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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액체금속로의 핵연료 집합체에서 유로폐쇄 사고는 Stoke’s 유동, 층류 유동, 난류 

유동 등 다양한 유동장을 발생시킨다. 이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주로 난류 

유동장을 고려하여 개발된 코드인 MATRA-LMR 코드에 Donor Cell 방법과 중앙 

차분 방법 등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하였다. ORNL 에서 19-Pin FFM(Fuel Failure 

Mock-up) 2A Bundle 에 대해 수행한 유로폐쇄가 없는 두개의 실험 자료을 통하여 

혼합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5B Bundle 에 대해 수행한 유로 폐쇄 

실험들을 모사하여 코드의 예측능력을 평가하였다. 분산유동저항 모델과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한 코드는 실험의 온도 분포를 적절히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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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flow blockage accident in an assembly of LMR brings the various flow fields such as 

Stoke’s flow, laminar flow, and turbulent flow. Hybrid numerical scheme which both of donor 

cell method and central difference method used together has been newly applied into MATRA-

LMR to analyze reasonably the accident. The code capability has been investigated using the 

experimental data observed in FFM(Fuel Failure Mock-up)-2A and 5B for the two typical flow 

conditions in a blocked channel. The predicted results by MATRA-LMR applied hybrid 

numerical scheme with the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have agre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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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금속로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폐쇄 사고는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복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안전해석 측면에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유로폐쇄 사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모의하기에 적절한 

모델이 필요하다. 단일 집합체 내에서 유로폐쇄 사고가 발생하면 폐쇄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하류영역까지는 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재순환 유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핵연료와 피복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유로폐쇄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재순환 유동(Recirculation flow)의 

형성에 따른 국부적인 유체의 온도 상승이다.  

이러한 유로폐쇄 사고시 재순환 유동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Wire-wrap의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열수력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유로가 막히는 경우 그 

후단에서의 유동은 정상적인 유동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Wire-wrap의 영향을 

올바르게 모사하는 것이 온도와 속도 분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먼저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개발하여 MATRA-LMR 코드에 

적용하므로써, 코드의 예측 능력을 보다 향상시켰다.  

또한 유로 폐쇄 사고시에는 유속이 거의 ‘0’ 상태인 ‘Stokes flow’에서 층류 유동, 

난류 유동까지 다양한 유동장이 존재하게된다. 이러한 유동장에서 기존의 계통 

해석 코드들의 적용은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통 해석을 위한 

대부분의 코드들은 수치해석 기법으로 Semi-Implicit, Staggered Grid, Upwind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유동이 난류유동으로서 임의의 운동량 제어체적 

내의 물성치는 상류의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유로폐쇄가 

발생하게 되면 폐쇄부위의 바로 상부는 이러한 가정에 어긋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혼합 Difference 방법을 국내에서 개발된 MATRA-LMR 코드에 적용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부수로 해석 코드인 SABRE4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유로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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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성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혼합 Difference 방법에 대한 적용 

방법을 정리하고 부수로 방법에 적용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2. MATRA-LMR의 Explicit 수치해석 기법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대부분의 유한 차분 방법에 있어서 첫번째 

절차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 계산상의 제어 체적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계산에 사용되는 각각의 변수들을 제어체적 중심에 할당하고, 

변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도록 각각의 제어체적간의 차분을 형성하여 편미분 

방정식을 모의한다. 

MATRA-LMR의 Explicit 기법에서 유한 차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개념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편미분 방정식을 모의하여 해를 구하지 않고, 직접 지배 방정식을 

푼다. 이는 해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쉬워지지만,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며, 수렴성이 작아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기본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축방향 유량 (Axial mass flow rate : m) 

- 횡방향 유량 (Lateral mass flow rate per unit axial length : w) 

- 밀도 (Density : ρ) 

- 엔탈피 (Enthalpy : h) 

- 압력 (Pressure : p) 

 

차분 방정식(Difference Equations) 

차분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한 제어체적은 그림 1과 같다. 밀도와 압력, 엔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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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제어체적의 중심에서 정의되고, Vector 량인 유량들은 제어체적의 경계면에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이는 당연히 Staggered Grid를 형성하고, 두개의 

제어체적의 압력 사이에서 유량이 정의된다. 

 

 

 

 

 

그림 1. 제어체적 내에서의 주요 변수들의 위치 

위의 그림 1에서 정의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변의 항(Right hand side)들은 모두 Old time step에서 계산되는 상수로 

취급되며, 좌변의 항들은 종속 변수로서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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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류항들은 Donor Cell 방법이 적용되었다. 즉, 에너지 보존식에서 유량 

mj로 대류되는 엔탈피는 * 표시로 나타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1

  if  0

 if  0
j j j

j j j

h h m

h h m+

= >

= <
 

또한 Donor Cell 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대류 속도를 정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취해 속도를 정의한다. 

 

3. Hybrid 수치해석 기법 적용  

  위의 Donor Cell 방법은 코드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반면에, 계산하는 

제어체적간의 Gradient가 큰 경우에 대해 수치 확산(Numerical Diffusion)으로 인해 

Gradient를 희생시킨다. 수치 확산은 일반적으로 수치확산이 대류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가 클 경우 수치 확산은 줄어들고, 속도가 적어지면 수치 확산은 증가한다.  

유로 폐쇄 해석에서는 유로 폐쇄 바로 상부에서는 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Donor Cell 방법은 수치 확산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의 제어체적에서 Peclet Number 혹은 Reynolds Number가 2보다 적거나 

중앙 차분 방법이 적용되도록 MATRA-LMR 코드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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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방향 운동량 보존식에서 대류항은 다음과 같이 차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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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에서 대류항은 다음과 같이 차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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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보존식에서 대류항은 다음과 같이 차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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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분법은 기본적으로 상류와 하류 제어체적의 평균값을 대류항에 

적용하므로써 Donor Cell 방법에 비해 수치 확산을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Diffusion이 지배적인 유동에 보다 적절한 모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코드를 

수정하여 유로 폐쇄시 나타나는 다양한 유동, 특히, 저속의 유동에 보다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4. 적용 및 평가 결과 

3 절에서와 같이 혼합 수치해석법을 MATRA-LMR 에 적용한 후, 다양한 

실험자료에 대해 코드의 예측능력을 평가하였다. MATRA-LMR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Wire-Forcing Function 모델, 이전에 완성하여 코드에 구현한 분산유동저항 모델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그리고 분산유동 저항 모델과 위의 혼합 수치해석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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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적용한 결과를 유로폐쇄가 없는 실험과 유로 폐쇄 실험에 대해 각각 두개의 

실험(고출력-고유속, 저출력-저유속) 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들 실험 모의를 위한 

MATRA-LMR 노드 체계가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40 개의 부수로, 

60 개의 Gap, 40 개의 축 방향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FFM 실험 모의를 위한 MATRA-LMR 부수로 번호체계 

 

 

 

 

 

 

 

 

 

 

 

 

 

 

그림 3. 유로폐쇄가 없는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고유량-고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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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로폐쇄가 없는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저유량-저출력) 

 

이들 실험설비에서 19 개의 모의 연료봉으로 구성된 다발은 6 각 덕트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두 삼각 피치로 배열되어 있다. 연료봉의 직경은 5.842 mm 이고 

Wire-격자의 직경은 1.4224 mm 이다. 집합체 입구 길이는 304.8 mm 이고, 가열부위의 

길이는 533,4 mm 이고, 출구 길이는 152.4 mm 이다. 

유로 폐쇄부위를 갖지 않는 고출력-고유량의 경우에 연료봉당 가열부위에서 

나오는 출력은 16.975 kW/Rod 이고, 입구 유량은 3.0378 kg/s (55 gal/min)이다. 저출력-

저유량 실험의 경우는 연료봉당 출력은 0.263 kW/Rod 이고, 입구 유량은 0.0408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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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실험에서의 결과는 실험설비의 축방향 

단면부위를 가로질러 온도 분포는 거의 평평하며, 최외곽과 중심부의 온도차이는 

약 2 oC 이다. 그러나 Wire Forcing Function 의 경우에 외곽과 중심부위의 온도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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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oC 정도를 보인다. 이는 외곽에서의 저 유량 분포로 인한 온도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분산 유동 저항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서도 같다. 

그러나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한 경우는 대략적으로 약 5 oC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당히 실험 결과의 경향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험보다 온도분포를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및 계기오차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정도의 정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는 유로 폐쇄를 갖는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 비교이다. 고유량 고출력의 

경우, 입구 온도는 323.6 oC 이고 입구 유속은 6.93 m/s 이다. 19 개의 연료봉으로부터 

나오는 전체 출력은 145 kW 로서 열유속은 90.9 W/cm2/rod 이다. 이들 실험에서 유동 

면적의 약 1/3 가량이 폐쇄되었다. 실험에서 유로 폐쇄 상단부는 유량의 재순환으로 

온도가 높은 반면에, 유로 폐쇄부위가 없는 부위는 유량의 가속으로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림 5. 유로가 폐쇄된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 (고유량-고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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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Forcing Function 모델은 유로 폐쇄 부위에서 실험보다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유로 폐쇄 부위에서의 횡방향 유량 분포를 잘못 예측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유량 분포를 제대로 계산하는 분산유동저항 모델의 경우는 전체적인 온도 

분포가 실험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실험부의 단면에 대한 온도 예측 경향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는 횡방향 유동 분포는 제대로 예측하지만, 유로 폐쇄부위에서 

층류 유동으로 인한 물성치를 Donor Cell 의 값을 사용하므로써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성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한 코드의 예측 

경향은 실험의 경향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예측되는 온도는 전체적으로 

실험보다 높다.   

 

 

 

 

 

 

 

 

 

 

 

 

 

그림 6. 유로가 폐쇄된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 (저유량-저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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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이실험에서 입구 유속은 0.48 m/s 이고, 열출력은 52.8 

kW 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re-forcing function 을 이용한 결과는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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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실험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다.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이용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에 잘 근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 폐쇄부의 가장자리에서의 온도 

예측은 실험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저유속의 경우에 Upwind Scheme 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한 코드는 유로 폐쇄부위와 반대편 

부위에서도 적절하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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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액체금속로의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LMR 에 분산유동저항 모델 개발에 

이어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하므로써, 부수로가 폐쇄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다양한 

유동장에 대한 코드의 예측능력을 향상시켰다. 액체금속로의 집합체에서 국부적인 

부수로 폐쇄사고로 인해 폐쇄된 부수로 하류에서 Stoke’s 유동 영역, 층류 유동 

영역, 난류 유동 영역 등 다양한 유동장을 형성하므로써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해 Donor Cell 방법과 

중앙 차분 방법을 혼용한 혼합 수치해석법을 적용하였다.  

유로 폐쇄를 갖지 않는 실험중 고유량-고출력에 대한 해석결과 혼합 

수치해석법과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함께 적용하므로써 그 영향은 미미한 반면에, 

저유량-저출력의 경우는 온도분포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유로가 폐쇄된 실험들 

(ORNL 19-Pin FFM 5B) 에 대한 해석결과, 고유량 고출력(6.93 m/s, 145 kW)의 경우와 

저유량 저출력(0.48 m/s, 52.8 kW)의 경우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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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A  =  Averaged area of two axial level 

[ ]CD  = Matrix for interchannel connection 

f  = Friction factor in rod bundle without wire wrap 

K  = Form loss coefficient 

l  =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wo adjacent subchannels 

m  = mass flow rate in axial direction 

w  = mass flow rate in horizontal direction 

p  = Pressure 

ρ = Density 

h = Enthalpy 

T = Temperautre 

Dh = Hydraulic Diameter  

S  = Gap width 

LS  = Rod pitch 

TS  = Distance between two rods in a transverse row 

u  = Axial velocity 

v  = Transverse velocity 

X∆  = Axial node size 

RA  = Rod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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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치해석 주요 부프로그램 (XSCHEME.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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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ROUTINE XSCHEM(IPART) 

! 

!------------------------------------------------------------------------------- 

! 

!     * Acronym 

!       - eXplicit SCHEMe 

! 

!     * Functions 

!       - Performs the explicit transient solution. 

!       - A normal call to Subroutine XSCHEM (IPART=2) 

!         advances the solution one complete time step 

!         and calculates the duration of the next time step. 

!       - For the running start option, 

!         the steady-state implicit solution is first calculated. 

!         The resulting channel flows are then used 

!         to determine the maximum time step allowed for the explicit transient 

!         by a call to Subroutine XSCHEM (IPART=1). 

!         Otherwise, an input value for the maximum allowable time step is used 

!         for the 1st time step. 

!       - One pass through Subroutine XSCHEM (IPART=2) 

!         results in three channel sweeps. 

!         The 1st sweep calculates tentative flows 

!         and also updates fuel temperatures, if a fuel model is used. 

!         The 2nd sweep is iterated for the actual flow/pressure field solution 

!         until the maximum dilation in any one cell is sufficiently small. 

!         The 3rd sweep finds the maximum Courant number in the mesh 

!         for calculating the next time step. 

! 

!     * Arguments 

!       - IPART  : Flag to designate a particular calculation part 

!                  IPART=1 : Adjusts time step 

!                            according to the maximum Courant number. 

!                  IPART=2 : Advances the solution one complete time step 

!                            and calculates the duration of the next tim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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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lling Program Units 

!       - Main Program : MATRA 

! 

!     * Called Program Units 

!       - Subroutine : CURVE, DIFFER, FORCE, HEAT, ISWAP, MIX, PROP, ROLLIT 

!       - Function : TAF 

! 

!     * Coded by   PNL 

!                  September 9, 1997 

! 

!------------------------------------------------------------------------------- 

! 

      IMPLICIT REAL (8)(A-H,O-Z)  

! 

      INCLUDE 'spec02.h'  

      INCLUDE 'spec03.h'  

      INCLUDE 'spec04.h'  

      INCLUDE 'spec06.h'  

      INCLUDE 'spec07.h'  

      INCLUDE 'spec08.h'  

      INCLUDE 'spec09.h'  

      INCLUDE 'spec10.h'  

      INCLUDE 'spec11.h'  

      INCLUDE 'spec12.h'  

      INCLUDE 'spec15.h'  

      INCLUDE 'spec16.h'  

      INCLUDE 'spec19.h'  

      INCLUDE 'spec35.h'  

      INCLUDE 'spec36.h'  

      INCLUDE 'spec39.h'  

! 

      DIMENSION FKG(950),FKGT(950),FSPT(650) 

      INTEGER J,JQ 

! 

!----------------------------------------------------------------------- 



 17 

!                                                                        

!     Statement function for area averages                               

! 

      AP2(I,J)=.5D0*(A(I,J)+A(I,JM1))  

!                                                                        

!     The upwind function constructs parts of the advection term         

!     using the 2nd upwind differancing method                           

! 

      UPWIND(UU,HR,HL)=DDIM(UU,0.D0)*HL-DDIM(0.D0,UU)*HR  

! 

!----------------------------------------------------------------------- 

!                                                                        

      VFIST=VG*DFLOAT(1-ISTEAM)+VPOUT(NPROP)*DFLOAT(ISTEAM)  

!                                                                        

      SELECT CASE(IPART)  

!                                                                        

      CASE(1)  

!                                                                        

         CONTINUE  

!                                                                        

      CASE(2)  

!                                                                        

!        Loop 1 : performs initialization and solves for tentative flows 

!                                                                        

         DDD=(RHOF-RHOG)*THD  

         CHAIN=.01D0  

         CHAINM=100.D0  

         RFGI=1.D0/(RHOG-RHOF)  

         FK1=1.D0-DFLOAT(K11/3)  

         ITERAT=1  

         IF(NC.GT.0)ITERAT=2  

         CALL HEAT(1,1,1,1)  

         POUT=0.D0  

!                                                                           

!           Begins loo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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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JQ=1,NDXP1  

            ZERO1=DFLOAT(1-1/JQ)  

            ZERON=DFLOAT(1-JQ/NDXP1)  

            TWO1=(2.D0-ZERO1)*ZERON  

            TWON=(2.D0-ZERON)*ZERO1  

            J=JQ  

            IF(IROLL.EQ.1)CALL ROLLIT(J,JQ,SAVEA1,SAVEA2,SAVEA3,NWR,NDXP1,LUO, & 

            LUI)                                                               

 

            JM1=J-1+1/JQ  

            JP1=J+1-JQ/NDXP1  

            CALL PROP(2,J,JQ)  

            IF(JQ.EQ.1)THEN  

               DO I=1,NCHANL  

                  XMU=VISC(I) 

                  FAVG=0.5D0*(FOLD(I,J)+FOLD(I,JP1)) 

                  RENA=DHYD(I,J)*FAVG/(XMU*A(I,J)) 

                  IF(ABS(RENA).LT.2.D0)THEN 

                     UB(I,J)=F(I,J)/(0.5D0*A(I,J)*(RHO(I,JP1)+RHO(I,J))) 

                  ELSE 

                     UB(I,J)=UPWIND(F(I,J)/A(I,J),1.D0/RHO(I,JP1),1.D0/RHO(I,J)) 

                  ENDIF  

                  UH(I)=UB(I,J)*F(I,J)  

               ENDDO  

            ELSE  

               CALL HEAT(1,J,3,JQ)  

               CALL HEAT(1,J,2,JQ)  

            ENDIF  

! 

            CALL FORCE(J,JQ)  

!Added 1 line by hyjeong                                                 

            CALL FORCE(JP1,JP1)  

            FGRID=0.D0  

            IF(GRID)FGRID=1.D0  

!---------DRM 

            CALL WFDRAG(J,FSPT,FKG,FKGT,ABC,RE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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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WFDRAG(J,FKG)  

! 

!           Computes tentative flows 

! 

            DO I=1,NCHANL  

               ROJP=RHOOLD(I,JP1)  

               IF(JQ.EQ.NDXP1)THEN  

                  VIJ=1.D0/RHO(I,J)  

                  HIJ=HEXIT(I)  

                  VIN=HIJ   ! [Btu/lbm]  

                  IF(VIN.LT.HF)THEN  

                     SELECTCASE(J9)  

                     CASE(0)  

                     CALL CURVE(VOUT,VIN,VVF,HHF,NPROP,IERROR,0)  

                     IF(IERROR.GT.1)THEN  

                        IERROR=12  

                        RETURN  

                     ENDIF  

                     CASE(1)  

                     VOUT=TAF(101,PREFS,TAF(302,PREFS,VIN/CFH))*CFV  

                     ENDSELECT  

                  ELSEIF(VIN.GT.HG)THEN  

                     IF(ISTEAM.EQ.1)THEN  

                        CALL CURVE(VOUT,VIN,VPOUT,HGPT,NPROP,IERROR,0)  

                        IF(IERROR.GT.1)THEN  

                           IERROR=12  

                           RETURN  

                        ENDIF  

                     ENDIF  

                  ELSE  

                     VOUT=VF+(VIN-HF)/HFG*VFG  

                  ENDIF  

                  VIJ=VOUT  

                  ABAR(I)=1.D0/VIJ  

               ENDIF  

               ROJP=ROJP*ZERON+ABAR(I)*(1.D0-Z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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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J=RHOOLD(I,J)  

               AIJ=.25D0*(A(I,JM1)+A(I,JP1))+.5D0*A(I,J)  

               FJ=FOLD(I,J)  

! 

!KSHA central difference scheme 

! IF Re is less than 2, central difference scheme for FOLD is applied 

               UMFP=UPWIND(.5D0*(UB(I,J)+UB(I,JP1)),FOLD(I,JP1),FJ)  

               XMU=VISC(I) 

               FAVG=0.5D0*(FOLD(I,J)+FOLD(I,JP1)) 

               RENA=DHYD(I,J)*FAVG/(XMU*AIJ) 

               IF(ABS(RENA).LT.2.D0)THEN 

                  UMFP=0.5D0*(UB(I,J)+UB(I,JP1))*FAVG-VISC(I)*          & 

                       (UB(I,JP1)-UB(I,J))/DX(J) 

               ELSE 

                  UMFP=UPWIND(.5D0*(UB(I,J)+UB(I,JP1)),FOLD(I,JP1),FJ)  

               ENDIF 

!END KSHA 

! 

               APIJ=.5D0*(FSP(I)/DHYD(I,J)+CD(I,NGTYPE)/DX(JQ)*FGRID)  

               RBAR=APIJ*DMAX1(.01D0,DABS(UB(I,J)))  

               RHOBAR(I,J)=1.D0/(1.D0+DT*RBAR)  

               STWJ(I)=0.D0  

               IF(JQ.EQ.1.AND.K11.GE.3)THEN  

                  P(I,1)=P(I,2)+DX(JQ)/(A(I,1)*GC)*((F(I,1)-FOLD(I,1))  & 

                        /DT+(UMFP-UH(I))/DX(JQ)+RBAR*F(I,1))+DX(JQ)*ELEV& 

                        *RHOOLD(I,2) 

               ELSE  

!KSHA BLOCK                                                              

                  IF(.NOT.FLGBLK(I,J))THEN  

                     DUMY=P(I,JP1)*ZERON+POUT*(1.D0-ZERON)-P(I,J)  

                     F(I,J)=(FJ-DT*(AIJ*GC*(DUMY/DX(JQ)+                & 

                            .5D0*ELEV*(ROJ*TWON+ROJP*TWO1))+            & 

                            (UMFP-UH(I))/DX(JQ)+FSPT(I)))*RHOBAR(I,J) 

!DRM                            (UMFP-UH(I))/DX(JQ)))*RHOBAR(I,J) 

!DRM                            (UMFP-UH(I))/DX(JQ)+FSPT(I)))*RHOBAR(I,J)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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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F  

!KSHA BLOCK                                                              

               UH(I)=UMFP  

            ENDDO  

            IF(NK.NE.0)THEN  

               IF(JQ.EQ.1)THEN  

                  DO K=1,NK  

                     II=IK(K)  

                     JJ=JK(K)  

                     WOLD(K,J)=UPWIND(DSIGN(1.D0,FOLD(II,J)+FOLD(JJ,J)),& 

                              -WOLD(K,JP1),0.D0) 

                     BSAVE(K,J)=UPWIND(WOLD(K,J),1.D0/RHOOLD(JJ,JP1),   & 

                                1.D0/RHOOLD(II,JP1))  

                  ENDDO  

               ENDIF  

! 

!              Computes tentative crossflows 

! 

               CALL DIFFER(2,J,JQ)  

!---------DRM 

               WP=FKG  

! 

               DO K=1,NK  

                  IF(K.GT.KNOFLO.OR.JQ.LT.JNOFLO)THEN  

                     II=IK(K)  

                     JJ=JK(K)  

! 

                     WJP=WOLD(K,JP1)*UPWIND(DSIGN(1.D0,FOLD(II,J)       & 

                        +FOLD(JJ,J)),-ZERON,1.D0) 

!                     WJP=W(K,JP1)*UPWIND(DSIGN(1.D0,FOLD(II,J)          & 

!                                                                         

                     WKJ=WOLD(K,J)  

!                     WKJ=W(K,J)  

                     TRF(K,J)=.5D0*(UPWIND(UB(II,J),WJP,WKJ)            & 

 

                             +UPWIND(UB(JJ,J),WJP,W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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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VE(K,J)=UPWIND(WJP,1.D0/RHOOLD(JJ,JP1),         & 

                                1.D0/RHOOLD(II,JP1)) 

! 

!KSHA central difference scheme 

! IF Re is less than 2, central difference scheme for FOLD is applied 

! FOI and FOJ have been changed 

                     XMU=0.5D0*(VISC(II)+VISC(JJ))  

                     WAVG=0.5D0*(WJP+WKJ) 

                     ROAVG=0.5D0*(RHOOLD(II,JP1)+RHOOLD(JJ,JP1)) 

                     RENH=DHYD(I,J)*WAVG/(XMU*GAP(K,J)) 

                     FOI=FOLD(II,J)/A(II,J)  

                     FOJ=FOLD(JJ,J)/A(JJ,J)  

                     IF(ABS(RENH).LT.2.D0)THEN 

                        FOIJ=0.5D0*(FOI+FOJ) 

                        DUMY=.5D0*(BSAVE(K,J)+BSAVE(K,JM1))*FOIJ 

                     ELSE 

                        DUMY=.5D0*(UPWIND(BSAVE(K,J),FOJ,FOI)           & 

                             +UPWIND(BSAVE(K,JM1),FOJ,FOI)) 

                     ENDIF 

! 

                     STWJ(II)=STWJ(II)+DUMY  

                     STWJ(JJ)=STWJ(JJ)-DUMY  

                     SL=GAP(K,J)/LENGTH(K)  

                     IF(J.NE.1)THEN  

                        PSI(K,J)=1.D0/(1.D0+DT*WP(K)*SL*GC)  

                        W(K,J)=(WKJ-DT*((TRF(K,J)-TRF(K,JM1))/DX(JQ)+   & 

                               SL*GC*(BETA(K,J)-P(II,J)+P(JJ,J))+       & 

                               FKGT(K)))*PSI(K,J)  

!DRM                               SL*GC*(BETA(K,J)-P(II,J)+P(JJ,J))+       & 

!DRM                               FKGT(K)))*PSI(K,J)  

!DRM                               SL*GC*(BETA(K,J)-P(II,J)+P(JJ,J))        & 

!DRM                               ))*PSI(K,J)  

                     ENDIF  

                  ENDIF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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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s STUW contribution to flow 

! 

               CALL MIX(J)  

               IF(JQ.GE.2.OR.K11.LE.2)THEN  

                  DO I=1,NCHANL  

                     IF(.NOT.FLGBLK(I,J))THEN  

                        F(I,J)=F(I,J)-DT*STWJ(I)*RHOBAR(I,J)  

                     ENDIF  

                  ENDDO  

                  IF(FTM.GT.0.D0)THEN  

                     DO K=1,NK  

                        IF(K.GT.KNOFLO.OR.JQ.LT.JNOFLO)THEN  

                           II=IK(K)  

                           JJ=JK(K)  

                           DUMY=WP(K)*DT*(UB(II,J)-UB(JJ,J))*FTM  

                           IF(.NOT.FLGBLK(II,J))THEN  

                              F(II,J)=F(II,J)-DUMY*RHOBAR(II,J)  

                           ENDIF  

                           IF(.NOT.FLGBLK(JJ,J))THEN  

                              F(JJ,J)=F(JJ,J)+DUMY*RHOBAR(JJ,J)  

                           ENDIF  

                        ENDIF  

                     ENDDO  

                  ENDIF  

               ENDIF  

            ENDIF  

!                                                                        

            DO I=1,NCHANL  

               RHOBAR(I,J)=RHOBAR(I,J)*(.5D0*A(I,J)+.25D0*(A(I,JP1)     & 

                          +A(I,JM1)))  

            ENDDO  

!                                                                        

            IF(JQ.NE.1)THEN  

               CALL DIFFER(1,J,J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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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s expansion and drift                              

!                                                                        

               DO I=1,NCHANL  

                  DUMYD=0.D0  

                  IF(THD*DFLOAT(JQ-2).GT.0.D0)THEN  

                     ALJ=DMAX1(0.D0,DMIN1(1.D0,(RHO(I,J)-RHOF)*RFGI))  

                     ALM=DMAX1(0.D0,DMIN1(1.D0,(RHO(I,JM1)-RHOF)*RFGI))  

!KSHA BLOCK                                                              

                     IF(.NOT.FLGBLK(I,JM1))THEN  

                        DUMYD=A(I,JM1)*DX(JQ)*DMIN1(DDD/DX(JQ)*ALM      & 

                             *(1.D0-ALJ),FCOUR*RHO(I,J)/DT) 

                     ELSE  

                        DUMYD=0.D0  

                     ENDIF  

!KSHA BLOCK                                                              

                  ENDIF  

                  HIJ=H(I,J)  

                  IF(HIJ.LT.HF)THEN  

                     SELECT CASE(J9)  

                     CASE(0)  

                        CALL CURVE(VIJ,HIJ,VVF,HHF,NPROP,IERROR,0)  

                        CALL CURVE(DVDH,HIJ-CHAIN,VVF,HHF,NPROP,IERROR,0)  

                     CASE(1)  

                        VIJ=TAF(101,PREFS,TAF(302,PREFS,HIJ/CFH))*CFV  

                        DVDH=TAF(101,PREFS,TAF(302,PREFS,(HIJ-CHAIN)    & 

                            /CFH))*CFV  

                     END SELECT  

                     DVDH=(VIJ-DVDH)*CHAINM  

                  ELSEIF(HIJ.GT.HG)THEN  

                     CALL CURVE(VIJ,HIJ,VPOUT,HGPT,NPROP,IERROR,0)  

                     CALL CURVE(DVDH,HIJ+CHAIN,VPOUT,HGPT,NPROP,IERROR,0)  

                     DVDH=(DVDH-VIJ)*CHAINM  

                  ELSE  

                     VIJ=VF+(HIJ-HF)/HFG*VFG  

                     DVDH=VFG/HFG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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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J)=DX(JQ)*DHDX(I)  

                  !IF(.NOT.FLGBLK(I,J))FOLD(I,J)=DVDH                    

                  FOLD(I,J)=DVDH  

                  STUW(I,J)=0.D0  

                  STUW(I,JM1)=-DUMYD  

               ENDDO  

            ENDIF  

            IF(IERROR.GT.1)IERROR=12  

         ENDDO  

! 

         IF(IROLL.EQ.1)THEN  

            WRITE(LUO)SAVEA1  

            WRITE(LUO)SAVEA2  

            CALL ISWAP(LUO,LUI,2)  

         ENDIF  

! 

!        Main iteration loop   

! 

         TPDD=SL*DT*GC  

         JSKIP=1  

! 

         DO NN=1,NTRYX  

            ITERAT=NN  

            DVMAX=0.D0  

            DO JX=1,NDXP1  

               J=JX  

               IF(IROLL.EQ.1)CALL ROLLIT(J,JX,SAVEA1,SAVEA2,SAVEA3,NWR, & 

                                         NDXP1,LUO,LUI) 

               ZERON=1.D0-DFLOAT(JX/NDXP1)  

               ZERO1=1.D0-DFLOAT(2/JX)  

               FK2=ZERO1*(1.D0-FK1)+FK1  

               JP1=J+1-JX/NDXP1  

               JM1=J-1+1/JX  

               IF(JX.NE.1)THEN  

                  IF(ITERAT.LE.1)THEN  

                     DO I=1,NCH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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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JP1)=1.D0/RHO(I,JP1)  

                        IF(JX.LE.2)THEN  

                           HOLD(I,J)=1.D0/RHO(I,J)  

                           HOLD(I,JM1)=1.D0/RHO(I,JM1)  

                        ENDIF  

                     ENDDO  

                  ENDIF  

                  DO I=1,NCHANL  

                     SUMR(I)=-AP(I,J)*FOLD(I,J)  

! 

!                    Computes implicit parts of DD/DP and dilation 

!                    (SUMR is implicit part) 

! 

                     FM=F(I,JM1)  

                     FJ=F(I,J)  

                     HJ=HOLD(I,J)  

                     RJ=RHOBAR(I,J)*DT*GC/DX(JX)  

                     RM=RHOBAR(I,JM1)*DT*GC/DX(JX)*FK2  

                     IF(J.EQ.1)RM=0.0 

! 

!KSHA central difference scheme 

! IF Pe is less than 2, central difference scheme for enthalpy is applied 

! DUMZ and DUMY have been changed 

                     CPPL=0.5D0*(CPP(I,J)+CPP(I,JM1)) 

                     CONDA=0.5D0*(CONDH(I,J)+CONDH(I,JM1)) 

                     PENO=0.5D0*CPPL*DHYD(I,J)*(FM+FJ)/(CONDA*A(I,J)) 

                     IF(ABS(PENO).LT.2.D0)THEN 

                        HJCNTLB=0.5D0*(HJ+HOLD(I,JM1)) 

                        HJCNTLU=0.5D0*(HJ+HOLD(I,JP1)*ZERON+(1.D0-ZERON)& 

                                /ABAR(I)) 

                        DIFFSON=CONDA/CPPL*(HJ-HOLD(I,JM1))/DX(JX) 

                        DUMZ=HJCNTLB-DIFFSON 

                        DUMY=HJCNTLU-DIFFSON 

                     ELSE 

                        DUMZ=UPWIND(DSIGN(1.D0,FM),-HJ,HOLD(I,JM1)) 

!                       DUMY=UPWIND(DSIGN(1.D0,FJ),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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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JP1)*ZERON-(1.D0-ZERON)/ABAR(I)) 

                        DUMY=UPWIND(DSIGN(1.D0,FJ),-HOLD(I,JP1)*ZERON   & 

                            -(1.D0-ZERON)/ABAR(I),HJ) 

                     ENDIF 

                     SUMR(I)=SUMR(I)+FJ*DUMY-FM*DUMZ  

                     STWJ(I)=DUMY*RJ+DUMZ*RM  

                     NKK=ILOCS(NAAH,I)  

                     IF(NKK.GT.0)THEN  

                        DO L=1,NKK  

                           K=ILOCS(L,I)  

                           IF(K.GT.KNOFLO.OR.JX.LT.JNOFLO)THEN  

                              II=IK(K)  

                              JJ=JK(K)  

                              DUMI=UPWIND(DSIGN(1.D0,W(K,J)),           & 

                                  -HOLD(JJ,J),HOLD(II,J))  

                              WKJ=W(K,J)*DX(JX)*DUMI  

                              IF(I.EQ.JJ)WKJ=-WKJ  

                              SUMR(I)=SUMR(I)+WKJ  

                              TPDD=DT*GC*GAP(K,J)/LENGTH(K)  

                              STWJ(I)=STWJ(I)+TPDD*DX(JX)*DUMI*PSI(K,J) 

                           ENDIF  

                        ENDDO  

                     ENDIF  

                     DVV=DT/DX(JX)*DABS(SUMR(I))/AP2(I,J)  

                     DVMAX=DMAX1(DVMAX,DVV)  

! 

!                    Updates pressure, flow, crossflow, and enthalpy 

! 

!                    Pressure change 

! 

                     CHANGP=-SUMR(I)/STWJ(I)*ACCEL1  

                     P(I,J)=P(I,J)+CHANGP  

                     P(I,1)=P(I,1)+CHANGP*(1.D0-FK2)  

! 

!                    Corrects flows 

!KSHA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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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NOT.FLGBLK(I,J))F(I,J)=FJ+RJ*CHANGP  

                     IF(.NOT.FLGBLK(I,JM1))F(I,JM1)=FM-RM*CHANGP  

!KSHA BLOCK 

! 

!                    Updates crossflows and enthalpies 

! 

                     STWJ(I)=0.D0  

                     NKK=ILOCS(NAAH,I)  

                     IF(NKK.GT.0)THEN  

                        DO L=1,NKK  

                           K=ILOCS(L,I)  

                           IF(K.GT.KNOFLO.OR.JX.LT.JNOFLO)THEN  

                              FDUM=1.D0  

                              IF(I.EQ.JK(K))FDUM=-1.D0  

                              DUMY=FDUM*CHANGP*PSI(K,J) 

                              SL=GAP(K,J)/LENGTH(K)  

                              W(K,J)=W(K,J)+SL*DT*GC*DUMY 

                              STWJ(I)=STWJ(I)+DX(JX)*FDUM*W(K,J)  

                           ENDIF  

                        ENDDO  

                     ENDIF  

                     VIJ=1.D0/(RHOOLD(I,J)-DT/DX(JX)/AP2(I,J)*(STWJ(I)  & 

                        +F(I,J)-F(I,JM1)+STUW(I,J)-STUW(I,JM1))) 

                     IF(J9.NE.0.OR.(VIJ-VVF(1))*(VIJ-VFIST).LE.0.D0)THEN  

                        IF((3-JSKIP-NP).LE.0)THEN  

                           IF(VIJ.LT.VF)THEN  

                              SELECT CASE(J9)  

                              CASE(0)  

                                 CALL CURVE(HIJ,VIJ,HHF,VVF,NPROP,IERROR& 

                                            ,0)  

                                 CALL CURVE(DVDH,HIJ-CHAIN,VVF,HHF,NPROP& 

                                            ,IERROR,0)  

                              CASE(1)  

                                 HIJ=TAF(102,PREFS,                     & 

                                     TAF(301,PREFS,VIJ/CFV))*CFH  

                                 DVDH=TAF(101,PRE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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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F(302,PREFS,(HIJ-CHAIN)/CFH))*CFV 

                              END SELECT  

                              DVDH=(VIJ-DVDH)*CHAINM  

                           ELSEIF(VIJ.GT.VG)THEN  

                              CALL CURVE(HIJ,VIJ,HGPT,VPOUT,NPROP,IERROR& 

                                         ,0)  

                              CALL CURVE(DVDH,HIJ+CHAIN,VPOUT,HGPT,NPROP& 

                                         ,IERROR,0)  

                              DVDH=(DVDH-VIJ)*CHAINM  

                           ELSE  

                              HIJ=HF+(VIJ-VF)/VFG*HFG  

                              DVDH=VFG/HFG  

                           ENDIF  

                           H(I,J)=HIJ  

      !KSHA BLOCK 

                           !IF(.NOT.FLGBLK(I,J))FOLD(I,J)=DVDH 

                           FOLD(I,J)=DVDH 

      !KSHA BLOCK 

                        ENDIF  

                        RHO(I,J)=1.D0/VIJ  

                        HOLD(I,J)=VIJ  

                     ENDIF  

                  ENDDO  

               ENDIF  

            ENDDO  

            IF(IROLL.EQ.1)THEN  

               WRITE(LUO)SAVEA1  

               WRITE(LUO)SAVEA2  

               CALL ISWAP(LUI,LUO,2)  

            ENDIF  

!                                                                        

!           Checks for convergence                                       

!                                                                        

            IF(DVMAX.GE.10.D0)THEN  

               WRITE(I3,2000)  

               IERRO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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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ENDIF  

            IF(NN.GE.(NTRYX-1).OR.DVMAX.LE.XZERR)THEN  

               IF(JSKIP.EQ.2)EXIT  

               JSKIP=2  

            ENDIF  

         ENDDO  

!                                                                        

      END SELECT  

!                                                                        

      IF(ITRAP.NE.1)THEN  

         INUMB=1  

         NITER=0  

      ENDIF  

      NITER=NITER+ITERAT  

      INUMB=INUMB+1  

      IF(IPART.EQ.2)ITRAP=1  

      FTRAP=DFLOAT(ITRAP)  

      COUR=0.D0  

      CX=0.D0  

      CY=0.D0  

      XLEV=THX*.1D0  

      HPV=HF+XLEV*VF*HFG/(VG-XLEV*VFG)  

      DO I=1,NCHANL  

         STWJM1(I)=0.D0  

         SUML(I)=0.D0  

      ENDDO  

!                                                                        

      DO JQ=1,NDXP1  

         J=JQ  

         IF(IROLL.EQ.1)CALL ROLLIT(J,JQ,SAVEA1,SAVEA2,SAVEA3,NWR,NDXP1  & 

                                  ,LUO,LUI) 

         JM1=J-1+1/JQ  

         JP1=J+1-JQ/NDXP1  

         SELECT CASE(IPART)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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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JQ.LE.1)THEN  

               DO I=1,NCHANL  

                  STWJ(I)=2.D0*P(I,1)-P(I,2)  

               ENDDO  

            ENDIF  

            DO I=1,NCHANL  

               DUMY=P(I,J)  

               P(I,J)=STWJ(I)  

               STWJ(I)=DUMY  

            ENDDO  

         CASE(2)  

            ZERON=1.D0-DFLOAT(JQ/NDXP1)  

            ZERO1=1.D0-DFLOAT(2/JQ)  

            DO I=1,NCHANL  

               ROJP=RHO(I,JP1)*ZERON+ABAR(I)*(1.D0-ZERON)  

!KSHA central difference scheme 

! IF Pe is less than 2, central difference scheme for enthalpy is applied 

! DUMI has been changed 

               !UB(I,J)=UPWIND(F(I,J)/A(I,J),1.D0/ROJP,1.D0/RHO(I,J))  

               CALL CURVE(VISC(I),H(I,J),UUF,HHF,NPROP,IERROR,1)! [lbm/ft-sec] 

               FAVG=0.5D0*(F(I,J)+F(I,JP1)) 

               RENA=DHYD(I,J)*FAVG/(VISC(I)*A(I,J)) 

               IF(ABS(RENA).LT.2.D0)THEN 

                  UB(I,J)=F(I,J)/(0.5D0*A(I,J)*(ROJP+RHO(I,J))) 

               ELSE 

                  UB(I,J)=UPWIND(F(I,J)/A(I,J),1.D0/ROJP,1.D0/RHO(I,J))  

               ENDIF  

            ENDDO  

            FK2=ZERO1*(1.D0-FK1)+FK1  

            IF(JQ.NE.1.AND.(THD+THX).NE.0.D0)THEN  

               DO I=1,NCHANL  

                  IF(THX.GE.1.D0)THEN  

                     HM1=H(I,JM1)  

                     DHH=H(I,J)-HM1  

                     DH6=HPV-HM1  

                     IF(DH6*DH6.LT.DHH*DH6)STWJM1(I)=(X(JQ-1)+DX(JQ)*D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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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H)*12.D0 

                     IF(DH6.EQ.DHH)STWJM1(I)=X(JQ-1) * 12.D0  

                  ENDIF  

                  SUML(I)=SUML(I)+RHO(I,J)*DX(JQ)  

               ENDDO  

            ENDIF  

         END SELECT  

! 

!        Adjusts time step according to maximum Courant number 

! 

         IF(NK.EQ.0)THEN  

            DO I=1,NCHANL  

               CX=DABS(UB(I,J))-STUW(I,J)/(RHO(I,J)*A(I,J))*FTRAP  

               COUR=DMAX1(COUR,CX/DX(JQ))  

               CX=COUR*DX(JQ)  

            ENDDO  

         ELSE  

            DO K=1,NK  

               II=IK(K)  

               JJ=JK(K)  

               RHI=1.D0/(RHO(II,J)*A(II,J))  

               RHJ=1.D0/(RHO(JJ,J)*A(JJ,J))  

               CYY=UPWIND(W(K,J),-RHJ,RHI)  

               CXX=DABS(UB(II,J))-FTRAP*STUW(II,J)*RHI  

               CXY=DABS(UB(JJ,J))-FTRAP*STUW(JJ,J)*RHJ  

               CX=DMAX1(CX,CXX,CXY)  

               CY=DMAX1(CY,CYY)  

               CDUMY=CXX  

               CXX=DMAX1(CDUMY,CXY)/DX(JQ)+CYY  

               COUR=DMAX1(COUR,CXX)  

            ENDDO  

         ENDIF  

      ENDDO  

!                                                                        

      IF(IROLL.EQ.1)THEN  

         WRITE(LUO)SAV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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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LUO)SAVEA2  

         CALL ISWAP(LUI,LUO,2)  

      ENDIF  

!                                                                        

      DUM=DT  

      IF(COUR.GT.1.D+04)IERROR=12  

      IF(COUR.GT.0.D0)THEN  

         DTDMY=2.D0*DUM/(1.D0+DUM*COUR/FCOUR)  

         DT=DMIN1(FDT,DTDMY)  

      ENDIF  

      DUMY=DUM*COUR  

      ! Need to be modified                                  

      CX=CX/DXO  

      !WRITE(I3,2010)ITERAT,DT,DUMY,CX,CY,COUR,ETIME,DVMAX  

      FMMM=0.25*(F(5,14)+F(5,13)+F(6,14)+F(6,13)) 

 

      ABC=W(10,13)/(FMMM*0.060214)*A(5,13)/GAP(10,13) 

      WRITE(I3,2050)ITERAT,DT,DUMY,CX,CY,COUR,ETIME,DVMAX,ABC,REVVV 

 2050 FORMAT (5X,I3,2X,F8.5,2X,F8.3,2X,2(F8.2,2X),5(2X,F8.2))  

!                                                                        

!     Prints surface information                                         

!                                                                        

      NDUMY=NITER/INUMB  

      DO I=1,NCHANL  

         SUML(I)=(SUML(I)-RHOG*Z)/(RHOF-RHOG) * 12.D0  

      ENDDO  

      IF(THX.GT.0.D0)WRITE(I3,2020)(SUML(I),I=1,NCHANL)  

      IF(THX.GE.1.D0)WRITE(I3,2030)XLEV,(STWJM1(I),I=1,NCHANL)  

      IF(INUMB.GE.NDTP1.OR.ETIME.GE.TTIME)WRITE(I3,2040)INUMB,NITER,    & 

      NDUMY                                                              

!                                                                        

      RETURN  

!                                                                        

!----------------------------------------------------------------------- 

!     Specification of write format (in order of appea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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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FORMAT (/                                                         & 

     &        '-------------------------------------------------------',& 

     &        '-->> !  Error  ! <<------------------------------------',& 

     &        '----------------------'//                                & 

     &        '    * Error in Subroutine XSCHEM'//                      & 

     &        '    * Abnormal termination due to high volume error'//   & 

     &        '-------------------------------------------------------',& 

     &        '-------- End ------------------------------------------',& 

     &        '----------------------'/)                                 

 2010 FORMAT (5X,I3,2X,F8.5,2X,F8.3,2X,2(F8.2,2X),5(2X,F8.4))  

 2020 FORMAT (/                                                         & 

     &        ' Surface Level ',10F10.3)                                 

 2030 FORMAT (/                                                         & 

     &        1X,F4.2,' Void Level ',10F10.3)                            

 2040 FORMAT (/                                                         & 

     &        '    * Number of Time Steps   = ',I7/                     & 

     &        '    * Total Iterations       = ',I7/                     & 

     &        '    * Iterations / Time Step = ',I7)                      

!                                                                        

      END SUBROUTINE XS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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