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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로 난류유동 최적 전산해석을 위한 레이놀즈 평균 난류모델의 평가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이 연구는 원자로 난류유동의 최적 전산해석을 위해 다양한 난류모델을 평가하

는 것이 주목적이며 범용 전산유체역학(CFD) 코드의 전문적 활용을 위해 새로

운 난류모델과 CFD 코드의 결합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

는 복잡한 원자로 난류유동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난류모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원자로 열유동의 최적 전산해석체계를 수립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레이놀즈 평균 운동방정식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에 근거한 RANS 모델을 평가하 다. 즉, 

산업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표준 k-ε  모델을 비롯한 비선형 에디 점성계

수 모델(eddy viscosity model) 및 레이놀즈 응력 모델(Reynolds stress model) 

등을 사용하 다. 비선형 EVM은 이 연구에 사용한 CFD 코드인 CFX-4에 내

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소스(source)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하 다. 다양한 

난류모델의 검증계산을 위해 후향계단 및 사각덕트 난류유동의 수치해석을 우

선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정방형(사각형) 및 비정방형

(삼각형) 단순지지 봉다발(bare rod bundle)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

하 다. 또한 유동혼합 날개가 부착된 핵연료다발의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도 수행하여 각 난류모델의 예측특성을 비교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원자로 난류유동의 최적 전산해석을 위한 난류모델의 특성을 분석하고 범용 

CFD 코드의 전문활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열전달 계산을 포함한 원자로 

열유동의 최적 전산유체역학해석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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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valuation of RANS Turbulence Models for Optimal Computational Analysis of 

Reactor Turbulent Flow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turbulence models for 

optimal computational analysis of reactor turbulent flow. The secondary objective is 

to get the implementation technique of new turbulence model in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code. This study provides in-depth analysis of the complex 

turbulent flow in nuclear reactor and improves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urbulence model. Furthermore, this study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optimal 

CFD system for the numerical analysis of reactor thermal flow.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study evaluated turbulence models based on the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which are practical in engineering. More specifically, the 

turbulence models used in this evaluation are standard k-ε  model, non-linear eddy 

viscosity model(NLEVM) and differential Reynolds stress model(RSM). The 

NLEVM is implemented in the CFD code, CFX-4 by direct modifications of the 

associated source routines because it is not available in CFX-4. A numerical 

analysis of turbulent flows in backward facing step and square duc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NLEVM. Then, the CFD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turbulent flows in square and triangular bare rod bundles. 

In addition, the various turbulence models were also applied to the numerical 

analysis of turbulent flow in a nuclear fuel bundle with the mixing-vane grid.

Ⅳ.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comparison results of various turbulence models for the 

optimal computational analysis of reactor turbulent flow and establishes the optimal 

CFD system for the future analysis of heat and fluid flow in a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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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부분의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은 정방형 또는 삼각형 배열의 긴 실린더

형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수는 연료봉 사이로 형성된 유로인 “부수로”를 따

라 흐르게 된다. 부수로의 단면 형상은 원형이 아니므로 원형관의 난류유동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봉다발 부수로의 난류유동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연료봉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과 핵연료다발의 열수력적 성능을 분석

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단순지지 봉다발의 난류유동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Carajilescov와 Todreas
1)
 는 삼각형 봉다발 난류유동

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 으며 Vonka
2)
는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에서 

2차유동(secondary flow)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하 다. 정방형 봉다발의 난류유동 

구조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3)-6)
 특히 Rehme

6)
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봉다발 부수로 난류구조의 특성을 정리하 다. 즉, 2차유동의 발생과 크

기, 향 등을 평가하 고 난류의 비등방성(anisotropy)에 대한 분석과 함께 큰 에디

(large eddy) 운동에 의한 거시적 유동 맥동(flow pulsation) 현상의 중요성도 강조하

다. 이러한 난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Slagter
7)
은 1-방정식 난류모델을 이용한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발표하 다. Lee와 Jang
8)
 및 Lemos 와 Asato

9)
는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non-linear eddy viscosity) 모델을 이용하여 삼각형 봉다발에 대한 수치모사 

결과를 제시하 다. 그러나 봉다발 난류구조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

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신형원자로 핵연료다발의 열유동 전산해석기술 개발과제의 1년차 연구

로 당해연도의 연구목표는 최적 난류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난류모델과 범용 

전산유체역학(CFD) 코드의 연계기술 및 수치해석 체계의 수립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

학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레이놀즈 평균 운동방정식(Reynolds-averaged 

Navier-Stokes)에 근거한 RANS 모델을 평가하 다. 즉, 산업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

는 표준 k-ε  모델을 비롯한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eddy viscosity model) 및 레

이놀즈 응력 모델(Reynolds stress model) 등을 사용하 다. 다양한 난류모델의 검증

계산을 위해 후향계단 및 사각덕트 난류유동의 수치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정방형 및 비정방형 단순지지 봉다발(bare rod bundle) 난

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유동혼합 날개가 부착된 핵연료다발의 난

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도 수행하여 각 난류모델의 예측특성을 비교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범용 CFD 코드로 국의 AEA Technology가 개발한 CFX-4
10)
를 사용하 는데 

비선형 점성계수 모델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관련 소스(source) 프로그램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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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류모델과 범용 CFD 코드

2.1 난류모델

   난류유동의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레이놀즈 평균 운동방정식(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에 기초한 RANS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큰 에디 모사(large 

eddy simulation) 및 직접수치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방법이 있다(표 1 참

조). 보다 정확한 난류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LES 또는 DNS 방법이 

필요하지만 원자로 유동과 같이 복잡한 난류유동의 경우 너무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

하며 수치 안정성도 극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공학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RANS 모델을 사용하 다. 즉,  난류유동은 난류구조를 상세

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비정상 상태의 유동이므로 일반적으로 유동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시간평균하여 얻어지는 레이놀즈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레이놀즈 

평균 운동방정식은 레이놀즈 응력 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레이놀즈 응력

항에 대한 보조 관계식을 위한 난류모델이 필요하다. 각 난류응력에 대한 모델은 에디 

점성계수 모델(eddy viscosity model: EVM)과 2차 모멘트 난류응력 모델(Reynolds 

stress model: RSM)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난류모델은 에디 점성계수 

모델인 표준 k-ε  모델, 비선형 2차(quadratic) 및 3차(cubic) k-ε  모델과 미분형 레

이놀즈 응력모델이다.

   Launder와 Spalding
11)
의 표준 k-ε  모델은 난류에 대한 에디 점성계수 가정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난류에너지 k와 난류 소산율 ε에 대한 전달 방정식을 사용한다.

( )/ρ ρ τ ρε µ µ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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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τ ij는 레이놀즈 응력 텐서이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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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k-ε  모델의 상수 값은 다음과 같다.

1 20.09, 1.44, 1.92, 1.0, 1.3µ ε ε εσ σ= = = = =kC C C (5)

   표준 k-ε  모델의 등방성(isotropy) 가정을 삭제하기 위해 Craft 등
12)
은 다음과 같

은 비선형 quadratic 및 cubic 레이놀즈 응력 관계식을 제시하 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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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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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Ω k
는 좌표축의 회전율을 나타낸다. 식 (6)의 4개의 상관식 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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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와 Ω는 각각 변형률(strain rate)과 와도(vorticity)를 나타낸다.

   한편, 비선형 cubic 레이놀즈 응력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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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 계수들의 최적값은 Craft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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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1 2 3 4 5 6 70.1, 0.1, 0.26, 10 , 0, 5 , 5C C C C C C C C C Cµ µ µ= − = = = − = = − = (10)

 Launder-Reece-Rodi
13)
는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각각 레이놀즈 응력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한 레이놀즈 응력 모델(LRR-RSM)을 제안하 다. 비압축성 유체의 

레이놀즈 응력 텐서 τ ij와 난류 소산율 ε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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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서 Π ij
는 압력-변형률 항으로 Rotta14) 모델과 LRR 모델13)을 이용하며 벽면

의 향을 고려한 벽반(wall reflection) 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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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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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n은 벽면으로부터 수직거리이다. LRR RSM의 상수 값은 아래와 같다.

1 21.8, 0.60, 0.11, 0.18sC C C Cε= = = = (15)

2.2 비선형 에디점성계수 모델의 CFX-4 적용

   비선형 2차(quadratic)/3차(cubic) 에디 점성계수 모델은 CFX-4.4 코드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정한 CFX-4 코드의 서브루

틴은 CTURBV, GENSHR, GENCAL, DFCREF, SCMNOD, WALSHS, WALSHR, 

DIFFUS와 WALVIR이며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서브루틴(NLQUAD & 

NLCUBC)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선형 2차/3차 레이놀즈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서브루

틴 NLQUAD와 NLCUBC의 소스 프로그램은 각각 표 2와 표 3에 나타냈으며 관련 각 

서브루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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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URBV - Updates turbulence quantities

GENSHR - Computes turbulent production due to shear

GENCAL - Computes turbulent production 

DFCREF - Performs deferred correction of cross-diffusion terms and 

compute physical gradients

SCMNOD - Computes nodal source terms for the momentum equations

WALSHS - Modifies the momentum equation source terms adjacent to walls

for stress/flux models

WALSHR - Modifies the momentum equation source terms adjacent to walls

DIFFUS - Computes physical diffusion tensor and diffusion coefficients

WALVIR - Sets effective viscosity equal to molecular viscosity on 

wall boundary nodes

NLQUAD - Calculates non-linear quadratic Reynolds stresses and load up arrays

NLCUBC - Calculates non-linear cubic Reynolds stresses and load up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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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난류유동 해석방법 비교

해석모델 구분 모델 특성

RANS 모델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Zero-equation models

- Cebeci-Smith model(1974)

- Baldwin-Lomax model(1978)

Prandtl의 혼합길이 가설

Boussinesq의 에디 점성계수 가정

에디 점성계수에 대한 실험적 관계식

One-equation models

- Spalart-Allmaras model(1992)
난류에너지 방정식

Two-equation models

- Standard k-ε  model

- RNG k-ε  model

- k-ω  model

- Nonlinear k-ε  models

- Low Reynolds k-ε  model

난류에너지와 난류 길이 스케일에

대한 방정식

Second-order closure models

- Launder-Reece-Rodi model

- Speziale-Sarkar-Gatski model

레이놀즈 응력에 대한 미분 방정식

비등방 난류모델

큰 에디 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

- Smargorinsky Sub-Grid-Scale model

- Dynamic SGS model

큰 에디의 직접수치모사와 

작은 에디의 모델링

직접수치모사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난류의 최소 스케일까지 

직접수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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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선형 2차(quadratic) 레이놀즈 응력 계산 서브루틴(NLQUAD)

      SUBROUTINE NLQUAD(TXX,TYY,TZZ,TXY,TZY,TXZ,
     +                  U,V,W,P,VFRAC,DEN,VIS,TE,ED,RS,T,H,RF,SCAL,
     +                  XP,YP,ZP,VOL,AREA,VPOR,ARPOR,WFACT,DIFLAM,
     +                  URFVAR,IBLK,IPVERT,IPNODN,IPFACN,IPNODF,
     +                  IPNODB,IPFACB,UGRAD,VGRAD,WGRAD,
     +                  WORK,IWORK,CWORK)              

C**********************************************************************
C
C   THIS SUBROUTINE IS CALLED BY THE FOLLOWING SUBROUTINE
C      CTURBV
C
C***********************************************************************
C   CREATED
C      5/10/98  GJE - UNIVERSITY OF NOTTINGHAM
C        12/02  WKI - DENSITY CORRECTIONS FOR REYNOLDS STRESSES, Txx
C
C***********************************************************************
C
      LOGICAL LDEN,LVIS,LTURB,LTEMP,LBUOY,LSCAL,LCOMP
     +       ,LRECT,LCYN,LAXIS,LPOROS,LTRANS
C
      CHARACTER*(*) CWORK
C
C
      COMMON
     + /ALL/    NBLOCK,NCELL,NBDRY,NNODE,NFACE,NVERT,NDIM
     + /ALLWRK/ NRWS,NIWS,NCWS,IWRFRE,IWIFRE,IWCFRE
     + /ADDIMS/ NPHASE,NSCAL,NVAR,NPROP
     +         ,NDVAR,NDPROP,NDXNN,NDGEOM,NDCOEF,NILIST,NRLIST,NTOPOL
     + /CHKUSR/ IVERS,IUCALL,IUSED
     + /DEVICE/ NREAD,NWRITE,NRDISK,NWDISK
     + /IDUM/   ILEN,JLEN
     + /LOGIC/  LDEN,LVIS,LTURB,LTEMP,LBUOY,LSCAL,LCOMP
     +         ,LRECT,LCYN,LAXIS,LPOROS,LTRANS
     + /MLTGRD/ MLEVEL,NLEVEL,ILEVEL
     + /SGLDBL/ IFLGPR,ICHKPR
     + /SPARM/  SMALL,SORMAX,NITER,INDPRI,MAXIT,NODREF,NODMON
     + /TRANSI/ NSTEP,KSTEP,MF,INCORE
     + /TRANSR/ TIME,DT,DTINVF,TPARM
     + /TURBKE/ CMU
C
C
      DIMENSION DIFLAM(NVAR,NPHASE),URFVAR(NVAR,NPHASE)
C
      DIMENSION
     + TXX(NNODE),TYY(NNODE),TZZ(NNODE),TXY(NNODE),TZY(NNODE)
     +,TXZ(NNODE)
     +,U(NNODE,NPHASE),V(NNODE,NPHASE),W(NNODE,NPHASE),P(NNODE,NPHASE)
     +,VFRAC(NNODE,NPHASE),DEN(NNODE,NPHASE),VIS(NNODE,NPHASE)
     +,TE(NNODE,NPHASE),ED(NNODE,NPHASE),RS(NNODE,NPHASE,6)
     +,T(NNODE,NPHASE),H(NNODE,NPHASE),RF(NNODE,NPHASE,4)
     +,SCAL(NNODE,NPHASE,NSCAL),UGRAD(NCELL,3),VGRAD(NCELL,3)
     +,WGRAD(NCELL,3)
C
      DIMENSION
     + XP(NNODE),YP(NNODE),ZP(NNODE)
     +,VOL(NCELL),AREA(NFACE,3),VPOR(NCELL),ARPOR(NFACE,3)
     +,WFACT(NFACE)
     +,IBLK(5,NBLOCK)
     +,IPVERT(NCELL,8),IPNODN(NCELL,6),IPFACN(NCELL,6),IPNODF(NFACE,4)
     +,IPNODB(NBDRY,4),IPFACB(NBDRY)
     +,IWORK(*),WORK(*),CWORK(*)
C
C
      COMMON/UCRED/ EDV
C
C
C     NOTE, ADDED REVISED EDDY VISC AS COMMON BLOCK AS ROUTINE ABOVE
C           DIFFUS NOT AVAILABLE (TO ADD TO ARG LIST
C
      PARAMETER (NUMBER=500000)
C
      REAL EDV(NUMBER)
C
C    --DIMENSION EXTRA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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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L S(3,3)
      REAL OMEG(3,3)
      REAL T3(3,3)
      REAL T5(3,3)
      REAL T6(3,3)
      REAL T7(3,3)
      REAL RST(3,3)
      REAL SCR(3,3)
C
C     --DECLARE VARIABLES---
C
      REAL DUIDXJ
      REAL DUJDXI
      INTEGER LI
      INTEGER LJ
      INTEGER LK
      INTEGER LL
      REAL T4
      REAL T8 
      REAL S1
      REAL S2
      REAL OMEG1      
      REAL OMEG2
      REAL TUU
      REAL TVV
      REAL TWW
      REAL TUV
      REAL TUW
      REAL TWV
C
C
C----VERSION NUMBER OF USER ROUTINE AND PRECISION FLAG
C
      IVERS=4
      ICHKPR = 1
C
C
C  -----START OF QUAD NON LINEAR MODEL FORTRAN (UMIST VERSION).-----
C
C     SET PHASE NUMBER
C
      IPHASE=1
C
C----------SET USER SCALARS TO STORE STRESSES TO ALLOW VIEWING--------
C
C
       CALL GETSCA('USRDCC XX',ISC1,CWORK)
       CALL GETSCA('USRDCC YY',ISC2,CWORK)
       CALL GETSCA('USRDCC ZZ',ISC3,CWORK)
       CALL GETSCA('USRDCC XY',ISC4,CWORK)
       CALL GETSCA('USRDCC XZ',ISC5,CWORK)
       CALL GETSCA('USRDCC ZY',ISC6,CWORK)
C
C----------------------------------------------------------------------
C
C  GET VARIABLE NUMBER FOR U,V,W-VELOCITY.
      CALL GETVAR('NLQUAD','U     ',IU)
C
C
C     ---SET MOLECULAR VISCOSITY---
C
      VISCOS = DIFLAM(IU,IPHASE)
C
C
C
C  CALCULATE VELOCITY GRADIENTS
C
      CALL GRADV('NLQUAD',IPHASE,U(1,IPHASE),V(1,IPHASE),W(1,IPHASE)
     +           ,UGRAD,VGRAD,WGRAD,XP,YP,ZP,VOL,AREA
     +           ,IBLK,IPVERT,IPNODN,IPFACN,IPNODF,IPNODB,IPFACB
     +           ,WORK,IWORK,CWORK)
C
C
C
          DO 80 INODE=1, NCELL
C
C     ----LOAD UP VARIABLES WITH OLD R.S VALUES----
C
                      TUU=TXX(INODE)
                      TVV=TYY(I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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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W=TZZ(INODE)
                      TUV=TXY(INODE)
                      TUW=TXZ(INODE)
                      TWV=TZY(INODE)
C
C
C     --INITIALISE ALL VARIABLES--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104 LI=1,3
          DO 105 LJ=1,3         
C
             DUIDXJ=0.0
             DUJDXI=0.0
             S(LI,LJ)=0.0
             OMEG(LI,LJ)=0.0
             S1=0.0
             OMEG1=0.0
             S2=0.0
             OMEG2=0.0
             T4=0.0
             T8=0.0
             T3(LI,LJ)=0.0
             T5(LI,LJ)=0.0
             T6(LI,LJ)=0.0
             T7(LI,LJ)=0.0
             SCR(LI,LJ)=0.0
             RST(LI,LJ)=0.0
             TXX(INODE)=0.0
             TYY(INODE)=0.0
             TZZ(INODE)=0.0
             TXY(INODE)=0.0
             TXZ(INODE)=0.0
             TZY(INODE)=0.0
             CM=0.0
             COM=0.0
             COM1=0.0
             COM2=0.0
             C1=0.0
             C2=0.0
             C3=0.0
             T4A=0.0
             T8A=0.0
C
C
 105      CONTINUE
 104   CONTINUE
C
C
C
C  PHYSICAL SPACE VELOCITY GRADIENTS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110 LI=1,3
          DO 120 LJ=1,3
C
C  SELECT GRAD FOR APPROPRIATE UI VALUE
C
          IF (LI.EQ.1) DUIDXJ=UGRAD(INODE,LJ)
          IF (LI.EQ.2) DUIDXJ=VGRAD(INODE,LJ)
          IF (LI.EQ.3) DUIDXJ=WGRAD(INODE,LJ)
C  
C  SELECT GRAD FOR APPROPRIATE UJ VALUE
C
          IF (LJ.EQ.1) DUJDXI=UGRAD(INODE,LI)
          IF (LJ.EQ.2) DUJDXI=VGRAD(INODE,LI)
          IF (LJ.EQ.3) DUJDXI=WGRAD(INODE,LI)
C
C
C  ------ CALC S AND OMEGA------------ 
C
          S(LI,LJ)=(DUIDXJ+DUJDXI)
          OMEG(LI,LJ)=(DUIDXJ-DUJDXI)
C
C
C     ----SUM S AND OMEGA FOR CALC IN VARIABLE CONSTANTS---
C
C          
          S1=S1+(S(LI,LJ)*S(LI,LJ))
          OMEG1=OMEG1+(OMEG(LI,LJ)*OMEG(LI,LJ))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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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20   CONTINUE
 110  CONTINUE
C                      
C
C    - CALCULATE TERMS COMMON TO ALL EQUATIONS THAT INCLUDE I & J -
C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J AND K 
C
      DO 190 LI=1,3
         DO 200 LJ=1,3  
            DO 210 LK=1,3
C
C
C     TERMS NAMED AFTER POSITION IN EQUATION
C
          T3(LI,LJ) = T3(LI,LJ)+(S(LI,LK)*S(LK,LJ))
          T5(LI,LJ) = T5(LI,LJ)+(OMEG(LI,LK)*S(LK,LJ))
          T6(LI,LJ) = T6(LI,LJ)+(OMEG(LJ,LK)*S(LK,LI))
          T7(LI,LJ) = T7(LI,LJ)+(OMEG(LI,LK)*OMEG(LJ,LK))
C     
C
 210         CONTINUE
 200      CONTINUE
 190   CONTINUE
C
C
C     -- CALCULATE TERMS COMMON TO ALL NORMAL STRESSES --
C     
C  LOOP OVER ALL VALUES OF K AND L 
       DO 211 LK=1,3
           DO 212 LL=1,3
C
C
C   - NOTE, TERMS NAMED AFTER POSITION IN EQUATION -
C
C    
              T4 = T4+(S(LK,LL)*S(LK,LL))
              T8 = T8+(OMEG(LK,LL)*OMEG(LK,LL))
C          
C
 212         CONTINUE
 211      CONTINUE
C
C
C
C
C    ------- CALC REYNOLDS STRESS VALUES -----------
C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220 LI=1,3
          DO 230 LJ=1,3
C
C     DEFINE CONSTANTS AND EXTRA EQUATIONS 
C
             A0=0.667
             A1=1.25
             A2=1.0
             A3=0.9
             CNL1=0.75
             CNL2=3.75
             CNL3=4.75
             CNL6=1000.0
             CNL7=1.0
C
C     --CALC VARIABLE CONSTANTS --
C
         S2=(TE(INODE,1)/MAX(ED(INODE,1),SMALL))*((0.5*S1)**0.5)
         OMEG2=(TE(INODE,1)/MAX(ED(INODE,1),SMALL))*((0.5*OMEG1)**0.5)
C
C
C     ----CALC CMU VALUES FOR REYNOLDS STRESS TENSOR
C
             CM=A0/(A1+(A2*S2)+(A3*OMEG2))
C
C      -CALC COMMON PART OF CONSTANTS C1 TO C3-
C
             COM=(CNL6+(CNL7*(S2**3)))*C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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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CNL1/COM
C
             C2=CNL2/COM            
C
             C3=CNL3/COM
C
C   --CALC EDDY VISCOSITY WITH REVISED CMU FOR R.E TENSOR ONLY---
C
C
         PTN=(CM*DEN(INODE,1)*(TE(INODE,1)**2))/MAX(ED(INODE,1),SMALL)
C
C
C     ----LOAD ARRAY FOR EFFECTIVE VISC FOR MOM EQU. DIFFUSION----
C
C
             EDV(INODE)= PTN + VISCOS
C
C
C     --COMMON PART OF REYNOLDS STRESS TENSOR---
C
             COM2=PTN*(TE(INODE,1)/MAX(ED(INODE,1),SMALL))
C
C
C-----------------CALC REYNOLDS STRESSES---------------
C
C     NOTE, -2.3PK REMOVED AS IN PRESSURE TERM +
C            PT(DUIDXJ+DUJDXI) REMOVED FROM MOM 
C            EQUATION TERM 
C
C
             IF (LI.EQ.LJ) THEN                
C    
C     
                T4A=(1.0/3.0)*T4
                T8A=(1.0/3.0)*T8          
C
C
C     --NORMAL STRESSES, I=J-- (USED IN MODEL)
C
C
        RST(LI,LJ)=C1*COM2*(T3(LI,LJ)-T4A)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T8A)
C
C
C--------FULL TERMS FOR USER SCALAR ONLY------
C
C
        SCR(LI,LJ)=(2.0/3.0)*DEN(INODE,1)*TE(INODE,1)
C
     +          -PTN*S(LI,LJ)
C     
     +          +C1*COM2*(T3(LI,LJ)-T4A)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T8A)
C
C---------------------------------------------
C
C   -LOAD UP ARRAYS FOR TXX ETC. AS WILL BE OVERWRITTEN FOR EACH NODAL SWEEP-
C
C     ---UNDER RELAX STRESSES---
C
        UR = 0.5
C
C
c        TXX(INODE)=(RST(1,1)*UR)+((1-UR)*TUU)
c        TYY(INODE)=(RST(2,2)*UR)+((1-UR)*TVV)
c        TZZ(INODE)=(RST(3,3)*UR)+((1-UR)*TWW)
        TXX(INODE)=((RST(1,1)*UR)+((1-UR)*TUU))/DEN(INODE,1)
        TYY(INODE)=((RST(2,2)*UR)+((1-UR)*TVV))/DEN(INODE,1)
        TZZ(INODE)=((RST(3,3)*UR)+((1-UR)*TWW))/DEN(INODE,1)
C    
C
C------LOAD UP SCALARS WITH FULL TERMS-----------
C
             SCAL(INODE,IPHASE,ISC1)=SCR(1,1)
             SCAL(INODE,IPHASE,ISC2)=SC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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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INODE,IPHASE,ISC3)=SCR(3,3)
C
C
      END IF
C
C
C     -- SHEAR STRESS CALC I NOT EQUAL TO J -----
C
        IF (LI.NE.LJ) THEN
C
C
        RST(LI,LJ)=C1*COM2*T3(LI,LJ)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
C
C
C--------FULL TERMS FOR USER SCALAR ONLY------
C
C
        SCR(LI,LJ)=-PTN*S(LI,LJ)
C
     +          +C1*COM2*T3(LI,LJ)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
C
C---------------------------------------------
C
C
C    -LOAD UP ARRAYS FOR STRESSES AS WILL BE OVERWRITTEN FOR EACH NODAL SWEEP-
C     
C
        UR = 0.5
C
c        TXY(INODE)=(RST(1,2)*UR)+((1-UR)*TUV)
c        TZY(INODE)=(RST(3,2)*UR)+((1-UR)*TWV)
c        TXZ(INODE)=(RST(1,3)*UR)+((1-UR)*TUW)
        TXY(INODE)=((RST(1,2)*UR)+((1-UR)*TUV))/DEN(INODE,1)
        TZY(INODE)=((RST(3,2)*UR)+((1-UR)*TWV))/DEN(INODE,1)
        TXZ(INODE)=((RST(1,3)*UR)+((1-UR)*TUW))/DEN(INODE,1)
C
C
C------LOAD UP SCALARS WITH FULL TERMS-----------
C
             SCAL(INODE,IPHASE,ISC4)=SCR(1,2)
             SCAL(INODE,IPHASE,ISC5)=SCR(1,3)
             SCAL(INODE,IPHASE,ISC6)=SCR(3,2)
C
C
        END IF 
C
C
 230  CONTINUE
 220  CONTINUE
C
C
C
 80   CONTINUE
C
C
C
C    ----- GET BOUNDARY INFORMATION---
C
      CALL GETBCS('NLQUAD','WALL  ',ILEVEL,NPCWAL,NLBWAL,NCVWAL,ISTWAL)
C
C     --SET EFFECTIVE VISC AT WALL EQUAL TO MOLECULAR VISC------
C
C
             IF (NCVWAL.GT.0) THEN
                 ISTART = ISTWAL
                 ILAST  = ISTWAL + NCVWAL - 1
                 CALL WALVIS(IPHASE,VIS(1,IPHASE),DIFLAM(IU,IPHASE)
     +                      ,ISTART,ILAST,IPNODB)
             ENDIF
C
C
C
C----SET THE R.S AT THE WALL EQUAL TO THAT AT NODE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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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WALLS
         IF (NCVWAL.GT.0) THEN
             ISTART = ISTWAL
             ILAST  = ISTWAL + NCVWAL - 1
             CALL GETADD('NLQUAD','ITOPOL','INODP3',ILEVEL,JNODP3)
             CALL GETADD('NLQUAD','GEOM  ','ARCLEN',ILEVEL,JARCL)
             CALL BCSEXT('WALL  ',TXX(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Y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ZZ(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X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Z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XZ(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ENDIF
C   
C
C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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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선형 3차(cubic) 레이놀즈 응력 계산 서브루틴(NLCUBC)

      SUBROUTINE NLCUBC(TXX,TYY,TZZ,TXY,TZY,TXZ,
     +                  U,V,W,P,VFRAC,DEN,VIS,TE,ED,RS,T,H,RF,SCAL,
     +                  XP,YP,ZP,VOL,AREA,VPOR,ARPOR,WFACT,DIFLAM,
     +                  URFVAR,IBLK,IPVERT,IPNODN,IPFACN,IPNODF,
     +                  IPNODB,IPFACB,UGRAD,VGRAD,WGRAD,
     +                  WORK,IWORK,CWORK)              

C**********************************************************************
C
C   THIS SUBROUTINE IS CALLED BY THE FOLLOWING SUBROUTINE
C      CTURBV
C
C***********************************************************************
C   CREATED
C      5/10/98  GJE - UNIVERSITY OF NOTTINGHAM
C        12/02  WKI - DENSITY CORRECTIONS FOR REYNOLDS STRESSES, Txx
C
C***********************************************************************
C
      LOGICAL LDEN,LVIS,LTURB,LTEMP,LBUOY,LSCAL,LCOMP
     +       ,LRECT,LCYN,LAXIS,LPOROS,LTRANS
C
      CHARACTER*(*) CWORK
C
C
      COMMON
     + /ALL/    NBLOCK,NCELL,NBDRY,NNODE,NFACE,NVERT,NDIM
     + /ALLWRK/ NRWS,NIWS,NCWS,IWRFRE,IWIFRE,IWCFRE
     + /ADDIMS/ NPHASE,NSCAL,NVAR,NPROP
     +         ,NDVAR,NDPROP,NDXNN,NDGEOM,NDCOEF,NILIST,NRLIST,NTOPOL
     + /CHKUSR/ IVERS,IUCALL,IUSED
     + /DEVICE/ NREAD,NWRITE,NRDISK,NWDISK
     + /IDUM/   ILEN,JLEN
     + /LOGIC/  LDEN,LVIS,LTURB,LTEMP,LBUOY,LSCAL,LCOMP
     +         ,LRECT,LCYN,LAXIS,LPOROS,LTRANS
     + /MLTGRD/ MLEVEL,NLEVEL,ILEVEL
     + /SGLDBL/ IFLGPR,ICHKPR
     + /SPARM/  SMALL,SORMAX,NITER,INDPRI,MAXIT,NODREF,NODMON
     + /TRANSI/ NSTEP,KSTEP,MF,INCORE
     + /TRANSR/ TIME,DT,DTINVF,TPARM
     + /TURBKE/ CMU
C
C
      DIMENSION DIFLAM(NVAR,NPHASE),URFVAR(NVAR,NPHASE)
C
      DIMENSION
     + TXX(NNODE),TYY(NNODE),TZZ(NNODE),TXY(NNODE),TZY(NNODE)
     +,TXZ(NNODE)
     +,U(NNODE,NPHASE),V(NNODE,NPHASE),W(NNODE,NPHASE),P(NNODE,NPHASE)
     +,VFRAC(NNODE,NPHASE),DEN(NNODE,NPHASE),VIS(NNODE,NPHASE)
     +,TE(NNODE,NPHASE),ED(NNODE,NPHASE),RS(NNODE,NPHASE,6)
     +,T(NNODE,NPHASE),H(NNODE,NPHASE),RF(NNODE,NPHASE,4)
     +,SCAL(NNODE,NPHASE,NSCAL),UGRAD(NCELL,3),VGRAD(NCELL,3)
     +,WGRAD(NCELL,3)
C
      DIMENSION
     + XP(NNODE),YP(NNODE),ZP(NNODE)
     +,VOL(NCELL),AREA(NFACE,3),VPOR(NCELL),ARPOR(NFACE,3)
     +,WFACT(NFACE)
     +,IBLK(5,NBLOCK)
     +,IPVERT(NCELL,8),IPNODN(NCELL,6),IPFACN(NCELL,6),IPNODF(NFACE,4)
     +,IPNODB(NBDRY,4),IPFACB(NBDRY)
     +,IWORK(*),WORK(*),CWORK(*)
C
C
      COMMON/UCRED/ EDV
C
C
C     NOTE, ADDED REVISED EDDY VISC AS COMMON BLOCK AS ROUTINE ABOVE
C           DIFFUS NOT AVAILABLE (TO ADD TO ARG LIST)
C
      PARAMETER (NUMBER=1500000)
C
      REAL EDV(NUMBER)
C
C    --DIMENSION EXTRA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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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L S(3,3)
      REAL OMEG(3,3)
      REAL T3(3,3)
      REAL T5(3,3)
      REAL T6(3,3)
      REAL T7(3,3)
      REAL T9(3,3)
      REAL T10(3,3)
      REAL T11(3,3)
      REAL T12(3,3)
      REAL T14(3,3)
      REAL T15(3,3)
      REAL RST(3,3)
      REAL SCR(3,3)
C
C     --DECLARE VARIABLES---
C
      REAL DUIDXJ
      REAL DUJDXI
      INTEGER LI
      INTEGER LJ
      INTEGER LK
      INTEGER LL
      INTEGER LM
      REAL T4
      REAL T8 
      REAL T13
      REAL S1
      REAL S2
      REAL OMEG1      
      REAL OMEG2
      REAL TUU
      REAL TVV
      REAL TWW
      REAL TUV
      REAL TUW
      REAL TWV
      REAL PT1
      REAL PT2
C
C
C----VERSION NUMBER OF USER ROUTINE AND PRECISION FLAG
C
      IVERS=4
      ICHKPR = 1
C
C
C  -----START OF CUBIC NON LINEAR MODEL FORTRAN (UMIST VERSION).-----
C
C     SET PHASE NUMBER
C
      IPHASE=1
C
C
C
C----------SET USER SCALARS TO STORE STRESSES TO ALLOW VIEWING--------
C
C
       CALL GETSCA('USRDCC XX',ISC1,CWORK)
       CALL GETSCA('USRDCC YY',ISC2,CWORK)
       CALL GETSCA('USRDCC ZZ',ISC3,CWORK)
       CALL GETSCA('USRDCC XY',ISC4,CWORK)
       CALL GETSCA('USRDCC XZ',ISC5,CWORK)
       CALL GETSCA('USRDCC ZY',ISC6,CWORK)
C
C     --------------------------------------------
C
C     GET VARIABLE NUMBER FOR U,V,W-VELOCITY.
      CALL GETVAR('NLCUBC','U     ',IU)
C
C     --------------------------------------------
C        ---SET MOLECULAR VISCOSITY---
C
      VISCOS = DIFLAM(IU,IPHASE)
C
C     --------------------------------------------
C
C  -----------CALCULATE VELOCITY GRADIENTS---------------------
C
      CALL GRADV('NLCUBC',IPHASE,U(1,IPHASE),V(1,IPHASE),W(1,I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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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GRAD,VGRAD,WGRAD,XP,YP,ZP,VOL,AREA
     +           ,IBLK,IPVERT,IPNODN,IPFACN,IPNODF,IPNODB,IPFACB
     +           ,WORK,IWORK,CWORK)
C
C
          DO 80 INODE=1, NCELL
C
C
C     ----LOAD UP VARIABLES WITH OLD R.S VALUES----
C
                      TUU=TXX(INODE)
                      TVV=TYY(INODE)
                      TWW=TZZ(INODE)
                      TUV=TXY(INODE)
                      TUW=TXZ(INODE)
                      TWV=TZY(INODE)
C
C
C     --INITIALISE ALL VARIABLES--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104 LI=1,3
          DO 105 LJ=1,3         
C
             DUIDXJ=0.0
             DUJDXI=0.0
             S(LI,LJ)=0.0
             OMEG(LI,LJ)=0.0
             S1=0.0
             OMEG1=0.0
             S2=0.0
             OMEG2=0.0
             T4=0.0
             T8=0.0
             T13=0.0
             T3(LI,LJ)=0.0
             T5(LI,LJ)=0.0
             T6(LI,LJ)=0.0
             T7(LI,LJ)=0.0
             T9(LI,LJ)=0.0
             T10(LI,LJ)=0.0
             T11(LI,LJ)=0.0
             T12(LI,LJ)=0.0
             T14(LI,LJ)=0.0
             T15(LI,LJ)=0.0
             RST(LI,LJ)=0.0
             SCR(LI,LJ)=0.0
             TXX(INODE)=0.0
             TYY(INODE)=0.0
             TZZ(INODE)=0.0
             TXY(INODE)=0.0
             TXZ(INODE)=0.0
             TZY(INODE)=0.0
             COM2=0.0
             COM3=0.0
             T4A=0.0
             T8A=0.0
C
C
 105      CONTINUE
 104   CONTINUE
C
C
C
C  PHYSICAL SPACE VELOCITY GRADIENTS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110 LI=1,3
          DO 120 LJ=1,3
C
C  SELECT GRAD FOR APPROPRIATE UI VALUE
C
          IF (LI.EQ.1) DUIDXJ=UGRAD(INODE,LJ)
          IF (LI.EQ.2) DUIDXJ=VGRAD(INODE,LJ)
          IF (LI.EQ.3) DUIDXJ=WGRAD(INODE,LJ)
C  
C  SELECT GRAD FOR APPROPRIATE UJ VALUE
C
          IF (LJ.EQ.1) DUJDXI=UGRAD(INODE,LI)
          IF (LJ.EQ.2) DUJDXI=VGRAD(INODE,LI)
          IF (LJ.EQ.3) DUJDXI=WGRAD(INOD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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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 CALC S AND OMEGA------------ 
C
          S(LI,LJ)=(DUIDXJ+DUJDXI)
C
          OMEG(LI,LJ)=(DUIDXJ-DUJDXI)
C
C
C     ----SUM S AND OMEGA FOR CALC IN VARIABLE CONSTANTS---
C
C
          S1=S1+(S(LI,LJ)*S(LI,LJ))
C
          OMEG1=OMEG1+(OMEG(LI,LJ)*OMEG(LI,LJ))
C  
C     
C
 120   CONTINUE
 110  CONTINUE
C                      
C
C
C    - CALCULATE TERMS COMMON TO ALL EQUATIONS THAT INCLUDE I & J -
C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J AND K 
C
      DO 180 LI=1,3
         DO 190 LJ=1,3  
            DO 200 LK=1,3

C
C
C     TERMS NAMED AFTER POSITION IN EQUATION
C
                T3(LI,LJ) = T3(LI,LJ)+(S(LI,LK)*S(LJ,LK))
                T5(LI,LJ) = T5(LI,LJ)+(OMEG(LI,LK)*S(LJ,LK))
                T6(LI,LJ) = T6(LI,LJ)+(OMEG(LJ,LK)*S(LI,LK))
                T7(LI,LJ) = T7(LI,LJ)+(OMEG(LI,LK)*OMEG(LJ,LK))
C   
           DO 205 LL=1,3
C  
C
C
            T9(LI,LJ)= T9(LI,LJ)+(S(LK,LI)*OMEG(LL,LJ)*S(LK,LL))
            T10(LI,LJ)= T10(LI,LJ)+(S(LK,LJ)*OMEG(LL,LI)*S(LK,LL))
            T11(LI,LJ)= T11(LI,LJ)+(OMEG(LI,LK)*OMEG(LK,LL)*S(LL,LJ))
            T12(LI,LJ)= T12(LI,LJ)+(S(LI,LK)*OMEG(LK,LL)*OMEG(LL,LJ))
            T14(LI,LJ)= T14(LI,LJ)+(S(LI,LJ)*S(LK,LL)*S(LK,LL))
            T15(LI,LJ)= T15(LI,LJ)+(S(LI,LJ)*OMEG(LK,LL)*OMEG(LK,LL))
C
C    
C
 205             CONTINUE
 200         CONTINUE
 190      CONTINUE
 180   CONTINUE
C
C
C     -- CALCULATE TERMS COMMON TO ALL NORMAL STRESSES --
C     
C  LOOP OVER ALL VALUES OF K AND L 
       DO 211 LK=1,3
           DO 212 LL=1,3
C
C
C   - NOTE, TERMS NAMED AFTER POSITION IN EQUATION -
C
C
              T4 = T4+(S(LK,LL)*S(LK,LL))
              T8 = T8+(OMEG(LL,LK)*OMEG(LL,LK))
C
              DO 213 LM=1,3
C
                T13 = T13 + (S(LK,LL)*OMEG(LL,LM)*OMEG(LM,LK))                   
C          
C
 213            CONTINUE
 212         CONTINUE
 211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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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 CALC REYNOLDS STRESS VALUES -----------
C
C
C  LOOP OVER ALL VALUES OF I AND J
       DO 220 LI=1,3
          DO 230 LJ=1,3
C
C     DEFINE CONSTANTS AND EXTRA EQUATIONS 
C
             C1=-0.1
             C2=0.1
             C3=0.26            
C
C
C     --CALC VARIABLE CONSTANTS --
C
        S2=(TE(INODE,1)/MAX(ED(INODE,1),SMALL))*((0.5*S1)**0.5)
        OMEG2=(TE(INODE,1)/MAX(ED(INODE,1),SMALL))*((0.5*OMEG1)**0.5)
C
C
C     ----CALC CMU VALUES FOR REYNOLDS STRESS TENSOR---------
C
        PT1 = 1.0 + 0.35*((MAX(S2,OMEG2))**1.5)
C
        PT2 = -0.36/MAX((EXP(-0.75*MAX(S2,OMEG2))),SMALL)
C
        CM=(0.3/PT1)
     +       *(1-EXP(PT2))
C
C
C   --CALC EDDY VISCOSITY WITH REVISED CMU FOR R.E TENSOR ONLY--------
C
C
         PTN=(CM*DEN(INODE,1)*(TE(INODE,1)**2))/MAX(ED(INODE,1),SMALL)
C
C
C     --COMMON PART 1 OF REYNOLDS STRESS TENSOR-------------------
C
             COM2=PTN*(TE(INODE,1)/MAX(ED(INODE,1),SMALL))
C
C
C     --COMMON PART 2 OF REYNOLDS STRESS TENSOR-------------------
C
        CM3= (TE(INODE,1)**2)/(MAX(ED(INODE,1),SMALL)**2)
C
        COM3 = PTN*CM3
C
C
C     ----LOAD ARRAY FOR EFFECTIVE VISC FOR MOM EQU. DIFFUSION----
C
C
             EDV(INODE) = PTN + VISCOS
C
C
C    ---------- CUBIC CONSTANTS (ADDITIONS)-------------------
C
             C4=-10.0*(CM**2)
             C5=0.0
             C6=-5.0*(CM**2)
             C7=5.0*(CM**2)
C
C
C----------------------------------------------------------------------
C
C
C-----------------CALC REYNOLDS STRESSES-------------------------------
C
C     NOTE, -2.3PK REMOVED AS IN PRESSURE TERM +
C            PT(DUIDXJ+DUJDXI) REMOVED FROM MOM 
C            EQUATION TERM 
C
C
             IF (LI.EQ.LJ) THEN                
C    
C     
                T4A=(1.0/3.0)*T4
                T8A=(1.0/3.0)*T8   
                T13A=(2.0/3.0)*T1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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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NORMAL STRESSES, I=J-- (USED IN MODEL)-------------
C
C
        RST(LI,LJ)=C1*COM2*(T3(LI,LJ)-T4A)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T8A)
C
     +          +C4*COM3*(T9(LI,LJ)+T10(LI,LJ))
C
     +          +C5*COM3*(T11(LI,LJ)+T12(LI,LJ)-T13A)
C
     +          +C6*COM3*T14(LI,LJ)
C
     +          +C7*COM3*T15(LI,LJ)
C
C
C
C     --------FULL TERMS FOR USER SCALAR ONLY------------
C
C
        SCR(LI,LJ)=(2.0/3.0)*DEN(INODE,1)*TE(INODE,1)
C
     +          -PTN*S(LI,LJ)
C     
     +          +C1*COM2*(T3(LI,LJ)-T4A)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T8A)
C
     +          +C4*COM3*(T9(LI,LJ)+T10(LI,LJ))
C
     +          +C5*COM3*(T11(LI,LJ)+T12(LI,LJ)-T13A)
C
     +          +C6*COM3*T14(LI,LJ)
C
     +          +C7*COM3*T15(LI,LJ)
C
C
C---------------------------------------------
C
C
C   -LOAD UP ARRAYS FOR TXX ETC. AS WILL BE OVERWRITTEN FOR EACH NODAL SWEEP-
C
C     ---UNDER RELAX STRESSES---
C
        UR = 0.5
C
C
c        TXX(INODE)=(RST(1,1)*UR)+((1-UR)*TUU)
c        TYY(INODE)=(RST(2,2)*UR)+((1-UR)*TVV)
c        TZZ(INODE)=(RST(3,3)*UR)+((1-UR)*TWW)
        TXX(INODE)=((RST(1,1)*UR)+((1-UR)*TUU))/DEN(INODE,1)
        TYY(INODE)=((RST(2,2)*UR)+((1-UR)*TVV))/DEN(INODE,1)
        TZZ(INODE)=((RST(3,3)*UR)+((1-UR)*TWW))/DEN(INODE,1)
C
C
C------LOAD UP SCALARS WITH FULL TERMS-----------
C
             SCAL(INODE,IPHASE,ISC1)=SCR(1,1)
             SCAL(INODE,IPHASE,ISC2)=SCR(2,2)
             SCAL(INODE,IPHASE,ISC3)=SCR(3,3)
C    
C
      END IF
C
C
C     --------- SHEAR STRESS CALC I NOT EQUAL TO J -------------
C
        IF (LI.NE.LJ) THEN
C
C
        RST(LI,LJ)=C1*COM2*T3(LI,LJ)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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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COM3*(T9(LI,LJ)+T10(LI,LJ))
C
     +          +C5*COM3*(T11(LI,LJ)+T12(LI,LJ))
C
     +          +C6*COM3*T14(LI,LJ)
C
     +          +C7*COM3*T15(LI,LJ)
C
C
C
C     --------FULL TERMS FOR USER SCALAR ONLY--------------
C
C
        SCR(LI,LJ)=-PTN*S(LI,LJ)
C
     +          +C1*COM2*T3(LI,LJ)
C
     +          +C2*COM2*(T5(LI,LJ)+T6(LI,LJ))
C
     +          +C3*COM2*T7(LI,LJ)
C
     +          +C4*COM3*(T9(LI,LJ)+T10(LI,LJ))
C
     +          +C5*COM3*(T11(LI,LJ)+T12(LI,LJ))
C
     +          +C6*COM3*T14(LI,LJ)
C
     +          +C7*COM3*T15(LI,LJ)
C
C   ---------------------------------------------
C
C
C ----LOAD UP ARRAYS FOR STRESSES AS WILL BE OVERWRITTEN FOR EACH NODAL SWEEP-
C     
C
        UR = 0.5
C
c        TXY(INODE)=(RST(1,2)*UR)+((1-UR)*TUV)
c        TZY(INODE)=(RST(3,2)*UR)+((1-UR)*TWV)
c        TXZ(INODE)=(RST(1,3)*UR)+((1-UR)*TUW)
        TXY(INODE)=((RST(1,2)*UR)+((1-UR)*TUV))/DEN(INODE,1)
        TZY(INODE)=((RST(3,2)*UR)+((1-UR)*TWV))/DEN(INODE,1)
        TXZ(INODE)=((RST(1,3)*UR)+((1-UR)*TUW))/DEN(INODE,1)
C
C
C     ------LOAD UP SCALARS WITH FULL TERMS-----------
C
             SCAL(INODE,IPHASE,ISC4)=SCR(1,2)
             SCAL(INODE,IPHASE,ISC5)=SCR(1,3)
             SCAL(INODE,IPHASE,ISC6)=SCR(3,2)
C
C
        END IF 
C
C
 230  CONTINUE
 220  CONTINUE
C
C
C
 80   CONTINUE
C
C
C
C    ----- GET BOUNDARY INFORMATION---------
C
      CALL GETBCS('NLCUBC','WALL  ',ILEVEL,NPCWAL,NLBWAL,NCVWAL,ISTWAL)
C
C
C     --SET EFFECTIVE VISC AT WALL EQUAL TO MOLECULAR VISC------
C
C
             IF (NCVWAL.GT.0) THEN
                 ISTART = ISTWAL
                 ILAST  = ISTWAL + NCVWAL - 1
                 CALL WALVIS(IPHASE,VIS(1,IPHASE),DIFLAM(IU,IPHASE)
     +                      ,ISTART,ILAST,IPNODB)
             ENDIF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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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T THE R.S AT THE WALL EQUAL TO THAT AT NODE NUMBER 1------
C
C  WALLS
         IF (NCVWAL.GT.0) THEN
             ISTART = ISTWAL
             ILAST  = ISTWAL + NCVWAL - 1
             CALL GETADD('NLCUBC','ITOPOL','INODP3',ILEVEL,JNODP3)
             CALL GETADD('NLCUBC','GEOM  ','ARCLEN',ILEVEL,JARCL)
             CALL BCSEXT('WALL  ',TXX(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Y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ZZ(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X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ZY(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CALL BCSEXT('WALL  ',TXZ(1)
     +                  ,XP,YP,ZP,WORK(JARCL)
     +                  ,ISTART,ILAST,IPFACN,IPNODF,IPNODB,IPFACB
     +                  ,IWORK(JNODP3))
         ENDIF
C    
C
C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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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류유동 수치해석

   원자로 노심은 형상이 복잡하므로 범용 CFD 코드(CFX-4)를 이용하 으며 속도와 

압력 방정식은 기존의 SIMPLE 해법을 개선한 SIMPLEC 해법을 이용하 다. 선형화

된 압력 보정식은 대수 다중격자(algebraic multi-grid) 방식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하 으며 운동량 방정식 대류항의 이산화는 3차 정 도의 curvature-compensated 

convective transport, CCCT) 차분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난류모델은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k-ε  모델, 비선형 quadratic 및 cubic k-ε  모델과 미분

형 LRR 레이놀즈 응력모델(LRR-RSM)이다. 벽면 근처의 난류는 벽 함수(wall 

function)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하향 완화(under-relax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수렴 해를 얻었다. 모든 방정식의 잔차(residual)의 합이 최대한 감소

하여 변화가 매우 작을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하 다.

   CFX-4 코드와 비선형 난류모델 연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향계단과 사각

덕트에 대한 난류유동 해석을 우선 실시하 다. 실험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정방형 및 

비정방형 단순지지 봉다발(bare rod bundle)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각 

난류모델의 예측성능을 비교하 다. 또한 유동혼합 날개가 부착된 핵연료다발의 난류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도 수행하여 각 난류모델의 예측특성을 비교하 다.

3.1 후향계단(Backward facing step)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CFD 코드인 CFX-4의 소스를 수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한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의 검증계산을 수행하 다. Kim 등
15)
의 2차원 후향

계단의 난류유동을 계산하여 실험결과 및 Speziale 과 Ngo
18)
의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의 예측결과와 비교하 다. 후향계단의 높이(h)는 1.5“이며 종횡비는 2:3이다. 본 

계산에 사용한 격자(mesh) 개수는 166x73이며 레이놀즈 수는 132000(유체:공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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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표준 k-ε  모델과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후향계단의 유선(streamline)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동의 박리와 재부착(reattachment) 

및 재순환 역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난류모델의 성능비교를 위해 LRR-RSM의 결과

도 함께 나타냈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이 표준 k-ε  모델보다 재순환 

역을 다소 크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재부착 길이를 비교한 것으로 비

선형 k-ε  모델이 표준 k-ε  모델과 Speziale 과 Ngo의 비선형 모델보다 실험결과에 

가까운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을 위한 CFX-4 코

드의 수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낸 계산시간은 반복계산의 횟수가 2000인 경우이며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이 표준모델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으나 LRR-RSM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cubic k-ε  모델의 경우 계산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여 LRR-RSM 보다 

길게 나타났다.

3.2 사각덕트(Square duct)

   봉다발 부수로와 같이 유로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 난류의 비등방성으로 인해 2

차유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난류모델의 예측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로 형상이 단순한 사각덕트 완전발달 난류유동(Demuren & Rodi
17)
)에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사각덕트 단면의 1/4을 계산 역으로 

설정하 다. 즉, 덕트 단면의 중심선에서 대칭(symmetry) 경계조건을 사용하 으며 덕

트 벽면에서는 점착(no-slip) 조건을 설정하 다. 아래 그림은 사각덕트의 계산 역과 

격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교좌표계를 이용하여 사각덕트 형상을 만들고 계산격자를 

생성하 다. 본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20x20이며 벽면 근처에서는 조 한 격자를 사용

하 다. 벽면과 인접한 격자의 무차원 벽 거리(y+)는 35-65로 나타났다. 평균 유속과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계산된 Reynolds 수는 250000이며 작동유체는 공기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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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2차유동 속도벡터 및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contour line)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덕트와 같이 유로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 비등방 난류(anisotropic 

turbulence) 특성으로 인해 2차유동이 발생하며 크기는 주유동방향 평균유속의 2-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 k-ε  모델은 등방성 난류모델이므로 2차유동을 예

측하지 못하고 주유동방향의 등속선이 덕트 중앙을 기준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선형 quadratic 및 cubic k-ε  모델은 2차유동을 예

측하며 주유동방향의 등속선도 덕트 모서리 방향으로 약간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2

차유동의 최대속도는 축방향 평균유속의 약 0.1%로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한편, 벽반

(wall reflection) 효과를 고려한 LRR 레이놀즈 응력 모델(RSM)의 경우 2차유동의 최

대속도가 축방향 평균유속의 약 0.4%로 다소 크게 나타나면서 주유동방향의 등속선이 

모서리 쪽으로 더욱 찌그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벽반 효과를 고려하지 않

은 RSM의 경우에는 2차유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은 사각덕트 중심선과 대각선을 따른 주유동방향 속도분포를 실험결과와 비

교한 것이다. 에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중심선에서의 속도를 현저히 높게 예측하고 있

으며 RSM이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각선을 따른 속도분포의 경우 에

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모서리 근처(xd/ad<0.3)에서 실험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고 덕트 

중앙 역(xd/ad>0.7)에서는 다소 높은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RSM은 모든 

역에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속도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정방형 봉다발(Square rod bundle)

   

   유동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의 1/8을 계산 역으로 설정하

다. 부수로 중심선과 1/8 대칭선(diagonal) 및 부수로 사이(gap) 경계선에서 각각 대칭

(symmetry) 경계조건을 사용하 으며 봉 표면에서는 점착(no-slip) 조건을 사용하

다. 본 수치해석은 Hooper와 Wood
5)
의 완전발달 부수로 유동의 모의계산이므로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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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향으로 주기(periodic)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봉 직경(d)은 14 cm이고 봉 간격

(P)은 1.107d이다. 실린더 좌표계를 이용하여 봉다발 부수로 형상을 만들고 계산격자를 

생성하 다. 본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20x50(r- θ)이며 벽면 근처에서는 조 한 격자를 

사용하 다. 벽면과 인접한 격자의 무차원 벽 거리(y+)는 12-90이며 평균 유속과 수력

직경을 기준으로 계산된 Reynolds 수는 207600이며 작동유체는 공기이다.

   그림 4에 나타난 봉 표면에서의 벽 전단응력 분포는 gap( θ=0)에서 부수로 안쪽으

로 갈수록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실험결과에 

비해 전단응력의 변화를 크게 예측하고 있다. 즉, gap 근처( θ<10)에서는 측정치에 비

해 현저히 낮고 부수로 대각선 역( θ>35)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벽반 효과를 고려한 LRR-RSM은 gap과 대각선 사이(10< θ<35)에서는 실험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gap 역과 대각선 역에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 및 2차유동 속도벡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선형 

quadratic 모델은 부수로 중앙에서 gap 역으로 갈수록 주유동방향 속도가 급격히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에디 점성계수 모델의 결과는 비선형 quadratic 모델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LRR-RSM의 경우에는 등속선이 gap 쪽으로 찌그러지고 속

도의 변화도 에디 점성계수 모델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유동방향 등속선의 

찌그러짐은 부수로 중앙에서 gap 역으로 강한 2차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부수로 gap 중앙의 국소 최대속도에 대한 부수로 중심속도의 비율은 각각 1.92(표

준모델), 1.80(Quadratic 모델), 1.82(Cubic 모델), 1.42(RSM) 및 1.36(실험)으로 평가되

었다.

   봉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의 비등방성으로 인해 부수로 중심에서 gap 쪽으로 2차유

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유동의 최대속도는 각각 축방향 평균유속의 약 

0.15%(quadratic 모델)와 2.2%(RSM)으로 나타났다. 사각덕트 유동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벽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RSM의 경우에는 2차유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선형 

cubic 모델은 quadratic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표준 k-ε  모델은 2차유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에서 최대 1% 크기의 2차유동이 측정되었으나 

정방형 봉다발의 2차유동에 대한 측정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림 6에 나타낸 봉다발 부수로 gap과 대각선을 따른 평균 유동의 주유동방향 속

도분포를 살펴보면 에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모두 gap에서의 속도를 매우 낮게 예측하

고 대각선에서의 속도는 다소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k-ε  모델에 비

해 비선형 모델이 다소 개선된 속도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SM을 

이용한 속도분포는 에디 점성계수 모델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각선을 따른 속도분포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그림 7에 도시한 주유동방향( u '), 반경방향( v ') 및 원주방향( w ') 난류강도 분포

의 경우 봉다발 부수로 gap에서 예측된 난류강도는 실험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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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측정된 원주방향의 난류강도는 축방향의 난류강도 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RSM

에 의한 원주방향의 난류강도는 반경방향의 난류강도보다 현저히 크게 예측되었으나 

측정치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경우 원주방향과 

반경방향 난류강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축방향 난류강도와의 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수로 대각선을 따른 난류강도의 분포는 RSM의 예측결과와 실험결

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gap

의 경우와 같이 각 방향 난류강도의 차이가 미미하여 실험결과와 다소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비선형 cubic k-ε  모델도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경우와 비슷한 

예측결과를 보 다. 즉, 봉다발 부수로에서 나타나는 강한 난류 비등방성을 비선형 에

디 점성계수 모델은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 반면에 벽반 효과를 고려한 RSM은 비교적 

잘 보여주었다.

   표 5는 난류모델에 따른 2차유동의 크기와 주유동방향 속도분포를 계산시간과 질

량보존방정식 잔차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계산시

간은 표준모델에 비해 약 20% 증가하지만 비선형 cubic k-ε  모델과 RSM은 40% 이

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질량보존방정식의 잔차는 표준 k-ε  모델이 가장 작고 

RSM(LRR)의 잔차가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 도시한 각 방정식의 잔차 변

화는 질량보존방정식의 잔차는 약 1000회 정도에서 수렴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난

류방정식의 잔차는 2000회 이상에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모델이 가장 빠르

게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과 cubic k-ε  모델은 

비슷한 수렴성을 보 다.

3.4 삼각형 봉다발(Triangular ro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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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금속로(LMFBR)와 비등경수로(BWR) 등과 같은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다

발은 삼각형 봉다발 형태이며 냉각재가 봉다발의 축방향으로 흐른다. 가압경수로

(PWR)에 사용되는 정방형 핵연료다발 이외의 비정방형 핵연료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난류모델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Carajilescov와 Todreas
1)
의 삼각형 봉다발 난류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봉 직경(D)은 62.2 mm이고 봉 간격(P)은 1.123D

이다. 유동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의 1/6을 계산 역으로 설정하

여 부수로 중심선과 1/6 대칭선(diagonal) 및 부수로 사이(gap) 경계선에서 각각 대칭

(symmetry) 경계조건을 사용하 으며 봉 표면에서는 점착조건을 사용하 다. 본 수치

해석은 완전발달 부수로 유동의 모의계산이므로 주유동방향으로 주기(periodic) 경계조

건을 사용하 다. 실린더 좌표계를 이용하여 형상을 만들고 계산격자를 생성하 다. 

본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24x40(r- θ)이며 벽면 근처에서는 조 한 격자를 사용하 다. 

벽면과 인접한 격자의 무차원 벽 거리(y+)는 15-19이며 평균 유속과 수력직경을 기준

으로 계산된 Reynolds 수는 27000이다. 작동유체는 실험과 동일한 물이다.

   그림 9의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을 살펴보면 표준 k-ε  모델은 측정된 속도분포

에 비해 부수로 중앙의 속도는 높고 좁은 유로(gap) 역의 속도는 매우 낮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수로 중앙으로부터 gap으로의 속도변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부수로 중앙으로부터 gap으로의 속도변화를 더욱 

크게 예측하고 있으며 gap 역에서는 속도 등고선이 부수로 중앙으로 찌그러지는 현

상을 발견할 수 있다. 비선형 cubic k-ε  모델도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경우

와 비슷한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분형 레이놀즈 응력 모델인 RSM(LRR)은 

gap 역으로 속도 등고선이 현저히 찌그러지는 실험결과와 비슷한 속도분포를 보이

고 있다.

   그림 10은 부수로 gap 역( θ=0)과 대각선( θ=30)을 따른 주유동방향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Gap 역의 속도는 측정치에 비해 모두 현저히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이 가장 낮은 속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RSM(LRR)의 예측

결과는 봉 표면의 인접 역(r/y^<0.3)을 제외하고 실험결과와 측정오차(약 5%)의 범위

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수로 대각선을 따른 속도분포는 RSM(LRR)이 측정

결과보다 낮게 예측하는 반면에 에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봉 표면의 인접 역(r/y^<0.1)을 제외하고 표준 k-ε  모델과 RSM(LRR)의 속도

분포가 실험결과와 측정오차(약 5%)의 범위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 나타낸 난류에너지 분포는 표준 k-ε  모델과 RSM(LRR)이 난류에너지 

값을 다소 크게 예측하고 있으나 측정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부수로 중앙과 gap 중앙에서 난류에너지는 최소가 되고 중간 역에서 국소적

으로 최대값을 나타내며 봉 표면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은 1/6모델 수로의 중앙으로 찌그러지는 난류

에너지 등고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치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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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형(사각형) 봉다발의 경우와 같이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에서도 난류유동의 비

등방성으로 인해 2차유동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12의 측정된 2차

유동의 유선은 두(2)개의 2차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수로 중앙

역(15< θ<30)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동과 gap 역(0< θ<15)에서는 반시계방

향의 회전유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 k-ε  모델은 등방성 난류모델이

므로 2차유동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비등방 난류모델에 의한 2차유동 속도벡터를 비교한 것이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은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2차유동을 잘 예측하고 

있으나 RSM(LRR)은 시계방향으로 한(1)개의 2차유동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계산에 이용한 삼각형 봉다발의 경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2차유동의 속도

가 평균유속의 0.67% 이하일 것이라고 실험연구자는 보고하 다
1)
. 2차유동의 최대속

도는 각각 평균유속의 0.11%(quadratic k-ε), 0.13%(cubic k-ε) 및 

1.4%(LRR-RSM)으로 나타났다. 즉,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들은 2차유동의 형태를 

잘 예측하고 있지만 크기가 매우 작으며 RSM(LRR)은 2차유동의 최대속도를 1.4%로 

측정결과보다 매우 크게 예측하 으며 2차유동의 형태도 실험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

타냈다.

   표 6은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정량적

으로 비교한 것이다. 비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은 2차유동의 크기를 매우 작게 예측

하는 반면 RSM(LRR)은 매우 크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ap 중앙 주유동

방향의 속도에 대한 부수로 최대속도의 비는 난류모델 모두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비

선형 에디 점성계수 모델의 경우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gap 역에서 

부수로 중앙으로 또 다른 2차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난류모델의 

계산시간은 정방형 봉다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표준모

델에 비해 약 20% 증가하 으나 비선형 cubic k-ε  모델은 70% 이상 오래 걸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4는 각 방정식의 잔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약 1000회 이상에서 모든 난류

모델이 수렴된 해를 보이고 있다. 질량보존방정식의 최종 잔차는 표준 k-ε  모델이 

가장 작고(1.99E-07) RSM(LRR)의 결과(1.54E-06)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의 경우에는 각각 질량보존방정식의 최종 잔차가 3.77E-07

과 8.35E-07로 표준모델과 RSM(LRR) 결과의 사이로 나타났다.

3.5 핵연료다발(Nuclear fuel bundle)

   핵연료다발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합날개가 부착된 핵연료다발 지지격

자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경수로에 사용중인 분리형 날

개(split vane)가 있는 핵연료다발의 난류유동을 분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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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outas 등
18)
의 실험에 사용한 핵연료다발 모형은 5x5 봉다발이며 분리형 날개가 부

착된 지지격자를 포함하고 있다. 봉 직경(D)은 9.53 mm이고 봉 간격(P)은 12.7 mm 

(P/D=1.32)이다. 실험에 사용된 작동유체는 물이다.

   그림 15는 5x5 봉다발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이며 한(1) 개의 지지격자만을 포함하

는 역을 축방향 계산 역으로 설정하 다. 3차원 수치해석 형상모델은 3600개의 다

중블럭(multi-block)으로 생성되었으며 지지격자와 유동혼합 날개의 두께는 무시하

다.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격자의 구조물(스프링, 딤플)은 유동혼합 날개 하류의 

유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모델링에서 무시하 다.

   입구경계 조건은 균일유동과 완전발달유동을 비교하 으나 지지격자와 유동혼합 

날개의 향으로 지지격자 하류의 계산결과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출구

경계는 일정압력 조건을 설정하 고 연료봉 표면과 지지격자 및 봉다발 외곽벽은 점

착조건을 사용하 다. 그림 15에 나타낸 계산격자(mesh)는 약 100만개의 정렬격자

(structured grid) 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료봉 표면에 인접한 셀 중심까지의 무차원 

벽거리(y+)는 20-35이다. 평균 유속과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계산된 Reynolds 수는 

80000이다.

   본 계산에 사용한 난류모델은 표준 k-ε  모델,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 

및 LRR 레이놀즈 응력 모델(RSM)이다. LRR-RSM의 경우  본 계산모델의 형상과 같

이 복잡한 유동장의 경우 벽반(wall reflection) 항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계산에

서는 벽반 효과를 포함시키지 못하 다.

P

D

P

D

P

DD

   

5x5 핵연료다발 단면 및 분리형 날개 지지격자(P/D=1.32)

  그림 16과 그림 17에 도시한 지지격자 하류에서의 속도벡터는 유동혼합 날개 지지

격자로부터 25 mm 하류에서 내부 부수로 사이에 많은 횡류(crossflow)가 발생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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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부수로 대각방향으로 기울어진 타원형 회전유동(swirl)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지지격자에서 멀어질수록 횡류는 크게 감소하고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만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표준 k-ε  모델과 비선형 k-ε  모델의 차이는 미미하 으며 레이

놀즈 응력 모델인 RSM(LRR)이 지지격자 먼 하류에서 회전유동을 다소 크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로 중심선을 따른 축방향(주 유동방향) 속도분포를 실험결과와 함께 그림 18에 

비교하 다.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에서는 실험결과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난류

모델에 따른 예측된 속도분포의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유동혼합 날개의 향이 

작은 지지격자의 먼 하류에서는 RSM(LRR)이 더욱 발달된 포물선형 속도분포를 보이

고 있으나 표준 k-ε  모델과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속도분포는 차이가 없다. 

비선형 cubic k-ε  모델의 결과는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

여 따로 비교하지 않았다.  

   그림 19의 부수로 중심선의 수직방향 속도분포는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13 mm)

에서 평균유속의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류모델에 따른 수직방향 속도분포의 차이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격자의 먼 하류(464 mm)에서는 수직방향 속도의 최대크기가 평

균유속의 4%로 감소하 으며 측정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SM(LRR)이 

속도를 매우 크게 예측하고 있으며 비선형 cubic k-ε  모델은 상대적으로 다소 작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과 표준 k-ε  모델의 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RSM(LRR)과 cubic 모델의 중간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지지격자의 먼 

하류에서 RSM(LRR)이 부수로 내부의 회전유동을 가장 크게 예측하고 있는 반면에 

비선형 cubic k-ε  모델은 다소 약한 회전유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지지격자 하류 25 mm에서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crossflow) 속도분

포를 비교한 것이다. 부수로 사이(gap)의 중앙에서 최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횡류속

도가 5x5 봉다발의 중앙수로에서 평균유속의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

류모델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에 도시한 부수로 중심과 gap 중앙의 난류강도는 지지격자를 지나면서 크

게 증가하고 지지격자 하류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부수로 중심 

난류강도의 경우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z < 200)에서 표준 k-ε  모델은 측정값보다 

현저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비선형 cubic k-ε  모델과 RSM(LRR)은 다소 낮

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다소 작지만 비교적 실험결과

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지격자의 먼 하류(z < 300)에서는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의 결과가 다른 모델의 결과에 비해 측정치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수로 gap 중앙의 난류강도는 지지격자의 매우 가까운 하류(z < 50)에

서 모든 난류모델의 예측결과가 측정치에 비해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선형 k-ε  모델과 RSM(LRR)은 표준 k-ε  모델의 결과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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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지지격자로부터 다소 떨어진 하류(z > 100)에서는 모든 난류모델의 예측

결과와 측정결과 모두 완전 발달유동의 값으로 변하며 측정치와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는 각 주요 지배방정식의 잔차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난류모델이 

약 800회의 반복계산 이후에는 잔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과 RSM(LRR)의 경우 100회째의 계산에서 잔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다 안정된 수렴해를 얻기 위해 표준 k-ε  모델을 이용한 계

산을 먼저 수행하여 초기조건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표 7은 핵연료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측정결과와 정량적인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5x5 봉다발의 중앙 부수로 중심선을 따른 수직방향 평균 최대

속도는 지지격자 가까운 하류(13mm)의 경우 모든 난류모델이 측정치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격자의 먼 하류(464mm)에서는 에디 점성

계수 모델들이 측정치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RSM(LRR)은 매우 높

은 예측치를 보이고 있다. 지지격자 50mm 하류의 난류강도는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이 실험결과에 가장 근접한 예측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산시간은 

표준 k-ε  모델에 비해 각각 27%(quadratic), 58%(cubic) 및 63%(RSM) 증가하 다. 

질량방정식의 최소 잔차의 합은 각각 입구 질량유속의 0.19%(standard), 

0.16%(quadratic), 0.20%(cubic) 및 0.37%(RSM)로 나타났다.

3.6 종합평가

   원자로 노심의 난류유동에 대한 최적 전산해석체계의 수립을 위해 공학적으로 이

용성이 높은 레이놀즈 평균(RANS)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본 평가에 사용한  RANS 

난류모델은 산업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등방성 모델인 표준 k-ε, 비등방 모델인 비

선형 quadratic/cubic k-ε  및 2차 모멘트 모델인 LRR의 RSM이다. 난류유동 수치해

석을 위한 전산코드는 범용 CFD 코드인 CFX-4를 이용하 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은 CFX-4 코드에 없어서 관련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 으며 후향계단 및 

사각덕트의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 다. 원자로

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는 일반적으로 정방형(square) 봉다발 또는 삼각형

(triangular) 봉다발의 형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지지 정방형/삼각형 봉다발 및 

유동혼합 날개 부착 핵연료다발의 난류유동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단순지지 봉다발의 경우 비등방 난류성분에 의한 2차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비선형 

k-ε  모델과 RSM(LRR)은 잘 예측하 다. 그러나 비선형 k-ε  모델은 2차유동의 크

기를 측정결과에 비해 매우 작게 예측한 반면에 벽반효과를 포함한 RSM(LRR)은 2배 

이상 크게 예측하 다. 비선형 k-ε  모델의 평균유동 속도분포에 대한 예측결과는 2



- 32 -

차유동의 향이 작아 표준 k-ε  모델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비등방 

난류특성으로 인해 난류에너지 분포는 다소 차이를 보 다. RSM(LRR)은 2차유동의 

향이 커서 평균유동의 속도와 난류에너지의 분포는 표준 k-ε  모델의 결과와 현저

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벽반 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유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표준 k-ε  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LRR의 벽반 항은 형상이 복잡하

여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단점

이 있다. 계산시간은 표준 k-ε  모델에 비해 각각 20%(quadratic), 60-70%(cubic) 및 

40%(RSM) 증가하 다. 수치해의 수렴성은 RSM(LRR)이 에디 점성계수 모델에 비해 

다소 나쁘지만 수치적 안정성은 좋은 편이다.

   유동혼합 날개가 부착된 5x5 봉다발의 경우 날개에 의한 2차유동이 매우 크게 발

생하므로 날개의 가까운 하류에서는 난류모델에 따른 평균유동의 속도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다. 유동혼합 날개의 향이 작은 먼 하류에서는 비선형 k-ε  모델이 다소 측

정결과에 가까운 주유동방향과 2차유동의 속도분포를 보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형상이 복잡하므로 RSM(LRR)의 경우 벽반 항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RSM(LRR)

은 지지격자 먼 하류의 주유동방향과 2차유동의 속도분포를 다소 과도하게 높게 예측

하 다. 난류에너지의 경우 날개 가까운 하류에서는 모든 난류모델이 측정결과와 큰 

차이를 보 으나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이 비교적 실험결과에 가까운 예측결과를 

보 다. 모든 난류모델이 매우 유사한 수렴특성을 나타냈으며 계산시간은 표준 k-ε  

모델에 비해 각각 27%(quadratic), 58%(cubic) 및 63%(RSM) 증가하 다.

   이상의 봉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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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향계단에 대한 재부착 길이(h=step height)

 난류모델 재부착 길이 계산시간(sec)

 Standard k-ε 5.8h 5,706

 Non-linear quadratic k-ε 6.6h 8,844

 Non-linear cubic k-ε 7.1h 13,480

 Speziale non-linear k-ε
16) 6.4h -

 LRR-RSM 6.3h 9,374

 Experiment (7.0+1)h -

주) 1. 계산시간은 반복계산의 횟수가 2000인 경우임.

표 5.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에 대한 결과 비교

 난류모델
2차유동속도

(U2max/Uo)

주유동속도

(Umax/Ugap,max)

계산시간

(sec)

질량방정식

잔차(kg/s)

 Standard k-ε 0.0 1.92 1,159 2.7E-08

 Non-linear quadratic k-ε 0.0015 1.80 1,370 8.8E-07

 Non-linear cubic k-ε 0.0015 1.82 1,798 4.9E-07

 LRR-RSM 0.022 1.42 1,626 1.1E-06

 Experiment - 1.36 - -

주) 1. 계산시간은 반복계산의 횟수가 3000인 경우임.

   2. 입구 질량유속 = 5.53E-02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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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에 대한 결과 비교

 난류모델
2차유동속도

(U2max/Uo)

주유동속도

(Umax/Ugap,max)

계산시간

(sec)

질량방정식

잔차(kg/s)

 Standard k-ε 0.0 1.47 778 1.99E-07

 Non-linear quadratic k-ε 0.0011 2.11 933 3.77E-07

 Non-linear cubic k-ε 0.0013 1.93 1,378 8.35E-07

 LRR-RSM 0.014 1.23 1,122 1.54E-06

 Experiment 0.0067 1.22 - -

주) 1. 계산시간은 반복계산의 횟수가 2000인 경우임.

2. 입구 질량유속 = 10.7E-02 kg/s

표 7. 핵연료다발 부수로 난류유동에 대한 결과 비교

 난류모델

수직방향

평균 최대속도

(Ulateral,max/Uo)

주유동방향

난류강도

(u'/Uo*100)

계산시간

(hr)

질량방정식

잔차(kg/s)

 Standard k-ε 0.365/0.026 13.6/9.7 36.9 3.66E-02

 Non-linear quadratic k-ε 0.370/0.025 6.0/6.5 47.0 2.94E-02

 Non-linear cubic k-ε 0.370/0.018 3.0/5.3 58.3 3.79E-02

 LRR-RSM 0.370/0.036 4.0/5.3 60.3 6.98E-02

 Experiment 0.378/0.017 8.8/7.8 - -

주) 1. 수직방향 평균 최대속도는 각각 지지격자 하류 13/464 mm에서의 값임.

2. 주유동방향 난류강도는 지지격자 하류 50 mm에서 각각 부수로 중심/gap 

중앙의 값임. 

3. 계산시간은 반복계산의 횟수가 1000인 경우임.

4. 입구 질량유속 = 18.85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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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봉다발 난류유동에 대한 RANS 난류모델 종합평가

난류모델 수렴성
계산시간 

증배수
종합평가

Standard k-ε
매우 

좋음
1.0

난류유동의 평균속도와 난류에너지의 변화를 

비교적 잘 예측하 으나 등방성 난류모델이므

로 2차유동과 같은 비등방 난류유동의 특성을 

예측하지 못하 다. 수치 안정성이 매우 뛰어

나고 계산시간도 매우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Nonlinear

k-ε

models

Quadratic

k-ε
좋음

1.2(2D)

1.3(3D)

표준 k-ε  모델의 장점과 레이놀즈 응력의 비

등방성을 고려한 난류모델로 비등방 난류에 

의한 2차유동과 같은 유동특성을 잘 예측하

다. 2차유동의 크기를 측정치에 비해 작게 예

측하 으나 평균유동의 속도분포와 난류특성

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 다. 계산시간이 

표준모델에 비해 다소 증가하 으며 수치적 

안정성은 비교적 좋다.

Cubic 

k-ε
좋음

1.5-1.7(2D)

1.6(3D)

레이놀즈 응력의 비선형 항을 3차항까지 포함

한 모델로 quadratic 모델과 유사한 예측결과

를 나타냈다. Quadratic 모델에 비해 3개의 비

선형 항이 추가되어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하

으나 수치적 안정성은 quadratic 모델과 같

이 비교적 좋다.

Second-order closure:

Reynolds Stress Model

(Launder-Reece-Rodi)

좋음
1.4(2D)

1.6(3D)

난류유동의 레이놀즈응력 텐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므로 비등방 효과가 다소 과

도하게 나타났다. 벽면이 있는 유동의 경우에

는 벽반(wall reflection) 효과를 포함시켜야만 

비등방 난류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LRR 모델의 벽반 항

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표준 

k-ε  모델에 비해 계산시간도 다소 많이 소요

되며 수렴해의 최소 잔차가 다소 큰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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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k-ε  

Quadratic k-ε

Cubic k-ε

LRR-RSM

그림 1. 후향계단의 유선(streamlin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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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유동 속도=0) (2차유동 속도=0.1%Uo)

 

Cubic k-ε                      LRR-RSM

(2차유동 속도=0.1%Uo) (2차유동 속도=0.4%Uo)

그림 2. 사각덕트 단면의 속도벡터 및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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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각덕트 중심선과 대각선을 따른 주유동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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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벽 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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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 및 2차유동 속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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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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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난류강도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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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방형 봉다발 부수로 수치해석 잔차(residual)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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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 U/ U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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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 등고선( U/ U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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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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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난류에너지 등고선( k/U 2
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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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Standard k- ε

그림 12.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2차유동 유선 및 속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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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2차유동 속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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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삼각형 봉다발 부수로 수치해석 잔차(residual)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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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5x5 핵연료다발 수치해석 모델 및 계산격자(1 million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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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하류: 25 mm 191 mm

Standard k- ε

RSM(LRR)

그림 16.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속도벡터 비교(1/2): 

(위) Standard k- ε, (아래) RSM(L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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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하류: 25 mm 191 mm

 

Quadratic k- ε

Cubic k- ε

그림 17.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속도벡터 비교(2/2):

(위) Quadratic k- ε, (아래) Cubic k-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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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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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수직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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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횡류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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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5x5 핵연료다발 부수로 주유동방향 난류강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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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핵연료다발 부수로 수치해석 잔차(residual)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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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원자로 열유동에 대한 최적 전산해석체계의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평균(RANS)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본 평가에 사용한  RANS 난류모델은 산업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등방성 모델인 표준 k-ε, 비등방 모델인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및 2차 모멘트 모델인 Launder-Reece-Rodi의 RSM이다. 난류유동 수치해석을 

위한 전산코드는 범용 CFD 코드인 CFX-4를 이용하 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은 CFX-4 코드에 없어서 관련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원자

로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는 일반적으로 정방형(square) 봉다발 또는 삼각형

(triangular) 봉다발의 형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지지 정방형/삼각형 봉다발 및 

유동혼합 날개 부착 핵연료다발의 난류유동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표준 k-ε  모델은 난류유동의 평균속도와 난류에너지의 변화를 비교적 잘 예측하

으나 등방성 난류모델이므로 2차유동과 같은 비등방 난류유동의 특성을 예측하지 못

하 다. 수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계산시간도 매우 적게 소요된다.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은 비등방 난류에 의한 2차유동과 같은 유동특성을 잘 예측하

다. 2차유동의 크기를 측정치에 비해 작게 예측하 으나 평균유동의 속도분포와 난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 다. 계산시간이 표준모델에 비해 다소 증가하 으며 

수치적 안정성도 비교적 좋다. 비선형 cubic k-ε  모델은 quadratic k-ε  모델과 유사

한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Quadratic k-ε  모델에 비해 3개의 비선형 항이 추가되어 계

산시간이 크게 증가하 다. LRR의 RSM은 벽반효과를 고려하면 비등방 특성을 뚜렷

하게 나타냈으나 실험결과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예측하 다. 그러나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LRR 모델의 벽반 항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표준 k-ε  모델

에 비해 계산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수렴해의 최소 잔차가 다소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지지 봉다발 부수로와 같이 비등방 난류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 또는 LRR-RSM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강제혼합 봉다발 난류유동의 경우에는 비선형 quadratic 

k-ε  모델 또는 표준 k-ε  모델의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61 -

5. 참고문헌

1) Carajilescov, P. and Todreas, N. E. (1976).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y 

of axial turbulent flows in an interior subchannel of a bare rod bundle,"　 J. 

Heat Transf., Trans. ASME, pp. 262-268.

2) Vonka, V. (1988). "Measurement of secondary flow vortices in a rod bundle,"　 

Nucl. Engng and Des., 106, pp. 191-207.

3) Rowe, D. S., Johnson, B. M., and Knudsen, J. G. (1974). "Implications 

concerning rod bundle crossflow mixing based on measurements of turbulent 

flow structure,"　  Int. J. Heat Mass Transf., 17, pp. 407-419.

4) Eichhorn, R., Kao, H. C., and Neti, S. (1980). "Measurements of shear stress 

in a square array rod bundle,"　 Nucl. Engng and Des., 56, pp. 385-391.

5) Hooper, J. D. and Wood, D. H. (1984). "Fully developed rod bundle flow over 

a large range of Reynolds number,"　 Nucl. Engng and Des., 83, pp. 31-46.

6) Rehme, K. (1992). "The structure of turbulence in rod bundles and the 

implications on natural mixing between the subchannels,"　  Int. J. Heat Mass 

Transf., 35(2), pp. 567-581.

7) Slagter, W. (1982). "Finite element solution of axial turbulent flow in a bare 

rod bundle using a one-equation turbulence model,"　 Nucl. Sci. Engng, 82, pp. 

243-259.

8) Lee, K. B. and Jang, H. C. (1997). "A numerical prediction on the turbulent 

flow in closely spaced bare rod arrays by a nonlinear k-e model,"　  Nucl. 

Engng and Des., 172, pp. 351-357.

9) Lemos, M. J. S. and Asato, M. (2002). "Simulation of axial flow in a bare rod 

bundle using a non-linear turbulence model with high and low Reynolds 

approximations,"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Arlington, VA, USA, April 14-18.

10) AEA Technology (2001). CFX-4.4, Oxfordshire, UK.

11) Launder, B. E. and Spalding, D. B., (1974). "The numerical computation of 

turbulent flows,"　  Computational Methods in Applied Mech. and Engng, 3, 

pp. 269-289.

12) Craft, T. J., Launder, B. E., and Sugar, K. (199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ubic eddy-viscosity model of turbulence,"　 Int. J. Heat and 

Fluid Flow, 17, pp. 108-115.

13) Launder B. E., Reece G. J. and Rodi W., (1975).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　 J. of Fluid Mech.,  68, pp. 537-566.

14) Rotta, J. C., (1972). Turbulente Stromungen. B.G. Teubner, Stuttgart.



- 62 -

15) Kim, J., Kline, S. J., and Johnston, J. P. (1980). "Investigation of a reattaching 

turbulent shear layer: Flow over a backward-facing step,　  J. Fluids Eng., 

Trans. ASME, 102, pp. 302-308.

16) Speziale, C. G. and Ngo, T., (1988). 　Numerical solution of turbulent flow past 

a backward facing step using a nonlinear k-e model,"　  Int. J. Engng. Sci., 

26(10), pp. 1099-1112.

17) Demuren, A. O. and Rodi, W. (1984). "Calculation of turbulence-driven 

secondary motion in non-circular ducts," J. Fluid Mech., 140, pp. 189-222.

18) Karoutas Z., Gu C. Y. and Scholin B., (1995). “3-D flow analyses for design 

of nuclear fuel spacer,” Proc. of the 7th Int. Meeting on Nuclear Reactor 

Thermal-Hydraulics, New York, United Sates, September.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373/2003 

     제목 / 부제 

원자로 난류유동 최적 전산해석을 위한 레이놀즈 평균 난류모델의 평가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인왕기(경수로연료개발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전태현(경수로연료개발부), 오동석(경수로연료개발부), 황대현(원자로공학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3

페 이 지       62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21x29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비 여부  대외비(   ),  __ 급비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원자로 열유동에 대한 최적 전산해석체계의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평균

(RANS)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본 평가에 사용한  RANS 난류모델은 산업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등방성 모델인 표준 k-ε, 비등방 모델인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및 2차 모멘트 모델인 Launder-Reece-Rodi의 RSM이다. 난류유동 수치해석을 위한 전

산코드는 범용 CFD 코드인 CFX-4를 이용하 다. 비선형 quadratic/cubic k-ε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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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지지 정방형/삼각형 봉다발 및 유동혼합 날개 부착 핵연료

다발의 난류유동에 대한 각 난류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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