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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수치원자로 개발을 위한 CFD-ACE 전산유체역학 코드와 DeCART 전노심 증

성자수송 코드의 연계 해석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경수로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출력과 냉각재의 온도 및 도분

포의 변화를 예측하고, 핵연료봉의 형상 변형에 의한 이들의 변화까지 예측하기 위

해 노심의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각 현상의 지배방정식을 서로 

연계하여 노심 현상의 상세 모사를 위한 수치원자로(Numerical Reactor)를 개발하

기 위한 노물리 해석코드와 전산유체해석 코드, 그리고 구조해석 코드를 서로 접목

하여 종합적으로 노심을 해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수치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노물리 해석코드로 DeCART를 사용하

고, 전산유체해석 코드로 상용 CFD코드인 CFD-ACE를 사용하여 코드간 연계를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DeCART/STAR-CD 연계모듈을 

기반으로 CFD-ACE 코드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타 전산해석코드의 연계시 필요한 

기술들을 구축하고자 하 으며, 기본적인 3x3 핵연료 봉다발과 인접한 이종의 핵

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DeCART/CFD-ACE 연계해석을 수행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노심해석코드와 전산유체해석 코드의 연계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Single-pin 모델을 통해 연계모듈을 검증하고, Multi-pin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격자의 최적화를 수행하고, 부수로혼합의 고려가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향을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병렬계산시 최적의 decompose 과정이 필요하며, 대용량을 

계산을 위해서는 각 코드간 수렴의 설정의 중요성 또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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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upling Calculation of CFD-AC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and 

DeCART Whole-Core Neutron Transport Code for Development of Numerical 

Reacto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comprehensive high fidelity reactor core modeling capability is being 

developed through code coupling for detailed analysis of current and advanced 

reactor designs. The work involves the coupling of advanced numerical models 

such a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 whole 

core discrete integral transport for neutronics calculations, and 

thermo-mechanical techniques for structural calculation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Code coupling activities have so far focused on coupling the neutronics 

modules with the CFD module. An interface module for the CFD-ACE/DeCART 

coupling was established as an alternative to the original STAR-CD/DeCART 

interface. For the validation of the interface module, single-pin model was 

evaluated. Multi-pin model composed by 2-type fuels and guide tube was 

calculated to estimate the mesh dependency of CFD code. For the large scale 

coupled calculation, the Multi-assembly model was calculated by parallel 

machines of 12 nodes.

Ⅳ.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 of coupled calculation between DeCART and CFD-ACE was as 

follows. The interface module for DeCART/CFD-ACE was validated by 

single-pin model. The optimized CFD mesh was decided through th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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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ulti-pin model. It was important to consider turbulent mixing of 

subchannels for calculation of fuel temperature. For the parallel calculation, the 

optimized decompose process was necessary to reduce the calculation costs and 

setting of the iteration and convergence criterion for each code was importan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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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수로원자로에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연료 봉다발이 있고 그 주위로 열 제거

를 위한 냉각수가 흐르고 있다. 노심 냉각수는 핵연료의 열 제거뿐만 아니라, 핵분

열 시 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변환시키는 감속재 역할을 한다. 이 열중성

자의 도에 따라 핵연료봉 출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핵연료봉 주변의 냉각수 온

도 및 도분포의 정확한 정보는 연료봉 출력 예측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역

으로 핵연료봉 출력은 주변의 냉각수 온도 및 유동장에 큰 향을 주므로 이들은 

현상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한편 핵연료봉의 형상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열

팽창 등으로 봉이 휜 경우는 주변 유동에 향을 주게 되어 봉간 간격이 좁은 부분

에서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연료봉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

심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각 현상에 대한 지배방정

식을 서로 연계하여 해석할 때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는 미국 알곤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와 협력하여 원자로 노심 현상의 상세 모사를 위한 수치 원자로(Numerical 

Reactor)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노물리해석코드와 전산유체해석코드 그리고, 

구조해석코드를 서로 접목하여 종합적으로 노심을 해석하게 하는 도구이다. [1,2] 

이를 위해 우선 노물리해석코드와 전산유체해석코드를 연계하는 것이 진행되는데, 

노물리코드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DeCART (Deterministic Core 

Analysis based on Ray Tracing)코드를 전산유체해석코드로는 상용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인 StarCD[3] 혹은 CFD-ACE[4]를 사용하

고 있다.  DeCART 코드는 노심 구성체의 상세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수군 핵

자료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하여 열궤환을 고려한 노심 출력분포 계산을 할 수 있

는 코드로서 사전 균질화 군정수 생산을 요하는 기존 노물리 계산체계 정확성과 

상세성에서 월등하다. CFD코드들은 3차원 열수력해석코드로 DeCART로부터의 

핵연료봉 출력을 받아 핵연료봉과 유동장과의 conjugate 열전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두 코드를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두 코드를 이어 주는 연계 모듈 (Interface 

Module)이 필수적이다. 연계모듈의 역할은 각 코드의 계산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

도록 지시하고 서로 연계된 인자의 계산 결과를 상대 코드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

다. 이때 코드간 반복적으로 교환되는 자료 전달을 위해 소켓(Socket)에 기반한 방

법이 효율적인데, 소켓은 platform, 운 체계 그리고 코드특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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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연계모듈은 서로 다른 두 코드의 격자구조에 대해 역간 대응을 시키고 

상호 격자 크기 차이에 따라 연계 인자를 보정한 후 전달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코드의 수렴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계산이 종료되

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StarCD와 DeCART에 기반한 연계모듈[5]을 

CFD-ACE에 맞도록 수정하여 다른 CFD코드와의 연계시 필요한 기술들을 구축하

고, 기본적인 3x3 핵연료봉다발과 이웃한 이종의 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CFD-ACE/DeCART 연계해석을 수행하여 DeCART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의 

노심해석 결과와 비교하므로서 연계해석의 가치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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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모듈의 구성과 계산절차

2.1. 연계모듈의 구성

 전산유체해석 코드와 노심해석 코드의 연계된 계산을 위해 사용된 개략적인 

연계모듈의 구성을 Fig. 1에 표시하 다.[6,7] 연개모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사용자 입력 및 연계 코드 제어를 위한 주 모듈 과  각 코드의 격자간 

대응 자료들을 생산하는 모듈과 이 자료들을 전달하는 소켓으로 구성된다.

(a) 주모듈

해석대상 노심의 핵연료 종류, 형상, 위치 및 초기치 그리고 연계 코드의 격자정

보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읽으며 각 코드의 실행, 대기, 수렴 조건 확인 및 계산 종

료 등을 제어한다. 

(b) Mapping 

서로 다른 격자구조에 따라 역간을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산유체 코드는 유체 및 고체의 열과 유동해석을 위해 조 한 형태의 

격자, 셀(cell)을 형성하고 있지만, 노물리 코드인 DeCART는 전산유체해석 코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성긴 형태의 격자를 갖는데, 이를 존(zone)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격자구조에서 두 코드간 cell 격자를 zone의 격자에 맞게 지정

하는 또는 그 역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격자 크기 차이에 맞게 연

계인자를 보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CFD-ACE로 부터는 셀 단위

Fig. 1 Schematic of DeCART/CFD code couple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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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와 도 자료를 받아 이를 DeCART의 각 존에 맞게 체적평균으로 변환하

는 일과 반대로 DeCART로부터 받은 존의 열원은 CFD코드를 위한 셀단위의 열원

으로 변환하여 대응시키는 것이다. 

   (c) 자료 전송

각 코드의 계산이 번갈아 가며 교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연계 자료들을 상대코드

에 전송하는 것은 연계모듈내에 있는  TCP/IP 프로토콜에 기반한 소켓인데, 이는 

I/O 파일형태로 주고 받는 경우에 비해 시간이 절약된다. 소켓은 C 언어로 개발되

어 있으며, 전산장비 및 운 체계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2.2. 코드별 입력문의 구성

본 연계코드는 협력과제 상대인 ANL에서 개발된 STAR-CD코드를 위한 형태

를 최대한 유지하고, CFD-ACE 코드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부분들만을 일부 수

정하 다. 따라서 코드의 연계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첨부된 ANL매뉴얼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과 수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2.1. 전산유체해석 코드, CFD-ACE

전산유체 해석코드인 CFD-ACE의 연계를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UDF:User Defined Fortran)의 작성이 필요하다. 연계모듈은 두 코드간 격자의 사

이를 맵핑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계산초기에 CFD 격자의 격자중심점과 물성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CFD-ACE에는 두가지의 UDF를 사용한 계산이 

수행된다. 먼저 병렬계산시 노드번호-단일 cpu의 경우 node# 1, 셀번호, 중심점 좌

표, 물성번호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산수행과정과 함께 CFD

계산을 적절히 수렴시킨후 연계계산의 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이때 필요한 연료의 

열원(Heat source)은 코사인형태로 UDF에서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UDF인 

'center.f'를 부록 B에 첨부하 다. STAR-CD에서는 전처리프로그램인 ProSTAR

에서 명령어에 의해 셀번호, 중심좌표, 물성번호를 갖는 'centroids.usr'파일을 생성

하 으나, CFD-ACE는 서브루틴 'center.f'를 사용하여 선행계산을 통해 얻게 된

다. 또한 셀번호의 경우 STAR-CD는 셀생성후 부여된 셀번호가 병렬계산을 위한 

decompose후에도 유지되지만, CFD-ACE에서는 decompose후에 각 계산 노드별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CFD-ACE에서는 노드번호와 셀번호를 모두 

decompose후에 얻어야한다. 물론 단일 CPU계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성

번호는 연계코드에서 셀의 물성치를 분류하기 위한 인식번호이다. 예를 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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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연료인 UO2는 5, MOX는 7, 피복관은 6, 냉각유체인 물

은 4번을 부여한다. 생성된 중심좌표 파일인 'center.usr'은 연계모듈에서 입력문으

로 읽기 위해 일정한 포맷을 갖도록한다. 따라서 정수변수인 노드번호, 셀번호, 실

수변수인 중심좌표 x, y, z과 물성번호는 Fortran 포맷 '(2I9, 4E17.9)'으로 설정한

다. 

선행계산을 위해 'center.f'를 UDF로 계산을 수행한 후, 실제DeCART와 연계된 

계산 수행을 위한 'cpl.f'를 UDF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cpl.f'에

서 열원은 DeCART의 출력치에서 얻어진 값이 부여된다. 이 연계계산에는 선언문 

'myufile.inc'파일이 필요하다.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2행의 작업디렉토리 설정의 제일 끝에 '/'를 반드시 표시

해야한다. 또한 10행의 parameter는 CFD계산을 위한 전체 격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일 CPU계산시에는 노드 1의 전체 셀 개수를, 병렬계산에서는 전체 노드에 

사용된 계산 셀의 총합을 기입하여야 한다. 14행의 send_dens는 TRUE인 경우 

CFD에서 계산된 도치를 직접 DeCART로 넘겨주며, FALSE인 경우 CFD계산에

서 얻어진 온도를 사용하여 연계모듈에서 도를 계산하여 DeCART로 전달하게

된다. CFD-ACE에서는 물성치를 온도에 대한 선형치로 제시하므로, TRUE로 해

도 무방하지만 물성치를 상수값으로 준 경우 반드시 FALSE로설정해야한다.

CFD-ACE에서 UDF는 컴파일된 오브젝트파일을 사용하므로 계산수행전에 

01 CHARACTER*128 dir

02 PARAMETER (dir='/home/chshin/I-NERI/Couple/.../1ring/')

03 INTEGER MinDeltaIter,MaxDeltaIter

04 PARAMETER (MinDeltaIter=19,MaxDeltaIter=20)

05 DOUBLE PRECISION maxresid,tol_resid

06 PARAMETER (maxresid=1.0e-10,tol_resid=1.0e-4)

07 INTEGER imat_fuel

08 PARAMETER (imat_fuel=2)

09 INTEGER myntcell

10 PARAMETER (myntcell=224000)

11 DOUBLE PRECISION Qsmall,Qlarge

12 PARAMETER (Qsmall=0.0,Qlarge=1.d+10)

13 LOGICAL send_dens

14 PARAMETER (send_dens=.TRUE.)

15 INTEGER nrbuff

16 PARAMETER (nrbuff=2*myn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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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와 'cpl.f'의 컴파일이 필요하다. 'center.f'의 컴파일을 위해서는 

CFD-ACE에서 제공하는 컴파일 명령인 'build-userlib'를 사용하여 'center.so'를 

생성하고 이를 CFD-ACE의 'User Shared Library'로 셋팅해준후 계산을 수행하

면 중심좌표 파일인 'center.usr'을 얻게된다. 하지만 연계계산을 위한 'cpl.f'의 경

우 'build-userlib'명령에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추가 오브젝트파일의 링크가 필요

하므로, build-userlib를 변경한 build명령어를 사용하여 컴파일 하여야한다. 이러한 

CFD-AC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어를 따로 생성하여 작업을 수행하 다. 단

일 CPU와 병렬계산에 사용된 CFD-ACE 실행 명령은 아래와 같다.

Run Script for Single CPU Calculation

rm -f socket_comm*
cp /home/chshin/I-NERI/gis/sock*.o . 
cp /home/chshin/I-NERI/gis/*.fi .
./build cpl
rm -f filename.RUN
CFD-ACE-SOLVER -dtf filename.DTF

Run Script for Parallel Calculation

rm -f socket_comm*
cp /home/chshin/I-NERI/gis/sock*.o .
cp /home/chshin/I-NERI/gis/*.fi .
kill-ace-mpi -d filename.RUN
./build cpl
cfd-ace-mpi -model filename.DTF -num 8 -wd /home/.../cb -hosts myhost8 sim 2 
-nodecomp

2.2.2. 전노심 중성자수송코드, DeCART

DeCART를 위한 입력문은 'decart.inp'와 'param' 두개이다. 먼저 중앙에 가이

드를 갖는 9핀의 배열에서 'param'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01 Number of Rings and rings in moderator
02    5  1
03 Number of Nuclides in moderator
04    2
05 Number Density
06   6.69223e-2   3.34611e-2
07 Energy Deposition Ratio
08   0.87   0.57   0.26   
09 Number of  pins and Guide tubes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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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2행에서 핀별 링의 개수와 냉각수에서의 링의 개수를 정

확히 수정하여야한다. 다음으로는 전체 연료핀의 개수와 가이드튜브의 개수를 표

시하는 10행이다. 

다음으로 'decart.in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Volume Ratio of Moderator Clad to Fuel
12 1.7213   0.3980

01 CASEID deccpl  mini 3x3 core with uox/mox/gad at hfp condition
02
03 STATE
04    th_cond    0.175442   269.85   15.0   0.744517 
05
06 MATERIAL
07    mixture    1 UO2 2 10.4 300 / 92235 … 4.51340e-2
08    mixture    2 CLD 1 6.55 300 / 24052 … 2.4866e-4
09    mixture    3 MOD 0 1.000 300 / 1001 … 3.34611e-2
10    mixture    4 MOX 2 10.4 550 / 92235 … 3.63448e-4
11    mixture    5 CLD 1 6.55 550 / 24052 … 2.4866e-4
12    mixture    6 MOD 0 1.000 550 / 1001 … 3.34611e-2
13    mixture    7 MOD 0 1.000 650 / 1001 … 3.34611e-2
14    mixture    8 CLD 1 6.55 650 / 24052 … 2.4866e-4
15
16 GEOM
17    npins      3 
18    ax_mesh    20. 10*20. 20.
19    pitch      1.260
20
21        cell 1  0.4025 0.4759 / 1 2 3 / 3 1 / 24 8 8
22    cell 2  0.4025 0.4759 / 3 2 3 / 3 1 / 24 8 8
23    cell 3  0.4025 0.4759 / 4 5 6 / 3 1 / 24 8 8
24    cell 4  0.4025 0.4759 / 6 5 6 / 3 1 / 24 8 8
25    cell 5  0.5709 0.613 / 7 8 7 / 3 1 / 24 8 8
26
27    pin  1    2 10*1 2
28    pin  2    4 10*3 4
29    pin  3    5 10*5 5
30
31
32    assembly 1 360 1
33      1 2 2
34      1 3 2
35      1 1 1
36 
37         rad_conf 360 EDGE
38      1
39 
40   albedo     0.0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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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4행의 power_fa값은 연계모듈의 입력문 'interface.inp'에

도 사용된다. 또한 mdot_fa의 값은 CFD-ACE에서 입구유속을 결정하게 된다. 

GEOM카드의 DeCART 존 형상의 정보를 확인하여 CFD-ACE의 격자를 생성하

고, 연계모듈의 입력문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야한다. OPTION카드에서 

couple_cfd에서 첫번째 문자 'T'는 연계계산의 실행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DeCART 단독계산의 경우 'F'로 연계계산의 경우 'T'로 설정하고, 61행의 

feedback은 DeCART 내부에 정의된 열수력계산 모델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에서 DeCART 단독계산의 경우 'T'로, 연계계산의 경우 'F'로 설정한다.

2.2.3. 연계계산의 입력문

연계계산을 위한 입력문은 'interface.inp'이다. 또한 초기 출력치를 

'power_map'으로 주어야한다. 일단 ‘power_map’의 경우 DeCART계산에 사용된 

존의 개수와 동일해야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존의 개수정보는 'interface.inp'에 주

어지게 된다. 연계계산의 입력문인 'interface.in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42 XSEC
43    file     /home/chshin/I-NERI/DeCART/lib/hel45gv17.xsl
44
45 TH
46    steam_tbl   /home/chshin/I-NERI/DeCART/lib/tpfh2o
47    pin_dim    4.025 4.759 0.734 6.13  !mm
48    nring_cond  7
49    gap_conduc  1.0+10
50    KCOND_FUEL  6.0
51    KCOND_CLAD  17.0
52
53
54      OPTION
55 !   ray        0.02  8   4
56    couple_cfd  T  2  F
57    init_power  F
58    reso_opt   4 F
59 !    reso_opt test-ref.eqx
60    conv_crit  0 1.e-4
61    feedback   F

01 CASE
02 'd3x3_cpl' 3001 3002
03
04 CTRL
05 1.00d-2 1.00d-2 1.e+0 1.754410d+5 T 5 20 1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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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산의 입력문에 대한 설명은 ANL의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마지

막 CVRT는 단위환산을 위한 상수값들이다. 첫 번째 칼럼의 0.0은 CFD-ACE가 

Kelvin온도를 사용하므로 0.0이 되며, 두번째 1.00은 도의 단위변환을 위한 것으

로 두 코드 모두 kg/m
3
을 사용하므로 1.00으로, 마지막 길이단위는 CFD-ACE에서

는 미터단위를 사용하지만 초기 연계모듈에서는 중심좌표 파일인 ‘center.usr’을 사

용한 셀번호와 존번호의 맵핑을 위한 것으로 ‘center.usr’에 사용된 미터단위는 연

계모듈 내에서 cm단위로 변환되게 하 으므로, 마지막 상수 0.01은 CFD-ACE의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2.3. 계산 절차

코드간 연계를 위한 계산 순서는 그림 2에 간략히 표시하 다. 먼저 선행된 

CFD계산에서 각셀의 중심좌표와 핵연료 종류, 안내관, 냉각수 등의 구분기호들을 

07 DIMS
08 1 224000 1 224000 1 4320 9 3 8 12
09
10 GEOM
11 1.26 -1.26 1.26 0.0 200.0 1 T
12
13 PINS
14     # Pin type 1:
15     1 3 1 1
16   0.4025    F      5     3   # fuel
17   0.4759    F      6     1   # clad
18   0.63      T      4     1   # 1st coolant ring
19     # Pin type 2:
20      2 3 1 0
21   0.5709    T      4     3   # inner coolant
22   0.6130    F      6     1   # tube wall
23   0.63      T      4     1   # outer coolant
24 # Pin type 3:
25       3    3    1 1
26   0.4025   F       7     3   # fuel
27   0.4759   F       6     1   # cladding
28   0.63     T       4     1   # 1st coolant ring
29
30 CNFG
31    1 3 3
32    1 2 3
33    1 1 1
34
35 CVRT
36 0.0 1.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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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연개모듈에 필요한 입력문들은 각 코드와 연계모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력문에는 핵연료, 피복관, 안내관 등의 크기와 위치 정

보가 들어가며, CFD해석을 위한 셀의 갯수, DeCART의 전체 존의 갯수 그리고 핵

연료의 성분에 따른 분포형태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각 존에 출력 초기치는 파일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계산수행은 각 코드와 연계모듈을 동시에 실행시키면, 연계

모듈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소켓을 실행시키고, 선행계산에서 주어진 셀의 중심

좌표와 존의 역을 대응시키고, 핵연료 배치 등을 확인하게 된다. CFD코드는 소

켓의 실행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초기 출력 파일을 읽어 들여 계산을 수행하게 된

다. 각 반복계산에서 엔탈피의 잔차와 반복 횟수의 정보를 연계모듈에 전달하면 연

계모듈에서 이를 판단하여, 잔차의 값이 일정치 이하이거나, 반복횟수가 일정한 횟

수에 도달하면 CFD 코드 계산을 중지하고 결과 중 온도와 도를 DeCART에 전

달한다. DeCART는 CFD 코드의 결과가 연계모듈로 전달될 때가지 대기 상태로 

유지된 후, 연계모듈에서 온도와 도의 데이터들이 전달되면 계산을 수행하고 얻

어진 출력 분포를 연계모듈에 전달하면 새로운 출력분포가 CFD에 부여된다. 이러

한 반복계산에서 DeCART의 출력분포 변화가 일정한 잔차범위내에 도달하면 전

체 계산이 종료된다.

전체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A. 셀중심 좌표 파일인 'center.usr'의 생성

DeCART 존 격자에 기초한 셀격자의 생성

Fig. 2 Flow chart for couple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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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조건(VC)의 설정: 물성치, 사용자정의 열원

경계조건(BC)의 설정: 입구유속, 출구압력, Symmetry face

초기조건(IC)의 설정: 체적별 초기조건 설정

계산조건(SC)의 설정: Solvers에서 압력보정은 AMG를 사용

출력(Out)의 설정: User Sub(uout)을 선택

실행(Run)의 설정: User Shared Library에 중심좌표 생성 오브젝트를 선택

(예, center.so)

연계계산을 위한 입력문 조정

B. 중심좌표파일 center.usr의 생성 확인 (단위는 m)

CFD-ACE를 위한 연계 입력 파일: myufile.inc, cpl.f

Interface Module을 위한 입력 파일: interface.inp, power_map

DeCART를 위한 입력 파일: param, decart.inp

C. 연계계산을 위한 CFD-ACE의 설정

초기조건(IC)의 설정: Previous Solution을 선택, Restart Filename은 전계산 

파일명 확인

 계산조건(SC)의 설정: DeCART가 수렴하기 전에 CFD-ACE가 수렴하는 

것을 막기 위해 Iterations을 크게, Convergence Crit는 작게 설정한다.

 실행(Run)의 설정: User Shared Library에 연계계산 오브젝트를 선택(예, 

cpl.so)

D. 계산 실행

interface의 실행: 전계산에서 사용된 소켓을 위한 key*, socket* 파일들을 

삭제, 링크된 gis를 실행 (예: ./gis)

CFD-ACE의 실행: 앞서 설명된 CFD-ACE 수행 명령을 실행 (예: ./gen)

DeCART의 실행: 링크된 DeCART 명령을 수행 (예: ./de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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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CFD-ACE/DeCART 연계해석을 위한 모델은 SMART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

으며 그 노심조건 및 형상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연계해석은 Single Pin Model 

과 3X3 Pin model에 대해 수행되었다. Single pin model은 연계해석의 검증을 위

한 것이고 3X3 multi-Pin model은 연계해석의 장점을 평가하기 위해 횡방향 온도

분포 불균형이 커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배열을 구성하 다. 각 결과는 DeCART만

을 수행한 경우와 비교되었다. 

Table 1. Thermal hydraulic parameter for SMART reactor

Parameter Value Unit

Assembly Power 5.789574 MW

Assembly Flow Rate 24.2421 kg/s

Assembly Height 2 m

Fuel Pin Radius 4.759 mm

GT Outer Radius 6.130 mm

GT Inner Radius 5.709 mm

Pin Pitch 12.6 mm

No. of Fuel 264

Inlet Temperature 270
o
C

Pressure 15 MPa

Inlet Density 780.69 kg/m
3

Inlet Velocity 1.286 m/sec

Power Density 215,442,334 W/m
3

Total Power 197,371.84 W

Mass Flow Rate 0.7916029 kg/m
3

Fuel Thermal Conductivity 6 W/m
2
K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17 W/m
2
K

DeCART계산을 위한 격자구조는 봉 한 개를 기준으로 핵연료 전체 길이를 10

개로 상하부의 reflector를 합쳐서 총 12개로 나누고, 반경방향으로 핵연료는 동일

면적의 3개의 링으로 나누고, 피복관에는 1개, 그리고 유체 역은 2개로 나누며, 원

주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8개로 나뉘어 존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체 역이 

DeCART 단독 계산 시는 단순하게 1개의 링으로만 고려된다. 한편 CFD-ACE에서

는 핵연료 역에서는 반경방향에 대해 동일한 개수로 나누고, 유체 역은 4개로 

나누어 고려하 으며, 길이방향에 대해서는 200개의 셀로 나누었다.

3.1. Single-Pin 모델

코드간 연계의 결과를 Single-Pin 모델을 통해 검증하 다.  Single-Pin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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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여 DeCART 만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CFD코드와 연계한 경우의 계산 

검증에 이용될 수 있다. 단독계산 시 DeCART에서 필요한 온도 및 도는 자체적

으로 1차원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하여 얻는다. Single-Pin 모델의 해석에 사용된 

핵연료는 UO2이다. 그림 3에는 Single-pin모델에 사용된 계산격자의 모양을 나타

내었다.

Fig. 3 Mesh generation of CFD-ACE and DeCART

Single-Pin 모델의 해석 결과로 얻어진 평균 유체온도와 핵연료온도, 그리고 

도의 변화에 중성자 반응도를 나타내는 유효증배계수(Effective Multiplication), 

K-eff의 값을 표2에 표시하 다. 우선 출구 온도를 비교할 때 서로 0.7 
o
C의 온도 

차만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보존을 서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심 평균 

인자들도 유사하다. K-eff는 연계해석의 경우가 DeCART 단독해석 경우보다 약 

60 pcm정도 높다.

축방향에 따른 냉각재의 온도와 출력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노심 축 방향

에 따른 온도상승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출력분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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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wer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ingle-p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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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RT 단독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DeCART 단독 계산의 결과에 비해 최

대 첨두값이 약간 낮고 출력분포는 상류에서는 약간 낮게, 하류에서는 약간 높게 

예측하여 좀더 상하 대칭적인 방향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계모듈은 종합적으

로 적절히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2. 3x3 Multi-Pin 모델

CFD코드와 노물리코드의 연계의 필요성은 핵연료봉다발 내에 다른 종류의 핵

연료를 혼용한 경우 또는 안내관 등이 인접하여 횡방향 온도분포 불균형이 커지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5개의 UO2와 3개의 MOX, 1개의 안내관을 갖는 3x3 핵연료배

열에 대한 연계계산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5에는 핵연료 상단에서의 온도와 축

방향 속도분포를 표시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수로간의 속도 분포의 차이

는 크지 않지만 핵연료에 따라 출력의 차이로 인한 온도차이는 부수로간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 1차원 모델을 사용한 DeCART 단독 계산의 경우 이러한 

횡방향 온도분포를 반 하지 못하게 된다. 

3x3 Multi-Pin모델에서 DeCART 단독계산과 CFD 연계계산을 냉각재 역을 

Fig. 5 Temperature and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t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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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RT 존에 대해 1개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출구온도의 두 경우가 

약 0.3 
o
C의 차이로 에너지 방정식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냉각재 평균 온도

나 그에 따른 도 또한 거의 잘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의 평균 온도는 

single-pin모델에 비해 약 13 
o
C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효증배계수 K-eff

의 차이는 60 p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격자의 의존성

앞선 연계계산을 전 노심의 해석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노심 해석에 사용되

어질 전산유체해석의 격자를 최대한 줄임으로서 계산비용의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문제인 Multi-pin model에 대해 축방향 격

자와 유체 역의 격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DeCART에서 냉각재 역에 대

한 ring개수의 향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 으며, 병렬계산에서 decompose 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3.3.1. 축방향 격자의 향

Multi-pin model을 사용하여 축방향 격자를 변화시키며, 그 결과들을 비교하

다. 횡방향의 격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축방향의 격자를 50에서 500개로 나누어 

Table 2. Comparison of coupled and stand-alone DeCART calculations

Case
Tout

[
o
C]

Core Averaged Values

K-effTcoolant

[oC]

ρcoolant 

[kg/m3]

Tfuel

[oC]

Single-pin

Model

DeCART only 316.25 295.76 732.17 413.93 1.39572

Coupled 315.97 295.95 731.64 412.32 1.39633

3x3 Multi-pin

Model

DeCART only 313.86 294.39 735.09 400.72 1.30993

Coupled 313.52 294.89 733.09 413.07 1.30933

Table 3. Axial mesh dependency for the Multi-pin model

Axial Mesh
Tout

[
o
C]

Core Averaged Values

K-eff

Elapsed

time*

(sec)

Tcoolant

[oC]

ρcoolant 

[kg/m3]

Tfuel

[oC]

Tfuel,max

[oC]

50 312.48 295.64 731.2 413.61 598.47 1.30889 8,594

100 313.45 295.44 731.59 412.46 598.87 1.30902 13,071

200 313.45 295.34 731.80 413.40 599.06 1.30912 49,964

500 313.45 295.26 731.96 413.36 599.39 1.30917 55,531

DeCART only 313.86 294.38 735.10 400.72 - 1.30958 213
* 계산은 이전계산의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재계산하여 수렴된 총시간이다. (Mesh 500은 3회의 재계산에서 

수렴하고 나머지는 2회의 재계산에서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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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표 3에 표시하 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개 이상의 격

자를 갖는 경우 출구온도의 경우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격자가 50개인 경우 

약 1 
o
C정도 낮게 예측하고 있다. 평균 냉각재온도에서도 최대 0.3 

o
C차이에 불과

하다. 도와 연료온도에 대해서도 1% 이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효증

배계수의 경우 최대 20pcm정도 내에서 격자에 따라 변하고 있슴을 알 수 있다. 또

한 부수로 중앙을 따라 온도의 결과를 보면, 축방향 격자를 가장 적게 설정한 50개

의 경우 채널 중심에서 다른 두 경우인 200, 500에 비해 다소 높게 예측하고 있으

며, 출구에서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축방향 격자의 경우 100

이상인 경우 현재의 계산에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3.2. 냉각재 역 격자의 향

냉각재 역의 격자의존성을 보기위해 냉각재 역을 2개의 존으로 분할한 경

우인 2rings모델에 대해 적용하 다. 냉각재 역에서 격자의 의존성은 피복관 표

면에서 첫번째 유체 역 격자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표준 

k-ε 난류모델의 적용에 있어서 벽면으로부터 첫번째 격자의 무차원 거리, y+를 

11.5∼200 사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y+의 변화에 대한 해석결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격자의 크기는 가이드 튜브핀과 연료 핀에서 큰 차이를 보인

다. 가이드 튜브핀의 경우 피치와 튜브외경의 크기가 좁기 때문에 부수로의 좁은 

역에 비해 부수로 중심쪽으로 연료핀에 비해 큰 격자구조를 갖게 된다.

Table 4. Coolant mesh dependency for the Multi-pin model

Coolant Mesh

(total cells)

Tout

[oC]

Core Averaged Values

K-eff y+maxTcoolant

[oC]

ρcoolant 

[kg/m3]

Tfuel

[oC]

2-1(224,000) 313.45 295.44 731.59 413.46 1.30902 222: 663

4-2 (278,400) 313.44 295.59 731.18 414.44 1.30886 110: 330

6-2 (329,600) 313.45 295.64 731.07 414.73 1.30876 73: 330

4-4 (336,000) 313.46 295.69 730.93 414.66 1.30879 110: 158

Table 5. Fuel mesh dependency for the Multi-pin model

Fuel Mesh
Tout

[
o
C]

Core Averaged Values

K-effTcoolant

[oC]

ρcoolant 

[kg/m3]

Tfuel

[oC]

2 313.45 295.44 731.59 413.46 1.30902

3 313.45 295.45 731.59 412.71 1.30903

5 313.45 295.47 731.54 412.57 1.30899

DeCART only 313.86 294.38 735.10 400.72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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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나타낸 y+max는 각각 연료와 가이드 튜브에 대한 첫번째 격자의 최대값

을 나타내고 있다. 두개의 핀에 대해서 격자에 대한 k-eff의 값변화는 최대 20 pcm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가장 성긴 형태의 격자 구조와 조 한 격자 구조

에서 현재 계산된 격자의 개수는 1.5배정도 많이 소요되었다.

3.3.3. 연료 역 격자의 향

축방향 격자는 100개로 분할하고, 연료 역인 고체부분의 격자를 변화시켰다. 

고체 역인 핵연료 해석에 격자수를 증가시킬 경우 핵연료 평균온도예측은 현재 

계산에서는 약 1 
o
C가량 차이를 보 으며, k-eff의 값은 15 pcm정도의 차이를 보

다. 그 결과는 표 5에 표시하 다.

3.3.4. DeCART에서 반경방향 ring의 향

전노심 해석 코드 DeCART는 반경방향에 대해서 ring의 형태로 구역을 나눈다. 

이때 연료, 피복관, 냉각재에 대해 각각의 ring개수를 부여하는데 여기서는 냉각재

역에 대한 ring의 분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 다. DeCART에 내장된 열수력 모

델은 일차원 에너지 방정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냉각재 역에서 ring의 분할이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연계된 계산에서는 CFD 코드가 각 ring 역의 값을 계산

하고, 평균값을 DeCART에 전달하므로, ring분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결과에서는 DeCART 단독계산시에도 ring의 분할에 따라 약 35pcm의 차

이를 보 으며,  연계계산에서도 33pcm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계계산과 

DeCART 단독계산에서의 차이는 동일한 ring개수하에서는 약 60pcm의 차이를 보

인다.

3.3.5. 병렬계산시 Decompose의 향

전체 노심의 해석을 위해서는 CFD에서 많은 격자를 요하게 되고, 병렬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병렬계산시 격자를 병렬계산에 사용되어지는 

CPU 개수에 따라 재 분할하는 decompose과정을 거쳐야한다. CFD-ACE는 이러한 

Table 6. Dependency of DeCART coolant ring for the Multi-pin model

DeCART

Coolant ring

Tout

[oC]

Core Averaged Values

K-effTcoolant

[
o
C]

ρcoolant 

[kg/m
3
]

Tfuel

[
o
C]

DeCART only
1ring 313.86 294.39 735.09 400.72 1.30993

2rings 313.86 294.38 735.1 400.72 1.30958

Coupled
1ring 313.52 294.89 733.09 413.07 1.30933

2rings 314.4 295.46 731.56 413.49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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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e를 여러가지 형태의 옵션을 사용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default option과 축방향 옵션을 사용하여 decompose 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6에 이러한 decopose형태를 표시하 고, 표 7에 그 결과들을 정

리하 다. 그림 6에 나타난바와 같이 디폴트 option을 사용한 경우 각 노드별로

decompose된 셀의 개수가 축방향을 따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으므로, 전체 계산

시간의 증가와 약간의 계산상 오차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계산 시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배정도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렴을 위한 반복계산도 많이 소

요된다. 결국 병렬계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셀이 decompose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 노드 계산 시간과 병렬계산 시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은

량의 격자조건에서는 병렬계산시 노드간 데이터의 교환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Table 7. Decompose dependency for the Multi-pin model

Decompose
Tout

[
o
C]

Core Averaged Values

K-eff
Elapsed time

(Iter. of CFD)
Tcoolant

[
o
C]

ρcoolant 

[kg/m
3
]

Tfuel

[
o
C]

Default 314.8 295.5 731.48 413.52 1.30886
47,194 sec

(# 227)

Along z-dir. 314.8 295.45 731.57 413.49 1.30901
14,481 sec

(# 189)

Single CPU 314.4 295.46 731.56 413.49 1.30901
10,846 sec

(# 189)

Fig. 6 Decompose by default or z-directio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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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 온도의 계산

Single-pin 모델의 경우 단순히 동일한 핀배열을 3x3의 배열형태를 갖춘 것 뿐

이므로, 핀별 유체와 연료의 온도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7에는 Single-pin 

model의 축방향 냉각재 와 연료의 plane별 평균 온도를 각각 표시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냉각재의 온도와 연료의 온도는 DeCART단독계산과 CFD-ACE연계

계산의 결과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선 장에서 연계

계산의 검증을 위해 Single-pin model을 사용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Multi-pin 모델의 경우 다른 형태의 핵연료를 핀별로 배치함으로 부수로

별 온도차이의 분포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연계계산에서 얻어진 출구에서 연

료의 온도분포와 냉각재 온도분포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평균하

여 DeCART 단독계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핀별로 평균온도를 구하고, 출구

쪽 Plane의 온도평균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이때 연계계산의 경우 12번 Plane이 

11번 Plane의 값을 사용하게 됨으로 비교를 위해 11번 plane에서의 온도분포를 표

시하 다. 

평균된 온도분포의 경우 DeCART단독 계산과 연계계산의 냉각재 온도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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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ingle-pin model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at exit on couple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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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 
o
C이하이지만 11번 Plane의 온도차는 최대 6 

o
C까지 나고 있다. 이러한 부

수로에서 온도차이의 이유는 부수로간의 혼합을 decart에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

다. 특히 3번 핀의 MOX 핵연료의 출력이 2번과 6번에 비해 낮음에도 유체의 온도

가 높게 나오는 것은 가이드 튜브의 낮은 온도 역과의 혼합이 2번과 6번의 핀에

는 향을 많이 미치지만 3번 핀에서는 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수

로 코드 MATRA에서 부수로간의 혼합률을 변화시키며 계산한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부수로간의 혼합률을 0.001로 낮게 한 경우는 decart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3번 핀의 온도가 낮게 나오지만 혼합률을 높게 하면 3번 핀의 온도가 높게 나

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Sinlge-pin 모델에 대해 MATRA 코드를 적용한 경

우 냉각재 온도의 결과는 그림 11과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에서 연계계산과 단독계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DeCART 단독계산시 부수로간의 혼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핀별로 냉각

Power
Coolant 

Temperature

Fuel

Temperature

Average

DeCART

Only

0.8770 1.1884 1.00

0.9536 0 1.18

0 9561 0 9536 0 87

291.50 298.53 294

293.29 0 298

293 34 293 29 291

384.87 424.72 401

394.74 0 424

395 06 394 74 384

Coupled

0.8763 1.1891 1.00

0.9539 0 1.18

0 9558 0 9539 0 87

293.67 296.95 296

293.38 0 296

294 27 293 38 293

395.38 440.79 417

404.45 0 440

405 30 404 45 395

11-Plane

DeCART

Only

0.8770 1.1884 1.00

0.9536 0 1.18

0 9561 0 9536 0 87

308.35 320.45 313

311.38 0 320

311 48 311 38 308

340.93 364.93 351

346.52 0 364

346 78 346 52 340

Coupled

0.8763 1.1891 1.00

0.9539 0 1.18

0 9558 0 9539 0 87

311.71 315.89 316

310.79 0 315

312 16 310 79 311

347.98 367.82 360

350.05 0 367

351 67 350 05 347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ulti-p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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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ingle-p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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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온도를 계산함으로 연계계산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서 핀 2번의 Plane

별 냉각재 온도분포를 표시한 그림 12와 같이 출구쪽으로 향할수록 최대 10 도정

도의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Decart에서 연료의 표면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Dittus-Boelter 상관식에 적용될 bulk 유체의 온도는 연계계산의 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핵연료의 내부의 온도를 다르게 하는 큰 요인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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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ulti-assembly Model의 계산

앞선 계산에서 얻어진 최적격자를 바탕으로 전노심의 해석에 앞서 그림 1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이질(UO2, MOX)의 인접한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을 검증하는 모델

이 Multi-assembly model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이 모델의 해석에 약 1200만개의 

격자를 사용하 다. 하지만 여기서는 최적화된 격자형상을 사용하는 경우 약 200만

개의 격자로 감소시켜 계산을 수행하고, 이결과를 DeCART 단독계산 결과와 비교

하 다. 

계산은 총 12개의 노드를 사용하고, Decompose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사용하

다. 12개로 나뉘어진 형태는 그림 14에 나타냈었다. 계산은 초기에 상수의 초기조

건하에서 연계모듈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CFD의 반복계산을 10회로 하여 계산

을 수행하 다. 또한 2차 계산에서는 1차 계산의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앞서와 

동일한 10회의 반복계산을 CFD에서 수행한후 연계모듈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설정

하 다. 3차의 계산에서는 2차 계산의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CFD 반복계산을 20회

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이들 계산과정의 잔차값을 그림 15에 표시하 다. 초

기에 상수에서 시작된 계산은 계산시간은 다른 경우 에 비해 약 1.5배 이상 소요되

고, 수렴성도 좋지 못하다. 또한 CFD의 반복계산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CFD의 

반복계산을 길게 한 경우에 비해 수렴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반복계산 횟수와 수렴

2 3 3 2 3 3 2 3 3 1 1 2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2 3 3 2 3 3 2 3 3 1 1 2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2 3 3 2 3 3

2

3 3 1 1

2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11111111

111111111

111111111

111

1

11111

11

2

112112

111111111

111111111

333333333

333333333

333333333

33333

3

333

233233

2

33

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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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12112112 233233233

112112112 233233233

UO2 MOX

Fig. 13 Configuration of the Multi-assembl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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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DeCART 단독계산의 결과와 연계계산의 결과를 그림 16과 표 8에 비교하 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계산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표 8에서 

유효증배계수도 73pcm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계모듈에서는 CFD-ACE와 DeCART에서 존별 체적의 차이를 에러메시지로 

출력하게 되어있다. 현재 Multi-assembly model의 계산에서는 가이드튜브를 포함 

핀에서 격자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출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 튜브내부의 

역에서 대부분의 오차가 있으므로 계산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계산에서는 이에 대해 면 히 검토하고 decompose의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Fig. 14 Decompose of Multi-assembly model for 12 nodes

Table 8. Comparision of calculation results for the Multi-assembly model

Multi-Assembly

model

Tout

[
o
C]

Core Averaged Values

K-eff

Elapsed

time

(sec)

Tcoolant

[
o
C]

ρcoolant 

[kg/m
3
]

Tfuel

[
o
C]

DeCART only 314.63 295.15 733.44 413.10 1.27858 7,422

Coupled - 297.33 726.89 411.89 1.27931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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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사실적인 원자로 노심해석을 위해 노물리 해석 코드인 DeCART와 전산유체 해

석코드인 CFD-ACE의 연계계산 체계를 개발하고 Single-pin 모델을 대상으로 연

계코드의 검증을 수행하 다. 두 종류의 핵연료와 안내관이 존재하는 3x3 

Multi-pin 모델을 선정하여 연계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격자의 최적화와 

Multi-assembly 모델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일 핵연료로의 Single-pin 모델을 통해 연계계산의 결과가 DeCART 단독계

산시 얻어진 에너지 보존을 잘 반 하여, CFD-ACE와 DeCART 연계모듈의 완전

한을 검증하 다. Multi-pin 모델은 이종의 핵연료와 안내관의 존재함으로 생기는 

부수로의 온도분포를 연계모듈을 통해 반 하므로써, 부수로간 혼합을 DeCART코

드에 부여할 수 있었다.

격자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축방향 격자의 경우 전체 핵연료봉에 대해 1/100이

상의 격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표준 k-ε모델을 사용한 현재의 계산

에서는 첫 번째 격자를 200이하를 유지한 경우 격자의 성김이 결과에 큰 향을 주

지 못하 다. 계산격자를 200만개 정도를 사용하여 DeCART 단독계산 결과와 비

교하여 60 pcm정도의 유효증배계수 값 차이를 확인하 다.병렬계산 수행시 

decompose과정이 계산 시간과 오차의 확산에 향을 미치므로, decompose되는 셀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연료 온도의 경우 부수로의 평균온도가 핵연료표면의 온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온도분포가 결정됨으로, 부수로 혼합을 고려한 정확한 각 역의 평균온도

의 계산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Multi-pin 모델에서 발생하는 15 도 내외의 

연료온도차이가 유효증배계수의 변화와 같은 노심해석 결과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Multi-assembly 모델과 같이 대용량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선 격자의 

최적화와 병렬계산을 위한 decompose과정이 계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며, 연계계산시 각 코드간 수렴과 데이터의 전달 시점의 설정 또한 계산시간의 

절감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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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DeCART/STAR-CD Interface Input Description for 

Release 1.0

The interface used for coupling DeCART with STAR-CD reads three input 

files:  interface.inp, centroids.usr, and power_map.  The first of these is 

considered the primary input deck for the interface.  It gives information 

about the DeCART model geometry, analytical contro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CD and DeCART model geometries.  The centroids.usr 

file gives information about the STAR-CD model geometry, including the 

coordinates of all STAR-CD cell centroids.  Finally, power_map gives the 

initial zone-wise unnormalized power distribution.  The three files will be 

considered separately.

1.  Input description for interface.inp

The main input file is free format (space delimited) and contains seven input 

cards:  CASE, DIMS, PINS, CNFG, CTRL, GEOM, and CVRT.  These input 

cards may appear in any order, but they are all required.  The data fields for 

each card appear on the line below the card name and all fields are required.  

Most input cards require only one line of input.  There are two exceptions:  

the PINS and CNFG cards.  Comment lines may appear anywhere in the 

input file and are denoted by a '#' symbol as the first character in the line. 

A description of the CASE card is given in Table 1.  

Table 1:  CASE Card Description

The input for the DIMS card is used primarily for memory allocation.  There 

is one line of input with ten fields as described in Table 2.

Table 2: DIMS Card Description

Fields Type Description

casename character Case name (used by STAR-CD).

cfd_port integer Port number for connection with STAR-CD.

moc_port integer Port number for connection with DeCART.

Fields Type Description

ncfdproc integer Number of processors used by STA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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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cription of the PINS card is given in Table 3.  The input in this card 

describes the model for the pin cells.  The PINS card may be considered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1) data for pin types and (2) data for ring types.  

A pin type is simply a set of pins:  one model might separate UO2 pins, 

MOX pins, and guide tubes into three different pin types.  Similarly, a ring 

type is a set of rings within a pin.  For a pin that belongs to the UO2 pin 

type, rings may be separated into the ring types fuel, cladding, and coolant.A 

pin that belongs to the guide tube pin type maybe separated into inner 

coolant, tube wall, and outer coolant ring types.  Any of these ring types 

may have several rings, e.g. the UO2 fuel may be discretized into four rings.  

If two pins have a different set of ring types, they must belong to different 

pin types.

The first line of input below the 'PINS' header line gives the input 

describing the first pin type.  Subsequent lines describe the ring types that 

belong to this pin type.  There is one line for each ring type.  After the 

ncells integer Number of STAR-CD cells. 

minPcell integer

Smallest ProSTAR cell number.  (Usually, minPcell=1, but 

may not be if there are "shells" and other regions in the 

ProSTAR model that do not exist in the CFD model.)

maxPcell integer

Largest ProSTAR cell number.  (Usually, maxPcell 

=ncells, but may not be if there are "shells" and other 

regions in the ProSTAR model that do not exist in the 

CFD model.)

nmocproc integer Number of processors used by DeCART.   

nzones integer Number of DeCART zones.

npins integer
Total number of pins.  Must be a perfect square number, 

.e.g. npins=289 for a 17 x 17 array.

npintypes integer

Number of pin types, e.g. a problem with UO2 pins, MOX 

pins, and guide tubes will have npintypes=3.  The pin 

types are input on the PINS card.

ntheta integer
Number of azimuthal slices in the DeCART model 

(usually ntheta=8).

nz integer
Number of axial planes in the DeCART model.  (This 

includes any reflector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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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he first pin type, the input for the remaining pin types follows 

in a similar manner.  The number assigned to a particular pin type is used 

again in the CNFG card.Note that the input for the ring types begin with the 

innermost ring type (e.g. fuel for a fuel pin) and progress towards the 

outermost ring type (e.g. coolant for a fuel pin). 

Table 3A:  PINS Card Description  Pin Type Cards

Table 3B:  PINS Card Description  Ring Type Cards

Fields Type Description

label integer

An integer identifier for this pin type, will be used in 

CNFG card.integer. The number of ring types for this pin 

type, e.g. for a fuel pin with fuel, cladding, and coolant 

rings, nrtypes=3.

Ropt integer

Radial discretization option for all rings within any ring 

type of any pin of this pin type:

Ropt=0 for equal-radius discretization.

Ropt=1 for equal-area discretization.

Any other value for Ropt is illegal.  Typically Ropt=1.  

dbg integer

Debug level for zone-cell definitions for this pin type.  

When zone definitions are made, typically both the 

geometry and material composition of a STAR-CD cell 

must match its associated DeCART zone.  One known 

exception is in the STAR-CD model for guide tubes, where 

some cladding cells near the inlet and outlet are replaced 

with water.  For these cells, the geometry and material 

composition are "mismatched" and the zone definition is 

based on geometry.  The dbgfield helps to control whether 

this mismatch is permitted for this pin type.  The options 

are:

dbg = 0:  mismatches are permitted but a warning 

message will be printed.  A file called 'MISMATCH.TXT' 

will be generated listing cells with mismatches.

dbg> 0:  mismatches are not permitted and 

execution will stop if one is found.

Fields Typ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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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NFG card describes the configuration of pins in the assembly.  For 

each pin in the assembly, the pin type is given by supplying the value of 

label from the PINS card for each pin.  The CNFG card is formatted to give 

the appearance that the user is looking down on the assembly at the pins.  

For a 17 x 17 array of pins, there will be 17 lines of input each with 17 

fields to give the pin type for each of the 289 pins.

The CTRL card gives analysis control parameters for the coupled calculation.  

The card has only one line with eight fields, as described in Table 4.  The 

interface computes two residual norms each data exchange that are used for 

convergence.  For a zone-wise quantity zthat is transferred between 

STAR-CD and DeCART each data exchange, the residual norm is defin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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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index izone represents a DeCART zone number and k is the 

current data exchange number.

Table 4:  CTRL Card Description

radius real Outer radius of the outermost ring in this ring type. 

isfluid logical
'T' if this ring is fluid in the model (for the planes where 

there is active fuel), 'F' otherwise.

tableno integer

Value of ICTID in the ProSTAR model for CFD cells 

associated with any zone in this ring. ICTID is included in 

centroids.usr and is used for zone definitions.  If dbg > 0 

for this pin type, then the value of tablenomust be 

consistent with the location of any cell centroids in pins of 

this pin type.

nrings integer
Number of DeCART rings for this ring type, e.g. if this ring 

type is fuel and there are 4 rings in the fuel, nrings = 4.

Fields Type Description

Ttol real

Convergence criterion for the temperature residual 

norm, as calculated in the equation above with the 

quantity zrepresenting temperature.  The temperature 

residual norm must be less than Ttol before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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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M card give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model geome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CD and DeCART geometries.  It is used for 

making zone-cell assignments.  It is a single line with seven fields as shown 

in Table 5.  

A sample model geometry is given in Figure 1.  The interface uses a 

coordinate system with an origin at the center of DeCART pin #1, near 

thenorthwest corner of the problem domain.  When building the CFD model 

in ProSTAR, the user may select any right-handed coordinate system, which 

may be different than the one used by the interface.  The figure shows an 

example where the ProSTAR coordinate axes (x'-y') do not align with the 

interface coordinate system (x-y).  The interface reads the input file 

calculations are considered converged.

Qtol real

Convergence criterion for the power density residual 

norm, as calculated in the equation above with the 

quantity zrepresenting power density.  The power 

density residual norm must be less than Qtol before 

coupled calculations are considered converged.

Htol real

Convergence criterion for the STAR-CD enthalpy 

residual norm.  STAR-CD sends the enthalpy residual 

to the interface each time it sends a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nthalpy residual must be less than 

Htol before coupled calculations are considered 

converged.

Qtotal real Total core power for the model in Watts (W).

recv_dens logical

'T' if the density distribution is to be sent by 

STAR-CD, 'F' if the density distribution is to be 

looked up in a table by the interface based on the 

zone-wise temperature distribution.

minruns integer Minimum number of data exchanges before stopping.

maxruns integer 

Maximum number of data exchanges before quitting.  

If more than maxrunsdata exchanges have occurred, 

calculations will cease even if the problem is not yet 

converged.

debug integer
Debug level for error checking/warning printing.  

Recommend debu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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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ids.usr to obtain the ProSTAR coordinates of each STAR-CD cell 

centroid.  In order to transform these coordinatesinto the interface coordinate 

system, a translation operation and a rotation operation must be performed.  

The user supplies parameters in the GEOM card to describe the translation 

and rotation operations needed.  The first input is the coordinates of the 

center of pin 1 in ProSTAR coordinates (xuser,yuser) and the second is the 

angle a by which the ProSTAR coordinates must be rotated in order to align 

with the interface coordinates.  The transformation operations performed on 

the centroids of a particular CFD cell (xc,yc) are as follows:

xc = xc - xuser

yc = yc - yuser

xcnew  = c* xc  +s* yc

ycnew = -s* xc + c* yc

where c = cos(a) and s = sin(a).

Figure 1:  Example model geometry showing the interface coordinate system.

Table 5:  GEOM Card Description

Note:  All length units are in ProSTAR units, not necessarily SI units.See 

CVRT card description  for information about unit conversions.

Fields Type Description

pitch real Minimum center-to-center distance between pins.

Xuser real x-coordinate of the center of pin 1 in Pr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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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n the CVRT card is used for unit conversions.  The card has only 

one line with three fields as described in Table 6 below.  Temperature data 

transferred to DeCART must be in K and density data must be in kg/m3.  

Temperature data in STAR-CD is usually in °C but in general may be in 

any user-defined scale relative to Kelvins.That is, rather than setting the 

temperature datum at 273 K, the user may choose any value.  Density data 

from STAR-CD is in kg/m3.  Any length scale may be used to build a 

STAR-CD model in ProSTAR.  The three inputs on the CVRT card handle 

such conversions.

Table 6:  CVRT Input Description

2.  Sample interface.inp Input Decks

coordinates.

Yuser real
y-coordinate of the center of pin 1 in ProSTAR 

coordinates.

rotate real
Angle a by which the ProSTAR coordinates must be 

rotated.

height real
Height of the active fuel (ProSTAR domain height, 

exclude reflectors).

symm integer

Symmetry option for special mappings between 

STAR-CD and DeCART.

symm=1:   No special mapping is required

symm=2: The ¼ CFD to full neutronics mapping 

performed for the mini-core problem is required. 

zrefl logical

'T' if the top and bottom planes in the DeCART model 

are reflectors that are not modeled in STAR-CD, 'F' 

otherwise.  For the 3x3 and mini-core models, set to 

.TRUE.

Fields Type Description

Tscale real

To convert STAR-CD temperatures to DeCART 

temperature units, add Tscale to the STAR-CD 

temperature.

dens real
To convert STAR-CD density units to DeCART density 

units, multiply by dens.  (Typically dens=1.0.)

length real
To convert ProSTAR length units to meters, multiply by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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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x3 Model

CASE

'g6_27_300' 2022 2023

CTRL

# Ttol=Qtol=1.e-5, Htol=1.e-4, total power=0.161892 MW, look up density,

# run between 5 and 25 data exchanges, debug=101

1.00d-5 1.00d-5 1.e-4 1.617920d+5 F 5 25 101

DIMS

# STAR-CD: 6 procs, 676800 cells from 1-676000

# DeCART: 4 procs, 5184 zones, 9 pins, 3 pin types, 8 slices, 12 planes

6 676800 1 676800 4 5184 9 3 8 12

GEOM

# pin pitch 1.26cm, pin 1 is located at (-1.26,1.26)cm in ProSTAR coordinates

# no coordinate axes rotation required, active fuel is 200cm tall,

# no special mapping required, top and bottom planes are reflectors 

1.26 -1.26 1.26 0.0 200.0 1 T

PINS

# Pin type 1: UO2 -- 4 ring types, equal-area meshing, no mismatches allowed 

    1 4 1 1

# radius fluid? ictid nrings

  0.4025    F      5     3   # fuel

  0.4759    F      6     1   # clad

  0.6       T      4     1   # 1st coolant ring

  0.63      T      4     1   # 2nd coolant ring

#

# Pin type 2: Guide tubes--3 ring types, equal-area meshing, mismatches allowed

     2 3 1 0

# radius fluid? ictid nrings

  0.5709    T      4     4   # inner coolant

  0.6130    F      6     1   # tube wall

  0.63      T      4     1   # outer coolant

#

# Pin type 3: MOX -- 4 ring types, equal-area meshing, no mismatche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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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1

# radius fluid? ictid nrings

  0.4025   F       7     3   # fuel

  0.4759   F       6     1   # cladding

  0.6      T       4     1   # 1st coolant ring

  0.63     T       4     1   # 2nd coolant ring

CNFG

   1 3 3

   1 2 3

   1 1 1

CVRT

# STAR-CD uses Celcius, no conversion needed for density, ProSTAR uses cm.

273.0 1.00 0.01

 

B.  Mini-Core Model

CASE

'chkrbrd' 3002 3003

CTRL

# Ttol=Qtol=1.e-5 ; Htol=1.e-4 ;Total assembly power = 6.31584 MW

# Get density from STAR-CD ; run between 5 and 20 data exchanges, debug=101 

1.00d-5 1.0de-5 1.0d-4 6.315840d+6 T 5 20 101

DIMS

# STAR-CD: 24 procs, 4977000 cells, from #1-4977000

# DeCART: 6 procs, 155520 zones, 324 pins, 3 pin types, 8 slices, 12 planes

24 4977000 1 4977000 6 155520 324 3 8 12

GEOM

# pin pitch=1.262 cm, pin 1 is located at (0.0,21.454cm) in ProSTAR coordinates

# no coordinate rotation is needed; active fuel is 200cm tall,

# special mapping for mini-core is needed ; top & bottom planes are reflectors 

1.262 0.0 21.454 0.0 200.0 2 T

PINS

# Pin Type 2: UO2 -- 3 ring types, equal-area meshing, no mismatches allowed

      1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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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us fluid? ictid nrings 

  0.4025   F      5      3  # UO2 fuel

  0.4759   F      6      1  # cladding

  0.631    T      4      1  # coolant

#

# Pin type 2: Guide tube--3 ring types, equal-radius meshing, permit mismatches

      2 3 0 0

# radius fluid? ictid nrings 

  0.5709   T      4      3  # inner coolant

  0.6130   F      6      1  # tube wall

  0.631    T      4      1  # outer coolant

#

# Pin type 3: MOX -- 3 ring types, equal-area meshing, no mismatches allowed

      3 3 1 1

# radius fluid? ictid nrings 

  0.4025   F      7      3  # MOX fuel

  0.4759   F      6      1  # clad 

  0.631    T      4      1  # coolant

CNFG

2 3 3 2 3 3 2 3 3 1 1 2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2 3 3 2 3 3 2 3 3 1 1 2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2 3 3 3 1 1 1 2 1 1 1 1 1

2 3 3 2 3 3 3 3 3 1 1 1 1 1 2 1 1 2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2 1 1 2 1 1 1 1 1 3 3 3 3 3 2 3 3 2

1 1 1 1 1 2 1 1 1 3 3 3 2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2 1 1 2 1 1 2 1 1 3 3 2 3 3 2 3 3 2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2 1 1 2 1 1 2 1 1 3 3 2 3 3 2 3 3 2

CV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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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CD uses Celcius, no conversion needed for density, ProSTAR uses cm.

273.0 1.00 0.01

 3.  Input File centroids.usr

The input file centroids.usr gives information about the CFD model.  The file 

is quite large, with one line for each STAR-CD cell.  Each line has 5 

columns and is fixed formatread with Fortran format '(i9,6x,4e17.9)'.  The 

data in the five columns are: (1) ProSTAR cell number, (2) x-, (3) y- and 

(4) z-coordinates of the cell centroid in ProSTAR coordinate system 1, and 

(5) ICTID of the cell.These items will be used to make associate each cell 

with an appropriate DeCART zone.  The file can be generated using 

ProSTAR by issuing the following commands:

cset,all

cset,delete,shell

cset,delete,baffle

oper getc x 1 1

oper getc y 1 2

oper getc z 1 3

oper getc ctype 4

savusr,centroids.usr,both,user,cset

(i9,6x,4e17.9)

close,centroids.usr

A sample section of a centroids.usr file is given below:

   100012        0.624458830E+01  0.49499340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3        0.611508400E+01  0.46842730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4        0.598769900E+01  0.41710500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5        0.623693800E+01  0.54939603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6        0.608637400E+01  0.53345632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7        0.591755810E+01  0.50266120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8        0.622928710E+01  0.60379862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19        0.605766400E+01  0.59848541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20        0.584741800E+01  0.588217200E+00  0.833333400E+01  0.400000000E+01

   100021        0.894168000E+01  0.141763800E-01  0.833333300E+01  0.500000000E+01

   100022        0.893434140E+01  0.415630500E-01  0.833333300E+01  0.500000000E+01

   100023        0.892016500E+01  0.661172600E-01  0.833333300E+01  0.500000000E+01

   100024        0.902897100E+01  0.25668380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25        0.901568310E+01  0.75255880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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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26        0.899001500E+01  0.11971481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27        0.908809100E+01  0.33451720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28        0.907077500E+01  0.98075471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29        0.903732300E+01  0.15601554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0        0.913540100E+01  0.39680200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1        0.911486100E+01  0.11633644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2        0.907518100E+01  0.18506460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3        0.917610540E+01  0.450390500E-01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4        0.915279100E+01  0.13204780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100035        0.910775200E+01  0.210057720E+00  0.833333400E+01  0.500000000E+01

4.  Input File power_map

The power_map file gives the unnormalized power distribution for each 

DeCART zone.  It is generated in DeCART by running the model with 

DeCART's built-in thermal-hydraulics module.  The final power distribution 

for this DeCART run is used as the initial distribution for the coupled 

calculations.

The file has as many columns as there are azimuthal slices in the DeCART 

model.  Each linerepresents a DeCART ring.  The first line of the file is a 

comment that reads "Plane id: 1".  This is followed by the input for plane 1, 

which is the lowest plane in the model.  Input for pin 1 is given first, with 

one line for each ring, sorted from the outermost ring to the innermost ring.  

Input for remaining pins in plane 1 follows in ascending order by pin number.  

After all pins are input, the input for plane 2 is given after the comment 

"Plane id: 2".  This continues until input for all planes have been given.  The 

format of each line is (NNe20.10) where NN is the number of azimuthal 

slices in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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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User Defined Fortran Source for centeroids file, 'center.f'

001    MODULE cfdrc_user
002   
003     IMPLICIT NONE
004     INTEGER, PARAMETER :: int_p  = SELECTED_INT_KIND(8)
005     INTEGER, PARAMETER :: string_length = 80
006     INTEGER, PARAMETER :: real_p = SELECTED_REAL_KIND(8)
007     INTEGER, PARAMETER :: XDIR = 1, YDIR = 2, ZDIR = 3
008   
009     REAL(real_p) , PARAMETER :: zero = 0.0d0, one = 1.0d0, two = 2.0d0, &
010      &  three = 3.d0, four = 4.0d0, pi = 3.1415926535898d0
011   
012   !**** User Global variable declaration BEGIN
013     INTEGER(int_p) :: xc_index,yc_index,zc_index,vol_index,cell_index,vc_index,&
014                     & n_cells,vc_cells,num_vc,T_index,DENS_index,H_index,P_index,&
015                     & nbc_faces,num_bc,XF_index,YF_index,ZF_index,AREA_index
016   
017    CHARACTER(string_length) :: xc_name='XC',yc_name='YC',zc_name='ZC',vc_name,&
018                            & vol_name='VOL',T_name='T',DENS_name='DENS',&
019                            & bc_name,XF_name='XF',YF_name='YF',ZF_name='ZF',&
020                            & AREA_name='AREA',H_name='H0',P_name='P'
021   
022   
023   !**** User Global variable declaration END
024   
025    END MODULE cfdrc_user
026   
027    SUBROUTINE usource(var_index, vc_index)
028     !DEC$ ATTRIBUTES DLLEXPORT :: usource
029     USE cfdrc_user, ONLY : int_p,real_p,string_length,vc_name,vc_cells,vol_name,&
030                         & zc_name,zc_index,vol_index,cell_index,pi,H_name,H_index
031     USE cfdrc_user_access
032     
033     IMPLICIT NONE
034     
035     INTEGER(int_p), INTENT(IN) :: var_index, vc_index
036     
037     REAL(real_p), DIMENSION(:), ALLOCATABLE :: Su_H, Sp_H
038     REAL(real_P) :: vol,zc
039     INTEGER(int_p) :: ncells
040     LOGICAL :: error
041   !---------------------------------------------------------------------------
042              CALL get_cells_vc(vc_index,vc_cells,error)
043              CALL get_var_index(vol_name,vol_index,error)
044              CALL get_var_index(zc_name,zc_index,error)
045              
046              ALLOCATE(Su_H(vc_cells))
047              ALLOCATE(Sp_H(vc_cells))
048   
049              DO N = 1, vc_cells
050              
051              CALL get_cell_index_from_vc (N,vc_index,cell_index,error)
052              CALL get_value_one_cell(vol_index,cell_index,vol,error)
053              CALL get_value_one_cell(zc_index,cell_index,zc,error)
054              h = 2.d0
055              k=pi/h  
056                 qavg = 215426009.3d0
057                 amp = 0.5*pi*qavg
058   
059                 Su_H(N) = amp*SIN(k*zc)*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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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Sp_H(N) = 0.0
061              ENDDO
062   
063             CALL get_var_index(H_name, H_index, error)
064             CALL add_source_term(vc_index,H_index,Su_H,Sp_H,vc_cells,error)
065   
066             DEALLOCATE(Su_H)
067             DEALLOCATE(Sp_H)
068                 
069     RETURN
070   
071    END SUBROUTINE usource
072   
073   !********************************************************************
074    SUBROUTINE uout(iflag)
075    !DEC$ ATTRIBUTES DLLEXPORT :: uout
076     USE cfdrc_user, ONLY : int_p, real_p, string_length
077     USE cfdrc_user, ONLY : xc_index,xc_name,yc_index,yc_name,zc_index,zc_name,&
078           & vc_index,vc_name,H_name,H_index,P_name,P_index,vol_name,vol_index
079     USE cfdrc_user_access
080     
081     IMPLICIT NONE
082   
083     INTEGER(int_p), INTENT(IN) :: iflag
084   
085   ! USER CODE BEGIN
086     REAL(real_p), DIMENSION(:), ALLOCATABLE :: xc, yc, zc, vol, cell_type
087     INTEGER(int_p) :: i, ierror, ntcell, mpid, num_proc
088     REAL(real_p) :: resi_H, resi_P
089     LOGICAL :: error
090   
091   ! USER CODE END
092   
093   ! Start writing code here.
094   
095     IF(iflag == 1) THEN
096         CALL get_process_id(mpid,error)
097         CALL get_cells(ntcell,error)
098         CALL get_var_index(xc_name, xc_index, error)
099         CALL get_var_index(yc_name, yc_index, error)
100         CALL get_var_index(zc_name, zc_index, error)
101         
102         ALLOCATE(xc(ntcell))
103         ALLOCATE(yc(ntcell))
104         ALLOCATE(zc(ntcell))
105         ALLOCATE(cell_type(ntcell))
106       
107         call get_cell_value_array(xc_index,ntcell,xc,error)
108         call get_cell_value_array(yc_index,ntcell,yc,error)
109         call get_cell_value_array(zc_index,ntcell,zc,error)
110   
111    OPEN (UNIT=9, 
FILE='center.usr',STATUS='UNKNOWN',POSITION='APPEND',IOSTAT=ierror)
112   
113       do i = 1, ntcell
114         call get_vc_index_from_cell(i,vc_index,error)
115         call get_vc_name(vc_index,vc_name,error)
116         IF (vc_name == 'Water' .or. vc_name == 'water') THEN
117         cell_type(i) = 4.d0
118         ELSE IF (vc_name == 'UO2') THEN
119         cell_type(i) = 5.d0
120         ELSE IF (vc_name == 'Clad' .or. vc_name == 'cla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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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cell_type(i) = 6.d0
122         ELSE IF (vc_name == 'MOX') THEN
123         cell_type(i) = 7.d0
124         ENDIF
125   
126         Write(9,901) mpid,i,xc(i),yc(i),zc(i),cell_type(i)
127   901   FORMAT(2I9,6x,4e17.9)
128        ENDDO
129       
130        DEALLOCATE(xc)
131        DEALLOCATE(yc)
132        DEALLOCATE(zc)
133        DEALLOCATE(cell_type)
134    ENDIF    
135        CLOSE (9)
136    RETURN
137    END SUBROUTINE u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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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User Defined Fortran Source of Interface module, 'cpl.f'

001    MODULE cfdrc_user
002   
003     IMPLICIT NONE
004     INTEGER, PARAMETER :: int_p  = SELECTED_INT_KIND(8)
005     INTEGER, PARAMETER :: string_length = 80
006     INTEGER, PARAMETER :: real_p = SELECTED_REAL_KIND(8)
007     INTEGER, PARAMETER :: XDIR = 1, YDIR = 2, ZDIR = 3
008   
009     REAL(real_p) , PARAMETER :: zero = 0.0d0, one = 1.0d0, two = 2.0d0, &
010      &  three = 3.d0, four = 4.0d0, pi = 3.1415926535898d0
011   
012   !**** User Global variable declaration BEGIN
013     INTEGER(int_p) :: x_index, y_index, z_index, vol_index, cell_index,&
014                  & n_cells, vc_cells, num_vc, T_index, DENS_index, H_index, P_index,&
015                  & nbc_faces, num_bc, XF_index, YF_index, ZF_index, 
AREA_index,W_index
016   
017     CHARACTER(string_length) :: x_name = 'XC', y_name = 'YC', z_name = 'ZC', 
vc_name,&
018                  & vol_name = 'VOL', T_name = 'T', DENS_name = 'DENS',&          
019                  & bc_name, XF_name = 'XF', YF_name = 'YF', ZF_name = 'ZF',&
020                  & AREA_name = 'AREA', H_name = 'H0', P_name = 'P',W_name='W'     
021   
022   !**** User Global variable declaration END
023   
024    END MODULE cfdrc_user
025   !!######################################################################
026   
027    SUBROUTINE usource(var_index, vc_index)
028     !DEC$ ATTRIBUTES DLLEXPORT :: usource
029     USE cfdrc_user, ONLY : int_p, real_p, string_length, vc_cells, &
030                         & vol_index, vol_name, cell_index, H_name, H_index
031     USE cfdrc_user_access
032     
033   !  IMPLICIT NONE
034     INTEGER(int_p), INTENT(IN) :: var_index, vc_index
035     
036     INCLUDE 'myufile.inc'
037     DOUBLE PRECISION PowerGen(MYNTCELL),Su_H(MYNTCELL),Sp_H(MYNTCELL)
038     COMMON /source_common/PowerGen
039     
040     REAL(real_P) :: volume
041     INTEGER(int_p) :: N, ierror
042     LOGICAL :: error
043   
044   
045              CALL get_cells_vc(vc_index,vc_cells,error)
046              CALL get_var_index(vol_name,vol_index,error)
047   
048              DO N = 1, vc_cells
049                 CALL get_cell_index_from_vc (N,vc_index,cell_index,error)
050                i=cell_index
051                 CALL get_value_one_cell(vol_index,cell_index,volume,error)
052   
053         Su_H(N) = PowerGen(i)*volume
054                 Sp_H(N) = 0.0
055   
056              ENDDO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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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CALL get_var_index(H_name, H_index, error)
059             CALL add_source_term(vc_index, H_index, Su_H, Sp_H, vc_cells, error)
060   
061     RETURN
062    
063    END SUBROUTINE usource
064   
065   !!######################################################################
066   !!######################################################################
067   
068    SUBROUTINE uout(iflag)
069    !DEC$ ATTRIBUTES DLLEXPORT :: uout
070     USE cfdrc_user, ONLY : int_p, real_p, string_length
071     USE cfdrc_user, ONLY : vol_index, vol_name, T_index, T_name, DENS_index, &
072     DENS_name, H_index, H_name, x_name, y_name, z_name, x_index, &
073     y_index, z_index, P_name, P_index,W_name,W_index
074     USE cfdrc_user_access
075     
076   !C   common/MPP1/nprocs,mpid
077      integer nprocs,mpid
078      INCLUDE 'myufile.inc'
079      DOUBLE PRECISION PowerGen(MYNTCELL)
080      double precision vol(MYNTCELL), temp(MYNTCELL), den(MYNTCELL), zc(MYNTCELL), &
081      w(MYNTCELL),xc(MYNTCELL),yc(MYNTCELL)
082      integer iclmap(MYNTCELL)
083      INTEGER ibuff(MYNTCELL)
084      DOUBLE PRECISION r1(1),rbuff(MYNTCELL), rrbuf(10)
085      LOGICAL Tupdated,ok
086      INTEGER ios,i,iport,iconnect,iconverged,miniter,maxiter,nrecv,j
087      CHARACTER hostname*30,cmpid*3
088      COMMON /mycommon/ iport,iconverged,Tupdated,miniter,maxiter
089      COMMON /source_common/ PowerGen
090      COMMON /charcommon/ hostname,cmpid
091         
092   !  IMPLICIT NONE
093   
094     INTEGER(int_p), INTENT(IN) :: iflag
095   
096   ! USER CODE BEGIN
097     REAL(real_p) :: resi,rc,ang,sum_temp,sum_vol,ave_temp,sum_den,ave_den,&
098     mindz,maxdz,sum_mass,ave_mass
099     INTEGER(int_p) :: ntcell, iter, ic, mat_type, iz
100     integer(4) itest
101     LOGICAL :: error
102    call get_iteration(iter,error)
103    call get_num_processes(nprocs,error)
104     if(error) then
105        print *, 'fail get_num_processes', nprocs
106        stop
107     endif
108    call get_process_id(mpid,error)
109     if(error) then
110        print *, 'fail get_process_id', mpid
111        stop
112     endif
113   
114   ! USER CODE END
115     print *, 'cfd : uout start'
116   ! Start writing code here.
117     IF(iflag == 1) THEN
118        CALL get_var_index(H_name, H_index, error)
119        CALL get_var_index(vol_name, vol_index,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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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CALL get_var_index(T_name, T_index, error)
121        CALL get_var_index(DENS_name, DENS_index, error)
122        resi=1.e1
123        CALL get_cells(ntcell,error)
124        print *, 'allocating, ntcell = ', ntcell
125       r1(1)= resi
126       Write(cmpid,'(i3.3)') mpid
127         miniter = MINDELTAITER - 1
128         maxiter = MAXDELTAITER - 1
129         iconverged = 0    
130   
131           print *, 'cfd : setting mpid = 1 by miso'
132           print *, 'file = ', trim(DIR)//'key.cfd_socket.inp'
133    10     INQUIRE (FILE=trim(DIR)//'key.cfd_socket.inp',EXIST=ok)
134           IF (.NOT.ok) THEN
135             IF (mpid.eq.1) THEN
136               WRITE (*,*) 'Waiting to set up initial socket, PROC:',mpid
137             END IF
138             CALL SLEEP (10)
139             GOTO 10
140           END IF
141   OPEN(84,FILE=trim(DIR)//'cfd_socket.inp',STATUS='OLD', 
FORM='FORMATTED',IOSTAT=ios)
142           IF (ios.NE.0) then
143             CALL ErrorM ('Opening "cfd_socket.inp",IOSTAT=',ios)
144           END IF
145           READ (84,'(i10)') iport
146           READ (84,'(a30)') hostname
147           CLOSE (84,STATUS='KEEP')        
148   
149      DO i = 1, ntcell
150         iclmap(i) = i
151         ibuff(i) = i
152      ENDDO
153      DO i = 1, ntcell
154        CALL get_value_one_cell(vol_index,i,vol(i),error)
155        if(error) then
156           print *, 'get value, vol failed, i, vol(i) =', i, vol(i)
157           stop
158        endif
159        rbuff(i) = vol(i)
160      ENDDO
161   
162        CALL get_var_index(x_name,x_index,error)
163        CALL get_var_index(y_name,y_index,error)
164        CALL get_var_index(z_name,z_index,error)
165   
166           print *, 'cfd : call postdat_connect'
167   
168           CALL posdat_connect (iconnect,hostname,iport)
169    call get_process_id(mpid,error)
170           print *, 'cfd : sending mpid = ', mpid
171           CALL socket_send_n (iconnect,mpid)
172           print *, 'cfd : sending myntcell = ', myntcell
173           CALL socket_send_n (iconnect,MYNTCELL)
174           print *, 'cfd : sending ntcell = ', ntcell
175           CALL socket_send_n (iconnect,ntcell)
176           print *, 'cfd : sending ibuff(myntcell) '
177           CALL socket_send_i (iconnect,ibuff,MYNTCELL)
178           print *, 'cfd : sending rbuff(nrbuff), nrbuff = ', nrbuff
179           CALL socket_send_r (iconnect,rbuff,NRBUFF)
180           print *, 'cfd : recving rbuff(nrbu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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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CALL socket_receive_r (iconnect,nrecv,rbuff,NRBUFF)
182           print *, 'cfd : recved  nrecv = ', nrecv, ', nrbuff = ', nrbuff
183           print *, 'cfd : close'
184           CALL socket_close (iconnect)
185           IF (nrecv.NE.NRBUFF) THEN
186             print *, 'nrecv != nrbuff ', nrecv, nrbuff
187             CALL ErrorM ('Receiving initial power distribution, NRECV=', nrecv)
188             stop
189           END IF
190   
191   !       dump to PowerGen
192           print *, 'cfd : dump to powergen'
193           ios = 0
194           DO i=1,ntcell
195             PowerGen(i)=rbuff(i)
196             IF (rbuff(i).lt.QSMALL.or.rbuff(i).gt.QLARGE) THEN
197               IF (ios.eq.0) OPEN (84,FILE=trim(DIR)//'perror.'//cmpid)
198               ios = ios + 1 
199               WRITE (84,*) i,iclmap(i),PowerGen(i)
200             END IF
201           END DO
202   
203           IF (ios > 0) THEN
204             CLOSE (84)
205     CALL ErrorM ('Illegal power for some cells, see ','perror.'//cmpid, ios)
206           END IF
207   
208           Tupdated=.FALSE.
209   
210   ! end of iteration
211         ELSE IF (iflag == 3) THEN
212   
213        print *, 'cfd : iflag=3'
214           CALL get_iteration(iter,error)
215           if (error) then
216              print *, 'cfd get iter failed, iter= ', iter
217              stop
218           endif
219   
220   
221   ! B)
222   !Upd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neutronics code
223        if (iter.GE.miniter.AND..NOT.Tupdated.AND.iconverged.eq.0) then        
224           CALL get_cells(ntcell,error)
225   !C       We are at end of an iteration and we want to update T,rho
226           print *, 'cfd connecting to gis...'
227           print *, 'ntcell before connect to socket: = ', ntcell
228           CALL socket_connect (iconnect,hostname,iport)
229           IF (iconnect.le.0) CALL ErrorM("//DIR//,'Connecting to on port 
',iport",mpid)
230           print *, 'cfd send mpid = ', mpid
231           CALL socket_send_n (iconnect,mpid)
232           print *, 'cfd send ntcell = ', ntcell
233           CALL socket_send_n (iconnect,ntcell)
234           
235           IF (mpid.EQ.1) THEN
236             print *, 'cfd send iter = ', iter
237             CALL socket_send_n (iconnect,iter)
238            CALL get_residual_value(P_index,resi,error)
239            r1(1)=resi
240             print *, 'cfd send r1,resi(1.E2) = ', r1(1)
241             CALL socket_send_r (iconnect,res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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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ND IF
243   
244           print *, 'cfd test send 1'
245           CALL socket_send_n (iconnect, 1)
246   
247           print *, 'cfd temp...., ntcell = ', ntcell
248           j = 1
249           print *, 'j,temp(j)',j
250           DO j=1, ntcell
251   
252             CALL get_value_one_cell(T_index,j,temp(j),error)
253             rbuff(j)=temp(j)
254   
255           END DO
256   
257           print *, 'test send 2 aaaaaaaaaaaaaa'
258           CALL socket_send_n (iconnect,2)
259   
260           print *, 'cfd send isize = nrbuff = ', nrbuff
261           CALL socket_send_n (iconnect,nrbuff)
262           print *, 'cfd send rbuff(nrbuff), nrbuff = ', nrbuff
263           CALL socket_send_r (iconnect,rbuff,NRBUFF)
264   !C       send densities
265           IF (SEND_DENS) THEN
266             print *, 'cfd send density...'
267             DO i=1,ntcell
268              CALL get_value_one_cell(DENS_index,i,den(i),error)
269               rbuff(i)=den(i)
270             END DO
271             open (51, file='cfd-dens', status='unknown')
272             do i=1,ntcell
273                 write(51, "(i10, f15.4)") i, den(i)
274             enddo
275             close (51)
276             print *, 'cfd send myntcell = nrbuff = ', NRBUFF
277             CALL socket_send_n (iconnect,NRBUFF)
278             print *, 'cfd send rbuff(nrbuff) _density '
279             CALL socket_send_r (iconnect,rbuff,NRBUFF)
280           END IF
281   
282   !C       Signal from interface to proceed with data exchanges (or not)
283           print *, 'cfd recving iconverged = ', iconverged
284           iconverged = 0 
285           CALL socket_receive_n (iconnect,iconverged)
286           IF (iconverged.ne.0.AND.iconverged.ne.1) THEN
287             CALL ErrorM ('Illegal value for ICONVERGED:',iconverged)
288           END IF
289           print *, 'cfd close socket'
290           CALL socket_close (iconnect)
291   
292   !C       temperatures are now updated
293           Tupdated=.TRUE.
294   
295   
296   !      ELSE IF (level.EQ.1.AND.Tupdated.AND.iconverged.eq.0) THEN
297   !C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run and we want to update q'''.
298   !C       Establish connection
299        elseif(Tupdated.AND.iconverged.eq.0) then
300           print *, 'cfd connect------- C ---------'
301           CALL socket_connect (iconnect,hostname,iport)
302           IF (iconnect.le.0) CALL ErrorM("DIR,'Connecting to on port ',iport",mpid)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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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print *, 'cfd send mpid = ', mpid
305           CALL socket_send_n (iconnect,mpid)
306           print *, 'cfd send ntcell = ', ntcell
307           CALL socket_send_n (iconnect,ntcell)
308           print *, 'cfd recving rbuff(nrbuff) = ', nrbuff
309           CALL socket_receive_r (iconnect,nrecv,rbuff,NRBUFF)
310           print *, 'cfd recved nrecv = ', nrecv
311           print *, 'cfd close socket...'
312           CALL socket_close (iconnect)        
313           IF (nrecv.NE.NRBUFF) THEN
314             CALL ErrorM ('Receiving power distribution, NRECV=',nrecv)
315           END IF
316   !C       store in PowerGen array
317           ios = 0
318           DO i=1,ntcell
319             PowerGen(i)=rbuff(i)
320             IF (rbuff(i).LT.0.0) THEN
321               IF (ios.eq.0) OPEN (84,FILE=trim(DIR)//'perror.'//cmpid)
322               ios = ios + 1 
323               WRITE (84,*) i,PowerGen(i)
324             END IF
325           END DO
326           IF (ios > 0) THEN
327             CLOSE (84)
328             CALL ErrorM ('Power for some cells < 0.',ios)
329           END IF
330   !C       temperatures are no longer the most updated.
331           Tupdated=.FALSE.
332   !C       update variables for the next run
333           miniter = iter + MINDELTAITER - 1
334           maxiter = iter + MAXDELTAITER - 1
335   
336   
337    101  FORMAT (a16,2x,i5,3e15.5)
338   
339       endif
340       ENDIF
341    CLOSE(9) 
342   
343    RETURN
344    END SUBROUTINE uout
345   
346   
347   
348   
349         SUBROUTINE posdat_connect (iconnect,hostname,iport)
350   !C -------------------------------------------------------------------------
351   !C     Connects to a socket and checks the status of the connection.  Connects
352   !C     to machine HOSTNAME on port IPORT.  Output is the connection ID, 
353   !C     ICONNECT.   
354   !C -------------------------------------------------------------------------
355         IMPLICIT NONE
356   !C     Input: 
357         CHARACTER*(*) hostname
358         INTEGER iport
359   !C     Output: iconnect
360         INTEGER iconnect
361   !C     Locals
362         INCLUDE 'myufile.inc'
363         INTEGER nprocs,mpid
364         common/MPP1/nprocs,mpid
36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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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mpid = 1
367   !      nprocs = 1
368         print *, 'posdat connect to ', hostname, ' on ', iport
369         CALL socket_connect (iconnect,hostname,iport)
370         IF (iconnect.le.0) THEN
371           if (iconnect.EQ.-1) then
372             write(*,*) 'Invalid host name:',hostname,iport
373           elseif(iconnect.eq.-2) then
374             write(*,*) 'Server not ready: ',hostname,iport
375           endif  
376    WRITE (*,*) '%ERROR POSDAT (',mpid,') Connecting to server, 
ICONNECT=',iconnect,'.'
377           CALL ErrorM ('Connecting to '//hostname//'on port ',iport)
378         END IF
379   
380         END SUBROUTINE posdat_connect
381   !C
382         SUBROUTINE ErrorM (message,int)
383   !C -------------------------------------------------------------------------
384   !C     Called if an error occurs. Prints an error message to standard
385   !C     output and kills STAR-CD by using a call to ABORT.  Error message
386   !C     is given in MESSAGE, along with an integer to be printed, INT.
387   !C -------------------------------------------------------------------------
388         IMPLICIT NONE
389   !C     dummies
390         CHARACTER*(*) message
391         INTEGER int
392   !C     Locals
393         INTEGER ios,nprocs,mpid
394         INCLUDE 'myufile.inc'
395         common/MPP1/nprocs,mpid
396   !C
397   !C     Write error message to standard output
398   !      mpid = 1
399   !      nprocs = 1
400         WRITE (*,*) '%%%%%POSDAT (',mpid,') ERROR: ',message,int
401   !C     kill star
402         CALL ABORT
403         RETURN
404   !C
405         END  SUBROUTINE Err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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