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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MCNP와 같은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는 코

드의 장   하나는 복잡한 물체의 구조를 근사없이 

모사할 수 있다는 이다. 

반면 부분의 결정론  방법을 사용하는 코드는 

계산 역을 정형화된 계산메쉬로 차분화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곡선이나 복잡한 삼차원 구조물을 그 로 

모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근사된 모델링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 세계 으로 SN 방

법론  산코드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CAD를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이를 비정형 사면체 메쉬 (unstructured 

tetrahedral mesh)로 나 어 SN계산에 용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이론  방법론

컴퓨터시뮬 이션을 한 입력문 작성에서 기하구

조 모델링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하게 여

겨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CAD의 도움을 받아서 

기하구조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SN 계산에 사용한

다면 복잡한 구조 모델링에 한 부담을 상당부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먼  CAD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모델링 

한다. 그 다음으로 모델링 된 구조물을 solver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산메쉬로 나 어 주어야 한다. 이 때 

비정형 사면체를 사용하면 3차원에서 곡면부분이라도 

체로 잘 모사할 수 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solver가 필요하다. CAD 로그램을 

사용한 모델링을 제외한 다음 두 단계에 해서 조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CAD 로그램에서 작성된 모델을 비정형 사면체

로 나  때 Gmsh[2] 로그램을 사용하 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볼륨이 해있는 경우, 두 볼륨의 면에 

있는 노드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주의하여 메쉬를 생

산해야 한다. 이는 Gmsh의 옵션을 활성화시킴 으로

서 비교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MUST[3]는 비정형 사면체 메쉬를 사용하도록 만

들어진 각분할방법에 기 한 방사선수송해석코드이다. 

다군 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며, SN 수송방정식을 

풀기 한 차분법으로 불연속유한요소법 (DFEM)을 

사용한다. 일반 인 유한차분법 (FEM)과는 달리 

transport sweep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 행렬을 계

산하지 않고 해당 사면체에 해서 단지 4×4 행렬만 

계산한다.

 결과  고찰

복잡한 기하구조 모델링  이를 사용한 SN solver

의 용결과를 보여주기 해서 Fig. 1과 같이 1그룹 

고정선원 문제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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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지름 30cm, 피치 40cm의 코일 역에  

10#/cm3-sec의 세기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주변을 

선원이 없는 160cm의 cube가  둘러싸고 있다.

Fig. 3.  Scalar flux distribution.

Fig. 1.  Helix source in the cube (CATIA 

modeling).

Fig. 2.  Computational mesh (cutted view, Gmsh).

Gmsh를 사용하여 총 458,241개의 비정형 사면체로 

구성된 계산메쉬를 Fig. 2와 같이 생성하 다.

Solver 에서는 S8을 사용했으며, 단면 은 코일 

역에서 Σt=1.0, Σs=0.7 그리고 cube 부분에서 Σt=0.7, 

Σs=0.6 (cm
-1
) 을 각각 사용하 다.

 결  론

테스트 계산에서 사용된 구조는 정형 메쉬를 사용

할 경우 그 로 모사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MCNP를 

사용하더라도 부가 인 도움 없이는 코일형태의 볼륨

소스를 모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

한 구조를 본 논문에서는 CAD  비정형 사면체 메

쉬를 사용하여 SN계산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계산된 럭스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선원  

주변부의 럭스 분포가 상 로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 다.

서로의 결과비교는 MCNP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

는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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