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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금속연료를 장전한 액체금속로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몇 가지의 반응도 궤환 모델에 따라
자체적인 고유 안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
조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2003 – 2005년까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액체금속로 노심의 자체 고유 안전 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다차원 상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본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을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액체금속로 안전해석에 이용하고 있는 SSC-K 코드와 수치해석적으로 결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합된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150 안전해석에 적용된 UTOP, ULOF,
ULOHS 등의 사고들에 대해 미국 ANL의 SAS-SASSYS 코드 해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코
드 결합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i

SUMMARY
A liquid metal reactor loaded a metallic fuel has the inherent safety mechanism due to the several
negative reactivity feedback. Although this feature demonstrated through experiments in the EBR-II, any
of the computer programs until now did not exactly analyze i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reactivity
feedback mechanism.
A multi-dimensional detail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th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INERI) from 2003 to 2005. This report includes the numerical coupling the multi-dimensional
program and SSC-K code which is used to the safety analysis of liquid metal reactors in KAERI. The
coupled code has been proved by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using the code with the results using
SAS-SASSYS code of ANL for the UTOP, ULOF, and ULOHS applied to the safety analysis for
KALIMER-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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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체금속로 계통 안전해석 코드인 SSC-K 는
노심을 1 차원으로 모델한다. 이 방법은 향후 제 4 세대 원자로의 설계에서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설계 안전 여유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 최적 계산시
안전 여유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액체금속로의 자기 제어 특성인 노심의 반응도
궤환 효과와 피동식 붕괴열 제거 계통 등이 있다. 특히 노심의 반응도 궤환 특성은 출력 제
어면에서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노심에서는 붕괴열 제거 계통으로
제거되는 노심열 제거율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한 출력 제어가 이
루어지므로 피동식 안전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반응도 궤환 효과의 상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심 반응도 궤환 효과를 실제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러나 반응도 궤환 효과의 상세 해석은 노심 내부의 열유체 정보뿐만 아니라 핵연료봉, 집합
체 덕트, 노심지지구조물의 온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차원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적 계통 안전해석 코드로서 MARS 는 다차원 모델을 할 수 있으나, 이
코드는 노심 전체를 다차원으로 모델하기 때문에 집합체 간의 열전달과 이로 인한 집합체
덕트와 노심 지지 구조물의 열적 팽창 등을 상세 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부수로 해
석코드로 개발된 MATRA-LMR/FB 는 현재 유로 폐쇄 해석용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전 노심
을 모델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 공동
연구(Passive Safety Optimization of Sodium Cooled Rectors)를 통해 노심 다차원 모듈이 개발되었
다. 이 모듈은 독립적으로 다양한 사고를 모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ANL 에서는 계통
해석 코드인 SASSYS 와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계산을 수행했다.
ANL 과 KAERI 가 공동으로 개발한 다차원 노심 열유체 해석 프로그램은 모듈형태로서
부수로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모듈은 노심 전체를 대상으로 열수력학적
지배방정식들을 Semi-implicit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푼다. 이 모듈은 인접한 부수로간의
횡방향 열전달 현상을 실제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상관식 및 다양한 열 유체 모델들과
Point Kinetics 루틴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적 방법론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의 계통 안전해석 코드인 SSC-K
에 노심의 다차원 모델을 결합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액체금속로의 노심은 개개의 부 집
합체들 간의 유체가 혼합하지 않도록 각각의 집합체가 외벽을 따로 갖는다. 따라서 노심을
다차원으로 모델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집합체를 다차원으로 모델해야 한다. 2 절과 3 절에서
는 현재 SSC-K 코드와 다차원 모듈의 유동 방정식, 방정식을 푸는 방법, 코드 구조 등에 대
해 간략히 설명하고, 4 절에서 SSC-K 코드와 다차원 모듈의 결합에 대해 기술한다. 5 절에서
는 다차원 모듈이 결합된 SSC-K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150 액체금속로의 비보호 사고
들에 대해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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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C-K의 수력학적 모델
SSC-K(Super System Code of KAERI)는 Pool 형 액체금속로인 KALIMER 설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정상 혹은 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BNL에서 Loop 형 액체금속로 과도기
분석을 위해 개발한 SSC-L을 Pool 형에 맞도록 KAERI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추가하고 수정
한 코드이다. 여기서는 다차원 모듈과의 결합 부분이 노심이기 때문에 노심의 열수력 모델
을 다룰 것이다.
유동 방정식 유도는 단상 소듐을 대상으로 일차원이고 비 압축성으로 가정하며, 노심에서
는 7개의 유로 및 핵연료를 모의한다. 정상 상태시 노심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은;

f G G
dP
d 1
= − ρ g − k k k − Gk2  
dz
DHk 2 ρ
dz  ρ 

(1)

이며, 여기서 첨자 ‘k’는 노심 유로를 나타낸다. ‘G’는 질량 유속(kg/m2-s), ‘ρ’는 유체의 밀도

(kg/m3), ‘P’는 압력(N/ m2), ‘DHk’는 수력학적 직경(m), ‘z’는 축방향 거리(m) 등을 의미하며, ‘f’
는 마찰 인자로서 C1(Re)C2이다.
과도기 계산에서 구조물, 냉각재, 핵연료봉 등의 온도에 대해 서로 결합되어 풀게 된다.
유동은 시간상 Fully-implicit 유한 차분 기법을 이용하여 Marching 방법으로 축방향 노드를
진행하면서 계산한다. 과도기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노심 유로에 유입되는 유량은
오리피스 설계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다. 과도기 중에 노심 각 유로의 유량 분포는 유로
각각에서 발생되는 압력 강하를 따로 계산하며, 다음의 운동량 방정식이 적용된다.

f ρ v2 A
dW d
dP
+ (W ⋅ v ) + A
+ k
+ ρg = 0
dt dz
dz DH k 2

(2)

여기서 ‘W’는 냉각재의 유량(kg/s), ‘v’는 속도(m/s), ‘A’는 유 면적(m2)을 나타낸다.
위의 식 (2)를 적분하면 임의의 병렬 유로(예 노심의 7개 유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
다. 식 (2)를 적분하면;
2
1
 ∆z  δ Wk  W   1
∆Pcore , k =  
+  
−

A
δ
t
A
ρ
ρ
 k
  k  top
bottom

I f ,k =
I K ,k =

f ⋅ ∆z
2 ρ DA2
K
2 ρ A2

+
inlet

+
inlet

f ⋅ ∆z
2 ρ DA2

K
2 ρ A2

+
outlet

1
2 DA2


 + Wk Wk ⋅ I f , k + Wk Wk ⋅ I K , k − g ⋅ I g , k


∑

f ⋅ ∆z

ρ

j

(3)

(4)
j =1,...,Number of core nodes

(5)
outlet

I g , k = ρ ⋅ ∆z inlet + ρ ⋅ ∆z outlet + ∑ ρ ⋅ ∆z
j

j =1,...,Number of core nodes

2

(6)

위의 방정식은 다음의 가정을 포함한다. 먼저, 하부 및 상부 공동에서 반경 방향의 압력
변화는 없으며, 항상 원자로 내부의 유량은 노심 전체 유로에서의 유량과 우회 유량의 합과
같다. 즉 과도기 중 어느 순간, 노심을 제외한 원자로 내의 임의의 노드에서 유량은 어디에
서나 같다. 식 (3)은 루프를 구성하는 방정식들과 함께 Predictor-corrector 적분 알고리즘을 구
성해서 과도기 압력과 유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한다. 비 압축성 가정에 따라, 위와 같
이 수력학적 방정식들을 먼저 푼 후, 에너지 방정식을 노심, 루프 등에서 풀게 된다. 이들에
대한 것은 참조 문헌[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은 코드 내부의 구성을 기술한다.

SSC-K의 코드 내부에서 일차 계통에 대한 수력학적 방정식을 푸는 부 프로그램은
‘FLOW1T’이며, ‘DRIV1T’에서 CALL된다. ‘DRIV1T’ 는 일차 및 이차 계통의 수력학적 방정
식의 수치해를 구하는 총괄 루틴으로서 Predictor-corrector step을 조정한다. ‘FLOW1T’에서는
첫 번째로 유동 방정식의 유량 계수(식 (3)에서 W의 계수)를 구하며, 이들과 예측된 유량을
이용해서 계통의 압력 강하를 계산한다. ‘PUMP1T’ 루틴은 펌프에서의 회전 속도와 압력 상
승분을 계산하고, ‘VESL1T’ 루틴에서 앞에서 구한 압력 강하들을 이용해서 원자로 입구 압
력을 계산한다. 다시 이들을 이용해서 노심 각 노드에서의 압력을 계산하며, ‘FUNC1T’루틴
에서 계통의 새로운 유량을 예측한 후, 수렴 기준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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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 모듈(Multi-Dimensional Module)의 열수력 모델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차원 모듈은 액체금속로의 핵연료 집합체의 다차원적인
열수력 모델들을 포함한다. 이 모듈은 정상상태 및 과도기 중 핵연료 각각의 핀 내부와 피
복재, 부수로 내의 냉각재, 육각형 집합체 덕트 6개 벽면 등에 대한 온도와 집합체 내부의
유량 분포를 전 노심에 대해 계산한다.
이 모듈은 COBRA-IV에서 이용하는 부수로 노드 체계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1
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 모델링은 상세 부수로 모델링과 몇 개의 부수로를 합친 모
델링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그림 2와 같은 모델링의 이점은 Channel 수를 줄여 계산 시간
및 Data 저장 메모리를 감소시킨다. 반면, 그림 1의 모델링은 그림의 모델링보다 정확한 계
산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부수로에서의 유동은 축 방향, 압력차로 인한 횡 방향,

Wire-wrap으로 인한 Sweeping 유동을 모의 할 수 있다. 이웃한 냉각재 부수로 사이의 열전달
은 난류 혼합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그림 1. 19-Pin 육각형 집합체의 부수로 체계

그림 2. 단순화한 부수로 체계

다차원 모듈의 기본 방정식은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과 구조물에 대한 열전도 방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지배 방정식
부수로의 축 방향 노드에서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 방정식은;

d
( ρ ji Aji ∆z j ) = w ji − w j +1,i − ∑ wLjik
dt
k

(7)

이며, 첨자 ‘j’는 축 방향 노드, ‘i’는 부수로 번호, ‘k’는 이웃한 부수로 번호, ‘wL’은 횡 방향
유동을 의미한다. 첨자 ‘jik’는 ‘j’ 번째 축 방향 노드의 ‘i’ 부수로에서 ‘k’ 부수로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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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w2ji
w2ji
w ji
w j −1,i
1 ∆z j ∆z j −1 dw ji
(
)
+
= p j −1,i − p ji −
+
−
+
2 Aji Aj −1,i dt
ρ ji A2ji ρ ji A2ji ρ ji A2j −1,i ρ j −1,i A2j −1,i
2

−∆p frji −

w ji | w ji | K orji
2 ρ ji A

2
ji

2

−

ρ ji g (∆z j + ∆z j −1 )
2

(8)

wLjik w ji
wLjik w jk
1
− ∑ {S wjik
− (1 − S wjik )
2
ρ jk Ajk Aji
2 k
ρ ji Aji
+ Swj −1,ik

wLj −1,ik w j −1,i

ρ j −1,i A

2
j −1, i

− (1 − S wj −1,ik )

wLj −1,ik w j −1, k

ρ j −1, k Aj −1, k Aj −1,i

}

이며, ‘-’는 노드의 중앙에서의 값들을 의미하며, ∆pfrji는 마찰로 인한 압력 손실, Korji는 형태
손실 계수, Swjik는 wLjik가 양이면 1이고 음이면 0이다. 위식의 좌변 항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
량이고, 우변의 1번과 2번 항은 공간에서의 압력 변화, 3번에서 6번 항들은 축 방향 유동의
대류, 9번 항은 중력, 나머지 항들은 횡 방향 유동으로 인한 운동량 변화량을 각각 나타낸다.

냉각재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Vcji C prefji

d
[ ρ ji (T ji − Tr )] = ∑ winji (Tinji − Tr )C prefji − ∑ woutji (Tout − Tr )C prefji + φ ji
dt
in
out

(9)

이며, Vcji는 i 부수로의 j 노드에서 냉각재의 체적, Cprefji는 온도 Tr에서 냉각재 비열, Tinji는 노
드 입구에서 냉각재 온도, Tout는 노드 출구에서 냉각재 온도, Tr은 Time Step 초기 온도, φji는
열원,‘-’로 표시된 변수들은 평균 값들을 의미한다. 위의 방정식들에서 냉각재는 압축성 유체
로 가정해서 푼다.

연료봉에서의 열전도 방정식은;

ρfCf

dT f
dt

=

dT f
1 d
(k f r
)+Q
dr
r dr

(10)

이며, 기본적으로 축 방향의 열전도는 무시하고 반경 방향으로의 1차원적 열전도 방정식을
계산한다. 여기서 ρ, C, T 는 핵연료봉의 밀도, 비열, 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첨자 ‘f’는 fuel, Q
는 열원, k는 전도도 등을 각각 의미하며, 연료봉과 유사하게 피복재와 Bond Gap 전도에 대
해서도 모델한다.
식 (9)에서 φji는 식 (11)과 같으며, 식 (11)에서 φcji는 피복재와 열 구조물로부터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 φγji는 중성자와 감마선으로 직접 가열되는 열, φscji는 이웃한 부수로에서 전달되
는 열과 난류 혼합으로 발생되는 열, φchchj는 부수로 간의 열교환 등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
서 φscji는 식 (12)와 같으며, u1ik는 부수로 i에서 k로 전도될 때의 기하학적 인자, u2ik는 난류
혼합 인자이다.

φ ji = φ cji + φγji + φ scji + φ chchji

(11)

5

φ scji = ∑ [u1ik k j + u 2ik C j ( w ji + w jk )](T jk − T ji )

(12)

k

식 (7)과 (8)에서 횡 방향 유동을 나타내는 wLjik는 식 (13)으로 표현되며, Ksik는 Wire-wrap

sweeping factor 이다. Ksik는 부수로 i에서 k로의 순수 Sweeping이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wLjik = K sik

( w ji + w j +1,i )
2

+ S jik

2
2 ρALik
| p ji − p jk |

K Lik

(13)

여기서, Sjik는 부수로 i의 압력이 k의 압력보다 크면 1이고, 반대면 -1이다.

- 냉각재 온도 및 압력에 대한 초기치 계산
- 부수로간 열전달 계산은 수행하지 않음

- 초기치 계산 완료(SSMPDR Routine)

- 각 집합체에 대한 Null Transient 계산

- 집합체 전체(시스템)에 대해 Null Transient 계산 (N개의 미지수 계산)
- 집합체간 열전달 계산

- 핵연료 Pin 온도 계산

그림 3. 다차원 집합체 모듈에서 정상상태 계산 흐름도.

3.2 수치 해법
정상상태 루틴에서 식 (7) ~ (10)의 시간 변화량을 ‘0’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집합체에서의
냉각재의 온도, 압력, 유량 등에 대한 근사 계산을 수행한다. 냉각재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집합체간의 열전달을 모든 집합체에 대해 계산하고, 노심 출력과 집합체에서의
냉각재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핵연료 Pin에서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은 정상상태시의

Pin에서 발생되는 출력으로 결정되며, 냉각재 조건이 계산된 후에 핵연료 Pin과 구조물들의
온도를 계산한다.
식 (7) ~ (9)는 전체적으로 Semi-implicit 방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N개의 제어체적에 대해

N개의 선형 방정식을 구성되며, N개의 미지수가 생성된다. 이들은 반복법을 이용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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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ep에 대한 미지수들을 구한다. 집합체간의 열전달은 Explicit Time differencing을 이용하
며 집합체 각각에 대해 한 개의 Time Step 계산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3과 4는 각각 정상상태 및 과도기 계산에서 다차원 모듈의 계산 흐름도를 보여준다.

- Time step 결정

- 경계 조건 값들(입구 압력, 출구 온도)을 제공받음

- 핵연료 Pin에서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유속 계산
- 냉각재 온도, 유량, 압력 계산 (Semi-implicit Scheme)
- 최종 핵연료 Pin 온도 계산
그림 4. 다차원 모듈의 과도기 계산 흐름도

4. 코드 결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SC-K 코드는 Adams Type Predictor-corrector method 수치해법을
이용하여전체 계통에 대한 적분 운동량 방정식을 풀며, 에너지 방정식과는 별도로 계산한다.
반면에 다차원 모듈은 압축성 유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Semi-implicit 방법을 이용해서 방정식
들을 선형화한 후, 전체 계통에 대해 에너지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결합해서 푼다. 따라
서 두 코드의 Coupling은 다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a) 전체적인 계통의 해석은 SSC-K를 따른다.
(b) 다차원 모듈의 경계 조건을 SSC-K가 제공한다.
(c) SSC-K의 계산을 위해 노심 부분의 방정식 계수들[식 (4) ~ (6)]은 다차원 모듈에서 제
공한다.
위 가정 (a)에 따라서 다차원 모듈은 SSC-K의 노심 부분을 대치한다. 따라서 기타 SSC-K
코드에서 노심 부분 계산은 원자로 입구의 압력을 계산하기 위한 적분 방정식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코드에서 제거된다. 반면 다차원 모듈은 SSC-K로부터 입구 및 출구 압력의 시
간 변화량을 제공받는다. 다차원 모듈의 수치 해법에 따라 SSC-K에서 제공된 식 (14)와 (15)
의 시간 변화량의 1/2만이 Explicit 항으로 더해진다.

SSC-K에서 비 압축성 유체를 가정하므로 임의 Time step에서 전체 계통 유량은 변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다차원 모듈에서 압축성 유체 가정으로 약간의 유량 변화가 존
재하지만, 이는 무시한다.

pin (t + δ t ) = pin (t ) + δ t

dpin
d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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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t (t + δ t ) = pout (t ) + δ t

dpout
dt

(15)

4.1 SSC-K와 다차원 모듈 사이의 정보 교환
두 코드에서 계산된 정보는 크게 정상상태 계산 루틴과 과도기 계산 루틴 두 곳에서 교
환된다. 먼저 SSC-K 코드는 정상상태 계산시 노심 입구 및 출구 압력, 입구 온도 등을 경계
조건으로 다차원 모듈에 제공하는 데, 다차원 모듈은 노심 출구에서부터 입구까지 압력 분
포를 계산한다. 이때 다차원 모듈에서 계산된 노심 입구 압력과 SSC-K가 제공한 압력과의
차이를 노심 입구에 형태 손실 압력으로 보전한다. 이는 다차원 모듈이 없을 때 SSC-K 코
드는 잉여분의 압력을 노심 상부에 형태 손실 값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또한 다차
원 모듈에서 계산된 압력강하보다 SSC-K에서 계산된 압력강하가 작으면 Error를 발생시킨다.
다차원 모듈은 제공받은 경계조건을 이용해서 그림 3과 같이 노심 부분의 정상 상태 계산
을 수행하며, 계산이 끝나면 각 집합체에 따른 유량, 출구 온도, 식 (4) ~ (6)의 계수들을

SSC-K에 제공한다. 정상상태와 유사하게 과도기 계산에서도 경계조건 값들을 주고 받는데,
SSC-K에서는 식 (14)와 (15)를 이용해서 입구 및 출구에서의 경계 압력들에 대한 도함수들
과 입구 온도를 다차원 모듈에 제공한다. 다차원 모듈은 정상상태와 같은 값들을 SSC-K에
넘긴다.
과도기에서 노심의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다차원 모듈은 점 동특성 방정식을 풀며, 이때
다양한 반응도 궤환 모델이 이용된다. 크게 핵연료의 온도 및 밀도, 노심 냉각재의 온도 및
밀도, 원자로 상부에서 제어봉의 삽입, 노심 상하부의 반경 방향 팽창 등의 변화로 인한 반
응도 궤환 효과를 고려하는데, 핵연료와 노심 냉각재의 변화는 다차원 모듈 내부에서 계산
된 값들을 이용하는 반면에, 원자로 상부에서 제어봉 삽입 효과와 노심 상하부의 반경 방향
팽창 변화 등은 1차원에서 계산된 값들을 이용해야 한다.
제어봉 삽입 효과의 경우 노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노심 길이 팽창과 저온 풀에서의 원
자로 용기 길이 팽창의 차이로 인해 제어봉이 삽입되거나 인출되는 효과를 반영한다. 따라
서 원자로 용기의 길이 팽창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SC-K의 일차원 원자로 용기 모델을 반
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모델이 노심 다차원 모듈에 포함되었다(VESLDZ.F90 참조). 원자
로 용기의 길이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식 (16)이 이용된다.

∆Z vessel = Z 0 × α T × (Tvessel − T0 )

(16)

여기서 ∆Zvessel 은 원자로 용기의 길이 변화량이며, Z0, T0 는 초기 정상상태에서 원자로 용기
의 길이와 온도이고, αT 는 온도 Tvessel 에서의 구조물 선형 팽창계수이다.
반경 방향에 대한 반응도 궤환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노심 상부와 하부에서 구조물의 반경
방향 변형량을 계산해야 한다. 노심 상부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차원 모듈에서 계산하는
반면에 하부의 Grid Plate의 온도는 SSC-K의 Lower Plenum에서 계산한다. 따라서 SSC-K에서
계산된 Grid Plate 온도를 다차원 모듈의 반경 방향 반응도 궤환 모델에 첨가해야 한다

(REXDET.F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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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차원 모듈 결합을 위한 코드 수정
코드 수정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다차원 모듈과의 코드 결합을 위한 코드 수
정 부분과 SSC-K 코드의 Windows 버전 생성을 위한 코드 수정 부분이 있다. 코드의 윈도우
버전 생성을 쉽게 하고 다차원 모듈이나 Hot-pool 2-D 모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
록, 먼저 코드의 구조를 변경하였는데 최상위 Directory를 ‘SSC_K600’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서 실행 파일이 생성되며, Main Program인 ssc.f90을 위치시킨다. 그 하부에는 이전의 SSC_K,

MINET, HP_2D, PDRC, PSDRS 등 5개의 디렉토리에서 각각의 파일들과 함께 라이브러리로
생성된다. 이 외에 MULTD는 다차원 모듈을 나타내는 디렉토리이며, GRAPS는 윈도우 버전
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새로 생성한 것이다.

① 코드 Coupling을 위한 코드 수정

SSC-K의 입력에서 변수 ‘L6RTYP’의 값을 2로 설정하면 다차원 모듈과의 Coupling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L6RTYP 변수가 사용된 코드의 모든 부분에서 코드 수정이 이루어졌다.
다차원

모듈에서

SSC-K로

넘겨주는

주요

변수들은

MULTD 디렉토리의

‘primch.h’과

‘chprim.h’에 있으며, SSC-K에서 다차원 모듈로 넘겨주는 주요 변수들은 ‘dat16vipl.h’과
‘datt6vi.h’에 있다. 원래의 다차원 모듈은 SSC-K 코드의 일부로 삽입되면서 부 프로그램
‘tsthrm.f90’은 과도기 초기화를 위한 tsthrm_3di.f90, 과도기 계산을 위한 tsthrm_3dm.f90, 과도
기 계산을 끝내기 위한 tsthrm_end.f90 파일 등 3개로 나누었다. 코드 내의 수정 부분은

‘!ksha ** for coupling 3d module’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며, 다음은 주요 코드의 수정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SSC-K 코드의 프로그램 main9r.f90에서 다차원 모듈의 입력을 읽고 입력 값들의 초기화를
위해 다차원 모듈 프로그램 inpdrv.f90을 부른다. 그리고 나서 SSC-K의 노심 입구 및 출구의
경계 조건인 설정된 후, pres6s.f90에서 다차원 모듈의 정상상태 계산을 위해 ssthrm_3d.f90를
부르도록 했다. 다차원 모듈의 정상 상태 계산이 끝나면 다차원 모듈의 ssprim.f90에서 노심
하부의 형태 손실 계수 조정 및 SSC-K에서 사용될 변수들[식 (4)~(6)]의 값들을 구한다. SSC-

K는 driv1t.90에서 적분 운동량 방정식을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데, 수
렴할 경우에만 다차원 모듈 과도기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차원 모듈에서 계산된 값
들을 이용해서 SSC-K의 vesl1t.f90에서 적분 방정식의 Prediction 부분을 수행하며, 수렴의 경
우 다차원 모듈의 과도기 계산을 위해 tsthrm_3dm.f90을 부른다. 전체 계산이 끝나면 SSC-K
의 입력이나 다차원 입력에서 먼저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은 종료된다. 그 외 프로그
램의 자세한 수정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② 윈도우 버전 생성을 위한 코드 수정
윈도우 버전을 실행하면서 개발자가 새로운 그래프를 추가하고자 하면, 다차원 모듈
의 변수일 경우 MULTD 디렉토리의 ‘plotset.f90’ 파일에서, 그리고 기존 SSC-K의 경우

SSC_K 디렉토리의 plotset1d.f90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값들을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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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래프의 순번(i)을 정한다. (현재의 번호 다음 값)
b. mi_da(i)%alpha : 그래프에서 구분을 위한 alphabetic name.
c. mi_da(i)%off : 지정한 변수의 address.
d. mi_da(i)%mtmin and mtmax : 변수의 최소값 및 최대값(그래프의 상한과 하한 지정).
e. mi_da(i)%win : 그림을 그리기 위한 창 번호.
f. mi_da(i)%color :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경우 그림 구분 번호.

그림 5. 윈도우 버전 그래프

현재 버전으로 다차원 모듈을 실행시킬 경우 그림 5와 같은 그래프 창들을 보여주며, 처음
입력 창에 입력 이름과 출력이름을 기입할 수 있고, Default 이름들은 ‘ssc-k.inp’와 ‘ssc-k.out’
이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 윈도우 버전 생성과 관련된 수정 부분은 ‘!ksha ** for

Windows version of SSC-K’이나 ‘!ksha ** for printout’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 외에
윈도우 그래프 생성으로 일부 출력을 ‘s1dgenl.dat’ 파일로 통합시켜 원래 생성되었던 파일들
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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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코드 수정
불필요한 출력 파일이나 기존에 내포되어 있는 코드의 에러를 수정하였다. 입력을
코드가 읽을 때 Scratch Space를 필요로 한다. 이 Scratch Space를 위한 Open 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는 불필요한 출력 파일을 생성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SSC-K의 crdr9r.f90과

read9t.f90에서 각각 Scratch Space 파일을 Open 했다.
각 부품의 높이를 설정하는 부분(loop1r.f90)에서 중간 열교환기의 하부 플레넘 부분을 포
함하도록 수정했으며, 적분 방정식에서 유량의 시간 변화량 계수에 중간 열교환기의 길이가
두 번 포함하고 있는 것을 수정했다(xi1t.f90).

KALIMER 안전해석시 반응도 모델은 현재 다양한 입력 또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이를 입력으로 수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하므로써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한
다. 이를 입력으로 전환하여 Vessel 입력 카드 43번에 입력하도록 편의성을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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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upling Code의 비보호 사고 계산 결과
Code Coupling을 끝낸 후 코드 결합의 완성도와 건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KALIMER-150을
대상으로 다차원 모듈과 결합한 SSC-K 코드를 이용하여 비보호 사고들을 계산했다. 이 계
산 결과는 SAS-SASSYS-1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므로써 SSC-K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알아보
며, 추후 작업을 도출할 것이다. 그림 6은 KALIMER-150노심의 1/6에 해당하며 전 노심은
이 형태의 대칭적인 모양으로 구성된다.

SA No. Channel No.

No

1

1 ~ 42

6

2

43 ~ 102

6

3

103 ~ 162

6

4

163 ~ 204

12

5
6

205 ~ 264
265 ~ 324

6
12

7
8

325 ~ 366
367 ~ 426

6
12
12

9

437 ~ 486

10

487 ~ 528

6

11

529~ 570

12

12

571 ~ 612

12

13

613 ~ 654

6

14

655 ~ 696

12

13
7
4

3

9

14
12

8

6

11

Total core channel number = 6264

1

2

5

10

그림 6. 다차원 모듈의 집합체 모의방법

43

102

60 multi-channels for 271-pin driver SA

그림 7. 다차원 노심 열유체해석을 위한 핵연료봉 및 부수로 그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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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모듈은 노심 전체를 한 개 혹은 몇 개의 유로로 모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합
체와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모의한다. 그림 6 에서 2 번째 그룹인 핵연료 집합체에 해당
하는 것이 그림 7 이다. 핵연료 집합체는 271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부수로로 모의할 경
우 한 개의 집합체를 모의하려면 540 여개의 부수로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많은 계산 시간
을 요구한다. 따라서 좀 더 간결한 모델을 위해 그림 7 과 같이 핵연료 핀의 반경 방향 위치
에 따라 여러 개의 부수로를 묶어 60 개의 부수로로 모델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KALIMER-150 전체 노심을 대칭되는 집합체를 제외하면 14 개의 집합체와 696 개의 부수로
로 모의했으며, 축 방향으로는 42 개의 노드로 세분화되어 있다. 유효 핵연료 영역은 20 개의
축방향 노드로 나누었으므로 한 노드당 축방향 길이는 약 5 cm 에 해당한다.
사고 해석을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코드의 정상상태를 계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코드
의 결과를 간략히 비교하기 위해 100초간 정상 상태를 계산한 후 사고를 발생시켰다.

5.1 Unprotected Transient Over Power (UTOP)
이 사고는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제어봉이 부적절하게 인출되며 원자로의 정지 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의한 것이다. 이 외에 다른 계통은 정상 운전을 계속하며, 제어봉의
인출로 30 Cents의 반응도가 15초 동안 선형적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로 인해
노심 출력 증가와 함께 핵연료, 냉각재, 구조물 등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이 온도
증가는 핵연료의 도플러 반응도, 핵연료 및 피복재의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냉각재의 밀도
변화로 인한 반응도, 노심 상부의 반경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제어봉 구동 라인의 팽창
으로 인한 반응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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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양한 반응도 궤환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TOP)

그림 8에 보인 바와 같이, 다양한 반응도의 전체 총 합은 처음 인위적인 반응도 삽입으로
증가하지만, 반응도 삽입이 끝나면 바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후 약 50 초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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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도로 된다. 이후 출력(그림 9)은 계속 감소하여 사고 발생 후 600초에서 정상 출력의

1.05배 정도가 된다.
1.6
1.4

Normalized power

1.2
1.0

SASSYS
SSC-K

0.8
0.6
0.4
0.2
0.0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 s

그림 9. 노심 출력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TOP)

그림 8과 9에 보인 바와 같이 SASSYS의 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반응도와 출력은 두 코
드가 거의 동일하게 계산한다. 그러나 제어봉 팽창과 노심의 반경 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
도 궤환은 사고 발생 후 약 150초부터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원인으로 초기 정상
상태 값에서 SSC-K에서 모의된 일차냉각계통의 냉각재 유량이 SASSYS에서 모의된 양에 비
해 약간 작기 때문이다. 이는 과도기시 계통의 전체 압력 강하를 두 코드가 서로 다르게 계
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물, 제어봉, 냉각재 등의 물성치들에서 두 코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다차원 모듈과 SSC-K에서 냉각재 등의 물성
치 상관식과 압력 강하를 계산하기 위한 벽 마찰 상관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이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산 결과는 매우 타당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5.2 Unprotected Loss Of Flow (ULOF)
비보호 유량 상실사고는 일차 및 중간 계통의 펌프와 증기 발생기의 급수 펌프 등의 전
원이 상실되고 원자로 정지 계통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일차계통 펌프의 전원
상실로 일차계통 유량이 상실되어 노심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KALIMER-

150의 설계에서 Gas Expansion Module(GEM)은 유량 상실 사고시 큰 음의 반응도를 유도하도
록 되어 있다. 이러한 GEM은 약 -2 $의 반응도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노심의 출력은 붕괴
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림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UTOP 계산과는 달리 두 코드에서 계산된 반응도 궤환 값이
큰 과도기를 겪으면서 두 코드의 조그만 모델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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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서 약 200 초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제어봉 반응도
궤환과 반경 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궤환은 일차 냉각재 계통의 냉각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차 냉각재 계통 유량을 나타내는 그림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코드에
서 계산된 펌프 Coastdown 과 최종적으로 형성된 자연 순환 유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체적으로 두 코드에서 계산된 계통의 압력 강하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
해 그림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 온도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반
응도 궤환 값이 약간씩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GEM 으로 인한 음의 반응도 삽입이 매우 크
기 때문에 그림 13 에 나타낸 노심 출력은 두 코드가 거의 같은 거동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종적으로 반응도 궤환 모델에 의한 출력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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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반응도 궤환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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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차냉각재계통 유량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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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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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노심 출력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F)

5.3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ULOHS)
비보호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모든 증기 발생기의 원자로 열 제거 능력을 상실하지만, 일
차 및 이차계통의 냉각재 펌프는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고 가정한다. 유일한 열 제거원은 피
동 잔열 제거 계통(PSDRS: Passive Safety Decay heat Removal System) 뿐이며, 원자로 정지

(Scram)와 같은 보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원자로의 출력은 반응
도 궤환 거동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림 14는 일차냉각재 계통의 유량에 대한 두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실선은 SASSYS 코드의 계산 결과로서 계산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정상 유량의 99 %를 유지
하고 있는 반면에 SSC-K 코드의 계산 결과(점선: Base Case, 일점 쇄선: PSDRS의 열전달 계
수를 30배 증가시켰을 경우)는 계산 초기 약 100초까지 정상 유량의 95 % 정도로 감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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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는 SSC-K에서 계산된 압력 강하가 SASSYS에서 계산된 값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로 인해 PSDRS로 제거되는 열 제거량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번째로 SASSYS에서 계산되는 냉각재의 열 용량이 SSC-K 보
다 상당히 크게 계산되어 전체 냉각재의 온도 상승은 SSC-K 에서 보다 빨리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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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차냉각재계통 유량 비교(U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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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HS)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재 열 용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PSDRS의 열 제거 용량
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SASSYS에서 계산된 노심 입구의 온도는 SSC-K에서 보다 급격히
상승하므로써 전체적으로 SSC-K에서 계산된 노심 출력이 보다 빨리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
한다. 이들 두 그림은 PSDRS의 열제거 능력이 원자로 과도기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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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만, 두 코드 계산 결과의 차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차계통 냉각재
유량 거동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차이로 인해서 노심 반응도 궤환들
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체적인 거동은 두 코드가 유사하게 계산하는 것으
로 보인다(그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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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노심 출력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 비교(U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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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oppler 반응도 궤환 (ULOHS)

그림 17과 18에 보인 바와 같이 도플러 및 냉각재 밀도 변화로 인한 반응도 궤환은 노심
의 반경 방향 팽창과 제어봉 구동축의 길이 변화로 인한 반응도 궤환 등(그림 19, 20)에 비
해 상대적으로 두 코드의 계산 결과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노심 출력에서의 차이는 노
심 이외의 PSDRS 계통이나 일차 계통 냉각재의 열 용량 등의 차이로 기인되는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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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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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냉각재 밀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궤환 (U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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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반경 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궤환 (U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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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제어봉 구동 반응도 궤환 (U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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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심 다차원 모듈을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액체금속
로 계통의 안전 해석에 이용되고 있는 SSC-K 코드와 연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치해
석적으로 코드를 결합했다. 다차원 모듈은 Semi-implicit 방법을 이용해서 한 Time-step을 한
번에 푸는 반면에 SSC-K는 Adams-type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이용해서 한 Time-Step에 적
용되는 적분 운동량 방정식을 여러 번 계산해서 풀기 때문에 두 수치해석 방법의 통합은

SSC-K 방법에 따라 적분 운동량 방정식에서 구한 경계 조건들에 맞게 다차원 모듈이 결합
되었다. 이들의 결합을 위해 크게 20 여개의 부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부
록 1)
또한 코드의 현대화를 위해 FORTRAN 90의 Quick-win Feature를 이용해 코드의 계산 결과
를 바로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SSC-K의 Windows 버전을 개발하고, 코드의 입출력을 개
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코드 출력들의 정리 결과는 부록 2에 나타내었
다.
통합된 코드(SSC-K/SAS)로 KALIMER-150 에 대해 SAS-SASSYS 코드와 비교 계산을 수행
했다. UTOP 사고의 경우 두 코드는 거의 같은 결과를 계산 했다. ULOF의 경우는 두 코드의
압력 강하에 관련된 상관식과 입력에서의 압력 분포에 관해 약간의 차이로 인해 조금 다른
결과를 계산했으나 그 경향은 매우 유사하다. 또한 ULOHS의 경우에서는 입력 및 계통의
압력 강하의 차이와 함께 PSDRS의 열제거 능력에서 차이로 인해 상당히 다른 과도기 결과
를 계산했다. 그러나 계통 거동에 맞는 노심 거동을 계산하므로써 다차원 모듈 통합의 정당
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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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코드의 수정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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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변경 프로그램 리스트
A. SSC_K Directory
굵은 글씨체로 나타낸 부분은 수정되거나 첨가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 주요 다차원
모듈과의 결합을 위해 수정된 13개의 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20 개의 부 프로그램이 더
수정되었으나, 결합을 위한 주요 알고리즘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다.
1. Main Program : SSC.f90
이 프로그램에서의 수정은 SSC-K 코드의 Window 버전 입출력을 위한 부분을 추가하고
Hot-Pool 2D 모델과 노심 다차원 모델의 경계치를 설정하도록 한 것임.
!***********************************************************************
!*
**
!*
**
!*
SSSSSS
SSSSSS
CCCCCC
**
!*
S
S S
S C
C
**
!*
S
S
C
**
!*
SSSSSS
SSSSSS C
**
!*
S
S C
**
!*
S
S S
S C
C
**
!*
SSSSSS
SSSSSS
CCCCCC
**
!*
**
!*
**
!***********************************************************************
INCLUDE 'vd9v.h'
COMMON//DUMMY (151)
INCLUDE 'data9c.h'
INCLUDE 'data9i.h'
INCLUDE 'data9v.h'
INCLUDE 'unit9u.h'
!LYB START 99.12.3
INCLUDE 'datt6vi.h'
INCLUDE 'dat26vpl.h'
COMMON /HP2D/IHP2D,THPIN,A6CORE,TMEAN,TMEANT,PLOTIME,IPLOT,ZHP2D
DIMENSION PLOTIME(100)
!
IHP2D=0(1-DIM), 1(2-DIM), THPIN=Hot Pool Inlet Temp.
!
A6CORE=Effective Coolant Flow Area of Core Top
!
TMEAN=Outlet Mean Temp. of the Hot Pool
!LYB END 99.12.3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primch.h'
INCLUDE 'data6ipl.h'
!end of ksha
!ksha ** for Windows version of SSC-K
INCLUDE 'iofilef.h'
!end of ksha
!
OPEN (17, file = 'level.dat')
OPEN (18, file = 'flow.dat')
OPEN (19, file = 'pooltemp.dat')
!OPEN (2, file = 'scr4.dat')
!OPEN (3, file = 'scr5.dat')
!OPEN (4, file = 'scr6.dat')
OPEN (20, file = 'scr7.dat')
OPEN (89, file = 'hp2dbc.dat')
WRITE (17,17)
WRITE (18,18)
WRITE (19,19)
17 FORMAT(3X,'TIME(S)',2X,'cold(m)',10X,'hot(m)',11X,'PB',15X,'PINV',13X,'wcore')
18 FORMAT(3X,'TIME(S)',2X,'pumpin',11X,'pumpout',10X,'oveflow',11X,'Wbreak')
19
FORMAT(3X,'TIME(S)',3X,'TIHXo',6X,'Tcold',6X,'T1outl',5X,'Tup',8X,'Tdown',6x,'Tsat')
!

OPEN (11, file = 'scr8.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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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60, file = 'scr60.dat', form = 'UNFORMATTED')
!
OPEN (61, file = 'scr61.dat', form = 'UNFORMATTED')
!
OPEN (62, file = 'scr62.dat', form = 'UNFORMATTED')
!LYB START 99.12.3
! hyjeong
IHP2D=1
IPLOT=100
!
PLOTIME(1)=60.
!
PLOTIME(2)=80.
!
PLOTIME(3)=100.
!
PLOTIME(4)=150.
!
PLOTIME(5)=200.
!
PLOTIME(6)=300.
!
PLOTIME(7)=500.
!
PLOTIME(8)=1000.
!
!
!
!

plotime(1)=50.
do i=2,100
plotime(i)=plotime(i-1)+50.
end do
plotime(1)=1.
do i=2,20
plotime(i)=plotime(i-1)+1.
end do
do i=21,36
plotime(i)=plotime(i-1)+5.
end do
do i=37,46
plotime(i)=plotime(i-1)+10.
end do
do i=47,100
plotime(i)=plotime(i-1)+50.
end do

!
IHP2D=0 : 1-dim. cal.
!
=1 : 2-dim. cal.
!LYB END 99.12.3
OPEN (501, file = 'sattemp.dat')
! ymkwon
OPEN (506, file = 'Temp7-6.dat')
OPEN (508, file = 'Temp7-8.dat')
OPEN (510, file = 'Temp7-10.dat')
WRITE (506,20)
WRITE (508,20)
WRITE (510,20)
20
FORMAT(3X,'TIME(S)',6X,'DUCT(K)',6X,'NA(K)',8X,'CLAD(K)',6X,'FBDRY(K)',5X,'FCNTR(K)')
CALL blkdta
CALL blkdtr
CALL blkdtt
!
!ksha ** for Windows version of SSC-K
CALL DIALOGIO
!
open input
I_S=0
OPEN(UNIT=L9READ,FILE=filsch(1),STATUS='OLD',IOSTAT=I_S)
IF(I_S.NE.0)THEN
WRITE(con,1015)I_S,filsch(1)
1015
FORMAT('Open error number',i5,' on file ',a,' perhaps file is '&
&
'not available.')
STOP 'input error'
ENDIF
!
open output
OPEN(UNIT=L9OUT,FILE=filsch(2),STATUS='UNKNOWN')
!end of ksha
!
L9CASE = 0
100 L9CASE = L9CASE+1
!kdk l9cas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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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INIT9U
! INITIALIZE MINET CODE
!kdk l9read : 5
!kdk l9out : 6
! following numbers are used in multi-d module
!kdk l9scr2 : 8
!kdk l9scr3 : 9
!kdk l9scr4 : 2
!kdk l9scr5 : 3
!kdk l9scr6 : 4
CALL INIT3U (L9READ, L9OUT, L9SCR2, L9SCR3, L9SCR4, L9SCR5,
L9SCR6)

&

IF (L9CASE.LE.0) GOTO 600
200 CONTINUE
CALL MAIN9R
!
!ksha ** for Windows version of SSC-K
IF(L6RTYP.eq.2)then
!
output for fuel temperatures in core outlet region
OPEN(UNIT=33,FILE=filsch(5),STATUS='UNKNOWN')
!
output for clad temperatures in core outlet region
OPEN(UNIT=34,FILE=filsch(6),STATUS='UNKNOWN')
ENDIF
!end of ksha
!LYB START 99.12.3
IF (IHP2D.EQ.1)CALL BF
!LYB END 99.12.3
300 CONTINUE
IF (L9FLAG (2) .EQ.0) GOTO 400
CALL MAIN9S
!LYB START 99.12.3
THPIN=T6OUTL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then
THPIN=TX
ENDIF
!end of ksha
IF (IHP2D.EQ.1)THEN
CALL FLOW2D
CALL TPLOT(7000)
ENDIF
!LYB END 99.12.3
400 CONTINUE
IF (L9FLAG (3) .EQ.0) GOTO 500
CALL MAIN9T
500 CONTINUE
!kdk -b 97/2/20
!kdk CALL END9U
WRITE (L9OUT, 6)
6 FORMAT(//////,47X,43HE N D
!kdk -e 97/2/20
!GO TO 100

O F

C A S E

P R O C E S S I N G)

600 CONTINUE
CALL EXIT9U (0, ' SSC
')
!LYB START
CALL CLFILES
!LYB END
STOP 'END OF RUN'
END
----------------------------------------------------------------------------------------

2. Subroutine : MAIN9R.F90
다차원 모듈의 시작 및 입력을 읽는 부 프로그램이 추가됨.
SUBROUTINE MAIN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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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
!
!
!

MAIN
CALL
CALL
CALL

DRIVER FOR DATA MANIPULATION MODULE.
FREE-FORMAT READER ROUTINES
DATA VERIFICATION ROUTINES
CALCULATED PARAMETER INITIALIZATION ROUTINES

INCLUDE 'vd9v.h'
INCLUDE 'datc9vi.h'
INCLUDE 'cmmn9r.h'
INCLUDE 'unit9u.h'
INCLUDE 'data9c.h'
INCLUDE 'data9i.h'
INCLUDE 'data9v.h'
INCLUDE 'data6ipl.h'
COMMON / SAVE / L1TERR, DUMMY (4)
!
DIMENSION DC9VDM (1)
EQUIVALENCE (C9VDIM (1), DC9VDM (1) )
EQUIVALENCE (L9OUT, NOUT)
!
! MAIN9R IS CALLED BY SSC
IF (L9CASE.GT.1) GOTO 100
IC9SRC = LC9VDI - LC9SRC
IC9SMX = IC9SRC
!
100 CONTINUE
L9OLD = 0
L9FLAG (1) = 999
L9FLAG (2) = 999
L9FLAG (3) = 999
N1ERR = 0
N1NTRY = 0
N3ERR = 0
N3NTRY = 0
N7ERR = 0
N7NTRY = 0
N8ERR = 0
N8NTRY = 0
N9ERR = 0
N9NTRY = 0
NERRSM = 0
CALL CRDR9R
CALL CHEX9R
CALL INIT9R
L1TERR = 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3D initialization
IF (L6RTYP.eq.2) then
CALL START_3D
CALL INPDRV
ENDIF
!end of ksha
!
RETURN
END SUBROUTINE MAIN9R
---------------------------------------------------------------------------------------

3. Subroutine : MAIN9S.F90
다차원 모듈과 연계하여 계산할 때에 SSC-K의 노심 부분을 우회하도록 수정함.
SUBROUTINE MAIN9S
!..IDENTIFICATION:
!

MAIN DRIVER FOR STEADY STATE CALCULATIONS
INCLUDE 'vd9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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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datl1ipl.h'
INCLUDE 'unit9u.h'
INCLUDE 'dats9i.h'
!
!ksha ** for 3D coupling
INCLUDE 'data6ipl.h'
!end of ksha
!
! HAHN 2/6/99 INTER-ASSEMBLY HEAT TRANSFER
COMMON /CIAHT/ IAHT, IAHTF, NITR
CHARACTER(4) HMOD(3)
DATA HMOD (1) / 'LOOP' /, HMOD (2) / 'FUEL' /, HMOD (3) / 'COOL' /
! MAIN9S IS CALLED BY SSC
CALL PBAL9S
IF (L1EPRT.LT.0) GOTO 100
CALL PINT1S
!.
!. INITIALIZE STEADY STATE ERROR INTERUPT FLAGS
L1EXIT = 0
L2EXIT = 0
L5EXIT = 0
L6EXIT = 0
!.
! HAHN 2/6/99 INTER-ASSEMBLY HEAT TRANSFER
IAHT = 0
CALL COOL6S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CALL FUEL5S
! HAHN 2/6/99 INTER-ASSEMBLY HEAT TRANSFER
IAHT = 1
CALL IAHT5S
! COMMENT OUT FOR NO INTER-ASSEMBLY HEAT TRANSFER
ENDIF
!end of ksha
!
CALL LOOP1S
CALL LOOP2S
100 CONTINUE
CALL PRNT9S
!.
!. CHECK ERROR INTERUPT FLAGS
IF ( (L1EXIT + L2EXIT + L5EXIT + L6EXIT) .EQ.0) GOTO 150
WRITE (L9OUT, 10000)
IDM = 1
IF (L1EXIT.NE.0) WRITE (L9OUT, 20000) HMOD (1), IDM
IDM = 2
IF (L2EXIT.NE.0) WRITE (L9OUT, 20000) HMOD (1), IDM
IDM = 5
IF (L5EXIT.NE.0) WRITE (L9OUT, 20000) HMOD (2), IDM
IDM = 6
IF (L6EXIT.NE.0) WRITE (L9OUT, 20000) HMOD (3), IDM
WRITE (L9OUT, 30000)
CALL EXIT9U (91001, ' MAIN9S ')
150 CONTINUE
!
IF (L9FLAG (2) .EQ.2.OR.L9FLAG (2) .EQ.3) CALL SAVE9S
!
200 CONTINUE
RETURN
10000 FORMAT(1H1,///,49X,42(1H*),/,49X,1H*,40X,1H*,/,49X,1H*,10X,
&
&
21HPROCESSING TERMINATED,9X,1H*,/,49X,1H*,40X,1H*,/,
&
&
49X,1H*,3X,34HDUE TO INCONSISTENCIES ENCOUNTERED,
&
&
3X,1H*,/,49X,1H*,40X,1H*)
20000 FORMAT(49X,1H*,9X,7HIN THE ,A4,I1,11HS SUBMODULE,8X,1H*)
30000 FORMAT(49X,1H*,40X,1H*,/,49X,42(1H*))
END SUBROUTINE MAIN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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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routine : COOL6S.F90
정상상태 계산에서 다차원 모듈과 SSC-K의 결합은 OPTN6S.F90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OPTN6S를 부른 이후의 SSC-K의 노심을 계산하기 위한 DO-LOOP은 우회하도록
수정
SUBROUTINE COOL6S
!..IDENTIFICATION:
! FLUID DYNAMICS DRIVER
INCLUDE 'dat46p.h'
INCLUDE 'vd9v.h'
INCLUDE 'dat26vpl.h'
INCLUDE 'data6ipl.h'
INCLUDE 'dat16vipl.h'
INCLUDE 'dat36ivpl.h'
INCLUDE 'datb1v.h'
INCLUDE 'unit9u.h'
EQUIVALENCE (L9OUT, NOUT)
DIMENSION ZLENGH (1), H (1), G1 (1), G2 (1), F1 (1), F2 (1),
&
C9SRCH (1)
EQUIVALENCE (C9VDIM (1), C9SRCH (1), ZLENGH (1), H (1), G1 (1), &
G2 (1), F1 (1), F2 (1) )
INCLUDE 'data8iv.h'
! 1.0 CALCULATE INLET ENTHALPY
! 2.0 CALL OPTN6S TO DETERMINE CORE HYDRAULICS
E6INLT = ENTH1H(T6INLT)
IF (L6WOPT.NE.1) P6INLT = P6OUTL + P7DROP
!***********************************************************************
!***** CALL OPTN6S
!***** WHICH DETERMINES THE CHANNEL FLOW RATES IF THEY
!***** ARE NOT INPUT PARAMETERS
!***********************************************************************
CALL OPTN6S
!***********************************************************************
J01 = 0
J0 = 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 (L6RTYP.eq.2) GOTO 400
!end of ksha
DO 200 I = 1, N6CHAN
I1 = 1
I2 = 0
LTY = L6ATYP (1, IL6ATY + I)
J01 = J01 + J0
J0 = N6ASEC (1, IN6ASE+LTY) + 1
IF (L6PRNT.LT.1) GOTO 200
CALL PAGE9U
WRITE (NOUT, 10000) I
WRITE (NOUT, 15000)
I1 = J01 + IT6NOD
I2 = J01 + IE6NOD
JC1 = J01 + IP6NOD
JC2 = J01 + IH6NOD-I + 1
JC3 = J01 + IZ6ELE
JF6FRI = IF6FRI + J01 - I + 1
DO 100 J = 1, J0
ZL3 = Z6ELEV (JC3 + J)
JH6 = J
IF (J.EQ.J0) JH6 = J0 - 1
WRITE (NOUT, 20000) ZL3, J, T6NODE (I1 + J), E6NODE (I2 + J), &
P6NODE (JC1 + J), H6NODE (JC2 + JH6), F6FRIC (JF6FRI + JH6)
100 END DO
200 END DO
!
CALL PAGE9U
WRITE (NOUT, 25000)
DO 300 J = 1, N6CHAN
WRITE (NOUT, 30000) J, F6LSA4 (IF6LS4 + J), J, W6CHAN (IW6CHA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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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ND DO
!
400 WRITE (NOUT, 35000) W6BPAS, T6BPAS, F6LSBP
WRITE (NOUT, 40000) T6INLT, E6INLT, P6INLT
WRITE (NOUT, 45000) T6OUTL, E6OUTL, P6OUTL
.
.
.
END SUBROUTINE COOL6S
---------------------------------------------------------------------------------------

5. Subroutine : OPTN6S.F90
SSC-K의 노심 계산 부분(CORE6S)를 우회하도록 수정함.
SUBROUTINE OPTN6S
!..IDENTIFICATION: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vd9v.h'
'datc9vi.h'
'dat26vpl.h'
'dain6vi.h'
'data6ipl.h'
'dat16vipl.h'
'datt6vi.h'
'dat36ivpl.h'
'dats9i.h'
'unit9u.h'
'assm6ip.h'

!
COMMON /FCNS3/ FCONS3
!
!
!
!
!
!
!
!
!
!
!
!
!

1.0
1.1
1.2
2.0
2.1
3.0
3.1
3.2
3.3
3.4
4.0
4.1
5.0

CHECK IF FLOW RATES ARE INPUT VALUES
CALL SUBROUTINES LPLN6S,CORE6S, AND UPLN6S IF FLOW RATES ARE KNOW
RETURN TO COOL6S
MAKE AN INITIAL GUESS AT P6INLT (INLET PRESSURE)
COMPUTE PRESSURE AT THE BOTTOM OF THE CORE
MAKE AN INITIAL GUESS ON FLOW FRACTIONS BASED ON POWER DISTRIBUTI
CALL CORE6S FOR EACH CHANNEL
ITERATE ON EACH CHANNEL UNTIL CONVERGENCE CRITERIA SATISFIED
CALL UPLN6S TO DETERMINE BYPASS FLOW
ITERATE ON BYPASS FLOW
CHECK IF FLOW RATES SUM TO 1.00
IF NOT ADJUST P6INLT AND REPEAT FROM 2,1
RETURN

L6ERR = 0
IF (L6WOPT.NE.0) GOTO 300
!***********************************************************************
!***** CALL FLUID HYDRAULICS MODEL HERE IF FLOW RATES KNOWN
!***** N6CHI = CHANNEL NUMBER
!***** J6INDX IS UPDATED IN CORE6S
!***********************************************************************
J6INDX = 0
IF (N6IND.LT.1) GOTO 205
DO 200 I = 1, N6IND
N6CHI = I
CALL LPLN6S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 (L6RTYP.ne.2) then
CALL CORE6S
END IF
!end of ksha
IF (L6UPOP.NE.1) CALL PRES6S
J6INDX = J6INDX + N6ASEC (1, IN6ASE+L6ATYP (1, IL6ATY + I) )
&
+ 1
200 END DO
205 CONTINUE
IF (N6CLUS.LT.1) GOTO 250
J6IND = J6INDX
DO 220 K = 1, N6CLUS
DO 210 I =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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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CHI = N6IND+ (K - 1) * 7 +
CALL LPLN6S
J6INDX = J6INDX + N6ASEC (1,
) + 1
210 END DO
220 END DO
CALL INTR6S
IF (L6UPOP.EQ.1) GOTO 250
J6INDX = J6IND
DO 240 K = 1, N6CLUS
DO 230 I = 1, 7
N6CHI = N6IND+ (K - 1) * 7 +
CALL PRES6S
J6INDX = J6INDX + N6ASEC (1,
) + 1
230 END DO
240 END DO
250 CONTINUE
IF (N6INTR.GT.0) CALL INTA6S
IF (L6ERR.NE.0) L6EXIT = L6EXIT

I
IN6ASE+L6ATYP (1, IL6ATY + N6CHI)&

I
IN6ASE+L6ATYP (1, IL6ATY + N6CHI)&

+ 1

!
CALL UPLN6S
!. CALL THE 2-D UPPER PLENUM MODEL (AS REQUIRED)
IF (L6UPOP.NE.1) GOTO 150
CALL SECOND (TT0U)
CALL UP2D6S (TEMP1T (E6AVER), Z6UPLN - Z6TCOR, P6TCOR, P6CGAS,
&
POUT, TOUT, ZNAL, TAVG, P6UPIN (IP6UPI + 1) )
ZNALOZ = ZNAL - (Z6ONOZ - Z6TCOR)
P6OUTL = P6CGAS + C9GRAV * DENS1D (TOUT) * ZNALOZ
J6INDX = 0
DO 120 I = 1, N6CHAN
N6CHI = I
CALL PRES6S
J6INDX = J6INDX + N6ASEC (1, IN6ASE+L6ATYP (1, IL6ATY + I) )
&
+ 1
120 END DO
150 CONTINUE
CALL FLSA6S
IF (L6BPAS.GE.1) CALL FBYP6S
IF (L6ERR.NE.0) L6EXIT = L6EXIT + 1
!
RETURN
!***********************************************************************
!***** MAKE AN INITIAL GUESS AT P6INLT (INLET PRESSURE)
!***** MAKE INITIAL GUESSES AT F6FLOW(I) AND F6FLBP
!***********************************************************************
300 P6OUTL = P6CGAS + C9GRAV * DENS1D (T6OUTL) * (Z6UPLN - Z6ONOZ)
P6TCOR = P6OUTL + C9GRAV * DENS1D (T6OUTL) * (Z6ONOZ - Z6TCOR)
IF (L6WOPT.NE.1) GOTO 301
P6INLT = P6OUTL + P6DSGN * (W6TOT / W6DSGN) **2
301 CONTINUE
PMAX = 2.0E+06
PMIN = P6OUTL
PUP = PMAX + 1.0
PLOW = PMIN - 1.0
ITERAT = 0
IIJ = 0
CALL SECOND (START)
!***********************************************************************
!***** CALL THE CORE HYDRAULICS MODELS WITH THE ASSUMED
!***** FLOW RATES
!***********************************************************************
WRITE (L9OUT, 20000) F6CONV, N6PMAX, N6FLMX, F6WSTP, P6STEP
DO 450 I = 1, N6CHAN
IF (F6FLOW (IF6FLO + I) .LT.F6WSTP) WRITE (L9OUT, 21000) I,
&
F6FLOW (IF6FLO + I), F6WSTP
450 END DO
IF (F6FLBP.LT.F6WSTP) WRITE (L9OUT, 22000) F6FLBP, F6WSTP
500 CONTINUE
J6INDX = 0
TOTFLO = 0.0
DO 1200 I = 1, N6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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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0
!***********************************************************************
!***** SET UP BOUNDS FOR ITERATION
!***********************************************************************
FLMAX = 50.0
FLMIN = 1.0E-05
FLUP = FLMAX + 1.0
FLLOW = 1.0E-06
F6WSTP = 0.05 * F6FLOW (IF6FLO + I)
N6CHI = I
600 CALL LPLN6S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CALL CORE6S
IF (L6RTYP.ne.2) then
CALL CORE6S
END IF
!end of ksha
CALL PRES6S
.
.
.
END SUBROUTINE OPTN6S
----------------------------------------------------------------------------------------

6. Subroutine : PRES6S.F90
정상상태 계산에서 다차원 모듈과의 수력학적 결합을 위한 경계 조건들은 주로 이 부
프로그램에서 완결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다차원 모듈로 전달되도록 다차원 모듈의
전역변수 COMMON BLOCK들이 추가 되었다. 앞의 OPTN6S 루틴에서 원래의 SSC-K 노심
유로 개수 만큼 PRES6S를 CALL하도록 되어 있지만, 노심 다차원 모듈은 한번만 CALL되며,
다차원 모듈에서 계산된 압력 강하가 SSC-K 입력에서 주어진 노심 압력 강하보다 크면
ERROR를 발생한다. 계산 결과로 노심 출구 온도(TX)를 SSC-K에 전달한다.
SUBROUTINE PRES6S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vd9v.h'
'datc9vi.h'
'dat26vpl.h'
'datr5p.h'
'data6ipl.h'
'dat16vipl.h'
'dat36ivpl.h'
'dain6vi.h'
'dat46p.h'
'datc5p.h'
'unit9u.h'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primch.h'
!end of ksha
!
!
DETERMINE NODE PRESSURES FOR CHANNEL N6CHI
LTYP =
LSTNOD
JP6NOD
JD6COO
JZ6DEL
JF6FRI
JG6I =

L6ATYP (1, IL6ATY + N6CHI)
= N6ASEC (1, IN6ASE+LTYP)
= IP6NOD+J6INDX
= ID6COO + J6INDX
= IZ6DEL + J6INDX - N6CHI + 1
= IF6FRI + J6INDX - N6CHI + 1
IG6I + N6CHI

!
! IF N6CHI .GT. 1, BYPASS P6BCOR AND P6TCOR CALCULATION
!
RHO = DENS1D (T6INLT)
IF (N6CHI.GT.1) GOTO 200
!
! FIRST CALL TO PRES6S. CALCULATE PRESSURE AT BOTTOM OF CORE
!
GLPLN = W6TOT / A6LP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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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F6PKLP .LT. 0 , IT EQUALS THE TOTAL K-LOSS DELTA-P (N/M2)
! FROM INLET NOZZLE ELEVATION TO BOTTOM OF CORE
PGLOSS = C9GRAV * RHO * (Z6BCOR - Z6INOZ)
!
IF (F6PKLP.LT.0.0) GOTO 100
!
PKLOSS = F6PKLP * GLPLN * ABS (GLPLN) / (2.0 * RHO)
P6BCOR = P6INLT - PGLOSS - PKLOSS
GOTO 150
!
100 F6PKLP = - F6PKLP
P6BCOR = P6INLT - F6PKLP - PGLOSS
PKLOSS = F6PKLP
F6PKLP = PKLOSS * 2.0 * RHO / (GLPLN * ABS (GLPLN) )
!
150 GUPLN = W6TOT * (1.0 - F6FLBP * (1.0 - F6LEAK) ) / A6UPLF
RHOOUT = DENS1D (T6OUTL)
!
! IF F6PKUP .LT. 0.0, IT EQUALS THE TOTAL K-LOSS DELTA-P (N/M2)
! FROM TOP OF CORE TO OUTLET NOZZLE ELEVATION.
!
PGLOSS = C9GRAV * RHOOUT * (Z6UPLN - Z6TCOR)
IF (F6PKUP.LT.0.0) GOTO 175
!
PKLOSS = F6PKUP * GUPLN * ABS (GUPLN) / (2.0 * RHOOUT)
P6TCOR = P6CGAS + PGLOSS + PKLOSS
GOTO 200
!
175 F6PKUP = - F6PKUP
P6TCOR = P6CGAS + F6PKUP + PGLOSS
PKLOSS = F6PKUP
F6PKUP = PKLOSS * 2.0 * RHOOUT / (GUPLN * ABS (GUPLN) )
!
200 CONTINUE
!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P6TCOR = P6CGAS + PGLOSS
IF(N6CHI.eq.1.and.L6RTYP.eq.2)then
CALL SSTHRM_3D
T6OUTL=TX
IF(DELP0.lt.0.d0) then
PRINT *, 'Pressure Drop at the interface between Core and ',&
'Lower Plenum is negative :', DELP0
ENDIF
FKintface=DELP0*2.d0*RHO/(GLPLN*abs(GLPLN))
PIN=P6BCOR-0.5d0*FKintface*W6TOT**2/(RHO*A6LPLF**2)
ENDIF
!
IF(L6RTYP.eq.2)RETURN
!end of ksha
!
! CALCULATE PRESSURE AT BOTTOM OF FIRST NODE
!
ZINOZ = Z6INZ (IZ6INZ + LTYP)
PGLOSS = C9GRAV * RHO * ZINOZ
WINOZ = W6TOT * F6FLOW (IF6FLO + N6CHI) / FLOAT (N5ASSY (1,
&
IN5ASS + N6CHI) )
ZINOZ = ZINOZ * F6ZINZ (IF6ZIN + N6CHI)
YHYOZ = Y6HYOZ(IY6HYO+N6CHI)
PFLOSS = P6FINZ (IP6FIN + N6CHI)
IF (L6WOPT.LT.1) GOTO 225
PFLOSS = 0.0
225 CONTINUE
.
.
.
END SUBROUTINE PRES6S
----------------------------------------------------------------------------------------

7. Subroutine :

UPLN6S.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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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모듈에서 계산된 각 집합체의 유량과 온도를 이용하여 노심과 상부 Hotpool과 연결하는 부 프로그램이다.
SUBROUTINE UPLN6S
INCLUDE 'vd9v.h'
INCLUDE 'datc9vi.h'
INCLUDE 'dat26vpl.h'
INCLUDE 'data6ipl.h'
INCLUDE 'dat16vipl.h'
INCLUDE 'dain6vi.h'
INCLUDE 'dat36ivpl.h'
INCLUDE 'unit9u.h'
!LYB START
INCLUDE 'scrh6vp.h'
!LYB END
COMMON /FCNS3/ FCONS3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inpcom.h'
INCLUDE 'cmpmr4.h'
INCLUDE 'primch.h'
!end of ksha
!
!
1.0 CALCULATE AVERAGE VALUES OVER N6CHAN CHANNELS OFF]
!
1.1 TEMPERATURE
!
1.2 ENTHALPY
!
2.0 CALCULATE TOTAL CHANNEL FLOW RATE FOR N6CHAN CHANNELS
!
3.0 INITIALIZE ZSYSTEM STARTING VALUES
!
4.0 EQUATE ZSYSTEM OUTPUT WITH UPPER PLENUM TEMPERATURES
!
5.0 CALCULATE EXIT ENTHALPY
!
6.0 CALCULATE OUTLET AND TOP OF CORE PRESSURES
!
7.0 CALCULATE LOSS FACTORS -F6LSA4(IF6LSA+N6CHI)!
8.0 RETURN TO COOL6S
!***********************************************************************
!***** CALCULATE THE BYPASS FLOW
!***********************************************************************
W6BPAS = W6TOT * F6FLBP
E6INLT = ENTH1H(T6INLT)
E6BPLI = E6INLT
T6BPLI = T6INLT
E6BPUI = E6BPLI
IF (L6BPAS.LT.1) GOTO 10
E6BPUI = E6BPLI + P6TPOW * F6TPBP / W6BPAS
10 CONTINUE
T6BPUI = TEMP1T (E6BPUI)
E6BPAS = (E6BPUI + E6BPLI) / 2.0
T6BPAS = TEMP1T (E6BPAS)
!*******************************************************************
!*** CALCULATE AVERAGE ENTHALPY , TOTAL CHAN. FLOW AND
!*** AVERAGE TEMPERATURE ON TOP OF CORE
!********************************************************************
CONS1 = 0.0
TAVER = 0.0
W6CT = 0.0
J01 = 0
J0 = 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DO 100 J1 = 1, N6CHAN
J01 = J01 + J0
J0 = N6ASEC (1, IN6ASE+L6ATYP (1, IL6ATY + J1) ) + 1
W6CT = W6CT + W6CHAN (IW6CHA + J1)
CONS1 = CONS1 + W6CHAN (IW6CHA + J1) * E6NODE (J01 + IE6NOD+J0)
TAVER = TAVER + T6NODE (J01 + IT6NOD+J0)
100
END DO
TAVER = TAVER / FLOAT (N6CHAN)
E6AVER = CONS1 / W6CT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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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CT=0.d0
DO lch=1,NCHAN
ich=(lch-1)*8+1
W6CT=W6CT+CHFCOF(2,ich)
ENDDO
!
TAVER = TX
E6AVER = ENTH1H(TX)
CONS1 = W6CT * E6AVER
ENDIF
!end of ksha
QIN = E6BPUI * W6BPAS + CONS1
E6OUTL = ENTH1H(T6OUTL)
.
.
.
RETURN
END SUBROUTINE UPLN6S
----------------------------------------------------------------------------------------

8. Subroutine : INIT9T.F90
SSC-K의 일차원 노심 계산 부분(INIT5T)을 우회하며, 다차원 모듈의 제어봉의
반응도를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Vessel 길이를 계산하는 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Call
하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다차원 모듈의 과도기 계산 준비를 한다.
SUBROUTINE INIT9T
!..IDENTIFICATION:
! THIS ROUTINE IS THE DRIVER FOR THE PRE-TRANSIENT INITIALIZATION MODUL
INCLUDE 'vd9v.h'
INCLUDE 'intg9iv.h'
INCLUDE 'tflo1vi.h'
INCLUDE 'plot.h'
INCLUDE 'scrh1vipl.h'
INCLUDE 'tlup1vi.h'
INCLUDE 'tful5vi.h'
INCLUDE 'tcul6vi.h'
INCLUDE 'unit9u.h'
INCLUDE 'time9v.h'
!LYB START
INCLUDE 'datt6vi.h'
!LYB END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data6ipl.h'
!end of ksha
!
IF (L9TBLD.EQ.0) GOTO 10
CALL TBLDMP
10 CONTINUE
IF (L9DMPZ.EQ.0) GOTO 20
CALL CNTDMP
!kdk CALL COMDMP(0)
20 CONTINUE
S9MSTR = 0.0
S9PRNT = 0.0
S9PAST = - 1.0
.
.
.
CALL INIT6T
CALL INIT1T
CALL PRET1T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CALL INIT5T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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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VESLDZ(dummyz)
ENDIF
!end of ksha
!
CALL INIT8T
CALL COUR9T
IF (L9DMPI.LT.1) GOTO 100
CALL CNTDMP
!kdk CALL COMDMP(0)
100 CONTINU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Initialize Miscellaneous limits.
IF(L6RTYP.eq.2)then
CALL TSTHRM_3DI(S9DELZ)
ENDIF
!end of ksha
!
RETURN
END SUBROUTINE INIT9T
----------------------------------------------------------------------------------------

9. Subroutine : DRIV9T.F90
SSC-K의 과도기 계산을 위한 상위 알고리즘을 다루는 부 프로그램으로서, 일차원 노심
계산 부분을 우회하도록 했으며, 다차원 모듈과 연계된 Time-step 계산 부분과 Windows
Graphic 부분이 추가되었다.
SUBROUTINE DRIV9T
!..IDENTIFICATION:
!
!
!
.
.
.
!

THIS IS THE DRIVER ROUTINE FOR THE TRANSIENT OVERLAY.
IT CONTROLS THE MASTER AND SLAVE CLOCKS AND SEQUENTIALLY CALLS
THE APPROPRIATE COMPONENT MODULES FOR THEIR ADVANCEMENT IN TIME.

HAHN
INCLUDE 'dat46p.h'
INCLUDE 'datr5p.h'
! HAHN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timeit.h'
INCLUDE 'opcin.h'
LOGICAL(4) dt3d_flag,time_flag,mapfirst
!end of ksha
!
DIMENSION WSTGN (10), dummy (20)
CHARACTER(4) NAME (5), BSTRNG
CHARACTER(3) TRIP
REAL TIMLFT
! inserted for PSDRS model -- 11/30/98 chang
COMMON /psdrs2/ QNANET,QHENET
real (8) START,XLSODM1,TEMPNA1,TEMPHE1
real (8) QRNET,QNANET,QHENET
! inserted for PSDRS model -- 11/30/98 chang
DATA NAME (1) / 'LOOP' /, NAME (2) / 'COOL' /, NAME (3) / 'FUEL' /
DATA NAME (4) / 'FLOW' /, NAME (5) / 'STGN' /
DATA BSTRNG / '
' /

! inserted for steady-state heat removal rate by PSDRS - 11/30/98 - chang
xlsodm1 = z1res(iz1res+1)+z1pipe(1,l1pump(1,il1pum+1))
tempna1 = t6cldp - 273.15
temphe1 = t6cgas - 273.15
call psdrs6s (start, xlsodm1, tempna1, temphe1, QNAOUT, QHEOUT, TRIP)
!
! inserted for steady-state heat removal rate by PSDRS - 11/30/98 -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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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NEW MASTER CLOCK TIMESTEP
DTSAVE = 0.0
IF (L9FLAG (3) .NE. - 1.AND.L9FLAG (3) .NE. - 3) THEN
L1SCHG = 0
L5SCHG = 0
L6SCHG = 0
F1MAXD = 0.0
F5MAXD = 0.0
F6MAXD = 0.0
KEMAX = 0
L1MAXD = 0
READ (BSTRNG, 61) F1MAXN
I5MAXT = 0
L6MAXD = 0
READ (BSTRNG, 61) F6NAME
S5DELP = 1.0
S6DELP = 1.0
ENDIF
L9ISTR = 0
HMAXA = S9MAXA
S9SAVE = 0.0
IF (S9MSTR.GT.S9MIN2) S9SAVE = S9TIME
CALL SECOND (S9TIME)
S5DAP = 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DTIME=MIN(DTIME,S1DELT)
previostime=0.d0
!end of ksha
!
S1DLPP = S1DELP
IF (S9MSTR.GT.S9MIN2) CALL PRNT9T
10 CONTINUE
.
.
.
1150 continue
!
DO 16 K = 1, N1LOOP
IF (J1BREK (1, IJ1BRE+K) .EQ.0.OR.K1RSET.GT.0.OR.S1BREK (IS1BRE+&
K) .GT. (S9PAST + S9MIN2) ) GOTO 16
K1RSET = 1
CALL RSET1T
CALL XI1T
CALL DEFN1T
16 END DO
! ADVANCE THE HYDRAULIC EQUATIONS
IF (K6BOIL.EQ.1) W1INLT = W1INLT - 100.
IF (K6BOIL.EQ.1) K6BOIL = 0
! RESET INTERMEDIATE FLOW VALUES
L1FLOT = 1
S1FLOT (L1FLOT) = S1FLOW
W1IN (L1FLOT) = 0.
DO 18 K = 1, N1LOOP
W1FLOT (L1FLOT, K) = W1TWO (IW1TWO + K)
IF (J1BREK (1, IJ1BRE+K) .GT.0) W1FLOT (L1FLOT, K) = W1THRE (
IW1THR + K)
W1IN (L1FLOT) = W1IN (L1FLOT) + F1LUMP (IF1LUM + K) * W1ONE (
IW1ONE+K)
18 END DO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KWK = LW6INT / 2
DO 19 K = 1, KWK
W6INTF (IW6INT + K) = W6INTF (IW6INT + KWK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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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END DO
ENDIF

!
P6INV (L1FLOT) = P1OUTL
P6GASV (L1FLOT) = P6CGAS
P6OUTV (L1FLOT) = P6OUTL
! ADVANCE LOOP HYDRAULICS
CALL SECOND (TIME)
CALL DRIV1T (dt3d_flag)
CALL SECOND (S9TIME)
S1WCPU = S1WCPU + S9TIME-TIME
IF (ABS (S9MSTR - S1FLOW) .GE.S9MIN2) THEN
L1SCUT = 0
WRITE (L9OUT, 21) S9MSTR, S1FLOW, S1DELW, S1DELA, S5DELA,
S6DELA, KEMAX
IF (S1DELA.GT.S1DELW) S1DELA = S1DELW
IF (S5DELA.GT.S1DELW) S5DELA = S1DELW
IF (S6DELA.GT.S1DELW) S6DELA = S1DELW
S9MSTR = S1FLOW
IF (S1DELT.GT.S1DELA) S1DELT = S1DELA
IF (S5DELT.GT.S5DELA) S5DELT = S5DELA
IF (S6DELT.GT.S6DELA) S6DELT = S6DELA
ENDIF

&

F1DPDT = (PINV - P1INVP) / (S9MSTR - S9PAST)
P1INVP = PINV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IF (L5POPT.GT.0) CALL POW5T
ENDIF
!end of ksha
30 CONTINUE
SDELT = S9MSTR - (S5FUEL + S5DELT)
IF (SDELT.GT. (S5DELT / 1.5) ) GOTO 90
.
.
.
!
!. CALL THE 2-D UPPER PLENUM MODEL (AS REQUIRED)
CALL SECOND (TIME)
IF (L6UPOP.EQ.1) THEN
STEPR = AMIN1 (S9MSTR, AMAX1 (S9MSTR - S9PAST, 0.0) )
CALL UP2D6T (STEPR, T6AVER, T6M2, P6TCOR, P6CGAS, POUT, TOUT,
ZNAL, TAVG, P6UPIN (IP6UPI + 1) )
ZNALOZ = ZNAL - (Z6ONOZ - Z6TCOR)
P6OUTL = P6CGAS + C9GRAV * DENS1D (TOUT) * ZNALOZ
DO 653 K = 1, N1LOOP
T1INLT (IT1INL + K) = TOUT
653 END DO
Z6NALV = ZNAL
ELS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DO 655 K = 1, N6CHAN
P6UPIN (IP6UPI + K) = P6TCOR
655
END DO
P6UPIN (IP6UPI + N6CHAN + 1) = P6CGAS
ENDIF
!end of ksha
!
ENDIF
CALL SECOND (S9TIME)
S6CPU = S6CPU + S9TIME-TIME
!
! -ADVANCE LOOP THERMAL EQUATIONS
W1LOOP = W1TWO (IW1TWO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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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MAXD = 0.
CALL SECOND (TIME)
S2DELT = S1DELT
S1LOOP = S9MSTR
S2LOOP = S1LOOP
IF (L1TIMP.EQ.1) THEN
CALL IMPX1T
ELSE
CALL LOOP1T
CALL LOOP2T
ENDIF
CHECK = AMOD (S9MSTR, 1.)
IF (CHECK.GT.Z9MIN.AND.S1DELA.GT.S1ETAU) F1MAXD = 999.9
CALL SECOND (S9TIME)
S1ECPU = S1ECPU + S9TIME-TIME
.
.
.
70 CONTINUE
L1SCHG = 0
IF (s1dela.lt.s1delt) then
WRITE (L9OUT, 51) F1MAXD, F1MAXN, L1MAXD
WRITE (l9out, * ) 's1dela: ', s1dela, ' s1delt: ', s1delt
ENDIF
!
S1DLPP = S1DELP
S1DELP = S1DELT
S1DELT = S1DELA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then
DT0=S1DELW
time_flag=.true.
CALL TMSTP_3D(time_flag,istop_3d)
DTIME=MIN(DTIME,S1DELT)
dt3d_flag=.true.
S1DELT=DTIME
S1DELA=DTIME
IF(istop_3d.eq.1) GOTO 1823
ENDIF
!end of ksha
!
CALL SECOND (TIME)
CALL PPCS8T
CALL SECOND (S9TIME)
S8CPU = S8CPU + S9TIME-TIME
LSCUT = 1
IF (L5SCRM.LT.1) CALL SCUT9T (LSCUT)
! -THE WHOLE PLANT HAS NOW BEEN ADVANCED TO THE DESIRED
! -MASTER CLOCK TIME. START THE NEXT MASTER TIMESTEP
JG = 2
!
CALL INTF9T(JG)
GOTO 10
80 CONTINUE
S5DELT = S9MSTR - S5FUEL
L5SCHG = 1
IF (S5DELT.GE.S5DELA) THEN
L5SCHG = 0
S5DELT = S5DELA
ENDIF
90 CONTINUE
S5PAST = S5FUEL
S5FUEL = S5FUEL + S5DELT
L6PROP = - 1
! ADVANCE FUEL THERMAL AND POWER EQUATIONS.
! NOTE... SINCE THE REACTOR COOLANT FLUID DYNAMICS AND ENERGY
!
CALCULATIONS ARE NESTED IN TIME WITHIN THE FUEL ADVAN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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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5STEP
S6DELT
S6COOL
L6STEP
L6SEXT

THEY ARE NOW DONE.
=
=
=
=
=

L5STEP + 1
S5DELT
S6COOL + S6DELT
L6STEP + 1
0

IF (L5CALL.NE.0.OR.L5STEP.LT.2) THEN
CALL SECOND (TIME)
F5MAXD = 0.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CALL FUEL5T
ENDIF
!end of ksha
!
CALL SECOND (S9TIME)
S5CPU = S5CPU + S9TIME-TIME
CALL SECOND (TIME)
CALL COOL6T
CALL SECOND (S9TIME)
S6CPU = S6CPU + S9TIME-TIME
ENDIF
! -DETERMINE MAXIMUM FUEL OR POWER VARIABLE DEVIATION DURING PREVIOUS
! -TIMESTEP IF FUEL THERMAL TIMESTEP HAS NOT JUST BEEN ALTERED
IF (L5SCHG.EQ.0) THEN
IF (F5MAXD.GT.F5MAXA) S5DELA = 0.5 * S5DELA
IF (F5MAXD.LT.F5MINA) S5DELA = S5DELA + S5DELA
IF (S5DELA.GT.S1DELA) S5DELA = S1DELA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DO 140 K1 = 1, N6CHAN
IF (L6BOIL (1, IL6BOI + K1) .EQ.1) THEN
IF (S5DELA.GT.0.03125) S5DELA = 0.03125
IF (S5DELA.LT. (8. * S9MINA) ) S5DELA = 8.0 * S9MINA
ENDIF
140
END DO
END IF
!end of ksha
!
IF (S5DELA.LT.S9MINA) THEN
CALL PRNT9T
CALL CNTDMP
!kdk CALL SCRDMP
!kdk CALL COMDMP(0)
CALL TBLDMP
CALL EXIT9U (60001, ' DRIV9T ')
ENDIF
ENDIF
!
L5SCHG = 0
IF (ABS (S5DELA - S5DAP) .GE.S9MIN2) THEN
WRITE (L9OUT, 41) NAME (3), S9MSTR, S6COOL, S5FUEL, S1FLOW,
&
S1DELT, S6DELT, S5DELT, S1DELW
S5DAP = S5DELA
ENDIF
S5DELP = S5DELT
S5DELT = AMIN1 (S5DELA, S1DELT)
JG = 1
!
IF(L5CALL.GT.0 .AND. L6CALL.GT.0) CALL INTF9T(JG)
IF (ABS (S9MSTR - S5FUEL) .LE.S9MIN2) L5SEXT = 1
GOTO 30
!
! -PRINT INTERVAL TIME HAS BEEN REACHED
200 CONTINUE
WRITE(214,1140) s9mstr, QNANET, QHENET, QRNET, T6CGAS
1140 FORMAT(F10.2, 3(2X,E15.4), 2X, F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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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PRNT ( s9mstr, s1delt, QNAOUT, QHEOUT )
!debug-b
z6cldp = z1res (iz1res + 1) + z1pipe (1, l1pump (1, il1pum + 1) ) &
- z6tcor
zhcold = z6cldp + z6tcor
zhhot = z6nalv + z6tcor
! scr1
! pump inlet, pump inlet, pump outlet, pump outlet p
WRITE (17, 1818) s9mstr, zhcold, zhhot, PB, PINV, wcore,
p1in (ip1in + 1), p1inp (ip1inp + 1), p1los1 (ip1ls1 + 1),
p1out (ip1out + 3), p1outp (ip1oup + 1), p1in (ip1in + 4)
1818 FORMAT( f10.2,20(2x,e15.5) )

&
&

! scr2
WRITE (18, 1819) s9mstr, W1INP (IW1INP + 1), W1OUTP (IW1OUP + 1), &
w6ovf, w1brek (1)
1819 FORMAT(f10.2,2x,e15.5,2x,e15.5,2x,e15.5,2x,e15.5)
! scr3
WRITE (19, 1820) s9mstr, t1ouhx (it1ouh + 1), t6cldp, t1outl (
it1otl + 1), t6naa, t6nab, SATT1S (p6outl)
1820 FORMAT(f10.2,2x,f9.4,2x,f9.4,2x,f9.4,2x,f9.4,2x,f9.4,2x,f9.4)
! scr4
index = 8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 GOTO 1823
!end of ksha
!
DO k = 1, n5chan
dummy(k) = t6node(it6nod+index)
index = index + n5slic(1,in5sli+k) + 1
enddo
! HAHN
JINDXA = 1
DO 100 K = 1, N5CHAN
JJ = N5SLIC (1, IN5SLI + K)
NJLOW = 0
NJHIGH = JJ
IF (Z5UFGP (IZ5UFG + K) .LT.Z9MIN) GOTO 910
NJHIGH = NJHIGH - N5UFGP (1, IN5UFG + K)
910
CONTINUE
IF (Z5LFGP (IZ5LFG + K) .LT.Z9MIN) GOTO 920
NJLOW = N5LFGP (1, IN5LFG + K) + 1
920
CONTINUE
DO 125 J = 1, JJ
IF (J.LT.NJLOW.OR.J.GT.NJHIGH) GOTO 125
IF (J.EQ.8.AND.K.EQ.1) THEN
TJK = T5DPAV (IT5DPA + JINDXA)
END IF
JINDXA = JINDXA + 1
125
END DO
100 END DO
!
!

WRITE (2, 444) s9mstr, dummy (1), TJK
444 FORMAT(1X, 3(1PE12.4,1X))
! HAHN
! scr5
!
WRITE (3, 1821) s9mstr, (w6chan (iw6cha + kkk), kkk = 1, n5chan)
! scr6
index = 5
DO k = 1, n5chan
dummy (k) = p6node (ip6nod+index)
index = index + n5slic (1, in5sli + k) + 1
ENDDO
!
!
WRITE (4, 1821) s9mstr, (dummy (kkk), kkk = 1, n5chan)
1821 FORMAT(f10.2,9(2x,f12.4))
! scr7
1823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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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and.s9mstr.gt.0.d0)then
del_t=s9mstr-previostime
CALL mmplot3d(2,del_t,s9mstr)
CALL MAPPLOT(mapfirst,s9mstr)
CALL MDPLOT(s9mstr)
previostime=s9mstr
ENDIF
IF(istop_3d.eq.1) GOTO 1824
!end of ksha
!debug-e
S9TIME = S9TIME+S9SAVE
IF (S9INOW.GT.0.0) THEN
DMPINT = AMOD (AINT (S9MSTR / S9INOW), S9SINT)
ELSE
DMPINT = S9TIME
ENDIF
CALL PRNT9T
!kdk CALL TLFT9T(TIMLFT)
TIMLFT = 1.0D+6
IF (TIMLFT.LT.DTSAVE) CALL EXIT9U (99999, ' DRIV9T ')
CALL SECOND (TIM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then
time_flag=.false.
CALL TMSTP_3D(time_flag,istop_3d)
H=MIN(DTIME,H)
DTIME=H
dt3d_flag=.true.
ENDIF
!end of ksha
!
! THE FOLLOWING GRAPHICS PACKAGE CALL WAS COMMENTED OUT BY NESC-11/89.
!
CALL STOR9T(2)
IF (H.GT.S9INOW) THEN
S1DELW = S9INOW
HH = S9INOW
H = S9INOW
IF (S1DELT.GT.H) S1DELA = H
IF (S1DELT.GT.H) S1DELT = H
IF (S5DELT.GT.H) S5DELA = H
IF (S5DELT.GT.H) S5DELT = H
IF (S6DELT.GT.H) S6DELA = H
IF (S6DELT.GT.H) S6DELT = H
ENDIF
IF (DMPINT.EQ.0) CALL SAVE9T
CALL SECOND (S9TIME)
DTSAVE = AMAX1 (DTSAVE, 1.5 * (S9TIME-TIME) )
IF ( (S9MSTR + S9MIN2) .LT.S9LAST.and.istop_3d.ne.1) GOTO 10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1824 IF(L6RTYP.eq.2)then
CALL TSTHRM_END
ENDIF
!end of ksha
!
RETURN
21 FORMAT(//,37H ... NOTICE: S1DELW WAS REDUCED AT ,1P,E16.6,
&
&
5H SEC.,/,15X,8HS1FLOW =,1PE12.4,5X,8HS1DELW =,1PE12.4,
&
&
5X,8HS1DELA =,1PE12.4,/,15X,8HS5DELA =,1PE12.4,5X,8HS6DELA = &
&
,1PE12.4,5X,8HKEMAX =,I10,//)
31 FORMAT(5(/),
&
& 25X,30(1H*),/,
&
& 25X,1H*,28X,1H*,/,
&
& 25X,14H* AT TIME = ,F12.4, 4H *,/,
&
& 25X,30H*
THE S-CODE OPTIONS
*,/,
&
& 25X,30H*
HAVE BEEN ENGAGED.
*,/,
&
& 25X,1H*,28X,1H*,/,
&
& 25X,30(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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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1 FORMAT(3X,A4,0P,8F14.4)
51 FORMAT(5X,0PF10.5,5X,A10,I10)
61 FORMAT(A4)
END SUBROUTINE DRIV9T
----------------------------------------------------------------------------------------

10. Subroutine : DRIV1T.F90
SSC-K의 원자로 용기 부분에 대한 과도기 계산을 위한 상위 알고리즘이며, 이 부
프로그램부터 다차원 모듈과의 연계가 주로 이루어진다. 주요 수정 부분은 첫 번째로
일차원 노심 계산 부분의 우회이며, 두 번째로 일차원 원자로 용기 부분의 적분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 수렴 기준을 만족하는 변수(IFLAG)에 따라 일차원 원자로 용기를 풀 때와
다차원 모듈을 연계해서 풀 때의 알고리즘이 다르게 수정되었다. 이는 다차원 모듈의
수치해법이 SSC-K의 수치해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 Time-step에서 다차원 모듈은
한번만 계산하는 반면에 SSC-K는 수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여러 번 계산을 수행한다.
이 두 형태의 수치해법을 결합하기 위해 SSC-K가 수렴 기준을 만족한 경우(IFLAG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다차원 모듈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논리
변수 dt3d_flag와 prd_flag가 이용된다.
SUBROUTINE DRIV1T (dt3d_flag)
INCLUDE 'vd9v.h'
INCLUDE 'unit9u.h'
INCLUDE 'scrh1vipl.h'
INCLUDE 'tflo1vi.h'
INCLUDE 'intg9iv.h'
INCLUDE 'datl1ipl.h'
INCLUDE 'datd5vi.h'
INCLUDE 'tful5vi.h'
!LYB START
INCLUDE 'datt6vi.h'
INCLUDE 'dain6vi.h'
INCLUDE 'dat16vipl.h'
INCLUDE 'dat26vpl.h'
!LYB END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data6ipl.h'
INCLUDE 'datc9vi.h'
INCLUDE 'timeit.h'
INCLUDE 'opcin.h'
LOGICAL(4) dt3d_flag,prd_flag
!end of ksha
EQUIVALENCE (L9OUT, NOUT)
!
IF(L6RTYP.ne.2)then
F5PMPL = F5PRMT
CALL REAC5T
ENDIF
!
TFINAL = S9MSTR
! CALCULATE PROPERTY DEPENDENT HYDRAULIC COEFFICIENTS
! ONLY ONCE AT BEGINNING OF NEW TIMESTEP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CALL COEF6T
ENDIF
!end of ksha
!
L1IFLG = 0
icount = 0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prd_flag=.false.
dt3d_flag=.false.
!end of k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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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TINUE
icount = icount + 1
CALL INTG1T
CALL EQIV1T (2)
CALL EQIV2T (2)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IFLAG.ge.2)prd_flag=.true.
IF(L6RTYP.ne.2)then
GOTO (20, 20, 30, 30, 40, 40, 40, 40), IFLAG
ELSEIF(L6RTYP.eq.2.and.IFLAG_old.eq.2.and.IFLAG.ge.3)then
GOTO (20, 20, 30, 30, 40, 40, 40, 40), IFLAG
ELSE
GOTO (20, 20, 20, 20, 40, 40, 40, 40), IFLAG
ENDIF
!end of ksha
CALL GOTOER
20 S1FLOW = T
IF (L1IFLG.GT.0) THEN
CALL FLOS1T
CALL FLOS2T
ELS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DTIME.gt.HH) then
DTIME=HH
DT0=HH
DTPRI=HH
TIME2=TIME1+DTPRI
ENDIF
IF(prd_flag)dt3d_flag=.true.
CALL FLOW1T(dt3d_flag,prd_flag)
!end of ksha
!
CALL FLOW2T
ENDIF
IF (IFLAG.GE.2) THEN
IF ( (TFINAL - T) .GE.S9MIN2) THEN
IF (HH.GE.S1DLWP) THEN
CALL STOR1T
ELSE
IF (T.LE.S9PAST) THEN
TFINAL = S9PAST + S1DLWP
ELSE
TFINAL = T
ENDIF
ENDIF
ENDIF
ENDIF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IFLAG.ge.3.or.IFLAG.ge.2.and.icount.gt.3) GOTO 30
IFLAG_old=IFLAG
!end of ksha
GOTO 10
!
30 CONTINUE
S1FLOW = T
S1DELW = HH
CALL STOR1T
S1DLWP = HH
GOTO 999
!
40 CONTINUE
WRITE (NOUT, 41) IFLAG
CALL CNTDMP
!kdk CALL SCRDMP
!kdk CALL COMDMP(0)
CALL TBLDMP
CALL EXIT9U ( (10000 + IFLAG), ' DRIV1T ')
!
999 CONTINU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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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ORMAT(//,47H ABNORMAL INTEGRATION TERMINATION.... IFLAG=,I5)
END SUBROUTINE DRIV1T
----------------------------------------------------------------------------------------

11. Subroutine : INTG1T.F90
원자로 용기 부분의 각 방정식에 대한 계산 결과의 미분치를 구하고 수렴 기준을
판단하는 부 프로그램으로서 노심 부분의 방정식을 제외시키도록 수정했다.
SUBROUTINE INTG1T
DIMENSION D (19), GAS (15), FAC (3), PT (16)
INCLUDE 'vd9v.h'
INCLUDE 'a1tcvi.h'
INCLUDE 'tlup1vi.h'
INCLUDE 'ilt1.h'
INCLUDE 'intg9iv.h'
INCLUDE 'a2tcvi.h'
INCLUDE 'scrh1vipl.h'
INCLUDE 'unit9u.h'
!kdk Z9MIN is referenced in this subroutine INIT1T
INCLUDE 'datc9vi.h'
!kdk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data6ipl.h'
INCLUDE 'dat16vipl.h'
!end of ksha
EQUIVALENCE (DD (2), D (1) )
EQUIVALENCE (KSAV (1), KQ1), (KSAV (2), KQQ2), (KSAV (3), KQM), &
(KSAV (4), KDC)
EQUIVALENCE (TSAV (1), TPS1), (TSAV (2), TPS2), (TSAV (3), &
&TPS3), (TSAV (4), TPS4), (TSAV (5), TPS5), (TSAV (6), TPS&
&6), (TSAV (7), E2H), (TSAV (8), E2HAVE)
EQUIVALENCE (PT (1), PTS1), (PT (2), PTS2), (PT (3), PTS3),
&
(PT (4), PTS4), (PT (5), PTS5), (GAM (2, 1), P5)
.
.
.
! ENTRY WITH IFLAG= 2
! UPDATE DIFFERENCE TABLE AND COMPUTE KQM=MAXIMUM VALUE OF
! L1KQ(IL1KQ+I), I=1,2,...,N1FEQT
60 KQM = 0
DO 80 I = 1, N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and.(I.ge.N6FEQT+1.and.I.le.N6FEQT+7))CYCLE
!end of ksha
!
KQQ = L1KQ (1, IL1KQ + I)
IF (KQQ.GT.KQM) KQM = KQQ
D (1) = Y1DYDT (IY1DYD+I)
DO 70 K = 1, KQQ
D (K + 1) = D (K) - Y1DIFF (IY1DIF + 20 * (I - 1) + K)
JDIF = IY1DIF + 20 * (I - 1) + K
Y1DIFF (JDIF) = D (K)
70 END DO
JDIF = IY1DIF + 20 * (I - 1) + KQQ + 1
Y1DIFF (JDIF) = D (KQQ + 1)
80 END DO
.
.
.
1470 FORMAT (1H1///20X,12HGSVDQ OUTPUT//)
1480 FORMAT (/3X,1P,10E12.3)
1490 FORMAT (/3X,10I12)
END SUBROUTINE INTG1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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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ubroutine : VESL1T.F90
이 부 프로그램은 원자로 입구와 출구의 압력을 계산하는 루틴으로서, 노심의 병행
유로(Parallel Channel)에 대한 압력 강하를 계산한다. 따라서 다차원 모듈과 SSC-K는
수력학적으로 이 부분에서 연결되며, 이 루틴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차원 모듈의 과도기
계산 루틴(TSTHRM_3DM)을 Call 한다.
SUBROUTINE VESL1T (dt3d_flag,prd_flag)
!..IDENTIFICATION:
!
!
!
!

THIS SUBROUTINE CALCULATES ALGEBRAIC RELATIONSHIPS AT THE VESSEL-LOOP
INTERFACE AND WITHIN THE VESSEL.
IT ALSO CALLS BREK1T TO COMPUTE THE PRESSURES AT ANY PRIMARY LOOP BRE
IF PRESENT.

! 1. CALCULATE PRESSURES AT BREAK(S), IF PRESENT.
! 2. CALCULATE TOTAL FLOW RATES IN VESSEL.
! 3. BEGIN CALCULATION OF VESSEL INLET PRESSURE.
! 4. COMPUTE SODIUM LEVEL.
! 5. CALCULATE JET PENETRATION HEIGHT (OPTIONAL).
! 6. CALCULATE COVER GAS PRESSURE (VARIOUS OPTIONS).
! 7. CALCULATE VESSEL OUTLET PRESSURE.
! 8. CALCULATE THE TOTAL PRESSURE DROP AND INERTIA IN EACH CHANNEL AND
!
BYPASS (IF PRESENT).
! 9. FINISH THE CALCULATION OF THE VESSEL INLET PRESSUR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USE COMC
USE CHANNEL
!-------------!end of ksha
!
INCLUDE 'vd9v.h'
.
.
.
INCLUDE 'datac1.h'
INCLUDE 'cldpl.h'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inpcom.h'
INCLUDE 'cmpmr4.h'
INCLUDE 'primch.h'
INCLUDE 'timeit.h'
LOGICAL(4) dt3d_flag,prd_flag
!end of ksha
!
DENS1D(TDUM) = C1D0 + TDUM * (C1D1 + TDUM * (C1D2 + TDUM * C1D3) )
! PRESSURE AT BREAK
P1 = P1INLT
! COMPUTES PRESSURES AT BREAK. (P1BIN, P1BOUT)
CALL BREK1T
! RECOMPUTE PLOSSES IN CASE OF CV OPERATING IN ORDER TO PROVIDE
! A REASONABLE PINV
NPIPES = 0
.
.
.
RHOIN = DENS1D (T6LPN)
FKBOT = F6PKLP * W6TOT * ABS (W6TOT) / RHOIN
FGVBOT = C9GRAV * RHOIN * (Z6BCOR - Z6INOZ)
PDCMMN = FGVBOT + FKBOT
P6TERM = 0.
X6SUM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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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eq.2)then
IF(dt3d_flag)then
ii=1
ELSE
ii=0
ENDIF
!
Z6LOWR=ABS(Z6BCOR-Z6INOZ)
!
W_old=W1FLOT(1,1)
dwdt=(W_old-W6TOT)/HH
!
IF(prd_flag)then
W_3d=0.d0
igrp=1
DO lch=1,NCHAN
jjmltp=mchn(lch)%jjmltp
IF(jjmltp.le.0)CYCLE
ich=(igrp-1)*8+1
W_3d=W_3d+CHFCOF(2,ich)
igrp=igrp+1
ENDDO
PINOLD=PIN
PIN=P6BCOR-0.5d0*FKintface*W_3d**2/(RHOIN*A6LPLF**2)
-Z6LOWR*dwdt/A6LPLF
CALL TSTHRM_3DM(ii,dt3d_flag)
ENDIF
!
FK3bot=0.5d0*FKintface*W6TOT**2/(RHOIN*A6LPLF**2)
PDCMMN=PDCMMN+FK3bot
!
igrp=1
IF(.not.prd_flag)then
DO lch=1,NCHAN
jjmltp=mchn(lch)%jjmltp
IF(jjmltp.le.0)CYCLE
!
ich=(igrp-1)*8+1
WSUB=CHFCOF(2,ich)-dwdt*HH*WSUB/W_old
!
ich=(igrp-1)*8+2
C_0=CHFCOF(2,ich)
!
ich=(igrp-1)*8+5
C_3=CHFCOF(2,ich)
!
!
ich=(igrp-1)*8+3
C_1=CHFCOF(2,ich)
XNsub=mchn(lch)%xxnpin*mchn(lch)%nsubas
Ci_1=XNsub/C_1+Z6LOWR/A6LPLF+Z1LOOP/A6UPLF
Ci_1=XNsub/Ci_1
!Ci_1=1.d0/C_1+Z6LOWR/A6LPLF+Z1LOOP/A6UPLF
!Ci_1=1.d0/Ci_1
X6SUMT=X6SUMT+Ci_1
CODELP=(-C_0-C_3*WSUB*abs(WSUB))/C_1+PDCMMN
P6TERM=P6TERM+(P6TCOR+CODELP)*Ci_1
igrp=igrp+1
ENDDO
ELSE
DO lch=1,NCHAN
jjmltp=mchn(lch)%jjmltp
IF(jjmltp.le.0)CYCLE
!
ich=(igrp-1)*8+1
WSUB=CHFCOF(2,ich)
!
ich=(igrp-1)*8+2
C_0=CHFCOF(2,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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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igrp-1)*8+5
C_3=CHFCOF(2,ich)
!
ich=(igrp-1)*8+3
C_1=CHFCOF(2,ich)
XNsub=mchn(lch)%xxnpin*mchn(lch)%nsubas
Ci_1=XNsub/C_1+Z6LOWR/A6LPLF+Z1LOOP/A6UPLF
Ci_1=XNsub/Ci_1
X6SUMT=X6SUMT+Ci_1
CODELP=(-C_0-C_3*WSUB*abs(WSUB))/C_1+PDCMMN
P6TERM=P6TERM+(P6TCOR+CODELP)*Ci_1
igrp=igrp+1
ENDDO
ENDIF
!end of ksha
!
ELSE
DO 700 K = 1, N6CHAN
WCHAN = W6CHAN (IW6CHA + K)
W6NORM (IW6NOR + K) = WCHAN / W6CHNZ (IW6CHN + K)
PDGRAV = PDCMMN + FGVTOT (IFGVTO + K) + FGVIN (IFGVIN + K) &
+ FGVOUT (IFGVOU + K)
CFRIC = FFRTOT(IFFRTO+K) + FKIN(IFKIN+K) + FKOUT(IFKOUT+K)
PDFRIC = WCHAN * ABS (WCHAN) * CFRIC
PDMFLX = WCHAN * WCHAN * FMFTOT (IFMFTO + K)
PDCHAN (IPDCHA + K) = PDGRAV + PDFRIC + PDMFLX
! THE FOLLOWING CODE IS FOR 1-D UPPER PLENUM ONLY

C

P6TERM = P6TERM + (P6TCOR + PDCHAN (IPDCHA + K) ) / X6SUM ( &
IX6SUM + K)

700

X6SUMT = X6SUMT + 1. / X6SUM (IX6SUM + K)
END DO

.
.
.
ENDIF
!
750 CONTINUE
! NOW CALCULATE THE VESSEL INLET PRESSURE
DENOM = DENOM + X6SUMT
PINV = (PINV + P6TERM) / DENOM
P6INLT = PINV
P1OUTL = PINV
P6INTF = P6TERM
RETURN
END SUBROUTINE VESL1T
----------------------------------------------------------------------------------------

12. Subroutine : UPLS6T.F90
이 부 프로그램에서 과도기 계산 중 노심 상부와 Hot Pool과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차원 모듈에서 계산된 노심 출구의 열수력적 변수들의 결합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SUBROUTINE UPLS6T (FA, FB)
! updates the time derivatives for:
!
1. sodium level
!
2. temperatures of sodium in two mixing zones
!
3. temperature of cover gas
!
4. temperatures of the inner structure, thermal liner, and vessel c
! it terminates by calculating the pressure at vessel outlet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USE CHANNEL
!end of k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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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
!
!LYB
!LYB
!LYB

INCLUDE 'vd9v.h'
.
.
.
START 99.12.3
INCLUDE 'tcul6vi.h'
COMMON /HP2D/IHP2D,THPIN,A6CORE,TMEAN,TMEANT,PLOTIME,IPLOT,ZHP2D
COMMON /HP2DT/TIMEHP
IHP2D=0(1-DIM), 1(2-DIM), THPIN=Hot Pool Inlet Temp.
A6CORE=Effective Coolant Flow Area of Core Top
TMEAN=Outlet Mean Temp. of the Hot Pool
END 99.12.3
COMMON /psdrs2/QNANET,QHENET
START
DIMENSION PLOTIME(100)
END
real*8 QNANET, QHENET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inpcom.h'
INCLUDE 'cmpmr4.h'
INCLUDE 'primch.h'
!end of ksha
!
ENTH1H(TDUM) = C1H0+TDUM * (C1H1+TDUM * (C1H2+TDUM * C1H3))
.
.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DO 100 K = 1, N6CHAN
NNODE = n5slic (1, IN5SLI + K) + 1
IENTH = IENTH + NNODE
ENODE = E6NODE (IENTH)
WCHAN = W6CHAN (IW6CHA + K)
!LYB START 99.12.3
!
Calculation of the Mean Inlet Temp. of the Hot Pool(THPIN)
!
ENODE=8.2e+05
!set inlet temp to 920K
E0=E0+ENODE
W0=W0+WCHAN
EW0=EW0+ENODE*WCHAN
!LYB
IF (WCHAN.GE.0.0) EIN2 = EIN2 + WCHAN * (ENODE-E6NAB)
100
END DO
ELSE
!
connected to 3D module
W0=0.D0
EW0=0.D0
E0=0.D0
WIN_=0.D0
T6AVER=TX
igrp=1
DO lch=1,NCHAN
jjmltp=mchn(lch)%jjmltp
IF(jjmltp.le.0)CYCLE
ich=(igrp-1)*8+6
TOUTL=CHFCOF(2,ich)
IF(TOUTL.gt.0.d0)then
ENODE=ENTH1H(TOUTL)
E0=E0+ENODE
ENDIF
ich=(igrp-1)*8+1
WCHAN=CHFCOF(2,ich)
W0=W0+WCHAN
WIN_=WIN_+CHFCOF(1,ich)
IF(TOUTL.GT.0.d0) EW0=EW0+ENODE*WCHAN
IF (WCHAN.GE.0.0) EIN2 = EIN2 + WCHAN * (ENODE-E6NAB)
igrp=igrp+1
END DO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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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
!

THPIN=TEMP1T(EW0/W0)
THPIN=T6AVER

!LYB
.
.
.
RETURN
END SUBROUTINE UPLS6T
----------------------------------------------------------------------------------------

13. Subroutine : LPLN6T.F90
노심 하부와 원자로의 하부(Lower Plenum)의 열수력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루틴으로서, 다차원 모듈과의 결합을 위한 수정을 했다.
SUBROUTINE LPLN6T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USE CHANNEL
!-------------!end of ksha
!..IDENTIFICATION:
INCLUDE 'vd9v.h'
.
.
.
CHARACTER(8) HERE
DATA HERE / ' LPLN6T ' /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commpr.h'
INCLUDE 'inpcom.h'
INCLUDE 'cmpmr4.h'
INCLUDE 'primch.h'
!end of ksha
.
.
.
DO 100 K = 1, N1LOOP
EINK = ENTH1H(T1OUTL (IT1OTL + K) )
T6INTF (IT6INT + K) = T1OUTL (IT1OTL + K)
WINK = W6VIN (IW6VIN + K)
IF (WINK.GT.0.0) GOTO 50
WOUT = WOUT + WINK
GOTO 100
50 CONTINUE
QIN = QIN + WINK * EINK
100 END DO
!
!
HEAT OUT (CALCULATE TOTAL APPLICABLE FLOW RATE)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L6RTYP.ne.2)then
JK = IE6NOD+1
DO 200 K = 1, N6CHAN
WOUTK = W6CHAN (IW6CHA + K)
IF (WOUTK.GT.0.0) GOTO 150
QIN = QIN + WOUTK * E6NODE (JK)
GOTO 190
150
CONTINUE
WOUT = WOUT + WOUTK
190
JK = JK + n6asec (1, IN6ASE+l6atyp (1, IL6ATY + K) ) + 1
200
END DO
ELSE
igrp=1
DO lch=1,NCHAN
jjmltp=mchn(lch)%jjmltp
IF(jjmltp.le.0)CYCLE
ich=(igr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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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TK=CHFCOF(1,ich)
IF(WOUTK.GT.0.0) GOTO 151
ich=(igrp-1)*8+6
ENODE=ENTH1H(CHFCOF(1,ich))
QIN=QIN+WOUTK*ENODE
151
CONTINUE
igrp=igrp+1
IF(WOUTK.le.0.d0)CYCLE
WOUT=WOUT+WOUTK
END DO
ENDIF
!end of ksha
!
IF (L6BPAS.LT.1) GOTO 300
IF (W6BPAS.GT.0.0) GOTO 250
QIN = QIN + W6BPAS * E6BPLI
GOTO 300
250 CONTINUE
WOUT = WOUT + W6BPAS
.
.
.
!
PRESSURE AT BOTTOM OF CORE
!
DLPN = DENS1D (T6LPN)
P6BCOR = P6VIN - DLPN * (Z6BCOR - Z6INOZ) * C9GRAV - F6PKLP *
W6TOT * W6TOT / DLPN
!
RETURN
END SUBROUTINE LPLN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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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ULTD Directory(다차원 모듈)
다차원 모듈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액체금속로 노심을 다차원으로 각
집합체의 부수로를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차원 모듈과 SSC-K
코드와의 열수력적인 Implicit 결합을 위해 수정되거나 새로 모델되는 부분만을 기재한다.
1. Subroutine : FEEDSB.f90
이 프로그램은 과도기 계산시 반응도 궤환을 모델하는데, 그 중에 제어봉 반응도 궤환은
노심 부분의 팽창과 원자로 Vessel 부분의 팽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들여온 다차원 모듈에서 원자로 Vessel의 팽창을 모델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이를
모델하도록 Entry Point FDBKTP에 수정을 한 것이다.
SUBROUTINE FEEDSB
!
!
!
!
!
!
!
!
.
.
.

THIS IS A SPECIAL VERSION OF FEEDBK DESIGNED
TO TEST REACTIVITY FEED-BACK CORRELATIONS
FOR THE FFTF AND EBR-II FACILITIES.
IT USES STEADY STATE AND TRANSIENT VALUES
OF VARIOUS AVERAGE TEMPERATURES THAT ARE
COMPUTED BY SPECIAL VERSIONS OF SSPRM4 AND
PRIMAR.

ENTRY FDBKTP
!
!
!
!

TRANSIENT CALCULATION.
THIS ENTRY PICKS UP REACTIVITY INFORMATION FROM PRIMAR.
AVNARR = TTOTRT
IF (ICREXP.LE.0) GO TO

1100
! /inpcom/ ICREXP = 2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CALL VESLDZ(DZVS)
DZVESL=DZVS
!end of ksha
!
DDZ = CRDLNT * (TCRD2 - TCRDSS) * CRDEXP - DZVESL
!
/fptvar/, /primch/,/primch/ /powina/ /fptvar/
REASCR = DDZ * (ACRDEX + DDZ * BCRDEX)
! /fptvar/, /powina/
.
.
.
END
----------------------------------------------------------------------------------------

2. Subroutine : VESLDZ.F90
다차원 모듈의 제어봉의 반응도를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Vessel 길이를 계산하는 부
프로그램으로 새로 추가되었음.
SUBROUTINE VESLDZ(DZVS)
!
! calculate the change length of vessel for CRDL
!
IMPLICIT REAL (8)(A-H,O-Z)
INCLUDE 'vd9v.h'
INCLUDE 'vslcrd.h'
INCLUDE 'cldpl.h'
INCLUDE 'tcul6vi.h'
INCLUDE 'dat26vpl.h'
!-----------------------------------------------! VESSEL MASS FOR KALIMER-150
MVS = 6.5D5
!
! SPECIFIC HEAT OF SS316 AT 750 K : 800 J/(KG*K)
CPVS = 800.D0
!
! VESSEL SURFACE AREA
AVS = 353.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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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TRANSFER COEFF
HVS = 1000.0
!
DELT = S6DELP
!
! AVERAGE SODIUM TEMP ADJACENT TO VESSEL
! SET EQUAL TO MEAN TEMP OF COOLANT IN COLD POOL
TNAVS = T6CLDP
!
! SET STEADY STATE VALUES : VSL TEMP, VSL HEIGHT
IF (S6COOL.EQ.0.D0) THEN
TVS0 = TNAVS
TVS = T6CLDP
!
! L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FOR SS316 REACTOR VESSEL
ALPHAVS = 1.7887D-5 + 2.3977D-9*TVS + 3.2692D-13*TVS**2
!
! VESSEL HEIGHT AT STEADY STATE
ZVS0 = Z6UPLN * (1.d0 + ALPHAVS * (TVS0 - 298.15d0))
DZVS = 0.D0
RETURN
ENDIF
!
! CALCULATE TRANSIENT VESSEL TEMP
DVS = (DELT * HVS * AVS) / (MVS * CPVS)
TVS = (TVS + DVS * TNAVS) / (1.D0 + DVS)
!
! L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FOR SS316 REACTOR VESSEL
ALPHACV = 1.7887D-5 + 2.3977D-9*TVS + 3.2692D-13*TVS**2
! CRDL LENGTH AND VESSEL HEIGHT
DZVS = ZVS0 * ALPHAVS * (TVS - TVS0)
!
RETURN
END SUBROUTINE VESLDZ
----------------------------------------------------------------------------------------

3. Subroutine : REXDET.F90
이 파일은 다차원 모듈에서 노심 반경 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궤환을 모델하는 여러
개의 부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상부의 구조물 관련 노드의 입력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으며, 상세 반응도 모델의 경우에 노심 입구의 Grid
Plate에 대한 온도 변수를 SSC-K 일차원 모델로부터 제공되도록 하였다. (원래는
제공되지 않았음)
SUBROUTINE REXDET
!
!
DETAILED RADIAL EXPANSION FEEDBACK MODEL
!
!
PARAMETER (ISBNUM = 595)
!SW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SW
!
INCLUDE 'commpr.h'
INCLUDE 'commid.h'
.
.
.
190 FORMAT('*** WARNING ***',/,'THE TOP LOAD PAD ELEVATION, TLPEL = ', &
D13.6,' IS HIGHER THAN THE TOP OF THE SUBASSEMBLY',D13.6,/, &
'THE CALCULATION IS BEING TERMINATED')
CALL QUITS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151 IF(mchn0%jstrdx.eq.0)mchn0%jstrdx = mcmc0%jcplbt
!end of ksha
!
IF (IPLUP.EQ.1) mchn0%jstrdx = mcmc0%jcplbt+MZ+mchn0%np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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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CLPEL.EQ.0.0D0) GO TO 161
FIND AXIAL NODE FOR ABOVE-CORE LOAD PAD ELEVATION
.
.
.
END

!
!*****************************************************************************
!
SUBROUTINE REXDS3
!
USE CHANNEL
USE COMC
!
PARAMETER (ISBNUM = 598)
.
.
.
!
STEADY-STATE INITIALIZATION
!
TINSS = TINLET
IF (IRADEX.LT.0) TINSS = TGRDPL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TGRDPL.le.0.d0) TINSS = TINLET
!end of ksha
CDTSS = TSTRSS-TINLET
UCSDTS = SSTUCS-TINLET
.
.
.
END
!
.
.
.
SUBROUTINE REXDT3
!
USE CHANNEL
USE COMC
!
.
.
.
INCLUDE 'rextmp.h'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NCLUDE 'datt6vi.h'
!end of ksha
!
.
.
.
!
CALCULATE TRANSIENT GRID PLATE CORE DIAMETER
!
TINVV = TINLET
IF (IRADEX.LT.0) TINVV = TGRDPL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TGRDPL model should be calcullated later, tempaorarily tgrdpl is set tinlet
IF(TGRDPL.le.0.d0)then
TINVV = T6LMT
ENDIF
!end of ksha
TGRID = TINVV-TKEL
DELTLL = THRMEX(MTGRD,TGRID)*(TINVV-TR)
RGRID = RGRRF*(1.0D0+DELTLL)
.
.
.
END
----------------------------------------------------------------------------------------

4. Subroutine :

SSTHRM_3D.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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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모듈의 초기 정상상태를 계산하는 루틴으로서, SSC-K의 ‘PRES6S’
루틴으로부터 받은 다차원 모듈의 경계조건 값들을 설정하고, Windows 그래픽을 위한
초기화 루틴들을 Call한다.
SUBROUTINE SSTHRM_3D
!
USE CHANNEL
USE COMC
!
PARAMETER (ISBNUM=742)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
INCLUDE 'commpr.h'
.
.
.
INCLUDE 'cmpmr4.h'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following header files are from SSC_K
INCLUDE 'opcin.h'
INCLUDE 'vd9v.h'
INCLUDE 'dat16vipl.h'
INCLUDE 'dat26vpl.h'
LOGICAL mapfirst
!end of ksha
!
DATA XSUBNA/'SSTHRM '/,XSUBVE/'3.1
'/, &
XSUBDA/'06/01/98'/,XSRXWH/'
'/,XSRXDA/'
'/
.
.
.
IFMIOP = 0
IF(IPRION.EQ.4) THEN
write(iwrite, 9990) 'IPRION is 4.'
call quits
IFMIOP = 1
END IF
!
!/////////////////////////////////////////////////////////////////////////////
! interface to SSC-K
!DUM = 0.0
!PX = m_ssck%p_out
!PIN = m_ssck%p_in
!TIN = m_ssck%t_in
PX = P6TCOR
PIN = P6BCOR
TIN = T6INLT
.
.
CALL SSPRIM
IF(IPRION.EQ.4) CALL SSPRM4
!! dummy by FED- PRIMER-4 option
!
!
! save restart file
CALL RESTAR(1)
!! dummy by Sunny
!
!ksha ** for printout
!
Plot files
CALL PLOTSET
CALL GRAPINIT(0.d0,TIMAX)
CALL mmplot3d(1,0.d0,s9mstr)
mapfirst=.true.
CALL MAPPLOT(mapfirst,0.d0)
mapfirst=.true.
CALL MIPLOT(mapfirst,0.d0)
!end of ksha
!
RETU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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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

5. Subroutine : SSPRIM.F90
이 루틴에서 정상상태시의 SSC-K 일차원 모델에서 이용되는 적분 운동량 방정식의
여러 압력 계수를 계산한다. 이들은 일차원 모델에서 이용되는 변수인 ‘CHFCOF’ 변수에
최종적으로 각 집합체 별로 저장된다.
SUBROUTINE SSPRIM
!
USE CHANNEL
USE COMC
USE COLC
.
.
.
!=======================================================================
IF(IPRION.NE.4.OR.IFMIOP.EQ.0) THEN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PINOLD=PIN
!end of ksha
PIN = 0.0D0
! /PRIMCH/
!
DO 200 ICH=1,NCHAN
!
IF (PINSAV(ICH).GT.PIN) PIN=PINSAV(ICH)
!
JEC 12/08/99
!
RESET ON PCOOL2 AND TSAT TO CORRECT FOR WRONG DENSITY USED IN SSCOOL
!
FOR GRAVITY HEAD BETWEEN PX AND PCOOL2(MZC)
.
.
.
PIN0=PIN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PIN=max(PIN,PINOLD)
DELP0=PINOLD-PIN
!PIN=PIN+DELP0
!end of ksha
ENDIF
.
.
.
!----------------------------------------------!
!
PRIMAR-4 INITIALIZATION
!
!----------------------------------------------IF (mchn0%xxnpin.EQ.0.) mchn0%xxnpin = mchn0%npin
!0304FED
XNSUB = mchn0%nsubas
!0304FED
PA = mchn0%xxnpin * XNSUB
!0304FED
!PA = XNSUB
WC = WVV * PA
WRITE (IWRITE,900) LCH, mcmc0%igroup, WC
!0304FED
FLOCH1(1) = WC
! /chprim/
FLOCH1(2) = WC
Wsum=0.d0
DO JC = 1,MZC
!! KC = JC + IOFFSK
IF(JC.lt.mcmc(ICH0)%jcpnbt.or.JC.ge.mcmc(ICH0)%jcpntp)then
ACC(JC)=mcmc(ICH0)%acc(JC)
Temp_sod=mcmc(ICH0)%tcool2(JC)
ELSE
ACC(JC)=0.d0
WTsum=0.d0
DO iii=ICH,ICH+JJMLTP-1
ACC(JC)=ACC(JC)+mchn(iii)%xxnpin*mcmc(iii)%acc(JC)
Wsum(JC)=Wsum(JC)+mchn(iii)%xxnpin*mclc(iii)%w2prt2(JC)
WTsum=WTsum+mchn(iii)%xxnpin*mclc(iii)%w2prt2(JC)*
&
mcmc(iii)%tcool2(JC)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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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_sod=WTsum/Wsum(JC)
ENDIF
VISCBR(JC)=VISC(Temp_sod)
DLCOOL(JC)=A12+Temp_sod*(A13+A14*Temp_sod)
END DO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XPA : Number of pins per a subassembly
XPA=0.d0
KCHL=ICH
DO ICHL=1,JJMLTP
XPA=XPA+mchn(KCHL)%xxnpin
!
write(33,993)kchl,mchn(KCHL)%xxnpin,mchn(KCHL)%nsubas
KCHL=KCHL+1
ENDDO
993 FORMAT(2x,i5,2x,g12.5,2x,i5)
!end of ksha
!
DO JC = 1, MZCM1
!! KC=JC+IOFFSK
DLOA(JC) = mcmc(ICH0)%zcool(JC+1) - mcmc(ICH0)%zcool(JC)
DGRAV(JC) = DLOA(JC) * (DLCOOL(JC) + DLCOOL(JC+1))
DLOA(JC) = DLOA(JC) / ACC(JC)
END DO
SUM1 = mchn0%dziab + mchn0%dziat
SUM2
=
FP2P0
*(DLHOT*(ZPLENUDLCOLD*(mcmc(ICH0)%zcool(1)-ZPLENL))

mcmc(ICH0)%zcool(MZC))
! ZPLENU /PRIMIN/

! ZPLENL /PRIMIN/
DO JC = 1, MZCM1
SUM1 = SUM1 + DLOA(JC)
SUM2 = SUM2 + DGRAV(JC)
END DO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SUM22=0.D0
SUM33=0.D0
SUM44=0.D0
AFR=mchn(ICH0)%afr
BFR=mchn(ICH0)%bfr
DO JC = 1, MZCM1
!
IF(JC.lt.mcmc(ICH0)%jcpnbt.or.JC.ge.mcmc(ICH0)%jcpntp)then
HydDia=mcmc(ICH0)%dh(JC)
ReyNo=WVV*HydDia/(VISCBR(JC)*ACC(JC))
ELSE
WetPer=0.d0
DO iii=ICH,ICH+JJMLTP-1
WetPer=WetPer+4.d0*mchn(iii)%xxnpin*mcmc(iii)%acc(JC)
&
/mcmc(iii)%dh(JC)
ENDDO
HydDia=4.d0*ACC(JC)/WetPer
ReyNo=Wsum(JC)*HydDia/(ACC(JC)*VISCBR(JC))
ENDIF
!
frftr=AFR*ReyNo**BFR
!
IF(JC.lt.mcmc(ICH0)%jcpnbt.or.JC.ge.mcmc(ICH0)%jcpntp)then
xi2=(1.D0/DLCOOL(JC+1)-1.D0/DLCOOL(JC))/ACC(JC)**2
xi3=(mcmc(ICH0)%dz(JC)/((DLCOOL(JC)+DLCOOL(JC+1))
&
* HydDia*ACC(JC)**2)) * frftr
xi4=mcmc(ICH0)%xkor(JC)/((DLCOOL(JC)+DLCOOL(JC+1))*ACC(JC)**2)
ELSE
xi2=(1.D0/DLCOOL(JC+1)-1.D0/DLCOOL(JC))/ACC(JC)**2
&
* mchn(ICH0)%xxnpin**2
xi3=(mcmc(ICH0)%dz(JC)/((DLCOOL(JC)+DLCOOL(JC+1))
&
* HydDia*ACC(JC)**2)) * frftr * mchn(ICH0)%xxnpin**2
xi4=mcmc(ICH0)%xkor(JC)/((DLCOOL(JC)+DLCOOL(JC+1))*ACC(JC)**2) &
* mchn(ICH0)%xxnpin**2
ENDIF
SUM33=SUM33+x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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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22=SUM22+xi2
SUM44=SUM44+xi4
!
END DO
992 FORMAT(2x,10(g15.6,2x))
!end of ksha
!
SUM2 = FP0P5 * GRAV * SUM2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SUM3 = PA / SUM1
!SUM3 = 1.D0 / SUM1
!end of ksha
C1FLCH(1) = SUM3
C1FLCH(2) = SUM3
C2FLCH(1) = -SUM3
C2FLCH(2) = -SUM3
C0FLCH(1) = -SUM2*SUM3
C0FLCH(2) = C0FLCH(1)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CofPr = -(C0FLCH(1) + C1FLCH(1)*PIN + C2FLCH(1)*PX) / (WC*WC)
!VofAdd=-CofPr*SUM1*PA-(SUM22+SUM33+SUM44)
!mcmc(ICH0)%xkorv(1,1) = mcmc(ICH0)%xkorv(1,1) + VofAdd
!mcmc(ICH0)%xkor(1)
= mcmc(ICH0)%xkor(1)
+ VofAdd
!mcmc(ICH0)%xkorv(1,2) = mcmc(ICH0)%xkorv(1,2) + VofAdd
!C3FLCH(1) = -(SUM22+SUM33+SUM44+VofAdd) / (SUM1*PA)
!C3FLCH(1) = -(SUM22+SUM33+SUM44) / (SUM1*PA)
C3FLCH(1) = -(C0FLCH(1)+C1FLCH(1)*PIN+C2FLCH(1)*PX)/(WC*WC)
!end of ksha
! /PRIMCH/ /PRIMIN/
C3FLCH(2) = C3FLCH(1)
TEXPEL(1) = mcmc(ICH0)%tcool2(1)
TEXPEL(2) = mcmc(ICH0)%tcool2(MZC)
!
CALL FEQUAT(CHFCOF(1,8*(ICH-1)+1), FLOCH1,16)
CALL FEQUAT(CHFCOF(1,8*(mcmc0%igroup-1)+1), FLOCH1,16)
.
.
.
END
----------------------------------------------------------------------------------------

6. Subroutine : TSTHRM_3DM.F90
이 루틴은 과도기 계산 알고리즘의 주요 상위 부 프로그램으로, 일차원 모델 VESL1T와
연결된다. 따라서 과도기 계산을 위한 다차원 모듈의 경계조건 값들을 설정한다.
SUBROUTINE TSTHRM_3DM(ii,dt3d_flag)
!
USE CHANNEL
USE COMC
USE COLC
!
PARAMETER (ISBNUM=924)
!SW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SW
!
INCLUDE 'commpr.h'
INCLUDE 'commid.h'
INCLUDE 'inpcom.h'
INCLUDE 'opcin.h'
INCLUDE 'powina.h'
INCLUDE 'primin.h'
INCLUDE 'intvar.h'
INCLUDE 'fptvar.h'
INCLUDE 'consta.h'
INCLUDE 'pax.h'
INCLUDE 'primch.h'
INCLUDE 'cmpmr4.h'
INCLUDE 'pkflt.h'
INCLUDE 'kontrl.h'
INCLUDE 'ptit.h'
INCLUDE 'time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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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ctlcom.h'
!
COMMON /WORKSP/ FRACTM(40)
!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following header files are from SSC_K
INCLUDE 'vd9v.h'
INCLUDE 'dat16vipl.h'
INCLUDE 'datt6vi.h'
INCLUDE 'intg9iv.h'
INCLUDE 'scrh1vipl.h'
LOGICAL(4) dt3d_flag,back_flag
!end of ksha
!
!=======================================================================
!
!
BEGIN A MAIN TIME STEP
!
!PINOLD=PIN
PXOLD=PX
PX = P6TCOR
!PIN = P6BCOR
!TIN = T6INLT
TIN = T6LPN
TX=0.d0
TX1=0.d0
.
.
.
!
!
PERFORM PRIMARY LOOP CALCULATION
!
CALL PRIMAR(dt3d_flag)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ii.eq.0)CYCLE
!end of ksha
!
mcmc0%DELTP = mcmc0%delt
! /COMC/ deltp [Unused]
GO TO 1500
.
.
.
!
2000 CONTINUE
!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TX=TX/TX1
DUM1=FRFLOW/FRPR
TX=TX*DUM1+TIN*(FP1P0-DUM1)
!
IF(ii.eq.0) RETURN
!end of ksha
!
!
!
END OF CHANNEL LOOP
.
.
.
END
----------------------------------------------------------------------------------------

7. Subroutine : PRIMR1.F90
이 루틴에서는 일차원에서 설정된 압력 및 온도 경계 조건이 다차원 수치해법에 맞도록
설정된다.
SUBROUTINE PRIMR1(dt3d_flag)
!
PARAMETER (ISBNUM=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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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F (IFLOW.EQ.0) THEN
!DPXDT = 0.D0
!PIN = PX + PINGR + FP * DPPRE0
!DUM1 = PX + PINGR + FPP * DPPRE0
!DPINDT = (DUM1-PIN) / (TIMPR2-TIMPR1)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dt3d_flag)then
DPXDT = 0.5d0*(PX - PXOLD) / (TIMPR2-TIMPR1)
DPINDT = 0.5d0*(PIN - PINOLD) / (TIMPR2-TIMPR1)
ELSE
DPXDT = 0.d0
DPINDT = 0.d0
ENDIF
IF (IDBUG.NE.0) THEN
CALL LINES (2,IFL1)
WRITE(IWRITE,500) DPXDT,PX,PINGR,FP,FPP,DPPRE0,DUM1,DPINDT
WRITE (IWRITE,700) NPRES,PIN,PIN0,TIMPR1,TIMPR2
ENDIF
ELSE
.
.
.
ENDIF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IF(IPRION.ne.1)then
CALL TBLKUP(.5*(TIMPR1+TIMPR2),TIN,T0TME,COEFIT(1,1,7),NPOINT(7),IFIT(3))
ENDIF
TINLET = TIN
IF (TNTRY.GT.FP0P0) TOUTLT = TNTRY
.
.
.
END
----------------------------------------------------------------------------------------

8. Subroutine : TSMPDR.F90
이 루틴에서 다차원 모듈의 단상 열수력 계산이 수행된다. 이 루틴 끝에서 과도기시
일차원 모델에 이용되는 압력 계수들(CHFCOF)을 계산한다. 다차원 모듈을 미국의 SASSYS
코드와 연결할 경우는 IPRION 변수의 값이 4로 설정된다. SSC-K와 연결을 나타내는
경우는 IPRION의 값을 ‘1’로 설정했다.
SUBROUTINE TSMPDR(IOPT,ICHV,dt3d_flag)
!
!
TRANSIENT DRIVER FOR DETAILED COOLANT SUB-CHANNEL ANALYSIS
!
DOES ONE PRIMAR TIME STEP OR ONE COOLANT STEP FOR ALL OF THE
!
CHANNELS IN ONE SUBASSEMBLY
.
.
.
!
PRIMAR-4 COUPLING
!
IF (IPRION.EQ.4) THEN
XXNPIN = mchn(ICHV)%xxnpin
XNPIN = NSUBAS * XXNPIN
DCFLW = 0.5*DELT*XNPIN*(mclc(ICHV)%w2prt2(1) + mcmc(ICHV)%wwcl1(1))
DCFLW2 = 0.5*DELT*XNPIN*(mclc(ICHV)%w2prt2(MZC) + mcmc(ICHV)%wwcl1(2))
CORCHF(1)=CORCHF(1)+DCFLW
CORCHF(2)=CORCHF(2)+DCFLW2
CORFLT(1)=CORFLT(1) + DCFLW * 0.5 * (mcmc(ICHV)%tcool2(1) + mcmc(ICHV)%tcool1(1))
CORFLT(2)=CORFLT(2)
+
DCFLW2
*
0.5
*
(mcmc(ICHV)%tcool2(MZC)
+
mcmc(ICHV)%tcool1(MZC))
ENDIF
!
!ksha ** for coupling 3d module
!
SSC-K COUPLING
!
The option of SSC-K coupling should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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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PRIMAR-1 option is used.
IF (IPRION.EQ.1.and.TIMCL2.ge.0.d0)THEN
XXNPIN = mchn(ICHV)%xxnpin
XNPIN = NSUBAS * XXNPIN
FLOCH1(1) = mclc(ICHV)%w2prt2(1) * XNPIN
FLOCH1(2) = mclc(ICHV)%w2prt2(MZC) * XNPIN
WC=FLOCH1(1)

!
IF (FLOCH1(1).LT.0.0) THEN
TEXPEL(1) = mcmc(ICHV)%tcool2(1)
ELSE
TEXPEL(1) = TINLET
ENDIF
IF (FLOCH1(2).GT.0.0) THEN
TEXPEL(2) = mcmc(ICHV)%tcool2(MZC)
ELSE
TEXPEL(2) = TOUTLT
ENDIF
DMCHPR(1) = 1.0
!
XPA=0.d0
KCHL=ICHV
DO ICHL=1,JJMLTP
XPA=XPA+mchn(KCHL)%xxnpin
KCHL=KCHL+1
ENDDO
!
Wsum=0.d0
ACC=0.d0
DO JC = 1,MZC
IF(JC.lt.mcmc(ICHV)%jcpnbt.or.JC.ge.mcmc(ICHV)%jcpntp)then
ACC(JC)=mcmc(ICHV)%acc(JC)
ELSE
DO iii=ICHV,ICHV+JJMLTP-1
ACC(JC)=ACC(JC)+mchn(iii)%xxnpin*mcmc(iii)%acc(JC)
ENDDO
ENDIF
IF(JC.lt.mcmc(ICHV)%jcpnbt.or.JC.gt.mcmc(ICHV)%jcpntp)then
Wsum(JC)=mclc(ICHV)%w2prt2(JC)
ELSE
WTsum=0.d0
DO iii=ICHV,ICHV+JJMLTP-1
Wsum(JC)=Wsum(JC)+mchn(iii)%xxnpin*mclc(iii)%w2prt2(JC)
WTsum=WTsum+mchn(iii)%xxnpin*mclc(iii)%w2prt2(JC)*
&
mcmc(iii)%tcool2(JC)
ENDDO
Temp_sod=WTsum/Wsum(JC)
ENDIF
IF(JC.le.mcmc(ICHV)%jcpnbt.or.JC.gt.mcmc(ICHV)%jcpntp)then
Temp_sod=mcmc(ICHV)%tcool2(JC)
ENDIF
ACIN(JC)=1.d0/ACC(JC)
RHOC(JC)=A12+Temp_sod*(A13+A14*Temp_sod)
RHOCIN(JC)=1.d0/RHOC(JC)
VISCBR(JC)=VISC(Temp_sod)
ENDDO
!
AFR=mchn(ICHV)%afr
BFR=mchn(ICHV)%bfr
XI1SUM = mchn(ICHV)%dziab + mchn(ICHV)%dziat
XI2SUM = 0.D0
XI3SUM = 0.D0
XI4SUM = 0.D0
XI5SUM = 0.D0
DO JC = 1,MZCM1
XI1SUM = XI1SUM + mcmc(ICHV)%dz(JC)*ACIN(JC)
!
IF(JC.lt.mcmc(ICHV)%jcpnbt.or.JC.gt.mcmc(ICHV)%jcpntp)then
WVV=mclc(ICHV)%w2prt2(JC)
ELSE
WVV=Wsum(JC)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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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JC.lt.mcmc(ICHV)%jcpnbt.or.JC.ge.mcmc(ICHV)%jcpntp)then
HydDia=mcmc(ICHV)%dh(JC)
ReyNo=WVV*HydDia/(VISCBR(JC)*ACC(JC))
ELSE
WetPer=0.d0
DO iii=ICHV,ICHV+JJMLTP-1
WetPer=WetPer+4.d0*mchn(iii)%xxnpin*mcmc(iii)%acc(JC) &
/mcmc(iii)%dh(JC)
ENDDO
HydDia=4*ACC(JC)/WetPer
ReyNo=WVV*HydDia/(ACC(JC)*VISCBR(JC))
ENDIF
!
frftr=AFR*ReyNo**BFR
!
IF(JC.lt.mcmc(ICHV)%jcpnbt.or.JC.ge.mcmc(ICHV)%jcpntp)then
xi22=(RHOCIN(JC+1)-RHOCIN(JC))*ACIN(JC)**2
xi33=(mcmc(ICHV)%dz(JC)/((RHOC(JC)+RHOC(JC+1))
&
* HydDia*ACC(JC)**2)) * frftr
xi44=mcmc(ICHV)%xkor(JC)/((RHOC(JC)+RHOC(JC+1))*ACC(JC)**2)
ELSE
xi22=(RHOCIN(JC+1)-RHOCIN(JC))*ACIN(JC)**2
&
* mchn(ICHV)%xxnpin**2
xi33=(mcmc(ICHV)%dz(JC)/((RHOC(JC)+RHOC(JC+1))
&
* HydDia*ACC(JC)**2)) * frftr * mchn(ICHV)%xxnpin**2
xi44=mcmc(ICHV)%xkor(JC)/((RHOC(JC)+RHOC(JC+1))*ACC(JC)**2) &
* mchn(ICHV)%xxnpin**2
ENDIF
XI2SUM = XI2SUM + xi22
XI3SUM = XI3SUM + xi33
XI4SUM = XI4SUM + xi44
!
!
XI5SUM = XI5SUM + 0.5d0*(RHOC(JC)+RHOC(JC+1))*mcmc(ICHV)%dz(JC)
END DO
992 FORMAT(2x,10(g15.6,2x))
!
IG8 = 1 +
C1FLCH(1)
C1FLCH(2)
C2FLCH(1)
C2FLCH(2)

8*(IGROUP-1)
= CHFCOF(1,IG8+2)
= CHFCOF(2,IG8+2)
= -C1FLCH(1)
= -C1FLCH(2)

!
!C3FLCH(1) = -(XI2SUM+XI3SUM+XI4SUM)/(XI1SUM*XNPIN)
!C3FLCH(2) = C3FLCH(1)
!
C0FLCH(1) = -XNPIN*GRAV*XI5SUM/XI1SUM
C0FLCH(2) = C0FLCH(1)
!
C3FLCH(1)
=
(C0FLCH(1)+C1FLCH(1)*mcmc(ICHV)%pcool2(1)+C2FLCH(1)*mcmc(ICHV)%pcool2(MZC))/(WC*WC)
C3FLCH(2) = C3FLCH(1)
!
ENVAPR(1) = 0.0
ENVAPR(2) = 0.0
!
DO I = 1,15
!04.04FED
CHFCOF(I,IG8) = FLOCH1(I)
END DO
DUMWT=FLOCH1(2)*CL(mcmc(ICHV)%tcool2(MZC))
TX1=TX1+DUMWT
TX=TX+DUMWT*mcmc(ICHV)%tcool2(MZC)
ENDIF
!end of ksha
!
!
IF THIS IS THE END OF A HEAT TRANSFER STEP, CALL TSHTSC
.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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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SSC-K 코드의 문번호 및 출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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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K Open Statement numbers
1. SSC-K Module
Number

Variable

File name

5

L9READ

Input name

6

L9OUT

Output name

7

L9SCR1

file is not generated.

17

level.dat

18

flow.dat

19

pooltemp.dat

20

scr7.dat

89

hp2dbc.dat

99

crdl.dat

501

sattemp.dat

506

Temp7-6.dat

508

Temp7-8.dat

510

Temp7-10.dat

710

radialrho.dat

810

power.dat

888

gem.dat

910

react.dat

921

Maxch1.dat

922

Maxch2.dat

923

Maxch3.dat

924

Maxch4.dat

925

Maxch5.dat

926

Maxch6.dat

927

Maxch7.dat

930

peaktemp.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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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Scratch file

2. HP-2D Module
Number

Variable

File name

Remark

6

FRES1

10

7

FRES2

11

8

FTEMP,

12

10

BFOUT, FHIS42

BFOUT(13),FHIS42(14)

11

GEO42

15

12

SDATA

16

3. PSDRS Module
Number
81

Variable

File name
psdrs.in

111

OUT011.dat

112

OUT012.dat

113

OUT013.dat

114

OUT014.dat

211

OUT211.dat

212

psdrst1.dat

213

psdrst2.dat

214

psdrsq.dat

215

OUT215.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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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4. MULTD Module
Number

Variable

File name

25

IREAD

core3d.in

26

IWRITE

core3d.out

31

s3dcont.dat

32

s3dgenl.dat

33

s3dfuel.dat

34

s3dclad.dat

35

core3d.35

316

core3d.16

322

core3d.22

326

core3d.26

329

core3d.29

Remark

ANL : fo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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