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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노심의 집합체는 덕트라는 특수한 구조 

내부에 핵연료봉을 장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덕트는 막힌 유로를 

갖고 있어 덕트에서 덕트로의 유량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집

합체를 흐르는 유량을 그 집합체의 출력에 맞도록 노심의 입구에서 미리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 유량분배는 각각의 핵연료 피복관의 누적 손상률이 동일하도록 

배분하여, 결과적으로는 핵연료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오리피스라는 노심 유량 분배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

심 열유체 개념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도를 살펴본 후, 이의 해석체제

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노심의 유량 역구분과 집합체 내부 상세 해석을 

기초로 하여, 집합체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프랑스

의 해석체제를 분석하 으며, 국내의 전노심 열유체 해석 체제개발을 위한 주요

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노심의 온도분포 

계산모듈, 정상상태 노심 열유체 설계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한 노심 열

유체의 상세한 계산과 더불어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전노심 열

유체 해석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먼저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특성 분석의 전반적인 작업 흐름에 대

하여 살펴본 후, 2장에서는 노심 열유체 설계 방법론에 대하여, 집합체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해석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고, 4장에서는 

프랑스의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및 이들을 연계하여 계산하는 

연계코드에 대하여 분석하 다. 5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국내의 연계코

드 개발 방향을 기술하 으며, 6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기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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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odium cooled LMR core is generally comprised of many ducted assemblies 

which have no flow exchanges between them.  So, the required flow to each 

assembly corresponding to its power has to be allocated in thermal hydraulic 

design. Flow allocation facility, which is called orifice, is used for this 

purpose in an LMR core.

In this context, flow grouping, assembly subchannel analysis and 

inter-assembly flow analysis have to be done in the LMR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and analysis. This report describes this sodium cooled LMR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procedure, in which are flow grouping, 

subchannel analysis and inter-assembly whole core analysis. And the French 

whole core analysis code system is described which is used for the domestic 

whole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code system development.

Firstly, sodium cooled LMR core thermal hydraulic conceptual design and 

analysis procedure is explained in chapter 2. Chapter 3 overviews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of the whole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and 

the French whole core analysis system is described in chapter 4. Chapter 5 

describes the domestic plan of the inter-assembly thermal hydraulic analysis 

system, and chapter 6 shows the conclusion and the futur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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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의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을 위

한 단일집합체 및 다집합체 부수로 해석코드, 부수로 해석 코드와 다공성 매질 

해석 코드를 연계하여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을 포함한 전노심 해석을 위한 코드 

개발의 필요성과 방법론 및 프랑스의 연계코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국내 전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는 높은 출력 도 및 높은 연소도 특성

으로 인하여 노심의 열유체적 설계조건이 가압경수로의 경우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과출력 상태나 과도시 DNBR을 1.3이상으

로 유지시키는 조건 즉, 냉각재의 온도에 설계 제한조건이 주어지지만 액체금속

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인 소듐의 열전도율 및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피복재 온도

나 핵연료의 최대온도에 설계 제한조건을 두게 된다. 참고로 표 1에 냉각재인 소

듐의 열적 성질을 가압경수형 원자로 조건하에서의 물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1.  소듐의 열적 특성

단위
소듐

(500℃, 1기압)

물

(300℃, 150기압)

     도 ( ρ)
 엔 탈 피 ( h)

 비    열 ( Cp)
 열전도도 ( k )
 점성계수 ( μ)

 포화온도 ( Ts)
 프랜탈수 ( Pr )

 kg/m
3

 J/kg

 J/kg℃

 W/m℃

 Pa.s

 ℃

 -

  832.2

  1.015 X 10
6

  1.262 X 10
3

  66.83

  2.364 X 10
-4

  880.0

  0.0045

  724

  1.342 X 10
6

  5.531 X 10
3

  5.547 X 10
-1

  9.03 X 10
-5

  342.1

  0.900

이러한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냉각재의 노심 출구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액

체금속로의 핵연료집합체는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달리 6각형 덕트내에 3각형 격

자구조로 핵연료봉을 집배열하고 나선격리기 (spiral wire spacer)나 그리드 격

리기(grid spacer) 등으로 그 간격을 유지시키며, 각각의 집합체가 갖는 출력에 

따라 냉각재 유량을 다르게 조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듐의 열적 특성과 집합

체의 구조 등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적 

설계 및 해석방법은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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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액체금속로의 집합체는 서로간의 유량 교환이 없이 입구로 들어간 유량

이 온도만 상승하여 그대로 출구로 나오게 되는 막힌 형태의 덕트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체 덕트를 흐르는 유량을 노심의 입구에서 

집합체의 출력에 따라 미리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 유량분배는 노심내 모든 집

합체의 핵연료 피복관 누적 손상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고, 또한 핵연료봉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리피스라는 노심 유량 

분배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에 

의한 열전달이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덕트와 덕

트 사이를 흐르는 집합체간 열전달 중 열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

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류에 의한 열전달

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

산체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일하게 이

러한 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된 계산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의 계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

심 열유체 개념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도를 살펴본 후, 이의 해석체제

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노심의 유량 역구분과 집합체 내부 상세 해석을 

기초로 하여, 집합체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프랑스

의 해석체제를 분석하 으며, 국내의 전노심 열유체 해석 체제개발을 위한 주요

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노심의 온도분포 

계산모듈, 정상상태 노심 열유체 설계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한 노심 열

유체의 상세한 계산과 더불어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전노심 열

유체 해석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먼저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특성 분석의 전반적인 작업 흐름에 대

하여 살펴본 후, 2장에서는 노심 열유체 설계 방법론에 대하여, 집합체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해석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고, 4장에서는 

프랑스의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및 이들을 연계하여 계산하는 

연계코드에 대하여 분석하하 다. 5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국내의 연계

코드 개발 방향을 기술하 으며, 6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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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

2.1  개념설계 방법론 검토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는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는 일반적으

로 삼각형 격자 형태로 장전되어 있는 핵연료봉 다발을 육각형 형태의 덕트로 

감싸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덕트와 덕트 간에 열교환은 발생하

지만 유량은 교환되지 않는 폐쇄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집합체에 흐르는 냉각재 유량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에 따른 온도분포를 적절

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핵연료 집합체에서 생성되는 열량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열유체 설계의 기본 목표가 된다. 각 집합체에 필요한 유량은, 정상상태

는 물론 과도상태에서도 핵연료, 피복관 및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 냉각재 비등

방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개

념 설계 및 분석 작업은 노심구성과 그에 따른 핵설계 데이터를 연계자료로 하

여 유량분배, 온도분포계산, 정상상태 열유체 해석, 과도상태 열유체 해석, 안전

해석 연계자료 제공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1]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열유체 설계 및 특성 분석은 먼저 노심 열유체 설계목표

에 따라 노심내 전체유량을 계산한 후, 각 집합체별 열출력과 그 집합체에서의 

핵연료봉 최고 선출력 도에 따라 집합체별 필요 유량을 계산한 후 이들을 몇 

개의 유량그룹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배된 유량을 바탕으로 각 집합체

의 최고온도 연료봉에 대한 냉각재 온도, 피복관 중심온도, 핵연료 중심온도 등

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때, 각 집합체에서의 핵연료 피복관 최고 중

심온도가 같은 값을 같도록 유량을 재조절하며, 이 유량에 의한 노심내 압력손실

값을 비롯한 모든 계산값들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집

합체별 필요 유량을 결정하여 유량분배 장치인 오리피스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

한 일련의 해석 절차는 노심 핵설계 및 안전성 분석과 연계되어 반복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핵 및 열유체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2]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특성분석의 전반적인 작업 흐름도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핵설계에 의하여 출력분포를 구하

면, 열유체적 설계목표에 따라 노심내 전체유량을 결정하고, 출력분포에 따라 설

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각 집합체별 유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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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개념설계 및 특성분석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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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각 집합체의 유사 유량에 따라 동일 유량군을 설정하고 집합체의 압

력강하, 온도분포 등을 계산하여 각 유량군별 집합체에서 압력강하가 같아지도록 

오리피스 장치를 설계한다.

이 때 정상상태시의 냉각재, 피복관 및 핵연료의 최고온도가 설계조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집합체별 최소유량을 결정하여 오리피스 장치 설

계시 반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모두의 해석은 핵설계와 연계되어 반복수행하

게 되며, 핵열유체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3]

원자로심에서의 유량의 흐름과 열전달은 매우 복잡한 현상을 수반한다. 상호연

계된 부수로간의 열 및 질량의 전달에 관한 현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원자로심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큰 폭의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실험적으

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 코드에 의한 계산모델을 이용한 

해석법과 이의 개량에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노심 열유체 설계에서는 핵연료 온도가 설계제한치를 만족시키

는 지 확인여부와, 노심구조물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생산하기위해서 노심의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노심에는 수많은 

핵연료봉이 조 하게 배치되어 있어 부수로(subchannel)간에 질량, 운동량, 에너

지전달이 일어나므로, Novendstern모델[4]과 CRT모델[5], 또는 CT 모델[6] 등의 

단순 해석모델로는 국부지역의 온도와 유속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7]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 코드는 경수로형 원자로를 해석하기 위한 것들이 대

부분이며, 액체금속로용으로 개발된 몇몇의 코드들은 그나마 입수하기가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유로의 하류(downstream) 부분에서 최소의 교란이 발생하는 상

태에 국한된 초기조건 문제로는 부분적인 유로폐쇄 문제와 같은 액체금속로의 

경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경계조건 문제로서 액체금속로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산코드로는 ENERGY 모델을 이용한 코드[8]와 

부수로 해석 방법을 이용한 COBRA 코드[9, 10]가 대표적이다. MATRA-LMR[11]

은 단상류에서의 다유로(multichannel) 열유체 해석코드로서 액체금속로의 단상 

다집합체 열유체 해석을 위해 COBRA-IV-I를 개선한 것으로 단일집합체[12, 13] 

뿐만 아니라 여러 집합체를 동시에[14, 15]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한편,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에 

의한 열전달이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덕트와 덕

트 사이를 흐르는 집합체간 열전달 중 열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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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류에 의한 열전달

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16]를 연계한 

전산체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일하게 

이러한 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17, 18, 19]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

된 계산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의 계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계산 모듈과 계산 코드들은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검증한 후 추후 계속될 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기초로 쓰이게 될 것

이다.

2.2  유량분배

액체금속로의 집합체는 덕트와 덕트간에 서로 유량의 교환이 없는 폐쇄회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집합체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효과적으로 추

출하기 위해서는 집합체 입구에서 냉각재 유량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각 집합체에 분배될 유량은 노심 입구 플레넘 부분에서의 노즐과 오리피스 장치

의 조합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일단 설계․제작되어 장전되면 운

전기간 중에는 유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계적으로 한계

가 있어 미세한 유량을 정 하게 조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 집합체 분배되는 

유량은 핵연료가 노내 장전기간 중에 생성하는 발열량의 최대값을 고려한 유량

이 되어야 한다.[2]

유량분배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집합체의 필요 유량을 크기에 따

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유량을 각 집합체에 분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배된 유량에 따라서 노심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게 된다. 한편, 

집합체간의 갭과 제어봉, 반경방향 차폐체 등의 저발열부에서는, 현재의 개념설

계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집합체별로 필요한 유량을 분배하고 이들을 몇 개의 유량그룹으로 나누기 위

해서는, 핵계산 결과로부터 구한 집합체의 출력 및 집합체별 최대 선출력 도에 

따라 각 집합체에 필요한 유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약 10% 정도 범

위 내외의 유량을 갖는 집합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

나, 집합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비록 유량이 같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룹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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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 제어봉과 USS(Ultimate Shutdown System) 에서는 발생하는 출력이 

없지만 thermal striping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 유량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반사체, 차폐체, 노내저장 집합체 등의 경우에는 출력이 매우 작아 필요한 유

량도 그만큼 작고 전 주기 동안의 출력변화도 매우 작으므로 유량분배에 커다란 

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일반적으로 개념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이들 집합체에 

대한 유량분배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들 집합체에 대하여는 추후에 상세한 

계산작업을 수행할 때 감마가열을 고려하여 유량분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현

재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집합체간의 갭과 제어봉, 반경방향 차폐체 등의 저발

열부에서는, 실제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총유량의 4~6% 정도

를 할당하고 나머지 유량을 발열부에 공급하여 계산하게 된다.

2.3  집합체별 온도계산

위와 같이 하여 노심내 집합체별로 분배된 유량에 따라 집합체별 피복관 중심 

최고 온도를 계산하여, 그 온도가 설계 제한값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반복 계산

을 통하여 그룹별로 필요 유량이 결정된다.[3]

핵연료 피복관이 손상될 확률이 모든 집합체에서 일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온도계산시에는 일반적으로 각 집합체에서 최고 선출력을 갖는 

연료봉의 피복관 중심온도를 같게 하는 제한조건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계산된 유량에 따라서 집합체별 냉각재 온도분포, 핵연료 피복관 중심 

온도 및 최고 thermal striping 온도 (임의의 집합체에서의 냉각재 출구 온도가 

주변 6개 집합체의 냉각재 출구 온도와 갖는 차이값 중에서 최고인 값) 등을 구

하여 제한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각 부분에서의 온도를 계산할 때에는 각 단계마다 실제로 계산된 정규

(nominal)값에 설계 및 계산에 의한 불확정성 인자들인 HCF(hot channel factor)

를 고려하여 2σ값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불확정성 인자들을 고려하여 계산된 온

도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상세 부수로 해석 계산 결과 보다 매우 보수적인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념설계 단계의 계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제한값으로는 핵연료 피

복관 중심온도를 HT9의 경우에는 630 ℃, HT9M의 경우에는 650 ℃, 집합체 출

구온도를 593 ℃, thermal striping 온도를 205 ℃, 핵연료 표면온도를 704 ℃, 그

리고 연료봉 중심온도를 927 ℃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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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합체간 열전달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에 의한 

열전달이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주변 집합체의 온도

가 덕트 및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을 통하여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

히, 핵연료 집합체와 블랭킷 집합체처럼 높은 출력의 집합체와 낮은 출력의 집합

체 사이에 위치한 집합체의 경우는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주변 집합체와 덕트 사이의 유량에 의한 열전달을 모사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 삽입하

다. 즉, 액체금속로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부수로 온도분포를 계산할 때, 그 주

변 집합체와의 열전달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실제와 같은 상태를 모사함으

로서 부수로 온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집합체 해석용으로 개발된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 내에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MATRA-LMR 코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은 열전도도가 큰 소듐 냉각재에 의

한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 특히 주변 집합체가 열출력 차이가 큰 블랭킷 집합체

와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중심 집합체의 내부 부수로 온도분포에 향을 크

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비균질 노심의 경우까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다.[14, 15]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을 고려한 부수로 온도분포 해석 방법은 질량,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온도 및 유량분포를 계산

하는 것으로, 단일 집합체의 계산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먼저, 두 집합체 사이의 열전달 모델은 대류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

직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만을 고려하 으며, 단일 node로 구성된 벽 역을 설

정하여 모사하 다. 따라서,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집합체간 열전달 중 열

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서 계

산이 가능하지만,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

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산체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일하게 이러한 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된 계산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의 계산체제

를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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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노심 해석의 필요성 및 방법론

3.1  부수로 해석과 다공성 매질 해석 비교

액체금속로의 노심 집합체 열유체 해석을 위해서는 현재 부수로 해석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을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 방법은 냉각재의 축방향 유속이 반경방향 유속

에 대해 지배적이라는 가정에서 그 모델을 수립한다. 또한,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은 집합체간에 흐르는 저유량의 소듐 냉각

재를 오직 열전도 현상만 고려하여 모델링 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부

수로 해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집합체의 온도분포 및 전노심 열유체 해석에 

많은 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제 노심내 집합체간 냉각재에서 

발생하는 유량재분배나 역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수로 해석 방법에서 적용한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열유동 현상 해석체제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하여, 집합체 내부 상세 열유체 해석은 부수로 해석 방법을 이용

하고, 집합체간 유량재분배나 역류 현상등을 해석하는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계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코드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검증 및 개

선작업이 진행중인 MATRA-LMR을 이용하고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는 

COMMIX-1AR/P[16]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연계코드 개발을 통하여 전노심 열

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은 현재 단일 집합체 계산 및 주변 집합체와

의 열전달을 고려한 7개 집합체 계산까지 가능한 상태로 개발되어 있다. 

COMMIX-1AR/P는 유체계통기술개발 과제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로서, 다공성매질 해석 연계를 위해 매우 적절한 코드로 평가되었

다. 이와 같이 MATRA-LMR 코드와 COMMIX-1AR/P 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은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를 연계하여 전노심을 

해석하고 있는 프랑스의 해석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COMMIX-1AR/P 코드의 사용법을 익히고 MATRA-LMR과의 비

교계산을 위해, KfK에서 행한 7개 핵연료봉을 모사한 실험에 대해서 계산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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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2, 그림 3과 그림 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2는 

COMMIX-1AR/P 계산결과 중 부수로별 온도분포를 축방향에 대하여 나타낸 것

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출구에서의 온도분포를 COMMIX-1AR/P 계산과 

MATRA-LMR 계산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COMMIX-1AR/P 계산 축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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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MIX-1AR/P 계산 집합체 출구 온도분포

그림 4. MATRA-LMR 계산 집합체 출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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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계산을 위해 사용된 KfK 실험의 경우, 집합체의 수가 작고 와이어가 아닌 

그리드를 스페이서로 사용하고 있어서, 내부와 외부 부수로에 대한 온도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출구에 이르면 중심에서의 온도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9개 핵연료봉을 모사한 계산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코드 사용법을 숙지하고 코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계산을 위해서 검

토한 결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인 COMMIX-1AR/P 코드로는 코드 자체의 특성

상 실제 원자로에 장전되는 217개나 271개 핵연료봉의 핵연료집합체 내부에서의 

복잡한 형태를 갖는 구조의 열유체 해석을 수행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

론에 이르 다. 따라서, 이후의 집합체 내부 비교계산은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을 이용하 다.

3.2  부수로 해석법과 다공성 매질 해석법

부수로 해석법

부수로 해석은 현재 노심 열유체 해석, 특히 핵연료집합체 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설계계산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안전해

석용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부수로 해석법은 냉각재의 축방향 유속이 반경방향 유속에 대해 지배적이라는 

가정에서 그 모델을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반경방향 운동

량 방정식에 가정을 도입하여 계산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9] 반면에 

이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반경방향 유속이 축방향 유속에 비해 크게 작지 않

은 집합체간 열유동의 경우에는 부수로 해석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20, 21]

그림 5와 그림 6은 부수로 해석에 사용된 control volume에 대한 정의와 축방

향 및 반경방향 운동량 방정식에 적용된 control volume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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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수로 control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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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축/반경 방향 운동량을 위한 control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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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매질 해석법

부수로 해석코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합

체간에 흐르는 저유량의 소듐 냉각재를 오직 열전도 현상만 고려하여 모델링 한 

것이다.[16, 20] 그러나, 실제로는 노심내 집합체간 냉각재에서 발생하는 유량재

분배나 역류 현상이 집합체의 온도분포 및 전노심 열유체 해석에 많은 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법에서 적용한 집합

체간 열전달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상세한 열유동 현상을 해석할 수 있

는 계산체제가 요구된다. 즉, 집합체 내부의 해석은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하고 

집합체간 열전달 해석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 계산하도록, 이를 연계할 수 있

는 계산모듈을 개발하여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모델과 다공성매질 해석모델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을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2. 부수로 해석과 다공성매질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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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적용된 다공성 해석법의 porosity에 대한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다.

Porosity (γ) = 
Fluid Volume (Af)

Total Volum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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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조물과 유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fulid cell들에 대해 x, y, z의 3차원으로 

각 방향에 대한 투과율(Porosity)을 구하고, 축 및 횡방향에 대한 유체 저항계수

를 산정한 후, 압력장(Pressure Gradient)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량, 에너

지, 운동량 방정식을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온도, 도, 유속을 계산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축방향 유속을 지배적이라고 가정한 부수로 해석과는 달리 다차원 유

동해석을 하기 때문에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에 대해 보다 실제현상에 근접한 모

델이 가능한 것이다.

3.3  부수로 해석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액체금속로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부수로 온도분포를 계산할 때, 그 주변 집

합체와의 열전달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실제와 같은 상태를 모사함으로서 

부수로 온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집합체 해석용으로 개발된 부수

로 해석코드인 MATRA-LMR 내에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을 추가하 다.[14, 15]

MATRA-LMR 코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은 열전도도가 큰 소듐 냉각재에 

의한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 특히 주변 집합체가 열출력 차이가 큰 블랭킷 집합

체와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중심 집합체의 내부 부수로 온도분포에 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비균질 노심의 경우까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이다.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을 고려한 부수로 온도분포 해석 방법은 질량, 에너

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온도 및 유량분포를 계산하는 

것으로, 단일 집합체의 계산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먼저, 두 집합체 사이의 열전달 모델은 대류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

직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만을 고려하 으며, 단일 node로 구성된 벽 역을 설

정하여 모사하 다. 현재 MATRA-LMR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집

합체간 열전달 모델 개념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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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ATRA-LMR 코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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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벽 node는 그림에서와 같이 두 집합체의 덕트벽과 그 사이 간격 (덕트

벽 i + 집합체 사이 간격 + 덕트 j)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벽 node를 

이용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wjwjiwi

n
ww

wpww tqTTUTTU
t
TT

tC ′′′′+−−−−=
∆
−

)()(
)(

)(ρ

    [총열량]=[부수로 i로부터 전달된 열량]+[부수로 j로부터 전달된 

열량]+[덕트벽내 열발생량]

그림에서와 같이 두 집합체간 열전달을 모사하기 위해서 집합체내 가장자리 

핵연료봉과 가장자리 부수로 및 덕트에 대하여 모델링하 으며, 덕트벽 그리고 

덕트와 덕트 사이 (집합체와 집합체 사이)에는 정지된 소듐이 차 있는 것으로 가

정하 다. 처음에는 계산범위를 주변집합체 향까지 고려하도록 확장하면서 관

심대상의 표준 집합체만 단일 집합체와 같은 수준의 계산을 수행하고 주변 집합

체에 대해서는 lumped model로 취급하여 보다 정확한 온도분포를 예측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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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합체간 열전달 해석모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 다.

  - 해석 대상 집합체는 표준 집합체 1개와 6개의 주변 집합체들로 구성된다.

  - 집합체 덕트 사이의 저유동 소듐은 열전도 현상으로 취급한다.

  - 전 집합체에 동일한 축방향 node 수를 사용하고, 덕트 두께는 균일하다.

  - 반경방향 온도분포 및 wire-wrap 사용은 표준 집합체에서만 고려한다.

  - 단상유동 (single phase) 모델에만 적용 가능하다.

집합체내 가장자리 부수로와 덕트벽 사이에서의 대류 열전달은 난류유량 열전

달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며, 이웃한 집합체와의 사이에 있는 소듐에 의한 열전달

은 열전도를 고려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집합체간 소듐 유동은 그 양이 집합체

내 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벽 node에서의 축방향 대류 및 반

경방향 유량혼합에 의한 항을 열전도 모델로 단순화하여 모델링 하 다. 즉, 집

합체간 소듐 유동에 대해서도 덕트벽과 같이 열전도에 의한 저항값으로 보고 벽 

node에서의 열전달은 이 세 저항값의 합으로 구성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벽 

node의 유효 열저항값도 2개의 덕트벽과 그 사이 소듐값에 대한 합으로 나타내

었다.

3.4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의 필요성

현재까지 노심 열유체 해석에는 주로 부수로 해석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액체금속로의 비균질 노심과 같이 집합체간 열출력 차이가 큰 집합체의 온도분

포는 단일 집합체로 해석한 결과와 매우 상이하다. 특히, 모델의 특성으로 인하

여 집합체간 소듐 유동의 역류나 유량재분배 현상은 해석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

한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이나 전 노심 열유체 해석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집합체간 유량의 흐름과 그에 의한 열전달 및 유량의 재분배와 유량 역류현상

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집합체 내부 부수로 해석에 

장점이 있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집합체간 유량 해석에 장점이 있는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하여 전노심 해석체제를 갖추는 것이다.[17]

그림 8은 집합체 덕트 사이의 실제 소듐 유동과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의 필요

성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9는 집합체 덕트 사이의 실제 소듐 유동 

흐름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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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 필요성 예시

그림 9. 집합체간 유동 흐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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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집합체간 유동의 속도 분포

그림 11.  집합체간 유동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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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향에 의한 집합체간 유동의 속도분포 예시를 그림 10에, 온도분포 예

시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은 모두 프랑스에서 집합체간 유체 

해석체제를 이용하여 계산한 SPX2 노심에 대한 계산결과이다.[17]

따라서, 집합체 내부의 온도분포는 부수로 해석법을 적용하고, 집합체간 열유

동 현상은 다공성매질 해석법을 적용하는 두 방법론의 연계를 통해 소듐 역류와 

유량 재분배 현상을 고려한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전산 코드 개발의 목표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부수

로 해석법과 다공성매질 해석법의 특성을 표 3에 요약하 다.

표 3. 부수로 해석과 다공성매질 해석 특성

해석모델 해석 특성

부수로

해석법

․축방향 유량이 지배적 요소

  (반경방향 운동량 근사적 처리)

․동일한 출구 압력 가정

․forward marching

․복잡한 기하형태 계산에 유리

․역류모델 해석 불가

․유량재분배 현상 모사 불가

다공성매질 

해석법

․다차원 열유동 해석코드

․직교, 원통 및 육각형 좌표계

․역류모델 해석 가능

․유량재분배 현상 가능

․집합체내부 상세해석에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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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랑스의 연계코드

4.1  프랑스의 노심 열유체 해석 절차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사용

하고 있는 코드를 표 4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ALGEHTCO를 이용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의 입력자료를 생성한 뒤, 종합 processing 처리 모듈인 ELOGE를 이용

하여 자동 연계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즉, ELOGE에서 ALGEHTCO를 

돌려 부수로 해석코드의 입력자료를 생성하고 부수로 해석코드인 CADET를 돌

리는 집합체 온도계산 절차와, ELOGE에서 연계코드인 TRANSCOEUR를 돌려서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인 TRIOVF를 자동으로 연계하

여 계산하게 되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18, 19]

그림 12에는 집합체 온도계산을 통하여 피복재의 온도를 계산하는 절차를 나

타내었고, 그림 13에는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을 통하여 덕트의 온도를 계산하는 

절차를 나타내었다.

표 4. 프랑스의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

코드 기능

ELOGE

ALGEHTCO

ALOS

CADET

TRIOVF

TRANSCOEUR

SUPTHYL

PONCHAUD

HISPHE

PAC

종합 processing 처리 모듈

부수로 해석코드의 pre-processer

컴파일러

부수로 해석코드

다공성 매질 해석 코드

연계코드 (CADET + TRIOVF)

유량분배 계산코드

불확실도를 고려한 피복재의 최고온도 계산 코드

피복재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 히스토그램 계산 코드

피복재가 온도 제한치를 넘을 수 있는 확률 계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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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집합체 부수로 해석과 피복재 온도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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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과 덕트 온도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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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프랑스의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

이와 같은 프랑스의 해석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부프로그램의 목록을 아래의 

표 5에서 표 11까지 나타내었다.

표 5에는 컴파일러인 ALOS의 부프로그램을 나타내었으며, 표 6에는 부수로 해

석코드를 위한 pre-processing 모듈 ALGEHTCO의 부 프로그램을, 표 7에는 부

수로 해석코드인 CADET의 부프로그램을, 표 8에는 유량분배 계산코드인 

SUPTHYL의 부프로그램을, 표 9에는 불확실도를 고려한 피복재의 최고온도 계산 

코드인 PONCHAUD의 부프로그램을, 표 10에는 피복재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 

히스토그램 계산 코드인 HISPHE의 부프로그램을, 표 11에는 피복재가 온도 제

한치를 넘을 수 있는 확률 계산 코드인 PAC의 부프로그램을 각각 나타내었다.

각각의 코드는 앞의 절에서 나타낸 그림에서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계산하게 

된다.

표 5. ALOS, 부프로그램 목록

ALOS-GEMAT-Fortran

oocas1.f oocase.f oooabe.f oooac1.f oooact.f oooadg.f

oooadj.f ooobuw.f ooodes.f ooodex.f ooodmp.f ooodms.f

ooodop.f ooodrd.f ooodsc.f oooerr.f oooeta.f oooext.f

ooofix.f oooin1.f oooini.f ooolis.f ooomap.f ooomex.f

ooomin.f ooomop.f ooomrd.f ooomru.f ooomsu.f ooomta.f

ooomtx.f ooomwd.f ooomwf.f ooopos.f oooprm.f ooores.f

ooosav.f oooseg.f ooossg.f ooosug.f ooosup.f ooosus.f

ooosuw.f oooval.f ooove1.f ooover.f ooovpn.f ooowad.f

ooower.f ooowin.f ooowp1.f ooowph.f oooxds.f oooxln.f

oooxmv.f oooxtr.f oooyad.f oooyin.f oooynf.f ooozde.f

ooozgm.f ooozmr.f ooozmv.f ooozrd.f ooozz1.f ooozz2.f

ooozz3.f ooozz5.f ooozz6.f ooozz7.f ooozz8.f ooozza.f

oostas.f ooubln.f ooumaj.f oounit.f

ALOS-GEMAT-C

aloccc.c idate.c itime.c loc.c



- 25 -

ALOS-LU

brcc.f brcc1.f brcol1.f brea1.f brgr.f brgriv.f
brit.f brmaj.f brmaj1.f brmaj2.f brpc.f brpc1.f
brpr.f brri.f brrl.f brrv.f brs.f brsa.f
brsel.f brsr.f brvlu.f gggcax.f gggcrb.f ggsaaa.f
ggscls.f ggsctc.f ggsdra.f ggsrfa.f ggsset.f ggstrn.f
lcegac.f lcegad.f lcegai.f llablo.f llacat.f llaced.f
llacel.f llachx.f llacir.f llacno.f llacou.f llacrt.f
lladgn.f llaeop.f llaext.f llafle.f llafop.f llagno.f
llaiob.f llaioe.f llaiog.f llaios.f llalib.f llanew.f
llanom.f llarch.f llarie.f llauu2.f llawet.f llawex.f
llawin.f llawli.f llawno.f llaxar.f llaxed.f llaxel.f
llaxpr.f llaxsg.f llazcl.f llazon.f llazoo.f llazwr.f
llbcon.f llbfgr.f llbgen.f llbins.f llbrcu.f llbrsu.f
llbut1.f llbvlu.f llbwah.f llbwbh.f llbwda.f llbwdl.f
llbwed.f llbwge.f llbwin.f llbwkh.f llbwl1.f llbwlh.f
llbwmh.f llbwqa.f llbwql.f llbwst.f llbwun.f llbxed.f
llbxsl.f llbxun.f llbyis.f llbyjo.f llbyun.f llbza1.f
llbzaa.f llbzar.f llbzas.f llbzat.f llbzed.f llbzeg.f
llbzlu.f llbzq1.f llbzqu.f llbzr3.f llbzs1.f llbzsl.f
llbzu2.f llbzza.f llewde.f llewge.f llewin.f llewmo.f
llewqu.f lllce0.f lllcea.f lllcel.f lllcex.f lllcey.f
llldat.f llldec.f llldia.f llldih.f llle04.f llled0.f
llledb.f llledd.f llledf.f llledp.f llledq.f llleds.f
llledu.f llledz.f llleed.f lllees.f llleev.f lllisu.f
llllec.f lllopt.f lllpde.f lllpr1.f lllprg.f lllpro.f
lllpsi.f lllpsu.f lllrun.f lllsal.f lllsos.f lllsvd.f
lllsy1.f lllsys.f lllud0.f llludc.f llludd.f llludi.f
llludj.f llludl.f llludn.f llludp.f llludq.f llludr.f
llludv.f llludy.f llludz.f lllug0.f lllug1.f lllugb.f
lllugc.f lllugd.f llluge.f lllugh.f lllugi.f lllugj.f
lllugl.f lllugn.f lllugp.f lllugq.f lllugr.f lllugv.f
lllugy.f lllugz.f lllup1.f lllupc.f lllupd.f lllupi.f
lllupj.f lllupl.f lllupn.f lllupq.f lllupr.f lllupy.f
lllupz.f lllut0.f llluta.f llluu1.f lllver.f lllvz0.f
lllvze.f lllvzs.f lllwin.f lllwop.f lllxaf.f lllxex.f
lllxfn.f lllxo1.f lllxop.f lllxre.f lllxsi.f lllxsj.f
lllxvi.f lllzad.f lllzaf.f lllzal.f lllze1.f lllze2.f
lllze3.f lllze5.f lllze7.f lllzea.f lllzeb.f lllzec.f
lllzed.f lllzee.f lllzeg.f lllzep.f lllzf4.f lllzi1.f
lllzi2.f lllzim.f lllzky.f lllzme.f lllzms.f lllzmv.f
lllzv0.f lllzv1.f lllzv2.f lllzv3.f lllzvx.f lllzzz.f
llmed1.f llmedb.f llmedp.f llmedv.f llode1.f llodes.f
lloelu.f lloseg.f llosix.f lloslu.f llosvl.f llozed.f
llozsg.f llozzz.f llspaw.f lltese.f llteso.f lltesp.f
lltest.f llubln.f lludat.f lluesu.f lluiou.f llunit.f
lluopn.f lluran.f llureh.f llutrh.f llutyp.f lluver.f
luback.f luchar.f luerr.f lugetx.f lukey.f lumain.f
luquoi.f lusdes.f luwhat.f luxcmp.f mmauu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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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S-TRANSLATER

esopv5.f larrho.f larrtv.f lbsym.f lcegai.f lcoexp.f

ldep.f ldiag.f leccrt.f lecins.f leddcl.f lededl.f

ledit1.f ledite.f ledsgb.f lenude.f lenuho.f lenuty.f

lexc.f lexfun.f lexif1.f lexins.f lexmac.f lexmc1.f

lexpa.f lexpam.f lexpar.f lexpb.f lexpd.f lexpe.f

lexph.f lexpi.f lexpk.f lexpnt.f lexpr.f lexten.f

lextyp.f lexvir.f linspr.f linstr.f lintot.f listpv.f

lnexs.f lnext.f lnxtrm.f lpcent.f lpvhhh.f lpvi.f

lrais1.f lsegcx.f lsegeg.f lsegm.f lsegm1.f lsegm2.f

lsegp.f lsegpn.f lsegtx.f lsegxx.f lsgdi1.f lsgdi2.f

lsgdim.f lsged0.f lsgeda.f lsgedl.f lsgpar.f lsgtyp.f

lsmac.f lsuiv.f ltsym.f luins.f luterm.f lvar.f

lxaffe.f lxassi.f lxcal1.f lxcall.f lxcase.f lxcomm.f

lxdata.f lxdim1.f lxdime.f lxdod1.f lxdodo.f lxequi.f

lximpl.f lxiou1.f lxiout.f lxpara.f lxrais.f lxsubr.f

lxtyp1.f lxtyp2.f lxtyp3.f lxtype.f mmmuu1.f

표 6. ALGEHTCO, 부프로그램 목록

algehtco.f algesupt.f algeuass.f algexass.f calcoe.f calctg.f

caldeb.f caldil.f calfor.f calgeo.f calmas.f calqja.f

calthe.f gencad.f gength.f genhis.f genpac.f genpon.f

gensup.f lecbdr.f leccap.f leccar.f lecdca.f lecdcm.f

lecdon.f lecpdc.f lecpdc_tgest.fort lecpui.f lectyp.f

predacart.i predatcad.i predatcar.i predatfor.i predatgeo.i

redather.i predathis.i predathyd.i predatpac.i predatpon.i

predatpui.i redatsup.i puiangle.f puiboite.f puicadet.f puifa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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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ADET, 부프로그램 목록

gtx.f lllut1.f lucar.f mmmuu1.f repaig.f tcbext.f

tcbint.f tcbipl.f tcbmai.f tcout.f teaig.f tebja.f

tecb.f tegeom.f tehis.f tehydr.f tepuis.f teres.f

tetb.f tetg.f tether.f tgccap.f tgccle.f tgcmai.f

tgcmpa.f tgcmpc.f tgcmpe.f tgcmpk.f tgcmpl.f tgeaig.f

tgecan.f tgedef.f tgedfl.f tgeext.f tgefai.f tgefil.f

tgeg1.f tgeg2.f tgeint.f tgekch.f tgelon.f tgemai.f

tgempa.f tgempc.f tgempe.f tgempf.f tgempi.f tgempk.f

tgempl.f tgempv.f tgempw.f tgenom.f tgesom.f tgevoi.f

tgevri.f thymai.f tnckl.f tnh.f tnil.f tnpro.f

tnrho.f tprof.f tprofi.f tprofv.f tpromp.f tpuaig.f

tpucan.f tpucpl.f tpuenp.f tpuenv.f tpuext.f tpui13.f

tpui7.f tpuint.f tpumai.f tpumpa.f tpumpc.f tpumpe.f

tpumpi.f tpumpv.f tpuval.f tresbc.f tresbj.f tresdb.f

tresei.f treset.f tresle.f tresm1.f tresm2.f tresm3.f

tresm4.f tresma.f tresmi.f trespa.f trespd.f trespf.f

trespu.f tresq.f tresq1.f tresqc.f tresqd.f tresqm.f

tresqt.f tresqv.f tress.f trest.f trestc.f ttbmai.f

ttemai.f ttgmai.f txcut.f txnab.f txord.f txscal.f

txsns.f txtns.f

표 8. SUPTHYL, 부프로그램 목록

A_Supthyl_Read_me CARTE.INC DIM.INC DIM1.INC

EXPLOI.INC

GEOM.INC OPTION.INC OUT.INC PARAM.INC PSECT.INC

THERMO.INC

bloca.f decroi.f dehors.f enthal.f froid.f gene.f

ht.f leccar.f lire.f listidebit nomega.f optimi.f

partag.f red123.f red5.f regene.f rfjgen.f russo.f

sorti1.f sorti2.f sorti3.f supthyl.f tenu.f touill.f

tranv1.f tranv2.f ve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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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ONCHAUD, 부프로그램 목록

A_Ponchaud_Read_me common_geom.i common_raka.i

common_sihi.i ponchaud.f poncor.f ponent.f ponfat.f

ponfpg.f pongeo.f ponimp.f poninx.f ponmff.f ponop1.f

ponopa.f ponopf.f ponoph.f ponopp.f ponrak.f ponre1.f

ponrea.f ponreg.f ponrem.f ponrep.f ponsig.f ponspa.f

ponwat.f ponweg.f ponwfl.f ponwfp.f ponwmg.f ponwpa.f

ponwr1.f ponwra.f upage.f

표 10. HISPHE, 부프로그램 목록

A_Hisphe3_Read_me hisphe3.f hisphe3_2000_CR2A.f77

hisphe3_f90

표 11. PAC, 부프로그램 목록

A_Pac_3_Read_me afierf.f agg.f aleat.f calp.f

common_pac00.i common_pac10.i common_pac20.i

common_pac30.i idpac.f incs.f inczs.f lectur.f

npac.f pac3.f resul1.f resul2.f trouv.f verif.f

zeros.f zeroz.f zeroz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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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랑스의 연계코드 자동화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계코드는 TRANSCOEUR이다. 이 코드는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 (또는 NATRIO)의 계산을 연

계시켜주는 역할과, 이를 위하여 서로의 출력을 입력으로 변화시켜주는 것과 함

께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산을 수행한다. 즉, 부수로 해석코드의 출력자료를 다공

성매질 해석코드의 입력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부분과, 다공성매질 해석 코드의 

출력자료를 부수로 해석코드의 입력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

로 노심 모델을 선정하여 계산해 주는 부문 등 크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18, 19]

 표 12에 프랑스의 연계코드 소스파일 리스트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입력 

자료를 읽어서 연계 계산에 필요한 기초 계산 등을 수행하는 서브루틴의 소스파

일을 부록 1에 첨부하 고, 이 파일의 입력 자료를 부록 2에 첨부하 다.

 표 12. 프랑스 연계코드의 소스파일 리스트

actual.f           alphak.f           betsod.f           blasiu.f

bouass.f           caddeb.f           cadfin.f           cadint.f

cadtex.f           cadthe.f           calcoe.f           caldeb.f

calgeo.f           calhyd.f           calthe.f           camoti.f

cipat.f            conaci.f           consod.f           cpsod.f

defzo1.f           defzo2.f           ecrico.f           ficcad.f

fpuisj.f           fttrio.f           gencad.f           genpui.f

hlubse.f           hytrio.f           imphyd.f           impthe.f

lctrio.f           leccad1.f          leccad2.f          leccar.f

lecdeb.f           lecdon.f           lecneu.f           lextr.f

mcoeur.f           nocour.f           numpro.f           numtyp.f

parsod.f           pressi.f           puiss.f            puvolu.f

rfjgen.f           rhosod.f           tempth.f           thtrio.f

tubcir.f           tubhex.f           verneu.f           virole.f

xmusod.f

assem.com          carac.com          carte.com          datcac.com

datcad.com         geom.com           gestion.com        homot.com

hydro1.com         hydro2.com         proimp.com         puivol.com

repart.com         term.com           thevir.com         trio.com

A_Renseignements   SOUR_TR2.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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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 processing 처리 모듈인 ELOGE

를 구동시키게 된다. 먼저, Workstation에서 ELOGE를 구동시키면 그림 14와 같

은 화면이, PC에서 ELOGE를 구동시키면 그림 15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4. ELOGE의 Workstation 시작 화면

그림 15. ELOGE의 PC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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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ELOGE를 구동하여 그림 16에서 보이는 것처럼 GUI의 도움을 받아

서 필요한 입력 자료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되며, 필요시 그림 17과 같이 

편리하게 입력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6. ELOGE에 의한 자료 입력

그림 17. ELOGE를 이용한 자료 입력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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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LOGE를 이용하면 집합체 온도 계산과 노심 유량분배 계산을 그림 18

에서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활성화된 계산 모듈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계산 후 출력 자료를 다음 단계의 계산의 입력 자

료로 변환시켜주게 된다. 그림 19에는 마찬가지로 집합체간 열유동 계산을 위한 

ELOGE의 활성화 버튼을 나타내었다.

그림 18. 부수로 해석 계산 콘트롤

집합체 온도 계산 유량분배 계산

그림 19.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 계산 콘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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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계산된 결과를 ELOGE 내에서 그림 20과 같이 post-processing 하

여 원하는 온도, 속도 분포 등의 그림을 bmp파일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이 그

림을 곧바로 보고서 등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림 21에는 핵연료 피복재 및 

부수로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가지고 이와 같이 post-processing 하여 얻은 그림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 Post-Processing

그림 21. 핵연료 피복재 및 부수로 온도분포 

Post-Process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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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의 연계코드 개발

국내개발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 해석체제는 전체적인 액체금속로 열유체 해

석체제는 단일 집합체 상세해석 및 7개 집합체를 이용한 집합체간 열전달 계산

은 MATRA-LMR 코드로 계산하고, 전노심 해석은 MATRA-LMR과 

COMMIX-1AR/P 코드를 연계한 MATCOM 코드를 개발하여 구성할 것이다. 이

러한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 개발 방향과 구성을 그림 2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2.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 개발방향

또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의 검증계산 및 개선 작업과 함께,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

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COMMIX-1AR/P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 코드 

MATCOM 개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연계코드 MATCOM은 전체 계산을 제어

하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 및 부수로 해석코드의 

입출력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의 입출력을 변환하여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 코드 및 계산 체제를 그림 23에 대략적으로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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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노심 해석을 위한 연계 코드 및 계산체제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LMR

- 반경방향 운동량 근사적 처리
- 핵연료 집합체내 부수로 상세 해석
- 집합체간 유량재분배 해석 불가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 COMMIX

- 일반 열유체 해석 코드
- 복잡한 구조의 집합체 해석에 부적합
- 계산시간 및 기억용량 증가

연계 코드 MATCOM

- 전체 계산 과정 제어
-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산 수행
- 입출력 자료 변환

- 설계 자료
- 핵계산 결과 자료

- 집합체 부수로 유량·온도
- 집합체 덕트 온도
- 집합체간 유량·온도

기본 입력자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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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LMR 계산

집합체간 소듐 유동 
(COMMIX 계산 수행)

Assembly 2 Assembly 3

Assembly 7 Assembly 1 Assembly 4

Assembly 5Assembly 6

mPT &,,
집합체

mPT &,,
집합체간

집합체/노심
설계자료,
핵계산 자료

mPT &,,
집합체/노심

이와 같이 MATRA-LMR 코드와 COMMIX-1AR/P 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은 부

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를 연계하여 전노심을 해

석하고 있는 프랑스의 해석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축

하려는 MATRA-LMR과 COMMIX-1AR/P를 연계하는 MATCOM 코드가 그림에

서 보는 것과 같이 CADET와 TRIOVF를 연계하는 TRANSCOEUR 코드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다. 표 13에 프랑스와 국내의 노심 열유체 계산체제를 비교하

으며, 그림 24에는 국내개발 연계코드 MATCOM의 계산 절차를 나타내었다.

표 13. 프랑스와 국내의 노심 열유체 계산체제 비교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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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내개발 연계코드 MATCOM의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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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액체금속로의 핵연료집합체는 6각형 덕트내에 3각형 격자구조로 핵연료봉을 

집 배열하고, 각 덕트는 막힌 유로를 갖고 있어 덕트에서 덕트로의 유량이 없

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체 덕트에 공급되는 유량을 집합체의 출력에 따라 노심의 

입구에서 미리 분배해 주어, 유량의 경제성을 높이고 노심 출구에서의 온도를 평

탄화시킬 수가 있다. 이 유량분배는 각각의 핵연료 피복관의 누적 손상률이 동일

하게 되어 핵연료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심 입구에 노심 유량 분배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된다.

원자로심에서의 유량의 흐름과 열전달은 매우 복잡한 현상을 수반한다.  상호

연계된 부수로간의 열 및 질량의 전달에 관한 현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으며, 원자로심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큰 폭의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실험적

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 코드에 의한 계산모델을 이용

한 해석법과 이의 개량에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 코드는 경수로형 원자로를 해석하기 위한 것들이 대

부분이며, 액체금속로용으로 개발된 몇몇의 코드들은 그나마 입수하기가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유로의 하류(downstream) 부분에서 최소의 교란이 발생하는 상

태에 국한된 초기조건 문제로는 부분적인 유로폐쇄 문제와 같은 액체금속로의 

경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경계조건 문제로서 액체금속로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적인 부수로해석용 전산코드인 COBRA코드를 개량 검증하여 액체

금속로의 다집합체 열유체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MATRA-LMR

코드를 개발중이다. 현재는 단일 집합체 해석만이 가능했던 코드를 여러 집합체

를 동시에 모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 다. 이는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검증한 후 

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코드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액체금속로의 집합체는 서로간의 유량 교환이 없이 입구로 들어간 유량

이 온도만 상승하여 그대로 출구로 나오게 되는 막힌 형태의 덕트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체 덕트를 흐르는 유량을 노심의 입구에서 

집합체의 출력에 따라 미리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 유량분배는 노심내 모든 집

합체의 핵연료 피복관 누적 손상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고, 또한 핵연료봉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리피스라는 노심 유량 

분배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 38 -

한편,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에 

의한 열전달이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덕트와 덕

트 사이를 흐르는 집합체간 열전달 중 열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

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류에 의한 열전달

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

산체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일하게 이

러한 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된 계산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의 계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

심 열유체 개념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도를 살펴본 후, 이의 해석체제

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노심의 유량 역구분과 집합체 내부 상세 해석을 

기초로 하여, 집합체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프랑스

의 해석체제를 분석하 으며, 국내의 전노심 열유체 해석 체제개발을 위한 주요

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노심의 온도분포 

계산모듈, 정상상태 노심 열유체 설계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한 노심 열

유체의 상세한 계산과 더불어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전노심 열

유체 해석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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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프랑스 연계코드의 입력 부프로그램

******************************************************************
*                                                                *
* LOGICIEL TRANSCOEUR2 : INITIALISATION INTER-ASSEMBLAGES (IWF2) *
*                                                                *
******************************************************************
*
*--------------------------------*
*---  OPTION DE CALCUL DE TR2 ---*
*--------------------------------*
*
* Mot clef obligatoire         : OPTION
* Creation archive par CADET   : 0
* Generation JCL CRAY          : 0
* Resultats TRIO_VF en binaire (1)
*                 ou sur fort.2 ASCII (0) : 0
OPTION

C********************************************************************** 
C       SUB ROUTINE TO READ THE DATA FILE OF CORE AND S/A               
C********************************************************************** 
C                                                                       
      subroutine LECDON
C&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M
C&M Modifications Version 2.0 : J. COTTEL - B. VALENTIN DEC/SECA/LTC

C&M 17/10/1995| Ajout des variables NBASS,NP1,NP2,HMAIL2D,HMEXPI,HMCAI,
C&M           |                  HMFISS,HMCAS,HMEXPS dans COMMON ASSEM
C&M 17/10/1995| Ajout des variables NAFER,NAFIS dans le COMMON DATCAD
C&M 17/10/1995| la variable T du COMMON DATCAD est renomme TRNA
C&M 17/10/1995| Ajout des variables HYDIA,HYHAUT dans le COMMON HYDRO1
C&M 17/10/1995| Ajout en lecture des variables :
C&M           | ICRAY,IBINAIRE,IARCHIV
C&M           | NAFER,NAFIS
C&M           | HYDIA,HYHAUT
C&M           | HMAIL2D
C&M           | HMEXPI,HMCAI,HMFISS,HMCAS,HMEXPS
C&M           | REXP,ARE
C&M           | NBASS,NP1,NP2
C&M           | GRAV
C&M           | TMOY,TRNA
C&M           | EPSI2
C&M 27/10/1995| Lecture des puissances lineiques : PLIN1 ?PLIN7 
C&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M
C&M Modifications Version 2.1 : L. NOIROT DEC/SECA/LTEA
C&M
C&M 29/03/96 : - Appel a la subroutine leccar
C&M            - Suppression lecture de lignes de commentaires
C&M            - Pour lecture de TITRE, suppression du format : le  titre 
C&M              peut donc etre d une longueur quelconque, mais doit etre  
C&M              ecrit avec des cotes
C&M            - Les donnees ne servant que pour les options 2 et 3 ne 
C&M              sont lues que si l option 2 ou 3 est demandee : Etant  
C&M              donne qu elles ne sont pas operationnelle, un message
C&M              et l arret du programme a l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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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04/04/96 : - Certaines donnees ( HCONE ..HTET , HMAIL2D ..HMEXPS,
C&M              PL0, PUIASS, PUIS ) n etait pas transformee  en USI
C&M              par lecdon. Desormais, elles le sont.
C&M 11/04/96 : - Si on veut editer les temperatures de TH de tous les 
C&M              assemblages, il faut desormais mettre pour NBASS  un
C&M              nombre sup ou egal a KTOT = NAFER + NAFIS et pas  de 
C&M              N?d assemblage apres.
C&M            - KTOT est desormais calcule juste apres la lecture de 
C&M              NAFER et NAFIS et non plus dans Cipat
C&M   
C&M 26/04/96 :
C&M       -----> Les VALEURS GEOMETRIQUES relatives a l ASSEMBLAGE sont 
C&M              sont desormais a deux indices : 
C&M                - 1er : numero du type d assemblage
C&M                - 2ieme : numero de zone axiale
C&M                  - ou bien a un indice : N?du type d assemblage
C&M                Ces valeurs sont maintenant regroupees dans le common
C&M               ASSEM. Il s agit de : 
C&M                  - Variables a deux indices
C&M                    ------------------------
C&M         NAIG  (nbre d aiguilles), DGUI (diam des aguilles),
C&M         PAIG  (pas du reseau d aiguilles), DFIL ( diam fil espaceur),
C&M         PFIL  ( pas d enroulement du fil espaceur), 
C&M         NFRMI (forme interne du tube), EODI (entreplat ou diam interne)
C&M         NFRME (forme externe du tube), EODE (entreplat ou diam externe)
C&M         EPE   (epaisseur moyenne tube), GAP (jeu interassemblage entre 
C&M                assemblages de ce type), NAC (materiau du tube)
C&M                  - Variables a un indice
C&M                    ---------------------
C&M         RLPAT (longueur patin auto blocant), RFI (diam du cone 
C&M                a mi hauteur),
C&M         RHA   (hauteur du cone)
C&M
C&M            Ces nouvelles variables remplacent les anciennes
C&M            NAIG,DGUI,DFAIG,DFFIL,PFFIL,RLPAT,GAP,EPE,HYDIA,
C&M            HYHAUT,FORM
C&M
C&M   -----> Les VALEURS GEOMETRIQUES relatives au COEUR sont desormais 
C&M          regroupees  dans le common GEOM.
C&M          Il s agit de HSUP,HCAS,HFISS,HCAI,HINF,DIAM,PAS,
C&M          R,NXD,NXF,NX,NNX,NRAD,
C&M          TETA,TETMAX,NY,NNY,
C&M          Z,ZZ,NAXD,NAXF,NZI,NZM,NZS,NZ,NNZ
C&M          Attention DIAM est le rayon du coeur
C&M          HSUP est la hauteur d assemblage situee au dessus de la
C&M          zone calculee par CADET
C&M          HINF est la hauteur d assemblage situee au dessous de la
C&M          zone calculee par CADET
C&M          NRAD est le nb de zones radiales contenant des assemblages
C&M
C&M   -----> Le common REPART rassemble les variables relatives a la 
C&M          repartition des types d assemblages dans le coeur. 
C&M          Il comprend :
C&M         RHA   (hauteur du cone)
C&M         NTYASS (tableau a 2 indices : ref1 et ref2 de l assemblage
C&M                 donnant le numero du type de cet assemblage)
C&M                 NTYASS est rempli seulement pour les assemblages
C&M                 de type minoritaire dans leur couronne.
C&M         NTYMAJ (tableau a un indice : numero de couronne circulaire,
C&M                 donnant le N?de type majoritaire de la couronne)
C&M         NBRTYP (nbre de types definis par l utilisateur)
C&M         NTYASC (numero du type courant dont on genere le jeu de
C&M                 donnees CADET)
C&M  ----->  Pour acceder aux nouvelles variables indicees, il f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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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onnaitre le type d assemblage considere et la zone radiale
C&M          dans laquelle on se trouve.
C&M          - Point de vue CADET (option CADE) : Dans les SP utilisees
C&M            pour la fabrication d un jeu de donnes CADET, on utilise
C&M                - NTYASC numero du type de l assemblage courant NREP
C&M                  NTYASC est calcule au debut de gencad et  transmis 
C&M                  par le commomn repart
C&M                - la zone axiale a considerer est la zone de couplage 
C&M                  CADET, soit la zone 2
C&M          - Point de vue TRIOVF (option IWF2 et IWCA) : Dans les SP
C&M            utilisees pour la fabrication des jeu de donnees TRIOVF, 
C&M            on utilise :
C&M               - NTY = NTYMAJ(numero de couronne)
C&M                 cas pariculier :si la couronne ne contient pas
C&M                  d assemblage.NTY vaut alors 0,  les variables 
C&M                  indicees sur NTY aussi.
C&M               - indice du numero de zone axiale. Attention, dans 
C&M                 les cas ou les calculs n etaient pas deja detailles
C&M                 par zone axiale, on a pris la zone 2
C&M
C&M 02/05/96 : Lecture en donnees du rappoart desire RAPZSX entre la
C&M            taille  des mailles axiales et la taille des  mailles 
C&M            radiales.
C&M 02/05/96 : Suppression de la lecture de NCAD ; NCAD est impose a 3.
C&M             Suppression de la lecture des PLINJ : on lit desormais
C&M             une seule valeur qui doit etre proche de 1 et qui peut
C&M             servir par exemple au detarage du coeur.
C&M 23/05/96 : la variable NTEXT (temperature inter assemblage) est
C&M            rebaptisee RTEXT
C&M 06/06/96 :  ---> Introduction de la lecture de nouvelles variables
C&M            - introduire la possibilite d un pas de reseau hexagonal 
C&M              pour different sur une partie du maillage (NXPA,PASDIF)
C&M            - introduire la presence d un faux sommier
C&M        NFOSOM vaut 0 ou 1 (1 pour presence faux sommier)
C&M        NXFSD no premiere maille radiale faux sommier
C&M        ZFOSOM(1) cote de la plaque inf representant le faux sommier
C&M        ZFOSOM(2) cote de la plaque sup representant le faux sommier
C&M        DENTFS(L) diametre des entretoises du faux sommier par maille
C&M                  radiale
C&M             ---> menage dans les formats
C&M 14/06/96 : Ajout de la lecture, apres RLPAT de la hauteur HAUPAT 
C&M           (en mm) de la sortie des patins dans le sens axial 
C&M           (zone divergent). Cette grandeur  sert ensuite a calculer
C&M            MAIPAT(NTY), numero de maille axiale, dans laquelle   on
C&M            introduit un coefficient de perte de charge special
C&M            lie a la presence d 1 divergent.
C&M            
C&M 04/07/96 : Reorganisation de la subroutine en grands chapitres :
C&M          - Options generales du calcul transcoeur
C&M          - Geometrie
C&M              donnees generales coeur
C&M              definition de type d assemblages
C&M              repartition de ces types d assemblages dans le coeur
C&M          - Hydraulique
C&M              inter assemblage
C&M              assemblage
C&M          - Thermique
C&M              inter assemblage
C&M              assemblage 
C&M          - Parametres numeriques pour les calculs TRIOVF
C&M          - Parametres numeriques et options pour les calculs CADET
C&M          - Calculs des temperatures des TH : liste des TH a editer.
C&M             
C&M 08/07/96 : Generalisation de la forme des donnees de pression s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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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le BCC.
C&M            On rentre desormais NZPRES+1 rayons qui delimitent NZPRES 
C&M            zones de pression. Ces zones n'ont a priori rien a voir
C&M            avec le maillage radial du coeur effectue par TR2.
C&M            Le calcul des pressions par maille radiale du maillage
C&M            TR2 (TRANSCOEUR2) est effectue par la subroutine PRESSI
C&M            appelee apres MCOEUR.
C&M            
C&M 09/07/96 : Lecture d un champ de temperature sur la virole du coeur
C&M            pour prise en compte eventuelle de l echange   thermique 
C&M            avec la virole.
C&M             
C&M 07/08/96 : - Lecture d une vitesse VITESS qui sert a initialiser les
C&M           tableaux VR et VZ (valeurs absolues des composantes radial
C&M           et axiales de la vitesse inter assemblages), qui servent a 
C&M           calculer des coeff de perte de charge, des coeff d echange...
C&M           VITESS est utilise seulement si elle est non nulle. Sinon,
C&M           on utilise QCOEUR pour initialiser VR et VZ.
C&M           - Suppression de la lecture des schemas numeriques pour
C&M           TRIOVF
C&M           Ces schema seront introduits dans les jeux de donnees
C&M           TRIOVF juste avant leur utilisation, soit par 1 procedure 
C&M          unix, soit par l utilisateur. 
C&M          Ceci donne plus de souplesse dans les cas  ou la
C&M          convergence TRIO n est pas facile a obtenir.
C&M             
C&M 12/12/96 : Suppression du common hydas
C&M
C&M 13/12/96 : NTEMP, variable de lecture des temperatures de l assembl.
C&M            de reference est rebaptise XTEMP pour etre reel. 
C&M          - Suppression du common zone
C&M             
C&M 18/12/96 : ARE et REXP (coef et exposant de la loi de Pontier) 
C&M            dependent maintenant du type d assemblage. Ce sont 
C&M            des tableaux par type d assemblage.  On doit  donc  
C&M            donner maintenant : 
C&M            - le nombre de types d assemblages calcules par CADET 
C&M            puis on repete : 
C&M            - le type d assemblage
C&M            - valeurs de REXP et ARE pour ce type d assemblage
C&M              
C&M 18/12/96 : changement de la formule de calcul de EPE. La nouvelle
C&M            formule convient meme pour EPE pas petit  devant  EODE 
C&M            et EODI
C&M                
C&M 31/01/97 : Ajout de la lecture de EPVIR et NACVIR 
C&M            (epaisseur virole et type d acier virole)
C&M               
C&M 06/02/97 : Ajout de la lecture de PROPOR(L), proportion dans une
C&M            couronne L d emplacement hexagonaux sans echange thermiq.
C&M             soit parce qu ils sont vides
c&M             soit parce qu ils contiennent des assembl. adiabatiques
C&M              
C&M 25/02/97 : Suppression des variables locales ITRIO,NTRIO, 
C&M            du format 9945, du common fichier.com et de la lecture   
C&M            des noms de fichiers TRIO
C&M              
C&M 3/04/97 :  Introduction de la lecture des temperatures conditions
C&M            aux limites a la frontiere sup du maillage TRIOVF pour
C&M            les couronnes non debitantes.
C&M              
C&M 10/04/97 : Introduction de profils de temperatures internes imposes
C&M            pour un certain pourcentage des assemblages d 1 couronne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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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14/04/97 : Ajout de la lecture de NOPMEL  :  option precisant si la
C&M            temp. inter-assemblages est la meme pour tous les  faces 
C&M            (0) d 1 meme assemblage ou non (1). Ceci sert uniquement 
C&M            dans le SP tempth.
C&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M
C&M Modifications Version 2.2 : B. VALENTIN DEC/SESC/LIAC
C&M
C&M O. GOURDIN DEC/SECA/LTEA
C&M 05/06/98 : rajout des variables TYPCALO (type du caloporteur SOD ou
C&M            EAU ou PLO ou PBI) & PR0 (pression reference pour l eau)
C&M          : rajout format lecture 9021 pour TYPCALO
C&M          : rajout test sur  TYPCALO (pour l eau)
C&M
C&M Le 04/09/03 : Ajout commentaires   sur  unit = 4
C&M               Suppression impressions debuggage (ROREF, RMUREF ...)
C&M Le 09/09/03 : Suppression variables non utilis?s : 
C&M                - (CHARACTER) COI*1,COMMENT*72,NPONT*4,RTYP*12,IPONT*4 
C&M                - (INTEGER)   NNAIG,NNAS, 
C&M                - (REAL)      DDGUI,RD,RE,REPE,RPRES,
C&M             : Suppression intrinsic function non utilis? : mod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DECLARATIONS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C.. Parameters.. 
      REAL PI
      PARAMETER (PI = 3.141592)
C 
C.. Local Scalars .. 
      CHARACTER DEBIT*1,ICADE*4,IGEOM*4,IHYDR*4,
     *          IMOD1*4,IMOD2*4 ,IMOD3*4,IMOD4*4,IMOD5*4,IMOD6*4,
     *          ITHER*4,NCADE*4,NGEOM*4,CSEP*1,
     *          NHYDR*4,NMOD*4  ,NTHER*4,NOM*12,
     *          NOMMIN*12
      INTEGER I,J,K,MDEB,MFIN,NCOTAX,NDEB,NEBMA,NFIN,NINMA,
     *        NTO,NRADFS,NXTNA,NPRO,NPROCO
      REAL RCX,RPP,RQQ,R1TEXT,R2TEXT,
     *     R3TEXT,DENTRET,XTEMP,R2,R1,TNALU
C
C.. Intrinsic Functions
      intrinsic sqrt
C
C.. External functions ..
      INTEGER NUMTYP
      external NUMTYP
C 
C.. Common Blocks .. 
      include 'carte.com'
      include 'assem.com'
      include 'carac.com'
      include 'datcac.com'
      include 'gestion.com'
      include 'datcad.com'
      include 'geom.com' 
      include 'homot.com'
      include 'hydro1.com'
      include 'hydro2.com'
      include 'puivol.com'
      include 'proimp.com'
      include 'repart.com' 
      include 'te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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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thevir.com'
      include 'trio.com'
C 
C ... Executable Statements ...
C
      write (4,*) '     B.2. Debut lecture du SP lecdon.f'
      call LECCAR
      ICADE = 'CADE'
      IGEOM = 'GEOM'
      ITHER = 'THER'
      IHYDR = 'HYDR'
      IMOD1 = 'AS2D'
      IMOD2 = 'AS3D'
      IMOD3 = 'IWF2'
      IMOD4 = 'CADE'
      IMOD5 = 'TETH'
      IMOD6 = 'IWCA'
C   - IPONT inutilise : character IPONT*4  &  IPONT = 'PONT' supprimes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ECRITURE DES TITRES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write (6,8500)
      write (6,*) '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LECTURE ET ECRITURE DU TYPE D OPTION CHOISI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read (nlfd,9020) NMOD
      write (6,9000)
      write (6,9660) NMOD
      write (6,9000)
      read (nlfd,*) IARCHIV
      read (nlfd,*) ICRAY
      read (nlfd,*) IBINAIRE
      write (6,9665) IARCHIV,ICRAY,IBINAIRE
      write (6,9000)
C
C..........option generation model assemblage TRIO 3D................
C   
      if (NMOD .eq. IMOD1) then
        PROTYP = '2'
      endif
C   
C..........option generation model assemblage TRIO 2D................
C      
      if (NMOD .eq. IMOD2) then
        PROTYP = '3'
      endif
C..........option generation model IWF.TRIO..........................
C      
      if (NMOD .eq. IMOD3) then
        PROTYP = '1'
      endif
C   
C..........option generation CADET...................................
C      
      if (NMOD .eq. IMOD4) then
        PROTYP = '4'
      endif
C   
C..........option calcul des temperatures de TH......................



- 47 -

C      
      if (NMOD .eq. IMOD5) then
        PROTYP = '5'
      endif
C   
C..........option calcul model IWF avec CL cadet.....................
C      
      if (NMOD .eq. IMOD6) then
        PROTYP = '6'
      endif
C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LECTURE ET ECRITURE DE LA GEOMETRI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read (nlfd,9020) NGEOM
      write (6,9000)
      if (NGEOM .eq. IGEOM) then
        write (6,9670)
C                                                                          
C *--- DONNEES GENERALES CONCERNANT LE COEUR :
C Rayon, Pas du reseau hexagonal, Hauteur utiles
C HINF : hauteur de la partie de l assemblage situee au dessous
C        de la zone de calcul CADET 
C Zone de calcul CADET (doit comporter un faisceau d aiguilles) :
C Elle est composee 
C    - de la CAI (zone CADET inferieure, contenant generalement  
C      les couvertures axiales inferieures) de hauteur HCAI
C    - de la zone fissile de hauteur HFISS
C    - de la CAS (zone CADET superieure, contenant generalement 
C      les couvertures axiales superieures) de hauteur HCAS
C HSUP : hauteur de la partie de l assemblage situee au dessus
C       de la zone de calcul CADET
C       Nombre de mailles radiales 
C ==> Ces dimensions sont en m                                       
C *--- FIN COMMENTAIRES
C                                                                       
        read (nlfd,*) DIAM, PAS, HSUP, HCAS, HFISS, HCAI, 
     1                HINF, NX, RAPZSX
        write (6,9680) DIAM, PAS, HSUP, HCAS, HFISS, HCAI, 
     1                HINF, NX, RAPZSX
C
        read (nlfd,*) NXPA
        if (NXPA.lt.NX) then
          read (nlfd,*) PASDIF
          write (6,9690) NXPA, PASDIF
        endif
        read (nlfd,*) NFOSOM
        if (NFOSOM.eq.1) then
          read (nlfd,*) NXFSD, ZFOSOM(1), ZFOSOM(2)
          write (6,9695) NXFSD, ZFOSOM(1), ZFOSOM(2)       
          read (nlfd,*) NRADFS
          do I = 1,NRADFS
            read (nlfd,*) MDEB, MFIN, DENTRET
            write (6,9696) MDEB,MFIN, DENTRET
            do L = MDEB,MFIN
              DENTFS(L) = DENTRET
            end do
          end do
        endif 
        write (6,9699)             
C
C *--- Definition de types d assemblages (dimensions sont e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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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d (nlfd,*) NBRTYP
        do NTY = 1,NBRTYP
          read (nlfd,'(A12)') NOMTYP(NTY)
          do I = 1,3
            read (nlfd,*) NAIG(NTY,I),DGUI(NTY,I),PAIG(NTY,I),
     *                    DFIL(NTY,I),PFIL(NTY,I),
     *                    NFRMI(NTY,I),EODI(NTY,I),NFRME(NTY,I),
     *                    EODE(NTY,I),NAC(NTY,I)
C - Passage en metres
            DGUI(NTY,I) = DGUI(NTY,I)/1000.
            PAIG(NTY,I) = PAIG(NTY,I)/1000.
            DFIL(NTY,I) = DFIL(NTY,I)/1000.
            PFIL(NTY,I) = PFIL(NTY,I)/1000.
            EODI(NTY,I) = EODI(NTY,I)/1000.
            EODE(NTY,I) = EODE(NTY,I)/1000.
C - Calcul de GAP
            GAP(NTY,I) = PAS - EODE(NTY,I)
C - Calcul de EPE
            if (NFRMI(NTY,I).eq.0 .and. NFRME(NTY,I).eq.0) then
              EPE(NTY,I) = (EODE(NTY,I) - EODI(NTY,I))/2.
            endif
            if (NFRMI(NTY,I).eq.1 .and. NFRME(NTY,I).eq.1) then
              EPE(NTY,I) = (EODE(NTY,I) - EODI(NTY,I))/2.
            endif
            if (NFRMI(NTY,I).eq.0 .and. NFRME(NTY,I).eq.1) then
              R2 = sqrt(sqrt(3.)/2.*EODE(NTY,I)**2./PI)
              EPE(NTY,I) = R2 - EODI(NTY,I)/2.
            endif
            if (NFRMI(NTY,I).eq.1 .and. NFRME(NTY,I).eq.0) then
              R1 = sqrt(sqrt(3.)/2.*EODI(NTY,I)**2./PI)
              EPE(NTY,I) = EODE(NTY,I)/2. - R1
            endif
            if (I .eq. 1) then
              read (nlfd,*) RLPAT(NTY),HAUPAT(NTY),RFI(NTY),RHA(NTY)
C - Passage en m
              RLPAT(NTY) = RLPAT(NTY)/1000.
              HAUPAT(NTY) = HAUPAT(NTY)/1000.
              RFI(NTY) = RFI(NTY)/1000.
              RHA(NTY) = RHA(NTY)/1000.
C
            endif
          end do          
        end do
C
C - Impressions
C
        write (6,9000)
        write (6,9700)
        do NTY = 1,NBRTYP
          write (6,9701) NOMTYP(NTY)
          do I = 1,3
            write (6,9702) I,NAIG(NTY,I),DGUI(NTY,I)*1000,
     *                     PAIG(NTY,I)*1000,
     *                     DFIL(NTY,I)*1000,PFIL(NTY,I)*1000,
     *                     NFRMI(NTY,I),EODI(NTY,I)*1000,
     *                     NFRME(NTY,I),EODE(NTY,I)*1000,
     *                     NAC(NTY,I)
            if ( I .eq. 1 ) then
              write(6,9703) RLPAT(NTY)*1000,HAUPAT(NTY)*1000,
     *                      RFI(NTY)*1000,RHA(NTY)*1000
            endif
          end do
          write (6,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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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do
C 
C  Repartition des assemblages definis ci dessus dans le coeur
C
        write (6,'(/,/,/,/)') 
C
        read (nlfd,*) NREF1C, NREF2C
        read (nlfd,*) NRAD
        write (6,9720) NRAD
        do I = 1,NRAD
          read (nlfd,*) NXD(I), NXF(I)
          read (nlfd,'(A12)') NOM
          do LL = NXD(I),NXF(I)
            NTYMAJ(LL) = NUMTYP(NOM)
          end do
          read (nlfd,*) NTMIN
          write (6,9721) I,NXD(I),NXF(I),NOM,NTMIN
          if (NTMIN .ne. 0) then
            do JJ = 1,NTMIN
              read (nlfd,'(A12)') NOMMIN
              read (nlfd,*) NAMIN
              write (6,9722) JJ,NOMMIN,NAMIN
              do KKK = 1,NAMIN
                read (nlfd,'(I2,A1,I2)') N1,CSEP,N2
                NTYASS(N1,N2) = NUMTYP(NOMMIN)
                write (6,9723) N1,N2
              end do
            end do
          endif
        end do
C la derniere zone radiale est vide d assemblage
        NXD(NRAD+1) = NXF(NRAD)+1
        NXF(NRAD+1) = NX 
C nombre d assemblage total calcule par CADET :
        read (nlfd,*) KTOT
        write (6,9724) KTOT  
C   
C - CAS DE ZONES SANS ASSEMBLAGES OU PARTIELLEMENT SANS ASSEMBLAGE
C   TAUX D EMPLACEMENTS VIDES              
C                                                                       
        read (nlfd,*) NTO
        if (NTO .gt. 0) then
          write (6,9000)
          write (6,9910) NTO
          do I = 1,NTO
            read (nlfd,*) M, TO(M)
            write (6,9911) M, TO(M)
          end do
        endif
      endif
C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LECTURE ET ECRITURE DE L HYDRAULIQU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read (nlfd,9020) NHYDR
      read (nlfd,9021) TYPCALO
      if (TYPCALO .eq. 'EAU') then
          read (nlfd,*) PR0
      else
        PR0 = 1.0
      endif  
      if (NHYDR .eq. IHYDR)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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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HYDRAULIQUE INTER-ASSEMBLAGES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zones radiales debitantes inter-assemblage pour conditions aux 
C   limites sur la frontiere basse du domaine 2D TRIOVF 
C
        do I = 1,NRAD
          read (nlfd,'(A1)') DEBIT
          do K = NXD(I),NXF(I)
            if (DEBIT .eq. 'D') then
              NZDEB(K) = 1
            endif
          end do
        end do
        read (nlfd,*) QCOEUR,VITESS
        write (6,9912) QCOEUR,VITESS
        write (6,9913)
C
C - lecture du gradient de pression sous BCC pour conditions
C   aux limites sur la frontiere haute du domaine 2D  TRIOVF
C
        write (6,9000)
        read (nlfd,*) NZPRES
C
C lecture des rayons definissant les mailles de pression
C
        read (nlfd,*) (RLU(J), J = 1,NZPRES+1)
C
C lecture des pressions
C
        read (nlfd,*) (PRESLU(J), J = 1,NZPRES)
        write (6,9914) NZPRES
        do J = 1, NZPRES
          write (6,9915) RLU(J),RLU(J+1),PRESLU(J)
        end do
        write (6,9916)
C
C NOTA : le remplissage du tableau PRESS(L), des pressions en tete
C        d assemblages par maille radiale  du maillage transcoeur2
C        ne peut etre fait qu apres la creation de ce maillage par 
C        le SP MCOEUR.
C        Ce remplissage est fait dans la subroutine PRESSI.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HYDRAULIQUE ASSEMBLAG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lecture des coefficients de la loi de Pontier
C 
        write (6,9000)
        write (6,9917)
C
        read (nlfd,*) NTYCAD
        do J = 1, NTYCAD
          read (nlfd,'(A12)') NOM
          read (nlfd,*) REXPLU ,ARELU
          REXP(NUMTYP(NOM)) = REXPLU
          ARE(NUMTYP(NOM)) = ARELU
          write (6,9918) NOM, REXPLU, ARELU
        end do
C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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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LECTURE ET ECRITURE DE LA THERMIQU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read (nlfd,9020) NTHER
      if (NTHER .eq. ITHER) then
        write (6,9000)
C   
C - Champs de temperature IWF initial pour calcul coefficients
C   d echange du module IWF2D 
C                                                                       
        write (6,9000)
        write (6,9921)
        do I = 1,NRAD+1
          read (nlfd,*) R1TEXT, R2TEXT, R3TEXT
          write (6,9922) I, R1TEXT, R2TEXT, R3TEXT
          if (NXD(I).ne.0 .and. NXF(I).ne.0) then
            do K = NXD(I),NXF(I)
              RTEXT(1,K) = R1TEXT
              RTEXT(2,K) = R2TEXT
              RTEXT(3,K) = R3TEXT
            end do
          endif
        end do
        write (6,9923)
C
C - cas des couronnes partiellement sans assemblage ou contenant
C   des assemblages   adiabatiques (ex : les barres de controle)   
C   Taux d'emplacement n'echangeant pas.
C                                                                     
        read (nlfd,*) NTO
        if (NTO .gt. 0) then
          write (6,9000)
          write (6,8924) 
          do I = 1,NTO
            read (nlfd,*) M, PROPOR(M)
            write (6,8925) M, PROPOR(M)
          end do
          write (6,8926)
        endif
C
C
C - cas des couronnes contenant des assemblages avec  un  profil
C   interne de temperatures internes impose (ex : les barres  de 
C   controle). Taux d'emplacement de ce type
C
C Definition des types de profils imposes
C
        read (nlfd,*) NBRPRO
C
        if (NBRPRO .gt. 0) then
          do NPRO = 1,NBRPRO
            read (nlfd,'(A12)') NOMPRO(NPRO) 
            read (nlfd,*) NCOTAX
            write (6,9000)
            write (6,7927) NOMPRO(NPRO)
            do I = 1,NCOTAX
              read (nlfd,*) NEBMA, NINMA, XTEMP
              write (6,7928) NEBMA, NINMA, XTEMP
              if (NEBMA.ne.0 .and. NINMA.ne.0) then
                do K = NEBMA,NINMA
                  TPRO(NPRO,K) = X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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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do
              endif
            end do
            write (6,7929) 
          end do
        endif
C 
C Repartition de ces profils imposes dans differentes couronnes 
C ou mailles radiales 
C                                                          
C
        read (nlfd,*) NTO
C
        if (NTO .gt. 0) then
          write (6,9000)
          write (6,7930)
          do I = 1,NTO
            read (nlfd,*) M
            write (6,7931) M
            read (nlfd,*) NPROCO
            do J = 1, NPROCO
              read (nlfd,'(A12)') NOM
              read (nlfd,*) XPRO(NUMPRO(NOM),M)
              write (6,7932) NOM, XPRO(NUMPRO(NOM),M)
            end do
          end do
          write (6,7933)
        endif
C
C - Champs de temperature sur la virole du coeur 
C  (face EST du maillage TRIOVF)
C
        read (nlfd,*) NZTVIR
        if (NZTVIR .eq. 0) then
          write (6,*) 'VIROLE DU COEUR CONSIDEREE ADIABATIQUE'
        else
C
C lecture des cotes definissant les mailles de temperature sur
C la virole puis lecture des temperatures
C
          read (nlfd,*) (ZLUVIR(J), J = 1,NZTVIR+1)
          read (nlfd,*) (TLUVIR(J), J = 1,NZTVIR)
C
          read (nlfd,*) EPVIR,NACVIR
C
          write (6,9000)
          write (6,9925) EPVIR,NACVIR,NZTVIR
          do J = 1, NZTVIR
            write (6,9926) ZLUVIR(J),ZLUVIR(J+1),TLUVIR(J)
          end do
          write (6,9927)
C
C NOTA : le remplissage du tableau TVIROL(K), des temperatures
C        sur la virole par maille axiale du maillage transcoeur2 
C        ne peut etre fait qu apres la creation de ce maillage 
C        par le SP MCOEUR.
C        Ce remplissage est fait dans la subroutine VIROLE.
C
        endif
C
C
C - Champs de temperature du sodium du collecteur chaud 
C  (face SUP du maillage TRIOVF)
C   uniquement pour les couronnes non debit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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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initialisation a zero de TNACOL
        do L = 1,90
          TNACOL(L) = 0.
        end do 
C         
        read (nlfd,*) NXTNA
        if (NXTNA .eq. 0) then
          write (6,*) 'POUR LES COURONNES EXTERNES NON DEBITANTES'
          write (6,*) 'LA TEMPERATURE DU SODIUM ENTRANT EST LA '
          write (6,*) 'TEMPERATURE DE SORTIE DES ASSEMBLAGES'
          write (6,*) 'PERIPHERIQUES DEBITANTS LES PLUS PROCHES'
        else
C
C lecture des mailles de temperature puis lecture des temperatures 
C
          write (6,9000)
          write (6,8927) NXTNA

          do J = 1,NXTNA
            read (nlfd,*) NDEB,NFIN,TNALU
            do L = NDEB,NFIN
              TNACOL(L) = TNALU
            end do
            write (6,8928) NDEB,NFIN,TNALU
          end do
          write (6,8929)
C
        endif
C
C - thermique assemblage de reference utilise pour calcul IWF 2D        
C                                                                       
        read (nlfd,*) NCOTAX
        write (6,9000)
        write (6,9928) NCOTAX
        do I = 1,NCOTAX
          read (nlfd,*) NEBMA, NINMA, XTEMP
          write (6,9929) NEBMA, NINMA, XTEMP
          if (NEBMA.ne.0 .and. NINMA.ne.0) then
            do K = NEBMA,NINMA
              TREF(K) = XTEMP
            end do
          endif
        end do
C
        read (nlfd,'(A12)') NOM
        NTY0 = NUMTYP(NOM)
        read (nlfd,*) QM0, PL0, TT0
        write (6,9930) QM0, PL0, TT0
C
C tranformation de PL0 de W/cm en W/m
C
        PL0 = PL0 * 100.
C                                                                       
C - Donnees de puissance et debit pour calcul temperatures internes 
C   initiales servant au calcul IWF 2D
C                                                                       
        write (6,9000)
        write (6,9935)
        do I = 1,NRAD+1
          read (nlfd,*) RPP, RQQ
          write (6,9936) I, RPP, RQQ
          if (NXD(I).ne.0 .and. NXF(I).ne.0) then
            do K = NXD(I),NX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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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IS(K) = RPP * 1.e6
              QINT(K) = RQQ
            end do
          endif
        end do
        write (6,9937)
C                                                                       
C - Donnees de puissance lineiques et facteur de forme axiale pour
C   zone puissance volumique dans pour module 2D IWF   
C 
        write (6,9000)
        write (6,9940)
        do I = 1,NRAD+1
          read (nlfd,*) RPP, RCX
          write (6,9941) I, RPP, RCX
          if (NXD(I).ne.0 .and. NXF(I).ne.0) then
            do K = NXD(I),NXF(I)
              PMX(I) = RPP * 1.e6
              RFAX(K) = RCX
            end do
          endif
        end do
        write (6,9942)
      endif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LECTURE DES OPTIONS POUR GENERATION CADET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read (nlfd,9020) NCADE
      write (6,9000)
C
C - lecture des options CADET geometrie compacte ou non compacte
C   nb   de profils, adiabatique ou non, nb de cotes
C                                                                       
      if (NCADE .eq. ICADE) then
        read (nlfd,*) TITRE
        write (6,9980) TITRE
        read (nlfd,*) LCAD, MADIA, NBASSE
C
C Garde fou pour l utilisateur : les valeurs de puissances lineiques
C aux 7 noeuds de l assemblage etant deja  donnees  par  le  fichier 
C neutr_eranos
C cela n a pas de sens d introduire des PLINJ differents : On demande
C donc une seule valeur a l utilisateur.
C
C NCAD = 1  ---> Un profil    et une   puissance PLIN1
C NCAD = 2  ---> Un profil    et sept puissances PLIN1 ... PLIN7
C NCAD = 3  ---> Sept profils et sept puissances PLIN1 ... PLIN7
C
        NCAD = 3
        if (NBASSE .eq. 1) then
          read (nlfd,*) N1SEUL, N2SEUL
        endif
        read (nlfd,*) PLIN1
        if (NCAD .EQ. 3 ) then 
          PLIN2 = PLIN1
          PLIN3 = PLIN1
          PLIN4 = PLIN1
          PLIN5 = PLIN1
          PLIN6 = PLIN1
          PLIN7 = PLIN1 
        endi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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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nlfd,*) NBCOTE
        read (nlfd,*) (NCOTE(K), K = 1,NBCOTE)
C
        if (MADIA .eq. 1) then
          write (6,9981)
        endif
        if (MADIA .eq. 2) then
          write (6,9982)
        endif
C
        if (NCAD .eq. 1) then
          write (6,9983) PLIN1
        endif
        if (NCAD .eq. 2) then
          write (6,9984) PLIN1
        endif
        if (NCAD .eq. 3) then
          write (6,9985) PLIN1, PLIN2, PLIN3, PLIN4, PLIN5, PLIN6,
     *                   PLIN7
        endif
        if (LCAD .eq. 2) then
          write (6,9986)
        endif
        if (LCAD .eq. 1) then
          write (6,9987)
        endif
        if (NBASSE .eq. 2) then
          write (6,9988)
        endif
        if (NBASSE .eq. 1) then
          write (6,9989)
        endif
        write (6,9990) NBCOTE
C
        write (6,*) (NCOTE(K), K = 1,NBCOTE)
        write (6,9000)
        GRAV = 9.81
        read (nlfd,*) EPSI2
        write(6,9991) GRAV, EPSI2
      endif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TEMPERATURE TUBES HEXAGONAUX : LISTE DES ASSEMBLAGES A ECRIRE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Option calcul des temperatures de TH
C 
      read (nlfd,*) NOPMEL
      if (NOPMEL .eq. 0) then
        write (6,8981)
      endif
      if (NOPMEL .eq. 1) then
        write (6,8982)
      endif
C 
      read (nlfd,*) NBASS
      if (NBASS .gt. 0 .and. NBASS.lt.KTOT) then 
        read (nlfd,'(I2,A1,I2)')(NP1(K),CSEP,NP2(K),K = 1,NBASS)
        write (6,9000)
        write (6,9995) NBASS
        write (6,'(10(1x,I2,A1,I2))')(NP1(K),'/',NP2(K), K = 1,NBASS)
        write (6,9000)
      else
        if (NBASS.ge.KTO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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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6,9000)          
          write (6,*) 'TOUS ASSEMBLAGES A EDITER'
          write (6,9000)
        endif 
      endif     
C
      write (4,*) '     B.2. Fin normale des lectures de lecdon.f'
      return
C 
C ... Format Declarations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FORMAT D ECRITURE DE TRANSCOEUR2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8500 format (
     *        /,/,/, 
     *        30x,'TTTTTTTTTTTTTT       22222222',/,
     *        30x,'      TT            2        2',/,
     *        30x,'      TT                     2',/,
     *        30x,'      TT                   2',/,
     *        30x,'      TT                 2',/,
     *        30x,'      TT               2',/,
     *        30x,'     TTTT            2222222222',/,
     *        /,/,/,
     *        30x,'************************************',/,
     *        30x,'*                                  *',/,
     *        30x,'*   T R A N S C O E U R _ 2        *',/,
     *        30x,'*  1994 : Version 2.0 dediee EFR   *',/,
     *        30x,'*  1996 : Version 2.1 filieres     *',/,
     *        30x,'*                                  *',/,
     *        30x,'*             CEA                  *',/,
     *        30x,'*    Auteur: NOIROT Laurence       *',/,
     *        30x,'*        42 25 37 20               *',/,
     *        30x,'*    Aide en ligne : VALENTIN B.   *',/,
     *        30x,'*        42 25 26 70               *',/,
     *        30x,'*        operation by              *',/,
     *        30x,'*    CEA/DRN/DEC/SECA/LTEA         *',/,
     *        30x,'*                                  *',/,
     *        30x,'************************************',/,
     *        /,/,/,

     *  28x,'TRANSCOEUR2 THERMOHYDRAULIC MODELS',/,
     *  28x,34('='),//,
     *  19x,'2D THERMOHYDRAULICS COMPUTATION OF INTER WRAPPER FLOW',/,
     *  30x,'   by IWF2 AND IWCA MODELS',//,
     *  43x,'or',//,
     *  19x,'2D THERMOHYDRAULICS COMPUTATION OF A SUB ASSEMBLY',/,
     *  30x,'   by       CADE      MODEL',////)
C
 9000 format (///)
C
 9020 format (a4)
 9021 format (a3)
C
 9660 format (
     *  15x,'*******************',16('*'),/,
     *  15x,'* TYPE OF MODEL   :',a4,10x,' *',/,
     *  15x,'*******************',16('*'))
C
 9665 format (15x,41('*'),/,
     *        15x,'* Archivage CADET              : ',i4,2x,' *',/,
     *        15x,'* Cartes JCL CRAY              : ',i4,2x,' *',/,
     *        15x,'* Resultats TRIO_VF en binaire : ',i4,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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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x,41('*'))
C
 9670 format (25x,'************************',/,
     *        25x,'* DONNEES GEOMETRIQUES *',/,
     *        25x,'************************',/)
 9680 format (
     *  15x,45('*'),/,
     *  15x,'*  DONNEES GENERALES CONCERNANT LE COEUR    *',/,
     *  15x,45('*'),/,
     *  15x,'* rayon du coeur : ',f7.3,' m',16x,'*',/,
     *  15x,'* pas du reseau d assemblages : ',f7.3,' m',3x,'*',/,
     *  15x,'*',43('-'),'*',/,
     *  15x,'* hauteur zone superieure : ',f7.3,' m',7x,'*',/,
     *  15x,'*',43('-'),'*',/,
     *  15x,'* zone de calcul CADET                      *',/,
     *  15x,'* hauteur de la zone cadet sup  :',f7.3,' m','  *',/,
     *  15x,'* hauteur fissile               :',f7.3,' m','  *',/, 
     *  15x,'* hauteur de la zone cadet inf  :',f7.3,' m','  *',/,
     *  15x,'*',43('-'),'*',/,
     *  15x,'* hauteur zone inferieure : ',f7.3,' m',7x,'*',/,
     *  15x,'*',43('-'),'*',/, 
     *  15x,'* nbre de mailles radiales : ',i2,13x,'*',/,
     *  15x,'* rapport maille z / maille x : ',f7.3,5x,'*')
 9690 format (
     *  15x,'*',43('-'),'*',/,
     *  15x,'* Pas hexagonal different : ',16x,'*',/, 
     *  15x,'* A partir de la maille radiale : ',i2,8x,'*',/,
     *  15x,'*  avec un pas different : ',f7.3,' m',8x,'*')
 9695 format (
     *  15x,'*',43('-'),'*',/,
     *  15x,'* Presence d un faux sommier : ',13x,'*',/, 
     *  15x,'* A partir de la maille radiale : ',i2,8x,'*',/,
     *  15x,'*  Cote plaque inferieure : ',f7.3,' m',7x,'*',/,
     *  15x,'*  Cote plaque superieure : ',f7.3,' m',7x,'*',/,
     *  15x,'* de la maille | a la maille | Diam entret m*')
 9696 format (
     *  15x,'* ',i3,10x,'| ',i3,9x,'| ',f6.4,7x,'*')  
 9699 format (15x,45('*'))  
C
 9700 format (15x,45('*'),/,
     *        15x,'*   DEFINITION DES TYPES D ASSEMBLAGES      *',/,
     *        15x,45('*'),/,/)
 9701 format (/,15x,45('*'),/,
     *        15x,'*   TYPE :',A12,'                      *',/,
     *        15x,45('*'))
 9702 format (15x,'*',43('-'),'*',/,
     *        15x,'* zone axiale numero                ',i2,'      *',/,
     *        15x,'*',43('-'),'*',/,
     *        15x,'* faisceau d aiguilles                      *',/,
     *        15x,'* nombre d aiguilles :              ',i3,'     *',/,
     *        15x,'* diametre des aiguilles :        ',f5.2,' mm  *',/,
     *        15x,'* pas du reseau d aiguilles :     ',f5.2,' mm  *',/,
     *        15x,'* diametre du fil espaceur :      ',f5.2,' mm  *',/,
     *        15x,'* pas d enroulement du fil :      ',f5.1,' mm  *',/,
     *        15x,'*',43('-'),'*',/,
     *        15x,'* le tube                                   *',/,
     *        15x,'* forme interne :  ',i2,'                       *',/, 
     *        15x,'* diametre ou entreplat interne : ',f5.1,' mm  *',/,
     *        15x,'* forme externe :  ',i2,'                       *',/,
     *        15x,'* diametre ou entreplat externe : ',f5.1,' mm  *',/,
     *        15x,'* materiau :       ',i2,'                       *')
 9703 format (15x,'*',43('-'),'*',/,
     *        15x,'* particularite zone basse                  *',/,
     *        15x,'* longueur patin :                ',f5.1,'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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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x,'* hauteur sortie patin :          ',f5.1,' mm  *',/,
     *        15x,'* diametre du cone a mi hauteur : ',f5.1,' mm  *',/,
     *        15x,'* hauteur du cone :               ',f5.1,' mm  *')
 9704 format (15x,45('*'))
C
 9720 format (
     *  15x,52('*'),/,
     *  15x,'*  REPARTITION DES ASSEMBLAGES DANS LE COEUR       *',/,
     *  15x,52('*'),/,/,
     *  15x,52('*'),/,
     *  15x,'* nbre de zones radiales :',1x,i2,21x,' *',/,
     *  15x,52('*'))
 9721 format (
     *  15x,'*',50('-'),'*',/,
     *  15x,'* zone radiale numero',1x,i2,26x' *',/,
     *  15x,'*',50('-'),'*',/,
     *  15x,'* des mailles radiales ',i3,' a ',i3,19x,'*',/,
     *  15x,'* nom du type majoritaire :',A12,12x,'*',/,
     *  15x,'* nbre de types minoritaires dans cette zone :',i2,3x,'*')
 9722 format (
     *  15x,'*',50x,'*',/,
     *  15x,'* type minoritaire numero ',i2,' : ',A12,8x,'*',/,
     *  15x,'* nbre d assemblages de ce type dans la zone :',i2,3x,'*',/,
     *  15x,'* liste de ces assemblages :',23x,'*')
 9723 format (
     *  15x,'* ',i2,'/',i2,44x,'*')
 9724 format (
     *  15x,52('*'),/,
     *  15x,'* nbre total assemblages calcules par CADET : ',
     *         i3,2x,'*',/,
     *  15x,52('*'))
C
 9910 format (25x,'***********************',/,
     *        25x,'* HYDRAULIC PARAMETER *',/,
     *        25x,'***********************',/,
     *   15x,44('*'),/,
     *   15x,'* Number of TO zone          :',i3,5x,'     *')
 9911 format (
     *   15x,'* Zone number:',i3,' Imposed vide coef:',f4.1,'   *')
 9912 format (
     *   15x,'* IWF core mass flow rate    :',f8.3,'kg/s *',/,
     *   15x,'* vitesse interassemblage ini:',f8.3,'m/s  *')
 9913 format (15x,44('*'))   
C
 9914 format (25x,'********************************',/,
     *        25x,'* RADIAL PRESSURE FIELD AT ACS *',/,
     *        25x,'********************************',/,
     *        22x,'*************************************',/,
     *        22x,'* Number of radial pressure zone:',i2,' *',/,
     *        22x,'*************************************',/,
     *        22x,'***********************************************',/,
     *        22x,'*debut (m)    |fin   (m)    |  pression  (Pa) *',/,
     *        22x,'***********************************************')
 9915 format (22x,'*',3x,f6.4,4x,'|',3x,f6.4,4x,'|',5x,f8.2,' Pa *')
 9916 format (22x,'***********************************************')
C
 9917 format (15x,50('*'),/,
     *     15x,'*             LOI DE PONTIER                     *',/,
     *     15x,50('*'),/,
     *     15x,'* Loi de frottement dans le faisceau assemblage  *',/,
     *     15x,50('*'))
 9918 format (
     *     15x,'* ',a12,35x,'*',/,
     *     15x,'* Exposant : ',F5.3,' Coefficient : ',F5.3,1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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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x,50('*'))
C
 9921 format (
     *        25x,'******************************',/,
     *        25x,'* THERMOHYDRAULICS CORE DATA *',/,
     *        25x,'******************************',/,/,
     *  15x,50('*'),/,
     *  15x,'* INITIAL IWF T0C FIELD',' FOR 2D IWF TRIO-VF MODEL *',/,
     *  15x,50('*'),/,
     *  23x,'******************************',/,
     *  23x,'*ZONE|T lower|T cadet|T upper*')
 9922 format (23x,'* ',i2,' |  ',f4.0,' |  ',f4.0,' |  ',f4.0,' *')
 9923 format (23x,'******************************')
C
 8924 format (25x,'**************************************',/,
     *        25x,'* Taux d  assemblages non couples    *',/,
     *        25x,'* par couronne ou maille radiale     *',/,
     *        25x,'**************************************',/,
     *   15x,50('*'))
 8925 format (15x,'* no couronne :',i3,
     *        ' taux d ass non couples : ',f4.2,' *')
 8926 format (15x,50('*'))
C
 7927 format (25x,'**************************************',/,
     *        25x,'* Profil impose : ',a12,7x,'*',/,
     *        25x,'**************************************')
 7928 format (25x,'*',i3,'|',i3,'|',f6.1,' deg C ',15x,'*')
 7929 format (25x,'**************************************')
C
C--------0---------0---------0---------0---------0---------0---------0--
C
 7930 format (
     * 15x,'**************************************************',/,
     * 15x,'* Couronnes contenant des assemblages a profil   *',/,
     * 15x,'* de temperature interne impose                  *')
 7931 format (
     * 15x,'**************************************************',/,
     * 15x,'* no de couronne : ',i3,27x,'*')
 7932 format (
     * 15x,'*------------------------------------------------*',/,
     * 15x,'* nom du profil impose : ',a12,12x,'*',/,
     * 15x,'* proportion d assemblages de ce profil dans la  *',/,
     * 15x,'* couronne : ',f4.2,32x,'*')
 7933 format (
     * 15x,'**************************************************')
C
 9925 format (25x,'********************************',/,
     *        25x,'* THERMIQUE VIROLE             *',/,
     *        25x,'********************************',/,
     *        25x,'* Epaisseur virole : ',f7.5,' m *',/,
     *        25x,'* Materiau :                ',i2,' *',/,
     *        25x,'********************************',/,
     *        25x,'* CHAMP DE TEMPERATURE VIROLE  *',/,
     *        25x,'********************************',/,
     *        22x,'*************************************',/,
     *        22x,'* Nombre de zones de temperature:',i2,' *',/,
     *        22x,'*************************************',/,
     *        22x,'***********************************************',/,
     *        22x,'*debut (m)    |fin   (m)    |  temperat  (OC) *',/,
     *        22x,'***********************************************')
 9926 format (22x,'*',3x,f6.4,4x,'|',3x,f6.4,4x,'|',5x,f8.2,' OC *')
 9927 format (22x,'***********************************************')
C
 8927 format (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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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x,'* THERMIQUE FRONTIERE COLLECTEUR CHAUD *',/,
     *        25x,'****************************************',/,
     *        22x,'*************************************',/,
     *        22x,'* Nombre de zones de temperature:',i2,' *',/,
     *        22x,'*************************************',/,
     *        22x,'*************************************************',/,
     *        22x,'* maille debut |  maille fin  |  temperat  (OC) *',/,
     *        22x,'*************************************************')
 8928 format (22x,'*',4x,i6,4x,'|',4x,i6,4x,'|',5x,f8.2,' OC *')
 8929 format (22x,'*************************************************')
C
 9928 format (
     *        20x,'***************************************',/,
     *        20x,'* Number of axial cote for ref S/A:',i2,' *',/,
     *        20x,'***************************************')
 9929 format (30x,'*',i3,'|',i3,'|',f6.1,'*')
 9930 format (20x,'***************************************',/,
     *        20x,'*',f7.2,' kg/s |',f7.2,'W/cm |',f7.2,' C *',/,
     *        20x,'***************************************')
C
 9935 format (19x,'*************************************',/,
     *        19x,'* INTERNAL POWER AND MASS FLOW CARD *',/,
     *        19x,'*************************************',/,
     *        28x,'**********************',/,
     *        28x,'*ZONE| Power | M.F.  *',/,
     *        28x,'**********************')
 9936 format (28x,'* ',i2,' |',f7.2,'|',f7.2,'*')
 9937 format (28x,'**********************')
C
 9940 format (19x,'***************************************',/,
     *        19x,'* INTERNAL POWER and AX.FACTOR IWF 2D *',/,
     *        19x,'***************************************',/,
     *        28x,'**********************',/,
     *        28x,'*ZONE| Power |Axi fac*',/,
     *        28x,'**********************')
 9941 format (28x,'* ',i2,' |',f7.2,'|',f7.4,'*')
 9942 format (28x,'**********************')
C
 9980 format (25x,'**********************',/,
     *        25x,'* CADET MODEL OPTION *',/,
     *        25x,'**********************',/,/,
     *        15x,42('*'),/,
     *        15x,'* TITLE : ',a29,'  *',/,
     *        15x,42('*'),/)
C
 9981 format (
     *15x,'*******************************************',/,15x,
     *'* CADET MODEL -> ADIABATIC CASE           *')
 9982 format (
     *15x,'*******************************************',/,15x,
     *'* CADET MODEL -> NO ADIABATIC CASE        *')
C
 8981 format (
     *15x,'*******************************************',/,
     *15x,'* meme Temperature inter-assemblage sur   *',/,
     *15x,'* meme Temp inter-assemblage sur toutes   *',/,
     *15x,'* toutes les faces d un meme assemblage   *',/,
     *15x,'*******************************************')
 8982 format (
     *15x,'*******************************************',/,
     *15x,'* la Temp. inter assemblage peut differer *',/,
     *15x,'* pour les faces d un meme assemblages    *',/,
     *15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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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3 format (15x,'*                1 POWER PROFIL / 1 PIN   *',
     *      /,15x,'*                    ',e11.4,'          *')
 9984 format (15x,'*                1 POWER PROFIL / 7 PINS  *',
     *      /,15x,'*                    ',e11.4,'          *')
 9985 format (15x,'*                7 POWER PROFIL / 7 PINS  *',
     *     7(/,15x,'*                    ',e11.4,'          *'))
C
 9986 format (15x,'*                COMPACTED BUNDLE OPTION  *')
 9987 format (15x,'*                NO-COMPACTED BUNDLE      *')
C
 9988 format (15x,'*                1/3 CORE MODEL           *')
 9989 format (15x,'*                ISOLATED S/A MODEL       *')
C
 9990 format (
     *  15x,'* CADET EDITION> NUMBER OF AXIAL LEVEL :',i2,'*',/,
     *  15x,43('*'),/,/,/,
     *  11x,'LISTE OF THESE COTES :',/,
     *  11x,22('='))
C
 9991 format (2x,'Acceleration de la pesanteur     : ',f7.3,/,
     *        2x,'Critere d''arret du calcul CADET : ',f7.5,//)
C
 9995 format (15x,51('*'),/,
     *   15x,'* Assemblages dont la temperature est sauvegardee *',/,
     *   15x,51('*'),/,/,
     *   11x,'Nombre d''assemblages : ',I3,/,/,
     *   11x,'LISTE DES ASSEMBLAGES :',/,
     *   11x,23('='))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 FIN DU SP LECDON                                             ---*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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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프랑스 연계코드의 입력 자료

******************************************************************
*                                                                *
* LOGICIEL TRANSCOEUR2 : INITIALISATION INTER-ASSEMBLAGES (IWF2) *
*                                                                *
******************************************************************
*
*--------------------------------*
*---  OPTION DE CALCUL DE TR2 ---*
*--------------------------------*
*
* Mot clef obligatoire         : OPTION
* Creation archive par CADET   : 0
* Generation JCL CRAY          : 0
* Resultats TRIO_VF en binaire (1)
*                 ou sur fort.2 ASCII (0) : 0
OPTION
0
0
0
*
*
*
*-----------------------------------------*
*---  GEOMETRIE  -------------------------*
*-----------------------------------------*
*
* Mot clef obligatoire      : GEOM
GEOM
*
* ---- Donnees generales concernant le coeur :
*
* Rayon  du   coeur         : 
* Pas du reseau hexagonal   : 
* Hauteur partie superieure (zone axiale 3) : m
* Hauteur de la partie zone axiale 2 au 
*     dessus de la colonne fissile :        
* Hauteur de la colonne fissile    :              
* Hauteur de la partie zone axiale 2 au 
*    dessous de la colonne fissile :              
* Hauteur partie inferieure (zone axiale 1) :    
* Nb de maille radiale      : 24
* Rapport desire entre la taille des malles axiales 
*               et la taille des mailles radiales  : 1.
*----
* Premiere maille radiale de pas different : 16
*----
* Valeur de ce pas different si numero de la premiere maille 
*  de pas different strictement inferieur a NX : 
*----
* Presence d'un faux sommier (oui 1 non 0) : 1
*----
* Numero de la premiere maille radiale sur le faux sommier : 13
* cote de la plaque modelisant le faux sommier la plus basse : 
* cote de la plaque modelisant le faux sommier la plus haute : 
*----
* Nombre de zones radiales se trouvant sur le faux sommier : 2
*----
* premiere maille de la zone radiale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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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niere maille de la zone radiale : 15 
* Diametre des entretoises entre les deux 
*    plaques du faux sommier dans cette zone: 
*----
* ces donnees sont en m

3.35 0.13 1.45 0.12 0.86 0.34 0.74 24  1.
16 
0.16
1
13 0.1 0.36
2  
14 15   0.106   
16 21   0.128
*
*--- DEFINITION DE CHAQUE TYPE D ASSEMBLAGE ---*
*
* Nbre de types d assemblages definis ci dessous : 4
*
* On repete Nbre type(s assemblages) fois les cartes suivantes
*   Nom du type d assemblage            : FISSILE, FERTILE ..
*----
*   On repete pour chaque zone axiale ( basse , moyenne et haute)
*   les donnees suivantes :
*     Pour le faisceau :
*     - Nombre d aiguille dans l assemblage : 
*     - Diametre des aiguille               :  
*     - Pas du reseau d aiguille            :   
*     - Diametre du fil espaceur            :   
*     - Pas d enroule ment du fil espaceur  : 
*----
*     Pour le tube :
*     - Forme interne du tube : 0 pour cylindrique, 1 pour hexagonal
*     - Diametre ou entreplat interne du tube : 
*     - Forme externe du tube : 0 pour cylindrique, 1 pour hexagonal
*     - Diametre ou entreplat externe du tube : 
*     - Materiau : 0 (EM-10) ou 1 selon le type d acier
*----
*     Pour la zone axiale basse, on donne en plus :
*     - Long patin auto-orientable            : 
*     - Hauteur de la zone de sortie de patins : 
*     - Diametre du cone a mi hauteur du cone : 
*     - Hauteur de la partie conique          :  
*
* Ces donnees sont en mm
*
5
*
FISSILE
**** partie basse
* faisceau
271    6.55   7.773   1.15   150.
* tube
1   126.0   1   123.0  1
* particularite zone basse
27.19  159.   103.3  35.7
**** partie moyenne 
* faisceau
271    6.55   7.773   1.15   150.
* tube
1   126.0   1   123.0  1
**** partie haute 
* faisc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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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 tube
0   51.   1   123.7  1
*
*
*
FERTILE
*
... idem m?e type de donnees
*
ect pour les differents types d'assemblages du coeur
*
*
*- REPARTITION DES ASSEMBLAGES DEFINIS CI-DESSUS DANS LE COEUR
*
* references de l'assemblage central NREF1C,NREF2C : 30 30
*----
* nbre de zones radiales contenant des assemblages : 12
* (attention, des zones consecutives peuvent contenir le 
* meme type d assemblage car ces zones sont aussi des zones 
* de debit et de puissance)
*----
* Pour chaque zone radiale contenant des assemblages, on donne :
* - numero de la premiere couronne circulaire de la zone
* - numero de la derniere couronne circulaire de la zone
*----
* - nom du type d assemblage majoritaire dans la zone
*----
* - nbre de types d assemblages minoritaires dans la zone
*----
*   Pour chaque type d assemblage minoritaire, on donne
*   - Le nom de ce type minoriaire
*----
*   - Le nombre d assemblages de ce type minoritaire
*----
*   - La liste des assemblages de ce type minoritaire, sous
*     la forme xx/yy (aller a la ligne pour chaque assemblage)
*----
* On donne par ailleurs le nombre total d assemblages traite par CADET
*
30 30
12
* zone radiale 1 = couronne 1
1  1
FISSILE
0
* zone radiale 2 = couronne 2
2  2
...

* zone radiale 7 = couronne 7
7  7
FERTILE
1
FISSILE
2
31/24
34/24
* zone radiale 8 = couronne 8
8  8
... ect pour tous les assemblages du coeur
*
*-  CAS DE ZONES VIDES OU PARTIELLEMENT VIDES D ASSEMBL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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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bre de mailles radiales a taux d emplacements vides impose N = 1
*----
* On repete N fois les cartes suivantes
*  Numero de la maille radiale : 24 Taux d emplacements vides 
*  (1 = vide, 0 = plein, 0.5 = 1/2 plein ...) : 1.0
* Par defaut la maille est pleine.
*
1
24 1.0

*-------------------*
*--- HYDRAULIQUE ---*
*-------------------*
*
*
* Mot clef obligatoire               : HYDR
HYDR
*
* Definition du type de fluide caloporteur
* ----------------------------------------
*
* On donne un mot cle, puis dans le cas de l eau, la pression
* moyenne de fonctionnement ( a la ligne)
* Mots cles reconnus : SOD -> Sodium
*                      PLO -> Plomb
*                      PBI -> Plomb-Bismuth
*                      EAU -> Eau
PBI
*
* hydraulique de l inter-assemblages
*-----------------------------------
*
* On repete nbre de zones radiales contenant des assemblages
*   (NRAD) fois les donnees suivantes :
* Debit de fuite en pied d assemblage: D = zone     debitante
*                                    : N = zone non debitante
* (aller a la ligne a chaque fois)
*----
* Debit total inter-assemblage coeur : 0.0  kg/s
* Valeur aboslue de la vitesse axiale et radiale dans l inter assemblage
*   pour initialisation (si on donne une valeur nulle l initialisation 
*   sera faite a partir de la donnee de QCOEUR ci dessus) : 0.5 m/s
N
N
N
...
N
0.0  0.5
*
*-  Description du gradient radial de pression
*   au sommet des assemblages ( sortie tetes )
*
* Nombre de valeurs de zones radiales de pression NZPRES: 53
*----
* Rayons delimitants les zones de pression  : il
* y en a NZPRES+1
*----
* Pression (Pa) dans chaque zone definie par les rayons cidessus 
*  Il y en a NZPRES
*
53
 0.00000   0.02970   0.05940   0.08910   0.11880
 
 0.89100   0.92070   0.95040   0.98010   1.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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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50   1.07514   1.11791   1.16923   1.23082
 1.30472   1.39340   1.49982   1.62753   1.78077
 1.96467   2.12467   2.28467   2.44467   2.60467
 2.76467   2.92467   3.13293   3.34119 
*
   180.8      -51.22       192.0       54.42      -34.11
  -23.85      -96.66      -84.10      -4.486      -4.438    
  -4.332      -4.279      -4.300      -4.365      -4.514
  -4.814      -5.408      -6.560      -8.713      -12.53    
  -17.50      -22.93      -27.96      -30.48      -28.02
  -20.35      -7.195       6.458
*       
*
*
*
* hydraulique de l assemblage
*----------------------------
* Nombre de type d assemblages calcules par CADET 
* on repete pour chaque type :
* nom du type 
* Loi de frottement dans le faisceau assemblage
* Exposant
* Coefficient
*
2
FISSILE
0.16 0.19
FERTILE
0.16 0.11
*
*------------------------------------------------*
*----------------- THERMIQUE --------------------*
*------------------------------------------------*
*
* Mot clef obligatoire                             : THER
THER
*
* THERMIQUE INTER ASSEMBLAGE
*---------------------------
*
*- initialisation du champ de temperature inter-assemblage
*
* On repete N.zones.radiales+1 fois ces donnees
* zone axiale 1 : 397.0 deg.C
* zone axiale 2 : 459.0 deg.C
* zone axiale 3 : 570.0 deg.C
*
397  459  570
397  455  560
397  459  570
...
*
*-  CAS DE COURONNES PARTIELLEMENT VIDES D ASSEMBLAGES OU
*- CONTENANT DES ASSEMBLAGES QUI N ECHANGENT PAS
*
* Nombre de mailles radiales a taux d emplacements non echangeant N = 1
*----
* On repete N fois les cartes suivantes
*  Numero de la maille radiale : 4 Taux d emplacements non echangeant 
*  (1 = aucun n echange, 0 = tous echangent, 0.33 = 1/3 n echangent pas ...) : 
0.25
* Par defaut tous les assemblagent de la couronne echangen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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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 DES COURONNES DONT UNE CERTAINE PROPORTION DES ASSEMBLAGES
*  A UN PROFIL DE TEMPERATURE INTERNE IMPOSE
*
* Definition des profils de temperatures impos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ombre de profils
* pour chaque profil :
*  nom du profil (12 carateres maximum)
*  nombre de donnees de temperatures
*  pour chacune de ces donnees, sur la meme ligne :
*    premiere maille axiale derniere maille axiale temperature
1
BARRE
19
1   9 379.5
10 10 383.8
11 11 388.2
12 12 392.5
13 13 396.8
14 14 401.2
...
etc pour toutes les mailles radiales
*
* Emplacement de ces profils imposes dans le coeur
*------------------------------------------------
* Nombre de couronnes concernees
* pour chacune de ces couronnes :
*  Numero de la couronne
*  Nombre de profils imposes dans la couronne
*  pour chacun de ces profils :
*    Nom du profil (12 carateres max)
*    proportion d assemblage avec ce profil dans le couronne
1
4
1
PROFIL_1
0.15
*
*
*
*- champ thermique sur la virole delimitant le coeur
*
* Nombre de valeurs de zones radiales de temperature NZTVIR: 0
* si NZTVIR = 0 la virole est adiabatique.
*----
* Cotes delimitants les zones de temperature  : il
* y en a NZTVIR+1
*----
* Temperature (OC) dans chaque zone definie par les cotes cidessus 
*  Il y en a NZTVIR
*----
* Epaisseur de la virole en m et materiau (0 ou 1 selon le type d acier)
*----
1
0. 3.50
400.0
0.055 0
*
3
9  12   513.10
11 15   514.24
16 24   536.00
* THERMIQUE  ASSEMB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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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L assemblage de reference :
*-  decoupage axiale de l assemblage de reference
*
* Nombre de zones axiales de l assemblage de reference :   23
*
22

*-  temperature des sous canaux peripheriques de l assemblage de reference
*
* On repete N.mailles.axiales fois ces donnees
* Numero premiere maille de la zone assemblage consideree :
* Numero derniere maille de la zone assemblage consideree :
* Conditions Limites     de la zone assemblage consideree :
* ( Temperature moyenne axiale approchee des sous-canaux
* peripheriques pour calcul option IWF2 sans CADET 1/3 de coeur
*
1  6  397
7  7  398
...
10 10 417
11 11 437
... pour toutes les mailles radiales
*
*-  donnees debit et puissance de l assemblage de reference
*
* Nom du type de l assemblage de reference       :  FISSILE
*----
* Debit dans l assemblage ci-dessus considere    :  kg/s
* Puissance lineique moyenne d une aiguille (W/cm):  w/cm
* Temperature du sodium en entree                : 

FISSILE
35.2  300.85 400.

*--> Les autres assemblages :
*
*-  puissance et debit par zone radiale
*
* On repete N.zones.radiales + 1 fois ces donnees
* Puissance assemblage de la zone consideree :   mw
* Debit     assemblage de la zone consideree :  kg/s
*
3.606 14.45
3.516 14.45
...
0.00  0.00
0.00  0.00

*-  puissance de zone radiale sans debit interne
*
* On repete N.zones.radiales + 1 fois ces donnees
* Puissance assemblage de la zone consideree     : 0.237 mw
* Facteur d applatissement axial (le radial = 1 ): 1.01
* Si P ass       = 0.00 ==> zone  a   debit interne
* Si P ass diff de 0.00 ==> zone sans debit interne
*
0.00    0.00
0.00    0.00
0.00    0.00
...
0.15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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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3   1.03
0.00    0.00
*
*
*
*
*
*---  OPTION DE GENERATION DES JEU DE DONNEES CADET ---*
*
* Mot clef pour un calcul CADET        : CADE
*----
* Titre en 29 caracteres maximum entr cotes 'blabla'
*----
* Option de compaction                 : 1
* (si = 1 ==>  non compacte )
* (si = 2 ==> semi compacte )
* Parametre de conditions limites      : 2
* (si = 1 ==> assemblage     adiabatique)
* (si = 2 ==> assemblage non adiabatique)
* Type de calcul cadet                 : 2
* (si = 1 ==> calcul d un assemblage    )
* (si = 2 ==> calcul d un tiers de coeur)
* (coordonnees assemblage si type = 1   )
*----
* Coefficient multiplicatif de la puissance lineique lue directement
*   dans le fichier neutr-eranos  --> detarrage eventuel du coeur
*----
* Nombre de cotes du calcul cadet     :  19
*----
* liste des numeros de ces cotes
*----
* Critere d'arret du calcul CADET     :   0.05
*
CADE
'Fic pour impr data TR2.2'

1  2  2
* rapport entre puissance reacteur donnee dans les rapports de sous cycle,
* qui correspondent aux debits, et la puissance reacteur moyenne 
* par sous cycle adoptee par le SPRC dans ses calculs de neutronique.
1.003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05
*
*---  OPTION CALCUL TEMPERATURES TH ---*
*
* Nombre d'assemblages a ecrire : 1
*----
* Liste des assemblages a ecrire (ex : xx/yy aller a la ligne
* a chaque assemblage)
*
0
*
3
30/30
31/30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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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노심의 집합체는 덕트라는 특수한 구조 내부에 

핵연료봉을 장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덕트는 막힌 유로를 갖고 있어 덕

트에서 덕트로의 유량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집합체를 흐르는 유량

을 그 집합체의 출력에 맞도록 노심의 입구에서 미리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 유량분배

는 각각의 핵연료 피복관의 누적 손상률이 동일하도록 배분하여, 결과적으로는 핵연료

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오리피스라는 

노심 유량 분배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심 열유

체 개념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도를 살펴본 후, 이의 해석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노심의 유량 역구분과 집합체 내부 상세 해석을 기초로 하여, 집합체

간 열유동 특성을 비롯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프랑스의 해석체제를 분석하 으

며, 국내의 전노심 열유체 해석 체제개발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노심의 온도분포 계산모듈, 정상상태 노심 열유체 설계코

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한 노심 열유체의 상세한 계산과 더불어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부수로 해석, 집합체간 열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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