의 형상 별로 특정한 

값을 나타내며 P/D 와 W/D 의 함수로 얻어질 수 있다. 𝑍 𝜃  는 봉다발의 

마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 개발을 위한 과정이 주된 목적이므로 유도 과정이나 함수 

계산과정은 필요한 부분 및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Rehme (1973)은 𝐺∗  값을 1.402 로 상수 값 (혹은 그의 논문에서 𝐺∗  값을 

3.966)을 이용하였고, 이 값은 단일 원형 관에 대해 Maubach (1970)가 제안한 

값이다. 비 원형 관에 𝐺∗  의 상수 값을 이용하는 경우 식 (3)은 다발의 난류 

마찰손실계수를 구하기 위해 직접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부수로의 𝐺∗  값이 

원형 관의 값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ehme (1973)은 비 원형 관으로 

이루어진 다발의 경우 층류의 𝜅  값과 𝐴  값 및 𝐺∗  값의 함수관계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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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에서 볼 때 (Gunn 및 Garling, 1963; Eifler 및 

Nisjing, 1967; Presser, 1971; 및 Cheng 및 Todreas, 1986) 기하학적인자 𝐺∗  는 

상수가 아니며, 부수로 형상 P/D 비의 함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원형 

관에서의 𝐺∗ 값은 기존의 압력강하 실험 결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9] 

 

1. 부수로의 Geometry parameter 이론적 유도  

 

아래 그림 2.1 은 봉다발의 Type 별 부수로의 대표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현 

연구에서는 원자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각형, 원형, 육각형(벌집형태) 채널 

중 사각형 채널을 고려하였고, Centre 과 Side 그리고 Corner 부수로 중 Side 

부수로의 Geometry parameter 를 유도하였다.  그림 2.1 의 (c)와 같이 Flat Type 

의 Side 부수로를 구하기 위해 유량 단면적을 부차적으로 전단응력이 0 인 선을 

가로지르는 가속도 및 운동량이 없다는 전제하에 3 개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𝑢1   

𝑢∗   
𝐹1 =   𝑍 𝜃 

𝑊 (1+𝑐𝑜𝑠𝜃 )−𝑅

0

𝜃𝑒

0

 
1

𝜅
𝑙𝑛
𝑦𝑢∗   𝑍 𝜃 

𝜈
+ 𝐵  𝑅 + 𝑦 𝑑𝑦𝑑𝜃                                                             (4) 

𝑢2   

𝑢∗   
𝐹2 =   𝑍 𝜃 

𝑊 (1+𝑐𝑜𝑠𝜃 )−𝑅

0

𝜃𝑒

0

 
𝑊

1 + 𝑐𝑜𝑠𝜃
  

1

𝜅
𝑙𝑛
𝑦𝑢∗   𝑍 𝜃 

𝜈
+ 𝐵 𝑑𝑦𝑑𝜃                                                    (5) 

𝑢3   

𝑢∗   
𝐹3 =   𝑍 𝜃 

𝑃 2𝑠𝑒𝑐(𝜋 2− 𝜃 )−𝑅

0

𝜋 2 

0𝑒

 
1

𝜅
𝑙𝑛
𝑦𝑢∗   𝑍 𝜃 

𝜈
+ 𝐵  𝑅 + 𝑦 𝑑𝑦𝑑𝜃                                                    (6) 

 

𝐹1 , 𝐹2 , 𝐹3  은 각 요소의 유량 단면적을 의미하고, 𝜃𝑒  는 전단응력이 0 이 되는 

선과 대칭선 사이의 교차점이 이루는 각도이다.  

 

𝜃𝑒 = 𝑐𝑜𝑠−1

 
 
 
 
 
1 −  

𝑃

2𝑊
 

2

1 +  
𝑃

2𝑊
 

2 

 
 
 
 
 

                                                                                                                 (7)  

 

연속 방정식에 의해 Side(측면)부수로의 속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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𝑢 

𝑢∗   
𝐹 =

𝑢1   

𝑢∗   
𝐹1 +

𝑢2   

𝑢∗   
𝐹2 +

𝑢3   

𝑢∗   
𝐹3                                                                                                                              (8) 

 

식 (4), (5), (6)을 치환한 식 (8)과 식 (2)의 마찰계수관계와도 적용하면 Geometry 

parameter 값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찰계수 방정식 결과는 식 (3)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Flat Type 의 Side(측면) 부수로의 Geometry parameter 인 𝐴 와 𝐺∗ 은 아래

와 같다. 

 

𝐴 =
1

𝐹
   

𝑍 𝜃 

2
 

𝑊2

 1 + 𝑐𝑜𝑠𝜃 2
− 𝑅2  

𝜃𝑒

0

𝑑𝜃 +   𝑍 𝜃  
𝑊

1 + 𝑐𝑜𝑠𝜃
− 𝑅  

𝑊

1 + 𝑐𝑜𝑠𝜃
  𝑑𝜃

𝜃𝑒

0

+   
𝑍 𝜃 

2
 
𝑃2

4
𝑠𝑒𝑐2  

𝜋

2
− 𝜃 − 𝑅2  

𝜋 2 

𝜃𝑒

𝑑𝜃                                                                   (9) 

 

𝐺∗ = −
2.5

𝐹
   

𝑍 𝜃 

2
 

𝑊2

 1 + 𝑐𝑜𝑠𝜃 2
− 𝑅2  𝑙𝑛  

2𝑍 𝜃 

𝐷ℎ
 

𝑊

 1 + 𝑐𝑜𝑠𝜃 
− 𝑅    

𝜃𝑒

0

𝑑𝜃

− 
𝑍 𝜃 

4
 

𝑊

1 + 𝑐𝑜𝑠𝜃
+ 3𝑅  

𝑊

1 + 𝑐𝑜𝑠𝜃
− 𝑅 𝑑𝜃

𝜃𝑒

0

+   𝑍 𝜃  
𝑊

1 + 𝑐𝑜𝑠𝜃
− 𝑅  

𝑊

1 + 𝑐𝑜𝑠𝜃
  𝑙𝑛  

2𝑍 𝜃 

𝐷ℎ𝑖
 

𝑊

 1 + 𝑐𝑜𝑠𝜃 
− 𝑅  − 1  𝑑𝜃

𝜃𝑒

0

+  
𝑍 𝜃 

4
 
𝑃

2
𝑠𝑒𝑐  

𝜋

2
− 𝜃 + 3𝑅  

𝑃

2
𝑠𝑒𝑐  

𝜋

2
− 𝜃 − 𝑅 𝑑𝜃

𝜋 2 

𝜃𝑒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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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봉다발 

 

 

  (b) Centre 부수로         (c) Side 부수로          (d) Corner 부수로 

 

그림 2.1 봉다발 Type 별 부수로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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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NSYS CFX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다발의 압력강하 예측과 핵연료 다발의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한 Analytical Solution 인 국부전단응력분포 상관식 계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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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전단응력분포 상관식 

계산에 앞서, ANSYS C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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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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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ANSYS Workbench  

 

1. ANSYS Workbench 란?  

 

ANSYS는 FEA(Finite Element Analysis)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CFX, FLUENT, AUTODYN 등 각각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수하여 구조해석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분야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합화하여 Multi-Physics 수행이 가능한 

환경으로 Workbench가 개발되었다.  

즉, Workbench는 ANSYS사가 제공하는 여러 분야의 소프트웨어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분야 통합 시뮬레이션(Multiphysics Simulation)이 가능케 하는 Interface 

환경(Framework)이다. [10] 

 

 

 

그림 3.1 다분야 통합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ANSYS 의 Framework 

 

CAD로부터 해석결과까지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제공하며 생성된 각 데이터들은 모든 Application들 사이에 공유된다. 각 

Application들은 탭(Tab)에 의해 구분된다. 유저가 익숙한 Tab를 이용한 GUI를 

제공하고 있으며, Project Page Tab에서 시작하여 Geometry, Boundary Conditions 

Setup (Loads, Restraints, Materials), FEA/CFD Analysis, Visualization (Ima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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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s) 및 Report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유저는 Tab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원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 

 

 

 

그림 3.2 CAD로부터 해석결과까지의 Database를 제공 

 

 

 

 

그림 3.3 탭(Tab)에 의해 구분되는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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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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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ANSYS 환경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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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NSYS CFX 개요 

 

1. ANSYS DesignModeler 환경 

 

 ANSYS CFX는 CFX-4와 CFX-TASC Flow를 기반으로 발전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코드이다. CFX의 앞선 해석기법과 ANSYS의 

편리한 Workbench 환경이 결합하여 GUI 환경에서 작업하기 편하며, 빠르고 

정확한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강력한 CFD Tool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CFX 는 ANSYS 의 Workbench 환경에서 CAD 부터 Post 까지 모든 

해석과정이 이루어진다. ANSYS DesignModeler 를 이용하여 CAD Software 에서 

작성된 형상을 Import 하거나, 직접 형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Workbench Meshing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다. 완벽한 GUI 환경과 

Physics Setup Guide 를 제공하는 CFX-Pre, Robust 하고 빠른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AMG Pressure-Based Coupled Solver, 데이터 추출 및 그래픽처리뿐만 아니라 

동영상 생성과 3D 그래픽이미지를 제공하는 CFX-Post 를 이용하여 처음 사용하는 

유저도 정확한 해석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림 3.5 ANSYS DesignModeler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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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rocessor 

 

가. Pre-Processor: Geometry 

 

(1) DesignModeler  

 

 ANSYS DesignModeler는 Geometry생성에 편리한 여러 가지 CAD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이미 다른 CAD Software에서 생성된 여러 Format의 Data를 Import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DesignModeler는 3D CAD Tool에 버금가는 CAD 기능 외에 

Import 된 CAD Model을 수정하여 CFD에 적합한 형상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표 3.2 DesignModeler 의 세부기능 

2D & 3D Modeling 3D Solid modeling 

- Wire Frame Modeling  

- Surface Modeling 

- Boolean Operations  

- Dimensioning  

- Parametric Change  

- 타 CAD S/W Data의 Import & Export  

2D Sketching 3D Parametric Modeling 

 

- Drawing Tools 

- Line Modifications 

- Dimensioning 

- Sketch Constraints  

 

  

 

- Extrude - Revolve 

- Sweep - Skin/loft 

- Surface - Blend 

- Chamfer - Welds 

 

 

3D Editing 3D Concept Modeling 

- Merge/Slice bodies 

- Surface Extraction 

- Surface Extension 

- Join/Divide Surfaces 

- Divide Face 

- Volume Enclosure 

- Face Delete 

- Named Selection 

- Beams From Lines/Edge 

- Plates From Lines/Sketches 

- User Defined Cross Sections 

- Parametric Cross Sections 

 



 

16 

 

   

 

그림 3.6 Pre-Processor Geometry 생성 

 

나. Pre-Processor: Workbench Meshing for ANSYS CFX   

 

ANSYS에서 Version 11 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Workbench Based 

Meshing Application은 기존 구조해석분야의 ANSYS Meshing과 CFX자체의 CFX 

Mesh, 그리고 ICEM CFD의 Meshing 기법을 종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든 

Meshing 환경이다. 

 

    

 

그림 3.7 Workbench-based Meshing Application 

 

◆ ANSYS 의 Sweep or Extruded Meshing 기능 

   : Hexa-Dominant Meshing (Prism or Hexahedral Elements) 

 

◆ CFX Mesh의 Advancing Front with Inflation (AFI) Meshing Technology  

   : 경계층해석을 위한 Inflation Mesh (혹은 Prism Mesh)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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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tra Mesh의 Parallel Processing 처리로 큰 문제를 위한 빠른 격자 생성 기능 

◆ ICEM CFD의 Patch-Independent meshing 기능들을 단순화 통합화하였다. 

 

표 3.3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든 새로운 Meshing 환경 

Streamlined Meshing Tools  

: 단순화한 ICEM-CFD Tetra 기능 

: CFX-Mesh, Simulation  

: Swept Meshing 

 

 

 

Shared Meshing Tools  

: 간결한 유저 인터페이스 

: Part 기반의 격자생성 

: Virtual Topology의 자동 형성  

Meshing Technology Advances  

: CFX-Mesh, ICEM, ANSYS 

: Contact 부위의 자동처리 

Workbench Mesh 의 적용  

ANSYS Workbench 기반의 모든 Solver 

: ANSYS Simulation, ANSYS CFX, ANSYS AUTODYN 

Can also export to : ANSYS , FLUENT 

 

(1) Advancing Front with Inflation Meshing 

 

 CFX-Mesh AFI는 CFX 고유의 격자생성 Software로 배우기 쉽고 Quality가 

좋은 Hybrid 격자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기존에 Workbench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CFX Mesh는 Workbench Meshing Application 이 출시되면서 

통합환경 내에서 구동되도록 바뀌었으며, 간단한 Interface 로 격자생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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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에 유리하다. 이를 이용하여 CFX의 특화된 분야인 유체기계해석에서 

BladeModeler와 연계하여 Click 한 번으로 Blade에 대한 격자생성이 완료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CFX Mesh 는 AMSYS의 CAD Tool인 DesignModeler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구동되는 것 외에 다른 CAD Software 에서 생성된 CAD데이터로부터 

작업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CAD Tool의 장점을 활용 할 

수 있다.  

 

(2) Virtual Edge/Surface Capability 

 

 

 

그림 3.8 Virtual Topology 기능 

 

대부분의 CAD에서 작성된 형상은 Surface나 Edge를 격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보다 필요이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Surface나 

Edge를 가지고 있는 CAD Data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격자의 

조밀도가 높아지거나, CAD Surface가 이상할 경우 Surface격자의 Quality도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복잡한 CAD Data를 CFX Mesh에서 처리해 주는 기능으로 

Virtual Topology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Virtual Topology기능은 여러 개의 Surface를 

묶어 하나의 가상적인 깨끗한 Surface를 만들어 주거나, 여러 개의 Edge를 합쳐 

하나의 Edge로 만들어 주어 격자가 쓸데없이 조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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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Surface에서 Surface 격자가 생성되어 격자의 Quality도 높일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도 자동화되어 Click 한번으로 설정된 수준으로 Surface들이 

합쳐져서 Virtual Topology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Virtual Topology를 구성 할 수도 있다.  

 

(3) Prismatic inflation 

 

유동해석에서 벽면근처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도와 난류 구배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Hexa격자의 경우 벽 쪽에 조밀하게 

격자를 분포시켜 벽 근처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Tetra의 경우 

벽면의 삼각형(Triangle)격자를 유동영역으로 Extrude하여 Prism격자를 생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CFX-Mesh에서는 특히, Prism Mesh를 생성하는 Inflation 

기법이 뛰어나며 AFI도 Advancing Front & Inflation의 약자로 Prism Mesh를 

생성하는 Inflation기능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 CFX-Mesh의 Inflation생성방법은 

여러 가지 기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Reference Length와 Reynolds Number, 

y+를 설정해 주면 Initial Mesh의 크기가 y+에 따라 생성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 Pre-Processor: CFX-Pre - Physics Preprocessor  

 

 

 

그림 3.9 CFX-Pre의 작업환경 

 

해석 모델에 대한 격자가 생성되면 문제를 Setup하여야 하며 이때 



 

20 

 

CFX-Pre를 이용한다. CFX-Pre는 ANSYS, FLUENT, Gridgen 이외에 여러 Format의 

Mesh를 읽어서 Setup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읽어 들인 격자를 이동하거나 

확대/축소하여 격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할 수 있으며, 격자생성시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2D Region을 설정하기 위해 격자 면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Region을 

생성할 수 있다.  

 CFX-Pre는 완벽한 Graphic GUI환경을 제공하며 Setup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ree 구조인 Object Selector를 통해 반드시 

Setup해야 할 Key Step을 확인할 수 있으며, Setup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Error를 

색깔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자세한 내용은 Message Panel에 나타낸다. 이 Error 

Message를 Double Click하면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etup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Setup하는 수고로움을 줄기 위해 기존에 Setup된 내용을 def, res 파일 

등으로부터 읽어 약간의 수정을 통해 새로운 def 파일을 만들 수 있으므로 

Setup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3. Solver 

 

 

 

그림 3.10 Solver 계산수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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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CFX을 초보적인 User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쉽고 편한 GUI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ANSYS CFX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안정적이고 빠른 Solver의 

제공이다. Robust하고 Accuracy가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 Solver의 기능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 ANSYS CFX Software‟s Advanced CFD Solver Technology: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Coupled Multigrid Solver와 2nd Order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igh Resolution Advection Scheme을 Default로 사용한다.  

 ◆ Parallel Efficiency: User의 Computer Resource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병렬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 Physical Models :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 모델을 제공한다.  

 ◆ Flexibility of ANSYS CFX 

 

    

    

 

그림 3.11 CFX-Solver의 정확한 해석결과로 인한 다양한 활용분야 

 

가. Solver: Advanced Solv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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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NSYS CFX Solver   

 

 ANSYS CFX의 핵심은 Pressure-Based Coupled Algebraic Multigrid Solver이다. 

이 Solver는 수렴성이 뛰어나며, CFD를 해석하기 위한 선형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ANSYS CFX Multigrid 기법은 CFX에서 20년 전부터 개발하여 사용되어 

다양한 Simulation에 적용되어온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Fully automatic and requires no user input  

◆ Fully scalable achieving linear increase in CPU time with problem size  

◆ Insensitive to mesh aspect ratio so it reliably converges even with high refinement of 

boundary layer   

◆ Representative of true physics   

◆ Easy to set up in both serial and parallel   

 

(2) The Coupled Multi-Grid Solver   

 

    

 

               (a) Free Surface              (b) Cavitation (Injection system) 

 

그림 3.12 Coupled Multigrid Solver 적용 

 

Navier-Stokes Equations을 빠르고 신뢰성있게 푸는 것이 CFD해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ANSYS CFX는 Coupled Multigrid의 탁월한 해석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ANSYS CFX Solver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CFD Engine이며,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향상되어왔다. 안정적인 Solver를 바탕으로 다상유동, 화학 반응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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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유동현상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다. Coupled Multigrid Solver를 사용함으로써 

격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시간이 크게 감소한다. 

 

(3) Coupled Solution 

 

ANSYS CFX 는 기존의 Segregated 방식과 다르게 Full Hydrodynamic System 

을 동시에 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해석결과를 매우 적은 Iteration 

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수렴이 빠르다.  

Coupled Solver는 특히 Inter-Equation Coupling이 현저한 유동인 Rotating Flow with 

Strong Coriolis Terms, Combusting Flows, High-Speed Flow with Strong Pressure 

Gradients의 경우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4) Multigrid: Performance in Fine Grids  

 

 ANSYS CFX Solver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Multigrid 기법의 사용이다. 

Coupled Solver가 Local Effect에 효과적이고, Multigrid Solver는 „Long Wavelength‟ 

Effect에 효과적이므로 두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렴성과 빠른 해석을 보장할 

수 있다. Multigrid는 Fine한 격자로부터 여러 단계의 Coarse한 격자를 생성한 후 

Coarse 한 격자의 해석결과를 Fine한 격자에서 이용하여 수렴을 가속하여 해석 

시간을 단축하는 기법이다. 

 

(5) Advanced Numerics  

 

 ANSYS CFX는 Upwind Scheme의 사용에 있어서 Default로 2nd Order 

Advection Scheme를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Solver가 작동하도록 하였으므로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SYS CFX의 Default인 “High-Resolution”기법은 Local 유동에 따라 

가능한 Second-Order에 가깝게 Advection Scheme을 적용하면서, Boundedness를 

만족하게 하므로 CFX의 모든 Physics와 격자에 상관없이 Second-Order의 

해석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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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rallel Efficiency  

 

 ANSYS CFX Solver는 Fully Parallel 화 되어있으므로 모든 Physics와 Mesh에 

대해 Parallel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Single or Multiple-CPU or Networked 

UNIX Workstations and Windows NT Machines, Including Mixed UNIX/Windows NT 

Clusters에 대해 Parallel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CPU에 적합하게 자동으로 

문제를 분할하여 Parallel 계산이 진행된다. 

 

    

 

그림 3.13 CFX-Solver의 Parallel Efficiency 

 

나. Solver: Models 

 

 ANSYS CFX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유동해석에 적합한 Physical Model을 

제공하고 있다. CFX는 다양한 Physical Model을 서로 같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복잡한 물리현상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하며, 모든 격자 Type을 

사용하여 해석 가능하다. 또한, 모든 모델이 GGI, Coupled Multigrid Solver, High 

Resolution Scheme 등 CFX가 강점을 가지는 기능을 사용하여 해석하므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석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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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medical Valve – FSI            (b) NASCAR aerodynamics 

 

그림 3.14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CFX 유동해석 

 

다. Multiphase Flows 

 

 CFX는 Pressure-Based Coupled Solver로 모든 문제를 해석한다. 다상유동의 

경우에도 Coupled Solver로 해석하므로 Coupled Solver의 빠르고 안정적인 

해석능력의 장점이 발휘된다. 특히, 다상유동의 경우 상과 상간의 Inter-Phase 

Coupling이 중요한데 CFX의 Coupled Solver는 모든 상의 Matrix가 Coupled되어 

해석되므로 근본적으로 상과 상간의 Coupling을 반영할 수 있다. CFX에서 Free 

Surface와 Bubbly Flow, Phase Change와 같은 다상유동을 해석하는 Eulerian-Eulerian 

모델과 Cyclone 등 입자추적에 사용되는 Particle Tracking Model인 Eulerian- 

Lagrangian 모델을 제공하며, CFX의 출발점이 원자력의 다상유동 분야이므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Multiphase Flow의 해석에 강점을 두고 있다. 

 

(1) Bubbly Flows 

 

 Bubbly Flow는 액체 안에 기체 Bubble이 분포하여 움직이는 유동으로 

기체 Bubble의 크기분포가 중요하다. Bubble은 서로 합쳐지거나 깨져서 크기의 

분포가 변하게 되는데, CFX에서 제공하는 MUSIG(Multiple Size Group)은 Bubble의 

Break-Up 과 Coalescence 현상에 대한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델은 Bubble Size분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특히 Gas Lift Reactors나 

Contact Tanks와 같이 Bubble 크기에 따른 Interfacial Area가 중요한 문제에 꼭 



 

26 

 

필요한 모델이다.  

 

(2) Free Surface Flows  

 

 Sloshing 또는 Filling 등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Free Surface 

해석기능이 사용된다. CFX는 해석을 수행할 때 Default로 Higher-Order Differencing 

Scheme(High Resolution Scheme)을 사용하며, 이는 Volume Fraction의 Diffusion을 

크게 감소시켜 Free Surface의 계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CFX는 Free Surface의 Diffusion 을 더 억제하기 위해 Compressive 

Scheme을 Volume Fraction 방정식에 사용하므로, Free Surface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5 CFX의 Free Surface 

 

(3) Discrete Particle Transport  

  

 입자나 Bubble의 분포보다 궤적의 추적이 중요한 경우 Particle Transport 

Model을 사용한다. ANSYS CFX의 Particle-Transport Model은 Particle의 궤적, 

Erosion, Age, Diameter, Temperature, 수분함량 등의 해석결과를 제공한다. 

연소문제의 경우 Coal이나 Oil Droplet의 궤적추적뿐 아니라 연소물질의 증발, 

남아있는 Char의 산화와 연소에 대한 해석기능이 제공된다. 비슷한 응용으로 

Spray된 물 미립자의 증발 등의 해석으로 화재진화에 사용되는 Fire Suppression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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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ANSYS CFX의 Particle-Transport Model 

 

(4) Rising or Settling Small Particles or Bubbles 

 

 작은 Bubble이나 입자의 경우 주위 유체의 유동에 빠르게 적응하여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어느 정도의 미끄럼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Tundishe에서의 Bubble의 유동이나 정수장에서의 입자의 

침전 등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CFX의 

Algebraic Slip Model(ASM)이 적합한 모델이다. ASM은 여러 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나 Bubble을 유체 안의 Species로 보고 Mass Fraction에 대한 Transport 

Equation 만을 해석하므로 다상 유동해석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해석을 할 수 

있다. 

 

(5) Interphase Mass Transfer 

 

 ANSYS CFX는 상과 상간에 Interphase Mass Transfer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로 Cavitation, Condensation, Evaporation, Boiling 등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라. Heat Transfer 

 

 유체만의 열전달을 해석하기 위해서 에너지 방정식을 추가로 해석하며, 

또한, 발전소등에 사용되는 Pre-Heaters, Economizers, Inter-Coolers, 터빈 날개의 

Cooling, 자동차의 엔진 블럭과 실린더헤드 등의 열전달 해석을 위해서는 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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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사이의 열전달을 해석하는 CHT(Conjugate Heat Transfer) 기능이 적용된다. 

보통 고체의 구조해석이나 열전달해석에는 유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격자를 

성기게 사용하므로 유체와 고체의 Interface 는 격자의 Node점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ANSYS CFX는 이와 같은 Mismatched 격자를 GGI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그림 3.17 CFX의 CHT(Conjugate Heat Transfer) 기능 

 

라. Radiation 

 

 화재, Burner, Furnace, Solar Heating 등은 일반적인 대류나 전도에 의한 

열전달 외에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해 주어야 하며 이때, CFX-Radiation 

기능이 사용된다. 

 

(1) Rosseland Model 

 

 Rosseland Approximation 방법은 Radiation 에너지를 통과하는 매질이 

Radiation 에너지를 매우 빨리 흡수하여(Optically thick) Radiation Energy의 

수송방정식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Rosseland Approximation 은 

추가적인 방정식을 계산할 필요 없이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확산계수를 가지는 

새로운 확산 항을 본래의 에너지 방정식에 추가한 것으로 계산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Optically Thick한 Medium에만 적용이 가능한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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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2) P-1 Model 

 

Differential Approximation 또는 P1 모델 (also known as Gibb‟s model or 

Spherical Harmonics)은 보통 연소가스 Medium에 대한 복사를 계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복사의 강도가 등방성이고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RTE를 단순화 한 모델이다. 

 

(3) Monte Carlo Model 

 

Monte Carlo 모델은 복사 강도가 각도에 따른 광자의 흐름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 복사에너지를 전달하는 Photon의 움직임에 대한 History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때 모든 Photon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전체 Photon의 

Flux를 반영하는 Random하게 선택된 일정 양의 Photon의 History를 추적하여 

복사에너지를 통계학적으로 평가하므로, 해석결과의 정확도는 계산된 Photon의 

History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4) Discrete Transfer Model 

 

   
CFX simulation of the air flow 

and gas temperature in a swirling 

turbulent diffusion flame. 

High-performance computing in 

industrial safety, Scale model of 

the HGV shuttle. 

Gas temperature of the three 

concentric air inlets and coal 

-particle tracks from two of the 

four pulverized. 

 

그림 3.18 Discrete Transf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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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Field가 계산영역에서 Homogeneous 한 경우 Discrete Transfer 

Method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P1 등의 Flux Type 방법과 Monte Carlo 

방법의 혼합된 방식으로 처음 결정된 Ray Tracing을 계속 사용하므로, 매번 

Photon의 궤적을 새로 추적하는 Monte Carlo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 

 

마. Rotating Machinery 

 

 CFX Solver는 20여 년간 유체기계해석에 사용되어 왔으며 Pumps, 

Compressors, Fans, Turbines, Propellers, Impellers, Diffusers, Stators, Vanes 등 대부분의 

유체기계에 적용되어 검증되었다. Rotor-Stator와 같이 회전하는 부분과 회전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포함된 유체기계해석에 필요한 Multiple Frames of Reference 

기능, 일반적으로 Rotor의 개수와 Stator의 개수가 정수배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Pitch차를 고려해 주는 Pitch Change기능, 수치적인 에러로 발생되는 

False Swirl을 방지하는 Alternate Rotation Model, Rotor-stator 간의 Interaction 을 

고려해주는 방법으로 Steady 계산에서 적용되는 Stage, Frozen-Rotor기능, Transient 

계산에서 Rotor의 회전이 고려되는 Transient Rotor-Stator Interface 기능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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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CFX CFD software is able to model 

a wide variety of turbomachines 

Velocity vectors at midspan for a 

pico-propeller turbine. 

  

Simens 15 stage axial compressor Pressure contours of 15 stage compressor 

 

그림 3.19 Rotating Machinery 

 

유체기계 해석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되어온 CFX는 날개의 형상생성에 

BladeModeler, 격자생성에 TurboGrid 등의 Special Module을 사용할 수 있는 외에 

Setup과 Post에도 Turbo-Pre와 Turbo-Post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유체기계에 특화된 기능을 이용하여 형상생성부터 보고서작성까지 쉽고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체기계해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바. Combustion 

 

 ANSYS CFX의 Coupled Solver는 연소에 사용되는 모든 Species를 하나의 

Coupled System에서 해석하므로 특히 복잡한 반응해석에서 수렴이 빠르다. 주로 

사용되는 반응식과 Species에 대한 Database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User가 



 

32 

 

사용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Library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Ignition, Extinction 

모델과 Flamelet, Flamefront (Flamespeed) 연소모델을 제공하며, CFX에서 사용하는 

Flamelet Library 생성기인 CFX-RIF를 이용하여 User Customized 된 Flamelet 

Library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백 개의 Species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복잡한 반응에 대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Methane combustion taking into account 

conjugate heat transfer and radiation 

Furnace model with 24 burners and 5 

sets of super heater platens assuming 

centre-line symmetry 

 

그림 3.20 ANSYS CFX Coupled Solver의 Combustion 

 

사. Turbulence 

 

 

 

그림 3.21 Turbulence Modeling 

 

 ANSYS CFX는 16개 이상의 난류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User가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법을 Default로 제공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모델인 Standard k-ε Model외에 Second Moment Closure (SMC: Re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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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model), Detached Eddy Simulation (DES), Large-Eddy-Simulation (LES)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CFX에서 개발에 중점을 두고 권장하는 SST 모델은 2-방정식 

모델로 계산시간이 k-ε Model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Separation,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등의 예측에서 Standard k-ε Model 보다 뛰어난 안정성과 정확도를 

제공한다. 

ANSYS CFX는 상용코드로는 최초로 Laminar에서 Turbulence로 천이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Transition Model을 개발하여 탑재하여, 층 류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Transition Location을 해석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해 준다. 층류는 난류에 

비해 표면에서의 저항계수가 작으므로 층류와 난류영역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Turbomachinery, Aerospace, Marine, Automotive 등의 항력과 효율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Transition은 유체기계나 항공기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Separation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속 등을 정확히 예측에 도움을 준다. 

 

아. Moving Mesh 

 

격자의 Moving과 Deforming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벽면에서의 격자움직임을 모사하고 내부 격자의 변형은 자동으로 고려되는 

방법과 내부 격자 점의 움직임도 모두 모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Screw Compressors, Gear Pumps, Blood Pump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등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4. Post-Processor 

 

ANSYS CFX Post-Processor는 User가 사용하기 편리한 Graphic GUI환경을 

제공하며, Contour, Vector등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그래픽기능과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User가 데이터를 뽑아내기 편리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ession파일을 이용하여 Batch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후처리 

작업을 자동화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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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ANSYS CFX Post-Processing Graphic GUI환경 

 

ANSYS CFX Post-Processing은 User가 Icon을 보고 직관적으로 기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Graphic GUI환경이 완성되어 있다. Iso-Surfaces, Planes, Vectors, 

Surface Plots, Streamlines 등의 기능 및 계산영역에 새로운 Region을 자유롭게 

생성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데이터를 추출하기 용이하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Chart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Animation 기능을 제공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추출된 데이터는 csv 포맷으로 저장되어 엑셀에서 바로 읽어 데이터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유체기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는 CFX는 Turbo-Post Mode를 

제공함으로써 Blade-to-Blade View, Meridional View, Blade Loading Chart 등 

유체기계의 후 처리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결과를 Report로 작성해 주며, CFX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Report 

Template을 이용하여 Charts, Tables, Figures 등 바로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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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CEM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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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격자생성 전용소프트웨어인 ANSYS ICEM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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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ICEM CFD에서의 Post Processing 

 

1. Key Features  

 

◆ 외부 CAD 데이터의 수정, 변형 등의 작업을 위한 직관적이며 자동화된 

형상관련 기능 툴 제공 (CAD Repair)  

◆ 모든 종류의 격자를 생성 할 수 있는 강력한 Meshing 툴 제공  

: Hexahedral, Tetrahedral, Prism, Pyramid, Quad, Tri, Bar elements  

◆ STL 혹은 이미 존재하는 격자등과 같은 Faceted geometry와 NURBs 데이터에 

대한 작업이 가능  

◆ Smoothing, Coarsening, Refinement, Element Type 전환, Linear 혹은 Quadratic 

Element 지원  

◆ Sliver Surfaces, Gaps, Holes, Overlaps 등과 같은 불완전한 CAD 데이터에 대한 

높은 작업 허용도 (patch independent)  

◆ 100 여 종류 이상의 CFD/CAE Mesh Output Interface 제공  

◆ Fluid-Structure Interaction을 위한 file 기반의 CFD와 FEA 결과 변환  

◆ Script Framework을 통한 자동화된 Batch processing 지원   

  

2. Geometry Handling  

 

 

 

그림 4.2 Geometry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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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CAD 기능 / 재수정(repair) 기능 / 형상 단순화(simplification) 기능  

: Powerful tools enable you to work with your data. 

 

3. Efficient Volume Mesh (Tetra Volume Meshing)  

 

 

 

그림 4.3 Tetra Volume Meshing 

 

◆ 복잡한 형상에 대한 손쉬운 Tetra Mesh 생성   

  

• 중요한 형상변화를 정확히 기억 

• Mesh size 제어를 위해 다양한 부가 기능  

   : Curve mesh parameter, Surface mesh parameter, Mesh density 등  

   : 복잡한 형상에 대한 Deviation, Curvature 혹은 Proximity에 근거한 격자크기의 

자동 결정   

  

◆ 다양한 Tetra Volume mesh 생성 알고리즘   

  

: Octree (Robust): Patch independent  

: Delaunay (Quick): Existing surface mesh, uniform transition 

: Advancing Front (Smooth): Delivers required mesh quality   

 

4. Intelligent Surface Meshing (Shell Element) 

 

◆ Patch Conformal Meshing (Paved Mesh)  

   : Bolt hole, Fillet, Buttons, Flange, Beads 등이 형상으로부터 자동으로 검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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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생성 

◆ Patch Independent Meshing  

   : Oc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oor Geometry에 대한 우수한 품질의 Shell Mesh   

 

 

 

그림 4.4 Patch Conformal Meshing 

 

5. Fast BF(Body Fitted)-Cartesian Meshing 

 

 

 

그림 4.5 Cartesian Meshing  

 

◆ Mesh 제어를 위해 Surface Size를 조정할 수 있으며, Mesh Density 적용이 

가능하다.  

◆ Mesh Refinement 가능 (Uniform, 2:1, 3:1 등 ) 

 

6. Flexible HEXA Meshing (Structured & Unstructured)  

  

◆ Top-Down 혹은 Bottom-Up 방식의 Blocking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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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형상에 대한 HEXA Blocking 작업을 신속히 수행 할 수 있다.  

◆ 유사한 형상에 대한 동일한 격자의 재사용 가능 (Parametric study)  

   : Parametric한 형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Mesh는 쉽게 업데이트 됨  

◆ O-Type Block 생성기능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고 품질의 HEXA Mesh 생성  

  

 

  

그림 4.6 Flexible HEXA Meshing 

 

7. Robust Patch Independence  

  

 

 

그림 4.7 Robust Patch Independence 

 

◆ CAD surface (patch)의 구성에 관계없이 Surface mesh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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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k over Gaps/Slivers  

   : Ignore overlaps, etc.  

   : Save time by not repairing CAD!  

  

 8. Robust Hybrid Meshing (Hexa-Tetra-Prism-Pyramid)   

  

◆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Mesh 생성  

◆ Hexa-Tetra 1:1 Node Matching 가능 (Pyramid layer 자동 생성)  

   : 1:1 Node Matching 된 Hybrid Mesh에 대한 Prism Layer 동시 적용  

◆ Cartesian Hexa Core Mesh  

◆ Multi-Zone Mesh 

  

 

  

그림 4.8 Robust Hybrid Meshing 

  

9. Polyhedral Mesh   

  

 

  

그림 4.9 Polyhedr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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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mesh 생성  

 ◆ Hexa-Tetra 1:1 Node Matching 가능 (Pyramid Layer 자동 생성)  

    : 1:1 Node Matching 된 Hybrid Mesh에 대한 Prism Layer 동시 적용  

 ◆ Cartesian Hexa Core Mesh  

 ◆ Multi-Zone Mesh   

  

10. Wide Geometry Support   

 

 

 

그림 4.10 Wide Geometry Support 

 

◆ Direct CAD  

   : CATIA, Pro/E, I-DEAS, UG/NX, SolidWorks...  

◆ 3rd Party CAD  

   : STEP/IGES, ACIS, Parasolid, DWG/DXF, IDI, GEMS etc.  

◆ Faceted Data  

   : STL, VRML  

   : NASTRAN, PATRAN, ANSYS, LS-DYNA 

◆ Formatted Point Data   

◆ DESIGN MOD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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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st Processing in ICEM CFD (Visual 3)   

  

◆ Import 가능한 해석 결과 파일의 종류  

   : ANSYS, CFX, FLUENT, Star-CD, CGNS, Fidap, FieldView, AVS 등  

◆ Cut Planes, ISO-Surfaces, Stream lines, Animation, Probing, Graphs 지원  

◆ 정상상태 해석 혹은 비정상 상태 해석 결과 모두 Import 가능  

 

 

 

 

 

그림 4.11 Post Processing in ICEM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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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산 결과  

 

제 1 절 국부벽면전단응력 계산 

 

1. ANSYS CFX Code 계산  

 

 앞 서 유도한 식 (9), (10)을 살펴보면 𝐴 와 𝐺∗ 는 국부전단응력분포 𝑍 𝜃  

의 Geometry parameter 이자, 부수로 형상 별로 특정한 값을 나타내며 P/D 와 

W/D 의 함수로 봉다발의 마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수 

많은 Case 의 부수로를 실험하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전산유체유동(CFD) 해석은 

국부전단응력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CFD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 CFD Code 인 CFX-5.12 Code 를 사용하였고, ICEM CFD 로 여러 

요소로 나눈 부수로에 396,000 node 를 사용하여 HEXA 격자를 생성하였다. 아래 

그림 5.1 은 Side 부수로의 격자 생성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 ICEM CFD HEXA를 이용한 Side 부수로의 격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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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ide 부수로 격자 생성 File를 ANSYS CFX-Pre로 Import 

 

 생성한 격자 Geometry 를 저장하여 Export 한 후, ANSYS CFX-Pre 로 

불러들여 부수로에 지정한 Inlet, Outlet, Rod, Sym1, Sym2, Wall1, Wall2 각 Boundary 

Name 에 물성치 값을 입력한다.    

 

  

 

그림 5.3 P/D=1.03 W/D=1.01 격자생성    그림 5.4 P/D=1.01 W/D=1.03 격자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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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P/D=1.02 W/D=1.02 격자생성 

 

   

 

그림 5.6 P/D=1.11 W/D=1.09 격자생성   그림 5.7 P/D=1.09 W/D=1.11 격자생성 

 

 

 

그림 5.8 P/D=1.10 W/D=1.10 격자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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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P/D=1.31 W/D=1.29 격자생성    그림 5.10 P/D=1.29 W/D=1.31 격자생성 

 

 

 

그림 5.11 P/D=1.30 W/D=1.30 격자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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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CFX-Pre 에서 각 Boundary 에 물성치 값 입력 

 

 

 

그림 5.13 CFX-Solver 에서 계산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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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CFX-Post 에서 Rod 부분의 데이터 추출  

 

그림 5.12 와 같이, CFX-Pre 에서 부수로 각 Boundary 에 물성치 값을 

입력한 후 CFX-Solver Manager를 실행시켜 수렴여부를 확인한 후 계산을 

수행한다. Solver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림 5.14 와 같이 CFX-Post 에서 User 가 

사용하기 편리한 Graphic GUI 환경을 제공하며 Contour, Vector 등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그래픽 처리 및 편리한 데이터 추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후처리 작업을 자동화 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래 그림 5.15 는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위치에 따른 정규화된 벽면전단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 Case 로 P/D 와 W/D 의 값이 같은 경우에 

P/D=1.02, P/D=1.10, P/D=1.30 데이터 값과 P/D 와 W/D 비의 값은 다르지만, 

평균값을 P/D=1.02, P/D=1.10, P/D=1.30 으로 동일화 하여 비교한 결과, P/D 와 

W/D 의 값이 같은 경우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은 P/D 값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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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CFX로 계산된 Side 부수로의 정규화된 벽면전단응력  

 

𝑃∗ =
𝑃 + 𝑊

2
 𝑃 ≠ 𝑊                                                                                                                                         (11) 

 

위 식 (11) 은 P/D 와 W/D 의 값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국부벽면 

전단응력 일반상관식으로 식 (12)에서 P/D 대신에 𝑃∗/D 를 적용하여 상수 a, b, c 

를 구한다. 

    규정화된 벽면전단응력 실험데이터를 함수로 표시하기 위해 Cosine 

함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으로 배열된 봉다발의 국부벽면전단 

응력을 모사하기 위해 다음의 함수 형태를 개발하였다. 

 

𝑍 𝜃 =  1 − 𝑎 ∙ 𝑐𝑜𝑠2𝜃 − 𝑏 ∙ 𝑐𝑜𝑠4𝜃 + 𝑐 ∙ 𝑠𝑖𝑛4𝜃 
1
2                                                                                      (12) 

 

위 국부벽면전단응력 함수에서 상수인 a, b, c 는 P/D 와 W/D 에 의존하고 이용 

가능한 수치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수를 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5.1 은 

P/D 와 W/D 가 같은 비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국부벽면전단응력 상수 a, b, c 를 

나타낸 것이고, 그와 비교하여 P/D 와 W/D 가 다른 비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국부벽면 전단응력 상수 a, b, c 도 아래의 표 5.2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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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유사하였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찰계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무시할 

정도로 적은 영향이었다. 

 

표 5.1 같은 비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국부벽면전단응력 상수 값 a, b, c 

 
 

 

 

 

 

 

표 5.2 다른 비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국부벽면전단응력 상수 값 a, b, c 

 

 

 P*/D =1.02 P*/D =1.10 P*/D =1.30 

P/D =1.03 

W/D=1.01 

P/D=1.01 

W/D=1.03 

P/D =1.11 

W/D=1.09 

P/D =1.09 

W/D=1.11 

P/D =1.31 

W/D=1.29 

P/D =1.29 

W/D=1.31 

a 0.04 -0.14 0.29 0.16 0.32 0.28 

b -0.81 -0.89 -0.40 -0.44 -0.13 -0.14 

c 0.38 0.36 0.11 0.13 0.00 0.00 

 

 

 

 

 

 

 

 

 

 

 

 

 

 

 

 

 

 P/D=1.02 P/D=1.10 P/D=1.30 

a -0.03 0.24 0.30 

b -0.82 -0.40 -0.12 

c 0.35 0.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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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각도에 따른 국부벽면전단응력 데이터 값 

P,W 
 

Angle 

P/D=1.03, 

W/D=1.01 

P/D=1.01, 

W/D=1.03 

P/D=1.02, 

W/D=1.02 

P/D=1.11, 

W/D=1.09 

P/D=1.09, 

W/D=1.11 

P/D=1.10, 

W/D=1.10 

P/D=1.31, 

W/D=1.29 

P/D=1.29, 

W/D=1.31 

P/D=1.30, 

W/D=1.30 

-0.00007 0.33142 0.10683 0.21422 0.87164 0.707 0.78219 1.18477 1.13363 1.1707 

0.91822 0.33142 0.10683 0.21422 0.86654 0.707 0.78219 1.17981 1.1287 1.16566 

1.83673 0.33142 0.11311 0.22034 0.86654 0.707 0.78724 1.17485 1.1287 1.16061 

2.75518 0.33767 0.11311 0.22646 0.87164 0.71205 0.80238 1.17485 1.1287 1.16566 

3.67357 0.34392 0.1194 0.2387 0.88184 0.72215 0.81247 1.17981 1.13363 1.16566 

4.59204 0.36268 0.13197 0.26318 0.89713 0.74235 0.83265 1.18477 1.13363 1.1707 

5.51063 0.3877 0.14453 0.28767 0.91242 0.76255 0.85284 1.18477 1.13855 1.1707 

6.42893 0.41896 0.16339 0.33051 0.93281 0.7878 0.88312 1.18973 1.14348 1.17575 

7.34732 0.46273 0.19481 0.37335 0.95829 0.81305 0.90835 1.19468 1.14841 1.18584 

8.26561 0.51901 0.2388 0.42844 0.98378 0.84335 0.93358 1.19468 1.15334 1.18584 

9.18395 0.57529 0.28907 0.48352 1.00927 0.87365 0.96386 1.19964 1.15334 1.18584 

10.10229 0.63782 0.35191 0.55085 1.03475 0.909 0.98909 1.2046 1.15827 1.19089 

11.02064 0.70035 0.42104 0.61818 1.06024 0.9393 1.02442 1.2046 1.1632 1.19089 

11.93897 0.76914 0.49645 0.67938 1.09082 0.97465 1.04965 1.20955 1.16813 1.19593 

12.8573 0.83792 0.57185 0.75283 1.11631 1.00495 1.07993 1.20955 1.16813 1.20098 

13.77565 0.90671 0.65355 0.82015 1.1469 1.03525 1.1102 1.21451 1.17306 1.20098 

14.69398 0.97549 0.72896 0.8936 1.17238 1.0706 1.13544 1.21451 1.17798 1.20602 

15.61231 1.03802 0.81065 0.96093 1.19787 1.09585 1.16067 1.21947 1.18291 1.20602 

16.53062 1.10681 0.88606 1.02825 1.22335 1.1312 1.1859 1.21947 1.18784 1.21107 

17.44903 1.16934 0.96147 1.09558 1.24374 1.15645 1.21113 1.21947 1.18784 1.21107 

18.3673 1.23187 1.03688 1.15679 1.26923 1.18675 1.23636 1.22443 1.19277 1.21612 

19.28566 1.28815 1.11229 1.22411 1.28962 1.212 1.25655 1.22443 1.19277 1.21612 

20.20401 1.34443 1.18141 1.2792 1.31001 1.23725 1.27674 1.22938 1.1977 1.21612 

21.12234 1.40071 1.24426 1.3404 1.3304 1.25745 1.29692 1.22938 1.20263 1.21612 

22.04065 1.45073 1.31338 1.39549 1.34569 1.2827 1.31711 1.22938 1.20263 1.22116 

22.95897 1.50076 1.37622 1.44445 1.36608 1.3029 1.33225 1.22938 1.20756 1.22116 

23.87734 1.54453 1.43278 1.49342 1.38137 1.3231 1.34739 1.22938 1.20756 1.22116 

24.79572 1.5883 1.48934 1.54238 1.39666 1.3433 1.36757 1.23434 1.21249 1.22116 

25.71402 1.62582 1.53961 1.58522 1.40686 1.3635 1.37766 1.22938 1.21249 1.22116 

26.6324 1.66959 1.58988 1.62195 1.42215 1.3837 1.3928 1.23434 1.21249 1.22116 

27.55077 1.70086 1.63387 1.65867 1.43234 1.3938 1.4029 1.22938 1.21249 1.21612 

28.46911 1.73838 1.67786 1.69539 1.44254 1.40895 1.41803 1.22938 1.21249 1.21612 

29.38745 1.76339 1.72185 1.726 1.45273 1.4241 1.42308 1.22938 1.21249 1.21612 

30.30585 1.7884 1.75327 1.7566 1.45783 1.4342 1.43317 1.22443 1.21249 1.21107 

31.22428 1.81967 1.79097 1.78108 1.46803 1.44935 1.43822 1.22443 1.21249 1.21107 

32.14263 1.83843 1.81611 1.79944 1.46803 1.44935 1.44327 1.21947 1.20756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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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105 1.85719 1.84753 1.82393 1.47312 1.45945 1.45336 1.21947 1.20756 1.20098 

33.97945 1.86969 1.87267 1.83617 1.47312 1.4645 1.44831 1.21451 1.20263 1.20098 

34.8979 1.8822 1.89152 1.85453 1.47312 1.46955 1.45336 1.2046 1.1977 1.19089 

35.81626 1.89471 1.91037 1.86677 1.47312 1.4746 1.45336 1.2046 1.1977 1.19089 

36.73459 1.89471 1.91666 1.87289 1.46803 1.46955 1.44831 1.19468 1.18784 1.18079 

37.65296 1.90096 1.92922 1.87901 1.46293 1.46955 1.44831 1.18973 1.18784 1.17575 

38.57134 1.89471 1.93551 1.87901 1.45783 1.46955 1.44327 1.18477 1.17798 1.1707 

39.48975 1.88845 1.93551 1.87289 1.44764 1.45945 1.43317 1.17485 1.17306 1.16061 

40.40813 1.88845 1.93551 1.87289 1.44254 1.45945 1.42813 1.1699 1.16813 1.15556 

41.32641 1.86969 1.92294 1.85453 1.42725 1.4443 1.41299 1.15502 1.15827 1.14547 

42.2449 1.85093 1.91666 1.84841 1.41196 1.43925 1.40794 1.15007 1.14841 1.14043 

43.1632 1.83218 1.90409 1.83005 1.40176 1.4241 1.3928 1.14015 1.13855 1.13033 

44.08168 1.80716 1.88524 1.80556 1.38137 1.40895 1.37766 1.12528 1.1287 1.12024 

44.99996 1.7884 1.86638 1.79332 1.37118 1.4039 1.37262 1.12032 1.12377 1.11519 

45.91824 1.75714 1.84125 1.76272 1.35079 1.3837 1.34739 1.10545 1.11391 1.10006 

46.83673 1.72587 1.81611 1.73824 1.3355 1.36855 1.33729 1.1005 1.10405 1.08996 

47.75503 1.69461 1.79097 1.70764 1.31511 1.3534 1.31711 1.09058 1.09419 1.07987 

48.67351 1.65709 1.75955 1.67703 1.29472 1.33825 1.30197 1.07571 1.08434 1.06978 

49.5918 1.63207 1.72813 1.64643 1.27943 1.3231 1.28683 1.07075 1.07941 1.06473 

50.51017 1.5883 1.69043 1.60971 1.25394 1.3029 1.26664 1.05588 1.06462 1.04959 

51.42858 1.55078 1.65272 1.57298 1.23355 1.2827 1.24646 1.04597 1.05476 1.0395 

52.34697 1.50701 1.61502 1.53626 1.21316 1.2625 1.22627 1.03605 1.04491 1.02941 

53.26534 1.45699 1.57103 1.49342 1.18767 1.23725 1.20104 1.02118 1.03505 1.01932 

54.18367 1.41947 1.53332 1.45057 1.16728 1.21705 1.18085 1.01127 1.02519 1.00923 

55.10203 1.36319 1.48305 1.40161 1.1367 1.1918 1.15562 0.99639 1.01041 0.99409 

56.02047 1.31316 1.43906 1.35876 1.11121 1.16655 1.13039 0.98152 1.00055 0.984 

56.93888 1.26314 1.38879 1.3098 1.08573 1.1413 1.1102 0.97161 0.98576 0.9739 

57.85729 1.20686 1.33223 1.26083 1.05514 1.11605 1.07993 0.95178 0.97097 0.95876 

58.77565 1.15683 1.28824 1.21187 1.02966 1.0908 1.05469 0.94187 0.96112 0.94867 

59.69407 1.0943 1.2254 1.15679 0.99398 1.05545 1.02442 0.92699 0.94633 0.93353 

60.61248 1.03802 1.17513 1.1017 0.96849 1.0302 0.99918 0.91212 0.93154 0.9184 

61.53082 0.98175 1.11857 1.04662 0.93281 0.9999 0.96891 0.89725 0.91676 0.90326 

62.44916 0.91921 1.06202 0.99153 0.90222 0.96455 0.93863 0.88238 0.90197 0.88812 

63.36753 0.86294 1.00546 0.93645 0.87164 0.9393 0.90835 0.86751 0.88719 0.87803 

64.2859 0.8004 0.94262 0.88136 0.83596 0.90395 0.87807 0.84768 0.8724 0.86289 

65.20421 0.74413 0.88606 0.82015 0.80028 0.87365 0.84275 0.83281 0.85761 0.84775 

66.12259 0.68159 0.8295 0.76507 0.7646 0.8383 0.81247 0.81794 0.84283 0.83261 

67.04096 0.62532 0.77295 0.70998 0.73401 0.808 0.78219 0.80306 0.82804 0.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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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928 0.56904 0.71639 0.6549 0.69833 0.77265 0.74687 0.78819 0.81325 0.80233 

68.87759 0.51901 0.65983 0.60594 0.66265 0.74235 0.71659 0.76836 0.79847 0.7872 

69.79592 0.46273 0.60956 0.55085 0.63207 0.71205 0.68126 0.75349 0.78368 0.77206 

70.71427 0.41896 0.55929 0.50801 0.59639 0.6767 0.65098 0.73862 0.76889 0.75692 

71.63263 0.36894 0.5153 0.45904 0.5658 0.6464 0.62071 0.72375 0.75411 0.74178 

72.5509 0.33142 0.46502 0.4162 0.53522 0.6161 0.59043 0.70392 0.73439 0.72664 

73.46931 0.2939 0.42732 0.37335 0.50973 0.59085 0.56015 0.68905 0.72453 0.7115 

74.38762 0.25638 0.38962 0.34275 0.47915 0.56055 0.53492 0.67418 0.70975 0.69637 

75.30595 0.22511 0.35819 0.30603 0.45366 0.5353 0.50968 0.65931 0.69496 0.68123 

76.22428 0.2001 0.32677 0.27543 0.42817 0.51005 0.48445 0.64939 0.68018 0.67114 

77.14263 0.17509 0.29535 0.25094 0.40778 0.48985 0.45922 0.63452 0.67032 0.656 

78.06096 0.15633 0.2765 0.22646 0.3874 0.46965 0.43904 0.61965 0.65553 0.6459 

78.97929 0.13757 0.25136 0.2081 0.36701 0.44945 0.41885 0.60973 0.64567 0.63077 

79.89764 0.12506 0.2388 0.18974 0.35171 0.42925 0.40371 0.59486 0.63582 0.62067 

80.81598 0.1063 0.21994 0.1775 0.33642 0.4141 0.38857 0.58495 0.62596 0.61058 

81.73432 0.0938 0.20738 0.15913 0.32623 0.404 0.37343 0.57503 0.6161 0.60049 

82.6526 0.08754 0.19481 0.14689 0.31603 0.3939 0.35829 0.57008 0.60624 0.5904 

83.571 0.07504 0.18852 0.14077 0.30584 0.3838 0.35325 0.56016 0.59639 0.5803 

84.4893 0.06878 0.17596 0.12853 0.30074 0.3737 0.34315 0.55025 0.59146 0.57526 

85.40789 0.06253 0.16967 0.12241 0.29564 0.36865 0.33306 0.54529 0.58653 0.57021 

86.32636 0.05628 0.16967 0.11629 0.29055 0.3636 0.32802 0.54529 0.5816 0.56517 

87.24474 0.05628 0.16339 0.11017 0.29055 0.3636 0.32297 0.54033 0.57667 0.56517 

88.1632 0.05628 0.16339 0.10405 0.29055 0.35855 0.32297 0.54033 0.57667 0.56012 

89.08171 0.05003 0.16339 0.10405 0.28545 0.35855 0.31792 0.54033 0.57667 0.56012 

90 0.05003 0.16339 0.10405 0.29055 0.3636 0.32297 0.54033 0.5816 0.5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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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연료 채널에서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원자로의 운전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핵연료다발의 압력강하 및 마찰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먼저, 

다발의 압력강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 벽면의 영향과 국부전단 

응력분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연료다발의 마찰계수의 

확실한 이론적 해결을 위한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상관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벽면의 영향을 받는 측면 부수로에서 국부전단응력분포는 직경에서 피치까지의 

거리 비(P/D)와 마찬가지로 직경에서 벽면까지 거리 비(W/D)에 의존한다. P/D 

의 값과 W/D 의 값이 같은 경우에 국부벽면전단응력분포는 P/D 각 값들이 

각도에 따른 위치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된다. 반면에 P/D (Pitch to Diameter ratio) 

와 비교하여 W/D (Wall to Diameter ratio)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P/D 와 

W/D 각 Case를 계산하기 위한 상관식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면 부수로에 위치한 P/D 와 비교하여 값이 다른 W/D 일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P/D 를 의미하는 새로운 식 P*/D 는 P/D 와 W/D 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으로, P/D 와 W/D 값이 같은 

경우의 마찰손실계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예측이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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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료 채널에서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원자로의 운전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핵연료다발의 압력강하 및 마찰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먼저, 다발의 압력강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 벽면의 영향과 국부전단응력분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연료다발의 마찰계수의 확실한 이론적 해결을 위한 국부벽면전단 

응력의 상관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벽면의 영향을 받는 측면 부수로에서 국부전단 

응력분포는 직경에서 피치까지의 거리 비(P/D)와 마찬가지로 직경에서 벽면까지 거리 비 

(W/D) 에 의존한다. P/D 의 값과 W/D 의 값이 같은 경우에 국부벽면전단응력분포는 P/D 

각 값들이 각도에 따른 위치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된다. 반면에 P/D (Pitch to Diameter 

ratio) 와 비교하여 W/D (Wall to Diameter ratio) 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P/D 와 W/D 

각 Case를 계산하기 위한 상관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면 

부수로에 위치한 P/D 와 비교하여 값이 다른 W/D 일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부벽면 

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P/D 를 의미하는 새로운 

식 P*/D 는 P/D 와 W/D 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부벽면전단응력의 

일반상관식으로, P/D 와 W/D 값이 같은 경우의 마찰손실계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예측이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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