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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 박군철

요 약

보고

서면

수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 확립을 위한 MARS코드 품질개선

- 규제검증코드와의 연계해석체계 개발

2. 연구결과

- MARS코드 매뉴얼 개정 및 모델-상관식 매뉴얼 신규작성

- RELAP5/MOD3/CANDU 중수로 모델 상관식 평가 및 이식

- 코드 품질보증 평가계산 수행 및 품질보고서 작성

- 모델불확실도 평가를 위한 입력모델개선

- MARS-원자로동특성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 MARS-격납건물 열수력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 국내외 열수력 실험 DB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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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사용자 지원 및 모델개선

. 사용자 코드 오류수정

. TRACE/RELAP5 최신버전의 모델이식

. 사용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64 bit MARS코드 버전개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경-중수로 통합 사고해석검증코드로 안전현안분석 등 규제업무에 활용

- 사고해석 규제검증기술의 고도화 및 적용성확장 기술기반으로 활용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규제코드, 중수로, 코드연계, 열수력실험 DB, 다차원해석

영 어
Regulatory audit code, CANDU, code coupling, TH

Data Base, Multi-dimen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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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MARS코드 품질개선 및 연계해석체계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Ÿ 최적 다차원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는 규제검증해석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 도구로서 열수력실증실험 DB와 더불어 안전규제 및 연구의 인프라

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임.

Ÿ 격납용기, 다차원 노심 동특성코드와의 연계기술개발은 안전검증해석에

필수적인 기술임.

나. 경제·산업적 측면

Ÿ 사고해석 불확실성정량화, 위험도 정보기술활용에 따라 필요한 해석도

구의 해외의존도를 탈피하고 독자기술로서 경제적이득과 안전성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음.

Ÿ 독자기술 코드로 설비개선, 신형원자로 개발 등의 산업계 요구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있으며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Ÿ 규제검증해석코드의 독자적인 능력 확보는 자주적인 안전검증의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데 기여를 함. 특히 안전해석코드 부분에서의 원자력 선진

국의 일환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룸으로서 국가의 원자력 안전문화 위상

정립에 기여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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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MARS 코드 모델 평가 및 개선

(1) MARS 코드모델/상관식 평가

(2) 중수로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3) 코드모델 평가를 위한 규제검증 열수력 DB 구축

(4) 코드 품질보증 평가

나. MARS-COREDAX 연계해석체계개발

(1) MARS연계모델개발

(2) 연계해석 검증

다. MARS-CONTAIN 연계해석체계개발

(1) MARS연계모델개발

(2) 연계해석 검증

라. MARS 사용자 그룹 운영 및 코드 유지관리

(1) MARS 사용자 그룹 운영

(2) MARS 코드의 유지관리

(3) 64 bit MARS 코드버전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가. 중수로 모델/상관식 평가 및 이식

(1) 월성2호기 펌프모델/상관식 이식 평가

(2) 압력관변형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3) 임의의 분기관에 대한 Off-take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3) 아냉각 비등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나. 코드품질보증 평가

(1) 분리효과 실험 평가

Ÿ 응축열전달모델 평가

Ÿ UPI 다차원 해석 평가

Ÿ 부수로해석 모델평가

(2) 종합효과 실험 평가

Ÿ 소형냉각재 파단사고후 보론 희석사고 평가

Ÿ 원자로 미정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평가

Ÿ 충수운전중 RHR상실사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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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응용 및 불확실성 정량화

Ÿ 고리 1호기 UPI LBLOCA 평가계산

Ÿ APR1400 LBLOCA 평가계산

Ÿ ZION-2 발전소 안전여유도 평가계산

Ÿ ZION-2 발전소 LBLOCA 불확실성 정량화

다. MARS와 COREDAX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1) 연계해석체계개발

(2) APR1400 SLB 검증

라. MARS와 CONTAIN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1) 연계해석체계개발

(2) APR1400 Containment입력개발

(3) CANDU Containment입력개발

마. 코드 모델 평가를 위한 규제검증 열수력 DB 구축

(1) 국외 열수력 DB 구축

(2) 국내 열수력 DB 구축

바. MARS 사용자 그룹 운영 및 코드 유지관리

(1) MARS 사용자 그룹 운영

Ÿ 매년 2회 3년간 6회 워크숍개최

Ÿ 교육훈련 실시

(2) MARS 코드의 유지관리

Ÿ 5개 사용자 매뉴얼 완료

Ÿ MARS-KS 코드오류 22건 개선 오류-수정보고서

Ÿ 모델개발보고서 취합 작성 완료 (2007 ~ 2010)

(3) 64 Bit MARS 코드 버전 개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Ÿ MARS-KS기반 규제검증체계는 규제 다차원 노심 동특성해석모듈과 격납용기

해석모듈과의 연계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경-중수로 규제검증해석에 이용되어

다차원유동 안전현안 문제의 해결과 정밀한 안전분석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

음.

Ÿ 일체형원자로, 가스로 모델개발로 GEN-IV유형의 신형 원자로에 대한 기본적

인 안전해석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개발된 MARS-SMR 및

MARS-GCR 버전은 이미 신형원자로의 검증계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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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의 기초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될 것임. 또한 Pb-Bi, Na의 물성치를 개

발함으로써 향후 액체금속로의 계통해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여러 가

지 가스 물성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으로 핵융합로 ITER의 블

랭킷 사고해석에 활용될 것임.

Ÿ 액적장을 포함한 이상유동식으로부터 개발된 파일롯코드 PiCoD-TF는 산업계

로 이관되어 원전안전해석코드의 backbone으로 활용될 것임.

Ÿ 다차원 안전해석에 대한 모델 불확실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산업계의 통합안

전해석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산업계고유안전해석체계에서 보다 정밀한

다차원해석체계로의 활용을 기대함.

Ÿ 본 과제에서 개발된 MARS 코드 및 관련 개발기술은 산.학.연 22개 기관이 참

여하는 MARS 사용자그룹을 통하여 전파되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현재 활용 중에 있음. 사용자 편의를 위한 원전분석기 개발과 더불어 원전현

장에 전파되어 활용되고 있음.

Ÿ 개발된 코드는 국내 고유의 안전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검

증코드로서의 활용을 기대함. 또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자적

인 안전해석검증코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선진국

의 최적코드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Ÿ 현재 유럽 선진국에서는 상용 CFD 코드를 직접 원자로해석에 적용시키는 노

력과 더불어 이상유동 CFD 모듈을 독자개발하여 계통분석코드와 연계하여 차

세대 안전분석코드 패키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MARS의 코드 간 연

계기술과 다차원 해석모델은 이러한 CFD 등의 고정밀의 열수력 해석코드와의

연계 시 유용하게 응용될 것이며 향후 차세대 안전해석코드 개발시 핵심적인

계통코드로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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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Quality Improvement of MARS Code and Establishment of Code Coupling

II. Objectives and Justification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Best estimate thermal hydraulic safety analysis code is an indispensable

software for the nuclear reactor safety analysis. The present software

development effort, along with the efforts in the thermal hydraulic verification

experiments, is aimed at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safety research.

• Technology needed to implement code coupling of containment

analysis/system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kinetics/system analysis is

essential for the advanced thermal hydraulic safety analysis.

B. Economic․Industry Aspects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certainty quantification and risk-informed

regulatory approach, development of the original and independent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s and technology-independence

in thermal hydraulic safety analysis.

• As the best estimate code is capable of predicting detailed reactor behaviour

under operational and transient conditions, it represents an excellent tool for

use in the fields of the performance improvement and the on-site management

of repair and maintenance. It will also be applied for the industrial need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reactor as well as the

regulatory needs.

C. Social Aspects

• The acquisition of self-reliant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develop safety

analysis cod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aying the social foundati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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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liance in safety inspection. In particular, by fulfilling its role as the best

estimate code in the independent audit calculations for the new future reactor

design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II. Scopes of the Project

A.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thermal hydraulic models in MARS code

(1) Assessment of models and correlations in MARS code

(2)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thermal hydraulic models for

heavy-water reactors

(3) Establishment of the thermal hydraulic regulatory database system for the

code assessment

(4) Quality assurance assessment for the safety analysis code

B. Improvement of the code coupling of MARS/COREDAX

(1) coupling model development in MARS for the COREDAX module

(2) Verification of the code coupling

C. Improvement of the code coupling of MARS/CONTAIN

(1) coupling model development in MARS for the CONTAIN module

(2) Verification of the code coupling

D. Operation of MARS users group and code maintenance

(1) Operation of MARS users group

(2) Maintenance of MARS code

(3) Development of the 64-bit version for MARS code

IV. Results of the Project

A.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thermal hydraulic models and correlations

for heavy-water reactors

(1)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Wolsong NPP 2 Pum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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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3)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Off-take model/correlations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

(4)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subcoolded boiling model/correlations

B. MARS code Quality Verification

(1) Separate Effect Tests Assessment

• Condensing heat transfer model assessment

• UPI multi-dimensional analysis assessment

• Subchannel analysis model assessment

(2) Integral Effect Tests Assessment

• Assessment of Boron dilution Accident during SBLOCA

• Assessment of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during SBLOCA

• Assessment of Loss Residual Heat Removal during Refill-operation

(3) Nuclear Power Plant Analysis and Uncertainty Quantification

• Kori Unit 1 UPI LBLOCA Analysis

• APR1400 LBLOCA Analysis

• ZION-2 Power Plant Safety Margin Analysis

•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ZION-2 Plant LBLOCA Analysis

C. MARS/COREDAX Code Coupli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1) Code Coupling Development

(2) APR1400 SLB Validation

D. MARS/CONTAIN Code Coupli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1) Code Coupling Development

(2) APR1400 Containment Input Development

(3) CANDU Containment Input Development

E. Thermal Hydraulic DB System Development for T/H code Assessment

(1) Foreign Thermal Hydraulic DB Development

(2) Domestic Thermal Hydraulic DB Development

F. Operation of MARS users group and code maintenance

(1) Operation of MARS us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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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of 6 workshops (2 per year over 3 years)

• Operation of MARS Training Class

(2) Maintenance of MARS code

• Compilation of a set of 5 volume user manuals.

• Correction/improvement in 22 cases of MARS-KS code errors.

• Compilation of model development reports (2007 ~ 2010).

(3) Development of 64-bit version for MARS code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earch Results

• With the establishment of MARS-KS integrated safety analysis system, it is now

possible to interface the multi-dimensional core kinetics analysis module and

the containment analysis module. The availability of interfaces to these analysis

module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d auditing tool to resolve the

multi-dimensional safety issue for the LWR and CANDU reactors.

• Development of models for integral reactor and gas cooled reactor, versions of

MARS can be used as the basic safety analysis tools for GEN-IV type reactor

designs. The MARS-SMR and MARS-GCR versions are already being used in

the validation calculations of next generation reactors and the MARS-GCR is

planned to be used as an analysis tool for future gas cooled reactor desig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T/H properties for the Pb-Bi, and Na have been

developed and these can be used effectively for the systems analysis for liquid

metal cooled reactors. The capability of MARS to select and use T/H properties

of various different gases is expected to be a useful asset for the application of

MARS in the T/H analysis of the blankets of the ITER nuclear fusion reactors

during accident conditions.

• By presenting the model uncertainties in the multi-dimensional safety analyses,

MARS code is anticipated to assume the position of the future integrated safety

analysis tool for the industrial sector.

• With the multi-dimensional flow module, the MARS code has the capability to

accurately simulating the overall multi-dimensional flows such as those

occurring in the core, steam generators and IRWST pools. Thus, MARS can be

us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safety issues concerning the multi-dimensional

flow phenomena associated with DVI design of the APR1400 reactor, and can

also be used as a detailed safety analysis tool for othe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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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RS code and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current project have

been disseminated to the 22 organizations that comprise the MARS User Group,

and these are being utilized in diverse application fields by the members.

• The MARS code is envisioned to be utilised as an independent licensing

audit calculation code for solving the unique domestic safety issues. The

main objective of th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with the MARS code i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MARS code as

an original code. The elevated status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recognition of

the MARS code as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ode on par with the best

offered by the advanced nuclear countries.

• The major efforts, by the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safety analysis package are currently in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CFD codes in reactor thermal-

hydraulic analys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two-phase flow CFD modules

to interface with the system analysis code. The features of MARS such the

interface techniques used in MARS to couple with various other codes, and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s will be useful in the efforts to link the CFD

codes with the safety analysis codes. This puts the MARS code in a very

favourable position as the key system analysis code to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safety analysi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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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열수력 해석코드의 개발은 지난 30여년간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는 1960년대 후반에 미국 AEC(Atomic Energy

Commision)가 냉각재상실사고(Loss-of-Coolant Accident; LOCA)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1971년부터 LOCA가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로 되면서 이상유동(Two-phase flow)에 대한

모델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는 LOCA시 이상유동에 대한 모델을 위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와 병행하여 간단한 균질평형모델(HEM;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채택한 Blowdown 코드인 FLASH 코드를 기반으로 WFLASH,

CEFLASH, RELAP4 등의 코드가 70년대 초반에 개발되어 오늘날 원전 설계의 안전해석

에 사용되는 코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이상유동의 비균질-비평형 상태에 대한 모델로서 물

과 증기를 각각 독립적인 운동방정식으로 유동 해를 구하는 2-유체 모델(Two-fluid mod-

el)을 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TRAC과 RELAP5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욕적인

모델 개발 활동은 70년대의 이상유동에 대한 대형 실험연구 프로젝트와 더불어 활발히

진행되어 80년대 초반에 현재의 골격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79년 TMI 사고 이후에 소규

모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균질-비평형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 2-유체 모델에 근거한 코드체계가 확립되었다. 원자력 선진국

인 프랑스와 캐나다에서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유체 모델을 사용하는 코드 CATHARE

와 CATHENA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코드로는

미국의 RELAP5/MOD2, TRAC-P, TRAC-B, COBRA/TRAC 등을 들 수 있고, 캐나다의

CATHENA, 프랑스의 CATHARE도 거의 틀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 코드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주도형으로 개발되었으며 코드를 평가/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간 공동

연구협약의 형태로 ICAP(International Code Assessment and Application Program),

CUC (CATHARE User Club) 등과 같은 국제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해석코드는 1980년대 산업체나 규제기관의 목적에 의하여

도입된 코드로서 국제공동평가참여를 통해 모델의 개선과 응용에 주력을 하였으며 원전

의 심사계산, 최적평가방법론 KREM의 개발 등 그 동안 도입한 코드활용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자체적인 코드 개발노력은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연구와 병행하여 원자력 안전연구의 infrastructure 형성의 기반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최적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의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자국의

열수력 안전현안의 해결 및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등 연구계와 산업체의 계통 안전해석

수행에 요구되는 코드의 기반 기술 및 연계 기술의 제공을 위하여 더욱더 요구되었다.

본 목적을 위하여 KAERI에서는 제 2 차 중장기계획으로 총 3단계의 연구․개발 사업

을 수행하여 다차원 안전해석코드인 MARS를 개발하였다. 제 1단계 연구 (‘97~’02)기간

동안에는 다차원 최적 계통분석코드 개발 및 기술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고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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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02~’05)에서는 통합 연계안전해석코드 개발과 검증 및 평가, 그리고 제 3단계

(‘07~10)에는 코드의 성능향상 뿐 아니라 다차원 안전해석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발전

소 입력과 계산, 불확실성 정량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반면 동기간 동안에 규제기

관인 KINS에서는 미국 NRC와의 국제공동연구룰 통해 도입된 RELAP5/MOD3를 국내

기술수요에 맞게 개선하여 RELAP5-CANDU, RELAP5-SMART, RELAP5-APR1400을 생산

하여 규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KINS-REM 및 해석방법론을 개발하여 규제검증체계를 구

축하여 왔다. 이러한 중장기 연구사업을 통하여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는 현재 가동원전

의 안전성 검증에 무리없이 적용할 수준으로 개발되었으나 노형별, 원전설계별로 검증체

계를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미국 NRC의 규제검

증코드인 RELAP5코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코드개발 및 성능확장에 기술의존성을 가지

며 이러한 기술의존성 때문에 국내관련 연구기관의 안전관련 연구결과를 규제검증체계로

접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국 NRC가 1990년도 후반부터 검증코드 통합연구에

착수하여 RELAP5코드에서 TRACE코드로 규제검증코드를 변경함에 따라 RELAP5코드의

개선 및 성능확장을 미국 NRC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KAERI에서 개발된 MARS코드는 RELAP5를 원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원천기술의 확

보 차원에서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규제목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현실적인 제한이 없

으며 RELAP5를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 개발된 규제검증기술과의 접목성이 뛰어나며

자체 기술력으로 개선과 성능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해석 규

제검증체계의 유지-관리 및 규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 3 차 원자력 연구

개발계획으로 MARS코드 중심의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MARS코드의 품질과 공신력을 규제검증에 활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였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연구항목으로 1) RELAP5/MOD3-CANDU코드에 적용된 중수

로 모델/상관식의 평가 및 이식, 2) 코드 품질보증 평가, 3) 규제검증노심동특성코드

COREDAX와 MARS의 연계해석 체계개발, 4) USNRC 격납건물해석코드 CONTAIN과

MARS와의 연계해석체계개발, 5) 코드모델 평가를 위한 규제검증 열수력 DB 구축을 설정

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코드의 국내외에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 국제 공

동연구 코드평가 참가, 2) MARS 사용자 그룹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사용자를 위하여 5

권의 매뉴얼과 코드 오류개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수행 연구결과

를 수록하였으며 상세한 연구결과는 제3장에 세부 연구목표 별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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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

USNRC에서는 그 동안 많은 대형 열수력 실험과 최적계통코드 개발을 주도하여 왔으

며 이를 통하여 80년대 개발-완료된 4종의 계통해석코드를 확보하고 있다. PWR 해석용인

RELAP5는 SBLOCA와 Transient 해석 등과 같이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일차원적으로 신속하게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TRAC-P는 LBLOCA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3차원 유동을 비교적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WR

해석을 위하여 1차원 유동과 3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체계를 갖고 있는 RAMONA와 3차

원 유동을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을 할 수 있는 TRAC-B를 개발하였

다.

1997년 USNRC는 이들 4종의 코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통합코드로 개발-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개년 코드

통합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TRAC-P를 기초로 나머지 3개의 코드가 갖는 여러 모

델을 통합하여 새로운 코드인 TRAC-M을 개발하는 것이다. TRAC-M은 현재 개발이 완료

가 된 상태로 TRACE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포되었다. TRACE는 PVM (Parallel Virtual

Machine)을 사용하여 3차원 노심동특성 코드인 PARCS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화 연결모듈인 ECI (Exterior Communication Interface)를 설계하여 REMIX와 CONTAIN

코드 등 다른 코드를 연계/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TRACE 개발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Graphic User Interface Package인 SNAP 개

발도 포함되어 있다. SNAP은 RELAP5 및 TRAC의 입력을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편집하

고 TRAC-M의 입력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과 실행기간 중의 Visualization이나 Post pro-

cessor의 역할을 하며 Data bank의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 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SNAP은 Java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각 Component를 재사용할 수 있고 컴

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TRACE의 최신 버전은 TRACE5이며 그동안 여러 가지의 오류를 개선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국제 사용자그룹

인 CAMP를 통하여 평가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본 평가작업과는 별도로 TRACE시리즈

코드의 장기개발계획으로 계면수송 (IAT; Interfacial Area Transport) 모델 개발과

Droplet Field를 추가한 TRACE6 개발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INL에서는 이와 같은 USNRC의 코드 개발과 독립적으로 DOE의 후원 하에

RELAP5/MOD3를 더욱 발전시켜 1990년대 중반에 LBLOCA 분석능력과 3차원 열수력분

석모듈을 갖춘 RELAP5-3D를 개발하여 범용코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코드는 3차원 동특

성 해석모듈 NESTLE가 내장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PVM을 이용하여 격납용기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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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 CFD 코드인 FLUENT, 중대사고 코드인 MELCOR등과 연계/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 부수로 코드 COBRA-TF와도 일반적인 Semi-implicit coupling 연

계방법을 통하여 쉽게 연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DOE의 GEN-IV 원자로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개선과 개발사항을 검토하여 코드개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RELAP5 Graphical User Interface (RGUI)개발은 199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데, 3차원 Isometric image, Input modeling 및 XMGR5의 MS Window 버전인 tkXMGR5

를 개발하고 입력모델을 검증하는 노딩 그래픽과 Run time동안과 Post process 그래픽

역할을 하는 RGUI 1.2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O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체 전원의 약 75 %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크게 세

가지의 Framatome 가압경수형 원전(3 loop 900 MWe, 4 loop 1300 MWe, 4 loop 1450

MWe)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환경에 기인하여, 프랑스는 독자적인 열수

력 해석 코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9년도부터 CATHARE 등의 열수력 코드 개

발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코드 개발팀을 유지하고 있다. CATHARE 코드의 개발 착수

시점은 미국의 RELAP, FLASH 등에 비해 10여년 이상 늦었으나 이로 인해 열수력 모델

의 이론적 배경, 수치해법, 프로그램 구조 등이 현저히 개선되고 현대화된 상태로 출발하

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CATHARE 코드의 적용대상이 표준화된 Framatome 가압경수로

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추어져 코드 개발의 효율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나 일본처럼 비등경수로 모델개발 등에 재원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서 집중된 투자가 가

능했다.

CATHARE 코드의 검증 및 평가에는 다양한 단일효과 실험 및 종합효과 실험이 사용

되었다[Barre, 1990; Bestion, 1990]. 단일효과 실험은 임계유동, 상분리, 유동양식, 배출 및

재관수 기간의 열전달, 핵연료 거동, 증기발생기 수위 팽창 및 수축, 펌프거동 등에 주안

점을 두고 기존의 실험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CEA가 직

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드평가를 위해 LOFT, LOBI, PKL, LOFT, LSTF 등의 국외

종합효과 실험설비 및 CEA가 제작한 BETHSY를 활용하였다. BETHSY는 FRAMATOME

3-loop PWR을 Full-height, 1/100 체적비로 CEA가 설계/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CATHARE 코드는 초기의 개발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

으로 평가된다. 현재 CATHARE 코드는 3차원 열수력 모듈을 구비하고 있으며,

CATHARE 코드 고유의 불확실성 정량화 기법인 DASM (Discrete Adjoint Sensitivity

Method) 방법도 개발한 바 있다[Bestion, 1996].

IPSN와 EdF는 CATHARE 코드를 이용하여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모의영역 및 정확도

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SIP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991년도에 처

음으로 CATHARE 코드를 성공적으로 시뮬레이터(SIPA Simulator라 불림)에 장착시켰다

[Dumas, 2000]. 여기에 사용된 CATHARE-SIMU 코드는 CATHARE 코드의 Spe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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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이다. 이어서 1996년부터는 SIPA Simulator를 워크스테이션 버전으로 개발하여

SIPACT(SIPA comPACT)라 명명하고 프랑스의 모든 원전 현장에 설치/운용하고 있다.

IPSN과 EdF는 1997년도부터 SIPA Simulator의 CATHARE-SIMU를 최신의 CATHARE2

로 교체하기 위한 SCAR 프로젝트를 5년 6개월에 걸쳐 수행중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

적으로 완료되면 시뮬레이터의 용도는 훈련뿐만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및 안전성 평가

까지 확장된다. 이를 위해 CATHARE 코드의 계산 건전성 강화, 병렬계산기법 등을 개발

중이며 Mid Loop 운전에서 냉각재 상실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고에 대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EA와 EdF는 CATHARE 이외에도 열수력 기기코드인 THYC (노심, 증기발생기, 응축

기, 열교환기용; EdF가 개발), FLICA(노심코드, CEA가 개발), GENEPI (증기발생기 코드,

CEA가 개발) 및 CFD 코드인 TRIO-U, ESTET-ARTRID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성숙화

단계에 이르렀다[Morel, 2000]. 이에 따라 1998년도부터 차세대 열수력 코드(Next gen-

eration of thermal hydraulics code; 2010년도경에 실용화를 목표로 함)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ECUME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Morel, 2000; Grand, 2000]. 이 프로젝트는 이상유동

현상의 최신기술, 현재 모델의 문제점 및 산업체 필요기술 등을 파악하여 차세대 열수력

코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열수력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인 NEPTUNE Project를 유럽연합 공동연구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다.

O 독일

독일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GRS(Gesellschaft fi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는 오

래 전부터 Drift-Flux모델에 근거한 계통 열수력 코드 ATHLET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까

지 ATHLET Mod 1.2 Cycle C가 개발되어 있으며 LOCA, Non-LOCA 범용코드로 3차원

동특성코드와 연계계산을 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3차원 동특성코드와

연계계산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즉, VVER Hexagonal 노심해석을 위하여 BIPR-8,

DYN3D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의 경수로 노심해석을 위해 QUABOX/CUBBOX 노심코

드를 사용할 수 있다. ATHLET 코드에는 최근 Dynamic flow regime 개발의 첫 단계로

계면면적수송방정식에 근거한 유동모델과 다차원 열수력해석을 위한 2D/3D FLUBOX 모

듈이 개발되어 있다. 이들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UPTF 실험의 다차원해석을 진행되고 있

다. 프로그램 언어도 현대화하여 Fortran 90를 사용하고 있다.

ATHLET 코드를 중대사고에 확장적용하기 위하여 계통해석에 ATHLET 모듈, 노심손

상해석에 ECORE 모듈, 핵분열생성물 노심누출해석에 EFIPRE 모듈, 그리고 핵분열생성물

과 에어로졸 수송해석에 TRAPG 모듈 등 4모듈로 구성된 ATHLET-CD를 개발하였다. 각

각의 모듈은 계산절차에 따라 Tight coupling과 Loose coupling을 구분하여 연계하고, 각

모듈간 연계변수를 고려하여 일괄계산이 수행되게 하였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모델을 개

발하고 있지 않지만 코드 검증이나 불확실성 정량화 등에 주력하여 활용되고 있다.



- 6 -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코드 기술개발은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코드를 이용한 해석 방법

론 개발이나 해석체계 구축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코드도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은 USNRC와의 협력을 통하여 RELAP5,

TRACE, PARCS, SNAP 등을 도입하여 안전현안 해소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한전전력

연구원은 RELAP5/MOD3/K를 사용한 LOCA 최적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RELAP5코드를 기반 기술로하여 MARS코드를

개발하고 SMART, 가스로 및 액금로의 안전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에서는 국

내 설계코드의 원천기술확보 차원에서 C++언어를 사용하여 SPACE 안전해석코드를 개발

하고 있으며 현재 데모버전을 출시하고 검증평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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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중수로 모델/상관식 평가이식

1. 월성2호기 펌프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로의 경우, 대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시 핵연료채널내의 압력 급강하와 냉각재의 방출로

인해 사고 직후 0.5~2.0초 이내에 채널이 기포화되며, 이로인해 노물리 특성상 원자로의

출력이 급증(Power Pulse)하게 된다. 이때 원자로정지계통이 얼마나 빨리 원자로출력을

정지시키느냐에 따라 냉각재상실사고의 결말이 상당히 달라지므로, 사고 초기의 냉각재

밀도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자로 과도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초기 냉각재 밀도 변화를 제대로 모사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가 일차냉각재펌프의 특성이다. 하지만 RELAP5/MOD3와 MARS 코드에는 윌

성 2호기에 대한 펌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에서 이미 기존

RELAP5/MOD3/CANDU 코드에 윌성펌프의 헤더와 토크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해서 윌

성 펌프모델을 개발, 시험계산을 수행한바 있으며[Kim et al., 2005], 본 보고서에서는 이

러한 기존 작업을 MARS 코드에 이식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 월성펌프 모델의 설계 및 구현

(1) 모델 개선의 필요성

현재 MARS의 펌프 모델은 단상(single-phase) homologous data에서 5200 specific

speed를 갖는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펌프와 4200 specific speed 를 갖는

Bingham Pump Company 펌프에 대한 built-in data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윌성발

전소의 거동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대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LBLOCA) 안전해석시에는 Westinghouse 펌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펌프의 차이는 장

기적인 거동에 있어서 윌성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의 CATHENA 안전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LOCA 발생직후 3초 이내의 거동에 있어서는 냉각재 밀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원인은 두 코드간의 펌프 모델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원 중수로 노심해석코드와 MARS 코드의 연계계산 시는 냉각재의 밀도변화

에 기인한 기포반응도가 reactor pulse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실제 두 코드를 연

계해서 입구모관 40%, 출구모관 100%, 펌프 흡입구 50% 파단사고를 해석하면 사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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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LOCA 발생직후 정지봉이 삽입되기 이전인 0.5~2초까지의

냉각재 밀도변화가 reactor pulse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원자로 출력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초기 냉각재 밀도 변화를 제대로 모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윌성 2

호기에 대한 펌프 모델이 반드시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윌성

펌프에 대한 헤더와 토크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해서 윌성펌프 모델을 개발한다.

(2) 월성펌프 모델의 개요

CATHENA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윌성2호기 펌프모델의 분석을 위하여,

CATHENA 코드의 부함수 PMPANC를 분석하였다. 부함수 PMPANC는 ANC 펌프가 사

용될 때 호출되는 부함수이며, 윌성2호기 펌프모델의 경우 ANC 펌프모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윌성2호기 펌프에 대한 homologous curve 데이

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함수 PMPANC는 현재의 volumetric flow rate(Q*)과 speed

ratio(N*)를 입력으로 받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수치보간을 통해 펌프 헤드(H*)

와 토크(*) 정보를 연산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표 3.1.1.1과 표 3.1.1.2과

같이 윌성2호기 펌프에 대한 단상(single-phase) head curve와 단상 torque curve와 같은

형태이다. 부함수 PMPANC의 알고리즘은 그림 3.1.1.1과 같다. 순서도를 살펴보면,

RELAP에서의 HAN BAN, HAD BAD 영역에 해당하는 forward regime 에서 미리 입력

된 윌성 2호기 forward regime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HAR BAR의 reverse regime 에서

는 ANC reverse regime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ARS에서는 CATHENA와는 다른 형태의 homologous curve data를 사용하는데

MARS 코드에서의 homologous regime에 대한 분류표는 표 3.1.1.3에 나타나 있다. 표에

나와 있듯이 MARS에서는 CATHENA와는 달리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homologous

curve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CATHENA의 윌성2호기 펌프에 대한 단상 head

curve와 단상 torque curve를 표 3.1.1.3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여서 윌성2호기 펌프에 대

한 homologous curve를 생성하였다. 정의에 의해 HAN/HVN 영역은 Normal Pump 상

태이고, HAD/HVD 영역은 Energy Dissipation 상태이고, HAT/HVT 영역은 Normal

Turbine 상태이고, HAR/HVR 영역은 Reverse Pump 상태이다. 생성된 homologous

curve는 표 3.1.1.4와 표 3.1.1.5에 나타나 있다. 표 3.1.1.4에서 HAR과 HVR 영역에서는

homologous head curve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CATHENA 코드에서 거기에 해당 하

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Westinghouse 의

homologous head data를 사용하였다. 또한 표 3.1.1.5에서도 BAT, BVT, BAR, BVR 영역

에서는 homologous torque curve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CATHENA 코드에서 거

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현재는 Westinghouse의

homologous torque data를 사용하였다. 실제 LBLOCA 사고 해석시 pump에 대해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영역을 확인해보면 regime number 1 ~ 4 영역 이내에서만 사용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Kim et al., 2005] 따라서, 현재 윌성2호기 펌프에 대해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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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Pump Rotation Reverse Pump Rotation

Q* H*
1p Q* H*

1p Q* H*
1p

-1000.00

-10.00

-5.00

-2.86

-2.00

-1.67

-1.43

-1.2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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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7.4e5

76.00

19.50

6.71

3.60

2.68

2.15

1.88

1.70

1.50

1.48

1.30

1.32

1.35

1.38

1.4533

1.40

1.375

1.35

1.35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50

3.30

5.00

10.00

1000.00

1.35

1.3467

1.325

1.30

1.293

1.267

1.213

1.171

1.114

1.057

1.00

0.914

0.829

0.75

0.65

0.52

0.3429

0.20

0.075

-0.075

-0.25

-0.63

-2.18

-7.50

-30.00

-3.5e5

0.00

0.20

0.40

0.60

0.80

1.00

1.11

1.25

1.43

1.67

2.00

2.50

4.00

10.00

1000.00

0.95

1.10

1.29

1.45

1.70

1.95

2.09

2.18

2.49

2.79

3.60

5.00

12.16

75.00

7.5e5

homologous head curve와 homologous torque curve가 비록 전체 영역을 다루지는 않지

만 실제 사고해석 시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2와 그림 3.1.1.3에는 Bingham 펌프, Westinghouse 펌프, 그리고 윌성2호기

펌프에 대한 단상 homologous head & torque curve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윌

성2호기 펌프와 Bingham 펌프, Westinghouse 펌프는 그 특성곡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

남을 알 수 있다. 특히 head 및 torque curve 양쪽에 있어서 HAN 및 BAN 영역에서는

윌성 펌프와 나머지 펌프모델이 큰 차이가 없으나 HVN/BVN, HAD/BAD, HVD/BVD

영역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1 W2-ANC pump single-phase head curve data in CA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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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Pump Rotation

Q* t*
1p Q* t*

1p

-1000

-10

-5

-2

-1.5

-1

-0.7

-0.6

-0.5

-0.4

-0.3

-0.2

-0.1

0

8.00e5

80

22.5

4

2.25

1.05

1.012

0.8778

0.7727

0.6889

0.6235

0.57

0.5473

0.556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5

10

1000

0.556

0.556

0.58

0.625

0.688

0.7444

0.8

0.8714

0.9286

0.9692

1

1.0363

1.0571

1.06

1.0632

1.044

1.025

0.9714

0.9333

0.8571

0.8

0

-3.75

-25

3.00e5

표 3.1.1.2 W2-ANC pump single-phase torque curve data in CA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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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Number Regime Mode a v v/a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ead)

Dependent
Variable

(Torque)

1
HAN BAN

Normal Pump
>0 ³ 0 £ 1 v/a h/a2 b/a2

2
HVN BVN

Normal Pump
>0 ³ 0 >1 a/v h/v2 b/v2

3
HAD BAD

Energy Dissipation
>0 <0 ³ -1 v/a h/a2 b/a2

4
HVD BVD

Energy Dissipation
>0 <0 <-1 a/v h/v2 b/v2

5
HAT BAT

Normal Turbine
<0 <0 <1 v/a h/a2 b/a2

6
HVT BVT

Normal Turbine
£ 0 £ 0 >1 a/v h/v2 b/v2

7
HAR BAR

Reverse Pump
£ 0 >0 ³ -1 v/a h/a2 b/a2

8
HVR BVR

Reverse Pump
£ 0 >0 <-1 a/v h/v2 b/v2

표 3.1.1.3 Pump Homologous Curve Definition

* = rotational ratio, v = volumetric flow ratio, h = head ratio,  = torque ratio

= N/NR, v = Q/QR, h = H/HR,  = /

H : actual head, Q : actual volumetric flow, N : actual speed,  : actual torque

HR : rated head, QR : rated volumetric flow, NR : rated speed,  : rated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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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HVN HAD HVD

v/a h/a2 a/v h/v2 v/a h/a2 a/v h/v2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1.35

1.35

1.33

1.30

1.29

1.27

1.21

1.17

1.11

1.06

1.00

1.00

0.91

0.83

0.77

0.71

0.67

0.63

0.59

0.56

0.53

0.50

0.40

0.30

0.20

0.10

0.00

1.00

0.76

0.58

0.44

0.33

0.23

0.13

0.07

0.02

-0.02

-0.06

-0.10

-0.20

-0.30

-0.30

-0.35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1.50

1.48

1.30

1.32

1.35

1.38

1.45

1.40

1.38

1.35

1.35

0.00

-0.10

-0.20

-0.35

-0.50

-0.60

-0.70

-0.80

-0.90

-1.00

0.74

0.76

0.78

0.82

0.90

0.96

1.05

1.20

1.38

1.50

HAT HVT HAR HVR

v/a h/a2 a/v h/v2 v/a h/a2 a/v h/v2

0.00

0.20

0.40

0.60

0.80

1.00

0.95

1.10

1.29

1.45

1.70

1.95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25

0.10

0.00

1.95

1.70

1.40

1.22

1.00

0.90

0.80

0.76

0.75

0.75

표 3.1.1.4 Single-phase homologous head curve data for W2-ANC pump in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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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 BVN BAD BVD

v/a b/a2 a/v b/v2 v/a b/a2 a/v b/v2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0.56

0.56

0.58

0.63

0.69

0.74

0.80

0.87

0.93

0.97

1.00

1.00

0.91

0.83

0.77

0.71

0.67

0.63

0.59

0.56

0.53

0.50

0.33

0.20

0.10

0.00

1.00

0.86

0.73

0.63

0.54

0.46

0.40

0.34

0.29

0.24

0.20

0.00

-0.15

-0.25

-0.30

-1.0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1.05

1.01

0.88

0.77

0.69

0.62

0.57

0.55

0.56

0.00

-0.10

-0.20

-0.50

-0.67

-1.00

0.80

0.80

0.90

1.00

1.05

1.05

BAT BVT BAR BVR

v/a b/a2 a/v b/v2 v/a b/a2 a/v b/v2

표 3.1.1.5 Single-phase homologous torque curve data for W2-ANC pump in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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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CATHENA 코드의 부함수 PMPANC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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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Single-phase homologous head curves

그림 3.1.1.3 Single-phase homologous torqu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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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Routine

(Containing
Routine)

Description of Fix
Corresponding

Routine in
RELAP/CANDU

ReadComponentM
Description

(in ReadPUMP)

Add a new condition
statement to read "-3"
option of CARD CCC0301
for using W2-ANC pump
data

RPMPDC

ReadComponentM ReadPUMP

Add look-up tables of
homologous torque and
head curve data for
W2-ANC pump.

RPUMP

Array
Name Type

Original
Dimension

New
Dimension Description

tbl1n2 REAL I=410 I=658
Total number of pump data for all eight

regimes and all three pump types

ltbls INTEGER I=8, J=4 I=8, J=6
Number of data for eight regimes (I=8);

J=5 for head curve data and J=6 for
torque curve data of W2-ANC pump

lfxtbl INTEGER I=2 I=3
Number of data for each pump model;
I=1 for Bingham, I=2 for Weatinghouse,

and I=3 for W2-ANC pump data

(3) 모델 구현 및 구동 방법

RELAP5/MOD3/CANDU 코드의 월성2호기 ANC 펌프의 homologous curve data는

서브루틴 RPMPDC와 RPUMP이다. 이들 서브루틴에 대응하는 MARS 코드의 서브루틴과

그 개선내용은 표 3.1.1.6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해 MARS 코드의 개선된 프로그램 리

스트는 Appendix A.1에 실려있다. 표 3.1.1.7에서와 같이 월성2호기 ANC 펌프의 homol-

ogous curve data가 추가됨에 따라 MARS 코드의 ReadcompnentM.f90 모듈에 있는 부프

로그램 ReadPUMP에서 일부 변수 배열인수 값이 변경되었고, 표 3.1.1.8은 그에 따라 추

가된 변수배열을 보여준다.

Pump input deck에서 card CCC0301에서 -3을 사용할 경우 월성 pump data를 사용

한다. (-1은 Bingham 펌프, -2는 Westinghouse 펌프) 이에 따라 MARS 코드의 Input

Requirement[Chung et al., 2004]에 추가된 설명은 표 3.1.1.8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표 3.1.1.6 Description of modified modules in MARS

표 3.1.1.7 Modification of arrays in subroutine ReadPUMP in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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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Name Type Dimension Description

hd3 REAL I=136
Arrays of single-phase homologous
head curve data for W2-ANC pump

tk3 REAL I=94
Arrays of single-phase homologous
torque curve data for W2-ANC pump

표 3.1.1.8 New arrays added to subroutine ReadPUMP in MARS

표 3.1.1.9 Added statement in the Input Requirement of MARS code manuals for

Wolsong ANC pump model

Pump component

Pump Index and Option, CCC0301

W1(I) Pump table data indicator,

If 0, single-phase homologous tables are entered with this component, A

positive non-zero number indicates that the single-phase tables are to

be obtained from the pump component with this number.

If -1, use built-in data for the Bingham pump.

If -2, use built-in data for the Westinghouse pump.

If -3, use built-in data for the Wolsong pump.

나. 월성펌프 모델의 검증

다면 개발된 윌성 펌프 모델은 이전의 펌프 모텔에 비해서

개발된 펌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윌성2/3/4호기에 대한 입구모관(RIH; Reactor

Inlet Header) 40%, 출구모관(ROH; Reactor Outlet Header) 100%, 펌프 흡입구(PS; Pump

Suction) 50% 파단사고를 모사하고 CATHENA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펌프 외에는 다

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노물리 코드와의 연계계산은 수행하지 않고,

CATHENA와 MARS에서 동일한 원자로 출력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실제로 노물리 코드와 연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냉각재의 밀도변화가 기포반응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power pulse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는데, 4개의 단일평균채널중

임계채널(Pass 4)에서의 냉각재 밀도가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지봉

이 삽입되기 이전인 0.5~2초까지의 임계채널(Pass 4)에서의 밀도변화가 원자로 출력을 결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이 된다. 윌성 펌프를 사용한 MARS의 계산결과가

Westinghouse 펌프를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CATHENA 코드의 계산결과와 유사하

윌성 발전소의 거동을 더욱 실제적으로 계산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입구모관 40%, 출구모관 100%, 펌프 흡입구 50% 파단사고에 대해서 3초까지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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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이 그림 3.1.1.4 ~ 그림 3.1.1.9에 나와 았다.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펌프 유량의 차이에 따라서 해당 냉각재의 밀도변화도 그 차이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펌프 유량이 비슷하면 냉각재 밀도도 비슷하고, 펌프 유량이 차이가 나면 냉각재 유

량도 차이가 난다.

먼저 입구모관 40% 파단사고에 대해서 잘펴보면, 그림 3.1.1.4와 그림 3.1.1.5는 펌프

유량과 채널별 냉각재 밀도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Westinghouse 펌프를 사

용했을 때와 윌성 펌프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출구모관 100%, 펌프 흡입구 50% 파단사고의 해석결과인 그림 3.1.1.6 ~ 그림

3.1.1.9를 보면 Westinghouse 펌프를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윌성 펌프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가 CATHENA 결과에 훨씬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MARS 코드에서 윌성2호기 펌프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CATHENA 코드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파단방출유량의 차이, feed/bleed line 계통에서의 유량 차

이, 가압기 surge에서의 유량 차이, ECCS 계통 연결부위와의 유량 등에서의 자그마한 차

이와 CATHENA 코드의 펌프고유특성의 차이 (pump mechanical efficiency의 사용)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볼 때, 개발된 월성 2호기 펌프에 대한 single-phase homologous head/torgue

curve를 적용한 LOCA 해석결과를 CATHENA 코드 해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월성2호

기 펌프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RIH 40%, ROH 100%, PSB 50% 파단사고에 대해서 이

전 펌프(Westinghouse Pump) 모델에 비해서 훨씬 유사한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중수로 대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LBLOCA) 안전해석시 과도초기 파단에 의한 냉각재

밀도변화에 의한 급격한 출력변화를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 기존의 MARS 펌프 모델인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펌프와 Bingham Pump Company 펌프에 추가하여

CATHENA 윌성 2호기 펌프모델인 ANC 펌프 모델을 built-in data형태로 추가 구현하였

다. 개발된 펌프모델은 pump input deck에서 card CCC030l의 W1에서 -3을 사용함으로

서 윌성펌프에 대한 built-in data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고자 입구모관 40% 파단사고,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 펌프 흡입관

50% 파단사고에 대해서 3초까지의 냉각재 밀도변화와 펌프유량을 비교해서 CATHENA

결과와 MARS의 Westinghouse 펌프, 그리고 새로 개발된 윌성펌프 모델을 사용하여 계

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새로 개발된 윌성펌프 모델 은 기존의 Westinghouse

펌프에 비해서 CATHENA 코드 결과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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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Pump mass flow rate for RIH 40% LBLOCA

그림 3.1.1.5 Average channel coolant density for RIH 40% L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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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Pump mass flow rate for ROH 100% LBLOCA

그림 3.1.1.7 Average channel coolant density for ROH 100% L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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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Pump mass flow rate for PSB 50% LBLOCA

그림 3.1.1.9 Average channel coolant density for PSB 50% L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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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관변형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중수형 원자로에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상실한 LBLOCA시 파단회로의 냉각수 재고

량은 ECCS보충수가 없어 계속하여 고갈된다. 냉각수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냉각재 펌

프는 자동으로 트립될 때까지 점점 비효과적으로 된다. 그리하여 파단부위 하단에 위치한

채널들의 유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핵연료 및 압력관(Pressure Tube) 온도는 비록 원자로

가 정상적으로 정지된다 하더라도 정지 시까지 생산된 전출력에 해당하는 열과 그 이후

생산되는 decay heat로 인해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핵연료는 천천히 고온으로 가열되고,

피복재가 파손되어 핵분열생성물이 핵연료로부터 냉각재로 확산되어 나간다. 만약 핵연료

피복재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800oC가까이 되면 발열 metal-water 반응에 의해 지르칼로

이(Zircalloy) 부품을 산화시킬 정도가 되어, 추가로 열과 수소를 발생시킨다.

만일 이러한 시점까지도 일차계통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지지 않고 수 MPa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면, 결국 건전한 압력관도 고온으로 가열되어 반경반향으로 팽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압력관이 칼란드리아관(Calandria Tube)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 팽창이 균일하

다면, 이 때 압력관 건전성은 칼란드리아관 표면과 감속재간의 열전달 조건에 의존된다.

예로, 칼란드리아관 외부표면에서 드라이아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압력관은 파손되지 않

는다. 하지만 압력관이 원주방향으로의 온도 구배와 높은 압력상태에 있다면 압력관/칼란

드리아관 부품접촉(Balooning contact) 이전에 국부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일차계통 압력

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채널이 냉각 및 건전성을 유지한다면, 이후에 압력관은 가열된

상태에서 핵연료 무게에 의한 처짐(sagging)으로 국부적으로 칼란드리아관과 접촉될 수

있다. 차가운 칼란드리아관과 접촉된 압력관 부분은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며 압력

관의 열은 칼란드리아관으로부터 주위의 감속재로 전달된다. 이렇게하여 감속재로 전달된

열은 감속재 냉각계통에 의해 제거된다. 이후의 핵연료채널의 장기적인 냉각은 핵연료에

서 압력관, 칼란드리아관으로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과 칼란드리아관과 감속재간의 대류

열전달로 유지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을 올바르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력관 변형모델이 요구

된다. 하지만, 현재 MARS 코드에서는 이러한 압력관 변형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ATHENA에 사용된 압력관 변형모델을 응용하여 MARS 코드에 적합한

압력관 변형모델을 개발, 설치하였다. 그러나 압력관과 핵연료간의 복사열전달 모델이나

압력관의 원주방향 온도를 계산하는 모델이 MARS코드에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압력관 변형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가. 압력관변형 모델의 설계 및 구현

압력관의 변형은 CANDU 원자로의 가상사고 하에서 핵연료채널내의 열전달 현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현상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이미 전산프로그램

GRAD[Shewfelt and Godin, 1986]로 개발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비균질한 압력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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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압력관 파열 때까지 해석할 수 있다. 기존에 KINS에서 개발한

RELAP5/MOD3/CANDU코드[Kim et al., 2005]에 이 모델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 본 연

구에서는 이를 MARS코드에 이식하는 작업과 수치적으로 바르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Shewfelt와 Godin이 개발한 GRAD프로그램에서는 압력관이 원형모양을 계속 유지한

다고 가정하여, 단지 membrane stress만 고려한다. 따라서 국부적인 반경방향의 크립 (변

형)율은 아래와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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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여기서   ·는 transverse stress [MPa]이며, P는 압력[MPa], r은 반지름[m], 그

리고 w는 압력관 두께[m]이다. T는 절대온도, t는 초로 계상되는 시간이며, tl은 온도 T가

973 K에 도달하는 때의 시각이다. 벽간의 접촉열전도모델은 부풀어진 압력관과 칼란드리

아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열전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압력

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접촉여부는 압력관의 변형(strain) 계산 예측치와 접촉에 필요한

압력관 변형과 비교함으로 결정된다.

한편 압력관이 변형되는데 따라 변하는 압력관에서 칼란드리아관까지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계수는 원래는 CO2 annulus를 독립적인 hydrodynamic volume으로 모사해야 하

나, 모델의 복잡성과 효율성을 견주어 본 결과 이를 따로 모사하지 않고, CO2 annulus를

통한 복사열전달 효과를 기존의 CO2 가스층의 열전도율에 대류열전달 효과는 무시하고,

복사열전달 효과만을 열전도와 함께 고려하도록 모사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한편 이러한

가정에 의한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을 별개의 heat

structure로 모사하고, CO2 annulus는 별도의 hydrodynamic volume으로 모사하여 한 해

석도 수행한다.

(1) CATHENA 코드의 압력관변형 모델

각 time step에 대해, 압력관에대한 압력과 온도 정보는 GRAD 모델로 전달된다. 식

(3.1.2.1)로 표현되는 크립율(Creep rate) 상관식은 압력관의 각 원주조각에 대해 수치적으

로 적분된다. 각 time step의 끝에서, 기하구조 정보는 각 조각에 대해서 결정된 크립 변

형(creep strain)의 증가를 사용해서 새로운 조각의 길이와 국부적인 관 두께를 계산함으

로써 갱신된다. 관두께 계산에서 크립이 일어나는 동안 체적은 변화하지 않고 축방향의

크립율은 무시할만 하다고 가정되었다. 새로운 관 직경은 모든 조각의 길이를 더해서 π로

나누어줌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time step에 대해 압력관이 손상되거나 혹

은 칼란드리아관과 접촉할 때까지 반복된다.

고온에서의 압력관의 손상은 chisel edge까지의 국부적인 necking down에 의해 일어

난다. 손상되기 직전에 손상되는 조각내의 크립 변형은 매우 국부적이며 주목할만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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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의 증가 없이 급격히 증가한다. 손상의 최고한계는 조각이 관 두께가 0이 될 때까지

크립한다고 예측될 때 손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손상이 일어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
0

1t
ne

=
& (3.1.2.2)

여기서, 0e& : 해당 시각에서의 크립율,

n : 식 (3.1.2.4)에서 정의되는 스트레스 지수.

손상의 최저한계는 초기의 관두께에서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계산된다. 최고의 크립 변

형이 발생하는 조각에서 최대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낮은 관두께 영역은

조각이 크립하여 두께가 0이 되도록 계산되기 전에 국부적인 necking과 손상을 야기한다.

손상이 발생하는 크립 변형은 다음과 같다.

0

0

1 ln 1
n

w d
n w

e
é ùæ ö-
ê ú= - - ç ÷
ê úè øë û (3.1.2.3)

위에서, w0 : 초기의 nominal 관 두께,

d : 국부적 defect의 최대깊이,

n : 식 (3.1.2.4)에서 정의되는 스트레스 지수.

최고와 최저 손상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스트레스 지수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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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위의 지수는 저압에서는 1.8로부터 고압에서는 9까지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각 time step

의 시작에서 최대 크립 변형을 갖는 조각에 대해 스트레스 지수가 계산된다. 그 후 최저

및 최고 한계가 해당 time step에 대해 결정된다.

벽간 접촉열전달(Wall-to-wall Contact Conduction) 모델이 팽창된 압력관과 칼란드리

아관 사이의 직접적인 금속접촉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이 모델에 적용되었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접촉은 전체 압력관 변형과 접촉변형(contact strain)을 비교함으

로써 예측된 압력관 변형 계산의 갱신 후에 체크된다. 접촉변형을 결정하는 데는 다음의

가정이 사용된다.

(1) 압력관 금속 체적은 일정하다

(2) 변형하는 압력관은 실린더 형태를 유지한다

(3) 칼란드리아관의 기하구조는 일정하다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접촉시 압력관의 dimension과 접촉변형은 다음의 식을 사용해서

결정될 수 있다.

( )0ln /c cr re = (3.1.2.5)

위에서, rc : 접촉시 평균 압력관 반경

ro : 초기의 비변형 평균 압력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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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접촉이 일어나면, 전체 접촉 표면에서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는 직접적인 금속

간 접촉이 가정 된다.

압력관 기하구조의 변화는 압력관/칼란드리아관 벽간 접촉열전달 모델을 제외하고는

열수력 계산(유로 면적이나 hydraulic diameter)이나 열전달 계산(모델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Ballooning의 결과로 오는 열복사(thermal radiation) 시계 계수(view factor)

matrix의 변화 또한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다. 일단 압력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모사는 종

료되고 user에게 통보된다.

(2) MARS 코드에 압력관변형 모델 설계

여기에서는 위의 CATHENA 코드의 압력관 변형모델을 MARS 코드에 적합하도록 적

절하게 변형 적용하였다. 현재 MARS 코드에서는 CATHENA 코드와는 달리 압력관을 여

러개의 sector로 나누어서 국부적인 변형을 모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압

력관을 하나의 sector로 간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균일한 팽창을 하는 것으로 하여

압력관 모델을 개발하였다.

압력관 변형 모델은 heat structure의 일부로서 간주하여서 하나의 heat structure에 서

로 다른 3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일 안쪽의 압력관, 그리고 가운데의 CO2 가스

층, 그리고 바깥쪽의 칼란드리아관으로 구성하였다. 실제는 가운데 CO2 가스층은

hydrodynamic volume으로 모델링되어야 하나 그럴 경우 압력관 변형이 칼란드리아관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모델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압력관, CO2

가스층, 칼란드리아관을 하나의 heat structure로 간단하게 모델링하였다.

압력관의 변형이 일어나면 압력관의 체적은 유지된 채 압력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팽

창하게 된다.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

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부적인 변형이 아니라 압력관

전체 일정하게 팽창하도록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까지 모사할 수가 없고 다

만 칼란드리아관까지의 일정 한계값까지만 팽창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이것은

MARS 코드에서 heat structure의 mesh point가 같은 반경값을 가질 수 없으며, 실제 물

리적으로도 압력관 전체가 칼란드리아관과 접촉하면서 CO2 가스층이 없어지는 것이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압력관 변형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프로그램 rate와 balloon이 신규로 작성되었고,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과 HeatStrAdvance, 그리고

ReadNewProblemM.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ReadTimeStepControl과 ReadInput가 수정되

었다. 부프로그램 rate은 크립율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부프로그램 balloon에서

호출된다. rate의 순서도는 그림 3.1.2.1과 같다. 이 그림에서 1e& 과 2e&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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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 > 1123 K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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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 < 1123 K (3.1.2.7)

부프로그램 balloon의 순서도는 그림 3.1.2.2와 같다. Balloon은 부프로그램

Transient1D에서 호출되며 새롭게 계산된 압력, 온도, 압력관 변경 등의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한편,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열전달은 CO2 가스에 의한 대류 열전달과 압력

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복사(radiation) 열전달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압력관,

CO2 가스층, 칼란드리아관을 하나의 heat structure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열전달

메커니즘인 대류과 복사를 모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CO2 가스의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를 이용하여 전도에 의한 열전달로 계산하도

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스에 의한 대류는 가스의 열전도율 값을 이용하여 전도에 의한

열전달로 모사해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서 복사에 의한 추가적인 radiative gap

conductivity 값을 열전도율 값에 더해서 전도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관 사이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식 (3.1.2.8)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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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radq = heat transfer by radiation [W]

radh = radiation gap conductance [W/m2K]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7x10-8 W/m
2
K

PTe = emissivity of pressure tube

CTe = emissivity of calandria tube

PTR = outer radius of pressure tube [m]

CTR = inner radius of calandria tube [m]

PTT = temperature of pressure tube outer surface [K]

CTT = temperature of calandria tube inner surface [K]

PTA = area of pressure tube outer surface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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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전도에 의한 열전달로 대치하기 위해서 복사 열전도율

(radiative conductivity) 값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정의하였다.

rad rad PT rad PT rad PT
T Tq h A T k A k A
x x

¶ D
= D = - =

¶ D (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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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üé ùï ï+ -í ýê ú
ï ïë ûî þ (3.1.2.11)

위에서, radk = radiative gap conductivity [W/mK]

최종적으로 열전달 계산에 사용되는 열전도율 값은 아래와 같이 열전도율 값과

radiative gap conductivity 값을 더 해서 사용하게 된다.

tot th radk k k= + (3.1.2.12)

그림 3.1.2.1 Subroutine 'rate' flow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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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Subroutine 'balloon' flow logic

(3) 압력관 변형모델 구현 및 구동 방법

압력관 변형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헤더화일 ptd.h를 추가하였고, 새로운 부프로그램

Rate 와 Balloon을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 와 HeatStrAdvance

안에 추가하였다. 또한,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과

HeatStrAdvance의 일부분을, 그리고 ReadNewProblemM.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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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TimeStepControl과 ReadInput를 일부 수정하였다. 개정된 MARS 코드의 수정 및 추

가 부분은 Appendix A.2에 실려있다.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eat structure가 압력관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heat structure에서 card 1CCCGXNN의 형태에서 1≤G≤8이면

기존의 heat structure와 동일하지만, G=9이면 heat structure는 압력관으로 인식되어서

heat strcuture는 압력관, CO2 가스층, 칼란드리아관으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또한 mesh

point 수는 항상 4가 되어야 한다. 표 3.1.2.1은 개선된 MARS manual의 Input

Requirement 부분이다.

표 3.1.2.1 Modified input requirement of MARS code manuals for pressure tube de-

formation model

> 9 HEAT STRUCTURES

These are used in NEW and RESTART type problems and are required only if

heat structures are described. The heat structure card numbers are of the form

1CCGXNN where the fields are defined as follows:

CCC is a heat structure number. The heat structure numbers need not be

consecutive. We suggest, but the system does not require, that if heat

structures and hydrodynamic volumes are related, they be given the same

number.

G is a geometry number. The combination CCCG is a heat structure input

data. The G digit is provided to differentiate between different types of heat

structures (such as fuel pins and core barrel)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same hydrodynamic volume.

If 1<G<8, then the heat structure is regarded as a general form.

If G=9, then the heat structure must include pressure tube, CO2 gas layer,

and calandria tube and the number of radial mesh points must be 4. For

RESTART type problems, the heat structure cards for pressure tube must

be included in input-deck.

X is the card type.

NN is the card number within a car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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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관변형 모델의 검증

(1) 월성2/3/4호기 LBLOCA 해석모델

개발된 압력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윌성2/3/4호기에 대해 비상노심냉각계통 상실

을 동반한 원자로입구모관(RIH; Reactor Inlet Header) 35% 파단사고에 대한 사고해석을

수행하였다. 사고해석은 전체 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림 3.1.2.3과 같이 임계경

로에 대해서 입출구 모관에서 경계조건을 주어서 수행하였다. 초기조건은 2.4MPa의 포화

증가가 채널내 가득차 있는 상태로 하였으며 경계조건은 입출구 모관에서 어떠한 유량도

흐르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압력관, CO2 가스층,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의 모델링은

압력관 모델을 사용한 경우는 하나의 heat structure로 모델링하였으며, 압력관 모델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은 별개의 heat structure로, 가스층은 별도의

hydrodynamic volume으로 잡아서 모델링하였다. 또한 칼란드리아관 바깥쪽은 감속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여서 1차측의 열이 감속재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침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핵연료 채널내의 핵연료봉은 그림 3.1.2.4와 같이 핵연료봉의 위치와 출력값에 따라서

center fuel, 1st inner fuel, 2nd inner fuel, outer fuel로서 4개의 그룹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때 핵연료봉의 출력은 표 3.1.2.2과 같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상실사고의 경우 1차측 냉

각수가 모두 빠져나간 후에는 증기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 보다는 핵연료봉에서 압력관으

로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주된 열전달 메커니즘이 된다. 따라서 핵연료봉과 압력관 사

이의 복사 열전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37개의 핵연료봉 각자에서 핵연료봉끼리의 복

사 열전달과 각각의 핵연료봉에서 압력관으로의 복사 열전달에 대한 정확한 복사 열전달

모델링은 그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림 3.1.2.4와 같이 복사 열전달은 center fuel과 1st inner fuel,

1st inner fuel과 2nd inner fuel, 2nd inner fuel과 outer fuel, 그리고 outer fuel과 압력관

과 같이 근처에 있는 구조물 사이에서만 복사 열전달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핵연료봉

과 핵연료봉 사이의 시계 계수[Siegel and Howell, 2001; Sparrow and Cess, 1978]는 다

음의 식 (3.1.2.13)을 사용하였다.

2 1
12

1 11 sinF X X
Xp

-æ ö= - + -ç ÷
è ø (3.1.2.13)

위에서, X = 1+2r/s. 그리고 최외곽의 핵연료봉과 압력관 사이의 시계 계수[Feingold and

Gupta, 1970]는 다음의 식 (3.1.2.14)를 사용하였다.

1 1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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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tan tan tan tan
2 2 1 2 1 2

E EF
E E

a a a a
p

- -ì ü- é + ù é + ùæ ö æ ö= + -í ýç ÷ ç ÷ê ú ê ú- -è ø è øë û ë ûî þ (3.1.2.14)

여기서, E = e/r. 나머지 시계 계수 값은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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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5)

i ij j jiAF A F= (3.1.2.16)

위에서 iA : area of surface i

ijF : view factor from surface i to surface j

핵연료 채널계통 모델링은 압력관 변형 유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압력관변형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그림 3.1.2.5과 압력관 모델을 고려한 그림 3.1.2.6로 구성하

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핵연료와 압력관 사이의 열전달은 증기에 의한 대류과 핵연료와

압력관 사이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고로 MARS 코드에서의 복사

모델은 heat structure에서 heat structure 사이에서만 일어나며 유체로 흡수되는 복사 열

전달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1.2.5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을 서로 다른 별개의 heat

structure로 구성하였고,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CO2 가스층은 hydrodynamic

volume으로 구성하였다. 이 경우는 압력관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압력관 변형은 일어나

지 않으며,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열전달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과 CO2 가스에서

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3.1.2.6은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의 핵연료채널 모델링이다. 여기에서는

압력관, CO2 가스층, 칼란드리아관을 하나의 heat structure로 구성하였으며, 압력관 변형

이 일어나면 압력관이 해당 조건에 맞게 팽창하여서 CO2 가스층이 얇아지게 되며 칼란드

리아관과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압력관의 체적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압력관 두께는 얇아지게 된다. 이 경우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열전달은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개발된 압력관 변형 모델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

은 radiative gap conductivity를 CO2의 열전도율 값에 추가하여서 고려하였다.

계산에서 복사 열전달은 heat structure 표면온도가 700
o
K 이상일 때만 계산하도록 하

였다. 이것은 700oK 이하에서는 핵연료나 압력관에 어떠한 변형도 일어나지 않으며 복사

에 의한 열전달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르칼로이의 emissivity 값은 0.8을 사

용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elap5/MOD3/CANDU 코드의 경우 중수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Option 81을 이용하여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equation에 의한 metal-water

reaction 모델이 사용되도록 하였으나, MARS 코드에서는 해당 중수로용 metal-water

reaction 모델이 없어서 핵연료 표면에서의 metal-water reaction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이 모델의 적용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MARS 코드의 입력이 Realp5/MOD3/CANDU 코드의 입력과 다른 두가지는,

Miscellaneous Control의 Option 81이 삭제된 것과 복사열전달 모델의 Input Card 번호

가 6xxxxxxx에서 7xxxxxxx으로 바뀐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압력관변형 모델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Relap5/MOD3/CANDU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 종료시간은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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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다.

(2) 결과 분석

먼저 그림 3.1.2.7과 그림 3.1.2.8을 살펴보면 핵연료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인 node-7에

서의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 있다. 두 경우 모두

핵연료봉의 온도를 살펴보면 중심의 핵연료봉이 최대 온도값을 가지며 최외곽 핵연료봉

에서 제일 낮은 온도값을 가진다. 압력관 변형 모델을 사용한 경우는 대략 70초 경에 압

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서 압력관 온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칼란드리

아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압력관 온도는 감소해서

대략 400~450oK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3.1.2.7(a)의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모델을 적용한 Relap5/MOD3/CANDU 해석결과에서는 최외곽 핵연료봉이 약

1500oK까지 상승했다가 감소하며 중심 핵연료봉은 약 2500oK까지 상승하게 된다. 반면

그림 3.1.2.7(b)의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MARS 코드 해

석결과에서는 metal-water의 발열반응에 의한 열 추가 없이 핵연료봉 온도가 1700oK 이

하를 유지한다.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 그림 3.1.2.8(a)와 그림 3.1.2.8(b)를 보면, 압

력관의 온도가 70초 경에 압력관/칼란드리아관 접촉에 의한 냉각 없이 1000oK 이상을 유

지한다.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모델을 적용한 Relap5/MOD3/CANDU 해석결

과(그림 3.1.2.8(a))에서는 압력관의 온도가 약 1800oK까지 상승하게 되며, 그림 3.1.2.8(b)의

MARS 해석결과에서는 metal-water의 발열반응에 의한 열 추가로 인한 초기 500초 동안

은 온도 상승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음으로 그림 3.1.2.9를 살펴보면 핵연료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인 node-1에서의 결과

이다. Relap5/MOD3/CANDU와 MARS 해석결과가 거의 동일한데,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 끝단이 고정되어 있어서 압력관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압력관변

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압력관변형 모델을 사용한 경우

약 300초 경에서 칼란드리아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압력관변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같다. 이를 보면 개발된 압력관 변형모텔에서

radiative gap conductivity값을 사용하여 복사 열전달을 모사한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

다.

감속재로의 열부하는 그림 3.1.2.10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Relap5/MOD3/CANDU와 MARS 해석결과 모두에서 압력관변형 모델을 사용한 경우는

대략 70초경에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접촉이 일어나서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순간적으

로 급격히 증가하는 여러 개의 피크를 볼 수 있다.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

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0(a)에서 300~400초 경에 압

력관변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감속재로의 열 부하가 더 큰 것은 핵연료봉 온도

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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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열이 감속재로 전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0(b)에서는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250~500초 사이의 감속재로의 열

부하가 (a)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MARS 해석에서 중수로용 metal-water reaction 모

델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압력관이 팽창해서 칼란드리아관과 접촉하기까지 그에 따른 압력관 반경 변화는

그림 3.1.2.11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압력관의 온도가 높은 부분인 가운데 지역

에서는 압력관변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운데에서 벗어난 지역은

압력관변형이 천천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력관 온도가 낮은 양 끝부분에서는 어

떠한 압력관변형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ARS에서는 heat structure의 mesh

point에 대한 right coordinate가 항상 (n+1)번째가 (n)번째에 대해서 항상 커야 한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압력관 외부가 최대로 변형될 수 있는 지점을 칼란드리아관 내부에서

l.E-6 정도로 제한하였다. 압력관 변형은 약 500oC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metal-water reaction 모델 적용 여부에는 상관없이

Relap5/MOD3/CANDU와 MARS 해석결과에서 압력관 반경 변화는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시간에 대한 축방향으로의 핵연료 압력관 칼란드리아 온도는 그림 3.1.2.12와 그림

3.1.2.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2.12의 (a)와 (b)에서 보듯이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 압력관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초기(10 sec)에는 핵연료 압력관 칼란드리아관의 온

도는 가운데에서 최고점을 가지는 볼록한 형태이다. 이때 핵연료봉 출력 분포에 따라서

최외곽의 핵연료봉이 가장 높은 온도값을 가지며 중심의 핵연료봉의 온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압력관이 변형되어서 중심 Bundle 부분이 칼란드리아관과 접촉하게

되면(100sec), 가운데에서의 압력관 온도는 가장자리 부분에 비해 훨씬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때 node-4(또는 node-9)에서 칼란드리아관의 온도가 높은 이유는 압력관과 접촉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압력관의 온도가 감소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칼란드리아

온도는 압력관과 접촉 초기시에는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지만 감속재로 열이 신속히 빠져

나감에 따라서 곧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압력관과 접촉된 칼란드리아관의 온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온도분포를 가진다. 또한 그림 3.1.2.12의 과도시간 250초

결과에서는 핵연료봉에서의 온도 분포는 중심 핵연료봉이 최대 온도값을 가지며 최외곽

의 핵연료봉이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진다. 이는 비록 최외곽의 핵연료봉이 가장 높은 출력

을 가지지만 압력관으로의 복사 열전달로 인해 나머지 핵연료봉보다 더 낮은 온도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모델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비교하면, 모델을 적용할 때 metal-water reaction의 발열반응에 의해 중심 핵연료봉의

최대 온도값이 600oK 이상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운데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부분 근처까지 압력관변형이 확장됨에 되기 때문에, 과도시간 1500초에

압력관의 온도는 양끝에서의 온도가 높고 가운데에서는 온도가 낮은 형태를 보인다.

그림 3.1.2.13의 압력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항상 핵연료와 압력관 온도가 가

운데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는 볼록렌즈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2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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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위치 정격 핵연료봉 설계출력
Center Fuel 34.5 kW/m

1st Inner Fuel 36.4 kW/m
2nd Inner Fuel 41.6 kW/m

Outer Fuel 50.7 kW/m

가지로, 과도시간 250초 경에는 metal-water reaction 모델을 적용할 경우 발열반응에 의

해 중심 핵연료봉의 최대 온도값이 800oK 이상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때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한 경우는 압력관 변형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더 낮은 핵연료 온도와 압력관 온도를 보인다. 또한 CO2 가스층을 heat

structure로 모델링하여서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에서 대류과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아니라 열전도율 값과 radiative gap conductivity 값을 사용하여 전도 열전달로 모델링하

여도 커다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볼때, 현재 개발된 압력관 변형모델

은 적절히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의 MARS 코드는 중수로 용의 metal-water reaction 모델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열 추가를 결과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수로

용의 metal-water reaction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3.1.2.2 Design Powers Corresponding the fuel locations

그림 3.1.2.3 Single-averaged-channel nodaliz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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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Fuel rod model and radiation heat transfer mechanism

그림 3.1.2.5 Fuel channel modelling without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그림 3.1.2.6 Fuel channel modelling with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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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7 Temperature transient of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at node 7 with P/T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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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8 Temperature transient of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at node 7 without P/T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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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9 Temperature transient of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at node 1 with/without P/T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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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0 Heat load to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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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1 Geometry variation of a pressur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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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2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temperature along the

fuel channel with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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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2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temperature along the

fuel channel with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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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results with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3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temperature along the

fuel channel without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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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S results without Baker-Just metal water reaction model

그림 3.1.2.13 Fuel cladding,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temperature along the

fuel channel without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CATHENA에 사용된 압력관 변형모델을 응용하여 MARS 코드에 적합

한 압력관 변형모델을 개발하고 설치하였다. 개발된 압력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윌성

2/3/4호기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상실을 동반한 RIH 35% 파단사고에 대한 사고해석을 수

행하여, 현재 개발된 압력관 변형모델은 적절히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중

수로의 압력관 변형에 따른 제반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MARS에 다음의 모델이 앞

으로 추가 개발 구현되어야 한다:

- 중수로용 metal-water reaction 모델

- 수증기와 중수가 성층화되어 있을 경우를 모사하기 위한 상세 복사열전달 모델

- 압력관 원주방향온도 계산모델 (현재는 단일 압력관 온도 사용)



- 45 -

3.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수평성층견인(Off-take)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CANDU-6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 다발을 담고 있는 380개의 압력관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의 압력관은 피더관을 통해 헤더로부터 열수송을 위한 냉각수를 공급받고

또 배출한다. 특히, 피더관와 헤더는 T-junction 형태로 연결되고, 그 연결각은 다섯 가지

이다: 수평면으로부터 0°, -36°, -72°, -108° 그리고 -144°. 하지만, 기존의 RELAP5/MOD3

와 MARS 코드에 탑재되어 있는 수평성층견인모델(Horizontal Stratification Entrainment

Model, HSEM)은 해당 각도에 대하여 정확한 질량건도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이 단지 상부(90°), 하부(-90°) 및 수평(0°) 분기관에 대하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KINS에서 이미 기존 RELAP5/MOD3/CANDU

코드에 다양한 각도의 분기관으로의 수평성층견인 현상에 대한 실험자료로부터 임의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수평성층견인모델을 개발/구현하여, 시험계산을 수행한바 있으며

[Kim et al., 2005],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임의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 대한 수평성층

견인 모델을 MARS 코드에 이식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Off-take 모델 설계 및 구현

(1) 수평성층견인 현상의 개요

MARS 코드에서 2상 유동의 발생을 표현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해석가능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요 가정 중 하나는 주어진 제어체적 안의 유체

는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한 체적에서 다음체적으로 이동하는 유

체는 그 유체가 출발한 체적의 평균값과 같은 물성치(기포율, 상 온도, 상 밀도 등)를 갖

는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 가정에 기반한 수치해석 과정을 기여자(donor) 또는 Upwind

방식이라 부르며, 모든 종류의 유동을 모델링하는 표준기술이 된다. 이 가정의 한가지 중

요한 악영향은 수치확산인데, 이는 모델되는 유동 괴적 안에서 유체 물성치의 공간적 변

화량이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의 또다른 원하지 않는 특성은 기여자 체적에

서 상당한 상분리가 일어나면 체적간 질량/에너지 속(flux)이 잘못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이다. 균일혼합(homogenously mixed) 가정은 이와 같은 상분리를 무시하고, 또한 추가적

인 계산오차를 초래한다.

상분리는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원심력을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상분리가 일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시한다.) 따라서 액상 유체는 상대적으로

큰 체적의 아래쪽에 모이게 되는데, 이 상황은 유체의 유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

력이 상분리를 방해하는 상 간의 마찰력을 극복할 정도로 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일어난

다. MARS 코드에서는 중력에 의한 상분리를 유동성층화라 부르고 수직과 수평 유동영역

지도 모두에 성층화 영역이 들어가 있다.

큰 수평관에서 유동성층화에서 주요한 논점은 작은 유로를 가진 분기관을 통해 대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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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체의 물성치는 상대적으로 큰 주관의 성층화된 유체 수위와 분기관의 상대적인 위

치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만약 분기관이 수평관의 바닥에 위치해 있다면 액체가 분기

관을 통해 흘러 수위가 점점 내려가게 될 것이며, 수위가 바닥을 치지 않은 어느 순간 약

간의 기체가 액체층을 뚫고 당겨져 분기관의 건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

분리 현상이 무시된다면, 기체는 주관 안의 수위에 상관없이 분기관으로 흘러들게 될 것

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분기관이 주관의 꼭대기에 위치하면, 기체가 분기관을 통해 흘러 수

위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며, 수위가 꼭대기을 치지않은 어느 순간 약간의 액체가 기체

층을 뚫고 당겨져 분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분기관의 건도는 주관의 수

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만약 상분리 현상이 무시된다면, 액체는 주관 안의

수위에 상관없이 분기관으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기관이 주관의 측면에 위치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관의 내벽에서 분

기관과 성층화된 수위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앞의 두 경우와 같은 기체 및 액체의 견인

이 일어날 것이다. 다양한 분기관에서 상분리 현상이 그림 3.1.3.1에 나타나 있다.

MARS 코드의 수평성층견인모델은 상분리 현상을 고려하고 있고, 수평관에서 성층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수평관에 설치된 분기관을 통한 질량/에너지 속을 계산한다.

견인유발(Inception) 높이

실험의 결과들로부터 대부분의 경우 액체와 기체의 견인을 위한 깊이 또는 높이 (즉,

성층화된 유체의 수위와 분기관의 높이 사이의 차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0.4

0.2
k

b

k f g

CWh
gr r r

=
é ù-ë û (3.1.3.1)

여기서, 아래첨자 k는 분기관 안의 지속적(continuous) 상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상의 견

인이 시작되기 전의 분기관을 통해 흐르는 상을 위미한다. 상부 분기관에서 기체 상이 지

속적 상이 되고, 하부 분기관에서는 액체 상이 지속적 상이 된다. 또한 측면 분기관에서

는, 수위가 분기관 중심보다 아래일 경우 기체 상이 지속적 상이 되고 수위가 분기관 중

심보다 위일 경우 액체 상이 지속적 상이 된다. 변수 Wk는 분기관에서 지속적 상의 질량

유동량을 의미한다. 이 상관식은 Smolie[Smolie, 1984; Smolie and Reimann, 1986; Smolie

et al., 1987]의 연구에 기반한다. Smolie는 기체 가속에 의해 액체에 가해지는 힘을 고려

함으로써 측면 또는 꼭대기 분기관으로의 액체 견인의 경우에 대해 이와 같은 형태의 식

을 유도하였다.

실험적 연구의 성과로부터, 식 (3.1.3.1)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이 입증

되었고, 이때의 상관식 상수 C의 값은 다음과 같다.

C = 1.67 (꼭대기 분기관에서 액체 견인)

= 1.50 (바닥 분기관에서 기체 견인)

= 0.75 (측면 분기관에서 기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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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측면 분기관에서 액체 견인)

분기관 유동 건도

일단 주어진 분기관 위치와 수위의 기하구조 하에서 견인유발 범주를 초과하게 되면,

액체 또는 기체 견인이 시작된다. 부차적인 상의 견인을 위한 상관식은 분기관과 수위 사

이의 무차원 거리의 함수로 분기관 내 유동 건도를 표현하도록 개발되어 왔다. 기준

(reference) 높이 또는 깊이란 견인 유발 높이 또는 깊이를 뜻한다. 별도의 상관식이 몇가

지 기하구조에서 개발되어 왔는데 다음과 같다:

꼭대기 분기관 : ( )3.25 1 RX R -= (3.1.3.2)

바닥 분기관 : ( ) 0.52.5 1
0 01 0.5 1R RX X R R X -é ù= - +ë û (3.1.3.3)

측면 분기관 :
( ) ( ) 0.51 1
0 01 0.5 1CR RX X R R X+ -é ù= - +ë û (3.1.3.4)

여기서, R = h/hb, 는 분기관과 성층화된 액체 수위 사이의 무차원 거리를 견인유발 높이

로 나눈 값이다.

0
1.15

1 f

g

X
r

r

=
+

, 는 h = 0 일 때 건도이다.

C = 1.09 (기체 견인의 경우)

= 1.00 (액체 견인의 경우)

이 견인유발 높이와 분기관 방출 건도에 대한 상관식은 주의깊게 선택된 여러가지 실

험자료로부터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관식은 분기관에서 동일-유동방향 (cocorrent)에 해당

되는 것이고 주관에서는 수평성층된 유동에 대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유동 방향이 서

로 반대이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또는 낮은 기포율이거나, 또는 단면적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고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수평성층견인모델의 구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MARS 코드에서 수평성층견인모델은 'StratifiedFlow'라는 부프로그램 안에 구현되었다.

이 부프로그램은 만약 사용자가 해당 분기관에서 모델을 가동시키면 Junction에서 질량/

에너지 대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 기포율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 48 -

그림 3.1.3.1 Phase separation phenomena at various branch pipes

(2) 기존의 수평성층견인 모델

기존의 MARS 안에 수평성층견인모델(HSEM)은 임의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견인

(Off-take) 현상을 모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하구조에 대한 고려와 함께 MARS 코드에

서 측면 견인모델을 사용하여 견인모델을 임의 분기관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였다.

기존의 MARS에 탑재되어 있는 견인모델 중 측면 분기관에 대한 견인모델은 중수로

헤더에 연결된 기울어진 피더관을 모사하기에 적당하다. 그 이유는 그림 3.1.3.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성층화된 수위와 분기관의 위치에 따라 액체와 기체의 견인 모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로 헤더에 연결된 -각을 가진 분기관을 모사하기 위해, 다음의 모델이 필요하다.

1) 성층화된 수위와 분기관 입구의 높이의 기하학적 형성에 대한 고려

2) 임의의 각을 갖는 분기관에서 견인유발 높이에 대한 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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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의 각을 갖는 분기관에서 견인(off-take) 건도에 대한 상관식

측면 분기관에서 액체 또는 기체 견인과 함께 분기관 건도 상관식을 사용해야할지 아

닌지 결정하는 기포율의 조건은 0.5이고, 이때 0.5란 값은 분기관 중심이 수위와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의의 각도를 갖는 분기관의 경우, 수위와 분기관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포율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수평원형관 안에 수평성층유동이 있다면, 분기관의 중심이 수위와 일치하는 순간

의 값인 임계기포율은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sin cos
2 2 2g
p p pa q q q

p
é ùæ ö æ ö æ ö= - - - -ç ÷ ç ÷ ç ÷ê úè ø è ø è øë û (3.1.3.5)

여기서,
*0, 0.5gq a= = : side off-take junction

*, 0.0
2 g
pq a= =

: top off-take junction

*, 1.0
2 g
pq a= - =

: bottom off-take junction

*
ga : 임계 기포율

q : 분기관의 기울기

만약 수평원형관 안의 기포율이 임계기포율보다 높다면, 그 수위는 분기관의 중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액체 견인에 해당하는 분기관 건도 상관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반대

로, 수평원형관 안의 기포율이 임계기포율보다 낮다면, 그 수위는 분기관의 중심보다 높

은 곳에 위치하고 기체 견인에 해당하는 분기관 건도 상관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분기관의 중심으로부터 수위까지의 거리는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얻

어진다.

( )sin sin
2
Dh f q= -

(3.1.3.6)

여기서, h : 분기관 중심으로부터 수위까지의 높이

f : 그림 3.1.3.2에서 보여지듯, 수평관 안의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수위까지의 각

도

만약 수평관 안의 기포율을 알고 있다면, 수위의 각도 (f )는 식 (3.1.3.5)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 ,ga a q f® ® ) 주어진 기포율에서 식 (3.1.3.5)의 f 값을 explicit하게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f 값과 기포율 사이의 근사 상관식을 사용하여 f 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위가 분기관 중심에 위치할 때 분기관의 각도에 따른 기포율과 정규화된 수

위의 변화량은 그림 3.1.3.3에 도시된다. 이 상관식을 이용하여 수평관 안의 기포율에 따

른 수위의 변화도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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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Gas/Liquid entrainment according to the liquid level

at -angled branch pipe

그림 3.1.3.3 Void fraction and normalized liquid level according to the angle of

branch pipe when the liquid level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branch pipe entrance



- 51 -

(3) 임의 각도의 분기관 모사를 위한 수평성층견인 모델

MARS에 탑재된 이전의 견인모델을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그러나, 임

의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견인모델은 따로 없기 때문에, 임의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

대한 견인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측면 견인모델이 사용되었다. RELAP5/MOD3/CANDU

[Kim et al., 2005]에서 적용한 임의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견인유발 (Inception) 높이,

hb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Hwang, 2005]

2

1

C
k b

k
hFr C
d

r
r

æ ö= ç ÷D è ø (3.1.3.7)

여기서,
d

k
vFr
gd

=
, d는 분기관 지름이며, C1과 C2는 상수이다. 아래첨자 k는 견인이 일어

나기 전 분기관을 통해 흐르는 연속상을 의미한다. 식 (3.1.3.7)을 임의의 분기관에서 액체

견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다양한 실험자료로부터 얻어진 세가지 분기관 각도

(30o, 45o, 60o)에 대한 상수값은 표 3.1.3.1에 정리된다.

( )
2.5

1 1 sin
2

g OLE
g OLE

h DFr C
d d

r
b

r
æ öæ ö= + -ç ÷ç ÷D è øè ø (3.1.3.8)

마찬가지로, 임의의 분기관에서 기체견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다양한 실험자

료로부터 얻어진 세가지 분기관 각도(-30o, -45o, -60o)에 대한 상수값은 표 3.1.3.2에 정리

된다.

( )
2.5

1 1 sin
2

l OGE
l OGE

h DFr C
d d

r b
r

æ öæ ö= + -ç ÷ç ÷D è øè ø (3.1.3.9)

여기서, 는 분기관의 각도이고 D는 모관의 지름이다. 측면 분기관에 대한 상관식은 다

음과 같다.

2.5
g OLE

g OLE
hFr C
d

r
r

æ ö= ç ÷D è ø (3.1.3.10)

2.5
l OLE

l OGE
hFr C
d

r
r

æ ö= ç ÷D è ø (3.1.3.11)

유체견인 현상은 크게 와류(vortex flow)견인과 비-와류(vortex-free flow)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 둘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며 현 유체견인 모델의 개선은 와류

견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실험에 의하면 와류견인의 경우, 분기관의 각도가 20o 이상일

때 액체견인이 일어나고, -20
o
이하일때 기체견인이 일어난다. 따라서, 액체견인에서 0

o
,

30 , 45o, 60o, 90o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얻어진 COLE는 각각 0~20o, 20~37.5o,

37.5~52.5o, 52.5~75o, 75~90o의 분기관에 적용되게끔 구현되었으며, 기체견인에서 -0o, -30o,

-45o, -60o, -90o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얻어진 COGE는 각각 0~-20o, -20~-37.5o,

-37.5~-52.5
o
, -52.5~-75

o
, -75~-90

o
의 분기관에 적용되게끔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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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o, 45o, 60o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액체견인에 따른 분기관 건도의 계산은 다음 식

을 사용한다.

30o :

011
0.741 exp

0.04
b

xx
h h
-

= -
-æ ö+ ç ÷

è ø (3.1.3.12)

45o & 60o :

011
0.401 exp

0.04
b

xx
h h
-

= -
-æ ö+ ç ÷

è ø (3.1.3.13)

-30o, -45o, -60o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기체견인에 따른 분기관 건도의 계산은 다음

식을 사용한다.

-30o :

0

0.281 exp
0.04

o
b

xx x
h h

= -
-æ ö+ ç ÷

è ø (3.1.3.14)

-45o :

0
0 0.291 exp

0.047
b

xx x
h h

= -
-æ ö+ ç ÷

è ø (3.1.3.15)

-60o :

0
0 0.261 exp

0.029
b

xx x
h h

= -
-æ ö+ ç ÷

è ø (3.1.3.16)

여기서,

0
1.15

1 l

g

x
r

r

=
+

.

개선된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액체와 기체 견인모델이 측면 분기관에 대한 이전

견인모델 대신 쓰이게 된다. MARS 코드에서 개선된 견인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액체

와 기체 견인을 계산하는 'StratifiedFlow' 부프로그램이 그림 3.1.3.4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해 제안된 견인모델을 고려하여 개선되었다. 그럼으로써, 확장된

측면 견인모델이 분기관 뿐만 아니라 단일 junction과 밸브 요소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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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COLE

0o(RELAP5/MOD3) 3.219

30o 0.191

45o 0.179

60o 0.226

90o(RELAP5/MOD3) 0.353

Angle COGE

0o(RELAP5/MOD3) 2.613

-30o 0.126

-45o 0.168

-60o 0.166

-90o(KfK: Vortex Flow) 0.225

표 3.1.3.1 임의의 분기관에 대한 액체견인 유발 상수 COLE

표 3.1.3.2 임의의 분기관에 대한 기체견인 유발 상수 C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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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Flow chart of subroutine 'StratifiedFlow'

(4) 개선된 수평성층견인 모델 구현 및 구동 방법

임의 각도의 분기관 모사를 위한 수평성층견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JunctionProperty.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StratifiedFlow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정

된 MARS 코드의 수정 및 추가 부분은 Appendix A.3에 실려 있다.

개선된 수평성층견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ingle-Junction Geometry input deck

에서 card CCC0101~0109에서 W6에서 네 번째 v-flag를 정수 4로 놓음으로서



- 55 -

extended(arbitrary)-agled 측면 분기관(side branch)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W9

에 주관의 수평면과 이루는 분기관의 각도를 degree 단위의 실수로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MARS 코드의 Input Requirement[Chung et al., 2004]에 추가된 설명은 표 3.1.3.3에

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표 3.1.3.3 Modified input requirement of MARS code manuals for arbitrary-angled

branch off-take model

8.4.1 Single-Junction Geometry, CCC0101-0109

……

W6(I) Junction control flags. This word has the packed format jefvcahs. It is

not necessary to input leading zeros.

……

v-flag The digit v specifies horizontal stratification entrainment/pullthrough

options. This model is for junctions connected to a horizontal volume.

v = 0 means the model is not applied; v = 1 means an

upward-oriented junction (off-take volume must be vertical); v = 2

means a downward-oriented junction (off-take volume must be vertical);

v = 3 means a centrally (side) located junction; and v =4 means

extended angled side located junction.

……

W9(R) The meaning of this word is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the

off-take model for an extended angled side junction has been selected

(see the v-flag under W6 above) and which the critical flow model has

been selected (see the c-flag under W6 above).

If v-flag of W6(I) is 4, this word is the horizontal angle (degree)

between from-volume and to-volume.

If the Henry-Fauske critical flow model is active, this word is not used

and must not be entered. If it is entered, an input error results. This

drastic action is to prevent the user from using an old deck with the

new code without changing the three discharge coefficients from their

values for the original RELAP5 critical flow model to an appropriate set

for the Henry-Fauske critical flow model. W8 has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in the two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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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Off-take 모델의 검증

(1) 개념 문제에 대한 검증

개선된 수평성층견인 모델을 검증하기위해 2개의 수치적 모사를 수행하였다. 그 하나

는 단일-분기관 방출 실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다중-분기관 방출 실험 문제이다. 각 수

치시험에 대한 초기조건은 10MPa 압력 하에서 포화상태의 물로 차있는 수평 모관

(header)이다. 뒤이어 분기관을 통해 대기로 물이 방출되며 이에 따라 모관의 압력과 수

위가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계속 방출되다 보면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는 물질의 상

(phase)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수치실험 문제에서는 그림 3.1.3.5의 우측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평모관의 3개의 노드 중 중심노드에는 좌우로 대칭조건이 생

기며, 모관에서의 액상 유동은 속도가 정체상태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모관

안에는 수평성층 유동이 항상 유지되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임의의 분기각을 가진 분

기관에 대한 현재의 off-take 모델을 검증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 실험문제에서 수평모관의 지름은 184mm, 분기관의 지름은 16mm 이며, 수평모관

의 길이는 1 m 이다. 수치적 모사에서 쓰인 이러한 기하학적 형상은 실험시설과 동일하

게 선택되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MARS 코드에 구현된 개선된 off-take 모델의 타당성을

실험결과 및 RELAP5/MOD3/CANDU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입증하였다.

단일 분기관 방출 실험 문제

먼저 단기-분기관을 통한 방출 실험을 본 임의의 분기각을 가진 분기관에 대한 개선된

off-take 모델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공간노드구분은 그림 3.1.3.5와 같다. 분기

각이 0보다 크면 액체 견인에 대한 off-take 모델이 사용되었고, 분기각이 음인 경우에는

기체견인에 대한 off-take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와류(Vortex Flow) 유체견인 실

험결과에 의해 구현된 액체견인 off-take 모델이 양의 분기각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기체견인 off-take 모델이 음의 분기각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의 분기각에서 액체수위가 분기관입구의 중심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체견인의 측(side)-방

향 off-take 모델을 적용하고, 반대로 음의 분기각에서 액체수위가 분기관입구의 중심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체견인의 측(side)-방향 off-take 모델을 적용한다.

30도, 45도, 60도 분기각을 가진 분기관에서의 액체견인현상에 대한 수치적 모사의 결

과는 그림 3.1.3.6과 그림 3.1.3.7에 나타난 바와같다. 그림 3.1.3.6은 분기관의 건도를 수위

의 함수로 나타낸다. 수위가 분기관의 중심위치보다 높을 때 즉 h/hb의 값이 양일때는

off-take 모델에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세가지(No modification,

RELAP5/MOD3/CANDU[Kim et al., 2005] 코드, 그리고 개선된 MARS 코드) 모두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양의 분기각에 대하여 액체견인이 일어나는

h/hb < 0일 경우인데, 개선된 MARS의 해석결과(그림 3.1.3.6b)는 그림 3.1.3.6a에서

off-take 모델 개선이 없는 경우보다는 RELAP5/MOD3/CANDU의 결과와 유사함이 확연

히 드러난다. 그림 3.1.3.7은 30도, 45도, 60도 분기각에 대한 과도 분기관 건도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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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된 MARS 결과는 RELAP5/MOD3/CANDU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각도의

분기관의 경우 일찍 건도 1에 도달하고 분기관 각도가 낮을수록 늦게 건도 1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기각이 -30도, -45도, -60도인 경우에 대한 기체견인에 대한 수치적 모사 결과는 그림

3.1.3.8과 그림 3.1.3.9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1.3.8은 분기관의 건도를 수위의 함수로 나

타낸다. 수위가 분기관의 중심위치보다 낮을 때 즉 h/hb의 값이 음일때는 off-take 모델에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세가지 해석결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

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음의 분기각에 대하여 기체견인이 일어나는 h/hb>0일 경우인데, 개

선된 MARS의 해석결과(그림 3.1.3.8b)는 그림 3.1.3.8a에서 off-take 모델 개선이 없는 경

우보다는 RELAP5/MOD3/CANDU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3.9은 -30

도, -45도, -60도 분기각에 대한 과도 분기관 건도를 보여준다. 개선된 MARS 결과는

RELAP5/MOD3/CANDU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30도의 분기관의 경우 일찍 건도가 높아

지고, 분기관 각도가 -60도일 경우 늦게 건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이 실험은 1MPa 포화증기 상태에서 테스트한 결과이다. 이때 물과 증기의 밀도는

각각 약 887kg/m3과 5.15kg/m3이며, 비교된 결과는 물과 증기의 밀도비를 상수 0.08로

놓은 계산결과이다.

그림 3.1.3.5 Single-branch discharge test problem for the verification of the improved

off-ta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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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results by RELAP5/MOD3/CANDU and Relap without modification

(b) Simulation results by improved MARS

그림 3.1.3.6 Comparisons of branch qualities as a function of h/hb between the

improved MARS and RELAP5/MOD3/CANDU for 30o, 45o and 60o angled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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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Comparisons of transient branch qualities between the improved MARS

and RELAP5/MOD3/CANDU for 30o, 45o and 60o angled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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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results by RELAP5/MOD3/CANDU and Relap without modification

(b) Simulation results by improved MARS

그림 3.1.3.8 Comparisons of branch qualities as a function of h/hb between the

improved MARS and RELAP5/MOD3/CANDU for -30o, -45o and -60o angled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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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results by RELAP5/MOD3/CANDU and Relap without modification

(b) Simulation results by improved MARS

그림 3.1.3.9 Comparisons of transient branch qualities between the improved MARS

and RELAP5/MOD3/CANDU for -30o, -45o and -60o angled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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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분기관 방출 실험 문제

임의의 분기각을 가진 다분기관에 대한 off-take 모델을 검증하기위해 다분기관 방출실

험을 이용하였다. 수평정체유동이 흐르는 다분기관 헤더에서 off-take 현상이 일어나면 인

접하게 위치한 다분기관에서 일어나는 off-take 현상들끼리 상호 간섭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다분기관에서의 off-take 현상에 대한 실험결과가 두세개 있기는 하지

만, 대부분이 간단한 기하구조를 가진 2개의 분기관에 대한 것들이다. Hassan 등[Hassan

et al., 1996]이 semicircular벽에 설치된 소형 분기관을 통해 방출된 단일, 그리고 다중분

기관 실험을 수행하긴 했지만 실험결과를 상관식화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다분기관 방출문제를 만들어 이에 대한 현재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즉,

6개의 분기각을 가진 분기관이 설치된 헤더로부터 각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는 유동을 수

치적으로 모사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수치해석의 개념 모델은 그림 3.1.3.10에 있으

며, 초기에는 압력 10 MPa의 정체된 성층화유동에서 시작한 각 분기관을 통한 방출현상

을 모사하였다. 결과는 그림 3.1.3.11에 압력, 그림 3.1.3.12에는 1000초까지의 헤더상단 및

각 분기관에서의 유동기포분률을 도시하였으며, 그림 3.1.3.13에는 각 분기관을 통해 방출

된 질량유량을 도시하였다.

10MPa의 포화상태 중수가 분기관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모관의 압력은

그림 3.1.3.11에서 나타나 듯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각 분기관과 모관에서의 유동기포분

률은 그림 3.1.3.12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개선된 MARS의 결과가 약간의 유동 진동을 보

여주는 점을 제외하면 RELAP5/MOD3/CANDU의 결과(그림 3.1.3.12a)와 개선된 MARS

의 결과(그림 3.1.3.12b)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분기관을 통한 방출된 질

량유량의 변동추이는 그림 3.1.3.13에 나타나는데, 시간에 따라 모관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각 분기관의 방출 질량유량도 감소한다. 그림으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기관의

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전이되는 순서가 높은 각도의 분기관에서 낮은 각도의 분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도 RELAP5/MOD3/CANDU의 결과와 개

선된 MARS의 결과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임으로서 본 모델의 구현이 잘 되었

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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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 Multi-branch discharge test problem for the verification of the improved

off-take model

그림 3.1.3.11 Variation of upstrea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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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b) Improved MARS

그림 3.1.3.12 Variation of void fraction at upstream and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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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P5/MOD3/CANDU

(b) Improved MARS

그림 3.1.3.13 Variation of discharge mass flow rate at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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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성2호기 LBLOCA 과도해석

임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 대한 분기관모델을 구현한 MARS 코드의 적용성을 검증하

기 위해, 월성 2호기에서 Class IV 전원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의 안전해

석을 수행하였다.

소형 냉각수상실사고(SB LOCA)의 경우, 입구모관에서는 수평성층유동이 관찰되나 입

구모관 내의 기포율(Void Fraction)은 너무 적어 증기가 feeder pipe로 견인되는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설사 증기가 feeder pipe로 견인된다 하더라도 그 견인된 증기 양

이 너무 적기 때문에 0o, -36o, -72o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feeder pipe)에 연결된 핵연료

채널 안의 핵연료 피복관 온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형 냉각수

상실사고의 하나인 Class IV 전원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사고를 선정하였다.

이 사고는 대형 냉각수 상실사고 중에서 최대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산출하는 한계사고

이다.

월성2호기의 Class IV 전원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MARS 코

드에서 새로 구현된 분기관모델을 켠 해석결과와 끈 해석결과를 CATHENA 해석결과

(Wolsong Unit 2 FSAR)와 비교검토함으로써 MARS 코드의 적용성을 검증한다.

초기 원자로 출력, 즉 정상상태 출력은 전반적인 원자로 출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103%로 가정하였고, 노후화의 영향은 고려하기 위해 출구모관의 건도(quality)를 약

4.8%가 되도록 모델하였다. 여기서, 노물리 코드와의 연계계산은 수행하지 않고 과도 노

심 열출력을 각 pass에 대하여 표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그림 3.1.3.14는 각 pass의 출력을

보여준다.

입구모관의 35% 파단은 IHD8에서 발생하고, 1차측 냉각수는 그림 15에 도시된 것과

같이 파단부를 통해 방출된다. 파단이 일어나면, 파단이 일어난 쪽의 모관 압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비파단 회로의 모관 압력은 이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진다.(그림 3.1.3.16)

핵연료 채널 안의 기포율 증가는 원자로 출력의 증가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원자로는 0.43

초에 정지된다. 증기발생기로부터의 열제거, 핵연료 채널 내의 열발생 감소, 그리고 파단

부를 통한 방출로 인해, PHT 계통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그 압력이 5.25MPa까

지 떨어지면 LOCA 신호가 울리게 된다. LOCA 신호 후 약 30초에 MSSV 개방에 의한

증기발생기 비상냉각 (crash cooldown)이 시작된다.(그림 3.1.3.17)

그림 3.1.3.18은 과도 기간 중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 추이를 보여준다. 이 MARS 해석

결과 중 off-take 모델을 쓴 경우(Present)와 않 쓴 경우(No-offtake)에서 임계유로(critical

pass, Pass 4)의 7번째 node에서 핵연료 피복관 온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Off-take 모델

을 비활성화 시킨 경우, 분기관의 각도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의 핵연료 피복관 온도와

기포율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off-take 모델을 활성화 시킨 경우 4개 그룹의 핵연료

피복관 온도와 기포율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거동을 보인다. 이는 off-take 모델이 적용될

때 각 그룹에 분기관 각도에 따라 다른 견인 상관식이 적용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같이

도시된 CATHENA 결과는 pass 4의 95개 핵연료 채널에서 7번째 node의 핵연료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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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평균한 값이다.

손상되지 않은 회로(Pass 1 & 2)에서 파단이 일어난 초기에는 냉각수의 방출이 있지

만, 회로 격리에 의해 방출은 곧 정지된다. 그리고 압력기(pressurizer) 계통으로부터 냉각

수 공급에 의해 오히려 사고 초기보다 더 많은 냉각수 총량이 존재하게 된다.(그림

3.1.3.19) 손상된 회로(Pass 3 & 4)의 경우에는 냉각수가 파단부를 통해 계속 방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손상된 회로의 냉각수량은 HP ECC 주입 유동이 파단방출유량을 초과할

때까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ECCS로부터 계속적인 냉각수 보충은 파단회로의 초기 냉

각수 량보다도 많은 냉각수 총량을 초래하게 된다.

고압 비상노심냉각주입(HP ECC Injection) 신호는 PHT 계통의 압력이 3.62MPa 이하

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Accomulator의 수위가 0.5m 이하로 떨어지면 HP ECC 주입은

정지하는데, 이는 비 응축성 기체인 질소가 PHT 계통 내오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MP ECC는 Accomulator의 수위가 1m 이하로 떨어지면 구동하기 시작하여, 가용

한 모든 주입유량(200m3)이 소진될 때까지 작동한다. 중압 안전주입이 종료되면, sump 재

순환에 의한 LP ECC가 구동되며, 계산 종료시까지 계속 냉각원을 공급한다. 그림

3.1.3.20은 ECCS 주입 유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3.1.3.20에서 CATHENA와 MARS 해석결과는 전반적인 거동이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ECCS의 노드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CATHENA 코드에는 ECCS 제어 logic에 의해 구동되는 ECCS 펌프와 제어밸브가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MARS 코드 해석모델에서는 ECCS 펌프와 제어밸브가 없고, ECCS는 단

순화된 노드 모델로 처리된다.

손상되지 않은 회로의 장기 냉각은 2상 thermosyphoning과 증기발생기에 의한 계속적

인 열제거에 의해 유지된다.(그림 3.1.3.21) 또한 손상된 회로의 장기 냉각은 ECCS 주입에

의한 강제대류에 의해 유지된다.

이상에서 월성2호기의 Class IV 전원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개선된 off-take 모델을 구현한 MARS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결과, 월성2호

기 FSAR (Fianl Safety Analysis Report)의 CATHENA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off-take 모

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잘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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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Reactor powers at intact and broken loops

그림 3.1.3.15 Break discharge mass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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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 Reactor inlet header pressures

그림 3.1.3.17 Main steam safety valve discharge mass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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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8 Fuel cladding temperatures at node-7 in Pass 4 at each group

그림 3.1.3.19 Mass inventories of intact and broken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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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 ECCS injection mass flow rates

그림 3.1.3.21 Heat exchanges in steam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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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ELAP5/MOD3/CANDU에 구현되어 있던 임의-각도 분기관

off-take 모델의 MARS 코드로의 이식작업이 기술되었다.

MARS 코드에 내장된 기존의 견인모델이 기하학적 고려를 통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따로 임의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 대한 견인모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각도를 가

진 분기관에서 견인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측면 견인모델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MARS 코드의 기존의 견인모델을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여 임의의 각도의 분기

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견인모델은, 사용자에 의한 분기관 각도 입력에 의해, 중수로 헤더

와 피더관 사이의 상분리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모

델이다. 특히 중수로의 핵연료 채널 건전성 평가에 있어서, 각 핵연료채널로 들어가는 유

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선된 견인모델을 중수로 헤더와 피

더관의 수치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해석해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상에 기술된 모델구현을 검증하는 단일분기관 실험 및 다중분기관 가상문제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기존 RELAP5/MOD3/CANDU 해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근거로, 구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월성 2호기의 Class IV 전원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개선된 off-take 모델을 구현한 MARS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결과는 개선된 off-take 모델을 쓰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성2호

기 FSAR(Final Safety Analysis Report)의 CATHENA 해석결과와 더 잘 일치함이 확인되

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임의의 각도를 가진 분기관에서 액체 견인모델은 양의 분기관 각

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기체 견인모델은 음의 분기관 각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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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냉각 비등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Podowski가 제안한 세 가지 열전달량으로 구성된 상관식

과 이 상관식에 사용된 변수들의 분석을 통하여 아냉각 비등의 물리적 현상과 아냉각 비

등 메카니즘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각 열전달 상관식을 사용하여 각 항들의 열

전달량과 총 열전달량을 계산하였고，FLUENT에 포트란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된 아냉각

비등 모델을 평가한 바 있다.[김만웅 등, 2006]

이 아냉각 비등모델의 평가이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냉각 비등 현상에 대해

Podowski가 제안한 열전달량 상관식을 다차원 전산유체역학 방법론에 적용하기 위한 형

태가 아닌 1차원 열수력 해석 코드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MARS 코드의 이상

유동 처리 알고리듬에 삽입하였다. 개발/이식된 아냉각 비등 모델이 유동 해석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기존의 MARS 코드에 탑재되어 있는 Lahey 아냉각 비등 모델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가. 아냉각 비등 모델의 설계 및 구현

(1) 아냉각 비등 모델의 개요

아냉각 비등은 핵융합 발전기, 열교환기, 증기 발생기, 그리고 다양한 동력 시스템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공율 선도, 유동 패턴, 열공간, 속도 구배는 아

냉각 비등이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에 필수적이다.

현재 관내로 유체가 흐르는 채널로 열이 가해지는 경우 계산상 어려움으로 인해 유체

를 단상 유동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현상은 단상 유동이 아닌 이상

유동의 형태를 띤다. 특히 열이 가해지면서 채널 내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포의

영향으로 채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상 유동의 발생으로 채

널 내에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기포가 처음 발생되는 영역인 아냉각 비등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아냉각 비

등이 무시되지 않을 경우 단상 유동과 이상 유동 영역의 경계는 비등 경계가 시작되는

점으로부터 실제로 증기가 생성되어 아냉각 기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계점으로 대체

된다. 실제로 증기 생성 경계의 진동은 가열 벽 근처에서 온도 및 속도 교란의 진폭과 위

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아냉각 비등 시에 기공율의 영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

다. 단지 기포가 관내에 가득 찰 때부터 기공율을 고려하였을 뿐 기포가 시작되는 부분부

터 가득 찰 때까지는 기공률의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 아냉

각 비등의 물리적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비등은 풀비등(pool boiling)과 유동비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체적인 유체의 유동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비등은 총체적인 유체유동이 없을 때를 풀비등이라 부르고, 총체

적인 유동이 있을 때를 유동비등 또는 강제대류비등이라고 부른다. 풀비등에 있어서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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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지되어 있는데, 이때 유체의 유동은 부력에 의한 자연대류와 기포의 운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풀비등과 유동비등은 다시 아냉(subcooled, 아냉각) 비등 또는 포화 비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체적인 유체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등 중에 액체의 주된 부분의 온도가

포화온도인 Tsat보다 낮을 때를 아냉 되었다고 하며 액체의 온도가 포화온도인 Tsat와 같아

졌을 때를 포화되었다고 말한다. 비등의 초기단계에 기포는 뜨거운 표면 근처의 좁은 구

역에 한정된다. 이것은 뜨거운 표면 근처의 액체는 그 포화온도 이상에서 가열되어 증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포들은 표면 근처 주위의 차가운 액체로의 열전달로 인하

여 뜨거운 표변에서부터 멀어진 후에 금방 사라진다. 이것은 액체의 총체적인 온도가 포

화온도보다 낮을 때 일어난다. 기포는 뜨거운 액체에서 열을 흡수하여 응축이나 붕괴를

통하여 액체에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 운반체"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 비등은 열

이 가해지는 표면으로부터 국소적으로 발생하므로 국소 비등 또는 아냉 비등이라고 한다.

비록 액체상의 평균 엔탈피는 포화상태보다 작지만 아냉 비등 상태가 존재한다. 불균질한

기포의 성장핵(nucleation site)은 열이 가해지는 표면의 고르지 않은 부분인 구덩이 부분

과 구멍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성장핵은 표면 온도가 국소 압력에서의 액체가 포화

온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또한 액체가 전체적으로 포화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기포는

윗부분까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액체에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를 전체 비등 또는 포화 비등이라고 부른다.

현재 내부연소엔진과 같은 냉각시스템 발전의 경우 대부분 접촉 공간의 열 표면에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하므로 표면에서의 열전달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핵비등 영역에서의

고냉각 동력, 벽 온도 및 액체 냉각수의 유량들에 의한 천이 발생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증발과 관련한 아주 복잡한 현상들의 열전달량 개념은 냉각 유량을 결정하는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적으로 드러난 모든 기법을 풀기 위한 시도로서 기포 현상과

같은 매우 간단한 현상을 적용할 수 있다. 공학적 유동 현상을 수치적으로 직접 기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 비등 현상과의 비교 시에도 유용하다.

요즘 거의 모든 작동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는 유용한 코드들은 거의 이상 유체

모델에 기초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가 단지 체적 유체일 때만을 고려하고 있

고, 벽 부분에서의 열전달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배방정식에 벽 부분에서의 증기

영향을 고려하는 항을 연속방정식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 벽 증기 발생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벽의 열전달량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달려있다. 벽의 열전달량을 세분화 하

여 정확히 다루고 있는 방법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벽의 성장핵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취급하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벽의 열전달 모델은 벽의 열전달량 메카니즘과는 다르다. Bowring은 벽의 열전달량을 단

상 강제대류, 액체-기체변에서의 증발, 그리고 기포가 위치하는 용적에서의 액체 잠열의

세 가지 메카니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증기 응축 모델은 Griffith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 모델은 증기 응축율이 증기 발생율과 정확히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후로

증기 응축율은 국소 액체 아냉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많은 수의 모델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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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 열전달량을 취급하였다.

열이 가해지는 채널 안에서 입구의 유동이 아냉 상태가 되면 비등은 벽 온도가 유체의

포화온도를 초과할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 그림 3.1.4.1은 유체가 유동방향으로 흐르고

벽 주위로 일정한 열전달이 발생할 때의 유동 양식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배관 내의 유

체 온도가 포화온도가 되지 않을 때는 단상 유동이다. 이럴 때의 열전달은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계속 유동 방향으로 유체가 가열되면 유체의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 등과 같은 부분에 열이 집중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유체 온도

는 포화 상태까지 상승하게 되며, 포화온도 이상으로 상승된 국소 부분에서 기포가 처음

발생하게 된다. 계속 열이 가해지면 기포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유동 방향으로 벽면을 따

라 이동하게 된다. 이 부분은 기포 유동 중에서 아냉 비등 영역이다. 벽면으로 계속 열이

가해지고 기포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결국 기포는 부력, 저항력, 양력, 표면 장력, 압력,

액체 주위의 내부 관성력과 같은 힘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이탈된

기포는 관 내부로 모이게 되고 관 내부는 기포로 가득 차게 된다. 즉 기포 유동 영역이

발생된다. 열이 가해진 관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유동 방향으로 기포가 발생되고 건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기포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며 관의 지름과 유사한 크기만한 기포

가 형성되어 Taylor 기포로 불리는 구 모양의 슬러그가 발생하는 슬러그 유동 영역이 발

생한다. 계속적으로 유동 방향을 따라 점점 기포의 크기가 증가하면 새로운 유동 양식으

로 변하게 되고, 결국 액체가 아닌 기체상의 유동이 일어난다.

또한 비등은 유체의 총체적인 온도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벽에서의 비등현상은 예외이다. 첫 번째 비등은 핵비등이 일어나는 지점의 벽

쪽에서 나타난다. 기포가 생기기 위하여 움푹한 곳의 벽의 온도는 포화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포가 처음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벽의 과열은 표면의 특성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기포가 처음 발생되고 난 후 유동방향으로 아냉각 영역은 커지고, 그림 3.1.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포율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 'Region I'이 발견된다. 이 지역

의 기포가 벽에서 생긴 이후부터 기포율은 열수력적 지름에 의존한다. 이 지역의 기포는

다른 곳의 기포들보다는 조금 작지만 벽에서 분리되어 유동 방향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림 3.1.4.2의 'Region II'의 시작 점에서 기공률()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

면 기포가 발생하여 유동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점차 열을 잃어 기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영역을 지나 열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혼합된 상태가 된다. 실제적인 유동의

기공률은 열적 평형 건도와 동등하다. 열전달 영역과 관련하여 비등이 처음 발생되는 국

부적인 부분비등영역(PB; Partial Boiling)은 유동을 따라 완전히 발달된 비등 영역(FDB;

Fully Developed Boiling)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은 이미 널리 연구된

바 있다. 핵비등 징후의 증가된 체적 속도는 대체적으로 그림 3.1.4.3에서 보는 것처럼 이

러한 핵 비등은 유량이 증가 할수록 벽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높은 온도의 벽에서

는 대류의 영향은 조금 적게 전달된다. 그리고 증발은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인 유동 비등 곡선은 풀비등 곡선에 접근한다.

그림 3.1.4.4에 벽 근처에서의 열전달 메카니즘을 표현하였다. 아냉 비등은 핵비등의 시



- 76 -

작점(ONB; Onset of Nucleate Boiling)에서 처음 발생한다. 중요한 이탈 시작점(OSV;

Onset of Significant Vaporization)으로부터 기포가 벽면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다. 여

기서 Qfc는 벽면에서 유체로의 열전달을 나타낸 것이며, Qc는 응축에 의한 열전달을 나타

낸다. 또한 Qev는 증발에 의한 열전달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포가 벽면으로부터 열을 받아

기포가 유체로 열을 전달하는 것을 나타낸다. Qtc는 핵자리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기포가 벽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유동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그림 3.1.4.1 Flowchart of the different heat flux



- 77 -

그림 3.1.4.2 Void fraction during forced convection subcooled boiling

그림 3.1.4.3 Flow boiling curves for two bulk velocities

(그림과 title 분리를 고치기 위해 위의 빈 line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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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Mechanism of heat transfer at near the wall

(2) Podowski 아냉각 비등 모델

아냉된 유체가 수평관의 왼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갈 때의 체적 온도는 포화 온도보다 낮은 아냉 상태이며 관의 벽면

으로 일정한 열유속이 가해지면서 시스템 안의 유체의 온도는 상승하기 시작한다. 특히

벽면의 표면 상태에 따라 열유속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 그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유체의

온도는 포화 온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포와 같은 기체상이 일어난다.

시스템 내에서 유동 현상과 열전달을 나타내기 위해 액체와 기체로 된 이상 유동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에서 무시되고 단지 반지름과 축으로 구

성된 좌표계로 간주한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이상 유동의 아냉 비등과 관련된 지배 방정

식인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식 (3.1.4.1)과 같다.

( ) ( )v v v v v v
1

n

l
l

v m
t
a r a r

=

¶
+Ñ =

¶ å
(3.1.4.1)

여기서, 아래첨자 v는 수증기(water vapor)를 의미하며, mlv는 물과 수증기의 접촉면에서

이상 사이의 물질확산을 나타내며, 식 (3.1.4.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v vl l sat satm a T T b P P= - + - (3.1.4.2)

여기서, a와 b는 내부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아냉 비등 현상 시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 (3.1.4.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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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 v v v v v v v v v v

1

v v v ,v ,v

n

l l l
l

lift vm

D V P g R m V
Dt

F F F

a r a t a r

a r
=

= - Ñ +Ñ + + +

+ + +

å
(3.1.4.3)

여기서, Rlv는 기포의 지름과 관련된 국소 부분의 저항력이며 식 (3.1.4.4)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Fv는 난류의 분산력으로 식 (3.1.4.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v0.75l d l
bub

VR C V
d

r a=
(3.1.4.4)

( )v v v v/d lF C kr a a r= Ñ (3.1.4.5)

그리고, 아냉 비등에 있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식 (3.1.4.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v v v v v v v v v
1

n

q l l l
l

D PH q S Q m H
Dt t

a r a t
=

¶
= - + Ñ + + +

¶ å
(3.1.4.6)

벽 표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열유속에 의한 생성항 Sq는 식 (3.1.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비등에 의한 국소 열전달량은 식 (3.1.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w wS A q¢¢= × (3.1.4.7)

1w Q eq q q qf¢¢ ¢¢ ¢¢ ¢¢= + + (3.1.4.8)

이러한 세 가지 항은 핵비등 과정 중에 열 유속의 증가를 억제하는 물리적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벽과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국소 접촉력에 의존한다. 특히 벽 부분

에서의 성장핵 활동과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부분의 구분이다. 이러한 벽 열전달 메카

니즘을 그림 3.1.4.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열 유속은 기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인 벽으로부터 유체로 전달되는 단상 대

류 열전달에 의한 열 유속, 기포가 주기적으로 차가운 체적온도에 의해 벽으로 이동하면

서 전달되는 응축에 의한 열 유속 그리고 액체상에서 기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증발에

의한 열 유속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각각의 열 유속은 식 (3.1.4.9)에서부터 식 (3.1.4.11)로 표현된다.

1 ( )c c w lq h A T T convective heat fluxf¢¢ = - = (3.1.4.9)

( )Q Q bub w lq h A T T quenching heat flux¢¢ = - = (3.1.4.10)

3

6e bw g fgq nf d H evaporation heat fluxp ræ ö¢¢ = =ç ÷
è ø (3.1.4.11)

이러한 열 유속의 분류는 기포에 의한 영향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 즉, Abub의 범위는 0에서 1사이가 되며 핵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Abub의 범위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식 (3.1.4.12)와 식 (3.1.4.13)과 같이 쓸 수 있다.

1c bubA A+ = (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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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bub

bub
dA n pæ ö

= ç ÷
è ø (3.1.4.13)

여기서, Abub은 기포가 발생되어 영향을 미치는 면적 부분을 나타낸 것이며, Abub 은

Kenning와 Victor가 1981년에 제안하였다. Ac은 기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 단상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n은 표면당 활동하는 성장핵 수로 간주할 수 있고, 기포의

영향을 받는 영역(Abub)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의 기포의 지름(dbub)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확인된 계산식을 가지고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 MARS 코드에

Podowski 아냉각 비등 모델을 사용자 옵션 형태로 구현하였다.

그림 3.1.4.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heat flux

(3) MARS 코드의 기존 아냉각 비등모델

기존의 MARS 코드에서는 과열된 벽면 근처에서 수증기를 생산하는 비등 열유속 분율

의 계산을 위해 Lahey 아냉각 비등 모델을 사용한다. Lahey은 비등에 의한 국소 열전달

량을 식 (3.1.4.14)과 같이 정의한다.[Lahey, 1978]

1w pump eq q q qf¢¢ ¢¢ ¢¢ ¢¢= + + (3.1.4.14)

여기서, 단상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 유속은 일반적으로 식 (3.1.4.15)로 주어진다.

( ) ( )1 1 1
eff

w l w l
HT

A
q h T T h T T

Af f f¢¢ = - -;
(3.1.4.15)

이때, AHT와 Aeff 는 각각 열전달 면적과 유효 면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증발에 의한 열전

달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 B g fgq V Hr¢¢ = &
(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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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V& 는 단위 가열면적당 체적 증기 발생율이며, H는 specific enthalpy이다. 식

(3.1.4.15)와 (3.1.4.16)은 식 (3.1.4.9)와 (3.1.4.11)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열면과 기포층으로 둘러싸인 제어 체적(control volume)을 가정하자. 식

(3.1.4.14)의 펌핑 항( pumpq¢¢ )은 기포의 생성에 의해 액체가 제어체적 밖으로 밀려나가기 위

한 엔탈피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 유속과 증발하는 액체 질량을 포화온도까지 올리기 위

해 필요한 에너지 유속의 합을 의미한다.

″ ≅   (3.1.4.17)

여기서, Hl는 시스템 중심부의 평균 엔탈피, HCV는 제어체적의 평균 엔탈피, 그리고 Hf는

포화상태 액체의 엔탈피이다. 펌프 일에 의한 열유속과 기포형성을 유발하는 열유속의 비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3.1.4.18)

만약 제어체적을 떠나는 액체가 포화상태라고 가정하면, HCV = Hf. 그리고, 식 (3.1.4.18)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l f l

g fg

H H
H

r
e

r

é ù-ë û=
(3.1.4.19)

질량보존 방정식의 마감을 위해, MARS 코드에서 단위 체적당 상-간(interfacial) 질량

전달율은 상-간 열전달에 의한 질량-전달율과 벽근처에서 비등에 의한 질량-전달율의 합

으로 정의된다. 즉 식 (3.1.4.2)의 질량 생성항은,

v
1

n

l i w
l

m
=

G = = G +Gå
(3.1.4.20)

여기서, 상-간(interfacial) 질량전달율은 열 에너지 점프 관계식에 의해 구해진다.

il ig
i

g l

q q
H H

+
G =

- (3.1.4.21)

이때, qil과 qig는 각각 interface-to-liquid 열전달율과 interface-to-gas 열전달율이다.

벽근처에서 비등에 의한 질량-전달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w

w
cell g l

q A Mul
V H H

¢¢
G =

- (3.1.4.22)

여기서, q"는 총 벽면에서 열속, Aw는 벽면 표면적, Vcell은 셀 체적, 그리고 Mul은 증배계

수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1
l cr

f cr

H HMul
H H e

-
=

- + (3.1.4.23)

여기서, Hl는 액체의 평균 엔탈피, Hf는 포화상태 액체의 엔탈피, 그리고 Hcr은

Saha-Zuber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총체적 비등(net void)을 위한 임계 엔탈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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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4.23)에서 은 식 (3.1.4.19)를 대입한다.

(4) FLUENT에 구현된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

다음에서 확인된 계산식을 가지고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 포트란 프로그램으로

각 메카니즘을 이용한 열전달을 계산하였으며, 총 열전달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포트란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그림 3.1.4.6과 같다.

강제 대류(forced 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

일반적으로 단상유동 열전달은 식 (3.1.4.24)에서 보인 것처럼 강제대류 열전달 식을 사

용한다. 강제대류 열전달 식과의 차이점은 기포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포함된 것이다. 열

전달 계수 hc은 무차원 수인 Nu수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Nu수는 식 (3.1.4.25)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 ( )c c w lq h A T Tf¢¢ = - (3.1.4.24)

0.5 0.32 0.6Re Prc

l

h DNu
k

= = + ×
(3.1.4.25)

또한, Re수와 Pr수는 식 (3.1.4.26)과 식 (3.1.4.27)으로 계산할 수 있다.

Re uDr
m

=
(3.1.4.26)

Pr p

l

C
k

m
=

(3.1.4.27)

여기서, kl은 유체의 열전도도이며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의 점성 계수이다. 그리고

Cp는 비열이다. 또한 Tw는 벽면의 온도를 나타내고, Tl은 유체의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Tw-Tl은 과열 상태를 나타낸다.

증발(evaporation)에 의한 열전달

증발에 의한 열전달은 Del Valle와 Kenning가 1985년에 제안한 모델로서 기포의 체적

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식 (3.1.4.28)은 이러한 열전달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e b g fgq n f V Hr¢¢ = (3.1.4.28)

여기서, 기포의 의한 부피는 식 (3.1.4.29)와 같이 주어진다.

3

6b bwV dp
=

(3.1.4.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포의 이탈 지름(dbw)이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과

열 상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3.1.4.30)와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기포의 이탈

지름은 Unal이 1976년에 제안한 식을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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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0)

여기서, 나머지 계수들은 각각의 온도에 따른 상태량을 식 (3.1.4.31)에서부터 식 (3.1.4.34)

와 같이 표현한다.

0.47

0.61
bvf æ ö= ç ÷

è ø (3.1.4.31)

0.5 subbb T= ´ (3.1.4.32)

sub s lT T T= - (3.1.4.33)

superheat w sT T= - (3.1.4.34)

또한, 표면당 활동하는 핵자리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밀도(n)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식 (3.1.4.35) ~ 식 (3.1.4.38)과 같이 쓴다. 기포의 밀도(n)

는 Re수를 알아내는데 기포의 지름과 같이 중요한 변수이다. 이 기포의 밀도는 Kurul와

Podowski가 제안하였다.

( ) [ ]1.8
210 0 15w sat w satn T T for T T= - < - <é ùë û (3.1.4.35)

( ) [ ]1.8
200 15w sat w satT T for T T= - - >é ùë û (3.1.4.36)

[ ]0 0w satfor T T= - < (3.1.4.37)

( )4
3

l v

l

g
f

r r
r
-

= ×
(3.1.4.38)

이 때, f는 기포의 이탈 주파수이며, 증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총 열전달량은 벽으로부터

공급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사용한 기포의 이탈 주파수는 Cole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

다. 이 접근법은 아냉각 비등에서는 좋지만 열을 기포 위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포화비

등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것은 n, D, f와 밀접하게 관련된 식을 표현할 필요가 있

다.

응축(quenching)에 의한 열전달

아냉각 비등유동 현상에서 단지 단상 강제대류유동과 증밤에 의한 열전담 외에 고려해

야 하는 열전달은 응축에 의한 열전달 현상이다. 이 현상은 기포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다. 즉 기포기 이동 중에 식으면서 일어나는 벽으로의 열전달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 열

전달량은 강제대류 열전달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지만 기포의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고

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응축에 의한 열전달량은 식 (3.1.4.39)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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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bub w lq h A T T¢¢ = - (3.1.4.39)

여기서 Abub는 기포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고, Tw는 벽면의 온도를 나타내

고, Tl은 유체의 온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Tw-Tl은 과열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열전달계수

(hQ)는 기포이탈빈도(f)와 액체의 열전도도(kl), 밀도() 그리고 비열(Cp)로 구성하는데, 식

(3.1.4.40)과 같이 표현한다.

0.51.13 ( )Q l l ph f k Cr= ´ × × × (3.1.4.40)

그림 3.1.4.6 Flowchart of the different heat flux in FLUENT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FLUENT에 적용한 아냉각 비등 모델은 당초 1차원 열수력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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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개발된 수식을 다차원 전산유체역학용 상관식으로 변형한 것이다. 식 (3.1.4.33)과

(3.1.4.39)에서 Tl은 1차원 열수력 코드에서 액체의 bulk temperature인 반면에, 다차원 전

산유체역학 코드에서는 벽면 최근접 셀의 온도로서 grid-dependent 값이다. 따라서,

FLUENT에서는 아냉각 비등모델을 위해 Unal의 기포의 이탈지름[Unal, 1976]에 대한 식

을 식 (3.1.4.30)의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 식은 격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

도 갖고 있지 않은 형태의 원래 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다차원 적용에

서는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1.4.7은 1차원 코드와 2차원 또는 3차원의 전산유체역학 코드의 개념적 차이와

그에 따른 액체 bulk temperature의 변동 그래프를 보여준다.

(a) Nodalization of 1-D T/H code and CFD code

(b) Grid-independent Tl and grid-dependent Tl

그림 3.1.4.7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1-D thermal-hydraulic code and CFD

(5) MARS에 구현된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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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wski 아냉각 비등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3) 절에서 서술한 MARS 코드 내에

Lahey 아냉각 비등 모델을 기반으로 변동사항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용자 옵션으로 처리

하였다.

Podowski은 비등에 의한 국소 열전달량을 식 (3.1.4.9)과 같이 정의한다.[Podowski,

1997] 이를 Lahey[Lahey, 1978]의 식 (3.1.4.14)와 비교하면 단지 펌프일 항( pumpq¢¢ )이

Quenching 항( Qq¢¢ )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3.1.4.18)의 펌프 일에

의한 열유속과 기포형성을 유발하는 열유속의 비는 Quenching에 의한 열유속과 기포형

성을 유발하는 열유속의 비로 대체될 수 있다.

Q

e

q
q

e
¢¢

¢¢
@

(3.1.4.41)

증발에 의한 열전달은 식 (3.1.4.28), (3.1.4.29)와 같다.

e b g fgq n f V Hr¢¢ = with
3

6b bwV dp
=

여기서 사용된 기포의 최대 이탈 지름(dbw)은 Unal이 1976년에 제안한 식을 그 원형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5 0.7092.42 10
bw

P ad
b

-´
=

F (3.1.4.42)

여기서,

(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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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ö
F = > =ç ÷

è ø (3.1.4.46)

여기서, q¢¢은 가열하는 표면으로부터의 단위면적당 열 생성량이고, hf는 단상 강제대류 냉

각에 의한 열전달 계수이다.

식 (3.1.4.28)의 기포의 밀도(n)와 기포 이탈 주파수( f )는 식 (3.1.4.35) ~ (3.1.4.38)로 표

현된다. 응축에 의한 열전달량은 식 (3.1.4.39)와 (3.1.4.40)로 정리된다. 따라서, 식

(3.1.4.41)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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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을 증배계수 Mul을 구하는 상관식 (3.1.4.23)에 대입하여 Podowski 아냉각 비등 모

델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위 식들을 그대로 구현할 경우, 식 (3.1.4.42) ~(3.1.4.46)을 계산

하기 위해 Heat Structure의 온도 분포를 가져와서 벽면에서의 물성치 등을 구해야 하고

이는 다시 아냉각 비등 열속의 변화를 가져와 다시 벽면의 온도분포에 영향을 주는 반복

계산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반복계산 과정을 생략하여 가장 간

단한 형태의 Podowski 아냉각 비등 모델을 구현하기로 한다. 즉, 아냉각 비등 모델의 적

용범위를 중수로의 핵연료 채널 내에서 정상운전 상태만으로 한정하여, 간단한 내삽법을

통해 구조물의 물성치를 구하였다.

표 3.1.4.1는 시간-평균된 채널의 전출력 운전시 NUCIRC 코드에 의해 예측된 냉각수

상태를 보여준다. 중수로에서 최대출력 채널과 최소출력 채널의 출력비는 2배 이상 되지

만, 각 채널의 냉각수 유량이 적절히 조정되어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는 동일하게 유지된

다. 월성1호기 중수로의 정상운전상태에서 O-6 채널의 CATHENA 해석결과를 보면 비등

이 처음 일어나는 위치는 8번째 번들이며, 이때 최외각 링에서 핵연료 피복재 외부의 온

도는 약 329.4oC이다. 이후 비등이 더 활발해지는 10번째와 11번째 번들에서 피복관 외벽

온도는 약간 내려가며, 냉각수 입구온도 등의 운전조건에 따라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표 3.1.4.2은 온도에 따른 Zircalloy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보여준다. 개선된

'WallHeatTransfer' 모듈 내 SubcooledBoiling 부함수에서는, 이 표로부터 벽면의 열전도

율과 열용량(thermal capacity)을 일차 내삽법으로 구한다. 중수로 핵연료 피복의 두께는

0.4mm이고, 밀도는 6,440 kg/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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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hannel N6
(highest
power)

Channel L5

(highest flow)

Channel O11
(highest exit
quality)

Channel V6
(lowest
power/lowest
flow)

Channel Power (MW) 6.25 6.41 6.41 2.91

Coolant Flow (Kg/s) 24.2 26.7 22.0 10.4

Coolant Temperature (oC)

- at inlet bundle

- at outlet bundle

266

312

266

312

266

312

266

312

Coolant Pressure (MPa)

- at inlet bundle

- at outlet bundle

11.1

10.3

11.1

10.2

11.0

10.3

11.4

10.2
Coolant Density (Kg/m3)

- at inlet bundle

- at outlet bundle

859

799

859

806

859

794

859

796

Steam Quality at End of
Fuel Bundle String (%) 2.85 0.50 4.73 3.82

Plane where Bulk Boiling
begins in Channel
(Number of Bundle
Lengths)

9.7 11.2 8.9 9.0

표 3.1.4.1 Coolant condition predicted by NUCIRC at full reactor power for time-aver-

aged channel powers [Wolsong 2/3/4, DM-XX-3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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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K [W/m-K]

Thermal Capacity

Cp [J/Kg-K]

300 (27oC) 12.68 281

400 (127oC) 14.04 302

640 (367oC) 16.96 331

1090 23.00 375

1093 23.05 502

1113 23.38 590

1133 23.73 615

1153 24.09 719

1173 24.45 816

1193 24.83 770

1213 25.22 619

1233 25.61 469

1248 25.92 356

1300 27.03 356

1500 32.12 356

1700 38.82 356

1900 47.48 356

2100 58.49 356

표 3.1.4.2 Material properties of Zircalloy [Hanna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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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 구현 및 구동 방법

MARS 코드에서 'WallHeatTransfer' 모듈에 개발된 아냉각 비등 모델을 구현하였다.

식 (3.1.4.19)로 정의되는 에 대하여, 사용자가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을 선택할 경우

(chngno(61))에 식 (3.1.4.47)을 사용하는 옵션을 추가하였다. 각 변수 값을 얻기 위하여 식

(3.1.4.42)~(3.1.4.46)과 식 (3.1.4.38)이 사용되었다. 변경된 부프로그램 'SubcooledBoiling'의

부분과 'ReadNewProblemM' 모듈의 수정 부분이 Appendix A.4에 실려 있다.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evelopmental Model Control, 1의

사용자 옵션 61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개선된 MARS manual의 Input

Requirement 부분을 표 3.1.4.3에 나타내었다.

표 3.1.4.3 Modified input requirement of MARS manuals

for subcooled boiling model

> 2.1 Developmental Model Control, 1

……

W1-91. Option number as described above.

……

Option 57 Turbulent viscous stress terms in 3D channel and gap module is

activated.

Option 61 This option activates the Podowski subcooled boiling model.

Option 62 This option uses newly developed changes to the Chen F factor

in PREDNB to minimize osci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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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냉각 비등 모델의 검증

현재 개발된 아냉각 모델은 지르코늄의 물성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별실험 자료에

대한 검증은 생략하고, 윌성2/3/4호기에 대해 정상상태 해석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ELAP5/MOD3/CANDU에서는 Lahey 아냉각 비등모델을 기본모델

로 사용하지만, MARS 모델에서는 낮은 압력조건에서 잘 맞는 SRL 모델을 기본모델로

사용하고 Lahey 아냉각 비등모델은 Developmental Model Control, 1의 사용자 옵션 24

로 제공된다.

그림 3.1.4.8은 월성2/3/4호기의 MARS 해석을 위한 입력모델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

서 1개의 Pass에 속해있는 95개의 채널은 1개의 평균채널 (averaged-Channel)로 모사되었

고, 따라서 380개의 전체 채널은 4개의 평균채널로 대표된다. 아냉각 모델의 검증을 위하

여 각 대표 채널에서 핵연료 번들 위치에 따른 기포율(void fraction)과 출구모관(outlet

header)에서의 건도(quality)를 비교한다.

표 3.1.4.4는 Lahey 아냉각 모델과 Podowski 아냉각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출구모관

(outlet header)에서의 건도(quality)와 각 대표 채널의 6번째 번들에서의 유량을 비교한다.

출구모관(outlet header)에서의 건도(quality)는 Podowski 모델을 사용할 때 약 4% 정도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기포율의 변동에 따른 각 Pass (대표 채널)에 흐르는 유량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결과 각 채널의 건도는 표 3.1.4.4의 최대 출구 건도와 비교해 비슷

하거나 약간 큰 값이다. 여기서, 표 3.1.4.4의 각 평균채널의 유량은 그 채널이 대표하는

95개 채널의 유량을 합한 값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3.1.4.9는 각 Pass의 평균채널에서 bundle 위치에 따른 기포율(void fraction)을 비

교한다. 9, 10, 그리고 11번째 번들에서 Lahey 모델이 기포율을 약간 높게 예측하나, 마지

막 번들에서는 두 모델의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이상으로 Podowski 아냉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Podowski 아냉

각 모델은 기존의 Lahey 모델에 비해 보다 더 기계론적인(Mechanistic) 접근 방식을 사용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제어체적을 갖는 현재의 중수로 해석모델에서는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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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 Comparison of outlet header qualities and channel mass flow rates

Lahey Model Podowski Model

Static Quality

Outlet Header #1 4.93140E-02 5.19094E-02

Outlet Header #2 4.91546E-02 5.12132E-02

Outlet Header #3 4.72415E-02 4.97754E-02

Outlet Header #4 4.78838E-02 5.01679E-02

Mass Flow Rate

[kg/s]

Avg. Ch. #1 1901.2 1906.6

Avg. Ch. #2 1894.0 1904.6

Avg. Ch. #3 1894.5 1906.6

Avg. Ch. #4 1840.6 1837.0

  

그림 3.1.4.8 Input model with averaged-channels for the CANDU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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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Channel #1 (b) Average Channel #2

(c) Average Channel #3 (d) Average Channel #4

그림 3.1.4.9 Comparison of averaged-channel void fractions along stream-wise bundle

locations



- 94 -

다. 결론

원형 관에서의 아냉각 비등 효과에 대한 연구로부터 벽으로 전달되는 열 유속에 관한

메카니즘을 도출하였다. 또한 Podowski 모델을 반영한 FLUENT 코드의 한계와 구현방식

을 검토하여 Unal의 기포의 이탈 지름에 대한 식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MARS 코드에

Podowski 아냉각 비등모델을 추가 구현하였다.

현재 개발된 아냉각 모델은 벽면에 대하여 지르코늄의 물성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

별실험 자료에 대한 검증은 생략하고, 윌성2/3/4호기에 대해 정상상태 해석을 통해 기존

의 Lahey 아냉각 비등모델 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Podowski 아냉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Podowski 아냉각 모델은 기존의 Lahey 모델에 비해 보다 더 기계

론적인(Mechanistic)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제어체적을 갖는 현재의 중

수로 해석모델에서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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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코드품질보증 평가

1. 분리효과 실험 평가

가. 응축열전달모델 평가

(1) 개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개발 중인 신형원전에는 내재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피동

냉각방법을 널리 채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도 역시 피동냉각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시의 노심붕괴열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피동냉각계통의 열전달은 응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비응축성기체 존재 시 응축열전달은

냉각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전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비응축성기체 존재

시의 응축열전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험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비응축성기체 존재시의 응축열전달 모델에 대한

MARS 코드의 분석능력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포항공대에서 수행된 실험

[이권영, 2008]을 MARS 코드로 해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사실험[Goodykoontz,

1966; Siddique, 1992; Kuhn, 1995; Park, 1999]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2) MARS 코드의 수직관내에서의 응축열전달 모델

MARS 코드에서 벽면을 통한 열전달율은 열전달계수와 벽면온도 및 증기분압에 따른 포화온도

를 통해 계산한다[KAERI, 2007].

″      (3.2.1.1)

″ : total heat flux

 : predicted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 wall temperature

 : saturation temperature based on partial pressure in the bulk

″    (3.2.1.2)

 : bulk fluid temperature

응축열전달계수는 상관식을 통하여 구하는데, 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응축열전달계수는

층류유동의 경우 Nusselt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하고 난류유동인 경우는 Shah 상관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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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selt 상관식과 Shah 상관식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 Nusselt 상관식

  


(3.2.1.3)

  
 





 


 




 

 





: film thickness

가정 :

1. 유체특성은 동일하다

2. 기체는 액체표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drag force)

3. 액체 과냉도는 무시한다.

4. 층류 환상 액막 유동에서의 운동량 변화는 무시한다.

5. 열전달은 층류 환상 액막 유동을 통한 전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 Shah 상관식 :

   
  (3.2.1.4)

  

 






 : equilibrium quality

 : reduced bulk pressure,



    
 : superficial heat transfer coefficient

  
 Pr

:Dittus-Boelter coefficient assuming all fluid is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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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하는 경우의 응축열전달은 Colburn-Hougen Diffusion Method를 통하여

계산한다. 이는 벽면의 액체막과 증기부분 사이에 비응축성기체막을 고려하는 것으로써 비응축성

기체막을 통한 확산에 의해 응축되는 기체에서 액체-기체 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열의 양이 응축을

통해 전달되는 열의 양과 같다고 가정하여 열전달량을 계산한다. 본 방법에서는 계산 초기에 임의

의 경계온도를 가정하고 액체-기체막으로의 응축기체질량유동에 의한 열전달량을 계산한 후 액체

막에서 벽면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계산하여 비교한 후 초기에 가정한 경계온도를 보정하고, 열전

달량 계산 및 경계온도 보정을 반복하여 경계온도를 결정하고 열전달량을 계산한다. 본 방법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에서의 확산층을 통한 현열전달은 무시한다.

2. 증기기체에서의 부력에 의한 비응축성기체의 성층화는 무시한다.

3. 질량전달계수는 열과 질량전달의 상사성을 이용하여 구한다.

4. 기체는 응축에서 용해에 의해 기체영역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벽면온도를 통한 포화압력을 경계면의 압력으로 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화온도를

경계면의 온도로 가정

STEP 2) 액체-기체 막으로의 응축기체질량유동에 의한 열속 계산

″  · (3.2.1.5)

 :    steam minus liquid saturation enthalpy in the bulk

 : steam partial pressure in the bulk

  ln












 




 : total pressure

 : partial pressure of steam at liquid-gas-vapor interface

 : mass transfer coefficient

 : saturation vapor density at ,    

 : combined vapor and gas density in the bulk at the bulk gas

temperature

∴″  ln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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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액체 막에서 벽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계산

″      (3.2.1.7)

 :   saturation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the interface vapor

pressure

: 열전달계수 는 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상관식(Nusselt 상관식, Shah

상관식)으로 계산

STEP 4) 가정한 경계압력() 및 경계온도() 확인 및 보정을 통한 반복계산(STEP 2)

″ ″ or

   ln












 




(3.2.1.8)

(3) 수직응축관 실험

포항공대에서는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연구로의 피동잔열

제거계통(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에 있는 응축열교환기의 열전달특성

을 파악하고 성능을 평가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이권영, 2008]. 그림 3.2.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상운전 중에는 공급된 급수가 증기발생기에서 기화되어 터빈으로 향하는 유로가 형성되지

만, 사고 시에는 증기발생기에서 기화된 증기가 재장전수탱크에 잠겨진 응축관을 흐르며 냉각되어

다시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폐쇄회로가 형성되어 증기발생기를 통한 노심열제거를 한다. PRHRS

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Compensation tank가 사용되며 질소가스로 가압된다. 정상운전 중에

급수에 질소가스가 녹아있을 수 있으므로 PRHRS 운전시에 증기발생기에서의 증발에 의하여 질

소가스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응축관내에서 비응축성기체로 작용할 수 있다.

실험장비는 그림 3.2.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증기유량조절계통, 증기/질소혼합계통,

시험부, 그리고 DAS로 구성되어 있다. 가솔린 보일러를 통해 나온 증기는 습분분리기를 통과하여

증기/질소혼합계통으로 유입된다. 이 사이 증기유량에 따른 압력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Surge

tank가 설치되어 있다. 증기/질소혼합계통은 질소유량조절기, 가열기, 챔버 및 밸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부는 안쪽의 응축관과 바깥쪽의 냉각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2.1.1에 주요 형상

치들을 제시하였다. 응축관은 304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며, 길이는 3m, 유효길이는 2.8m, 내경은

13mm이다. 그림 3.2.1.3에는 시험부의 단면을 제시하였다. 시험부의 외벽에는 축방향으로 위치를

달리하여 13군데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냉각재킷은 아크릴벽체로 구성되었으며 응축관 외벽과

아크릴벽체사이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였다. 냉각재킷의 내경은 40mm이며, 축방향 위치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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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1군데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유량 및 압력, 온도 자료를 토대로 열전달량 및 열전달계수를 계산하였으

며, 주입증기유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달계수는 커지고 비응축성기체분율이 커질수록 열전달계수는

작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계면응력을 고려한 degradation factor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condenser tube ID (m) 0.013

condenser tube length (m) 3

condenser tube effective length (m) 2.8

total condenser tube length (m) 3.0

condenser tube thickness(m) 0.0025

steam supply line ID (m) 0.015

cooling water ID (m) 0.04

표 3.2.1.1 Test Section 주요 설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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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SMART PRHRS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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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실험장비 개략도

그림 3.2.1.3 냉각재킷 및 응축관 단면도



- 102 -

(4) MARS 코드 모델링 및 분석결과

MARS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의 시험부를 모델링하고 분석하였다. 응축관내부 증기, 응축관 벽

면, 냉각재킷으로 이루어지는 열전달과정에서 응축관내부의 열저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

에 MARS 코드의 응축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응축관 내부 이외의 다른 부위의 모사가 정확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냉각재킷은 모델링하지 않고 측정한 응축관 외벽온도를 직접

대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영향을 방지하였다.

그림 3.2.1.4에는 본 분석에서 사용한 MARS 코드 입력의 노드화 개략도를 제시하였다. 응축관

은 MARS 코드의 PIPE component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주입하는 혼합기체의 상태는

Time-dependent volume을 통하여 모사하였으며, 실험측정치(inlet bulk temperature, inlet

pressure)를 대입하였다. 여기서 증기를 포화상태로 가정하면, inlet bulk temperature에 해당하

는 포화압력이 증기의 압력분율이 되며, inlet pressure와 증기의 압력분율과의 차이가 비응성기체

의 압력분율이 된다. 한편, 주입유량은 Time-dependent junction을 통하여 조절하였으며, 실험측

정치로 주어진 증기 및 비응축성기체의 유량을 더한 총 유량을 대입하였다.

그림 3.2.1.5와 그림 3.2.1.6은 MARS 코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입유량 및 비응축성기체의

영향은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3.2.1.7과 그림 3.2.1.8의 실험결과치와 MARS

코드 분석결과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출된 문제점 1 : 위치에 따른 열전달계수 그래프 형태가 다름.

도출된 문제점 2 : MARS 코드 계산결과가 실험치보다 크게 예측함.

다음 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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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V-100

TDV-180

TDJ-105

PIPE-140

HS-140

SJ-145

그림 3.2.1.4 응축관실험 MARS 코드 노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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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주입유량에 따른 열전달계수 MARS 코드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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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비응축성기체 분율에 따른 열전달계수 MARS 코드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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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M42 Case 분석결과

(inlet pressure 105.48 kPa, inlet temperature 98.93℃,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15.3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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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M82 Case 분석결과

(inlet pressure 131.17 kPa, inlet temperature 105.1℃,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30.1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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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RS 코드 응축 열전달 모델 개선

○ 도출사항 1 : 응축열전달계수 상관식 관련

실험조건은 층류유동임에도 불구하고 열전달계수 계산에 Shah 상관식(난류유동)이 사용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2.1.9처럼 기존 MARS 코드는 Nusselt 상관식과 Shah 상관식을 사용하

여 구한 열전달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하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Shah 상관식은 관지름이 작을수

록 열전달계수를 크게 계산한다(식 3.2.1.4 참고). 즉, 같은 유동조건이라 하더라도 관지름이 작게

되면 Shah 상관식에 의한 열전달계수가 커져서 현재의 MARS 코드에서 사용하는 논리에 따라

Shah 상관식으로 구한 열전달계수가 사용되게 된다. 한편, 현재 MARS 코드에서는 건도로 아래

식 3.2.1.9와 같은 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입유체의 과열도가 클수록 Shah 상관식은 작

아지게 된다. 이는 또한 난류유동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입유체가 과열증기인 경우 Nusselt 상관

식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3.2.1.9)

결론적으로 현재의 MARS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상관식 선택논리로는 관지름이 작은 경우나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경우 유동조건에 맞지 않는 상관식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관

식 적용논리는 MARS 코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관식들의 본래 적용의도에 따라 유동조건으로

결정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안으로 Nusselt 상관식의 상한치인 Film

Reynolds 1,800을 기준으로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여 상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도출사항 2: 상관식 개선관련

MARS 코드에서 층류유동에 적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Nusselt 상관식은 비현실적인 엄격한

가정에 기초하여 유도된 상관식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Nusselt 상관식의 개선점이 제시되었으

며 활용이 가능하다. 한 예로, Nusselt 상관식에서는 계면 응력을 무시하고 있으나, 전단응력으로

인해 액체막의 두께가 얇아지며, 열전달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Degradation

factor를 사용한 상관식[이권영, 2008]이 제시되어 있다.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Degradation Factor :   exp     (3.2.1.10)

Dimensionless shear stress :  





 ·

  ,   
 ,

  
  for    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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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 코드 수정 및 계산결과

상관식 선정기준과 층류유동에서의 열전달계수 상관식 개선안을 반영하여 MARS 코드를 수정

및 계산하였다. 그림 3.2.1.10 및 그림 3.2.1.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 MARS 코드 계산결

과에 비하여 실험에 더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2.1.12-3.2.1.1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타 대학의 유사 실험(표 3.2.1.2 참고)을 분석한 결과 또한 기존 MARS 코드 계산결과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2.1.2 Test Section 주요 설계치

Goodykoontz 

(1966) 

Siddique 

(1992) 

Kuhn

(1995) 

Park 

(1999) 

Lee 

(2008) 

NASA MIT UCB KAIST POSTECH

Tube length  

 (m) 
2.15 2.54 2.4 2.4 2.8

Tube ID 

(mm) 
15.875 46 47.5 47.5 13 

Tube   

Thickness 

(mm)

1.58 2.4 1.65 1.65 2.5

Secondary  

 jacket ID 

(mm)

50.8 62.7 76.2 100 40

noncondens

able   gas
- air, helium air, helium air nitrogen 

secondary   

cooling

forced 

convection 

forced 

convection 

forced 

convection

forced 

convection 

forced 

convection 

steam flow  

 (g/s)
4.2-14.7 2.4-8.9 8.2-17 2-11 1.8-7.8

inlet air   

mass 

fraction (%) 

- 10-35 0-40 10-70 0-40

Pressure   

(MPa)
0.1 0.1-0.5 0.1-0.5 0.17-0.5 0.1-0.13

HTC 

(W/m2K)
4485-11867 

100-2500

0
500-13000 100-7000 300-27900



- 108 -

Fimt :       

filmt=max(1.0d-05,filmt) 

MAX(hNusselt,4.36d0*kf/D) 

Gas velocity 
< 0.001 m/s

hc = MAX(hShah, hNusselt)

NO

YES

START

END

그림 3.2.1.9 수직관내의 응축열전달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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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M42 Case 계산결과 비교

(inlet pressure 105.48 kPa, inlet temperature 98.93℃,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15.3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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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M82 Case 계산결과 비교

(inlet pressure 131.17 kPa, inlet temperature 105.1℃,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30.1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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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Goodykoontz 계산결과 - Run 1 Case

(inlet pressure 101.3 kPa, inlet temperature 112.2℃, inlet steam flow rate 31.3 kg/hr)

0.0 0.5 1.0 1.5 2.0 2.5 3.0
0

1000

2000

3000

4000

5000

 

 

H
ea

t T
ra

ns
fe

r C
oe

ffi
ci

en
t (

W
/m

2 K)

Location (m)

Siddique Run 20
 Experiment
 Original MARS
 Modified MARS

그림 3.2.1.13 Siddique 계산결과 - Run 20 Case

(inlet pressure 119.0 kPa, inlet temperature 100.3℃,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25.0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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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 Kuhn 계산결과 - Run 2.1-8 Case

(inlet pressure 418.1 kPa, inlet temperature 140.7℃,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58.4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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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Park 계산결과 - E13B Case

(inlet pressure 185.4 kPa, inlet temperature 110.5℃, inlet steam-noncondensable gas

mixture flow rate 27.0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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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PI 다차원 해석 평가

UPI(Upper Plenum Injection)은 원자로 파단사고가 발생 한 경우 원자로 용기의 상

부 플레넘에 안전 냉각수가 직접 주입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에 이해 채택

되어 사용되고 있다. UPI 방식의 안전 주입은 사고시에 안전 주입수를 핵연료 집합체로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로 상부의 공간적인

모델에 따라 노심에 투입되는 양과 파단부로 빠져 나가는 안전 주입수의 양을 적절히 해

석해 내지 못할 가능성과 같은 단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일차원 모델에서는 노심과 상

부 플레넘 사이의 유로가 하나의 정션(junction)으로 모델되어 하향 액체 속도와 상향 증

기 속도가 유동 단면적에 따라 단순하게 평균화되어 버리는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노심 핵연료의 냉각에 이용되어야 할 안전 주입수의 양이 정확히 예측되지 못하고

최대 피복 온도 (Peak Cladding temperature, PCT)에 대한 안전 여유도가 적절히 확보되

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 공간을 적절히 이분하여 하향 유동과 상향 유동

을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때, 상향 유동과 하향 유동이 예측되는 노심

유동의 면적은 실험적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측에 사용되는 실험 결

과로는 CCTF(Counter Current Test Facility) 실험, UPTF(Upper Plenum Test Facility) 실

험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상부 안전 주입에 대한 UPTF 20번 실험을 MARS의 다차원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일차원 해석과 비교하였다. Takeuchi 등(Tacheuchi,

1998)은 WCOBRA/TRAC 코드를 이용하여 CCTF와 UPTF 등 실험을 예측하였고, 각 실

험장치의 노심 직경을 기준으로 UPI 현상의 주요 인자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 비교 인자는 상부 공간에서 하향유동이 형성되는 면적의 비율, 하향 유동으로 인해

노심으로 투입되는 냉각수의 양, 노심 상부 공간에 형성되는 냉각수막의 높이, 고온관으

로 빠져나가는 증기/액체 혼합물의 양 등이다.

자세한 해석 방법과 결과는 KINS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하여 Appendix A에 수록하

였다. MARS 결과는 하향 유동 단면적과 고온관으로 배출되는 냉각수의 양을 크게 예측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심으로 투입되는 냉각수의 양을 작게 예측하고 있다. MARS 계

산은 냉각에 활용되는 안전 주입수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차원 해석에서 다루지 못한 하향 유동 면적의 분포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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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수로 해석 모델 평가

MARS 3D Vessel 모듈의 부수로 해석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NUPEC BFBT 실험을 모

의했다. 이 계산은 전 단계 연구에서 이미 수행된 것인데, 본 단계에서는 MARS의 부수

로 해석결과를 부수로 전문해석 코드인 MATRA의 결과와 비교평가 했다.

계산과정에 관한 설명은 참고문헌(정법동 외, 2007)에 수록되어 있고, MATRA와의 비

교결과는 Hwang et al.(2009)의 논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결론만 간략r하

게 소개한다.

그림 3.2.1.16은 BFBT 핵연료 다발 5종의 출구 부수로에서 정상상태 기포율을

MATRA와 MARS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3.2.1.3에 설명한 바와 같이

MATRA와 MARS의 평균 기포율 오차는 각각 -1.2 %와 0.6 %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5.5%와 5.7 %이다. 따라서 두 코드의 오차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산시간 관점에서는 MATRA가 아주 효율적이다. MARS 코드에는 정상

상태 부수로 기포율을 과도상태 계산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효율성 관점에서는

MATRA에 비해 당연히 뒤떨어진다.

한편, MARS 및 MATRA의 과도상태 계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BWR의 Pump trip

transient와 Turbine trip transient의 노심입구조건을 핵연료 봉다발 입구에 적용한 실험

을 모의하였다. 계산결과는 그림 3.2.1.17에 나와 있다. 이 경우, MARS 계산결과가

MATRA 보다 다소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RS 코드 2상유동 모델의 우위성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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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BFBT 핵연료 다발의 출구 부수로의 기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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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H
1) Radial/Axial

Powe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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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of subchannel void fraction
(P-M) 3), %

MATRA MARS
Mean Std. dev. Mean Std.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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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BFBT 부수로 출구 기포율 해석결과 비교

1) Number of heater rods in the test bundle

2) U: Uniform, NU: Nonuniform

3) P: Predicted void fraction at each subchannel (in %), M: Measured void fraction at
each subchannel (in %)

(a) Pump trip transient (b) Turbine trip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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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7 Comparison of macroscopic void fractions under transi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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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효과 실험 평가

가. 소형냉각재 파단사고후 보론 희석사고 평가

PKL 실험장치[Areva, 2006]는 독일의 Framatome-ANP (현 AREVA-NP) 회사가 운영하는 종

합실험장치(Integral Test Facility)로서 독일 KWU 설계의 1300 MWe 급 상용 가압경수로(참조

원전 : Philippsburg 2)에 대해 설계기준초과사고(beyond design basis accident)를 포함한 다양

한 사고 전개를 모사하도록 제작되었다. PKL 장치의 높이는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높이이며, 체

적, 열출력 및 냉각재 유량 등은 1:145의 축소 비율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비록 체적 및 열량 등

은 축소 설계되었으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중력 효과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KL 실험 장치는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

합적인 열수력 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축척 설계되어 있다.

현재 PKL 실험장치의 운영기관인 독일의 AREVA-NP사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

년 간 OECD-PKL 과제를 통해 계획된 총 5건의 실험인 F1.1, F2.1, F2.2, F3.1 및 F4.1을 완료

하였으며, 실험결과를 현재 CD-ROM 형태로 회원국에 제공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는

OECD-PKL 과제를 통해 수행하였던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 소형냉각재상실사고(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이후 reflux condensation에 의한 붕소희석사고(inherent boron dilu-

tion)를 모의한 PKL III F1.1 실험의 최종 실험 자료[Framatome ANP, 2004d]를 이용하여

MARS-KS 코드 평가계산을 수행하였다.

(1) PKL III F1.1 실험 개요

PKL 실험장치의 전체 배치는 그림 3.2.2.1과 같이 모두 4개의 loop로 구성되어 있다. PKL 실

험장치의 높이와 길이는 실제 발전소와 1:1 축척인 반면 면적 및 체적은 1:145로 축소되어 전체적

으로 그림과 같이 높고 얇은 형태를 하고 있다. PKL 실험장치는 1차 계통인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발생기 2차측 계통 그리고 1차 계통과 2차 계통 간의 연결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

의 축척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높이 차이에 따른 수두 보존 (즉, 1:1 height 축척)

- 열출력, 체적 및 단면적 축척비 1:145 (최대 열출력: 2.5 MWt)

- 단상 유동의 경우 1:1 축척의 마찰 압력 손실

- 4개 루프 및 RCP 모델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2~3 Loop 발전소 모의도 가능)

- 노심의 경우 1:1 축척의 연료봉(전열봉)을 사용하였으며 연료봉의 개수는 314개

- 증기발생기의 경우 1:1 축척의 U-tube 사용 (증기발생기당 30개의 U-tube)

- 원자로 압력용기의 강수부의 경우 상부는 annulus 형태로 모사하였고 하부는 상부 annulus

와 lower plenum을 연결하는 2개의 원통관으로 연결

- 2차 증기 계통의 필수적인 장치 포함 (터빈, 발전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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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PKL III 실험장치 전체 배치도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이하 SB-LOCA)가 발생하면 급격한 냉각재 상실로 인한 계통 압력 감소로

인해 고압안전주입(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이 발생하지만 사고 초기에는 냉각수

주입량보다 냉각재 상실양이 크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reactor coolant system, RCS)의 냉

각재 재고량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증기

발생기 세관 내의 냉각재는 완전히 고갈되어 증기로 차게 된다. 발전소 운전절차에 따르면

SB-LOCA의 경우,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이용하여 1차 계통을 감압하여 축압기(accumulator) 주

입 및 저압안전주입(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LPSI)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많은 안전주입

유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열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냉각

률은 시간당 56 K 이하로 제한된다.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냉각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1차측 세관

에 남아있던 수증기는 응축되어 증기발생기 하부와 연결된 loop seal에 축적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reflux condensation이라 한다. 수증기에는 붕소가 용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축에 의해 loop

seal에 축적된 냉각재는 순수(pure water)이며 결과적으로 loop seal의 붕소 농도는 응축이 진행

될수록 감소한다.

1차 계통의 압력이 충분히 감소함에 따라 냉각재 방출유량이 안전주입유량보다 작게 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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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은 서서히 증가하여 1차 계통의 수위를 회복시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압기를 제외한 전 계통을 다시 물로 채우게 되어 단상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축압기 및 LPSI의 주입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의 붕산수(borated wa-

ter)만이 냉각재 계통으로 주입되므로 만일 자연순환이 개시될 시점에 붕소 함유량이 적은 loop

seal의 냉각재가 일시에 노심으로 유입된다면 붕소희석사고에 의한 원자로 재임계가 발생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가압경수로의 SB-LOC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소희석사고를 모의하고 중요 열수력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PKL III F1.1 실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 경계조

건 설정은 다음과 같다[Framatome ANP, 2004a].

- 루프 1의 저온관 21㎠/145 파단 가정

- 안전주입계통은 2개의 HPSI 펌프를 가지며 공통관을 통해 4개의 저온관으로 주입 (사고

모의 시에는 1개 HPSI 펌프만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

- 증기발생기의 최대 냉각률은 56 K/h로 제한 (냉각시점: 사고 발생 600초 후로 가정)

- 축압기 및 LPSI 주입 실패 가정

위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할 경우, reflux condensation에 의해 대략 1440 ~ 1450 kg의 정

도의 순수가 loop seal에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Framatome

ANP, 2004a].

- 응축된 냉각재 slug의 크기

- 저온관 안전주입관 노즐에서의 붕소 혼합 현상

- 자연순환 개시 시점에서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부분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붕소농도

- 루프 별 비대칭적 거동에 의한 자연순환 개시 시점의 차이

위와 같은 주요 관심 사항 중에서 MARS-KS 코드로 해석이 가능한 항목인 자연순환 개시 시점

및 냉각재 유량, 냉각재의 붕소 농도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PKL III F1.1 실험은 크게 2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고 초기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Conditioning phase이며 두 번째 단계는 실제 SB-LOCA 사고 발생 후 reflux

condensation에 의한 붕소희석사고를 모의하기 위한 Test phase 이다.

(가) Conditioning phase

Conditioning phase에서는 가압기를 제외한 1차 계통 전체를 물로 채우며 가압기 수위는 약 3

m를 유지하도록 한다. RCS의 압력은 약 41.5 bar이며 노심 출구온도는 약 249 ℃를 유지하도록

하여 노심 출구에서의 과냉각은 약 4 K가 되도록 한다. 노심 붕괴열 모의를 위한 전열봉의 총 열

량은 원자로 정지 이후 경과 시간과 축척비를 고려하여 약 485 kW로 설정하며 Conditioning

phase 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은 약 28.3 bar에서 포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초기 붕소 농도는 1차 계통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1500 ppm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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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Conditioning phase는 1, 2차측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증기발생기 2차측 가압 단계

(Phase 1), reflux condenser 발생 조건을 위한 냉각재 감소 단계 (Phase 2), 마지막으로 reflux

condensation에 의한 응축수를 원하는 양까지 축적하는 단계 (Phase 3)로 구분된다.

Phase 1에서는 28.3 bar의 증기발생기 압력을 1차 계통 압력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이를 위하

여 주증기 배관을 격리하여 증기발생기를 가열한다. Phase 1은 노심 출구의 과냉각도가 0 K에 이

를 때까지 계속된다. Phase 2에서는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시켜 원자로용기 수위를 저온과 및 고

온관 수준까지 낮춘다. 냉각재 재고량 감소를 위해 루프 1 저온관의 파단밸브(break valve)를 개

방한다. 냉각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원자로 냉각재 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증기발생기 세

관의 수위는 0으로 감소하며 냉각재의 자연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냉각재 감소에 의한 가

압기 수위의 감소는 압력 감소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 증기발생기 압력은 RCS 압력을

약 40 bar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절된다. Phase 2는 RCS의 수위가 증기발생기 tube-sheet 이하

로 감소할 때까지 계속되며 최종적으로 RCS의 냉각재 재고량은 1230 kg 정도이다. Phase 3에서

는 reflux condensation에 의한 응축수를 축적하는 단계이다. 파단 밸브를 폐쇄하고 loop seal의

붕소 농도가 50 ppm 이하가 될 때까지 응축수를 축적한다. Test phase 시작 시점(start of test,

SOT)에는 최종적으로 각 루프당 loop seal에 축적되는 응축수는 약 360 kg 정도이며 총 1440

kg의 응축수가 축적된다. Test phase를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HPSI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안전주입폄프(SIT)를 작동시켜 유량이 0.15 kg/s에 이르도록 한다. 이는 SOT 시점보다 약 140 초

먼저 시작한다. 안전주입유량을 먼저 주입함으로써 SOT 시점에서의 1차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은

1230 kg에서 1280 kg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심 붕괴열 거동 모의를 위해 SOT 60 초

이전에 전열봉의 열출력을 485 kW로부터 붕괴열 거동에 맞추어 감소시키기 시작하며 SOT 50 초

이전에 56 K/h의 냉각율로 증기발생기 냉각을 시작한다. SOT 시점(t = 0 s)에는 루프 1 저온관

에 연결된 파단 밸브를 개방하여 Test phase 실험을 시작한다.

(나) Test phase

SOT 시점의 1차 냉각재 계통은 증기발생기 세관과 원자로압력용기 상부 플레넘 등이 증기로

가득차 있는 상태가 되며 노심 출구 온도는 249 ℃, 가압기 압력은 약 40 bar를 유지하는 상태가

된다. Loop seal의 붕소 농도는 0 ~ 50 ppm 이하로 감소된 상태이며 노심 상부의 붕소 농도는

4000 ppm 이상을 유지한다.

Test phase는 루프 1의 저온관에 연결된 21㎠/145 크기의 파단 밸브를 개방함으로써 시작된다.

SOT 시점의 2500 ppm의 붕소를 포함한 HPSI 유량은 루프 당 약 0.15 kg/s에 이르며 펌프 특

성에 따라 매우 천천히 증가하게 되어 400 초 이후에는 루프 당 0.16 kg/s 정도가 된다. Test

phase 기간 동안의 총 실험 시간은 11910 초이다. 표 3.2.2.1에 Test phase 시작 시점에서의

PKL 실험 장치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며 표 3.2.2.2는 Test phase 4500 초에서의 주요 변수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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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 재고량 1280 kg (가압기 냉각재 30 kg 포함)

붕소 농도
Loop seal 및 원자로압력용기 강수관 부분 : 50 ppm 이하

노심 상부 영역 : 4000 ppm 이상

전열봉 열출력 482 kW (1.48 % 붕괴열) + 86 kW (열손실 보상)

압력 39 bar (1차 계통), 37.3 bar (2차 계통)

노심 출구 온도 및 과냉각도 249 ℃ / 0 K

가압기 유체 온도 249 ℃

증기발생기 급수 온도 110 ~ 120 ℃

증기발생기 증기돔 온도 246 ℃

가압기 수위 0.9 m

증기발생기 2차측 수위 12.2 m

Flow pattern No circulation in all 4 loop

파단 부위 유량 0.6 kg/s

표 3.2.2.1 SOT 시점에서의 1/2차 계통의 주요 변수

냉각재 재고량 1820 kg (가압기 냉각재 20 kg 포함)

전열봉 열출력 395 kW (1.14 %붕괴열) + α (열손실 보상)

압력 39 bar (1차 계통), 37.3 bar (2차 계통)

노심 출구 온도 및 과냉각도 184 ℃ / 0 K

가압기 유체 온도 184 ℃ (water), 220 ~ 240 ℃ (steam)

증기발생기 급수 온도 115 ~ 120 ℃

주증기 배관 온도 190 ℃ (냉각에 의한 과열 증기)

가압기 수위 0.5 m

증기발생기 2차측 수위 12.2 m

Flow pattern Intermittent circulation in all 4 loop

파단 부위 유량 0.4 kg/s (약 60 ℃)

표 3.2.2.2 Test phase 4500초에서의 1/2차 계통의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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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S-KS를 이용한 실험 해석

(가) 3.1 MARS-KS 코드 해석 모델

PKL III 실험장치에 대한 MARS-KS 해석용 nodalization은 그림 3.2.2.2와 같다. 기본 입력으

로서 기존 PKL III E2.2 해석에서 사용된 MARS 코드 입력을 사용하였는데 기존 MARS 코드와

MARS-KS 코드의 입력 체계는 거의 유사하다. 전체 계통의 nodalization 및 자료는

Framatome-ANP에서 제공한 RELAP5용 nodalization과 유시하다. 이는 PKL III E2.2 해석에서

사용된 MARS용 nodalization과 관련 입력을 RELAP용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4개의 각 loop는 모두 따로 모사하였는데 강수부의 상부는 Multi-D 콤포넌트로

모사하였고 나머지 계통은 1-D 콤포넌트로 모사하였다. 강수부 상부 영역은 4개의 저온관이 만나

는 영역을 포함하므로 다차원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강수부 상부 영역은 환형 형태의

multi-D 콤포넌트로 모사하였고 반경방향으로 1개, 횡 방향으로 6개, 축 방향으로 11개로 나누어

총 66개 볼륨으로 구성하였다. 노심은 축방향으로 8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중에서 유효 노심 영

역은 상하부 체적을 제외한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열봉도 이에 맞게 축방향으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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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PKL III F1.1 실험 모의를 위한 MARS-KS nodalization

(나) 계측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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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L III 실험 장치에는 약 2000 여개의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실험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양한 계측기가 설치되었으므로 계측기 구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PKL

측에서는 계측 장비에 대한 리스트[Framatome ANP, 2004c]와 함께 개략적인 계측기 위치 정보

[Framatome ANP, 2004b]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2.3 ~ 3.2.2.5는 본 검증 해석에서 비교할

계측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3(a)는 붕소 농도 측정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COMBO(Continuous

Measure- ment of Boron Concentration) 계측기는 붕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

비이며 기타 삼각형으로 표시된 계측기는 샘플링으로 붕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COMBO는

루프 4의 loop seal, 저온관의 2개소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RCP 방출구) 및 루프 2의 저온관

1개소(원자로압력용기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1(b)는 1차 계통 냉각재 유량 계측장치를

이용하며 주로 loop seal에서의 유량을 측정한다. 원자로압력용기 강수관과 상부 헤드를 연결하는

우회 유량 계측기는 차압계로서 유량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밀도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다. 그림 3.2.2.4(a)는 가압기 및 RCS 1차 계통의 수위 계측기이며 그림 3.2.2.4(b)는 원자로압력

용기(RPV)에 설치된 수위 계측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2.5(a)는 1/2차 계통의 압력 계측기

이며 그림 3.2.2.5(b)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 계측기를 나타내고 있다.

MARS-KS 코드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변수(control variables) 또는 volume 및 junction 물성

치값을 출력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계측장치와 적절히 1:1 대응을 시켜야 하며 본 계산에서 중요

하게 고려된 변수와 계측 장치와의 대응표를 표 3.2.2.3에 나타내었다. 추후 결과 그림에서 보여지

는 범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표를 참고하면 된다.



- 122 -

계측기 I.D

(MST-#)

MARS-KS 변수

(변수명 / 번호)
설 명

1554 brnppm 628-02 boron concentration of loop seal in loop 4

1555 brnppm 438-06 boron concentration of cold leg (RPV) in loop 2

1556 brnppm 638-01 boron concentration of cold leg (RCP) in loop 4

1557 brnppm 638-06 boron concentration of cold leg (RPV) in loop 4

9 mflowj 328-02 flow rate of loop seal in loop 1

10 mflowj 428-02 flow rate of loop seal in loop 2

11 mflowj 528-02 flow rate of loop seal in loop 3

12 mflowj 628-02 flow rate of loop seal in loop 4

126 cntrlvar 5001 pressurizer water level

42 cntrlvar 3 core water level

1604 cntrlvar 4 RPV upper plenum / head water level

50 cntrlvar 5 RPV downcomer water level

281 p 354-01 S/G 1 steam dome pressure

283 p 454-01 S/G 2 steam dome pressure

285 p 554-01 S/G 3 steam dome pressure

286 p 654-01 S/G 4 steam dome pressure

271 p 810-16 pressurizer pressure

699,700,701 tempf(g) 210-04 temperature of upper head 4

698 tempf(g) 210-02 temperature of upper head 2

694 tempf(g) 210-01 temperature of upper head 1

670,6171 tempf(g) 102-01 core exit temperature

표 3.2.2.3 MARS-KS 코드 변수와 실험 계측기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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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붕소 농도 계측기 (b) 1차 계통 냉각재 유량 계측기

그림 3.2.2.3 PKL 붕소 농도 및 냉각재 유량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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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압기 및 RCS 수위 계측기 (b) RPV 수위 계측기

그림 3.2.2.4 PKL 수위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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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 계측기 (b) RPV 온도 계측기

그림 3.2.2.5 PKL 압력 및 온도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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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 조건 모의 (Conditioning phase)

PKL III E2.2 해석에서 사용된 입력을 바탕으로 F1.1에 맞는 경계 조건 및 초기조건을 재설정

하여 기본 계산을 수행하였다. PKL III F1.1 실험 모의는 초기상태 조성을 위한 conditioning 단

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험과는 달리 코드 계산에서는 각 영역의 초기 온도 및 압력을 사용

자가 지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 계산에서는 초기상태를 만들기 위한 conditioning phase를

모의함에 있어서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모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입력인 PKL III

E2.2 입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증기발생기 압력을 28.3 → 38.0 bar로 증가 (가압기 압력은 유지)

- 전열봉 총 열출력을 485 kW로 수정

- 초기 냉각재 붕소 농도를 1500 ppm으로 수정 (Godunov boron transport 사용)

- break valve junction에 RELAP original choking option 적용. 이때 과냉각, 이상유동 및

과열증기에서의 방출 계수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 0.6, 1.99, 1.99 적용

- 500 초 정상상태 운전 후 break junction을 통한 냉각재 방출 시작

- 1차 계통 냉각재 재고량이 1230 kg 수준에 이르면 냉각재 방출 중지

- 가압기 수위의 경우, collapsed level이 0.9 m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압기 우회 가열기를 작

동시켜 수위를 감소시킴.

- 증기발생기 수위 12.2 m를 유지하도록 증기 유량에 따라 급수 유량 조절

- 열손실 모델은 기존 입력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며 열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전열기 자료는

F1.1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위와 같이 입력을 수정하면 초기 냉각재 온도 분포에 있어서 실제 실험과 차이를 보이므로 상

당히 많은 시간 동안 코드 계산을 수행하여 원하는 온도 분포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

만 Test phase의 초기 조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포화 이상 유체 상태이므로 단상 유체의 경우

보다 초기 냉각재 온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된 입력을 이용하

여 500 초 동안 정상상태를 유지하다가 냉각재 자연순환 유량이 루프 당 1 kg/s 수준에 이르면

냉각재를 방출하여 전체 수위를 낮추도록 하였으며 냉각재 방출은 1차 계통의 전체 냉각재 재고

량이 1230 kg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계속된다. 방출 밸브에 적용된 방출 계수는 별도의 계산을

통해 정한 것으로 Test phase에서의 냉각재 방출 유량 실험값에 근사하도록 조정된 값을 사용하

였다. 냉각재 재고량이 1230 kg에 도달하면 냉각재 방출은 중지되고 이후 각 loop seal에 축적되

는 총 응축수량이 1440 kg에 근접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한다[Framatome ANP, 2004a]. 표

3.2.2.4에 Conditioning phase 종료 시점에서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었는데 표에서 보듯이 계산값

이 목표값에 상당히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축수를 축적시키는 과정 동안 증기발생

기 세관에서 응축된 냉각재는 하부에 축적되면서 수두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안정적인 수위를 보이

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응축수 축적 시간 동안에는 수위 요동에 의해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유량이

간헐적으로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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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ired Calculated Difference

1. Primary Side

Pressurizer Pressure (bar)

Primary Coolant Inventory (kg)

Core Power (kW)

Core Outlet Temperature (℃)

Core Subcooling (K)

Boron Concentration (ppm)

- core top

- loop seal

Loop Flow (kg/s) (PRV inlet)

Pressurizer Level (m)

2. S/G Secondary Side

S/G pressure (bar)

S/G Steam Temperature (℃)

SG Collapsed Level (m)

40.0

1230

485

-

0

> 4000

< 50

~0

0.9

38

247

12.2

39.4 (top)

1230

485

250

0

~ 8000

< 1

~ ±0.006

0.89

38

247

~12.48

-1.5 %

0 %

fixed power

-

0 %

-

-

-

-1.1 %

0 %

0 %

2.3 %

표 3.2.2.4 Conditioning phase 계산 결과

(라) Test Phase 모의 순서

Conditioning phase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Test phase 실험을 모의하였다. 앞서 실험 순

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실험에서의 Conditioning phase는 일정한 안전주입유량을 확보하

기 위한 SIT 기동(t = -140 s)과 전열봉의 열출력 감소(t = -60 s) 그리고 증기발생기 냉각(t =

-50 s)을 하여 SOT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코드 해석에서도 이러한 기기 작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루프 1 저온관 파단 밸브를 계산 시작 후 90 초 지연하여 개방하였다. 즉, 파단

밸브가 개방된 시점에는 HPSI 주입, 열출력 감소 및 증기발생기 냉각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태

이다. 안전주입수가 유입됨에 따라 Test phase의 시작 시점인 SOT 시점의 1차 계통의 냉각재 재

고량은 1230 kg에서 1276 kg으로 증가하게 된다. SOT 시점에서의 주요 변수 실험값과 계산값을

표 3.3-2에서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SOT에서의 계산값은 실험값은 가압기 수위를 제외하고

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압기 수위의 경우, 이미 Conditioning phase에서 0.9 m

에 맞춰진 상태이므로 증기발생기 냉각 시작과 함께 약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향후

Test phase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밖의 기타 경계조건은 실험값을 table 형태로 변

환하여 사용하였으나 실험 전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가압기(PZR) 가열기, 원자로압력용기

(RPV) 가열기 등은 상수값을 사용하였으며 표 3.3-3에 Test phase 모의를 위한 주요 경계 조건들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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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경계 조건 설정치 SOT 기준 시간

HPSI 주입 90 초 동안 0.5 → 0.15 kg/s까지 선형적 변화 후 일정 t = -90 s

전열봉 열출력 붕괴열 모의를 위한 열출력 감소 (실험자료) t = -60 s

증기발생기 냉각
56 K/h 냉각률 유지를 위해 경계 체적 압력 변화

(실험자료)
t = -50 s

파단밸브 개방

방출 계수 (Cd)

- 과냉각 유체 : 0.6

- 이상 유체 및 과열 증기 : 1.99

t = 0 s

RPV & PZR

heater

RPV trace heater : 1.15 kW (constant)

PZR trace heater : 3 kW (constant)

PZR bypass heater : 3.15 kW (constant)

RCP 냉각 Constant H.T.C 조건 (경계 온도 : 20 ℃)

S/G 급수 가열기 실험 자료

터빈 밸브 차단 t = -90 s

MSRV 밸브 개방 t = -90 s

S/G 급수 가열기 실험 자료 t = -90 s

증기발생기

급수유량
증기발생기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증기유량에 따라 변함

표 3.2.2.5 Test phase 모의를 위한 주요 경계 조건

Parameter Desired Calculated Difference

1. Primary Side

Pressurizer Pressure (bar)

Primary Coolant Inventory (kg)

Core Power (kW)

Core Outlet Temperature (℃)

Core Subcooling (K)

Boron Concentration (ppm)

- Core top

- loop seal

Loop Flow (kg/s) (PRV inlet)

Pressurizer Level (m)

2. S/G Secondary Side

S/G pressure (bar)

S/G Steam Temperature (℃)

SG Collapsed Level (m)

39

1280

482

249

0

> 4000

< 50

~0

0.9

37.3

246

12.2

38.7 (top)

1276

481.9

248.4

0

~ 4300

< 1

< 0.008

0.73

36.9

247

~12.6

-0.8 %

-0.3 %

-0.02 %

-0.2 %

0 %

-

-

-

-18.9 %

-1.1 %

0.4 %

3.3 %

표 3.2.2.6 Start of Test (SOT) 시점의 주요 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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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st Phase 해석 결과

(가) 파단 유량 및 냉각재 재고량 비교

파단 밸브와 연결된 저장 탱크의 압력은 Test phase 전 기간 동안 1 bar 수준을 계속 유지하므

로 RCS와의 압력 차이로 인해 파단 부위에서는 임계 유동이 형성된다. 파단 부위의 방출 계수는

Conditioning phase와 마찬가지로 과냉각, 이상유체 및 과열 증기에 대해서 각각 0.6, 1.99 및

1.99 값을 사용하였다.

HPSI 유량은 Test phase 전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으며 또한 경계 조건으로 사용된 입력값

이므로 별도로 비교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자료에는 파단 부위에서의 유량값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Framatome ANP(2004a)에

는 파단 유량값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실험 그래프와 계산 결과를

겹쳐서 그림 3.2.2.6과 같이 결과를 표시하였다. 여기서 검은색 선은 파단 유량 실험값을, HPSI 유

량 실험값은 파란색으로 나타나며 계산 결과는 밝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

험에서의 파단 유량은 전 기간 동안 상당한 진동을 보이는데 반해 계산값은 4000 초에서 6000 초

사이에서만 진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심 수위 회복시의 수위 변동에 따른 압력 변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에서는 이 시간의 노심 수위가 상당한 진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파단 유량의 경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파단

유량이 감소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압력이 증가하여 파단 유량이 증가하

는 6000 초 이후에는 실험값보다 계산값이 약간 큰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계산된 계통 압력이 실

험값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3.2.2.7은 Tes phase에서의 1차 계통 전체의 냉각재 재고량을 나타낸다. 파단 유량과 마찬

가지로 실험 자료의 미비로 인해 실험 보고서의 그림에 계산 결과를 겹쳐서 나타냈다. 초기 파단

유량은 HPSI 유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냉각재 재고량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계통이 냉각됨에 따라 계통 압력 또한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파단 부위에서의 임계 유량도 서서

히 감소하여 냉각재 재고량은 서서히 회복되며 이후 파단 유량이 최저 수준인 6000 초까지 냉각

재 재고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후 계통 압력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증가하여 파단 유량이

HPSI 유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면 냉각재 재고량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며 냉각재 재고량은

최종적으로 3080 kg 수준이 된다. 코드 계산 결과도 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6000 초와 8000 초 사이에는 비교적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파단 유

량이 실험값에 비해 크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냉각재 재고량의 증가가 빨라진 탓이며 10000 초 이

후에는 계통 압력 증가로 인한 파단 유량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냉각재 재고량이 실험에 비해 작

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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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KS

그림 3.2.2.6 Test phase의 HPSI 및 파단 유량 비교

MARS-KS

그림 3.2.2.7 Test phase의 1차 계통 냉각재 재고량 비교

(나) 계통 수위 및 압력 비교

붕소 농도 및 자연순환 유량 비교에 앞서, 전체적인 계통 거동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

적인 주요 변수 결과인 계통 압력과 가압기 수위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코드 계산에서는 수위를

체적의 기포율과 체적 높이만을 이용하였고 밀도 보상은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수두 변화를 예측

할 수 없다. 반면, 실제 실험에서의 수위 계측은 일반적으로 차압계를 이용하여 수두를 측정하므

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포율을 이용한 단

순한 수위 계산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경향 파악에 주력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2.2.8은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상부 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

기발생기 압력 변화 추이는 실험값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증기발생기 냉각운전 모의를 위해서 주

증기관 압력을 경계값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다. 가압기 압력 추이 또한 감

압되는 5000 초까지는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냉각재 재고량이 회복됨에 따라 수위가 상승

하는 시점 이후에는 실험값과 차이를 보였다. 실험에서는 수위와 압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코드 계산에서는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체적 내에 과열 증기와 과냉각 유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 상간의 온도와 포화 온도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계면열전달(interfacial heat transfer)이 활발히 발생하여 수위 상승이 빠르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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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상 유체의 상분리가 2개 체적의 경계면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상부 증기 영역의 과열

정도에 따라서 수위 변화폭이 달라진다. 과열도가 클 경우에는 과열 증기와 포화 상태의 액체가

존재하므로 열전달량이 과냉각 액체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위 증가 속도도 감소

한다. 상부의 과열증기의 압력이 증가하여 증기의 온도가 포화점 근처로 떨어지거나 과열 증기의

온도가 감소한 이후에는 상변화에 따른 열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 결과적

으로 증기의 과열도가 큰 경우에는 수위 변화가 계단 형태를 보인다. 가압기 수위가 상승하는 시

점에서는 RCS 루프는 모두 물로 채워지고 가압기와 원자로압력용기 상부가 모두 증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는 2개의 가압기가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결과적으로 계통

압력과 가압기 수위는 그림 3.2.2.9와 같이 가압기와 원자로압력용기 상부 증기 상태 및 노드 구성

에 따라 진동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실험 결과를 보면, 가압기 수위 증가 속도는 8000 초 ~

9000 초에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파단 유량의 증가하여 냉각재 재고량 회복 속도가

감소하고 또한 수위가 상승하면서 가압기 상부 증기를 가압하여 포화 온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승세의 둔화는 원자로압력용기 수위가 만수위에 이른 후 해소된다. 하지

만 코드 계산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세의 둔화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원자로압력용기가 상당히 빠

른 시간에 만수위에 도달한 결과로 보인다. 원자로압력용기 수위 또한 가압기 수위 및 상부공동

(upper head) 영역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실험에 비해 수위 상승 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2.10). 실제 실험에서는 강수관 우회 유로를 통한 RPV 상부로의 유입

유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드 계산에서는 우회유량이 형성된 것도 빠른 수위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계면열전달에 의한 열 및 질량 전달 속도는 전반적으로 실험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

며 이에 따라 수위 상승 속도도 증가하였고, 수위 증가 속도는 가압기 및 RPV 상부의 증기 온도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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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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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가압기 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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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RPV 상부 수위 비교

(다) 붕소 농도 및 냉각재 유량 비교

본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중 하나인 붕소 농도의 변화를 그림 3.2.2.11에 나타내었다.

코드 계산에서는 Loop seal의 붕소 농도는 초기에 거의 0에 근접한 값을 보이며 안전주입유량이

주입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드 계산에서의 Loop seal

붕소 농도는 약 1600 초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저온관으로 주입된 안

전주입수의 유량 유입에 의한 것이다. 저온관으로 주입된 안전주입수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RPV

강수관으로 유입되지만 이 시간 대에는 유량 진동에 의해 소량의 안전주입수가 loop seal 쪽으로

역류하게 되어 붕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동에 의한 맥류 현상으로 인해 붕소 농도

는 약 3500 초 경에 최대 600 ppm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다가 이후 응축수 축적에 따른 loop

seal의 수위 증가로 인해 증기발생기 출구 쪽의 순수가 유입되면서 붕소 농도는 다시 감소한다.

이후 자연순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붕소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loop seal의

냉각재가 지속적으로 순방향(RCP → RPV)으로 형성되다가 3600 초 경에 유량 진동이 발생하여

냉각재가 일부 역류하게 되지만 그 양은 그리 크지 않으며 이후 6000 초 경부터는 자연순환 유량

을 거의 회복하므로 붕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코드 계산과 마찬가지로 4000 초 경

에는 loop seal에 축적된 순수가 유입됨에 따라 붕소 농도는 순간적으로 감소하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곧바로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림 3.2.2.12는 루프 2와 루프 4의 저온관 주입부에서의 붕소 농도 변화에 대한 실험값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 결과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부분의 최소 붕소 농도가 700 ppm

으로 나타났고 코드 계산에서는 약 600 ppm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루프 2에서의 붕소 농도

의 감소는 루프 4에 비해 빠르게 일어나며 이후 곧바로 크게 증가하지만 루프 4에서는 감소 추세

가 약간 지연되어서 발생하며 증가 크기도 루프 2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드

계산 결과에서는 이러한 루프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루프 별 냉각재 유량이 대칭적으

로 거동하기 때문이다. 루프 2의 고온관은 가압기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냉각 운전

기간 동안 가압기 및 surge line의 기포가 고온관으로 유입되어 기포율이 다른 루프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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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포율의 증가는 증기발생기 세관 내의 계면마찰(interfacial drag)에 의한 액적 이동을 증

가시켜 자연순환에 도달하는 시점을 앞당긴다[Framatome ANP, 2004a]. 그림 3.2.2.13에서의 루

프 별 냉각재 유량 실험값을 보면 기포율 차이에 따른 계면마찰력의 차이로 인해 루프 2의 냉각

재 유량이 루프 4에 비해 일찍 자연순환 유량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드 계산에서

는 비록 기포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눈에 띄는 냉각재 유량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MARS-KS 코드는 루프 별 비대칭적 현상을 제외한 전반적인 붕소 농도 변화 및 자

연순환 냉각 유량 등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루프별 비대칭적 거동은 열손실 등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정확한 열손실량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trace

heater 등을 이용하여 열손실을 보상하였다. 하지만 trace heater의 작동원리에 대한 자료가 없으

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거동에 대한 코드 결과는 실험을 비교적 잘

모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값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드 계산 결과로는 노심 입구의 최

저 붕소 농도가 약 1600 ppm 이상을 유지하므로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는데 충분할 것으

로 보인다(그림 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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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루프 4 loop seal과 노심 입구에서의 붕소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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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루프 2와 4 저온관 RPV

입구에서의 붕소 농도 비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0

1

2

3

 mflowj (428020000)
 mflowj (628020000)

 

MARS-KS

M
as

s 
flo

w 
ra

te
 (k

g/
s)

Time (s)

0

1

2

3

 

Loop 2

Loop 4

 

Experiment

M
as

s 
flo

w 
ra

te
 (k

g/
s)  MST00010

 MST0012

그림 3.2.2.13 루프 2와 4에서의 loop seal

냉각재 유량 비교

(4) PKL III F1.1 실험 해석 결론

MARS-KS(version 001) 코드를 이용하여 PKL III F1.1 실험을 모의하였다. 본 모의는 reflux

condensation에 의한 응축수를 축적시켜서 실험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Conditioning phase와

SB-LOCA시 최소 안전주입유량 발생을 가정한 Test phase의 2단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Conditioning phase 모의 결과를 보면 Test phase 모의를 위한 주요 운전변수의 초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Test phase 모의 결과에서도 PKL III F1.1 실험의 주요 관심 변수인 붕소 농

도 변화, 자연순환 유량 등은 실험 결과에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부분에서의

최소 붕소 농도는 최소 600 ppm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방출 계수 선정에 따라 파

단 부위에서의 방출 유량 및 냉각재 재고량 변화도 실험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하지만 가압기 압력과 가압기 및 원자로압력용기 수위 변화에서는 실험과는 달리 진동하는 경향

을 보였다. 붕소 농도 및 냉각재 유량 변화에 있어서도 Multid component를 사용하여 강수관을

모델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프별 비대칭적인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Nodalization을 변경하여

해석하거나 경계 조건을 수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도 편차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원자로압력용기 수위의 경우에는 전열기 열량 등을 수정하거나 vertical

stratification option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추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루프 별 비대칭적인 유동 양상은 가압기 기포의 유입에 의한 것이므로 MARS-KS 코드의 수

직 및 수평관에서의 계면 마찰에 의한 액적 이동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원자로압력용기 수위의 증가 속도가 실험값에 비해 크게 나타는 현상에 대한 확인을 위해 먼

저, 간단한 개념 문제를 통한 vertical stratification mode (열전달 및 junction flow model)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실험값에서 나타난 증기 영역의 온도과 비슷한 온도 조건을 갖도록

전열기 입력 모델을 수정하여 실험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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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은 시행착오를 수반하므로 상당한 계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MARS-KS 코드의 추가적인 검증 작업으로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Test phase 해석의 경우에는 물성치 계산 실패가 빈번하였는데 주로 RCS 저온관/고온

관 수준까지 수위가 회복된 후, multid component로 이루어진 강수관 상부 영역이 다시 물로 채

워질 경우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계산 시간 간격을 상당히 작게 계산해야 하며 본

계산의 경우, 2×10e-3 초를 사용하였다. 작은 계산 시간 간격을 사용함에 따라 Test phase 14000

초까지 계산하는데 약 1.5 일이 소요되었다(Intel Pentium Dual Core, 2.4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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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미정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평가

(1) LSTF 실험 장치 및 실험 개요

(가) LSTF 실험장치 소개

LSTF (Large Scale Test Facility) 실험장치[ROSA-V, 2003]는 일본의 종합실험장치(Integral

Test Facility)로서 3423 MWt 용량을 가진 Westinghouse 4-루프 형태의 쓰루가 (Turuga) 2호기

를 참조 원전으로 한다. LSTF 장치는 발전소의 정상 운전압력인 155 기압의 고압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험장치의 높이는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높이이다. 냉각재 계통의 체적은 1:48의

축소 비율이지만 최대 열출력은 참조 원전 1/48 축소비율의 14 % 수준인 10 MWt이다.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를 참조 원전과 맞추기 위해 냉각재 유량도 열출력 축소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총 노심유입유량은 약 48 kg/s 정도이다. 비록 체적, 열출력 및 냉각재 유량 등은 축소

설계되었으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중력 효과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STF 실험 장치는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합적인

열수력 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축척 설계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ROSA-V (Rig of Safety Assessme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실험 중에

서 원자로정지불능사고(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와 고압안전주입계통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실패를 동반한 1% 파단면적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small break loss-of- coolant accident)를 모의한 실험인 Test 3-1 (SB-CL-38) [JAEA, 2007] 실

험자료를 이용하여 MARS-KS 코드를 평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원자로가 정

지되지 않은 고출력 상태에서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자연순환 능력을 평가하고, 사

고초기에 supercritical flow에 의한 고온관 수위 감소 현상과 증기발생기 U-tube에서의 대향류

제한(Counter- Current Flow Limit, CCFL)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REALP5나 MARS와

같은 계통해석코드 평가를 위한 국부적인 세부 실험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실험 목적중의 하나이

다.

그림 3.2.2.14는 참조원전과 LSTF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STF는 2개의

loop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파단밸브가 장착되고 1900 여개의 계측기가 설치되었다. 참조원

전과 비교할 때 높이는 1:1 비율을 갖는다. 계통 전체의 체적비는 1/48이고 최대 노심 열출력은

10 MWt이며 1008개의 전열봉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U-tubes는 모두 141개로 구성되는데 세

관 길이에 따라서 short, medium-long 그리고 long tube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참조원전의

루프수가 4개인데 반해 LSTF는 2개 밖에 없으므로 각 루프의 저온관 및 고온관 체적은 1/24 축

소비율을 갖는다. 표 3.2.2.7은 LSTF 장치와 참조 원전의 주요 축척 비율을 나타낸다. 참고로 고온

관 및 저온관의 길이 대 직경 비율인  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서의 수평관 유동양상을 보

존하기 참조원전의 비율인 8.1에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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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 참조원전(쓰루가 2호기)과 LSTF 비교 그림

표 3.2.2.7 LSTF와 참조원전의 주요 변수 축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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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STF Test 3-1 (SB-CL-38) 실험 개요

Test 3-1 실험은 전출력 운전 중에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발생과 함께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는 상황을 초기 조건으로 한다. 즉 SB-LOCA와 ATWS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와 함께 고압안전주입계통도 실패한다고 가정하므로 본 사고모의 시 주입되는 안전계통은 피동

안전계통인 축압기(accumulator) 뿐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 (Reactor Coolant Pump, RCP)는 사

고 발생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사고초기부터 냉각재 유량은 서서히 감소하게 된

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는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높은 출력수준에서 자연순환이 발

생하게 되며 파단에 따른 냉각재 방출에 의해 1차 계통 압력은 감소하고 노심 및 고온관 수위는

낮아진다. 2차 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터빈 트립이 발생하고 연

속적인 증기덤프가 300초 동안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높은 출력과 증기덤프에 의한 냉각효

과로 인해 1차 계통 은 혼합유체에 의한 자연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노심에서 발생된 증기

는 빠른 속도로 고온관을 통과한다. 빠른 증기속도로 인해 고온관에서는 supercritical flow

(   > 1)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고온관 수위는 감소하게 된다. Supercritical flow는

증기덤프가 종료되어 자연순환 구동력이 감소하는 시점인 300초 근방에 사라지며 고온관 수위는

다시 상승한다. 노심 수위는 사고 발생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원자로용기 상부의 냉각재의 유

입으로 인해 500 ~ 1200 초 동안 2 m 근방에서 평형을 이룬다. 하지만 지속적인 냉각재 방출에

의해 이후 다시 감소하여 2200 초 경에 최소 수위인 0.2 m에 도달하며 이후 축압기 주입에 따라

다시 수위가 회복된다.

본 실험에서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가압기와 연결되지 않은 루프의 저온관 파단 사고 (1 % 파단면적 가정)

- 원자로 정지와 HPSI 계통 실패

- 모터구동 보조급수 주입 (사고발생 + 20 초)

- 노심잔열은 PWR 예비계산 결과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10 % 이상 출력은 무시. 원자로 정지

실패에 따라 실제 노심 출력 감소는 사고 발생후 183초부터 시작됨.

- 노심 전열기 보호를 위해 최대 표면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출력 감소. 단, 코드 모의에서는

본 제어논리를 무시하고 실험에서 사용된 노심 출력을 그대로 사용함.

표 3.2.2.8은 본 실험의 주요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표 3.2.2.9는 실험에서의 초기 조건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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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s) 사건 내용 비고

0 파단사고 발생
20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TBN 정지
RCP coastdown 시작
주급수 차단

주증기관 차단밸브 폐쇄
보조급수 공급 시작 0.7 kg/s per loop
가압기 전열기 차단 또는 가압기 수위 2.3 m 이하

약 2100 축압기 작동 가압기 압력 < 4.51 MPa

표 3.2.2.8 Test 3-1의 주요 사건 시나리오

변수 값 비 고

1차 계통

노심 출력 (MW) 10.0

고온관 온도 (K) 598.1

저온관 온도 (K) 562.4

루프 냉각재 유량 (kg/s) 24.3

강수관-고온관 우회유량 (kg/s) 0.049

가압기

압력 (MPa) 15.5

수위 (m) 7.2

가압기방출밸브 내경 (mm) 6.83

가압기방출밸브 개방/폐쇄 설정치 (MPa) 16.2 / 16.07

가압기 안전밸브 내경 (mm) 14.4

가압기안전밸브 개방/폐쇄 설정치 (MPa) 17.26 / 17.06

증기발생기

압력 (MPa) 7.3

수위 (m) 5.5

주증기 유량 (kg/s) 2.74

주급수 유량 (kg/s) 2.74

주급수 온도 (K) 495.2

방출밸브 내경 (mm) 310

방출밸브 개방/폐쇄 설정치 (MPa) 16.2

안전밸브 내경 (mm) 8.03 / 7.82

안전밸브 개방/폐쇄 설정치 (MPa) 8.68 / 7.69

축압기

주입 압력 (MPa) 4.51 1차 계통 압력

표 3.2.2.9 Test 3-1 계통 초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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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S-KS를 이용한 실험 해석

(가) MARS-KS 코드 해석 모델

LSTF 실험장치에 대한 MARS-KS 해석용 입력은 LSTF 해석팀에서 제공한 RELAP5 입력을 기

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 입력은 1-D component로 이루어진 입력이기 때문에 원자로용기를

MARS-KS의 multid component로 변환하였다. LSTF에서 제공한 기존 1-D 입력에 대한 nodali-

zation은 그림 3.2.2.15와 같다.

그림 3.2.2.15 LSTF용 RELAP5 nodalization (좌: 계통 전체, 우: 원자로용기)

위 노드 그림에서 원자로용기 상부에 연결된 파단 밸브는 제거하였으며 대신 가압기가 연결되지

않은 루프 저온관의 냉각재 펌프 방출구 부분에 Test 3-1용 파단밸브를 연결하였다. MARS-KS

해석에서는 다차원 원자로용기를 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를 다차원 요소로 모델링하여

MARS-KS 입력 모델을 작성하였다.

원자로용기는 1개의 multid 요소로 모사하였고 반경방향으로 4개, 횡 방향으로 6개, 축 방향으

로 18개로 나누어 총 432 개 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노심 유로는 1-D 입력과 동일하게 축방향으로

9개 체적으로 구성된다. 제어봉 유도관(1-D 파이프로 모델)이 있는 상부 플레넘 및 헤더 영역의

유체 체적분율은 노심출력봉과 제어봉 유도관 체적 및 상부 구조물 지지봉의 체적을 고려하여 작

성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의 체적분율은 1-D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체적이 보존되도록 입력하였다.

표 3.2.2.10은 다차원 원자로용기에서의 각 체적값과 1-D 입력에서 결정된 값과의 비교를 보여준

다. 표에서 보듯이 다차원 원자로용기 전체 체적은 1-D 입력의 96 % 수준인데 이는 상부 플레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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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 1-D 입력값보다 작기 때문이다. 상부 플레넘 체적의 경우, 그림 3.2.2.15의 133번 체적의

크기가 실제 구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체적값을 넘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되므로 다차원 원자로용기 체적의 감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2.16은 원자로용기 상

부 플레넘 부분의 단면도인데 노심 전열봉 집합체와 제어봉 유도관의 축방향 분포와 함께 원주

방향의 junction 면적 비율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영역 구분 1-D 체적 (m
3
) Multid 체적 (m

3
) Multid / 1-D (%)

Core 0.35198 0.3520 100.0

Bottom of Lower Plenum 0.25050 0.2505 100.0

Core inlet volume 0.26040 0.2870 110.0

Lower Downcomer 0.71768 0.7177 100.0

Upper Downcomer 0.10420 0.1042 100.0

Upper Head 0.50997 0.4916 96.4

Upper Plenum 0.46025 0.3589 78.0

Total 2.65498 2.5619 96.5

표 3.2.2.10 일차원 및 다차원 원자로용기 영역 별 체적 비교

Hot Leg 
A

Hot Leg 
B

Cold Le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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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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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원자로용기 상부 플레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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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노심 별로 각 영역의 노심출력 분배를 위하여 영역 별 전열봉 개수를 계산하였으며 출

력밀도에 따라 고출력, 저출력 및 평균 출력밀도를 갖는 전열봉 집합체를 구분하여 노심 출력을

분배하였다.

그림 3.2.2.17은 노심 부분의 집합체 별 출력밀도를 보여준다. 가장 안쪽의 4 개 집합체(M)는

평균출력밀도를 가지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8 개의 집합체(H)는 고출력 영역이다. 16 개 집합체

중에서 모서리 부분의 4 개 집합체(L3)와 나머지 영역(L1, L2)은 저출력 영역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노심 전열봉은 7×7 정방형 집합체 16개와 기타 전열봉으로 구성되고, MARS-KS의 원자로용기

mutlid 요소는 원통형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multid 요소에서의 각 영역 별 노심 출력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영역에 속하는 전열봉 개수를 결정한 후, 포함된 전열봉의 출력밀도를

추가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Hot Leg 
A

Hot Leg 
B

Cold Leg 
A

Cold Leg 
B

0o

10o

40o

70o

90o

130o

160o

190o

220o

250o

310o

340o

1

2

3

4

5

6

L1

L1

L2

L2

H

H

M

H

H

L3

L3

L3

L3

그림 3.2.2.17 출력 밀도에 따른 노심 전열봉 집합체 배치

영역 별 노심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그림 3.2.2.18에서 3.2.2.20과 같이 inner ring, middle

ring 및 outer ring으로 구분하여 노심 전열봉 개수를 구한다. 표 3.2.2.11은 영역 별 노심 전열봉

개수와 그에 따른 출력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사용된 기호는 그림 3.2.2.18 ~ 20에 표시된 기호

를 참조하도록 한다. 계산된 영역 별 전열봉 개수는 다시 출력 별로 구분하여 반경방향 출력을 결

정하고 최종적으로 축방향 출력분포를 고려하여 다차원 노심 출력을 입력하였다. 표 3.2.2.12는 다

차원 모델에서 계산된 반경방향 별 노심 전열봉 개수당 출력비와 실험에서 사용된 집합체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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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비교결과이다. Inner ring 영역은 M 집합체와 소수의 H 집합체가 섞여 있으므로(그림

3.2.2.20 참조) M 집합체의 출력비에 비해 큰 값을 보여준다. Middle ring 영역에서는 M, L, H

집합체가 섞여 있으므로 H 집합체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서는 작은 값을 나타낸다. Outer

ring 영역은 모두 L 집합체로만 구성되므로 L 집합체의 출력비와 동일한 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차원 노심의 출력 분배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21은 다차원 원자로용기와 1-D RELAP5 원자로용기 비교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제어봉 유도관은 1-D 파이프로 모델링 하였다.

반경방향

원주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전열봉 개수 출력 (W) 전열봉 개수 출력 (W) 전열봉 개수 출력 (W)

Sector 1 28.5 (IS1) 288.9 75.9 (MS1) 992.6 64.4 411.6

Sector 2 28.5 (IS2) 288.9 75.9 (MS2) 992.6 64.4 411.6

Sector 3 28.5 (IS3) 279.4 77.1 (MS3) 948.0 60.8 388.8

Sector 4 28.5 (IS4) 288.9 75.9 (MS4) 992.6 64.4 411.6

Sector 5 28.5 (IS5) 288.9 75.9 (MS5) 992.6 64.4 411.6

Sector 6 28.5 (IS6) 279.4 77.1 (MS6) 948.0 60.8 388.8

합계 171 1,714.4 457.8 5,866.4 379.2 2,424.0

표 3.2.2.11 세부 영역 별 전열봉 개수 및 출력

Inner ring / M

집합체 영역

Middle ring / H 집합체

영역

Outer ring / L 집합체

영역

출력비

(kW/rod)
10.01 / 9.69 12.82 / 14.64 6.40 / 6.40

표 3.2.2.12 반경방향 별 전열봉 개수당 출력비



- 144 -

1 3 1

2 1

3 2 2

4 1

5 1

6 2 2 3

2

2

IS I A A
IS IS
IS I A
IS IS
IS IS
IS I A IS

= + +

=
= +

=
=

= + =

2I

2A

1A

2A
1A

A

3I1I

2
1

2 22
2 3
rI Ap

= -

1 cosa r q=

2
1

1 1
15

2 180

o

o

rA Ip= -

?

( )
2

1 cos sin
2
rA q q q= -

2 1A A A= -

1 1 1
1 cos cos sin15
2 cos15

o
oI r rq q= ´

( )2
1 '

3 1

cos
2

r
I I B

q
= + -

2
' 21

2
2cos cos sin

2 2
rB

p q
q q q

æ öæ ö-ç ÷ç ÷è øç ÷= - -
ç ÷
ç ÷
è ø

그림 3.2.2.18 Inner ring의 노심 전열봉 개수

1r
?

2
' 21 cos cos sin

2 4
rB pq q q qæ öæ ö= - - -ç ÷ç ÷

è øè ø

'2B B= A

?2
( )2

1 cosHC r Aq -�

( )
2

2
2 2 2cos

2
rD sinq q q= -

( )
2

222
1 1

15 2 cos tan15
2 180

orD rp q= -
2 1D D D= -

?3

2
C

2r

( )

( )
2

2 3 3 3

2 3 1 2 3

sin cos

cos 2 cos sin

C r

r r r

q q q

q q q

= -

+ -

15.0°

2 2
2 1

1
15 15

2 180 2 180
r rHB Dp p

æ ö
= - +ç ÷

è ø

HA HC HB= -

1 cosr q

2
2

3
2

1

2acos

acos
4

cos

a
r

a
r

a r

q

pq

q

æ ö
= ç ÷

è ø
æ ö

= -ç ÷
è ø

=

( )1 1

2 1

3 2

4 1

5 1

6 3

0.5

2 2

MS HB HC D D C B
MS MS
MS HA D B C
MS MS
MS MS
MS MS

= + + + + +

=
= + + + +

=
=

=

그림 3.2.2.19 Middle ring의 노심 전열봉 개수



- 145 -

2D

1D

D

2# of rods in = 6O

1
2# of rods = 45O

a
´

2
1O a C= -

Non-fuel region

# of rods 60=

2 tan15ox a=

cos 2iy r aq= - tan15 coso
ia r q- ´

( )1 2 tan15oa -

?

15o

2O

3O
4O

5O

2O

3O

2O
asin

i

a
r

q
æ ö

= ç ÷
è ø

1O

1
2# of rods = 45

2
O
a

´

그림 3.2.2.20 Outer ring의 노심 전열봉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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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LSTF 원자로용기 비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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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 변수 설정

LSTF 실험 장치에는 약 1900 여개의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실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양한 계측기가 설치되었으므로 계측기 구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LSTF

측에서는 계측 장비에 대한 목록[0-TAGLIST(SB-CL-38).xls]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계측기 설

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목록에 나와있는 설명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MARS-KS 코드의 여러 가지 제어 변수(control variables)와 volume 및 junction 물성치 값을

LSTF 계측장치와 적절히 1:1 대응을 시켜야 하며 본 계산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와 계측 장치

와의 대응표를 표 3.2.2.13에 나타내었다. 추후 결과 그림에 나타난 범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계측기 I.D

(Func. ID)

MARS-KS 변수

(변수명 / 번호)
설 명

TE 006 cntrlvar 020 HLA Pipe Top (K)

TE 017 cntrlvar 017 CLA Pipe Bottom (K)

TE 031 cntrlvar 019 HLB Pipe Top (K)

TE 042 cntrlvar 021 CLB Pipe Bottom (K)

PE 013 p 610-01 Pressurizer (High) (MPa)

PE 019 p 516-01 SGA Steam Dome (MPa)

PE 021 p 316-01 SGB Steam Dome (MPa)

FE 002 mflowj 436-03 Primary Loop LSA (High) (kg/s)

FE 005 mflowj 236-03 Primary Loop LSB (High) (kg/s)

FE 019 mflowj 569-00 SGA Relief Valve Line (kg/s)

LE 002 cntrlvar 610 PZR Overall Level (m)

RC 139 cntrlvar 139,149 Core Collapsed Level (-35 ~ 3945 mm)

RC 140 cntrlvar 241,242 Upper Plenum Collapsed Level (4060 ~ 6135 mm)

RC 191 cntrlvar 950 Break Flow Supp. Tank (kg)

RC 193 mflowj 711, 712-00 ACC-Hot Tank (kg/s)

RC 196 voidf 400-01 HLA Water Level (m) → voidf=1은 0.207 m에 대응

RC 197 voidf 452-01 CLA Water Level (m) → voidf=1은 0.207 m에 대응

RC 198 voidf 200-01 HLB Water Level (m) → voidf=1은 0.207 m에 대응

RC 199 voidf 252-01 CLB Water Level (m) → voidf=1은 0.207 m에 대응

표 3.2.2.13 MARS-KS 코드 변수와 LSTF 실험 계측기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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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STF Test 3-1 실험 초기 조건 모의

MARS-KS 코드를 이용하여 1200 초 동안 null-transient 계산을 통해 LSTF Test 3-1의 초기

조건을 모의하였다. 그림 3.2.2.22는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이며 그림 3.2.2.23은 가압기 및 증기발

생기 압력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온도 및 압력은 안정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24는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압기 수위는 안정적으로 계산되

는 반면,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주기적으로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위 제어의 문제로

서 수위가 감소하면 주급수가 증가하고 일정 수위를 넘으면 급수가 차단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

상으로서 향후 과도상태 모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3.2.2.14는 정상상태 모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변수들은 실

험값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수위는 차이를 크게

보이는데 향후 Test 3-1 과도상태 모의에서는 증기발생기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25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냉각재 온도를 나타낸 2-D contour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inner, middle 및 outer ring에서의 출력 분포가 고르지 않으므로 영역 별 온도 분포가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Parameters
Experiment     

(Loops w / w.o PZR) 
Calculation           

(Loops w / w.o PZR) 

Core Power (MW) 10.10 10.10

Primary Loops

Hot-leg fluid temperature (K) 598.2 / 597.9 599.6 / 599.5

Cold-leg fluid temperature (K) 563.2 / 563.0 563.9 / 563.9

Mass flow rate (kg/s) 24.63 / 24.33 25.0 / 24.9

Pressurizer (PZR)

Pressure (MPa) 15.52 15.49

Liquid Level (m) 7.28 7.46

Steam Generators (SG)

Secondary-side pressure (MPa) 7.31 / 7.32 7.30 / 7.30

Secondary-side liquid level (m) 5.5 / 5.48 5.20 / 5.40*

Steam flow rate (kg/s) 2.67 / 2.60 2.70 / 2.70

Main feedwater flow rate (kg/s) 2.74 / 2.62 2.70 / 2.70

표 3.2.2.14 LSTF Test 3-1 초기조건 모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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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2 저온관/고온관 온도

(정상상태)

그림 3.2.2.23 가압기/증기발생기 압력

(정상상태)

그림 3.2.2.24 가압기/증기발생기 수위

(정상상태)

그림 3.2.2.25 원자로용기 냉각재 온도 분포

(라) 과도상태 모의를 위한 경계 조건 설정

정상상태 모의에서 얻어진 restart-plot 파일을 이용하여 Test 3-1 실험을 4000 초까지 모의하였

다. 사고는 가압기가 연결되지 않은 루프의 저온관 냉각재 펌프 출구에 연결된 파단 밸브를 개방

함으로써 시작되며 파단 밸브의 직경은 10.1 mm이다. 파단 밸브의 임계유량 모델은

Henry-Fauske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방출계수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0.85로 결정하였으며

non-equilibrium constant는 0.07 값을 적용하였다.

앞서 실험 순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후 20 초에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냉각재 펌

프 정지, 주급수 및 주증기 밸브 차단, 보조급수 공급 등 대부분의 제어논리가 작동한다. 가압기

전열기는 가압기 수위가 2.3 m 이하로 감소되면 전원이 차단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냉각재 펌프 정지 이후의 펌프 회전 속도와 노심 전열봉의 출력값은 경계조건으로 간주하여 실

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모의에서 사용된 펌프 속도 및 노심 전열봉 출력값을 그림 3.2.2.2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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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7에 나타내었다.

그림 3.2.2.26에서 보듯이 초기 실험에서의 냉각재 펌프 속도는 실제 사고에서 파단유량에 따른

급격한 냉각재 유량의 증가를 모의하기 위해 초기 20 초 동안 펌프속도를 1.9배 증가시켰으며 이

러한 펌프 속도의 증가는 20 초에 발생하는 냉각재 펌프 정지에 의해 감소된다. 정지 이후 펌프

속도는 서서히 감소하여 275 초에 완전히 정지하게 된다.

노심 출력은 원자로 정지 실패에 의해 사고 발생 후 183 초 동안 전출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기포율 및 냉각재 온도 증가에 따라 부반응도 주입에 의한 노심 출력 감소 모의를 위해 전열봉

출력을 서서히 감소시킨다. 1600 ~ 1800 초 사이에 보이는 출력의 계단 형태의 변화는 전열봉 과

열 방지를 위해 출력제어 계통이 작동하여 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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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6 사고발생 이후 RCP 상대속도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0.0

2.0M

4.0M

6.0M

8.0M

10.0M

 

 

Co
re

 P
ow

er
 (W

)

Time (s)

그림 3.2.2.27 사고 발생후 전열봉 출력 변화

추이

(3) LSTF Test 3-1 과도상태 모의 결과

(가) 파단 유량 비교

실험자료에서 파단 밸브와 연결된 저장 탱크의 압력은 실험 전 기간 동안 평균적인 압력인 1.6

bar로 설정하였다. 파단 밸브의 임계 유동 모델은 Henry-Fauske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방출 계수

와 열적 비평형 상수는 각각 0.85와 0.07을 사용하였다.

그림 3.2.2.28은 파단 유량에 대한 실험값과의 비교 그림이다. 최대 방출유량을 보면 MARS-KS

결과는 약 7.5 kg/s이며 실험에서는 약 9.4 kg/s으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MARS-KS의 결과는

5초 간격으로 저장된 결과인데 반해 실험값은 1초마다 저장된 값이다. 따라서 MARS-KS 계산에

서 5 초 이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방출유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실험값과의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의 파단 유량 추이는 실험값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

이는데 250 ~ 500초 사이에는 실험값보다 작은 방출량을 보인다. 이는 1차 계통 압력 거동과 관

련 있는데 사고 초기의 압력 감소가 실험보다 크게 예측하기 때문이다(그림 3.2.2.30 참조). 축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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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이전까지는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축압기 주입 이후에는 축압기 주입유량이

대부분 파단부위로 방출되므로 파단 유량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2.29는 누적 파단유량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은 코드계산결과와 실험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500초까지는 코드 계산 결과가 실험값보다 작기 때문에 누적 유량도 약간

작게 나오며 1000 초경에는 2개의 누적 유량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추이는 축압기가 본격

적으로 주입되기 전인 2700 초까지 유지되며 축압기 주입 이후에는 파단방출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누적 유량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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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 저온관 파단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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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9 누적 파단 유량 비교

(나) 계통 압력 비교

1차 계통(가압기)과 2차 계통(증기발생기 돔)의 압력 추이가 그림 3.2.2.30 ~ 31에 나타나 있다.

먼저 1차 계통 압력은 저온관 파단 발생과 동시에 급격히 감소하며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MSIV가 차단되는 시점에 증기발생기 압력 상승에 따라 약간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다. 압력 감

소 추세는 축압기 주입 시점까지 이어지다가 축압기 주입이 이루어진 후 압력은 거의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차가운 주입수로 인해 계통 압력은 온도와 함께 서서히

감소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은 MSIV가 차단된 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방출밸브의 작동으로 인해 8

MPa 수준을 유지한다. 방출밸브는 300초 정도까지 계속 열리다가 이후 압력이 감소하면서 개폐

를 반복하게 되는데 650 초 이후에는 완전히 닫힌다(그림 3.2.2.32 참조).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압력은 대체로 실험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출밸브를 통한 방출유량도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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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0 가압기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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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1 증기발생기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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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 증기발생기 방출밸브 유량 비교

(다) 저온관 / 고온관 온도 비교

본 실험에서 나타난 고온관과 저온관의 경향을 보면 원자로 정지 신호 이후 터빈이 정지된 시

점에는 원자로 출력이 그대로이므로 고온관 및 저온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183

초 이후에는 원자로 출력이 감소하므로 고온관 온도도 감소하여 575 K 부근에서 저온관 온도와

같아진다. 조금씩 감소하던 루프 온도는 1300 초 경부터 노심 수위가 감소하여 발생된 과열 증기

가 유입되어 급격히 상승한다. 실험에서는 약 1600 초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코드 계산

에서는 그보다 일찍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 증기 유입에 따른 온도 상승은 파단 루프에

서 더 크게 나오며 실험 결과의 경향과 일치한다. 전체적인 모의 결과는 실험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축압기 주입 시점 이후의 결과도 실험 결과의 경향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33과 3.2.2.34에서 나타낸 코드 결과는 루프에서의 기포율을 고려한 혼합체의 온도이며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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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3 파단 루프 저온관/고온관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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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4 건전 루프 저온관/고온관

온도 비교

(라) 노심 및 상부 플레넘 수위

코드에서의 노심 및 상부 플레넘 수위는 실제 계측 위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상상태 수위

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값에 맞추었으며 누적 수위는 6개 원주 방향의 누적 수위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 3.2.2.35에서 보듯이 실험값에 교정된 노심 누적 수위는 파단이

발생한 직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500 초부터 실험값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하며 1400 초부터는

실험값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2200 초부터 축압기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심 수위는 급격히 상승

하게 되는데 3000 초까지는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3000 초 이후부터는 축압기

주입 유량의 변화에 따라 큰 진동을 보이는데 전체적인 경향은 실험과 거의 유사하다.

상부 플레넘 수위 또한 노심 수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2.36에서 보듯이 파단 직후

감소한 수위는 500 초 경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노심 수위의 급격한 감소의 영

향으로 보인다. 이후 제어봉 유도관을 통한 상부 헤드에서의 냉각재 유입으로 인해 수위는 600 초

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험값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노심 수위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1300 초부터는 상부 플레넘 수위는 0으로 감소하였다가 축압기 주입에 의한 노심 수위가 증

가에 따라 2600 초부터 상부 플레넘 수위는 다시 회복된다. 3000 초 상부 플레넘 수위는 축압기

주입 유량에 따라 크게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축압기 주입 유량이 큰 경우에는 수위가 급

격히 증가하다가 주입유량이 감소하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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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심 및 상부 플레넘 누적 수위는 원주방향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실험에서의 루프 간 비대칭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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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5 노심 누적 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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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6 상부 플레넘 누적 수위 비교

(마) 저온관 / 고온관 수위 비교

그림 3.2.2.37과 3.2.2.38은 고온관 수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단 이후 1차 계통 압력

이 포화압력에 도달한 이후 고온관 수위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험에서는 500 초 이

후 수위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코드 계산에서는 수위가 증가하는 대신 급격히 감소한

다. 이는 상부 플레넘의 수위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 이후 상부 플레넘 수위가 회복되

는 600 초부터 다시 고온관 수위도 증가한다. 이후부터는 상부 플레넘 수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며 실험값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축압기 주입에 의한 상부 플레넘 수위 회복 시점(2600 초)부터는 파단 루프와 건전한 루

프의 고온관 수위가 경향은 상부 플레넘 수위 경향을 같이 따르지만 복구되는 수위에는 차이를

보인다. 실험에서는 파단 루프와 건전한 루프의 수위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코드 계산

에서는 파단 루프의 수위는 크게 증가하지만 건전한 루프의 수위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의 수위는 축압기 주입에 의해 회복되는데 코드 계산에서는 축압기 주입 유

량의 대부분이 파단 루프의 고온관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39와 3.2.2.40은 저온관 수위를 나타내는데 코드 계산 결과는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험에서는 2 개 루프에서 모두 저온관 수위가 250 초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코

드 계산에서는 750 초(파단 루프) ~ 1050 초(건전 루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

단 부위에서의 급격한 냉각재 방출은 파단 루프로의 기포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파단 부위의

저온관 수위가 건전한 루프의 저온관 수위보다 빨리 감소하게 된다.

저온관 수위는 축압기 주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가하는데 주입 초기에는 압력에 따라 상당히

진동하므로 누적 주입 유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온관 수위는 진동하면서 조금씩 상승한다. 이후

축압기 주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800 초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저온관이 모두 물로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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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7 파단 루프 고온관 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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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8 건전 루프 고온관 수위 비교

다. 실험에서는 축압기가 본격적으로 주입되는 2500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

위는 최대 60 % 수준까지만 증가하고 이후 축압기 주입유량에 따라 수위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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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9 파단 루프 저온관 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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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0 건전 루프 저온관 수위 비교

(바) 축압기 주입 유량 비교

축압기 주입은 1차 계통 압력이 45 bar 이하로 감소하면서 시작되는데 실험에서는 약 2100 초

부터, 코드 계산에서는 100초 정도 지연되어 약 2200 초부터 시작된다. 축압기 주입유량은 계통압

력에 의해 지배되는데 앞서 1차 계통 압력이 실험값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므로 축압기 주입 유

량도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3.2.2.41은 축압기 주입유량을 보여주는데 코드 계산에서의

진동폭이 비록 크지만 대부분 실험값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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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1 축압기 주입유량 비교

(사) 1차 계통 냉각재 유량 비교

1차 계통 냉각재 유량은 초기 냉각재 펌프 속도 증가에 따라 루프 당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후

펌프가 정지된 이후 감소한다. 그러나 높은 노심 출력과 증기발생기의 증기덤프에 의해 자연순환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1차 냉각재 유량은 다시 증가한다. 이후 노심 출력이 감소하고 펌프가

완전히 정지하게 되면 냉각재 자연순환 유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아래 2개 그림을 보면, 코드계산

에서는 파단루프와 건전루프 간에 냉각재 유량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실험에서는 축압기 주

입 이후 loop seal clearing이 발생하면서 파단루프에서의 냉각재 자연순환이 3000 초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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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2 파단루프 L/S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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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3 건전 루프 L/S 유량 비교

(아) Supercritical flow (Froude numb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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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4는 실험과 코드 계산에서의 고온관 Froude number (Fr)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

서 보듯이 초기 Fr는 냉각재 펌프 속도 증가에 의해 1.4 까지 증가하다가 펌프가 정지한 이후 감

소한다. 50 초 이후에는 노심에서 생성된 빠른 증기 속도에 의해 다시 Fr이 1 이상이 되는 super-

critical flow가 발생한다. Supercritical flow의 발생 시점에는 실험결과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실험에서는 약 75 초이후 supercritical flow가 발생하는 반면, 코드 계산에서는 이보다 지연된

100 초이후 발생한다. 또한 실험에서는 2 개 루프의 Fr 값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해, 코드

계산에서는 파단 루프 쪽의 Fr 값이 건전한 루프의 Fr 값보다 큰 결과를 보인다. 이는 파단 부위

에서의 방출 유량에 의해 더 많은 냉각재가 파단 루프쪽으로 유입된 결과이다. 고온관에서의

Supercritical flow는 노심 출력 감소와 증기덤프의 차단에 의해 자연순환 유량이 감소하여 300

초경 subcritical flow로 전환된다. 실험 결과에 비해 약간 낮은 Fr 값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림 3.2.2.44 Froude Number 비교

(4) LSTF Test 3-1 해석 결론

MARS-KS(version 002) 코드를 이용하여 LSTF Test 3-1 (SB-CL-38) 실험을 모의하였다.

LSTF Test 3-1은 SB-LOCA 이후 원자로정지 실패와 고압안전주입계통의 주입 실패를 가정한 시

나리오에 기초한 실험이다.

실험 모의를 위해 RELAP5 1-D 입력을 기본으로 하여 다차원 원자로용기 입력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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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는 4×6×18 (r-θ-z)의 원통형 좌표계로 이루어지며 LSTF의 기하자료를 참고하여 노심

및 상부 플레넘을 모델하였다. 다차원 노심 출력 분배(Case 3 출력분포)를 위하여 기하학적 형상

에 충실하도록 노심 열출력을 계산하였으며 상부 플레넘의 제어봉 유도관 배치에 따른 체적 기공

율을 사실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검증 계산을 통해 출력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차원 원자로용기가 포함된 본 입력으로 계산된 정상상태 결과를 보면 실험에서 요구되는 초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킴을 알 수 있었으며 과도상태 해석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거시 변수인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압력 등은 실험 결과와 일치

- 초기 원자로 정지 실패에 따른 고출력 기간 동안 고온관에서 supercritical flow가 형성되었

으며 Fr number는 실험값에 비해 작았음

- 파단 부위에서의 방출유량은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축압기 주입 시점 이후에는 실

험 결과보다 과다 예측하였음. 이로 인해 축압기 주입 이후의 파단 누적 유량도 실험값보다

크게 예측됨.

- 노심 및 상부 플레넘 누적 수위는 실험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500 초 경에 수위의 급

격한 진동을 보임. 축압기 주입 이후에는 실험에서 보다 축압기 주입 영향을 더 크게 받음.

- 고온관 수위의 전반적인 경향은 실험결과와 일치하지만 상부 플레넘과 연결된 고온관의 수위

는 상부 플레넘 수위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따라서 500 초 근방에서 급격한 수위 진동

이 발생함. 저온관 수위의 경우에는 고온관에 비해 실험과 더 큰 차이를 보임. 저온관 수위

감소는 약 750 ~ 1000 초 경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험에서 나타난 저온관 수위 감소 시점

보다 500 ~ 700 초 가량 지연된 결과임.

- 축압기 주입 시점 이후의 저온관 및 고온관 수위 변화는 축압기 주입 유량에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남. 저온관 수위의 경우 축압기 주입 시점에 따라 기포율이 0 ~ 1 사이의 값

을 나타내며 양쪽 루프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하지만 고온관 수위는 파단 루프의 수위가 건

전한 루프 수위보다 축압기 주입 유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단 루

프로의 냉각재 유입이 건전한 루프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LSTF Test 3-1 실험에 대한 다차원 원자로용기를 이용한 MARS-KS 코드 결과는

실험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추이를 잘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저온관 수위는 실험 결과와 상대적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향후 1차 계통 루프 입력 자료의 타당

성을 상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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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수운전중 RHR상실사고 평가

(1) 개요

PKL 실험장치[Areva, 2006]는 독일의 Framatome-ANP (현 Areva) 사가 운영하는 종합

실험장치(Integral Test Facility)로써 독일 KWU 설계의 1300 MWe 급 상용 가압경수로

(참조원전 : Philippsburg 2)에 대해 설계기준초과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 전개를 모사

하도록 제작되었다. PKL 장치의 높이는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높이이며, 체적, 열출력 및

냉각재 유량 등은 1:145의 축소 비율을 갖도록 설계되었고 비록 체적 및 열량 등은 축소

설계되었으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중력 효과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KL 실험 장치는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하여 다

양한 종합적인 열수력 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축척 설계되어 있다.

PKL 실험장치의 운영기관인 독일의 Framatome-ANP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ECD-PKL2 과제를 통해 계획된 G1 실험들 중 G1.1, G1.2를 완료 하였으며, 실험결과를

현재 CD-ROM 형태로 회원국에 제공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PKL2 과제를

통해 수행하였던 실험 중에서 원자로냉각정지 시 잔열제거계통 실패 이후 증기 응축에

의한 붕소희석사고를 모의한 PKL III G1.1의 실험 자료[Areva, 2008]를 이용하여 MARS

코드 평가를 수행하였다.

(2) PKL 종합 실험 장치 및 실험 절차

PKL 종합 실험 장치

PKL 실험장치의 전체 배치는 그림 3.2.2.45와 같이 모두 4개의 loop로 구성되어 있다.

PKL 실험장치의 높이와 길이는 실제 발전소와 1:1 축척인 반면 면적 및 체적은 1:145로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그림과 같이 높고 얇은 형태를 하고 있다. PKL 실험장치는 1차 계

통인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발생기 2차측 계통 그리고 1차 계통과 2차 계통 간의 연결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의 축척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Full-scale 수력학적 수두 보존 (즉, 1:1 높이 축척)

- 열출력, 체적 및 단면적 축척비 1:145 (최대 열출력: 2.5 MWt)

- 단상 유동의 경우 1:1 축척의 마찰 압력 손실

- 4개 loop 및 RCP 모델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2~3 loop 발전소 모의도 가능)

- 노심의 경우 1:1 축척의 연료봉(전열봉)을 사용하였으며 연료봉의 개수는 314개

- 증기발생기의 경우 1:1 축척의 U-tube 사용 (증기발생기당 30개의 U-tube)

- 원자로 압력용기의 강수부의 경우 상부는 환형 형태로 모사하였고 하부는 상부 환형

과 lower plenum을 연결하는 2개의 원통관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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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증기 계통의 필수적인 장치 포함 (터빈, 발전기 제외)

PKL III G1.1 실험 개요와 초기 및 경계 조건

원자로냉각정지 시 잔열제거계통이 실패하면 노심에 대한 냉각 능력 상실로 인해 증기

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펌프나 다른 계통 또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잔열제

거계통이 다시 작동하기까지의 노심 냉각은 증기의 자연 순환에 의한 2차측에서의 열전

달에 의존하게 된다. 즉, 증기발생기 내에서 증기의 응축으로 생성된 물이 다시 노심으로

들어와 노심을 냉각시키게 된다. 하지만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냉각 시 수증기에는 붕소가

용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축에 의해 loop seal에 축적된 냉각재는 순수(pure water)이며

결과적으로 loop seal의 붕소 농도는 응축이 진행될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붕소 함유량이

적은 loop seal의 냉각재가 일시에 노심으로 유입된다면 붕소희석사고에 의한 원자로 재

임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가압경수로의 원자로냉각정지시 잔열제거계통실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붕

소희석사고를 모의하고 중요 열수력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PKL III G1.1 실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정된 실험 경계조건 설정은 다음과 같다.

- 1 loop 만을 사용 (02, 03, 04 loop는 원자로용기에서 격리 밸브를 통해 막음)

- 잔열제거계통 / 펌프 / 가압기 작동 안함

- 강수부 tube의 하단부를 통한 주입 및 방출을 통한 1차측 냉각재 재고량 조절

위 실험에서의 주요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응축성기체 존재시의 일차계통 냉각수재고량에 따른 1, 2차측 온도 및 압력

- 잔열제거계통 실패 후 냉각재재고량에 따른 냉각재 붕소 농도 변화

실험 순서

PKL III G1.1 실험은 크게 2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고 초기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Conditioning phase이며 두 번째 단계는 잔열제거계통 실패 후 냉

각재 재고량 변화에 따른 붕소희석사고를 모의하기 위한 Test phase 이다.

■ Conditioning phase

Conditioning phase에서는 1-loop의 1차 계통 전체를 붕소 농도 2,000 ppm의 아냉 냉

각수로 채우고 압력은 1 bar로 유지한다. 천천히 1차측 냉각수를 방출하여 냉각재 재고량

이 3/4-loop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가압기 밸브를 개방하여 1차측 내 냉각수 방출에 의

한 빈 공간을 질소 기체로 채운다. 이 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냉각재 재고량은 약

1,060kg이며, 주입되는 질소 기체량은 약 표준상태 0.6m3이다. 이 때 1차측은 고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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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펌프는 작동되지 않아 물은 흐르지 않는다.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시킨 후, 노심 붕괴열 모의를 위해 전열봉의 총 열량은 200kW로

설정한다. 총 열량은 Conditioning phase 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Test

phase를 시작하기 전까지, 노심에서 발생된 열은 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제거된다. 표

3.2.2.15는 Conditioning phase 정상상태에서의 PKL 실험 장치의 주요 변수를 보여준다.

■ Test phase

Test phase는 Conditioning phase에서 열 제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잔열제거계통을

정지시킴으로써 시작된다. 노심 냉각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노심의 냉각재는 가열되고 잔

열제거계통 정지로부터 약 10분 후 노심에서는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Test phase는 노심 내 원자로 하부를 통해 냉각재를 급격히 방출시켰다가 정상 상태에

도달 하면 다시 서서히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Test phase 기간 동안의 총

실험 시간은 50,990초이고, 이 중 초반 440초부터 2,220초까지는 약 0.22kg/s로 냉각재 방

출이 이루어지고, 정상상태 도달 후인 15,850초부터는 점진적인 주입이 시작된다. 최종적

으로 실험 종료시엔 냉각재 재고량이 1,020 kg이 되도록 한다.

2차측은 1차측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MSRV와 feed

water injection을 통해 2bar 및 12.2m로 유지한다. 표 3.2.2.16에서는 Test phase 시작 후

1차측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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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5 Condition phase에서 정상상태의 PKL 실험 장치의 주요 변수

Test phase 시작 시점에서의 초기 조건 (t=0)
1차측
냉각재 재고량 1060 kg (가압기 제외함)

붕소 농도 2000 ppm
전열봉 열출력 200kW
압력 약 1bar
노심 출구 온도 약 60 ℃
과냉각도 40 K
2차측

압력 약 1bar (대기압)
온도 약 25℃ (298.15K)
수위 12.2m (물 위의 빈 공간은 공기로 채워짐)

표 3.2.2.16 Test phase 시작 후 1차측 냉각재 재고량의 변화

Time after

SOT [s]
사건 경위

1차측 냉각재 재고량 [kg]

(+/-는 1060에 대한 상대

값)
0 실험 시작 1060 kg

440 냉각수 방출 시작 1060
2220 냉각수 방출 종료 -390
1585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390

17560 냉각재 주입 종료 -280
1916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280
20710 냉각재 주입 종료 -185
2706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185
27930 냉각재 주입 종료 -130
3772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130

38510 냉각재 주입 종료 -80
4132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80
42990 냉각재 주입 종료 +30
45500 냉각수 주입 시작 (0.4 kg/s) +30
45800 주입률 증가 (0.8 kg/s) ~+50
47110 냉각재 주입 종료 +220

49250 냉각수 방출 시작 +220
49620 냉각수 방출 종료 -40
50990 실험 종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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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5 PKL III 실험장치 전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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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S 코드를 이용한 실험 해석

MARS 코드 해석 모델

PKL III 실험장치에 대한 MARS 해석용 노드화 개략도는 그림 3.2.2.46과 같다. 그림에

서 보듯이 1-loop만을 이용하고 가압기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02, 03, 04-loop 및 가압기는

제외하고 모사하였다. 강수부의 상부는 Multi-D component로 모사하였고 나머지 계통은

1-D component로 모사하였다. 이는 강수부 상부 영역은 4개의 저온관이 만나는 영역을

포함하므로 다차원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강수부 상부 영역은 환형 형태로

모사하였고 반경방향으로 1개, 횡 방향으로 6개, 축 방향으로 11개로 나누어 총 66개 볼

륨으로 구성하였다. 노심은 축방향으로 8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중에서 유효 노심 영역

은 상하부 체적을 제외한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열봉도 이에 맞게 축방향으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림 3.2.2.46 PKL III G1.1 실험 모의를 위한 MARS 코드 노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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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변수 설정

PKL III 실험 장치에는 약 2,000 여개의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실험 정

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양한 계측기가 설치되었으므로 계측기 구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PKL 측에서는 계측 장비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개략적인 계측기 위치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2.47과 3.2.2.48은 본 검증 해석에서 비교할 계측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47(a)는 붕소 농도 측정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Continuous Measure-

ment of Boron Concentration(COMBO) 계측기는 붕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장비이며 기타 삼각형으로 표시된 계측기는 샘플링으로 붕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

다. COMBO는 증기발생기 출구부와 RCP 입구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2.47(b)는 원

자로압력용기에 설치된 수위 계측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2.48(a)는 1, 2차 계통의

압력 계측기이며 그림 3.2.2.48(b)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 계측기를 나타내고 있다.

MARS 코드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변수 또는 volume 및 junction 물성치값을 출력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계측장치와 적절히 1:1 대응을 시켜야 하며 본 계산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와 계측 장치와의 대응표를 표 3.2.2.17에 나타내었다. 추후 결과 그림에서 보

여지는 범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표를 참고하면 된다.

표 3.2.2.17 MARS 코드 변수와 실험 계측기 대응표

계측기 I.D

(MST-#)

MARS 변수

(변수명 / 번호)
설 명

1556 brnppm 330-01 Cold Leg Boron concentration (RCP 1)
1557 brnppm 324-01 Cold Leg Boron concentration (S/G 1)
42 cntrlvar 3 core water level (lower plenum / core)

50 cntrlvar 4
core water level (upper plenum / upper

head)
1604 cntrlvar 5 core water level (downcomer)
281 p 354-01 S/G 1 steam dome pressure

241 p 210-04 RPV upper head pressure
670 tempf(g) 102-01 core exi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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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붕소 농도 계측기 (b) 원자로압력용기 수위 계측기

그림 3.2.2.47 PKL 붕소 농도 및 RPV 수위 계측기

(a) 압력 계측기 (b)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계측기

그림 3.2.2.48 PKL 압력 및 온도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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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의 순서 및 경계 조건 설정

■ 초기 조건 모의 (Conditioning phase)

PKL III G1.1 실험 모의는 초기상태 조성을 위한 conditioning 단계부터 시작하였다.

Test phase의 초기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 과정과 동일한 순서로 해석이 진행되

었고, MARS 코드의 transnt 옵션을 사용하여 실험값과 유사해지면 정상상태에 도달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표 3.2.2.18에 Conditioning phase 종료 시점에서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

었는데 표에서 보듯이 계산 값이 목표 값에 상당히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18 Conditioning phase 계산 결과

Parameter Desired Calculated Difference
1차측
냉각재 재고량

(kg)
1060 1059.5 -0.05%

붕소 농도 (ppm) 2000 1999.8 -0.01%
전열봉 열출력

(kW)
200 200.03 +0.015%

압력 (bar) ~1 1.127 +12.7%
노심 출구 온도

(K)
~333.15K 336.84 +1.1%

과냉각도 (K) ~40 39.31 (376.15-336.84) -1.73%
2차측
압력 (bar) ~1 1.00008 +0.008%
온도 (K) 298.15K 297.30 -0.285%

수위 (m) 12.2 12.225 +0.2%

■ Test Phase 모의

Conditioning phase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Test phase 실험을 모의하였다. Test

phase 실험을 모의하기 위해 RHRS를 정지시키고, 하단부 drain line valve를 폐쇄, 증기

관 폐쇄, 가압기 밀림관을 폐쇄하였다. Test phas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냉

각재 재고량을 맞추는 것인데 앞서 보인 표 3.2.2.16의 순서로 냉각재를 방출시켰다. 그림

3.2.2.49는 냉각재 재고량 변화에 대한 MARS 코드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과 동일하

게 냉각재 재고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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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9 Test phase의 냉각재 재고량 비교

(4) MARS 코드 해석 결과

노심 출구 온도 및 계통 압력 비교

붕소 농도 비교에 앞서, 전체적인 계통 거동에 대한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

해 대표적인 주요 변수인 노심 출구 온도와 계통 압력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3.2.2.50은 원자로와 2차측 증기발생기 상부 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측 증기발생기의 압력 변화는 2bar 정도로 실험값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MSRV를 통해 증기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측의 압력은 냉각수가 주입됨에 따

라 실험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초기 압력 0.1MPa에서 최대 1.8MPa

까지 증가하는 반면, 해석에서는 초기 0.1MPa에서 7.3MPa까지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1차측이 고립되어 있고, 열생성은 노심에서, 열제거는 증기의 2차측으로의 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해석 상의 급격한 압력 증가는 2차측으로의 열제거가 실험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기가 누적되어 결과적

으로 증기압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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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1은 노심 출구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초기 출구 온도의 증가는 잔열제거

계통 실패로 인한 냉각수의 가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험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실험에서는 물이 가열됨에 따라 노심 내에서의

자연대류로 비등이 안 일어나지만, 1차원 코드인 MARS 코드는 노심 내 자연대류를 모사

할 수 없으므로 비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즉, 비등이 발생하면 물의 수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냉각재 방출 시 전열봉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에서

는 자연대류로 인해 비등이 없어 코드보다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냉각재가 방출되므로,

전열봉의 일부분이 물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출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후

의 노심 출구 온도는 실험과 해석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약 17,000초 이후에 해석에서

는 출구 온도가 냉각재가 주입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최대 460K

까지 증가하지만 코드에서는 570K까지 증가한다. 이는 2차측에서 열제거가 빠르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압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포화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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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0 원자로 상부 및 2차측 증기발생기 압력 비교

그림 3.2.2.51 노심 출구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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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농도 비교

본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중 하나인 붕소 농도의 변화를 그림 3.2.2.52에 나타

내었다. 코드 계산에서 S/G 출구의 붕소 농도는 초기에 거의 2000 ppm에 근접한 값을

보이며 이는 냉각재 재고량이 증가하기 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실험에서도 마찬

가지인데, 초기 1차측 냉각재의 붕소 농도를 2000 ppm으로 균일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냉각재가 주입되면서 붕소 농도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는 냉각수 주입으로

인해 loop seal에 축적된 응축수가 증기발생기 출구 쪽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S/G 출구의 붕소 농도는 약 45000초 경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1차측의

냉각재가 자연순환 유량을 거의 회복함으로써 높이가 낮은 증기발생기 세관을 통해 증기

발생기 출구 쪽으로 직접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코드에서는 실험에 비해 붕소 농도가 급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증기발생기 입구 쪽에 증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쌓

여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응축수를 증기발생기 출구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2.53은 RCP 입구부에서의 붕소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

결과에서 초기 붕소 농도는 2000 ppm을 유지하다가 1차측에 냉각재가 주입되면서 급격

히 감소한다. 이는 노심 상부에 있던 증기가 냉각재의 유입으로 인해 밀려서 pump seal

로 이동하게 되고, pump seal에서 증기는 응축으로 순수가 되어 펌프 입구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약 45000초 경부터 펌프 입구부의 붕소 농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

게 되는데, 이는 1차측 냉각재의 증가로 인해 자연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1차측의 냉각

재가 직접 펌프 입구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붕소 농도 변화에 대해 MARS 코드

는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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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2 증기발생기 출구부의 붕소 농도 변화 비교

그림 3.2.2.53 펌프 입구부의 붕소 농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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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응용 및 불확실성 정량화

가. 고리 1호기 UPI LBLOCA 평가계산

고리 1 원전은 노심 상부 플레넘의 온도가 고온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

부 헤드와 강수부 상부간의 유량과 상부 플레넘과 강수부간의 누수현상과 유량이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상부공간 안전주입 방식에 대한 다차원적 해석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인 “MARS 코드 품질개선 및 연계 해석 체계 개발” 과제의

세부업무로 수행되었다.

(1) 일차원 계산

일차원 계산에 활용된 고리 1호기 원전의 모델링 입력은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제작

된 것이다. 일차원 계산은 각각 RELAP5/MOD3 patch2와 MARS-KS를 실행파일로 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3.2.3.1)은 일차원 계산에 이용된 고리 1호기 모델의 노드 구성을 보이

고 있다.

RELAP5 코드와 MARS 코드 각각에 대하여 일차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우선 정상상태

계산 수행 후, 재계산 파일을 생성하고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과도 계산을 수행

한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정상상태 입력은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의해 제작된 LBLOCA

계산용 입력이다. 정상상태 계산 옵션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면 약 50초에서 전체 원자로

모델의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계산이 종료된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RELAP5/MOD3을 기반으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계산하였

다. KAERI에서 수행한 일차원 계산은 MARS-KS 버전을 이용하며 입력 파일은 원자력 안

전 기술원에서 제작된 입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계산의 목적은 MARS-KS

버전의 계산 수행 결과를 기존의 RELAP5/MOD3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1(3.2.3.1)에서 비교한 결과, 계산 결과에 차이점

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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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고리 1호기 원자로 계통의 일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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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design1) MARS RELAP5

노심영역

core power, MWt 1723.5 1723.5 1723.5

reactor pressure drop, bar 2.399 1.576 1.578

guide tube flow, lb/s 25.97 86.555 86.6

core bypass flow, lb/s 281.03 372.17 372.135

fuel assembly pressure drop, bar 1.379 1.44 1.44

루프영역

loop A flow rate, lb/s 4637.43 4137 4136.9

hot leg temperature, oF 590.99 593.94 594.14

cold leg temperature, oF 557.48 556.26 556.44

temperature rise, oF 33.51 37.68 37.7

기기영역

PZR level, % 55 53.0 53.3

PZR pressure, bar 155.11 158.6 158.58

pump head 79.86 51.7315 51.8765

pump torque 35904 30114 30192.5

pump speed 1190 1136.8 1138.4

증기발생

기영역

primary S/G pressure drop, bar 2.160 2.92 2.934

feed water flow rate, lb/s 473.75 472.46 472.46

steam flow rate, lb/s 473.75 476.69 476.82

steam pressure, bar 56.95 56.05 56.03

S/G level, % 56.2 88.4 88.4

S/G recirculation ratio 2.80 1911.6/ 1914.3/

표 3.2.3.1 일차원 입력을 이용한 정상상태 계산: MARS와 RELAP5/MOD3 비교

1) 참조: KAERI/TR-2847/2004, 고리 1호기 운전분석기용 MARS 코드 입력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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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리 1호기 원자로의 다차원 모델링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한 다차원 모델링은 원자로에 한정된다. 원자로에 연결된

고온관과 저온관, 그리고 안전 주입구 등은 기존의 일차원 모델링을 그대로 따른다.

기존의 일차원 모델링으로 이루어진 원자로 각부의 노드 구성에 대해 동일한 유동

면적과 노드 길이, 그리고 부피값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산 격자간의 유동

저항을 결정하는 수직 방향의 K 인자(K factor)는 일차원 노드와 상응하는 값을 다

차원 노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원자로의 형태에 맞추어 다차원 모델은 원통

형 격자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열수력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열구조체에 대해서도 일차원 열구조체의 열교환

면적이 다차원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원자로내 열구조체는 평면

상에서 특정 지점에 집중되어 존재하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

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열구조체도 다차원 노드에 맞게 분산하여 모델

하였다. 즉, 하나의 일차원 열수력 노드가 공간적으로 세분화되어 다차원 열수력 노

드를 이루므로 각각의 다차원 열수력 노드에 기존의 열구조체 면적이 같은 비율로

세분화되어 연결되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3.2.3.2는 원자로 평면에 대한 고리 호기 압력용기의 다차원 격자 개

념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반경방향과 각도방향의 격자구성을 보인다.

그림 3.2.3.2. 고리 1호기 원자로의 평면 다차원 격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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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번호

z 방향 격자

(ft)
영 역

R 방향 격자

(ft)
영 역

z1/R1 2.3907 lower head 2.368694943 inner core

z2/R2 2.833 lower plenum 0.981145571 middle core

z3/R3 3.3442 core inlet/DC주) 0.752845898 outer core

z4/R4 1.0 core/DC/BP주) 0.877933333 core bypass

z5/R5 1.0 core/DC/BP 0.809583333 downcomer

z6 1.0 core/DC/BP

z7 1.0 core/DC/BP

z8 1.0 core/DC/BP

z9 1.0 core/DC/BP

z10 1.0 core/DC/BP

z11 1.0 core/DC/BP

z12 1.0 core/DC/BP

z13 1.0 core/DC/BP

z14 1.0 core/DC/BP

z15 1.0 core/DC/BP

z16 3.7903
upper plenum

1/DC

z17 2.230972
upper plenum

2/DC

z18 2.515
upper plenum

3/DC

z19 2.515
upper plenum

4/DC

z20 3.3867 upper head 1

z21 1.89334 upper head 2

표 3.2.3.2. 다차원 격자의 노드 길이 (unit:British)

주) DC: downcomer, BP: bypass

총 8개의 각도 방향 격자를 구성하여 고온관, 저온관, 그리고 안전 주입구의 대

칭성이 모델링되도록 하였다. 고온관 A가 첫 번째 각도방향 격자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

반경 방향으로는 총 5개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핵연료가 분포하는 노심 영역을 3

개의 반경방향 격자로 구성하고, 유량 우회 경로를 감안하여 격자를 추가하였다. 또

한 원자로 가장 바깥쪽에 강수부를 두어 5개의 격자를 이룬다. 그림 3.2.3.2에서 반

경 방향 격자는 R1~R5로 표기되어 있다.

표 3.2.3.2는 내부의 형상이 고려되지 않은 다차원 격자의 노드 길이를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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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구성부 일차원 모델
다차원 구성

Z R

하부 헤드 sv110 1 1~5

하부 플레넘 br108 2 1~5
노심 입구부 br112 3 1~4
강수부 pi106-07/pi166-07 3 5
강수부 pi106/pi166 4~15 5
노심 우회부 pi116 4~15 4
노심 pi114/pi113/pi115 4~15 1~3

상부 플레넘 1 br118/br148 16 1~4
상부 강수부 sv104/sv164 16 5
상부 플레넘 2 br120/br150 17 1~4
상부 강수부 br102/br162 17 5
상부 플레넘 3 pi122 18/19 1~4
상부 강수부 sv100/sv160 18/19 5

상부 헤드 1 br126 20 1~5
상부 헤드 2 sv128 21 1~5

이다. 내부 각 셀의 유동 부피비(volume fraction)와 격자간 연결 정션의 유동면적

비(permeability)는 표에 나타난 노드 길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차원 격자와 비교한

후에 계산되어 진다. 원주방향 노드는 45o씩 8개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R1, R2, R3의 반경방향 격자는 각 셀의 평면 면적이 동일하도록 구성하였다. 노

심 영역 각부의 평면 면적은 2.203323 ft2 이다. R1, R2, R3 각 링(ring)의 면적은

17.62623 ft2 이다.

아래의 표는 일차원 모델링에서 다차원 모델링으로 전환되는 압력용기의 각 구

성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3.2에 따른 다차원 영역이 해당되는 압력용기 일차

원 모델의 구성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전체 압력 용기에 대한

다차원 모델의 개념을 수립하고 170번을 다차원 압력용기 모델의 요소번호로 부여

하였다.

표 3.2.3.3. 다차원 모델로 전환되는 일차원 모델링의 압력용기 구성부분

다차원 볼륨의 유동으로 인한 차압은 일차원 해석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일차

원 모델은 해석 공간이 모두 벽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이 존재하고, 거기에 더하여 공간 내부에 분포하는 구조물로 인한 형상 압

력 손실(form drag)이 각종 모델로 구해져 전체 압력 손실을 구성한다. 다차원 모델

의 공간은 벽면에 접하지 않은 해석 공간이 존재하므로, 전체 압력 손실과 형상 손

실(form drag)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 모델에서 벽면 마찰 압력 손실은 볼륨의 수력학 지름과 표면 거칠기 입

력을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볼륨에 관한 입력 사항 중 불륨의 수력학 지름을 0.0으

로 입력하면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계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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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접하지 않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내부에 구조물에 의한 압력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형상에 의한 압력손실 계수를 입력하여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상하

방향 유동에 대한 다차원 각 노드의 형상손실은 일차원 모델링에 의거하여 입력하

였다.

반경 방향의 형상 압력 손실 계수는 기본적으로 0.0으로 입력 하였으나 강수부와

노심상부 플레넘 간의 누설부를 모델하기 위해 0.0004154의 면적비와 5.67의 손실계

수 값을 일차원 모델과 같이 입력하였다.

내부에 핵연료 등 압력손실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물이 많고 안전 주입수의 다차

원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심 및 노심 상부 플레넘의 다차원 형상손실 계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노심 및 상부 플레넘의 형상압력 손실 계수 계산을 위

해 노심 영역(R1~R3, Z4~Z15)에서는 핵연료 다발이 영역 내에 균일하게 정방형으

로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상부 플레넘 영역(R1~R4, Z16~Z19)에서는 안내관

및 지지봉 들이 영역 내에 정방형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

정 하에서 다음의 식으로 형상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하였다.

     (3.2.3.1)

그림 3.2.3.3. 봉다발 교차유동의 형상 압력 손실 계수

이때, N은 관다발의 개수, f는 압력손실 계수, 는 관다발 배열 계수이다. 관다발

에 대하여 엇갈리게 유동하는 형태에서의 압력 손실 계수는 완전히 발달한 난류상

태를 가정하여 0.3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관다발 배열 계수는 핵연료 및 지지봉

등 구조물들이 해당 볼륨 셀(cell) 내에 정방형으로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가정

에 의해 1.0으로 하였다.

고리 1호기 노심은 121개의 OFA 핵연료 집합체가 존재하는 노심이다.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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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집합체는 모두 14 x14 격자로 이루어져 격자마다 핵연료와 지지봉 등이 위

치하고 있다. 다차원 노심 모델링에서는 노심을 핵연료 영역과 노심 우회 영역으로

분리하여, 핵연료 영역은 3개의 반경 방향 격자, 8개의 각도 방향 격자로 이루어져

평면에서는 24개의 계산 셀(cell)이 있다. 이때 각 격자는 동일한 평면 면적과 부피

를 가지도록 모델링 되었다. 이 24개의 격자에 121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하나의 계

산 셀(cell)당 약 4.472개씩 골고루 분포하게 된다. 계산 격자가 사각의 정방형이라고

가정하고 한 계산 셀당 4.472개씩의 핵연료 집합체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면 볼륨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약 2.236 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통과하게 된다.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에 14개의 y 방향 또는 x 방향의 핵연료 봉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냉각수가

평면의 x, 또는 y 방향으로 유동하면서 거치게 되는 관의 개수는 31.304 (=2.235x14)

이다. 따라서 노심 영역에서 형상 압력손실 계수 Kf와 Kr을 9.39(=31.304x0.3)로 정

하였다.

노심 상부 플레넘은 지지구조가 32개, 안내관이 37개 있다. 이들 구조물들이 전

체 32개의 평면 다차원 격자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계산 격자 당

약 2.16개의 지지구조 및 안내관이 있게 된다. 이때, 하나의 계산 격자의 중심에서

이웃 계산 격자로 이동하는 동안 약 2개의 구조물을 통과하므로 형상 압력 손실 계

수를 0.6(=2x0.3)으로 정하였다.

(3) 고리 1호기 다차원 노심모델의 정상상태 계산

고리 호기 노심을 다차원 모델로 전환하고 기존의 일차원 루프와 연결하기 위해

고온관과 저온관을 추가하여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3.2.3.5에

정리하였다. 그림 3.2.3.4는 정상상태 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다차원 노심에서의 냉각

수 온도 분포이다. 노심 상부 헤드의 온도가 558 oF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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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다차원 노심의 정상상태 냉각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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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 Coordinate (ft)

ID Height
(ft)

R5
5.790203079

R4
4.980619745

R3
4.102686412

R2
3.349840514

R1
2.368694943

Z21 1.8933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Z20 3.3867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UH
0.263485704

Z19 2.515 DC
0.695341

UP
0.752283

UP
0.752283

UP
0.752283

UP
0.752283

Z18 2.515 DC
0.695341

UP
0.645763

UP
0.645763

UP
0.645763

UP
0.645763

Z17 2.230972 DC
0.729385

UP
0.74919

UP
0.74919

UP
0.74919

UP
0.74919

Z16 3.7903 DC
0.7556

UP
0.7806

UP
0.7806

UP
0.7806

UP
0.7806

Z15 1.0 DC/0.6089 BP Rx/0.55286 Rx Rx
Z14 1.0 DC/0.6089 BP Rx Rx Rx
Z13 1.0 DC/0.6089 BP Rx Rx Rx
Z12 1.0 DC/0.6089 BP Rx Rx Rx
Z11 1.0 DC/0.6089 BP Rx Rx Rx
Z10 1.0 DC/0.6089 BP Rx Rx Rx

Z9 1.0 DC/0.6089 BP Rx Rx Rx
Z8 1.0 DC/0.6089 BP Rx Rx Rx
Z7 1.0 DC/0.6089 BP Rx Rx Rx
Z6 1.0 DC/0.6089 BP Rx Rx Rx
Z5 1.0 DC/0.6089 BP Rx Rx Rx
Z4 1.0 DC/0.6089 BP Rx Rx Rx

Z3 3.3442 DC/0.8903 CI CI CI CI
Z2 2.833 LH/0.7421 LH LH LH LH
Z1 2.3907 LH/0.3053 LH LH LH LH

region
volume fraction

표 3.2.3.4. 다차원 격자의 셀(Cell) 구성

△R1=2.368694943 ft, △R2=0.981145571 ft, △R3=0.752845898 ft,

△R4=0.879333333 ft, △R5=0.809583333 ft

LH=Lower Head, LP=Lower Plenum, CI=Core Inlet, Rx=Reactor Core,

DC=DownComer, BP=ByPass, UP=Upper Plenum, UH=Upp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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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다차원

MARS
MARS 1D

RELAP5

1D

노심영역

core power, MWt 1723.5 1723.5 1723.5

reactor pressure drop, bar 1.582 1.576 1.578

guide tube flo, lb/s 98.797912) 86.555 86.6

upper leak flow, lb/s 98.8067 89.47246 89.47246

cross leak flow, lb/s 13.2523 14.93 14.93

fuel assembly pressure drop, bar 1.455 1.44 1.44

루프영역

loop A flow rate, lb/s 4142.17 4137 4136.9

hot leg temperature, oF 593.643 593.94 594.14

cold leg temperature, oF 556.091 556.26 556.44

temperature rise, oF 37.553 37.68 37.7

기기영역

PZR level, % 52.32 53.0 53.3

PZR pressure, bar 158.586 158.6 158.58

pump head 51.7592 51.7315 51.8765

pump torque 30124.5 30114 30192.5

pump speed 1136.77 1136.8 1138.4

증기발생

기영역

primary S/G pressure drop, bar 2.919 2.92 2.934

feed water flow rate, lb/s 472.484 472.46 472.46

steam flow rate, lb/s 472.286 476.69 476.82

steam pressure, bar 55.97 56.05 56.03

S/G level, % 88.3 88.4 88.4

S/G recirculation 1910.44/ 1911.6/ 1914.3/

표 3.2.3.5. 다차원 정상상태 해석 결과 (british unit)

2) summary of the z-directional flow rate between 19 and 20th multi-dimensional cor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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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리 1호기 다차원 노심 모델의 LBLOCA 과도 계산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모사를 위해 일차원 해석과 마찬가지로 Loop B의 저온관

RCP 후류에서 40% 파단을 가정하였다. 과도계산은 총 400 초간의 진행상황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초기 blow down 후에 ECC는 파단 후 30초부터 주입되기 시작한

다. 단일고장 가정으로 Loop B의 ECC line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3.2.3.5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과도 기간 중의 원자로 강수부 수위이다.

원자로가 다차원으로 모델링되어 있으므로 강수부 수위 결과를 각도별로 나타내었

다. 각도 1은 Loop A의 고온관 위치이고 각도 3은 ECC가 주입되는 위치이다. 일차

원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초기 50초간의 수위 거동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며 50

초 이후에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3.5.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과도 기간 중의 원자로 강수부 수위 거동

그림 3.2.3.6은 PCT(Peak Cladding Temperature) 거동을 보이고 있다. 다차원 노

심에서 피복관 온도의 첨두치 온도가 나타나는 곳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내측의 원자로 노심 영역 Loop B의 ECC 위치와 일치하고 높이는 연료 하단에서

부터 7.0 ft 상단이다. 일차원 해석의 결과는 피복재 첨두 온도를 1154 K로 예측하

고 있으나 다차원 해석의 결과는 1236.32K로 예측하고 있다. 첨두 온도 발생 위치

가 타당하게 예측되고 있다. 일차원 해석과 비교하면 첨두 핵연료 봉의 냉각 시간

지연 현상과 첨두 온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3.2.3.7은 노심 상부 공간 중 고온관의 중심부 이하의 영역에서 냉각

수가 차지하는 수위 비율을 각 영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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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다차원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의 피복재 첨두 온도 위치 및 거동

그림 3.2.3.7. 노심 상부 공간 중 고온관 이하 영역의 냉각수 수위 거동

여기서, 수위 비율(water level fraction) 이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되어진 수위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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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위 식에서 v1과 v2는 노심 상부에서 고온관 중심까지 다차원으로 모델되어진 공

간을 나타내고 있다. 본 모델링에서는 170NYY160번 볼륨과 170NYY170번 볼륨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직방향 격자 길이는 3.7903 ft 와 2.230972 ft 이다.

전체 노심 상층부에서 약 30초 이후 냉각수 수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건전한

ECC(ECC A)가 30초에 작동을 시작하여 그 직후 노심 상부 tie plate 상에 냉각수

의 수조(pool)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점은 파단 후 초기의 감압배출이

끝나고 노심 상부의 유동은 ECC 배출과 노심에서 잔열에 의해 발생한 증기 유동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노심 상부의 냉각수 수위는 노심에서 tie plate를

통해 상부공간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동에 의해 냉각수의 하강이 지연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써, 증기 유입의 양에 지배받는다. 종래의 일차원 해석에서는 다수의 일차

원 채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냉각수 수위의 형성과 노심으로 하강하는 냉각수

유량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일차원 채널 간의 횡방향 유동 저항이나 노심과 상부

공간 사이에 설정되는 수직 유동 저항값에 따라 예측값이 달라지게 된다. 다차원

해석에서는 수직, 반경, 각도 방향의 유동 저항 값을 일반적인 구조물 공간에서 적

용되는 값을 사용하여 상부 공간의 수위를 예측하고 있다. R1, R2, R3, R4로 나타내

어진 노심 상부 공간은 각각 각도방향의 수위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ECC A가 각

도 3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외부 링(ring)으로 갈수록 ECC A와 같은 각도에 속한

볼륨에서 냉각수 수위가 높게 예측되고 있다.

다음 그림 3.2.3.8은 노심 상부 수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상부 tie plate에서의

냉각수 유동량이다. 노심과 노심 상부 공간 사이의 tie plate에서 ECC 작동이 시작

되는 30 초부터 300초 사이의 시간에 따라 누적된 냉각수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상

부공간에서 노심으로 냉각수가 유입되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3.2.3.8에서, 가장 안쪽의 8개 볼륨은 ECC 유입 후에도 노심에서 노심 상부

공간으로 향하는 상향 냉각수 유입이 더 많이 나타난다. 누적량 그림이므로 기울기

가 아래로 향하면 냉각수가 노심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의미하는데, 가장

안쪽 R1 링(ring)에서는 대략 150 초 이후에 약간의 냉각수 하향유동이 발생하고 전

반적으로는 상방향의 냉각수 유동이 지배적이다.

중간 링 영역(middle core, R2)과 외곽 링 영역(outer core, R3)에서는 ECC 분출

각도 3과 이웃한 두 각도 영역인 2번, 4번 각도 영역에서만 하향 유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의 각도에 해당하는 볼륨에서는 미약한 상방향 유동이 나타나고 있다.

총 누적량 측면에서는 R3의 각도 3번 볼륨에서 가장 많은 냉각수 하향 유동이 예측

되고 있다.

ECC가 직접 유입되는 볼륨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노심 상부 최외곽 영역

(R4)에서는 30초부터 300초까지의 전 시간에 걸쳐 냉각수 하향 유동이 예측되었다.

R2, R3 영역과 다르게, 각도별로 하향 유동 누적량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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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량이 나타나는 3번 각도 영역에서의 누적량이 R3 영역의 3번 각도 누적량보다

매우 작게 나타난다. 300초 시점에서 누적량을 비교하면 약 4.5%에 불과하다. 노심

우회영역과 연결된 R4의 냉각수는 노심에 진입하면 볼륨내의 연료봉 등 구조물이

없으므로 노심 우회로를 따라 냉각수가 빠르게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처럼 노심 우회 영역을 통해 노심으로 유입된 냉각수는 핵연료봉과 증기

유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노심 하부로 유입되어 핵연료의 하부 냉각(bottom

quenching)에 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노심 상부 영역에서, 하향 냉각수 유동을 나타내는 해석 볼륨의 면적을 합

하면 약 32.3% 이다.

그림 3.2.3.8. 노심 상부에서의 누적 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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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노심과 상부 공간 사이의 전체 유량 거동

위 그림 3.2.3.9는 상부 노심 유동 중 액상 냉각수만을 나타내지 않고 기체상과

액체상 전체의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8에서 하향 유동이 활발한 영역에

서는 전체 유량 거동이 하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체상과 액체상의 밀도를 고려하

면 그림 3.2.3.8에 나타난 상향 유동은 냉각수의 상변화로 발생한 증기의 상향 유동

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MARS 다차원 계산에 의하면, ECC 작동 시점인 30초 이후부터 300초 까지 유입

된 안전 주입수의 총량은 48,846 kg이다. 같은 시간동안 고온관으로 배출된 증기 및

냉각액체의 총량은 18,190 kg 으로써 약 37%에 해당한다. 또한 30초부터 300초까지

기간동안 A loop의 저온관으로는 37,600 kg의 냉각수가 유입되었으며, Loop B 파

단 저온관으로는 42,100 kg의 냉각수가 유출되었다. 원자로로 유입된 총 유입량과

총 배출량의 차이는 노심과 강수부의 수위증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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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안전 주입수 누적량과 고온관 액상 방출 유량의 누적량

그림 3.2.3.10은 안전주입수와 두 고온관에서 방출된 유량 중 액체상에 해당하는

양만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다. 초기의 감압 배출 시기 이후 고온관으로 방출되

는 유량중에서 누적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액체상이 지배적이라는 가정하에

안전주입수 누적량과 고온관 배출 액체상의 누적량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고온관

에서 배출된 액상 배출량은 13,500 kg 으로써 4,690 kg 만큼 차이가 난다. 그림

3.2.3.9에서, 노심에서 노심 상부로의 상향 유동이 일부 액상의 하향유동 영역을 제

외하면 미미하고, 대부분이 증기유동임을 감안하면, 그림 3.2.3.10의 고온관 액상 배

출 유량은 ECC에서 유입된 액상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인 안전 주입수 우회율은

27.64%로 해석되었다.

그림 3.2.3.11은 노심 영역별 링(ring)에서 각도 방향으로 분포한 각 핵연료봉의

피복재 온도 거동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첨두 온도가 나타난 8번 노드에 해당하는

높이의 온도를 전체 영역별로 비교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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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8번 노드 높이의 영역별 피복재 온도 거동

그림에서 8번 노드에 해당하는 위치의 냉각 거동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좌측 상

단의 그림으로 나타내어진다. 1번 냉각 지점은 ECC A가 위치한 지점과 동일한 각

도 방향이다. 연료봉이 냉각되어지는 영역을 순서대로 표시한 그림에서, ECC를 통

해 주입된 냉각수가 반경 방향과 각도 방향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12는 노심의 영역별 냉각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연료봉 4, 5, 6은 각

각 노심 내부 영역(inner core region, R1), 중간 영역(middle core region, R2), 외곽

영역(outer core region, R3)에 위치한 각도별 핵연료를 나타낸다. 즉, 핵연료 41은

노심의 가장 안쪽 링(ring)에 위치하고 각도 방향으로는 제 1번 각도영역에 속한 핵

연료를 나타낸다. 이처럼 다차원으로 세분화된 핵연료의 냉각 시점을 연료봉의 높

이에 따라 표시하였다.

영역별로 하부냉각(bottom quench)과 상부 냉각(top quench)의 경향이 특이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부 냉각과 상부냉각이 노심 전체에서 모두 예측되고 있

다. 이는 노심과 노심 상부 영역이 24개의 정션으로 세분화되어 유동 양상이 평균

화되지 않으며, 국소적으로 안전주입수의 노심 침투와 우회가 간헐적으로 반복되므

로 어느 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상부 냉각 또는 하부 냉각이 편향되어 나타나지 않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역내의 각도별 냉각 시점을 비교하면, 노심 하부의 냉각 시점은 비교적 일치하

여 동일한 시점에 냉각이 이루어지지만 상부로 올라감에 따라 각도별로 냉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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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간 영역과 외곽 영역의 2, 3, 4번 각도에 해당하는 상

부 노드는 50초 경에 모두 냉각되며 그 외의 각도 영역은 이후에 시간이 더 경과한

뒤 냉각되고 있다. 이는 노심 상부에 형성된 냉각수막이 하강하면서 끼치는 영향으

로 해석된다.

내부 노심(inner core) 영역에서는 이러한 각도별 냉각 시점 차이가 중간 영역에

서 크지 않으며 중간 노심과 외부 노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핵연료봉

과 노심 상부 구조물이 각도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의 냉각수 이동 및 확산에 저항

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2.3.12. 각 노심 영역의 연료봉 냉각 거동

이상과 같이 고리 1호기 원자로 노심을 다차원으로 모델링하여 대형 냉각재 상

실사고를 모의하였다. 일차원 해석과 동일한 정상상태를 획득하여 대형 냉각재 상

실사고를 40% 파단 및 ECC 단일고장 가정 하에 수행하였다. 노심 상부에서 횡방향

및 반경 방향 형상 손실 감압 계수는 0.6, 노심 영역의 형상 손실 감압계수는 9.39

로 각각 모델링하였다. 작동하는 ECC는 파단 저온관에 인접한 각도에 배치하여 파

단의 영향이 노심과 강수부를 통하여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과도 계산에서 ECC 주입후의 노심 상부 공간내 냉각

재 수위는 고온관 중심 이하의 높이와 비교하여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심에서 상부공간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동의 영향으로 중력에 의한 냉각재 하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안전 주입 위치와 인접한 영역에서는 지속

적으로 높은 냉각재 수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심 상부에서 노심으로 하강하는 냉각수 유량을 ECC 주입 후 누적하여 비교하

면 노심 상부에 형성된 냉각수가 안전 주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많이 하강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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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외곽 노심 영역에서 많은 양의 냉각수가 노심 상부에서 노심으로 하

강하며, 냉각수 하강 영역은 전체 노심 평면 면적의 32.3%를 차지한다.

300초까지의 과도기간 중 안전 주입관을 통해 유입된 총 안전 주입수는 48,846

kg이다. 고온관 A와 B를 통해 배출된 액체상의 양을 누적하면 13,500 kg으로써,

ECC 우회율은 27.64%로 예측되었다.

핵연료 피복재 첨두 온도는 파단 이후 90초에 내부 노심의 7번 각도 영역, 제 8

번 노심 높이에서 나타나며, 값은 1236.32K 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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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R1400 LBLOCA 평가계산

APR1400형 원전은 안전주입방식이 기존의 저온관주입방식의 발전소와는 달리

압력용기 직접주입방식 (Direct Vessel Injection, DVI)을 채택하고 있으며, 저압안전

주입이 제거되었고 4대의 고압안전주입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2.3.13).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로 압력용기 내 열수력 거동은 저온관 주입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냉각재상실사고 초기에 상당량의 안전주입수가 파단부로 빠

져나가는 안전주입수 우회(ECCS bypass)가 중요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안전주입수

우회가 증가할 경우 노심 냉각성능이 나빠지고, 노심에서의 최대피복재 온도가 상

승할 우려가 있다. 안전주입수 우회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재관수 기간에 강

수관의 상부로 올라오는 증기와 안전주입수가 반응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또한 후

기 재관수 기간 중에 APR1400형 원전에서는 안전주입탱크에서의 냉각수가 고갈되

면 급격히 안전주입유량이 감소한다. 그 결과 여전히 고온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강수관의 열구조물은 강수관 하부에서 비등을 유발한다. 강수관 비등이 일어나게

되면 정수두(hydrostatic head)가 감소하여 노심으로 안전주입수의 유입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림 3.2.3.13 APR1400형 원전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안전주입탱크 구조

그림 3.2.3.14에서와 같이 비상노심냉각수 휩쓸림(sweep-out), 직접우회 등

APR1400형 원전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 복잡한 열수력거동은 1차원 모델만으로는

모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TRACE나 MARS와 같은 다차원 코드의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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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4 APR1400형 원전 DVI 안전주입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

(1)APR1400 다차원 노심 모델링

그림 3.2.3.15는 APR1400형 원전의 1차원 열수력 계통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심은 두 개의 원통형 채널(channel)로 모사되며, 두 채널

은 교차유동 정션으로 연결된다. 고온 채널(hot channel)에는 고온집합체와 고온연

료봉이 위치하며, 평균 유동 채널에는 나머지 핵연료집합체가 있게 된다. 강수관은

방위각 방향으로 6개의 원통형 채널로 모델되며, 각 채널은 노심과 마찬가지로 교

차유동 정션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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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r  z
Downcomer Cylindrical 1 6 10
Lower Plenum Cylindrical 4 6 2
Core Cylindrical 3 6 27
Upper Dome Cylindrical 4 6 1

그림 3.2.3.15 APR1400형원자로의 일차원 열수력 계통 nodalization

다차원 모델은 원자로압력용기를 제외하고는 같은 모델링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압력용기를 제외하고는 다차원 거동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영향도 그리 크지 않기 때

문이다. 표 3.2.3.6에서와 같이 강수관, 노심, upper plenum, upper dome을 포함한

원자로압력용기는 618개의 MULTID 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 및 upper ple-

num에서 안내관(Guide tube)의 모델링은 노심 상부의 온도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냉각재상실사고시 최대피복재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면상 12개의 노심 sector에 각각 1차원 파이프로 모델링했으며

upper plenum에서의 연결부를 실제와 가깝게 연결하였다. 전체적으로 MARS 다차

원 모델은 875개의 제어체적, 1,804개의 junction, 1,207개의 열구조물로 구성된다.

표 3.2.3.6 APR1400형 원자로 다차원 노심 모델의 영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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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6 APR1400형 원자로 압력용기의 다차원 nodalization

그림 3.2.3.16에서와 같이 노심의 안쪽에 있는 6개의sector에는 각각 10개의 핵연

료집합체가, 바깥쪽 6개의 sector에는 30개씩의 집합체의 열구조물을 가지도록 배치

하였다. 가장 고온 연료봉은 노심 안쪽 sector 중 2번에 위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sector는 hot zone이라 불리며, 다른 sector에 비해 1.24배의 열출력을 생성한다. 이

값은 모든 제어봉 인출상태(All Rod Out, ARO), 전출력, 무제논(no Xenon) 상태에

서의 반경방향 peaking factor에 근거하였으며, 1차원 모델에서 hot channel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다차원 모델에서는 고온 핵연료집합체가 위치한 hot channel

이 없어 고온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열수력 조건이 완화되어 최대피복재온도를 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다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상태가 계산되었다. 주요한 변수에 대한 초기값들은

표 3.2.3.7에서와 같이 설계값과의 오차가 만족할 만한 범위에 들었으며, 1차원 모델

계산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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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계치 정상상태

Core power (MWt) 3983 3983

PRZ pressure (MPa) 15.51 15.51

SIT pressure (MPa) 4.0314 4.0314

Hot leg temperature (K) 598.4 598.6

Cold leg temperature (K) 563.7 565.9

Primary system coolant mass flow
(kg/s), total 20,991 20,999

SG secondary pressure (MPa) 7.03 6.72

Event
Initiation Time (sec)

Multi-D 1-D

Break initiation 0.0 0.0

Reactor scrammed 0.0 0.0

Primary coolant pump trip 0.0 0.0

PCT reach 9.8 10.0

표 3.2.3.7 다차원 모델 정상 상태 계산 결과 주요 압력 값

(2)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예측

200% 저온관 양단파단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최적계산이 수행되었다. 원

자로와 냉각재펌프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운전 정지된다. 사고는 파단 저온관의

break valve를 열어 모의되며, 고압안전펌프는 10.72 MPa 설정치와 40초 지연시간

을 가지고 작동되며, 안전주입탱크로부터의 안전주입수는 4.03 MPa 설정치에서 작

동된다. 격납용기의 배압은 파단이후 시간의 함수로써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

표 3.2.3.8에서는 다차원 모델에 대해 사고 시 시간에 따른 주요 사건전개

(sequence)를 1차원 모델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봉은 파단 직후부터 바

로 가열되기 시작하고, 안전주입탱크로부터 안전주입수가 16.1초에 개시된다. 고온

핵연료봉은 방출기간동안 계속 가열되고 9.8초에 최대 피복재온도 1063.5 K에 도달

하였다. 안전주입펌프에 의한 안전주입수는 54.5초에 개시되었으며, 계산시간 종료

시점(300초)까지 계속된다. 재관수 후 약 260초에 노심 급냉이 발생한다. 1차원 모델

과 다차원 모델의 주요 거동을 비교한 결과, 재관수 급냉 시간을 제외하고는 큰 차

이는 없었다.

표 3.2.3.8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주요사건 전개순서 (tim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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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 injection initiated 16.1 16.0

Pressurizer empty 28.7 28.0

SIP injection initiated 54.5 54.0

SIT empty 176.0 175.0

Core cladding fully quench 260.0 159.0

그림 3.2.3.17에서부터 3.2.3.21까지는 1차측 압력, 압력용기 쪽과 냉각재펌프 쪽

각각에서의 파단유량, 안전주입유량, 노심과 강수관에서의 수위, 최대 피복재온도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계산 결과를 1차원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1차측 압력과 안전주입 유량은 두 모델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압력이 1차계

통의 전체적인 거동을 결정하는 주요 열수력적 변수이고, 안전주입 유량은 계통의

압력에 의존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3.2.3.18에서의 양단 파단시 파단유량은

압력용기 해석에 사용된 모델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변수로 두 모델간에 압력용

기 쪽 파단 유량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원 모델이 파단 유량을

좀 더 높게 예측하고 있다. 노심 및 강수관에서의 collapsed level은 그림 3.2.3.20에

서 알 수 있듯이 재관수 기간동안 두 모델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차

원 모델에서 수위는 강수관 또는 노심의 각 체적에서의 liquid fraction을 체적비로

합한 것으로 다차원 모델이 좀 더 노심 및 강수관에서의 열수력 거동을 상세하게

모사하기 때문에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원 모델이 노심 및 강수관의 수

위를 좀 더 낮게 예측함에 따라 재관수 기간 동안의 최대 피복재온도가 높게 나타

났다. 그림 3.2.3.21에서와 같이 두 모델은 방출 기간 동안에 비슷한 최대피복재온도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대피복재온도는 1차원 모델의 경우 1084.7 K, 다차원 모델인

경우1063.5 K로 1차원 모델이 다소 높았다. 재관수 기간에는 다차원 모델에서 노심

의 수위가 좀 더 높아 PCT가 낮아졌고 급냉 시점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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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7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1차 계통 압력 추이

그림 3.2.3.18 1차원 모델과 다차원 모델의 vessel과 pump측 파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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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9 1차원 모델과 다차원 모델의 안전 주입 유량 비교

그림 3.2.3.20 1차원 모델과 다차원 모델의 노심과 강수부의 누적 수위 비교



- 200 -

그림 3.2.3.21 1차원 모델과 다차원 모델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최대 피복재

온도 비교

이와 같은 APR1400 다차원 노심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고온 연료봉의

영향을 평가하고 강수관 비등과 비상노심 냉각수 우회율 등 상세한 안전성 분석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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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ION-2 발전소 안전여유도 평가계산

OECD SM2A (Safety Margin Application and Assessment) 과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OECD SMAP 방법론을 이

용하여 ZION-2 발전소의 가상적인 출력증강(10%)시 안전여유도의 변화를 평가하

고, 이로부터 SMAP 방법론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추진되었다. 현재,

SM2A 과제는 최종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다. 본 연구과제는 MARS 코드 응용의 일

환으로 SM2A 과제에 참여하였다(KINS, KAERI 공동 참여). 본 절에서는 SMAP 방

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SM2A에서 MARS 코드 응용계산의 결과를 소

개한다.

(1) SMAP 방법론 개요

가동중인 원전의 특정한 설계 및 운영방법 변경은 규제요건을 만족시킴에도 불

구하고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를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력증강, 수명연

장, 고연소도 핵연료 사용 등은 하나의 원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개별

적으로는 규제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누적된 변경이 발전소 전반의 안전 여유

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PSA와 DSA를 통합한 안

전여유도 개념이 필요하다.

SMAP 방법론에서는 다음의 “Set of triplets” 개념을 써서 안전여유도를 평가한

다:

Identify scenario in risk space

o 사건수목 방법론 + 설계기준 사고군 정립

(기존 PSA와 달리 모든 안전목표(Safety objectives)에 적용가능)

o 사건수목의 안전기능은 대상 안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

Likelihoods

o CDF, LERF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Figure of merit(성능지수)”를 고려

o 각 사고시나리오는 초기/경계 조건등의 다양한 상태변화에 대해 조건부 확률을

갖는다고 가정

o Conditional probability of exceedance probability => indicator of a safety

margin

Consequences

o Consequences를 개량화하지 않고 Likelihoods를 안전여유도의 지표로 활용함(향

후 개선 예정)

SMAP 방법론의 안전여유도 개념은 Civil Engineering 분야에서 교량의 안전성

을 평가할 사용한 개념을 원용한다. 그림 3.2.3.22에는 교량의 파괴강도(S)와 하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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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 안전여유도 Margin to damage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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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리고, 조건부 초과확율(Conditional Exceeding Probability)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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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2 교량의 파괴강도(S)와 하중(L)의 분포함수

그림 3.2.3.2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지표와 제한치의 분포함수: 제한치는 표준편차가

0이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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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념을 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그림 3.2.3.23참조),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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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Exceeding Probability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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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안전여유도 정량화에 확대적용할 수 있다. 즉, 특정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방벽(barrier)의 실패 빈도는 다음과 같다:

= Likelihood of event sequence X Conditional Exceed Prob. (CEP),

( ) ( ) ( )inini
B
i ESBfpESBfESn __ ×== lll I

여기에서 Likelihood는 Event Tree (ET)로부터 구하고, CEP는 모사코드 및 불확실

성 정량화를 통해 구한다. 모든 Risk space에 대한 방벽의 실패빈도는 다음과 같다:

å=
i

B
i

nll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안전여유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변경전의 방벽실패빈도를 추정

- 설계/운영변경에 따른 Risk Space의 변화를 추적

- 변경된 Risk space에 따른 방벽실패빈도를 추정 및 비교

(2) ZION-2 발전소의 10% 출력증강시 안전여유도 변화량 평가계산

위의 안전여우도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ZION-2 발전소의 10% 출력증강시 안

전여유도 변화량 평가계산을 수행하였다. 여러 참여국들이 각각 다른 사고시나리오

를 맡아 각 사고별 안전여유도 변화량을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

다. KAERI와 KINS는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를 해석하였다. 이 계산 과정에서

KAERI 종합안전성평가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MOSAIQUE를 MARS와 연동하여,

시나리오별 각각 300건의 민감도 계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각 시나리오별 해석결과는 Appendix B(OECD 최종보고

서의 일부로 KAERI와 KINS가 2009년 12월에 OECD에 제출한 내용임)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모든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는데, 추후 OECD 보고서로 발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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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ZION-2 발전소 LBLOCA 불확실성 정량화

(1) 문제 개요 및 입력 모델

MARS코드의 발전소 LBLOCA 불확실성 정량화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규제기관과 산업계에 최적평가방법의 정립과 활용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진행

하는 국제프로그램 OECD-BEMUSE과제에 참여하였다. 발전소 적용은 BEMUSE

Phase IV 및 V로 진행되었으며 대상발전소를 Zion-2 원자력발전소를 선정하였다.

Zion-2 발전소는 Common-wealth Edison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듀얼 원자

로형으로써 전출력 노심출력은 3250 MWth이다. Zion 원자력발전소는 4개의 유로

를 가지고 있으며 각 유로는 각각 한 개의 저온관과 고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Zion 발전소의 안전해석 코드입력 기본 자료는 최초에 미국원자력규제기관(NRC)에

의해 가압경수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SBLOCA) 해석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MARS를 활용하여 Zion 발전소에 대한 저온관의 대형냉각재

상실사고(LBLOCA)의 기본계산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기본계산 수행

시 다차원 현상이 나타나는 원자로용기 부분을 기존의 1D 입력에서 MARS 코드의

MULTID 컴포넌트를 적용하여 다차원 입력 자료를 그림 3.2.3.24와 같이 모델링 하

였다.

(2) 기본최적계산

MARS 다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Zion 원자력발전소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 계산

을 수행하여 1D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2.3.25에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

기 내 다차원거동으로 인해 1D 결과에 비해 낮은 PCT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다차

원모델이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최적계산에서 PCT 여유도의 이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계산은 본 다차원해석 결과를 최적계산으로 간

주하고 진행되었다.

(3)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입력변수의 선정 및 불확실성 범위설정

Zion-2 발전소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불확실성 정량화는 OECD BEMUSE-III

과제동안 LOFT L2-5 IET 불확실성 정량화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량화 과정은 BEMUSE III와 동일하게 많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 비교

하였으며 스페인의 UPC대학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입력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범위와 분포는 UPC에서 제시한 값을 참조로 하여 표 3.2.3.9에 같이 정하

였다.

(4) 통계처리를 위한 샘플방법

각 변수의 변위는 각각의 분포함수에 따라 무작위 샘플 하였다. 균일분포인 경

우 최소 값과 최대 값 사이에서, 그리고 정규분포는 ±2s 범위에서 임의로 추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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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변수간의 의존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Wilks'식에 의하면 3차 항의

95%/95% 허용한계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 수는 124개로 실제계산 수는 예

기치 않은 계산오류를 감안하기 위하여 충분한 개수인 200개를 선정하였다.

(5) 코드 실행

200가지 경우의 코드실행을 오류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입력생성 프로그램

을 만들어 입력변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본 입력 생성프

로그램은 C#으로 작성되었으며 Zion-2 의 표준입력에 맞도록 프로그램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못하다. 계산의 편이성을 위하여 전체 LBLOCA사고를 400초간

의 정상상태 계산 후 400초에 파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800초까지 모의하

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가지 경우에 대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계산은

MARS-KS 버전으로 10개 Node 3.2 GHz PC Cluster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200

경우 중 28경우가 계산도중 오류로 중단되었다. 계산실패의 원인은 불명이며 계산

결과 취합에서 실패한 28경우가 제외되었다. 각 경우 시간에 따른 중요한 변수 변

화는 한 개의 파일 (plotfl)에 기록되게 하였으며 일괄 작업후 생산된 200개의 파일

은 사후 처리를 위해 저장되었다.

(6) 불확실성 해석결과

사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개의 일괄 처리된 파일로부터 블로우다운

PCT, 재관수 PCT 값 그리고 PCT시간, quenching시간, 및 안전주입탱크 작동시간

을 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계산이 실패한 경우도 찿아 주므로 실패한 7경우를 제

외한 93개의 성공한 경우를 사용하여 Wilks' 공식에 의하여 95%/95% 허용한계 값

을 구하였다. 즉 값의 내림차순으로 Y(1)<Y(2)<Y(3)…….<Y(122)<Y(123)<Y(124)와 같

이 정리하면, Wilks' 3rd order 95%/95% 하한 값은 Y(3)이며 상한 값은 Y(122)가

된다.

그림 3.2.3.26은 PCT계산 값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최적 값과 비교한 그림이다.

(7) Wilks‘ 식의 Full Monte-Carlo 계산 값과의 비교

Wilks'식을 사용한 95%/95% 상한치를 구하는 방법은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Monte-Carlo방법을 제한적인 계산수로 대체하기 위한 방

법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Monte-Carlo방식

으로 통상 10,000회의 계산을 요구한다. 발전소의 800초 간의 시나리오를 모의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게 하였으며 PC Cluster내에서 일괄작업이 가

능하게 하였다. 3주일이 지나 1,100회의 계산을 얻었을 때 통계적 처리에 충분한 개

수의 숫자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계산을 종료시키고 결과를 처리하였다.

결과처리에는 사후 처리기가 사용되었는데 계산이 실패한 경우는 제외하고 1,000회

의 성공한 경우만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Wilks' 1차식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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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값을 구하기 위하여 매 59개 중 최대 값을 구하였으며 2차 식의 95%허용 값

을 위하여는 매 93개 중 2번째로 높은 값을 통계적으로 구한 95% 한계치와 비교하

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27은 blowdown PCT이며 그림 3.2.3.28은 reflood

PCT를 나타낸다. Wilks' 식의 통계적 적용에서 5%의 underpredict의 위험을 감수

하여야 하지만 95%는 Monte-Carlo로 구한 값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Wilks' 1차식을 사용하면 통계적 변위가 불확실성 값 정도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lks' 2차식을 사용하면 1차식보다 상당히 변위 폭이 감소하여 1/2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 보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계여유

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최소한 Wilks' 3차항 정도까지 필

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BEMUSE III LOFT L2-5의 경우에 얻은 결론이 실제적인

발전소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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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mponent Phenomena Parameter Description
Uncertainty

(± 2 s or min/max)
Method

All phase Break Break Flow Containment Presuure Uniform [0.85, 1.15] BEMUSE 5 Spec.

t=0 sec
Fuel rod

Stored Energy

Initial core power Input Normal [0.98; 1.02] BEMUSE 5 Spec.

Peaking factor (hot rod) Input Normal [0.95;1.05] BEMUSE 5 Spec.

Hot gap size (core) Input Normal [0.8;1.2] BEMUSE 5 Spec.

Hot gap size (hot rod) Input Normal [0.8;1.2] BEMUSE 5 Spec.

UO2 conductivity Input Table Normal
[0.9;1.1]
[0.8;1.2]

BEMUSE 5 Spec.

UO2 specific heat Input Table Normal
[0.98;1.02]
[0.87;1.13]

BEMUSE 5 Spec.

All phase Decay Heat Power after scram Input Table Normal [0.92;1.08] BEMUSE 5 Spec.

All phase

Core

Bowdown CHF AECL 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Film Boiling Heat
Transfer

Film boiling H.T
coefficient

Film Boiling HT
Multiplier Normal ± 36% Literature RELAP5

M&C Manual

Rewet AECL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All phase

Reflood Heat
Transfer

Single phase liquid heat
transfer

D-B Liquid HT
Multiplier Normal ± 20% Literature RELAP5

M&C Manual

AECL 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Transition Film Boiling Transition Boiling
Multiplier Normal ± 32% Literature RELAP5

M&C Manual

Film boiling H.T
coefficient

Film Boiling HT
Multiplier Normal ± 36% Literature RELAP5

M&C Manual

Single phase vapor heat
transfer

D-B Steam HT
Multiplier Normal ± 20% Literature RELAP5

M&C Manual

Nucleate Boiling Chen's Nucleate Boiling
Model

Chen Nucleate HT
Multiplier Normal ± 23.2% Literature RELAP5

M&C Manual

표 3.2.3.9 각 현상에 수반되는 입력파라메터의 불확실성 범위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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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mponent Phenomena Parameter Description
Uncertainty

(± 2 s or min/max)
Method

All phase Break Break Flow Containment Presuure Uniform [0.85, 1.15] BEMUSE 5 Spec.

t=0 sec
Fuel rod

Stored Energy

Initial core power Input Normal [0.98; 1.02] BEMUSE 5 Spec.

Peaking factor (hot rod) Input Normal [0.95;1.05] BEMUSE 5 Spec.

Hot gap size (core) Input Normal [0.8;1.2] BEMUSE 5 Spec.

Hot gap size (hot rod) Input Normal [0.8;1.2] BEMUSE 5 Spec.

UO2 conductivity Input Table Normal
[0.9;1.1]
[0.8;1.2]

BEMUSE 5 Spec.

UO2 specific heat Input Table Normal
[0.98;1.02]
[0.87;1.13]

BEMUSE 5 Spec.

All phase Decay Heat Power after scram Input Table Normal [0.92;1.08] BEMUSE 5 Spec.

All phase

Core

Bowdown CHF AECL 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Film Boiling Heat
Transfer

Film boiling H.T
coefficient

Film Boiling HT
Multiplier Normal ± 36% Literature RELAP5

M&C Manual

Rewet AECL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All phase

Reflood Heat
Transfer

Single phase liquid heat
transfer

D-B Liquid HT
Multiplier Normal ± 20% Literature RELAP5

M&C Manual

AECL Lookup CHF
Model AECL CHF Multiplier Normal ± 74% Literature RELAP5

M&C Manual

Transition Film Boiling Transition Boiling
Multiplier Normal ± 32% Literature RELAP5

M&C Manual

Film boiling H.T
coefficient

Film Boiling HT
Multiplier Normal ± 36% Literature RELAP5

M&C Manual

Single phase vapor heat
transfer

D-B Steam HT
Multiplier Normal ± 20% Literature RELAP5

M&C Manual

Nucleate Boiling Chen's Nucleate Boiling
Model

Chen Nucleate HT
Multiplier Normal ± 23.2% Literature RELAP5

M&C Manual

표 3.2.3.9 각 현상에 수반되는 입력파라메터의 불확실성 범위 및 분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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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4 Zion 발전소의 MARS MULTID를 사용한 다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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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5 핵연료 피복관 첨두 온도에 대한 기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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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6 핵연료 피복재 최대온도의 Lower/Upper Bound 계산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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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7 Wilks'차원의 증가에 따른 Blowdown PCT 분산도의 비교

그림 3.2.3.28 Wilks'차원의 증가에 따른 Reflood PCT 분산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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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ARS와 COREDAX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1. 연계해석체계개발

가. 연계해석체계개발 개요

최근 10 여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계통열수력 – 다차원 노심동특성" 통합

코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원자로의 노심동특성은 감속재 밀도와 핵

연료봉의 온도 분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노심의 열수력적 거동과 노심

동특성은 서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관점에서 "계통열수력

– 다차원 노심동특성"의 통합계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실적인 해

(Solutions)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심내부의 열

수력적 거동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기존의 Point Kinetics나 일차원적인 접근은 큰

오차를 야기하므로 통합계산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통합코드 개발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다차원 최적 열수력계통 코드

MARS(Lee, et al. 1999 Jeong et al., 1999)와 3차원 노심 동특성 코드 MASTER3)를

통합하여 MARS/MASTER를 개발한 바 있다.4) 이를 필두로 하여 KEPRI는

RETRAN02 코드와 MASTER 코드를 통합하여 원전안전해석이 활용하고 있으며, 원

자력안전기술원은 중수로 원전의 사실적 해석을 위해 RELAP5-CANDU 코드를 중

수로용 3차원 노심 해석코드인 SCAN코드와 연계통합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기술자립형 규제검증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계통 열수력 코드

MARS와 3차원 노심 동특성 코드 COREDAX를 통합하기 위한 연계통합요건을 설

정하며, 구현, 시험계획 및 결과 등을 기술한다. 기본적으로 MARS-COREDAX 코드

연계는 기존의 MARS-MASTER에서 MASTER의 기능을 COREDAX로 대체하는 개

념으로 수행됨을 미리 밝혀둔다.

나. MARS/COREDAX 통합코드의 기능 및 연계 요건

3) MASTER 코드는 2군, 3차원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쓰는 노심분석 코드로Rectangular 및

Hexagonal 구조노심에서의 Microscopic Depletion계산은 물론 Xenon Dynamics와 같은

Slow Transient와 제어봉 이탈사고와 같은 Fast Transient등의 과도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며 Seamless Interfaced COBRA-III/CP 모듈에 의한 상세 노심열수력 모사가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Cho, B. O., 1999).
4) MARS/MASTER 코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MARS Version 2.0 이후의

MARS 코드를 의미한다(Jeong et el., 2000; Joo et al., 2003). 단, 통합계산을 수행하려면

MASTER.DLL 파일(Joo et al., 1998)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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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열수력적 거동과 노심 동특성은 감속재 및 핵연료 봉의 궤환 효과

(Feedback effects)에 이해 서로 강하게 연계된다. 특히, 노심동특성은 상당한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3차원 해석이 필수적이여 이를 계통열수력 거동계산에 사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계통열수력 – 3차원 노심동특성"의 통합계산을 수행한다.

MARS와 COREDAX 코드의 연계통합요건은 이와 같은 통합계산의 기능을 효과적

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합코드 개발과정에서 개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정

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MARS와 COREDAX 코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된 "계통

열수력" 및 "3차원 노심동특성" 코드라는 전제가 사용되었으며, 본 절은 두 코드의

연계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1) 계통열수력 및 노심동특성 관점의 원자로 모델링

계통 열수력 코드에서는 원자로 내부 열수력 현상을 열수력 모델

(Hydrodynamic Model; HDM)과 열전도체 모델(Heat Structure Model; HSM)을 이

용하여 모의한다. 냉각재의 거동은 HDM으로, 핵연료봉의 거동은HSM로 모의하는

데, 이들 두 모델은 서로 Explicit Coupling되어 있다. 원자로 내부의 냉각재는 일차

원 혹은 다차원의 유동 채널로 나누어 모델한다. 한편, 핵연료봉의 거동은 각 유동

채널내부에존재하는 여러 핵연료봉들의 평균적인 거동을 보이는 하나의 핵연료봉을

모델하여 전체를 대변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영역은 수 십 내지 수 백 개의

열수력 메쉬(Mesh)로 모델된다. 이에 반해 노심동특성 모델 (Reactor Kinetics

Model; RKM)은 훨씬 더 상세한 메쉬를 사용한다. RKM 관점에서 원자로는 "원자

로" 영역과 "반사체 (Refelctor)"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열수력 채널의 일부

는 반사체 영역에 속하는데 이는 다시 상.하부 반사체 및 횡방향 반사체로 나누어

진다.

(2) 연계통합 요건 및 방법

그림 3.3.1.1은 기존 MARS 1D 모듈(이하 MARS 코드라 함)의 열수력 모델

(Hydrodynamic model; HDM), 열전도체 모델 (Heat Structure Model; HSM) 및 노

심동특성 모델(Reactor Kinetics Model; RKM)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현재 MARS

코드는 기본적인 노심동특성 모델로 Point Kinetics Model을 쓰고 있다. 노심 동특

성 모델은 노심 열출력을 계산하여 열전도체 모델로 전달하여 열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열수력 모델 및 열전도체 모델에서는 각각 감소재 밀도 및 핵연료봉 온도를

계산하여 노심 동특성 모델로 전달하고 이들은Reactivity feedback 계산에 활용한다.

MARS 코드와 COREDAX 코드의 연계통합 업무는 기존 Point Kinetics Model의

기능을 COREDAX 코드로 대체하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3.3.1.2는 RKM을 중심으로 본 MARS 코드의 구조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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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RKM, HDM, HSM의 연계계산은 기본적으로 Explicit하게 수행된다. 따

라서 기존의 Point Kinetics Model을 COREDAX Kinetics Model로 대체하여도 계

산 순서상의 변화는 없다.

MARS 1D 모듈과 COREDAX 코드의 연계통합은 기존의 MARS와 MASTER 코

드의 통합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즉, COREDAX를 Dynamic Link

Library (DLL) 형태로 변환하여 MARS에서Point Kinetics Model을 호출하는 대신

COREDAX를 호출하는 한다. 그런데, Point Kinetics Model을 쓰는 경우에는 노심

내부 출력분포가 사전에 결정된 대로 유지되지만, COREDAX를 쓰는 경우에는 다

차원 출력분포가 해당 위치의 핵연료 봉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코드간의 정보전달은 부 프로그램의 Arguments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전

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열수력 코드에서 노심코드로 전달되는 정보

- 감속재 온도, 밀도, 핵연료 온도, 반응도 관련자료(제어봉 위치 및 붕소 농도)

(나) 열수력 코드에서 노심코드로 전달되는 정보

- 국부 노심출력 (Local power)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 기술한다. 또한, MARS의 열수력/열전도체

Mesh와 3차원 노심동특성 Mesh는 필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격

자구조의 차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열수력-노심통특성 Data Mapping 기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그림 3.3.1.1. 열수력 모델과 Reactor Kinetics Model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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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 ..
call rcompn; !reads the 1D module HDM(Hydrodynamic Model) data
..

  call rhtcmp; !reads the 1D module HSM data
call rrkin; !reads the 1D module RKM(Reactor Kinetics Model) data
..
call icompn !Initialize ...   
call ihtcmp
call irkin
………

     100 call dtstep
call timstp
call tstate  
call htadv: !HSM  Transient calculation
..
call hydro     !HDM
..
call rkin  !Transient calc. of RKM
goto 100

그림 3.3.1.2. 노심모델 관점에서 본 MARS 코드의 부 프로그램 구조

(3) 부 프로그램 COREDAX 코드의 Arguments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REDAX는 DLL 형태로 변환되어 필요시에 MARS

코드에서 호출되며 MARS 코드와의 정보교환은 Arguments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

라서 Arguments의 형태와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MARS 코드에서 다

음과 같이 COREDAX를 호출하기로 한다5):

call COREDAX(i_flag,nthdim,fbdata,bankpos,deltat,iok)

위의 Arguments (i_flag,nthdim,fbdata,bankpos,deltat,iok)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nteger(4) i_flag !control parameter of COREDAX6)

! =0 for initialization of COREDAX

! =1 for steady-state advancement of COREDAX

! =2 for transient advancement of COREDAX

! =3 for transient advancement after reactor trip of COREDAX

! =4 for wrapping up master calculation of COREDAX

! <0 for standalone COREDAX execution

5) COREDAX 프로그램은 C++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Interface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6) i_flag 값에 따라 COREDAX 코드가 제어될 수 있도록 COREDAX 코드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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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er(4) nthdim%n_chan !number of fuel rod models

integer(4) nthdim%n_level !number of axial levels including top and

bottom

reflectors

integer(4) nthdim%n_bank !number of control rod banks

real(8) fbdata%dm !coolant density in g/cc

real(8) fbdata%tm !coolant temperature in C

real(8) fbdata%tfc !fuel centerline temperature in K

real(8) fbdata%tfs !fuel surface temperature in K

real(8) fbdata%ppm !boron concentration in ppm

real(8) fbdata%qrel !relative linear heat generation rate

*fbdata는 (0:6000) Size의 fixed-size array임. fbdata(0)%dm, fbdata(0)%tm,

fbdata(0)%tfc, fbdata(0)%tfs, fbdata(0)%ppm은 노심전체의 평균자료를 MARS에

서 정의하여 COREDAX로 전달함. 이때 fbdata(0)%qrel에는 MARS가 노심 총출

력(단위: W)을 저장하여 COREDAX로 넘겨주며(i_flag=0), 그 다음부터는

COREDAX가 계산한 노심 총출력을 저장하여 MARS로 넘겨주는데 쓴다

(i_flag>0).

**fbdata(i)는 i-번째 Heat structure mesh의 관련정보를나타낸다. 첨자 i의 의미는

아래 FORTRAN Statements 및 그림 3.3.1.3을 통해 알 수 있다.

DO n=1,n_rod3dr

jj=0

DO j=n3_bot,n3_top

jj=jj+1

i_th=(n-1)*nthdim%n_level+jj

fbdata(i_th)%dm=...

…

ENDDO

ENDDO

DO i=1,n_reflc !n_reflc=1

jj=0

DO j=n3_bot,n3_top

jj=jj+1

i_th=(n_rod3dr+i-1)*nthdim%n_level+jj

fbdata(i_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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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O

ENDDO

real(8) bankpos(*) ! bank positions in cm withdrawn

real(4) deltat ! time step size, s

integer(4) iok ! return condition flag of COREDAX

! =0 for neutronic-T/H inconsistency in input data

! =1 for OK sign to proceed

! =2 for SS convergence achieved in COREDAX

! =3 for convergence problem in COREDAX.

이와 같은 Arguments를 써서 COREDAX를 호출하면, 각 Time step 마다

fbdata(i)%dm, fbdata(i)%dm, fbdata(i)%tfc, fbdata(i)%tfs 등을 통해 MARS 코드의

노심열수력 정보가 COREDAX로 전달되며, COREDAX에서 계산된 노심의 총출력

및 국부 선출력은 fbdata(i)%qrel을 통해 MARS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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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MARS 코드 핵연료봉 모델의 일련번호 부여 방법: n_rod3d는

핵연료봉 모델의 수를 나타내며, n_reflec는 횡방향 Reflector channel의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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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RS/COREDAX 통합계산 입력자료 작성 요건 및 주의사항7)

본 절에서는 통합코드 사용과 관련된 MARS 코드 입력자료 작성 요건 및 주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한다.

핵연료봉의 열전도체 모델

원자로심의 핵연료봉을최소 1개에서 최대 Total No of Fuel Rods개의 열전도체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핵연료봉을 1개의 열전도체 모델로 나타내면 결과적

으로 3차원 노심 동특성 모델이 1차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노

심을 최대한 상세하게 모델하여 각 핵연료봉을 독립적으로 모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MARS/MASTER 코드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최

적의 핵연료봉 열전도체 모델 수는3*(No. of hot legs and cold legs)로 판단된다.

이는 노심을 3개의 동심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동심원을 원주방향으로 (No. of hot

legs and cold legs)개씩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핵연료봉의 열전도체 모델의 축방향 Mesh 수는 최소 6개(대략 60 cm/mesh), 최

대 12개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방향 Mesh 수가 12개를 초과하면 Axial

mesh length가 1 ft 이하로 되면서 열수력 및 열전도체 모델 계산의 한계효용이 급

감하기 때문이다.

각 핵연료봉의 열전도체 모델은 서로 동일한 Geometry, Axial & Radial

Meshes, Material Composition을 가진다. 핵연료봉 열전도체 모델의MARS 코드 입

력번호는 사용자가 임의로 써도 된다. 그런데, MAS_MAP (MARS와 COREDAX의

Mapping을 위한 입력자료)에서 핵연료봉 열전도체 모델의 입력번호는 MARS 코드

입력번호에서 가장 낮은 번호가 1번이 되며 그 다음부터 오름차순으로 "2, 3, 4 …."

의 순서로 증가한다. MARS와 COREDAX의 Data Mapping 방법에 따라 번호부여

방법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MARS와 MASTER의 Mapping 방법을 도입한다는

전제로 기술한 것임. 이 방법은 Appendix A에 기술되어 있음. 즉, MARS 입력에서

COREDAX 모듈을 쓰는 핵연료봉의 열전도체 모델 입력번호가 1701, 1702, 1801,

1802이라면 이들은 COREDAX 및 MAS_MAP 에서 각각 1, 2, 3, 4번으로 명명되어

사용된다.

노심의 열수력 모델

노심열수력 제어체적은 핵연료봉 열전도체 모델의 경계면에 접한다. 그러므로,

노심 열수력 제어체적은 열전도체 모델과 축방향 길이가 동일하도록 분할하여야 한

다. 횡방향 Nodalization의 경우, 기본적으로 핵연료봉 입력모델과 마찬가지로 노심

7) TMI-1 및 영광 3/4호기 등의 가압경수로에 MARS/MASTER를 적용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임(Jeong et al., 2000; Jeong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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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No. of hot legs and cold legs)로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 물론, 여러 개의

핵연료봉 입력모델이 동일한 열수력 제어체적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열전도체 모델은 상세하게 하고 열수력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제어체적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모델링은 노심 동특성이 다차원적이지만 노심 열수력은

1차원에 가까운 과도현상의 모의에 적절하다.

MARS 입력모델에서 노심을 나타내는 열수력 제어체적은 편의상 반드시 "Pipe"

컴포넌트로 모의되어야 하며, 이 "Pipe" 컴포넌트는 핵연료봉 하단의Lower axial

reflector 영역, 핵연료 영역 및 Upper axial reflector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그림 3.3.1.4 참조). 이와 같은 제약은 "노심동특성 – 계통열수력" 관련 입

력자료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적인 불편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MARS 3D Vessel 모듈을 쓰는 경우에도 하나의 열수력 채널 내부에 Lower axial

reflector 영역, 핵연료 영역 및 Upper axial reflector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여야 한

다(그림 3.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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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MARS 1D 모듈과 COREDAX를 이용한 통합계산의 노심 Nodalization

Example: 노심을 2개의 열수력 채널, 6개의 축방향 Mesh, 4개의 열전도체

모델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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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MARS 3D 모듈과 COREDAX를 이용한 통합계산의 노심 Nodalization

Example: 노심을 18개의 열수력 채널,6개의 축방향 Mesh, 18개의 열전도체

모델로 나눔.

Radial Reflector 영역 모델

MARS와 COREDAX의 통합계산에서는 원자로의 Radial reflector를 별도의 Pipe

(혹은 Channel)로 모델링 해야 한다. Radial reflector 영역은 여러 개의 Pipe (혹은

Channel)로 모델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열수력적인 조건을 갖기 때문에

실제 MARS 코드 입력에서는 하나의 Pipe (혹은Channel) 번호만을 입력하도록 했

다. 경우에 따라 Radial reflector 영역의 감속재 밀도가 횡방향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노심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Pipe(혹은Channel)만 쓰게 했다. 입력 처리 및 MARS/COREDAX Data Mapping시

의 편의를 위해, Radial reflector 영역의 축방향 Mesh는 노심 영역과 동일한 높이

로 분할하여야 한다(그림 3.3.1.4 및 3.3.1.5 참조).

다. 구현 및 시험계획

기본적으로 MARS-COREDAX 코드 연계는 기존의 MARS-MASTER에서

MASTER의 기능을 COREDAX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MARS 코드

에서는 MASTER대신 COREDAX를 호출하면 연계를 위한 코드수정(구현)이 완료된

다. 즉, MARS는 별도의 코드수정이 필요 없다.

한편, COREDAX 코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LL로 변환되어야 하며, 두

코드의 연계는 미리 정의한 Arguments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MARS-COREDAX 연계업무는 COREDAX의 DLL 변환 및 연계 Arguments의 구현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COREDAX는 독자코드(stand alone code)로서 이미 검

증된 것이므로 DLL 변환 및 Arguments의 적정한 구현 여부가 확인되면 하면

MARS-COREDAX 연계는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래의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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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flag의 정의에 따라 COREDAX가 작동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integer(4) i_flag !control parameter of COREDAX

! =0 for initialization of COREDAX

! =1 for steady-state advancement of COREDAX

! =2 for transient advancement of COREDAX

! =3 for transient advancement after reactor trip of COREDAX

! =4 for wrapping up master calculation of COREDAX

! <0 for standalone COREDAX execution

코드 연계와 관련된 시험항목으로 두 코드간의 정보전달 적정성이 중요한데,

MARS에서 COREDAX로 전달되는 정보는 이미 MARS-MASTER 개발과정에서 확

인하였고, 방법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없다. 다만, COREDAX

에서 MARS로 전달되는 정보, 즉, fbdata%qrel에 저장되는 노심의 총출력과 국부상

대출력 (Local relative powers)는 계산중에 Debugger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계산결과 및 Data Mapping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bdata(0)%qrel

에는 노심의 총출력이 저장되고, fbdata(1)%qrel부터는 그림 3.3.1.3에 나오는 순서대

로 Local relative power가 저장된다. 이때, Refelctor 영역의 출력은 영(Zero)가 됨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Local relative power의 합이 항상 1이 되어야 한

다.

라. 시험 결과

MARS/COREDAX 코드연계 결과를 시험하기 위해 OECD Main Steam Line

Break Benchmark 문제를 MARS/COREDAX(MARS-KS002 beta, Windows version,

2009년 8월25일)으로 모의하였다. 앞 절의 시험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을 수행하

였고, 특히 fbdata(0)%qrel Array에 저장된 값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코드연계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그림 3.3.1.6은 OECD MSLB Benchmark 문제의 노심 총출력 거동을

MARS/MASTER와 MARS/COREDAX로 각각 해석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MASTER와 COREDAX가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약간의 결과차이는 예상되지

만 전체적인 거동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정지전의 거동은 두 코드가 동일하나 원자로 정지 이후 Return to power 진행도중

에 약 80초 부근에서 MARS/COREDAX의 해석결과에는 약간의 진동이 나타나

MARS/MASTER의 해석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는 코드연계와 무

관하며 COREDAX 코드의 고유 특성(혹은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코드

연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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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S/MASTER

(b) MARS/COREDAX

그림 3.3.1.6. OECD MSLB Benchmark 문제의 노심 총출력 거동: MARS/MASTER와 

MARS/COREDAX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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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R1400 SLB 검증

가. APR1400 SLB 검증계산 개요

MARS/COREDAX (MARS KS-002 beta version)를 이용한 APR1400 MSLB 해석

은 MARS/COREDAX 연계해석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신울진 1, 2호기

APR1400을 대상원전으로 하였으며, 사고 시나리오로 신울진 1, 2호기의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PSAR) 제 15.1.5절 “원자로건물 내부의 증기계통배관 파단”의 “경우

2”를 선정하였다. 이 사고는 전출력운전중 단일고장 및 한 개의 제어봉집합체 고착

상태에서 소외전원이 공급되는 원자로 건물 내부 대형증기관파단 사고이다.

본 업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MARS 코드의 Point

kinetics model을 이용하여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모의하였다. 이 때, 원자로 용기는

다차원 열수력 거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MARS 코드의 multid component를 이용

하여 모델하였다. 이 계산을 통해 초기조건, 사고 경계조건 및 시나리오 등을 확립

하고 계산결과의 정성적 타당성을 우선 확인하였다. 이 해석에서 원자로 관련 일부

입력자료는 편의상 표준원전 입력 등을 활용하였으므로 해석결과의 정량적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단계로는, MARS/COREDAX 통합계산을 수행한다. 이 계산에서는 노심

농특성을 COREDAX가 전적으로 계산하며 나머지 열수력 등은 전 단계에서와 마찬

가지로 MARS 코드로 계산한다. 즉, MARS 코드의 입력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MARS에서 COREDAX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력만 추가된다.

본 보고서 다음 절에서 각각 위의 두 단계 계산 과정과 결과에 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의 증기계통배관 파단”

사고의 “경우 2”를 해석하며, 또한 MARS/COREDAX 연계계산의 타당성을 보고

자 한다. 그런데, 본 계산에서 사용한 COREDAX 코드에는 붕괴열 모델 및 붕소의

반응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 Point Kinetics Model을 이용한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

(1) MARS 코드 입력모델

그림 3.3.2.1은 신울진 1, 2호기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을 위한 MARS 코드 입

력모델을 나타낸다. 이 입력모델은 원래 대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을 위해 KINS에서

개발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주증기관을 원래 모델보다 세분하였고, 주증기관 파단을

모의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하였다. 총 887 voluems와 1806 junctions로 구성된다.

그림 3.3.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용기는 다음과 같이 4개의 multid

component로 모델하였다 (모두 Cylindrical coordinates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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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comer: 1 x 6 x 10 (r-theta-z)

Lower plenum: 4 x 6 x 2 (r-theta-z)

Core: 3 x 6 x 27 (r-theta-z)

Upper dome: 4 x 6 x 1 (r-theta-z)

원자로우회유량은 PSAR 값과 일치하도록 유로면적 등을 조절하였다.

그림 3.3.2.3은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심의 핵연료 장전모형 및 MARS multid

입력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3.3.2.3(a)의 원자로심 1/4을 오른 쪽으로 90o 회전시킨

상태로 그림 3.3.2.3(b)와 같이 고온관과 연결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APR1400에는

총 240개의 핵연료봉다발이 장착된다. 여기에서는 핵연료 봉다발을 횡방향으로 2개

Ring, 원주방향으로 6개 Section으로 나누어 총 12개 영역으로 모델한다. 안 쪽

Ring의 각 Section에는 10개 봉다발, 바깥 쪽 쪽 Ring의 각 Section에는 30개 봉다

발이 들어가서 총 240개 핵연료봉다발을 모델한다. 핵연료 부분(Active core)을 축방

향으로는 길이가 일정한 20개 mesh로 나누어 모델한다.

(2) 정상상태 초기조건 계산

정상상태 계산은 Null transient advancement를 통해 수행한다. 약 350초 정도에

안정상태에 도달하였으며 500초에 이르러 계산을 중단하고 Restart file을 저장하였

다. 두 루프 계산결과에 약간의 비대칭성이 나타났으나 주증기관파단사고 해석결

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무시하였다. 표 3.3.2.1에는 APR1400(신울진 1, 2

호기) MSLB 해석의 초기조건 및 MARS 계산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가압기 물의

초기 체적이 다소 과소평가되었으나 그 외의 변수는 PSAR 값과 아주 잘 일치하고

있다.

(3) 주증기관 파단사고 계산

표 3.3.2.2는 주증기관파단사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설정치 및 가정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3.3.2.4와 3.3.2.5는 각각 본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온도계수의 변화와 감

속재온도계수를 나타낸다. t=0 초에 주증기관 A1의 중단부 MSIV 직전 부위에

0.119 ㎡의 파단을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6에서 그림 3.3.2.17은 MARS 코드(Point Kinetics 모델 이용)를 사용한

주증기관파단사고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3.2.6은 증기발생기 출구 유량 및 파단유량 나타낸다. 주증기관 A1에서

파단이 발생하면서 초기에 정격 유량의 약 4 배까지 증가하였다가 주증기관이 격리

되면서(49.6초에 격리신호 발생) 증기발생기 출구 A2, B1, B2에서의 유량은 영(Zero)

로 감소하지만, A1을 통한 증기 방출은 증기발생기 A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계

속된다 (그림 3.3.2.7 참조). 이에 따라 1차계통은 과냉각되어 그림 3.3.2.8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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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가 급감하며 특히 Loop A의 온도는 증기발생기

A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더 빨리 떨어진다. 냉각재 온도 감소는 냉각재 체적수축

으로 이어져 1차계통의 압력도 감소한다. 그림 3.3.2.9은 가압기 및 증기발생가의 압

력 거동을 보여준다. 파단측의 증기발생기 압력은 대기압까지 떨어진다.

1차계통의 온도 및 압력 변화에 따라 냉각재 밀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반응

도가 인가되어 아주 짧은 시간동안 노심출력은 증가한다 (그림 3.3.2.10 및 3.3.2.11

참조). 원자로출력이 노심보호연산기 가변과출력(Variable overpower)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이르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0.55초 경과 이후 정지제어봉이 삽입

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그림 3.3.2.10의 반응도 거동을 보면 냉각재 밀도 및

Doppler 효과에 의해 아주 큰 정반응도가 주입되지만 정지제어봉의 반응도가가 아

주 크고 HPSI의 붕소도 주입됨에 따라 Return-to-power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림 3.3.2.12는 가압기 물의 체적거동을 보여준다. 약 190초 동안 비어 있다가

증기발생기 A가 고갈되면서 과냉각이 중단되고 HPSI 주입됨에 따라 원상으로 복구

된다. 그림 3.3.2.13은 원자로 용기 내부의 기포율을 나타내는데, 가압기가 비어있는

동안 원자로용기 상단에 기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2.14은 원자로

용기 상단의 물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3.3.2.15는 RCS 유량을 나타낸다. 1차측 냉각

재 온도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면서 유량은 증가한다. 그림 3.3.2.16

과 3.3.2.17은 각각 HPSI 및 급수유량을 나타낸다. 원자로 정지후 증가발생기 B로

보조급수가 주입된다. 이로 인해 그림 3.3.2.7에 나타나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B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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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 APR1400(신울진 1, 2호기) MSLB 해석의 초기조건*

변수 기준값 (PSRA) MARS Calculation
노심출력

노심입구온도

노심냉각재유량

가압기압력

가압기냉각재 체적

증기발생기 압력

증기유량

급수온도

축방향 출력편차

CRDM 정지반응도가

도플러반응도

감속재온도계수

초기 SG 재고량

노심연소도

4062.7 MWt

(정격출력 3,983 MWt)

295℃ (568.15 K)

9972 kg/s per loop**

163.46 kg/㎠A*** (16.03 MPa)

39.93 ㎥

70.3 kg/㎠A (6.894 MPa)

1156.14 kg/s per SG

232.2℃ (505.35 K)

+0.3

-9.03%△ρ

최대 음

최대 음

117,602 kg

주기말

4062.7 MWt

567.70 K

9970 kg/s

16.03 MPa

36.50 ㎥

6.916 MPa

1156.9 kg/s

505.23 K

(COREDAX 보고서 참조)

그림 4 참조

그림 5 참조

116,380 kg

*신울진 1,2 PSAR에 명시된 “경우 2”를 기준으로 해석
**19,944 kg/s total at 100 % power.
***1 kg/㎠A = 98,07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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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APR1400(신울진 1, 2호기) MSLB 해석의 주요 설정치 및 가정

내용 값 비고
노심보호연산기 가변과출력 원

자로 정지설정치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지연

원자로 정지차단기 작동지연

주증기격리설정치

주증기격리신호 발생지연

주증기관격리밸브 작동시간

주급수관 격리밸브 작동시간

안전주입신호발생

HPSI 작동 지연

HPSI 유량

소외전원 가용

최대반응도가 CRDM 고착

증기관 방출면적

보조급수 유량 (S/G B)

비상노심냉각수 붕소 농도

MTC & FTC

103.5 % power

295℃ (568.15 K)

0.45초

0.10초

52.37 kg/㎠A

0.35초

6.0초

11.0 초

109.32 kg/㎠A

40초

0.119 ㎡

4122.4 MWt

PSAR 참조

5.136 MPa

OPR1000 참조

10.721 MPa

HPSI 펌프1대 작동 불능

LBLOCA 입력사용

RCP 작동 유지

실제 계산에는 100% 삽

입 가정함*.

주증기관 A1 파단

OPR1000 참조

PSAR 참조

Most negative

*Point kinetics 계산에서 최대반응도가 CRDM의 고착이 의미가 없음.

MARS/COREDAX 계산에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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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신울진 1, 2호기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을 위한 MARS 코드 입력모델

그림 3.3.2.2.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심의 MARS 코드 입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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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t leg B Hot leg A

9                       8

3        2

10          4                  1            7

5         6

11                     12 

(a) 초기노심 핵연료 장전모형 (붉은 화살표가 Hot A 방향)

(B) 원자로심의 MARS multid 입력 모델 개념도

그림 3.3.2.3. 신울진 1, 2호기 원자로심의 핵연료 장전모형 및 MARS multid

입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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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유효핵연료 온도에 따른 핵연료온도계수의 변화 (신울진 1,2호기 PSAR

그림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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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감속재온도에 따른 감속재온도계수의 변화: 주기말, 전출력, 평형제논

및 핵연료 온도 (신울진 1,2호기 PSAR 그림 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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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증기발생기 출구 및 파단 유량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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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증기발생기 수위 (Wide range level)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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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고온관 및 저온관 냉각재 온도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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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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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원자로심 반응도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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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원자로 출력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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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가압기 물의 체적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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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원자로 용기 내부의 기포율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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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원자로용기 상단 냉각재 온도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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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원자로 1차 냉각계통 냉각재 유량: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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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HPSI 주입유량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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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증기발생기 급수유량 거동: MARS Point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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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S/COREDAX를 이용한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

APR1400의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MARS/COREDAX 코드로 해석하려면 당연히

COREDAX 노심입력모델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MARS/COREDAX 입력의 연

계를 위한 Mapping input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COREDAX 입력관련 및

Mapping input 부분은 생략하고, MARS/COREDAX 통합계산을 위한 MARS 코드

입력 작성(수정)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MARS/COREDAX의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결과도 MARS 코드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1) MARS/COREDAX 연계입력 작성

MARS/COREDAX 통합계산을 위한 MARS 코드 입력 작성법은 Input Manual

에 수록되어 있다. 본 계산에서는 원자노심을 MARS의 multid component를 이용하

여 모의하였다. 결과적으로 MARS/COREDAX 통합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세 입력

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Cards 1cccg701 through 1cccg799, Source Data Cards

Card 61100001, MARS/COREDAX coupling data

Card 61100002: Control variable numbers for “control rod bank position”

control.

그런데, 본 계산에는 “control rod bank position”을 제어하지 않으므로 위의 두 가

지만 준비하면 된다. Cards 1cccg701 through 1cccg799은 W1을 단순히 -3으로 바꾸

면 된다. 이는 노심출력이 COREDAX에서 계산됨을 의미한다. Card 61100001은 다

음과 같이 작성한다.

*

***********************************************************************

*

* MARS/COREDAX Coupling

*

***********************************************************************

*

* bot top reflector transient trip power

61100001 1 22 21030101 500.0 433 4062.66e6

*

여기에서 1과 22는 Bottom 및 Top reflector의 축방향 위치를 의미한다. 21030101은

Radial reflector의 맨 아래 위치를 나타낸다(21030101은 multid component의

Volume 번호를 의미함). 500.0 초 이후에 COREDAX가 Transient advancement

mode에 들어가며, Trip no. 433은 원자로 정지신호를 나타낸다. 4062.66e6은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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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원자로 출력을 W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2) MARS/COREDAX 통합해석

처음 500초 동안 Null transient 계산을 수행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한 다음,

Restart 계산을 통해 MSLB를 계산한다. 주증기관 파단은 500.1초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Transient input은 앞 절에서 개발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림 3.3.2.18에서 그림 3.3.2.29는 MARS/COREDAX를 이용한 주증기관 파단사

고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들은 각각 앞 절의 그림 3.3.2.6 ~ 3.3.2.17(MARS

코드, Point Kinetics 모델 이용 해석결과)에 상응한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두 해

석결과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계산의 수행 당시 COREDAX 코드에

는 붕괴열 모델 (Decay heat model)이 포함되지 않아 그림 3.3.2.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정지후 약 80초가 경과하면 원자로 출력이 영(Zero)로 떨어진다. 이로

인해 원자로 계통 거동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3.3.2.20은 원자로 고온관 및 저온

관의 냉각재 온도 거동을 나타내는데 MARS/COREDAX의 결과에서 온도가 더 많

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3.3.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derator 반응도 때문

에 총반응도는 약 250초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나타난다. 그

림 3.3.2.21는 가압기 압력도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고 늦게 회복됨을 보여준다. 이

경향은 가압기 내부 물의 체적 거동에도 정확하게 재현된다. 그림 3.3.2.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압기 물 체적 거동의 차이는 다시 원자로 내부의 기포율 거동에 그대

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감압의 폭이 큰 MARS/COREDAX 해석결과에서

원자로 용기 상부의 기포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3.2.25 참조)

그리고, MARS/COREDAX 계산에서 붕소농도의 반응도를 감안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림 3.3.2.10와 3.3.2.22의 총 반응도 거동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느

경우에나 원자로 정지제어봉가(Shutdown rod worth)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부반응도가 유지되어 Return-to-power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계산 조건의 차이(붕괴열 모델 및 붕소 반응도 모델)를 감안

하고 계산결과를 비교하면, 두 가지 계산결과가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리불가능한 주증기관 파단사고는 1차 냉각계통의 비대칭적인 냉각을 야기하

고, 이에 따라 노심의 출력거동 또한 비대칭성이 예상된다. 특히, 원자로 정지 이전

의 노심출력 거동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 사고해석의 COREDAX

개발 및 검증 보고서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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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증기발생기 출구 및 파단 유량 거동: MARS/COREDAX

그림 3.3.2.19. 증기발생기 수위 (Wide range level) 거동: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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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 고온관 및 저온관 냉각재 온도 거동: MARS/COREDAX

그림 3.3.2.21.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MARS/COREDAX



- 242 -

0 100 200 300 400 500 600
-12

-8

-4

0

4

8
Re

ac
tiv

ity
 (D

ol
la

r)

Time (s)

 Total
 Moderator density
 Doppler
 Boron
 Shutdown rod

0 100 200 300 400 500 6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Co
re

 p
ow

er
 (M

W
)

Time (s)

그림 3.3.2.22. 원자로심 반응도 거동: MARS/COREDAX

그림 3.3.2.23. 원자로 출력 거동: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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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가압기 물의 체적 거동: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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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5. 원자로 용기 내부의 기포율 거동: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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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원자로용기 상단 냉각재 온도 거동: MARS/COREDAX

그림 3.3.2.27. 원자로 1차 냉각계통 냉각재 유량: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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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HPSI 주입유량 거동: MARS/COREDAX

그림 3.3.2.29. 증기발생기 급수유량 거동: MARS/CORE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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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신울진 1, 2호기 APR1400의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MARS-COREDAX 연계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계통열수력-3차원 노심동특성” 통합계산을 수행하였다. 사고 시나리오로 신울진

1, 2호기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제 15.1.5절 “원자로건물 내부의 증기계통배관 파

단”의 “경우 2”를 선정하였다. 이 사고는 전출력운전중 단일고장 및 한 개의 제어봉집합체

고착 상태에서 소외전원이 공급되는 원자로 건물 내부 대형증기관파단 사고이다.

본 업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MARS 코드의 Point kinetics

model을 이용하여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모의하였다. 이 때, 원자로 용기는 다차원 열수력

거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MARS 코드의 multid component를 이용하여 모델하였다. 이

계산을 통해 초기조건, 사고 경계조건 및 시나리오 등을 확립하고 계산결과의 정성적 타당

성을 우선 확인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MARS/COREDAX 통합계산을 수행한다. 이 계산

에서는 노심 동특성을 COREDAX가 전적으로 계산하며 나머지 열수력 특성 등은 전 단계

에서와 마찬가지로 MARS 코드로 계산한다. 즉, MARS 코드의 입력은 변하지 않는다. 다

만, MARS에서 COREDAX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력만 추가된다.

그런데, 본 계산에 사용한 COREDAX 코드에는 붕괴열 모델 및 붕소 반응도 모델이

포함되지 않아 MARS 계산(Point kinetics model 이용)의 결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

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주증기관 파단 사고의 두 가지 해석결과(Point Kinetics

Model과 COREDAX를 이용한 계산결과)가 물리적으로 타당하며 상호 일관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신울진 1, 2호기의 원자로 정지제어봉가(Shutdown rod worth)가 충분히 커서

“경우 2”의 사나리오에서는 Return-to-power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REDAX 입력이 준비되면 두 코드의 통합계산은 쉽게 수행될

수 있어 사용의 편의성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격리불가능한 주증기관 파단사고는 1차 냉각계통의 비대칭적인 냉각을 야기하

고, 결과적으로 노심 출력거동의 비대칭성을 불러온다. 원자로 정지 이전의 과도 상태 노심

출력 분포는 DNB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본 사고해석의 COREDAX 개발 및

검증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한편, APR1400에서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정

지제어봉의 부반응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Return-to-power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차

원 노심해석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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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MARS와 CONTAIN 연계해석체계개발 및 검증

1. 연계해석체계개발

가. 개요

최근 신형경수로 설계에서는 많은 경우 피동형 노심 냉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기존의 경수로 설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HPSI 및 LPSI 펌프 안전 주입 방식에 비하

여 격납건물의 배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계통과 격납건물의 연계해석이 필요

하다. MARS자체의 기능으로도 격납건물 열수력현상을 개략적으로 모델할 수 있지만 NRC

가 개발한 CONTAIN[K.K.Murata, et. al (1997)]등의 격납건물해석 전용의 코드를 계통해

석코드인 MARS[B.D.Chung, et. al (1998)] 와 연계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격납건물 전

용해석코드의 장점과 계통 전용해석코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코드간 연계에 대한 연구로는 전산기 및 운영체계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다.

Martin [R. P. Martin, (1993)] 은 PVM 소프트웨어 [Al Geist, et.al ] 를 이용하여 unix

machine에서 RELAP5 CONTAIN을 통합연계하였으며, Park 등은 [C.E.Park, et.

al.(1997)]은 따로 제 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unix 프로세스제어문을 사용하여

RELAP5와 CONTEMPT4/MOD5코드를 연계시켰다. 그러나 점차 IBM PC환경이 공학적

계산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Window운영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연계방식이 필요하게 되었

다. 최근에 정법동 등은 [B.D.Chung, et. al(1998)] DLL연계방법을 통하여 MARS와

CONTEMPT코드를 연계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연계방법을 사용하여

MARS와 CONTAIN코드의 연계해석체계 구축과 검증계산을 기술한다.

나. 요건

CONTAIN2.0을 수정하여 DLL로 Module화 하여 MARS계통분석코드가 Run

Time시 필요한 CONTAIN DLL Module을 로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ARS입

력기능 확장을 통하여 사용자가 입력 값을 통하여 쉽게 연계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 요건으로 택하였다.

다. 설계 및 구현

(1) 설계

CONTAIN 2.0 코드의 Dynanic Link Library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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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2.0코드는 격납용기전용 해석코드로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Dynamic link library화 전 단계에서 개발자 편이를 위하여 fortran77로 작성된

CONTAIN2.0 source 전부를 검증이 된 fortran90 converter를 이용하여 fortran90으로

변환을 완료하고 검증을 한다. Fortran90으로 변환된 소스를 수정하여 실행가능한

Dynamic link library를 구성하여 main driver인 MARS의 필요에 따라 run time동안에

필요시 loading되게 설계한다. Run time동안 loading이 되게 하는 것은 연계계산시 불 필

요한 메모리낭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CONTAIN 2.0 코드를 연계하여 사용하

기 위하여는 독립적인 격납용기 해석코드인 CONTAIN 2.0 의 구조를 이해하여 MARS구

조에 맞게 재구성하여 부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이미

RELAP5/CONTAIN 연계해석체계를 구성할 시 BNL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수행된바 있

다[ Y. Parlatan, J. Jo, A. Mallen,et. al. (1995)]. 그림 1의 CONTAIN2.0 원 구조에

서 그림 2와 같이 DLL로 재 구성되어 CONTAIN코드가 크게 4 부분으로 분할되었으며

각 분할 루틴에서 필요에 따라 MARS main driver와 매개변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DLL의 첫부분은 FileOpenReadC로 Contain입력화일을 열고 입력처리하는 부분으

로 MARS의 연계입력에 따라 부르게 된다. 2번째 부분인 TranSetC는 Transient 연계계산

을 수행하기전에 필요한 초기화 과정이다. DTStepC부분에서는 시간간격을 정하고 마지막

으로 TimeAdvanceC에서는 정하여진 시간간격으로 1 step의 계산을 진행시킨다. 이러한

분할작업외에도 연계변수의 전달을 위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Visual Fortran 6.0에

서는 특수한 compiler directive를 사용하여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tStepC 부프로그

램는 DLLEXPORT선언에 의하여 DLL의 연계 routine으로 지정할 수 있다.

SUBROUTINE DtStepC (termin,xtime,xdt)

!MS$ ATTRIBUTES DLLEXPORT :: DtSTepC

LOGICAL termin

REAL(8) xtime,xdt

END SUBROUTINE DtStepC

MapStateC는 연계를 위하여 새로 작성된 루틴으로 CONTAIN의 열수력학적 상

태를 MARS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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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CONTROL INPUT 

CLCNTRL 

SORATM 

CCNTRL 

그림 3.4.1.1. CONTAIN 2.0코드 구조

 

FileOpenReadC 

TranSetC 

DTStepC TimeAdvanceC 

INPUT 

CLCNTRL 

CCNTRL 

SORATM 

SorAtm_R5 

MapStateC 

CONTAIN Memory Block 

INTERFACE Memory Block 

Time,  DT Mass, Energy Source 

State Properties of cell Cell No 

그림 3.4.1.2. CONTAIN 2.0 Dynamic Link Library 구조

MARS 코드와의 연계설계

CONTAIN과의 연계계산은 MARS 입력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연계계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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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ARS Volume module 
variable name Description 

P P Pressure 
uf Uf Liquid specific internal energy 
ug Ug Vapor specific internal energy 
ag Voidg Vapor void fraction 
ca QualNC Noncondensable quality 

 

력에 의하여 CONTAIN.DLL을 Loading하고 Containment 입력을 처리하게 한다. 필요한

초기화 과정 후 transient기간 동안 contain.dll 과의 자료교환을 하면서 MARS계산을 진행

시킨다. 이전의 코드연계연구에 따르면 계통코드와 격납건물코드의 수치해법이 상당히 다르

기 때문에 implicit 연계가 거의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보다 간단한

explicit연계 방법을 택한다. Explit연계는 strong coupled 문제에는 부 적합하지만 중수로

나 경수로의 경우 시스템의 체적보다 격납건물 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weak coupled

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하다. 시스템 코드인 MARS에서는 격납건물을 pseudo-time de-

pendent volume으로 모델한 다음 각 연결부위를 junction으로 모델한다. 반면에 각 연결

부위에서 방출되는 mass energy release는 contain.dll에서는 source혹은 sink로 처리한다.

contain코드가 계산하는 방출면 격실의 압력, 물과 증기의 내부에너지, 건도 등은 연계모듈

을 통하여 MARS의 pseudo time dependent volume으로 연결되게 한다. 따라서 MARS

pseudo time-dependent volume의 열수력학적 입력 값은 containment가 계산되는 매 시

간마다 변경되어 재 설정된다. 한편 MARS가 계산한 물, 증기 및 비응축성개스의 mass &

energy 방출량도 연계모듈을 통하여 CONTAIN코드에 전달되게 한다. CONTAIN의 계산

은 MARS주 구동프로그램이 CONTAIN의 해당 부프로그램을 호출하여 진행된다.

O CONTAIN으로부터 MARS로의 연계전달변수

MARS의 time dependent volume에는 초기조건을 지정하는 7가지의 옵션이 존재

한다. 최초 4경우는 이상유동의 상태를 지정하기 위해 있으며 마지막 3경우의 옵션은 비 응

축성개스가 있는 경우의 상태를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 3 경우의 옵션은 각각 4, 5, 그리고

6으로서 이중에서 옵션 6의 경우가 equilibrium상태를 가정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로 연계계산의 옵션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로는 표

3.4.1.1과 같다.

표 3.4.1.1. MARS로 전달될 변수종류 및 변수명

표 3.4.1.1의 변수는 CONTAIN DLL의 MapStateC 연계루틴에 의하여 CONTAIN으

로부터 MARS로 전달되며 전달된 변수는 경계조건인 MARS의 TMDPVOL 상태를 결정한

다. 즉 입력으로 주었던 TMDPVOL의 상태 값을 연계계산에서는 매시간 마다 update하게

된다. CONTAIN 코드내부에서는 압력을 제외한 모든 전달 변수는 없으므로 MapStateC에

서 이들 변수를 계산한다. MARS와 CONTAIN코드는 사용하는 steam table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때때로는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상태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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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ing Variable name CON-TAIN 
Variable Description 

me_data(j)%vapormass tmlos(8) Mass flow rate of steam 
me_data(j)%liquidmass tmlos(7) Mass flow rate of liquid 
me_data(j)%airmass tmlos(2) Mass flow rate of nitrogen  
me_data(j)%vaporenergy qlos(8) Specific enthalpy of steam 
me_data(j)%liquidenergy qlos(7) Specific enthalpy of liquid 
me_data(j)%airenergy qlos(2) Specific enthalpy of nitrogen 

 

에서 에러를 유발한다. 그러나 주 변수에서 유도되는 부차적인 변수는 질량-에너지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산 오류를 막기 위하여 연결된 TMDPVOL에서는 상태 오류

check를 하지 않게 설계한다.

O MARS로부터 CONTAIN으로의 연계전달변수

CONTAIN코드계산에 필요한 source table에는 mass와 enthalpy flow를경계조건으로

명시한다. CONTAIN의 source table은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해당 cell에서의 mass를 더

하거나 감하는 일을 한다. 연계계산에서는 이러한 source table 값이 MARS로부터

CONTAIN으로 연계 값에 의하여 계속 update 된다. CONTAIN의 특정 cell에서의

source존재 여부는 입력으로 정해진다. MARS로부터 CONTAIN으로의 연계는 CONTAIN

DLL의 TimeAdvance 연계루틴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연계되는 변수로는 표 3.4.1.2와 같

은 6개의 종류가 있다.

표 3.4.1.2. MARS로부터 CONTAIN으로 전달되는 연계변수

이들 연계변수는 MARS에서 계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MARS코드의 MapME 루틴에

의하여 계산되어 연계루틴을 통하여 CONTAIN으로 전달된다.

(2) 구현

MARS/CONTAIN 연계 Logic Diagram

MARS 와 CONTAIN코드의 연계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두 코드간의 연계변수의 전달

을 위해 새로운 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부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먼저 연계 논리도를 그림 3.4.1.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에서 주 프로그램인 MARS

의 흐름도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연계흐름은 가는 화살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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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D 

RNEWP 

RCONTAIN FileOpenReadC TRNSET 

JunConnect 

TranSetC 

DT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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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Advan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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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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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TART 

HTADV 

HYDRO 

IntegralME 

  

그림 3.4.1.3. 연계논리도 및 데이터의 흐름

제 1 단계 : 입력단계 구현

MARS의 입력 처리단계인 RNEWP의 신규 작성된 RCONTAIN 부프로그램에서

CONTAIN과의 연계입력 여부를 감지하고 만약 존재하면 CONTAIN.DLL이 memory에

탑재되고 CONTAIN.DLL의 연계 루틴인 FileOpenReadC를 부르게 된다. FileOpenReadC

는 CONTAIN의 입력 file을 부르고 입력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

제 2,3 단계 : 초기화 구현

MARS의 초기화가 완료된 다음 CONTAIN코드의 초기화도 TranSetC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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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의 연결된 cell번호와 MARS의 TMDPVOL 볼륨 인덱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신

규작성된 JunConnect에서 이들 정보를 처리하고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한다.

제 4 단계 : Time step size의 결정

MARS의 time step size가 결정된 후에 MARS에서 DtStepC연계루틴을 불러

CONTAIN의 현재시간과 contain time step size가 결정되어 MARS로 연계된다. 통상적

으로 CONTAIN의 time step size가 MARS 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며 각 코드가 자신의 시

간간격으로 계산이 진행된다. 그러나 CONTAIN의 time step size가 더 작을 경우에는 계

산의 synchronize를 위하여 MARS의 time step size를 작은 값으로 변경한다.

제 5 단계 : 경계조건의 결정

MARS의 CONTAIN 연계볼륨으로는 TMDPVOL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볼륨의 열

수력 변수가 TSTATE 부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달된다. 제 3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연계 볼

륨인뎃스에 따라 MapStateC 부 프로그램에서 CONTAIN의 메모리 영역에서 해당 cell의

변수를 불러와 표 3.4.1.1의 5개 열수력 변수를 계산하다. 계산된 변수 값으로 MARS

TMDPVOL의 속성을 변경하고 본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열수력계산을 진행한다.

제 6 단계 : Synchronization과 ME source term전달

MARS와 CONTAIN의 현재 시각을 비교하여 만일 MARS의 시각이 CONTAIN 시

각을 초과하면 표 3.4.1.2 와 같이 6개의 변수 연계를 수행한다. 신규 부프로그램인

MapME에서 CONTAIN코드가 필요로 하는 질량, 에너지를 계산하고 CONTAIN.DLL로

전달한다. CONTAIN.DLL의 TimeAdvanceC부 프로그램에서는 MARS의 연계변수로서 한

time step을 진행한다. CONTAIN time step size가 MARS보다 크기 때문에 IntegralME

에서 MARS의 누출량을 적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연계하도록 하여 질량 및 에너지량을

보존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계구현을 위해 필요한 연계변수 및 부프로그램을 위하여 정의하여 사용하는 모듈로

는 아래와 같다.

[ 연계변수의 정의]

MODULE LINK_DATA
! Top Control Program Linking Variable
LOGICAL syslink
INTEGER hWnd,addr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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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names for Input and Ouput
CHARACTER(40) c_files(10)

! MARS ME data varaibles
INTEGER ME_total_no
TYPE meRelease

INTEGER mapvolumeID,mapvolumeIndex,containcellIndex,
REAL(8) vaporMass,liquidMass,airMass
REAL(8) vaporEnergy,liquidEnergy,airEnergy

END TYPE
TYPE(meRelease),ALLOCATABLE :: ME_data(:)

! Contain Plot Variable
INTEGER n_plot_con
REAL(8) c_xtime,c_xdt
TYPE containPlot

INTEGER np,num,addr,color
CHARACTER(8) alf
REAL(8) min,max,value,value0

END TYPE
TYPE(containPLot),ALLOCATABLE :: Contain_Plot(:)

! CONTAIN State Variable Mapping
TYPE stateContain

REAL(8) press,uf,ug,temp,voidg,quala,quals
END TYPE
TYPE(stateContain) :: StateC

[ 연계부프로그램의 정의]

MODULE LINK_CONTAIN
INTERFACE

SUBROUTINE FileOpenReadC (xfiles)
!MS$ ATTRIBUTES DLLIMPORT :: FileOpenReadC
CHARACTER(40) xfiles(*)
END SUBROUTINE FileOpenReadC
!
SUBROUTINE TransetC(n_plot_con,plt_data)
!MS$ ATTRIBUTES DLLIMPORT :: TransetC
USE LINK_DATA
TYPE (containPlot):: plt_data(*)
END SUBROUTINE TransetC
SUBROUTINE DtStepC (termin,xtime,xdt)
!MS$ ATTRIBUTES DLLIMPORT :: DtStepC
LOGICAL termin
REAL(8) xtime,xdt
END SUBROUTINE DtStepC
!
SUBROUTINE TimeAdvanceC (total_no,x_data,plt_data)
!MS$ ATTRIBUTES DLLIMPORT :: TimeAdvanceC
USE LINK_DATA
INTEGER total_no
TYPE (meRelease) :: x_data(*)
TYPE (containPlot):: plt_data(*)
END SUBROUTINE TimeAdvanceC
!
SUBROUTINE MapState(jcon,c_data)
!MS$ ATTRIBUTES DLLIMPORT :: MapState

USE LINK_DATA
INTEGER jcon
TYPE(stateContain) c_data

END SUBROUTINE MapState
EN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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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증시험

(1) 시험계획

CONTAIN2.0의 변환과정과 연계계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

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다.

CONTAIN 예제문제

CONTAIN 소스프로그램에는 예제문제와 이에 대한 출력파일이 내장되어 있다.

CONTAIN2.0 DLL은 기존의 Fortran77을 Fortran90으로 전환한뒤 재 구성을 통하

여 DLL화 시켰으므로, 첫 단계인 Fortran90 전환의 검증을 위해 본 예제문제 (14

cell문제)에 대하여 CONTAIN20 fortran90 version 에 대하여 계산하고 출력을 비교

한다.

Two volume 연계문제

간단한 개념문제인 two volume문제를 설정하여 연계를 검증한다. 한 볼륨이

15MPa 고압의 MARS 볼륨이고 다른 볼륨은 0.1 Mpa 저압의 CONTAIN cell이 되

게 초기조건을 설정하여 두 볼륨간에 파단 link를 설정하여 연결시킨다. 이때 사고

가 진행됨에 따라 두 볼륨의 압력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체의

질량 및 에너지는 보존 되어야 한다.

  
 
 
CONTAIN Cell #1  

SNGLVO

L(100) 

Mass and 

Energy Source 

P, Ug, Uf, cs, ca, ag, 

그림 3.4.1.4. 간단한 Two Volume연계문제

SBWR 발전소 연계 문제

SBWR(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는 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과 GDC (Gravity driven cooling system)이 있기 때문에 계통-격납건물 연

계계산이 중요하다. 대형관 파단 (MSLB)시 feasibility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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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SBWR 계통그림

(2) 결과분석

CONTAIN2.0의 변환과정과 연계계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

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다.

CONTAIN 예제문제

CONTAIN2.0에 내장된 예제문제의 ouput file과 계산된 CONTAIN2.0 Fortran90

version의 output file의 결과 값이 전산 truncation오차 범위내로 일치하였다. 따라

서 Fortran 90 conversion에 대한 타당성은 만족한다.

Two volume 연계문제

그림 3.4.1.6에서 보듯이 100초에 파단과 동시에 압력이 변하여 200초경에는 완

전히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연계게산이 타당함을 알수 있다. 그림 3.4.1.7, 3.4.1.8은

질량과 에너지의 변화인데 사고시 두 코드의 연계로 질량 및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전 구간에서 질량 및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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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각 볼륨의 압력 및 격납건물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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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각 볼륨의 질량 및 전체 질량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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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각 볼륨의 에너지 및 전체 에너지 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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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WR 발전소 연계 문제

그림 3.4.1.9에서 보듯이 SBWR격납건물을 모두 14개의 CONTAIN

compartment로 모의하였으며 계통은 GDCS를 포함하여 수백개의 MARS 노드로 모

의하였다. 연계계산을 위하여 출구배관에서의 파단을 2개의 junction으로 모의하여

격납건물과 연결하였으며 GDCS로부터 격납건물 대기와의 연결을 모의하기 위해

다른 2개의 junction을 할당하였다. 그림 3.4.1.10에서는 MARS를 이용한 SBWR계통

의 모의를 나타내었다. 그림 3.4.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발생 후 약 400초 후

에 격납건물과 계통의 압력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림 3.4.1.12와 같이 파단 유

량도 압력평형 후 노심잔열 정도의 증기만 배출된다. 중력에 의한 수두차로 주입되

는 피동 안전 주입계통인 GDCS의 유량도 계통압력이 충분히 낮아져 격납건물의

압력과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한 직후 중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그림 3.4.1.13에

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계계산이 실질적인 발전소 안전평가에 활용될 수 있고 타

당하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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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1.9. SBWR 격납건물 CONTAIN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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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0. SBWR 계통의 MARS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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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1.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의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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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2. 파단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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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3. GDCS로 부터 원자로계통으로 주입되는 안전주입유량의 변화

마. 결론

계통코드인 MARS와 격납용기 전문해석코드인 CONTAIN을 DLL (Dynamic

Link Library) 방법을 통하여 연계시켰다. DLL 연계방법은 기존의 PVM을 사용하

는 타 방법에 비하여 사용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연계도 비교적 쉽게 구현화 할 수

있다. 구현된 연결방법 및 CONTAIN.DLL은 여러가지 인증시험문제를 통하여 검

증하였다. 그러나 구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1) MARS코드는 다만 한가지 종류의 비응축성가스를 다룰수 있는 반면에

CONTAIN코드는 에어로졸 등 여러 종의 가스를 다룰 수 있다. MARS-CONTAIN

연계계산에서는 한 종류의 비응축성가스만 연계가 가능하다.

2) CONTAIN 코드는 한 볼륨에서 Pool cell과 대기cell의 구분이 가능하다. MARS

와의 연결은 CONTAIN의 대기 cell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pool cell로 연결하기 위

하여는 또 다른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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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R1400 Containment 입력개발

컴퓨터의 용량의 급진적 확대로 인해 안전해석코드간의 연계계산의 응용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며 현재 가장 보편적인 연계계산의 형태는 원자로 계통분

석코드와 3차원 노심동특성 코드의 연계 그리고 역시 계통분석코드와 격납용기해석

코드의 연계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사고는 격납용

기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사고시에는 사고 진행과 방사선 물질 수송의 측

면에서 보아 그 사고해석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항에서는 현재 MARS-KS 코드가 제공하고 있는 연계계산 기능 중 격납용

기 연계계산을 위한 APR-1400 대상 CONTAIN 코드 입력 생성의 절차 및 검증 계

산을 기술한다.  검증 계산은 CONTAIN코드를 이용한 독립계산으로 제한하였으며

MARS-KS와의 연계계산에 대한 분석은 본 절 제4항에서 별도로 기술한다.  
APR-1400 용 CONTAIN 코드 입력은 기존의 LBLOCA시 최소압력계산을 위한

CONTEMPT 입력을 기초로 개발하였으며 검증 계산 또한 이들 격납용기 해석코드

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 CONTAIN 코드 입력

앞서 언급하였듯이 CONTAIN 코드의 입력은 기존 CONTEMPT 입력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 때 각각의 코드가 제공하고 있는 모델 방식이 달라

이들 두 해석코드의 입력방식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경우 기존

CONTEMPT 입력의 내용을 가능한 충실히 따르려 하였다. CONTAIN 코드 입력

작성시 기존 CONTEMPT 코드에서와 같이 격납용기는 1개의 Cell로 모델하였으며

외부 Atmosphere도 역시 1개의 별도 cell로 모의하였다. 다음은 CONTAIN 입력

작성에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계산이다.

(1) Containment cell (cell 1) 초기조건

Atmosphere vol = 총 부피 - 풀 부피

= 3.43528 x 10
6

- 92280

= 3.343 x 106 ft3

= 94578 m3

Cell height = 20 m

Cell Area = 94578 m3 / 20 m

= 4728.92 m
2

Atmos. pressure = 14.18 psia

= 0.97768 bar

Relative hum.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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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 fraction O2=0.021 N2=0.079 (H2O)v=0.9

Pool vol = 92280 ft3 = 2613.1 m3

Pool mass = 2613.1 m3 x 997.97 kg/m3 = 2.607 x 106 kg

(2) Fan cooler 입력

Fan cooler에 의한 열제거는 신고리 3-4 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그림

6.2.1-50을 참조하였다 (그림3.4.2.1). 그림을 참조하면 150 oF에서 약 62500 Btu/sec

의 열제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6.594x107W에 해당한다. CONTAIN 코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coolant 입구 온도와 mass flow rate는 코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

(각각 300K 및 123.1 kg/s)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별도로 수행한

결과 격납용기 압력 변화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4.2.1 격납용기 Fan Cooler 열제거율

(3) Spray 입력

ARP-1400에서와 같이 Spray system이 ESF (Engineered Safety Feature) 역할

을 할 경우 CONTAIN코드는 이 시스템에 대해 각 각 SOURCE 와 SPRAY 혹은

TANK, PUMP, HEX, SPRAY 조합의 입력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입력

작성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따랐으며 초기 TANK (irwst) 의 용량을 충분히 큰 값으

로 하여 본 입력에 의한 분석 시간 동안에는 recirculation에 의한 spray 작동은 없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PUMP 및 HEX 와 관련한 입력의 영향은 제거되었

다. 또 SPRAY 입력중 기동 시기는 압력조건을 충분히 적을 값으로 하여 분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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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동하도록 하였고 중대사고 관련 입력은 코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하였

다. 다음은 spray 관련 주요 입력이다.

SPRAY

spdiam = 0.001 (droplet diameter)

sppci2 = 5000 (partition coefficient for elemental iodine)

sppcmi = 0 (partition coefficient for organic iodides)

spstpr = 0.9 x 105 (pressure at which the spray is initiated)

TANK

tnkmas = 1.0 x 107 ( large enough to maintain a continuous

spray from tank)

tnktem = 294.26 K ( = 70 oF )

tnkflo = 10,000 GPM

= 629.62 kg/sec

(4) 벽면 열전달 입력

CONTAIN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벽면열전달 모델은 실질적으로 Peterson이

제안한 diffusion layer 이론 [Peterson, 1966]에 기초하고 있다. 격납건물 벽면응축

예측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Uchida 실험치[Uchida, et.al, 1965]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Peterson 모델은 그림 3.4.2.2에서 보듯이 Uchida 자료를 잘 예측하고 있다. 특

히 초기 공기압력이 1 bar인 경우에는 Air/Steam 비의 전 영역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CONTAIN 2.0 Code Manual].

한편, 규제목적 최소압력계산을 위해서는 파단사고 초기 blowdown시와 이후

재충수 및 재관수시 적용모델을 달리하는데 blowdown시에는 Tagami 모델의 4배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Uchida 모델의 1.2배를 적용하게 된다(그림

3.4.2.3)[NRC Standard Review Plan, 2007]. 본 검증계산에서는 사고 진행 시점에

관계없이 CONTAIN 코드가 제공하는 Nusselt 수에 증배계수 (hmxmul) 4.0를 설정

하여 보수적 계산이 되도록 하였다. 이 때, 격납용기 외벽의 경우에는 증배계수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본 모델을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기하학적 자료는

CONTEMPT 입력자료의 모델과 같도록 모델하였다.



- 264 -

그림 3.4.2.2 응축 공기/증기 혼합체에서의 열전달 계수

그림 3.4.2.3 격납용기 최소압력계산을 위한 혼합체에서의 열전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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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결과

본 절에서는 생성입력을 이용한 CONTAIN 2.0 코드 계산 결과를 기술하고

기존 입력자료를 이용한 CONTEMPT 계산결과의 비교도 같이 기술한다. 이중

CONTAIN 2.0 분석은 격납용기 벽면열전달의 민감도를 보기 위해 코드 입력중 2.0

장에서 논의한 Nusselt 수의 증배계수 (hmxmul)를 4.0으로 한 보수적 계산 및 1.0

으로 수행한 Best Estimate 계산 결과도 포함한다.

그림 3.4.2.4은 CONTEMPT 코드 와 CONTAIN코드의 계산결과 증 격납용기

내부 압력거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초기 50초간의 변화는 다시 그림 3.4.2.5에 나

타내었다. 이들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 생성한 입력자료를 이용한 CONTAIN 2.0

코드 계산결과중 보수적 계산결과는 기존 CONTEMPT 코드의 계산결과와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압력상승율은

각각의 코드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초기 blowdown시

CONTAIN의 경우 최고압력은 보수계산의 경우 2.86 bar까지 상승하여

CONTEMPT 예측치인 2.57bar에 비해 약 11% 정도 크게 예측하고 있다. 이때,

CONTAIN 2.0 Best Estimate 계산에서는 최고 3.31bar를 보여 CONTEMPT 계산

보다는 약 29% 크게 예측한다.

격납용기 내 기체온도 변화는 그림 3.4.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화 추이는

압력의 경우와 유사하며 기체 온도 예측에서도 CONTAIN 2.0코드의 경우

blowdown 시 보수계산에서 약 386K 까지 상승하여 CONTEMPT 계산치인 381K

보다 약 5K 정도 높게 예측하고 있으나 원자로 계통해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NTAIN 코드의 Best Estimate 계산에서는 약 393K로

나타나 같은 코드 보수계산에 비해 7K정도 높게 예측하고 있다.

다. 요 약

APR-1400 대상으로 하여 기존 CONTEMPT입력자료를 기초로 하여

CONTAIN 코드 입력을 작성하였고 이 들 두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 격

납용기 내의 압력 및 기체온도 변화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CONTAIN 입력자료를 MARS-KS 격납용기 연계 계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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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격납용기 내부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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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격납용기 내부 압력 거동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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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격납용기내 기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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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NDU Containment입력개발

본 항에서는 현재 MARS-KS 코드가 제공하고 있는 연계계산 기능 중 격납용

기 연계계산을 위한 CANDU 대상 CONTAIN 코드 입력 생성의 절차 및 검증 계

산을 기술한다. 검증 계산은 CONTAIN코드를 이용한 독립계산으로 제한하였으며

MARS-KS와의 연계계산은 다음 4항에서 별도로 기술한다.

CANDU 용 CONTAIN 코드 입력은 기존의 40 cell 모델을 이용한 입력이 보

이고 있는 특정 Cell에서의 이상 압력 및 온도상승문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였으

며 검증계산은 LBLOCA시 격납용기 내부 압력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으로 제한하였

다.

가. CONTAIN 코드 입력

과거 CANDU 형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하여 사고시 격납용기거동에 대한 분

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03년도 “중수로 격납용기 열수력

및 거동 평가코드 개발”[김만웅 외, 1993]이 수행 되었다. 이 과제에서는 격납용기

에 대한 특성분석, cell 모델링, source 모델링, ESF(Engineered Safety Feature) 모

델링등이 수행되었다. 본 검증계산용 입력은 이 과제에서 생성된 40cell 및 1cell

입력을 기초로 생성하였으며 40cell 모델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완 및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40cell 모델의 경우 모두 71개의 engineered vent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이 engieered vent를 사용하여 cell 간에 gas 및 pool liquid가 이동하는 통로

를 제공하는데 기존 40 cell 모델 입력에서는 gas에 대해서만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pool liquid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모두 8개의 engineered

vent를 다음 경로에 대해 추가로 제공하였다.

- R004 (제 3 접근구역)에서 R006 (냉각재계통 중수수집계통실)

- R003 (제 2 접근구역)에서 R007 (제 1 전송기실)

- R004 (제 3 접근구역)에서 R008 (제 2 전송기실)

- R007 (제 1 전송기실)에서 R011 (제 3 지하실)

- R007 (제 1 전송기실)에서 R012 (제 1 핵연료교환기 보조계통실)

- R008 (제 2 전송기실)에서 R012 (제 1 핵연료교환기 보조계통실)

- R009 (제 1 지하실)에서 R011 (제 3 지하실)

- R010 (제 2 지하실)에서 R011 (제 3 지하실)

(2) 1cell 모델과의 일관성을 위해 1cell 모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40cell 모

델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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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제 1 핵연료교환기실로 유입되는 파단유량(mass) 및 에너지

(enthalpy)

- fan cooler : cooler rated heat capacity, rated coolant inlet temp., rated

inlet air/steam temp.

- spray : spray 기동 압력

- tank : tank로부터의 유량

- pump : constant mass flow rate

그림 3.4.3.1은 CANDU형 원전 격납용기에 대한 40cell 모델이다. 사고시 파

단 유량은 제 1 핵연료교환기실 (cell-19) 로 유입되도록 되어있다. 상세한 모델 배

경 및 방법은 참고문헌 [김만웅 외, 1993]에 기술되어있다.

그림 3.4.3.1 CANDU NNP 격납용기에 대한 40cell 모델

나. 계산 결과

40-cell model을 적용한 개선입력 과 기존 1-cell model 입력을 이용한 계산결

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3.2은 40-cell 및 1-cell 모델을 이용한 CANDU 코드 계산 결과중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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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변화를 보여준다. 40cell의 경우 계통파단이 유출되는 cell 19의 압력을 표시하였

다. 그림에서 보듯이 본 계산에 있어서는 초기 약 100초간 두 계산을 보여주는 차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후에는 1cell 모델이 40cell 모델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압력을 예측하고 있어 계통해석 측면에서는 비교적 더 보수적인 경계조

건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4.3.2 격납용기 내부 압력거동

같은 위치에서 기체 온도변호는 그림 3.4.3.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압력변화

는 달리 기체온도의 경우 전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cell 모델의 경우 전

반적으로 낮은 기체온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두 모델간의 열구조물에 모델 차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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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격납용기 내부 기체온도 변화

다. 요 약

본 검증 계산에서는 2003년도에 수행된 “중수로 격납용기 열수력 및 거동

평가코드 개발”[김만웅외, 1993]에서 생성된 입력 (40 cell 모델 및 1cell 모델)을 기

초로 40cell 모델 입력자료가 보이는 일부 모델 제한점을 개선하고 두 모델에 의한

CONTAIN 코드 독립계산을 수행하였다. 입력 수정에서는 기존 40cell 모델의 경우

cell 간의 유로인 engineered vent가 기체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8개의 추가 유로를 액상(Pool)에 대해서 추가하고 1-cell 모델의 ESF(Engineered

Safety Features) 내용을 40cell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계산결과를 비교하였

다.

계산 결과 수정된 40cell 모델은 격납용기 내 압력 및 온도 변화가 1cell 모델

과 비교하여 정성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MARS-KS와의 연계계산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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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NDU형 원전 대상 연계계산

본 항에서는 현재 MARS-KS 코드가 제공하고 있는 연계계산 기능 중 격납용

기 연계계산을 검증하기 위해 CANDU형 원전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 계산을 기술

한다. 여기서 입력자료는 CONTAIN코드를 이용한 독립계산을 통해서 검증된 입력

자료를 MARS-KS의 연계계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ANDU형 원전

의 격납용기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는 본 절의 제3항에서 기술하였다.

가. 코드 입력

검증계산은 MARS/CONTAIN 코드의 연계계산으로 원자로의 계통 및 격납건

물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입력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1) CANDU형 원전 격납용기 입력 (CONTAIN)

CANDU형 원전 격납용기에 대한 입력은 본 절의 제3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40cell 모델의 경우 모두 71개의 engineered vent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engieered vent를 사용하여 cell 간에 gas 및 pool liquid가 이동하는 통로를 제

공하는데 기존 40 cell 모델 입력에서는 gas에 대해서만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pool liquid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모두 8개의 engineered vent

를 다음 경로에 대해 추가로 제공하였다. 또, 1cell 모델과의 일관성을 위해 1cell

모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40cell 모델에 적용하였다.

- source : 제 1 핵연료교환기실로 유입되는 파단유량(mass) 및 에너지

(enthalpy)

- fan cooler : cooler rated heat capacity, rated coolant inlet temp., rated

inlet air/steam temp.

- spray : spray 기동 압력

- tank : tank로부터의 유량

- pump : constant mass flow rate

(2) 원자로 계통 입력 (MARS)

본 계산에서 사용한 CANDU 대상 MARS 코드 입력은 월성 2/3/4 호기에

대해서 생성된 기존 입력으로 하였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두 개의 루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루프는 서로 반대방향의 유동을 갖는 각 95개의 핵연료 채널로 구

성된 2 개의 노심유로로 모델되어 있다. 이 때, 각 유로에는 원자로의 입구헤더, 출

구헤더, 증기발생기 및 냉각재펌프가 설치되어있다. 원자로의 유로는 크게 네 영역

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 이 네 영역은 각각 95개의 유로(압력관)을 갖게 된다. 각

유로를 channel 1, 2, 3, 4로 부를 수 있으며 결국 MARS 코드는 평균적 유로 및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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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상태를 모의하게 된다. 입구헤더 파단에 따른 영양을 가장 많이 받는

channel 4의 경우에는 92개의 유로를 단일 channel (CANCHAN 400)로 모델하고

나머지 3 개의 유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모델하고 있다(CANCHAN 030, 065, 660).

또, Pressure tube 와 연료다발(fuel bundle) 은 각각 별도의 heat structure로 모델

하고 있다.

대상 사고는 대형냉각제 상실사고중 모든 안전계통이 가용한 경우 대형파단

사고이고 민감도 계산을 통해 핵연료봉 온도상승에 대한 제한사고로 나타난 35%

입구헤더 파단사고인 경우이다.

나. 계산 결과

본 절에서는 본 검증계산 대상사고인 35% 입구헤더 파단사고에 대한 MARS-KS

단독 계산 및 MARS-KS/CONTAIN 연계계산의 결과를 기술한다.

MARS-KS/CONTAIN 연계계산과 달리 MARS-KS 단독 입력자료의 경우 격납건물

의 내부 압력은 대기압으로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4.4.1은

MARS-KS/CONTAIN 연계계산시 영역 4 의 평균 channel 및 별도로 각각 개별 모

의된 세 channel의 핵연료피복관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위치에서

MARS-KS 단독계산의 경우 핵연료피복관 온도 변화는 그림 3.4.4.2와 같이 나타난

다. 계산 결과를 Blowdown시 Peak Cladding Temperature (PCT)는 단독계산 및

연계계산에 있어 각각 1367K 및 1378K로 그 차이는 약 0.8% 로 실질적 차이는 없

게 나타나고 있고 Reflood Peak의 경우 단독계산에서 연계계산의 결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MARS-KS 단독계산의 경우 격납용기 압력은 대기압으로

고정된 상태이고 연계계산의 경우는 냉각계통 및 격납건물의 상호 질량/에너지

coupling 그리고 안전설비를 포함한 격납용기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MARS-KS/CONTAIN 연계계산에 의한 격납용기 압력변화는 그림 3.4.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압력은 격납용기를 모델한 전체 40 cell 중 냉각계통의

파단지점과 연계된 cell 19의 압력 거동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단사고

초기 격납용기로의 냉각재 유입으로 인해 약 1.56 bar 까지 상승한 압력은 약 30초

경과 후 격납용기 안전설비의 작동으로 약 1.3 bar 까지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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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 핵연료 피복온도 거동 (MARS-KS/CONTAIN 연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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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 핵연료 피복온도 거동 (MARS-KS 단독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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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격납용기 압력 거동 (MARS-KS/CONTAIN 연계계산)

다. 요 약

본 검증 계산에서는 CANDU형 원전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MARS-KS/CONTAIN 연계계산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35% 입구헤더 파단

사고에 대한 MARS-KS의 단독계산 및 MARS-KS/CONTAIN 연계계산을 수행하였

다. 연계계산의 경우 CONTAIN 코드 입력은 해당 격납용기를 40 Cell 로 모델한

입력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계산의 경우 파단사고 초기의 임계유동으로 인해

Blowdown PCT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Reflood Peak 의 경우 단독계산에서

약간 높은 온도를 보였다.

본 검증계산의 경우 해당 입력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 단계를 필요로 하는 계

산결과의 정량적 확인은 수행하지 않고 연계계산 기능 및 정성적 비교만을 수행하

였다. 연계계산에서 만족하여야 할 기초 검증 즉 연계 경계에서의 질량 및 에너지

보존 등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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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코드 모델 평가를 위한 규제검증 열수력 DB 구축

1. 국외 열수력 DB 구축

가.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의 개요

기존 운영중인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 웹싸이트 (KAERI Thermal-Hydraulic

Data Bank : thcode.kaeri.re.kr)에 국외에서 습득한 최신 실험자료를 추가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한원연은 현재 OECD-SETH, OECD-PKL 과제 참여 및 일본 JAERI

와의 공동연구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최신 실험자료를 습득하고 있다. 2010년 현

재 KAERI T-H Databank에 수록되어 있는 국외 실헙자료 갯수는 30여개의 실험 장

치로부터 생산된 약 750건이다. 표 3.5.1.1은 현재까지 KAERI 열수력 데이타 뱅크에

수록한 전 실험자료의 목록을 보여준다.

그림 3.5.1.1 은 현재 운영 중인 열수력 데이터뱅크의 작동 화면의 예를 보여준

다. KAERI T-H Databank는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가 간편하게 실험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 ActiveX 콤포넌트를 개발하였으며 당 ActiveX 콤포넌트는 KAERI server 콤퓨

터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자료를 internet을 통해 전송받고 이를 Client 콤퓨터에 저

장하고 해독하여 그림 3.5.1.1 과 같이 사용자에게 가시화하여 주거나 실험자료를

저장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5.1.2은 KAERI T-H Databank의 전체 Data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3.5.1.2에서 볼수 있듯이 Server 콤퓨타에는 ActiveX 콤포

넌트 와 열수력 실험자료 그리고 internet browser에 필요한 설계된 웹 페이지의

html이 기록되어 있다. Client 콤퓨타에서 KAERI 열수력 웹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웹 페이지의 html에 의해 ActiveX 콤포넌트가 Client 콤퓨타에 설치된다. ActiveX

콤포넌트가 설치되면 ActiveX는 웹 페이지로부터 실험 자료 수거에 필요한 정보를

“paramter”를 통해 받아 압축 보관 되어 있는 실험자료를 server로부터 client 콤퓨

타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압축해제 하고 GUI용 그라픽 화면을 생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이후 사용자가 검토할 실험 자료를 선택하면 이를 가시화 하고 자료

를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기간 동안에는 OECD-SETH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입수한 PANDA 실험

자료 와 OECD-PKL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입수한 PKL 실험자료, KINS를 통해 입

수한 AECL-RD-14M 실험자료 그리고 일본의 ROSA-LSTF 실험자료를 KAERI 열수

력 Databank에 등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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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1 KAERI T-H Databank에 수록되어 있는 실험 목록 (1 의 4)

실험장치/명 

AECL-PUMP 

CL72-HQ 

FEBA  

1210 1214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7 1228  

2229 2230 2231 2233 2234 4246 4266 4270 4272 4273  

5281 5282 5284 5286 6276 7321 7322 7324 7325 7327  

7329 7330 8333 8334 8336 8337 8338 8340 8341 8342  

FIST 

4DBA1 6IB1 6MSB1 6PMC1 6SB1 6SB2C T1QUV T23C 

FIX-II 

2032 3025 3061 5052 6261 

FLECHT 

161 ?rod-bundle 

30223  30323  30518  30619  30817  30921  31021  31108  31203  31302  

31504  31615  31701  31805  31922  32013  32114  32235  32333  32753  

32854  32955  33056  33338  33436  33544  33644  33749  33849  33903  

34006  34103  34209  34316  34420  34524  34610  34711  34816  34907  

35050  35557  35807  35912  36026  36160  36261  36362  36463  36564  

36665  36766  36867  37069  37170  

163-rod-bundle 

60701 60802 60902 61005 61106 61208 61314 61412 61509 61607  

61705  61810  61916 62015 62117  62211  62304  62413  62503  62605  

62819  62919  63018  

21-rodbundle 

41008E  41206E 41305E 41509F 41515E 41608F 416121E 41709B 41711E 41731C 

41807F  41808B 41808D 41831C 41907B 41909C 41914F 42008C 42014D 42014E  

42015F  42105B  42105F 42107C 42108a 42204B 42206D 42207A 42215E 42215F 

42305D  42306B  42314C 42315E 42404D 42413C 42415B 42415E 42430A 42506C 

42509E  42512D 42605C 42606A 42612F 42615D 42704E 42705A 42711B 42711D 

42711F  42715C  42804A 428004C 42810B 42810F 42907A 42910D 42912C 42915F 

43009D  43013A 43104F 43110C 43112A 43115D 43208A 43211C 43215D 43315C 

43333F  43412B 43431C 43432F 43511A 43513B 43531C 43534FC 43610A 43616E 

43631F  43715A 43716C 43717B 43813D 43816B 43817C 43817E 43915F 43916A 

44116D  44117A 44317D 

cosine 

00233 00606  00801  00904  01445  01545  02414  03113  03325  03447  

03610  03709  04019  04220  04444  04831  05239  06161  06218  06357  

06458  06559  06749  06850  07151  07252  07354  07455  07631  07729  

07836  07934  08037  08131  08262  08363  08464  08565  08666  

skewed  

11003  13404  13609  13914  14230  14331  14548  14647  14935  15034  

15937  16022  16110  16340  16543  16642 

G-2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GE Level Swell 

1004-2  1004-3  5702-16  5801-13  5801-15  5801-19  5803-1  5803-2  

8-21-1  8-25-1  8-28-1 

GOETA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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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1 KAERI T-H Databank에 수록되어 있는 실험 목록 (2 의 4)

실험장치/명 

HALDEN  

HALDEN-IFA-511_2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 4711 4712 4714 5233 5234 5235 5236 5237 5238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  

HALDEN-IFA-511_2  

5253 5254 5265 5256 5257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6023 6024 6025 6026 6027 6028 6029 6030 6031 6032 6033 6034 6035 

JAERI-2D-3D  

C1-RUN-13   C2-RUN-75-IET   S1-RUN-101   S1-RUN-515-IET   S1-RUN-516-IET 

KUOSHENG  

05029  05132  05239 

LOBI 

A1_04R  A1_06  A1_66  A2_77  A2_81  Bt_00  B_r1m 

LOFT 

L1-3  L1-4  L1-5  L2-2  L2-3  L2-5  L2-6  L3-1  L3-2  L3-5 L3-6  L3-7  L5-1   

L6-5  L6-6A  L6-6B  L6-7_L9-2  L6-8B1  L6-8B2  L6-8C1  L6-8C3  L6-8D   

L8-2  L9-1  L9-3  L9-4   

LP-02-6  LP-FP-1B  LP-FP-2  LP-FW-1  LP-LB-1  LP-SB-1  LP-SB-2  LP-SB-3 

LOFT-OECD 

L2-3  L2-5  L2-6  L3-5  L3-7  L6-7  L9-3  LP-FP-LB  LP-FP-2  LP-FW-1  LP-SB-2  LP-SB-3 

MARVIKEN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MARVIKEN-OECD  

TEST_01 TEST_02 TEST_03 TEST_04 TEST_05 TEST_06 TEST_07 TEST_08 TEST_09 TEST_11  

TEST_12 TEST_13 TEST_14 TEST_15 TEST_16 TEST_17 TEST_18 TEST_19 TEST_20 TEST_21  

TEST_22 TEST_23 TEST_24 TEST_25 TEST_26 TEST_27 _ 

MB2 

1712  1737 

MRBT 

5B01 5B02 5B03 5B04 5B05 5B06 5B07 5B08 5B09 5B10 

5B12 5B13 5B14 5B15 5B16 5B17 5B18 5B19 5B20 5B21 

NEPTUN 

5007   5050   5052 

NRU 

MT-3.06  PTH-104   PTH-109   PTH-110 

OTIS 

220100   220402 

PBF 

GC-2-1  GC-2-2 GC-2-3 IE-01  IE-ST-01  IE-ST-02  LLR-3  LLR-4  LLR-4A  LLR-5  

LOC-11B  LOC-11C  LOC-3  LOC-5A  LOC-5B  LOC-5C  PCM-2  PR-01  RIA-ST-1  

RIA-ST-2  RIA-ST-3  RIA-ST-4  RIA1-1  RIA1-2  SFD-1-1  SFD-1-3  SFD-1-4  SFD-H-1  SFD-HST  

SFD-LST   TC-1A   TC-1B   TC-1C 

PDHT 

HP-PDHT  LP-PDHT 

ROSA-IV 

SB-CL-18   SB-C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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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1 KAERI T-H Databank에 수록되어 있는 실험 목록 (3 의 4)

실험장치/명 

SEMISCALE 

S-01-04A S-01-6 S-02-5 S-02-9 S-03-5 S-03-D S-04-5 S-04-6 S-6-1 S-06-2  

S-06-3 S-06-4 S-06-5 S-06-6 S-07-1 S-07-10D S-07-4 S-07-6 S-1011 S-FS-1  

S-FS-11 S-FS-2 S-FS-6 S-FS-6B S-FS-7 S-IB-01 S-IB -02 S-IB-03 S-LH-1 S-LH-2  

S-NC-10 S-NC-1A S-NC-1B S-NC-2 S-NC-2B S-NC-3 S-NC-4B S-NC-5 S-NC-6 S-NC-7C  

S-NC-8 S-NC-8B S-NC-9 S-PB-01 S-PB-02 S-PL-1 S-PL-2 S-PL-3 S-SB-2 S-SB-4  

S-SB-4A S-SF-1 S-SF-2 S-SF-3C  S-SF-4 S-SF-5 S-SP-1C S-SPI-2 S-SPL-3 S-SPL-4  

S-SPL-7 S-SR-1 S-SR-2 S-UT-1 S-UT-2 S-UT-3-1 S-UT-3-2 S-UT-4 S-UT-5 S-UT-6 S-UT-7 S-UT-8 

SEMISCALE-OECD 

PL-3E-(LV)  PL-3E-(SV)  S-06-3(LV)  S-06-3-(SV)  S-IB-3  UT-1 

SHBF 

1013  1014  1018  2201  2314  2319  2329  2330  2331  3900  6301 

THTF 

100 101 102 103 104 105 151 152 153 154r 155 156 157 158 160 

161 162 163 165 166 167 167r 168 168r 169 171 3.02.10C 3.02.10D 3.02.10E 3.02.10F 

3.02.10G 3.02.10H 3.03.10U 3.03.6AR 3.05.5B 3.06.6B 3.07.9B 3.07.9C 3.07.9D 3.07.9E 

3.07.9F 3.07.9G 3.07.9H 3.07.9I 3.07.9N 3.07.9O 3.07.9T 3.07.9U 3.07.9V 3.07.9W 

3.07.9X 3.08.6C 3.09.10O 3.09.10P 3.09.10Q 3.09.10R 3.09.10S 3.09.10T 3.09.10V 3.09.10W 

3.09.10X 

TLTA 

4903  6001  6004  6005  6006  6007  6406  6422  6425  6426  6431  6432  6441  6441-3 MLHQ 

TLTA-OECD 

6431  6432 

UPTF-OECD 

Test10b_Run081  Test5a_Run063  Test8b_Run111  Test8b_Run112 

AECL-RD-14M 

B9401 

BETHY 

3.4a: Natural Circulation with Unbalanced SG during SGTR Recovery 

4.1a: Two-phase Natural Circulation vs. PCS inventory 

4.1a_part1   4.1a_par t2    4.1a_tc 

4.3b: Multiple SGTR 

5.1a: Secondary Mass Loss 

5.1a_forced  5.1a_natural 

5.2a: Two Phase Natural Circulation with SG Secondar y System Empty 

5.2c.2: Total Loss of Feedwater 

5.2d: Total Loss of Electric Power Associated with an Auxiliary Feedwater Failure 

6.2: 6" Cold Leg Side Break 

6.2 TC: 6" Cold Leg Side Break Comparative Test 

6.8: Primary Break with RHRS in Operation 

6.9a: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6.9b: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6.9c: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6.9d: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6.9e : Loss of Res~du~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7.2c: Single Loop Operation in Reflux Condenser Mode with Non-Condensable Gas 

9.1 b: 2" Cold Leg Break w/o HPSI and with delayed ultimate procedure 

9.3: SGTR with failure of both HPSI and Aux. Feed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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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명 

PANDA (Passive Decay Heat Removal and Depressurization Test Facility) 

1-1  2-1  4-1  4bis-1  5-1  6-1  7-1  8-1  9-1  9bis1  

10-1  11-1  13-1  14-1  16-1  16-2  17-1  17-3  17-4  18-1  19-1    

20-1  21-3  21bis-2  22-2  25-1 

PKL-III E-Series 

PKL-III-E1.1: Boron Dilution Transient 

PKL-III-E2.1: Inherent Boron Dilution during SBLOCA  

PKL-III-E2.2: Inherent Boron Dilution during SBLOCA  

PKL-III-E2.3: Inherent Boron Dilution during SBLOCA  

PKL-III-E3.1: Loss of Residual Heat Remoal 

PKL-III F-Series 

PKL-III-F1.1 

PKL-III-F1.2 

PKL-III-F2.1 

PKL-III-F2.2 

PKL-III-F3.1 

PKL-III-F4.1 

PKL-2 G-Series 

PKL-2-G1.1 

PKL-2-G1.1a 

PKL-2-G1.2 

ROSA-LSTF 

SB-CL-38 

SB-CL-39 

SB-CL-40 

SB-HL-17 

SB-PV-09 

SB-PV-10 

SB-PV-10 Rev 

ST-NC-34 

TR-LF-1 3 

UPTF-GRS 

TEST04: US/J PWR Integral Test with Cold Leg ECC Injection  

RUN174: Phase A  

RUN177: Phase B  

TEST21: Downcomer Injection Tests with Closed Vent Valves  

RUN271  

RUN272: Phase A  

RUN273: Phase C  

RUN274: Phase B  

RUN275: Phase C  

TEST25: Downcomer/Cold Leg Steam/Water interaction Test  

RUN241: Phase B (Saturated Downcomer Wall) 

RUN242: Phase A (Superheated Downcomer Wall) 

 

표 3.5.1.1 KAERI T-H Databank에 수록되어 있는 실험 목록 (4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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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web-page Data 저장 화면

Data 가시화 화면

그림 3.5.1.1 KAERI T-H Databank 작동 화면

 

그림 3.5.1.2 KAERI T-H Databank의 전체 Data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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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ECL-RD-14M 실험 자료 변환 및 등재

AECL-RD-14M 실험은 캐나다의 AECL 회사가 안전 해석용 열수력 코드의 검증

을 위해 건설한 1:1 elevation의 축척으로 CANDU 원자로를 모사하도록 제작한 실

험장치로써 실험장치의 전체적인 형태는 그림 3.5.1.3과 같다. 국내에서는 KINS가

그 실험 자료를 문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INS에서는 보유

중인 자료중 실험 B9401에 대한 문서 자료를 scanner로 scan 한 후 이를 우리 연구

원 측에 디지탈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공받은 디지탈 자료는 다음 과 같은

총 5개의 화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 b9401.dat (61,573,425 bytes)

- b9401b.dat (44,436 bytes)

- b9401e.dat (6,411 bytes)

- b9401f.dat (3,737 bytes)

- b9401g.dat (2,536 bytes)

- b9401r.dat (33,325 bytes)

이 중 실험 측정자료가 수록된 b9401.dat의 자료를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에

등재하였다. 등재를 위하여 b9401.dat에 수록된 자료 형태를 KAERI 열수력 데이타

포맷으로 변환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데이타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AECL 실험자료를 성공적으로 등재하였다. 그림 3.5.1.4는 변환 프

로그램의 작동을 화면 캡춰한 것을 보여주고 그림 3.5.1.5는 현재 KAERI 열수력 데

이타 뱅크에 등재된 AECL 자료의 동작 화면을 캡춰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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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AECL RD14M 실험장치

그림 3.5.1.4 AECL RD14M 실험자료 ->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 포맷

변환 프로그램 수행 화면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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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의 AECL RD-14M b9401 실험자료

가시화 작동 화면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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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NDA 실험 자료 변환 및 등재

PANDA 실험장치는 스위스의 PSI (Paul Scherer Institute)가 보유한 실험장치로

우리연구원은 OECD 회원국들과 공동연구로 수행중인 OECD-SETH 과제를 통해 실

험자료등을 입수하고 있다. PANDA는 피동 ALW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의 격납용기 계통의 현상 및 계통의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된 실험

장치로써 그림 3.5.1.6에 보이는 바와 같이 2개의 커다란 용기를 pipe로 연결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 격납용기내에서는 격납용기 내부 형태에 따른 기체의 mixing 및

자유순환등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PANDA 실험장치는 이러한 현상을 numerical

하게 모사하는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은

PANDA 실험장치의 운영 기관인 스위스의 PSI로 부터 실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받는다.

그림 3.5.1.6 PANDA 실험장치 Schematic 과 실제 장치 사진

PANDA 실험 자료는 CD-ROM에 수록되어 KAERI에 송부되며 각 CD-ROM은

다음과 같은 Directory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Main_Fluid_Data" Directory : 실험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2. “Massspec_data" Directory

3. "Piv_data" Directory :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3개의 자료중 첫번째 자료만이 KAERI 열수력 데이타 뱅크의

ActiveX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데이타 변환을

수행하였다. “Main_Fluid_Data" directory에 있는 자료는 단순한 데이타 구조를 가

지고 있어 변환 프로그램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으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자료를 성공적으로 등재하였다. 그림 3.5.1.7은 변환 프로그램의 작동화면을 캡

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ssspec_data"에 있는 자료는 변환 가능한 자료가 아니며 이에따라 이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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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형태 그대로 사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두었다.

“Piv_data" directory에 있는 자료는 특정 측정 시간에 대해 velocity (U,V), mag-

nitude등을 각 x-y Plane 지점에서 측정한 2차원 적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기

존의 열수력 데이타뱅크의 ActiveX 프로그램이 취급할 수 없는 데이타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2차원적 값을 모여주기 위하여 ”piv_viewer.exe"프로그램을 작성하

였다. 그림 3.5.1.8은 “piv_viewer.exe" 프로그램의 작동화면을 보여준다.

”piv_viewer.exe" 프로그램은 추후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자가 데이타

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 이다.

그림 3.5.1.7 PANDA 실험 데이타 변환 프로그램 화면 캡춰

그림 3.5.1.8 PANDA Piv 데이타 뷰어 프로그램 화면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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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KL 실험 자료 변환 및 등재

PKL 실험장치는 독일의 Framatome-ANP (Areva) 회사가운영하는 Integral Test

Facility로 Siemens 설계의 상용 경수로에 대해 beyond design basis 사고를 포함하여 여

러 사고 전개를 모사하도록 제작 되었다. PKL 실험장치는 실제 발전소의 종합적인 열수

력현상을잘모사할수있도록축척설계되어있다.

실험장치의축적설계에서중요하게고려한사항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Full-scale hydrostatic head 의보존 (즉, 1:1 height 축척)

- 1:145 출력, 체적및단면적축척비 1:145

- 단상유동의경우 1:1 축척의마찰압력손실

- 4개루프모두모사

- 노심의경우 1:1 축척의연료봉 (히터봉) 사용

- 증기발생기의경우 1:1 축척의 U-tube 사용

- 원자로 압력용기의 강수부의 경우 상부는 annulus 형태로 모사하였고 하부는 상

부 annulus 와 lower plenum을연결하는 2개의원통관으로모사하였다.

그림 3.5.1.9 PKL II 실험장치 전체 배치도

PKL 실험장치의 전체 배치는 그림 3.5.1.과 같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loop

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 와 길이가 1:1 축척인 반면 면적비가 1:145 축척인 관계로 실험

장치는 전체적으로 그림과 같이 thin and tall 형태를 하고 있다. 실험장치는 원자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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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통 과 증기발생기 2차측 계통 그리고 일차측 과 이차측 의 연결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PKL의 운영기관인 독일의 Framatome-ANP사는 OECD-PKL 과제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며실험결과를 CD-ROM 형태로 SETH 회원국에제공한다.

CD-ROM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Readme 문서 (PDF 또는 텍스트 형태)

2. CD-ROM 삽입시 자동으로 View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autorun 관련 화

일

3. “Test Description" Directory:

- 실험을 기술한 내용의 PDF 화일이 있다

4. “Legend" Directory:

- 문서등에 사용한 기호등을 설명한 PDF 화일이 있다

5. “Measurement List" Directory:

- 측정치의 목록을 수록한 PDF 화일이 있다

6. “Measurement Plans" Directory:

- 측정기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을 수록한 PDF 화일이 있다

7. “Plot Sheets" Directory:

- 측정 값의 그라프를 수록한 PDF 화일이 있다.

8. “Test Data" Directory:

- 실험 측정 자료 화일들이 있다.

9. 기타 Directory

"Test Data" Directory 밑에 있는 실험 자료 화일들은 텍스트 형태의 실험자료를

“.xls" 확장자를 가진 화일에 수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측정 자료마다 한개의

”.xls" 화일이 존재한다. 각 화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있다:

- 첫째줄 : Experimental test identifier.

- 둘째줄 : MST and the KAN number

- 셋째줄 : Measurement ID

- 넷째줄 : Blank

- 다섯째줄-끝까지 : measured values

화일명이 “_time.xls"로 끝나는 화일에는 측정한 시간이 수록되어 있다. 당 연구

기간 중 개발한 “PKL_convert.exe" 프로그램은 이러한 측정 자료를 읽어 통합하고

이를 KAERI 데이타 뱅크 포맷으로 변환한 후 zip-압축을 수행한다. 그림 3.5.1.10은

”PKL_convert.exe" 프로그램의 수행 화면을 캡춰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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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0 PKL_convert.exe PKL 실험자료 변환 프로그램 작동 화면



- 290 -

마. ROSA-LSTF 실험 자료 변환 및 등재

ROSA (Rig of Safety Assessment)는 일본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에서 30여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실험 프로젝트로 현재 1:1 높이 와 1/48의 체적비

를 가지고 4-loop 경수로에 대한 모사실험을 하는 LSTF (Large Scale Test Facility)

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5.1.11은 ROSA-LSTF 실험장치의 대략적

축척을 보여준다.

Tsuruga-2 ROSA-LSTF

그림 3.5.1.11 4-loop 가압경수로 와 ROSA-LSTF 실험 장치의 대략적 비교

KAERI는 일본 JAEA로 부터 ROSA-LSTF의 실험자료를 얻어보고 있다.

ROSA-LSTF 자료 Package는 다수의 CD-ROM 과 DVD-RO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DVD-ROM은 실험 수행시 실험장치 내부 유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디오 녹

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실험 자료는 CD-ROM에 수록되어 있으며

CD-ROM내에는 각 실험의 directory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 실험 자료 등은 각 각

의 directory 내부에 수록되어 있다. 각 실험 directory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CDRead.bat" 화일

- 사용자가 CD-ROM으로부터 선정한 실험측정치를 interactive하게 직접 추출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batch 화일.

2. "Reademe.txt"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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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데이타 추출하는 방법을 text 형태로 기술한 도움말 화일

3. ‘Taglist.xls" 화일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포맷 화일로 측정치의 목록 및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4. “BIN" directory

- 실험데이타를 “binary" 데이타 화일로 부터 추출할 경우 필요한

‘lstfread.exe' 프로그램이 이곳에 있다.

5. “LSTF" directory

- Binary 포맷의 실험 자료 화일들이 이 directoryso에 자리하고 있다.

ROSA-LSTF의 실험 데이타 패기지는 특정한 실험치를 추출하기에는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KAERI 열수력데이타뱅크에서 필요한 전체 데이타를 추출하고 이

를 변환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있다. 이는 실험 데이타 화일 자체가 binary

형태로 되어 있어 해석이 불가하고, 또 각각의 데이타를 화면을 통해 수동으로 입

력을 주어 추출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실험 패기지의 방법으로는 KAERI 데이타 뱅

크로의 등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binary 형태의 실험

데이타 변환에 사용하는 "lstf_read.exe" 화일의 소스를 일본측에 요청하여 제공받아

이를 자동화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이후 전체 데이타 추출을 그림 3.5.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화 하여 전체 실험 데이타를 KAERI 열수력 데이타뱅크에 적합하도

록 변환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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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 
PC

• Extract data using lstfread_kaeri

LSTF_prepare.exe

RUN
OK?

• Repeat Extraction
• Modify taglist.xls

•Categorise data
- Measured type
- Measured time interval

LSTF_orgndata.exe

• Check Data Integrity
• Convert to Encounter Format
• Make Zip-compressed files

LSTF_convert.exe

ROSA-LSTF
DATA CD

CD with Original
Directory Structure

must be used

yes

no

그림 3.5.1.12 ROSA-LSTF 실험자료 변환 자동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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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위해서 “LSTF_prepare.exe", "LSTF_orgndata.exe" 및 ”LSTF_convert.exe"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측에서 제공한

“lstfread.exe" 프로그램을 자동화에 적합하도록 약간 개선한 ”lstfread_kaeri.exe"도

작성하였다.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자료 CD-ROM을 PC에 삽입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lstfread.exe"프로

그램이 특정한 directory 구조에 따라 작동하므로 원본 CD-ROM의 directory 구조

가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CD-ROM을 삽입한 후 ”LSTF_prepare.exe" 프로그

램을 구동하면 “LSTF_prepare.exe"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 내에 resource로써 내

제 되어 있는 ”lstfread_kaeri.exe" 프로그램을 구동 directory에 unload 하고

CD-ROM에 있는 "taglist.xls" 화일을 읽어 계측 변수의 목록을 작성한 후 목록을 사

용하여 각 계측변수의 추출에 필요한 “lstfread_kaeri.exe" 구동용 interactive 입력을

작성한다. 이후 ”LSTF_prepare.exe" 프로그램은 이들을 이용하여 CD-ROM에 있는

binary 데이타 화일에 있는 모든 실험자료를 Text 형태의 실험자료로 재생성하여

화일형태로 저장하여 둔다. 이때,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에러가 있는 데이타에 대해

서는 error message를 작성하고 추출 화일은 작성치 않는다.

그 다음 단계는 실험데이터의 분류 단계로 각 실험 데이터를 계측 종류와 측정

시간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수행한다. “LSTF_orgndata.exe" 프로그램이 이를 수행하

기 위해 개발 되었다. 분류는 ”taglist.xls" 화일의 목록을 기준하여 수행한다. 화일은

분류후 각각 해당 분류 directory로 옮겨진다.

마지막 단계는 실험자료를 KAERI 데이타뱅크 자료 포맷으로의 변환 및 zip-압

축단계로 분류된 directory 단위로 실험자료의 변환 zip 화일을 생성한다. 이 임무는

“LSTF_convert.exe" 프로그램이 수행한다.

그림 3.5.1.13은 “LSTF_prepare.exe", "LSTF_orgndata.exe" 및 ”LSTF_convert.exe"

프로그램의 수행을 캡춰한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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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3 LSTF 데이터 추출 및 변환용 프로그램 쎄트 실행 화면 캡춰

LSTF_convert.exe

LSTF_orgndata.exe

LSTF_prepare.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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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열수력 DB 구축

가. 연구 배경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해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년간 MARS 코드

를 개발해 왔다. MARS 코드는 1998년에 MARS 1.3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개선

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MARS-KS 2.0β가 발표되었다. 이는 규제검증용 코드로써 국

내 가동 중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안전해석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SMART에도 적

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계산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과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

내 실험을 통한 코드 평가, 국내 실험을 통한 상관식 개발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

는 과정이다.

국내 대학들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열수력 현상

들을 규명하고자 많은 실험들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서 상관식을 개발하고 코드를 검증함에 효과적으로 사용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원자력 관련 열

수력 실험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 실험들이 올바른 절

차를 거쳐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과제에서는 국내 원자력 관련 열수력 실험 데이터

들을 수집하고, 이들 데이터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평

가된 국내 열수력 실험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자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1)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개발

◯ 국내외 열수력 실험평가 참고자료 조사 및 검토

◯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및 사용 설명서 개발

2)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축 (총 32개 실험)

◯ 국내 대학의 열수력 실험 데이터 수집

◯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를 통한 실험 평가

◯ 평가된 실험에 대한 데이터뱅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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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개발

(1)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개발 배경

본 연구는 국내의 열수력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MARS 코드를 평가하고 개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석 코드의 평가 및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안전해석에

반영되어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ARS 코드 해석을 위해

수집된 열수력 실험 데이터의 품질 보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간 국내 각 대학

과 기관에서 많은 열수력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실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

적인 품질 보증이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품질 보증이 수행된 연구라도 각 기관

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

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수집된 열수력 실험을 MARS 코드로 해석하기 이전에 수

집된 실험의 품질을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국내 열수력 실험이 MARS 코드 검증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객

관적이고 구체적인 선별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 열수력 실험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던 품질 보증 절차 문서를 조사하였다. 국내

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보증 절차 문서는 다수 존재하지만, 실험 연구에

대한 규정된 품질 보증 절차 문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의 연구팀 내

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품질 보증 절차서는 존재하지만, 모든

열수력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절차서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 및

대학에서 제시하는 품질 보증 절차서는 실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만을 추상

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개별 실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개별 열수력 실험에 대한 품질 보증 절차 등은 있으나,

이 절차서 역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험 수행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및 MARS 코드 검증에 대한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일관된 원칙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험 평가 지침서를 개발

하였다.

(2)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수립

본 연구에서는 그림 3.5.2.1에서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열수력 실험에 대한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국내 각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험 설명 방법론 및 열수력 실증실험장치의 설계와 절차, 데이터 측정 방법론 등

을 면밀히 조사하여 열수력 실험에 대한 필수 확인 항목을 도출한 후, 보편적인 규

제지침 초안을 개발하였다. 실험평가지침 초안을 외국의 각 대학과 각 기관들의 품

질 보증에 대한 경험을 조사ㆍ검토하여 개발된 초안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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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시 실험을 통하여 평가지침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평가지침서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정 및 보완된 실험 평가 지침서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재

평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험 평가 지침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실험 평가 지침서에 포함될 항목의 도출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을 통해 실험 데이터의 정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완성된 실험 평가 지침서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그 완성도

를 높였다. 그리고 실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MARS 코드 평가에 적절한 실험인지

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 담당자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이하 실험 평가 지침서)를 확립하였다.

국내외 열수력 실험 평가 참고 자료 조사 및 검토

- 국내 사례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참고

자료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험 설명 방법론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열수력

실증실험의 품질 보증 항목을 활용하였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4;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험 설명 방법론은 코드의 예측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수력 실험 결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드

평가표의 적절한 작성 여부 및 각각의 현상에 대한 항목의 나열이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코드 평가에 사용되는 실험에 대해서 그림

3.5.2.2와 같이 그 실험을 선정한 이유, 실험의 목적, 실험장치 설명, 실험결과 및 실

험오차, 실험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실험 평가 지침서의 상위 분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험 설명 방법론

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열수력 실증실험의 품질 보증 항목에서는 실험 평가의 범위

및 품질 보증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절차서, 기록지 등의 품

질 보증 문서화 방안의 필요성 및 정밀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반복도

(Repeatability) 등의 계기 검교정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험 시나리

오, 조건 결정, 실험 절차, 측정자료 획득 방법 등의 실험 자체의 품질에 대한 평가

도 수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의 재현성 및 실험 결과의 물리적

해석 등의 실험 결과 검증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열

수력 실증실험의 품질 보증 항목은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실험 평가 지침서의 중위

분류 항목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 국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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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평가 지침서의 항목 도출 및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외 각 대학 및 기

관의 품질 보증 관련 문서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품질 보증 관련 문서에는 열수력

실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코드평가 관련 지침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Purdue 대학의 품질 보증 문서는 ASME NQA-1을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Purdue, 1996]. PUMA 실험을 진행하면서, 신뢰도 있는 실험 수행을 위한 인력, 설

비, 설계 문서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urdue 대학의 품질

보증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수의 경

우 측정치의 타당성을 서로 다른 3개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품질 보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뢰도가 높

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IET 실험에 대한 검증자와 SET 실험에

대한 검증자를 분리하고, 코드 작업에 대한 검증과 실험에 대한 검증을 분리하여

품질 보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설비의 검증을 위해 검증된 코드를 통

해 예비계산을 선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urdue 대학의 품질 보증 문서는 그 밖에도 실험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과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실험 평

가 지침서의 타당성 및 적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TRAC 코드 평가를 위한 지침

서를 개발하였다[Brent, 2000]. 이 지침서는 실험 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는 않지만, 코드 평가를 위해 어떠한 실험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드 개선 과정에 대해 일괄적인 설명과 코드 평가와 관련된

PIRT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향후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DOE (Department of Energy)의 품질 보증 문서는 10 CFR 50 Appendix B에 근

거하여 품질 보증에 대한 개별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DOE, 2006]. 이 문서에서는

원자력 전반에 걸친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열수력 실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실험 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질문지를 제

공하고 있어, 본 과제의 실험평가항목의 도출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작성하기 위

한 설명서 작성에 활용되었다.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코드평가 문서는 코드의 유지,

검증, 개발 등에 대한 과정을 명시하는 자료이다[IAEA, 2006]. 본 문서에는 실험을

이용한 코드 평가에 대한 일부 내용과 실험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

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방법 등 향후 실험 데이터를 코드

에 적용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CSNI (Committ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의 품질 보증 문서는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실험 평가 지침서 및 사용설명서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NEA, 2001]. 코드 평가를 위한 실험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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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림 3.5.2.3과 같은 실험 장치 및 실험 내용을 기록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각 항목

에 대한 설명을 그림 3.5.2.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과 CSNI에서 평

가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CSNI의 품질 보증 문서의 내용을 그

대로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지침서 및 설명서를 작성하는 형식과 일부 내용을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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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및 사용 설명서 개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항목 설정

국내외 품질 보증 관련 문서를 통해 조사한 내용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의 항목을 부록 A.1과 같이 설정하였다. ‘실험

제목’, ‘실험 개요’, ‘실험 설명’, ‘실험 결과’, ‘실험 평가’, ‘참고 문헌’, ‘수행자’, ‘견해

및 의견’을 기본으로 실험 평가 지침서의 상위 분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위 분

류, 중위 분류, 하위 분류, 세부 분류로 구성된 4단계의 항목 분류를 이용하여 65개

의 실험 평가 세부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 조건 및 주요 변수와 같이 실험

의 내용에 따라 항목 및 중요도가 다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실험자 및 작성자가

직접 항목 및 중요도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 평가 지침서의 보편적인

적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Fully Satisfied (+),

Partially Satisfied (0), Not Satisfied (-), Not Applicable (/), Number (#) 등의 내

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제목’과 ‘실험 개요’의 평가 항목을 통해 평가 대상이 되는 실험이 연구 목

적에 합당하게 설계 및 계획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실험 설명’의 평가 항목

은 실험 조건 및 변수의 설정 과정에서부터 실험의 진행 과정이 합당하게 이루어졌

는지를 평가한다. ‘실험 결과’의 평가 항목은 평가 대상이 되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신뢰성 및 코드 개선을 위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그리고 ‘실험

평가’의 항목을 통해 평가 대상이 되는 실험 연구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평가한다.

또한 코드 해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적절성과 다양성을 ‘참고 문헌’ 항목

을 통해 평가한다. 그리고 ‘수행자’ 항목에서는 실험 수행자와 평가서 작성자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실험에 대해 평가해 봄으로써, 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평가 지침서를 작성한 최종 평가자가 실험에 대한 ‘견해

및 의견’을 작성함으로써 실험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대한 총평뿐만 아니

라 실험 평가 지침서를 통해 평가하기 힘든 중요한 항목과 향후 MARS 코드 해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 사용 설명서 작성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의 세부 기준 항목은 한 문장의 질문으로

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각 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험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험 평가 지침서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CSNI의 실험

평가 방식 설명서인 그림 3.5.2.4의 예시와 같이 설명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실험 평가 지침서 사용설명서는 부록 A.2 에 제시되어 있다. 평가되는 실험

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자가 설명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작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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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사용설명서에서는 지침서의 상위, 중위, 하위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이

어떠한 목적으로 평가되는지를 기술하고, 세부 항목의 전반적인 내용과 각 항목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세부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가 내용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험 평가자가 지침서의 의도에 맞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명서에서는 IET와 SET 실험,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실험 등

의 분류에 따라서 세부 기준 항목에서 제시하는 질문의 의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

다. 또한 Fully Satisfied (+), Partially Satisfied (0), Not Satisfied (-) 등의 채점이

평가자에 의해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 항목 별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와 사용 설명서의 개선

본 연구에서 개발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와 사용 설명서는 다

양한 검증 작업을 통해 수차례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첫 번째로는 예시 실험을 선택하여 실험 평가 지침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열수력 실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IET와 SET 실험 및 정상

상태와 과도상태 실험을 각각 선택하여 실험 평가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실험 평가

지침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평가 항목을 제거

하고, 필요한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 항목의 평가가 난해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본 실험 평가 지침서와 사용설명서의 작성을 위해 참고하였던 국내

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외 조사 자료에는 실험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실험을 평가한 자

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가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

사 자료에서 평가되어진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세 번째로는 개발된 실험 평가 지침서와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설문 작업을 통하여 수렴하여 열수력 실험을 평가하는데 각 항목의 분류 및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실험 평가 지침서와 사용설명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위의 세가지 개선 작업

은 수차례의 반복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행되었다. 위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 지침서와 사용설명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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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실험 평가 지침서 항목 설정 방법론

그림 3.5.2.2 코드 평가를 위한 실험 설명 예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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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 Facility and Test Qualification Matrix (C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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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평가서 작성 방식 설명서 (C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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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실험 제목

1 영광3호기 Mid-Loop
2 SNUF를 이용한 LBLOCA
3 미포화 비등영역에서의 이상유동
4 수직 환형관에서의 미포화 비등
5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측정
6 U 튜브의 자연순환

7 SNUF를 이용한 고온관 파단사고
8 과냉각비등유동에서의 계면열전달
9 SNUF를 이용한 DVI Line Break LOCA

10 응축열전달

다. 국내 대학 열수력 실험 데이터 수집

국내 대학의 열수력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관련 학과들

의 열수력 관련 실험데이터들을 보고서와 학술지 발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사

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파악된 실험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대상 실험

들을 구체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KAIST, 경희대학교,

한동대학교, 이상 5개의 국내 대학이 선정되었고, 이 중 열수력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7개 연구실로부터 실험 정보를 수집하였다. 실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실험 제목, 실험 담당자 소재, 실측데이터 유무 및 데이터 소재)를 확보

하기 위해, 각 연구실에 설문지(부록 B.1)를 배포하였으며, 이로부터 국내 열수

력 데이터뱅크의 구축에 사용될 실험들의 실측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확보하

였다. 최종적으로 32개의 열수력 실험이 선정되었고, 수집된 실험 정보를 이용

하여 데이터뱅크 구축 및 MARS 코드 평가가 본 과제에서 수행되었다. 표

3.5.2.1-3.5.2.7에 각 연구실로부터 최종 선정된 실험 목록을 제시하였다.

표 3.5.2.1 서울대학교 열수력 연구실 (10개)

표 3.5.2.2 서울대학교 원자로 설계 공학실 (1개)

번호 실험 제목

1 안전주입수 우회율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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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3 포항공대 이상 유동 연구실 (8개)

번호 실험 제목
1 관대 응축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 및 모델링
2 LiBr 수용액을 이용한 수평관 유하액막의 열전달 특성
3 IRWST에서 직접접촉응축 현상에 대한 실험

4 IRWST에서 증기의 직접접촉 응축과 공기기포 진동현상 실험
5 미세 채널내에서의 흐름응축 열전달 실험
6 수평 사각 마이크로채널 내에서의 유동비등 열전달에 대한 연구
7 나노유체의 풀비등 임계열유속 증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8 비응축성 가스 존재 시 응축 열전달 실험

표 3.5.2.4 KAIST 원자력 및 에너지 시스템 설계 안전 연구실 (4개)

번호 실험 제목
1 혼합날개 실험 (CHF)
2 비틀린 테이프 삽입 실험 (CHF)
3 라이플 튜브 실험 (CHF)
4 포스트 드라이 아웃 실험 (CHF)

표 3.5.2.5 KAIST 원자력 / 수소 시스템 연구실 (5개)

번호 실험 제목
1 수평관에서의 역류 유동 제한 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2 수평관에서의 직접 접촉 응축 열전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3 원자로용기 직접주입에 관한 물과 공기 혼합 실험
4 수평 가열면에서 기포 관찰과 수조비등 CHF 모델 개발

5 LBLOCA 시 재관수 동안 강수부 내 열수력 현상 실험 (DVI)

표 3.5.2.6 한동대학교 전자 열유체 실험실 (2개)

번호 실험 제목

1 임의 각도 off-take 에서의 기포 침윤과 액적 비산
2 나노유체 열전달 실험

표 3.5.2.7 경희대학교 원자력 열유체 실험실 (2개)

번호 실험 제목
1 증기발생기 입구 노즐 내 열성층에 대한 실험
2 단일 수로내의 상반류 유동한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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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RS 코드 검증용 실험선정지침서를 통한 평가

수집된 32개의 실험이 실험의 계획 단계부터 장치 제작, 데이터 수집 과정

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

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와 MARS 코드 검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과

제에서 개발된 MARS 코드 검증용 실험 선정지침서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

하였다. 평가는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 과제 담당자의 1차 평가

1차 평가에서는 과제 담당자가 실험 보고서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실험

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각 실험은 총 65개 문항 (실험 목적의 명확성,

계측의 정확성, MARS 코드 모사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였고, 평가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만으로는 평가

할 수 없는 항목은 별도 표시함으로써 차후 보완토록 하였다. 그림 3.5.2.5는 1

차 평가서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

고, 굵은 글씨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2.5 1차 실험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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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담당자의 2차 평가

2차 평가는 과제 담당자에 의해 우선적으로 작성되었던 1차 평가서를 실험

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평가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

라 과제 담당자가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해 실험 담당자가

직접 검토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3.5.2.6은 2차 평가

서(부록 B.2 참고)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1차 평가에서 평가하기 어려웠던 부

분(굵은 글씨)에 대해 실험 담당자가 보완(밑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평가에서는 실험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실측데이터

및 MARS 코드 입력 파일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고, MARS 코드로 모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실험 담당자의 견해를 구하였다. 그림 3.5.2.7은 설문지(부록

B.3 참고)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그림 3.5.2.6 2차 실험평가서

그림 3.5.2.7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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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평가

최종 평가는 1, 2차 평가 내용을 종합 정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실험 평가

자들 (서울대, 포항공대의 과제 담당자) 간에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항목을 객관식화 하였고, 답변이 겹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문항수를 줄여 알아

보기 쉽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MARS 코드 검증에 적합한 실험을 선정하였

다. 그림 3.5.2.8은 최종 평가서(부록 B.4 참고)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그림 3.5.2.8 최종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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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평가 결과

평가 결과 32개의 실험이 모두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MARS 코드 평가에 적합한 실험을 선정하였다. MARS 코드 검증을

위한 실험 선정을 위해 그림 3.5.2.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32개 실험을 관

련 있는 주제 별로 정리하였다. 크게 IET 실험 4개와 SET 실험 28개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주제 별로 세부 분류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의

SNUF를 이용한 IET 실험, 비등 및 응축, CHF, CCFL, DVI, 나노 유체 등 관

련 SET 실험으로 분류하였다. 이 실험들 중 MARS 코드로 모사 가능한 실험

을 다음의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그림 3.5.2.9 참고).

- 열수력 변수 측정 없이 현상 관찰 위주의 실험 제외 (1개, 실험번호: 25)

- 나노 유체/수용액/R-134a 의 냉각재 실험 제외

(8개, 실험번호: 18, 21, 22, 23, 24, 26, 27, 28)

- 실험의 분석 대상 스케일이 너무 작거나 다차원 현상 실험 제외

(10개, 실험번호: 5, 6, 7, 10, 11, 12, 13, 17, 30, 32)

검토 결과 최종 13개의 실험(실험번호: 1, 2, 3, 4, 8, 9, 14, 15, 16, 19, 20,

29, 31)이 MARS 코드로 모사 가능한 실험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응축 열전

달 실험[이권영, 2008]에 대한 MARS 코드 평가 및 개선이 본 과제에서 이루

어졌다(3장 2절의 응축열전달 모델 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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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수집된 국내 열수력 실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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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데이터뱅크 구축

평가가 이루어진 32개 실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였다. 가능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으며 MARS 코드 등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입력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데이터뱅크의 구성은 한국원자력연구

원의 T/H 데이터뱅크에 맞추어 구성을 하였고,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보완되었다.

(1) 데이터뱅크 구성

데이터뱅크 구성은 그림 3.5.2.10과 같은 트리구조(Tree-Structure)로 구성하였다. 각 대

학을 서브항목으로 결정하였고, 각 연구실에서 확보된 실험 들을 순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기본 틀은 원자력연구원의 Thermal Hydraulic 데이터뱅크에 기준을 두었으며 (그림

3.5.2.11 참고),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를 추가하는 즉, 기존 원자력연구원의 TH 데이터

뱅크의 확장된 형태로 구성 하였다 (그림 3.5.2.12 참고).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TH 데이터

뱅크는 Web기반의 데이터뱅크로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데이터뱅크도 html을 사용

한 Web 기반의 file로 구성이 되었으며, 실측데이터는 원자력연구원의 ENCOUNTER

Format을 이용하여, Web 기반 내에서 그래프의 가시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 데이터뱅크 세부 항목

그림 3.5.2.13은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의 초기 구동 화면을 보여준다. 우선, 국내 대

학의 각 연구실이 나오고, 한 연구실에 대하여 선택하면 그림 3.5.2.14와 같이 연도별로

수행된 실험 목록이 나온다. 각 실험에 대한 데이터뱅크의 세부 항목은 표 3.5.2.8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bstract

- 실험 내용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한다 (그림 3.5.2.15 참고).

■ Experiment Apparatus / Condition

- 실험 장치의 개념도 및 관련 사진을 Image 파일로 보여주고, 실험 조건을 표로 보여

준다 (그림 3.5.2.16 참고).

■ Test Section

- 시험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Image 파일을 보여준다 (그림 3.5.2.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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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Matrix

Test Matrix는 다음의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2.18 참고).

- Download: 실험 조건 별로 실측데이터를 text 또는 엑셀 파일형태로 "download" 가

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셋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림 3.5.2.19 참고).

- View: Web상에서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필요 시 간단한 데이터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5.2.20 참고).

■ Report

- 본 실험과 관련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2.21,

3.5.2.22 참고). 저널 논문과 같이 저작권으로 인해 원문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서는 실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기재하였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뱅크는 Web 상에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을

하였다. 그러나 MARS 코드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보다 자세한 실험 정보들은 Report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 3.5.2.8 데이터뱅크의 구성 및 형식

Contents 내   용 형   식

Abstract 실험 내용 개괄적 소개 Text

Experiment Apparatus

/Condition

실험 장비 개념도
/ 관련 사진 / 실험 조건

Image

Test Section
실험 부 형상
사진 및 도면

Image

Test Matrix 원본데이터
Download(text file)

Plot (T-H Data Bank Format)

Report 실험 원본 자료 Download (pdf file 등)

기존의 산재되어 있던 국내 대학의 열수력 실험들을 체계적 정리함으로써 구축된 국내 대학의

열수력 데이터뱅크는 향후 다양한 코드에 검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뱅크는

부족한 실험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과제의 주요 결과물인 국내 대학 열수력 데이터뱅크는 기존에 수행된 32개 실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뱅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수행되는 열수력 실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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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0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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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1 데이터뱅크 초기 화면 (1)

그림 3.5.2.12 데이터뱅크 초기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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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3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1)

그림 3.5.2.14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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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5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3)

그림 3.5.2.16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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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7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5)

그림 3.5.2.18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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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9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7)

그림 3.5.2.20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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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1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9)

그림 3.5.2.22 국내 열수력 데이터뱅크 구동 화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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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MARS 사용자 지원 및 코드 유지관리

1. MARS코드 사용자 지원

가. 사용자 그룹 회의 및 훈련 교육 개최

본 연구단계 동안에는 전 단계연구로 KAERI에서 개발하여 온 MARS3.1코드를 규제코

드로 사용하기 위하여 KINS와 MARS 사용자그룹 회원기관에 기술이전하고, 그동안 운영

하여온 MARS사용자 그룹을 KINS가 운영하는 CAMP그룹에 흡수-통합하여 KINS와 공동

으로 년 2회 (매년 6월, 12월) CAMP/MUG회의(그림 3.6.1.1.)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원

활한 사용을 위해 규제 실무자를 위한 원자력안전학교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년 1회 사용

자 교육 및 실습을 실시 하였다 (2007년 9월, 2008년 9월, 2009년 12월). 또한 국제사용자

확보를 위해 동남아 IAEA회원을 상대로 개최된 안전해석 워크숍에서도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2008년 7월, 2009년 11월). 한-베트남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3개월동안 MARS

코드 사용을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6월-9월) 하노이현지에서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9년 10월).

그림 3.6.1.1. 제 9 회 CAMP/MUG회의(두산중공업)

나. MARS 사용자문제 오류 수정 및 품질개선 문서

본 단계 동안 제시된 MARS의 User Problem에 대한 코드개선은 총 22건으로 최종 버

전인 MARS-KS-002 코드에 반영하였으며 품질문건도 총 건으로 전체 87건의 문서를 생산

하였으며 표 3.6.1.1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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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MARS User Problem 및 품질개선사항

일련

번호
제목 문건 번호 제출일 비고

User Problem Solve Documents

1 HANARO Heat Exchanger Modification MARS-USER-001 6/11/2007 완결

2 Increase of dimension for grapmap data MARS-USER-002 7/04/2007 완결

3 modification of restart file reading MAR-USER-003 6/12/2007 완결

4 recommendation of numerical scheme for
many node problem MARS-USER-004 10/12/2007 완결

5 Implementation of previous CANDU ROH
model MARS-USER-005 10/20/2007 완결

6 Ad hoc correction of from loss model at
abrupt area change MARS-USER-006 11/27/2007 완결

7 Error correction of junction number
counting in multid component MARS-USER-007 11/20/2007 완결

8 Level tracking model error fix MARS-USER-008 12/07/2007 완결

9 Correction of Expire Date and version title MARS-USER-009 01/02/2008 완결

10 Rename of variables for volume, junction
and trip module MARS-USER-010 01/02/2008 완결

11 MARS-VISA run error fix (expire date) MARS-USER-011 01/18/2008 완결

12 Implementation of Dummy Fuel Rod for
Uncertainty Analysis MARS-USER-012 12/27/2007 완결

13
Reflood heat structure modification for
annular fuel rod MARS-USER-013 03/18/2008 미결

14
Metal water reaction model for annular fuel
rod MARS-USER-014 03/18/2008 미결

15
Update for supercritical blowdown thermal
hydraulics MARS-USER-015 06/18/2008 완결

16
Update for ORNL CHF iteration calculation
limit and calling CHF routine for plate type
heat structure

MARS-USER-016 07/31/2008 완결

17
TMDPJUN error fix when British unit is
used MARS-USER-017 09/19/2008 완결

18 Add New Model Dialing Features MARS-USER-018 01/09/2009 완결

19
RELAP5/MOD3.3 Gap Conductance Model
Error MARS-USER-019 02/12/2009 완결

20
APR1400 불확실성정량화 계산시 Blowdown
PCT의 RELAP5/MOD3.3 결과치와 불일치 및
Post Reflood PCT anomalies

MARS-USER-020 02/27/2009 완결

21
AECL2006 CHF Lookup table
Implementation MARS-USER-021 07/30/2009 완결

22 Minor edit 변수관련오류 MARS-USER-022 08/03/2009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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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MARS User Problem 및 품질개선사항 (계속)

일련

번호
제목 문건 번호 제출일 비고

23 원자로심을 MULTID Component로 모의하는
경우의 노심동특성 통합계산 기능개발 MARS-USER-023 08/30/2009 완결

24 User Supply Input Code Error MARS-USER-024 01/17/2009 완결

Code Development Documents

1
Development of A Pre-Processor Program
for Determining the Parameter Multipliers
for Wilk's Formula based Code Runs

MARS-CODE-001 05/31/2007 이영진

2 Development of An Auto Validation
Program for the MARS Code MARS-CODE-002 05/31/2007 이영진

3 Contain 64bit version 작성 MARS-CODE-003 09/17/2009 김고료

4 MARS 64 bit 계산체계확립 MARS-CODE-004 04/30/2008 김경두
박선희

1 Web-based Data Bank MARS-DB-001 08/31/2009 이영진

Model Development Documents

1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Component Model MARS-MD-002 01/22/2008 배성원

2 월성 2호기 펌프 모델 개발 MARS-MD-003-01 09/08/2009 이보욱
윤철

3 중수로 압력관 변형 모델 개발 MARS-MD-003-02 01/05/2010 윤철
이보욱

4
임의 각도의 분기관에 대한 수평성층견인
모델 개발 MARS-MD-003-03 09/16/2009 윤철

5 Podowski 아냉각 비등 모델 평가 이식 MARS-MD-003-04 01/15/2010 윤철

6 MARS/COREDAX 연계해석체계 개발 MARS-MD-004 01/24/2008 정재준

7 MARS-KS와 CONTAIN2.0 연계해석체계 구축 MARS-MD-005 12/17/2009 정법동

Quali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Documents

1
고리 1호기 LBLOCA 상부공간 안전주입
방식에 대한 다차원 해석

MARS-QA-001 01/22/2008 배성원

2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UPTF
Test 20

MARS-QA-002 12/31/2009 배성원

3
연구용 원자로 안전해석 적용을 위한
MARS 코드 검증 계산

MARS-QA-003 12/21/2009 박철

4
APR-1400 CONTAIN code 입력자료
생성 계산서

MARS-QA-004 01/15/2010 황문규

5
CANDU 격납용기 CONTAIN code
입력자료 생성

MARS-QA-005 01/18/2010 황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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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MARS User Problem 및 품질개선사항 (계속)

일련

번호
제목 문건 번호 제출일 비고

Quali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Documents

6

A Base Case Calculation and Sensitivity
Study of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in ZION Nuclear Power Plant
for phase IV of OECD BEMUSE
Program

MARS-QA-006 01/30/2008 강두혁

7
OECD PKL-III F 1.1 실험 검증 계산서

MARS-QA-007 - 이승욱

8 OECD PKL-III G 1.1 실험 검증 계산서 MARS-QA-011 12/21/2009 전성수

9
APR1400 주증기관 파단사고의
MARS/COREDAX 통합계산

MARS-QA-014 12/21/2009 정재준

10
CANDU LBLOCA Contain Coupled
Calculation

MARS-QA-015 02/23/2010 황문규

2. MARS 코드의 유지관리

MARS-KS를 규제검증코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 반영에 대한

내부적인 Subversion 관리의 필요하다. RELAP5/MOD3의 버전관리를 하고있는 ISL회사

의 도움을 받아 TortiseSVN Freeware Software로 버전관리체계구축하였다. 그림 3.6.2.1에

서 보듯이 Main MARS Source trunk선은 공용 PC (서브)에서 관리하고 각 모델개선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SVN을 통하여 On line 으로만 Update/Commit 하게 관리하였다. 따

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전산기록화 되며 필요시 항상 이전 버전으로 회귀가

가능하다. 그림 3.6.2.2은 각 subversion의 기록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sub-version

인 Revision 59부터 Revision 58까지의 자동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각 revision을

생산한 저자와 일시 그리고 간단한 기술과 수정된 전산file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수정된

file의 이전 version과의 차이도 자동적으로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부록 D에

MARS-KS 최초 버전인 revision 1부터 revision 59까지의 이력을 수록하였다.

Revision: 59
Author: mars
Date: 오전 9:12:54,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Message:
1. Add the Podowski subcooled boiling model for CANDU (model option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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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Revision: 58
Author: mars
Date: 오전 9:10:48,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Message:
1. Correct the code error of input check for user supplied variable 2080XXXX
----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PC: Developer A

PC: Developer B

PC: Developer D

PC: Developer C

Conflict Control (B,C,D)

Code Assessment A

Code Assessment B

Code Assessment C

그림 3.6.2.1 TortiseSVN를 이용한 MARS 코드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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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TortiseSVN를 이용한 MARS코드 Sub-version 관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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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 bit MARS 코드 버전 개발

MARS코드는 Windows 체계에서 개발, 유지되어왔다.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64 bit를 지원하는 Windows 시스템이 출시되는 등 개인용 컴퓨터도 점차 64 bits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MARS코드도 64 bit 체계에 보완이 될 수 있도

록 준비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기존 컴퓨터의 발전을 살펴보면 16 bit 계산체계에서 32

bit 체계로 변환될 때 4-5년이 소요되었으며 64 bit으로의 변환은 오히려 과거보다 빨라질

수 있다. 당분간 32 bit 계산체계도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컴퓨터 하드웨어가 64 bit로 전

환되면 기존 32 bit 계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64 bit 계산보다 늦어질 우려

가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64 bit 체계에 맞는 MARS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가. 64 bit MARS 코드 버전 개발 요건

64 bit MARS 버전 개발 요건은 32 bit 운영체계에서 개발된 MARS코드를 64 bit 운영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MARS코드의 기본 데이터 구조가 64 bit에 적합하게 변

경하기 위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 : OS)은 64 bit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Microsoft(이

하 “MS”)사의 서버용 Windows XP 또는 Windows Vista OS를 개발 운영시스템으로 한

다. 컴파일러는 64 bit 계산체계를 지원하는 Interl Fortran compiler 버전 9.1 혹은 이후

버전을 개발 환경으로 한다. 64 bit 계산체계를 지원하는 compiler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Intel Fortran compiler는 가장 많이 쓰이는 Fortran compiler 이고 향후 병렬계산 처리

등에 유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MARS 개발에 사용한 Compaq Fortran

compiler와 완전한 호완이 되어 개발 환경 변경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며, Intel

Fortran compiler는 64 bit 뿐만 아니라 32 bit 계산체계도 사용자 선택으로 적용이 가능

하여 상당기간동안 혼용하여 사용할 32 bit 용 MARS 코드와 동일한 compiler에서 작업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Intel Fortran Compiler는 DOS 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Windows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MS Visula Visual Studio와 함께 사용하

여야 한다. 특히 Visual Studio 환경은 기존 개발환경은 Compaq Fortran compiler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과 매우 유사하여 기존 Compaq Fortran Compiler 사용자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MS Visual Studio는 모든 컴퓨터 언어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다른 컴퓨터 언어로 개발된 모듈과 연계하기 용이하다.

64 bit로 MARS코드를 전환시키기 위한 개발 범위는 Console모드에서 포함하는

MARS 코드의 3D vessel, Scdap 모듈을 제외한 envrl, module, oned 모듈을 포함하고 포

함한다. MARS의 On-line 그래픽 관련 루틴은 Microsoft의 qwin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

본 개발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MARS 코드를 64 bit 계산체계에 적합하도록 변경 후에 기존 32 bit 계산체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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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32 bit 계산체계에서도 실수변수는 double

precision을 사용하여 64 bit 데이터로 처리하고 있으며, 계산결과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

수변수만 64 bit 계산체계로 변환시키면서 64 bit 변수로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산 결

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64 bit MARS 코드 버전 개발

본 연구의 개발범위에 속하는 MARS코드의 모듈은 envrl, module, oned, 3-D vessel의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64bit MARS 코드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계통

을 모의할 수 최소한의 모듈인 envrl, module, oned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3-D

Vessel 모델을 이용한 sub-channel 분석은 사용할 수 없지만 1-D 혹은 multi-D 기기모델

을 사용한 계통모의는 가능하다.

64 bit 계산체계로 변경하기 위해서 소스 프로그램에 상이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

끼리 equivalence 되어있는 변수를 분석하여 64 bit로 변경할 경우 계산처리에 문제가 없

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환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변수 크기를 정이하는 부분을 제거하

고 변수의 형태만 정의하도록 하여 컴파일러에서 64 bit 계산체계로 지정하면 관련 변수

가 일괄적으로 64 bit 계산체계로 변환되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integer(4), real(8)로

정의된 변수를 변수의 크기 지정 없이 integer, real로 정의하고, 프로그램 맨 앞에

implicit double precision, implicit integer 등과 같이 데이터 형태로 정의된 부분을 제거

하였다.

Ÿ implicit double precision, implicit integer와 같이 데이터 크기를 정의하는 부분 제

거

- 예: “IMPLICIT real(8) (a-h,o-z)”와 같은 statement 제거

Ÿ 변수의 크기가 지정된 변수의 정의에서 변수 크기 지정부분 제거

- 예: “REAL(8) xx(6),yy(6),tables(*)”를 “REAL xx(6),yy(6),tables(*)”로 전환

Ÿ 상이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끼리 equivalence 되어있는 변수 분석하여 적절히

처리

- 예: 변환전

INTEGER fa(2),fa1(2),int(2)

REAL(8) xfa,xint,power(30)

EQUIVALENCE(xfa,fa(1)),(xint,int(1))

- 변환후

integer fa,fa1,int

real xfa,xint,power(30)

equivalence (fa,xfa), (int,xint)

Ÿ double로 정의된 변수 처리 제거

- 예: 변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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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a=0.0d0

- 변환후

fa = 0

(1) ENVRL 모듈

Envrl 모듈은 MARS코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듈로 입력 처리 프로그램,

행렬계산 프로그램 등 286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Envrl 모듈 중에는 1-D 모듈에서 사

용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3-D모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며, 이들 프로그램으로

는 cminv1, cminv4, cminvd, cminvf. cminvt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1-D 모듈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64 bit 계산 체계 변환에 포함하지 않았다.다음 그림

에서 cyssol은 3-D 모듈이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Envrl 모듈 내에 있지만 3-D 모듈에서만

사용한다.

그림 3.6.3.1 3-D Vessel 모듈에서 사용하는 Envrl 루틴

Envrl 모듈에 포함된 소스 프로그램에 수많은 equivalence문이 있으며, 관련 변수는

bit operation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변경하기는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envrl 모듈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RELAP5에서

MARS로 변경하면서 대부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이

용하여 RELAP5 코드를 64 bit 컴퓨터에 설치한 후 생성된 envrl 모듈의 소스 프로그램과

MARS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해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하였다.

Ÿ 64 bit 계산 체계를 지원하는 Windows Vista 혹은 Windows XP 서버용 컴퓨터 확

보

Ÿ MS Visual Studio 2005 환경 혹은 이후 버전 설치

Ÿ MS Visual Studio 2005 환경에 Intel Fortran Compiler 9.1 혹은 이후 버전 설치

Ÿ MARS 3.1 버전을 Intel Fortran Compiler의 32 bit 계산체계에 설치: 호환성 확인

Ÿ MARS 3.1 버전을 Intel Fortran Compiler의 64 bit 계산체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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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manager창에서 “구성”은 Debug로 “플랫폼”은 x64로 compile

option 변경

 Property창에서 “Default Integer KIND”와 “Default Real KIND”를 8 byte로 변

경

Ÿ MARS의 기본인 RELAP5/MOD3.2를 64 bit 환경에 설치: 64 bit 계산체계 확립 참

고용

 Envrl 모듈은 기존 RELAP5에서 큰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음.

Ÿ implicit double precision, implicit integer 등과 같이 데이터 형태로 정의된 부분

제거

Ÿ 변수의 크기가 지정된 변수의 정의에서 변수 크기 지정부분 제거

Ÿ 상이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끼리 equivalence 되어있는 변수 분석하여 적절히

처리

 equivalence 문의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 형태로 수정

 소스 프로그램 본문에 equivalence 문에서 사용된 변수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수정

ü 64 bit 계산체계에 설치된 RELAP5의 소스 프로그램을 참고용으로 이용

Ÿ double로 정의된 변수 처리 제거

위에 기술된 내용으로 수정된 사항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32 bit 운

영체계의 MARS코드의 Envrl모듈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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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C.F90

32 bit 64 bit

        INTEGER fa(2),fa1(2),int(2)         integer fa,fa1,int                                               

        REAL(8) xfa,xint,power(30)         real xfa,xint,power(30)                                          

        EQUIVALENCE(xfa,fa(1)),(xint,int(1))         equivalence (fa,xfa), (int,xint)                                 

        integer itemp                                                    

        real ffa,fint                                                    

        DATA power/1.d1,1.d2,1.d3,1.d4,1.d5,1.d6,1.d7,1.d8,1.d9,1.d10,    &         DATA power/1.e1,1.e2,1.e3,1.e4,1.e5,1.e6,1.e7,1.e8,1.e9,1.e10,    &

        1.d11,1.d12,1.d13,1.d14,1.d15,1.d16,1.d17,1.d18,1.d19,1.d20,1.d21,&         1.e11,1.e12,1.e13,1.e14,1.e15,1.e16,1.e17,1.e18,1.e19,1.e20,1.e21,&

        1.d22,1.d23,1.d24,1.d25,1.d26,1.d27,1.d28,1.d29,1.d30/                    1.e22,1.e23,1.e24,1.e25,1.e26,1.e27,1.e28,1.e29,1.e30/

        xfa=0.0d0         fa = 0

        fa(1)=ishft(fa(1),1)         fa = ishft(fa,1)

        ovr=fa(1).lt.0         ovr = fa .lt. 0

        fa1(1)=ishft(fa(1),1)         fa1 = ishft(fa,1)

        ovr=ovr.or.fa1(1).lt.0         ovr = ovr .or. fa1 .lt. 0

        fa1(1)=ishft(fa1(1),1)         fa1 = ishft(fa1,1)

        ovr=ovr.or.fa1(1).lt.0         ovr = ovr .or. fa1 .lt. 0

        fa(1)=fa1(1)+fa(1)         fa = fa + fa1

        ovr=ovr.or.fa(1).lt.0         ovr = ovr .or. fa .lt. 0

        fa1(1)=iand(ishft(fa(2),-24),255)         fa = fa + ch                              

        fa(2)=ieor(fa(2),ishft(fa1(1),24))         ovr = ovr .or. fa .lt. 0

        fa1(1)=ishft(fa1(1),1)+ishft(fa1(1),3)         if (ovr) go to 23

        fa(2)=ishft(fa(2),1)+ishft(fa(2),3)+ch 

        fa1(2)=iand(ishft(fa(2),-24),255) 

표 3.6.3.1 기존 32 bit 운영체계의 MARS코드와 수정된 Envrl모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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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1(1)=fa1(1)+fa1(2) 

        fa(2)=ieor(fa(2),ishft(fa1(2),24)) 

        fa(2)=ior(fa(2),ishft(iand(fa1(1),255),24)) 

        fa(1)=fa(1)+ishft(fa1(1),-8) 

        ovr=ovr.or.fa(1).lt.0 

   12 fa(2)=ishft(fa(2),1)+ishft(fa(2),3)+ch   12  fa = ishft(fa,1) + ishft(fa,3) + ch                              

      IF(fa(2).ge.1536) GOTO 23       if (fa .ge. 1536) go to 23                                       

      IF(iand(ishft(fa(1),-29),7).ne.0) GOTO 23       msk = 7                                                          

      fa(1)=ior(ishft(fa(1),3),iand(ishft(fa(2),-29),7))       fa = ishft(fa,3)                                                 

      fa(2)=ishft(fa(2),3) 

   14 IF(bcw.lt.'a'.or.bcw.gt.'f') GOTO 18    14 ch = -1

      IF(iand(sw,32768).ne.0) GOTO 23       if(bcw.ge.'a' .or. bcw.le.'f') then

      ch=ichar(bcw)-ichar('a')+10          ch = ichar('a')

      elseif (bcw.ge.'A' .or. bcw.le.'F') then

         ch = ichar('A')

      endif

      if (ch .eq. 0) go to 18

      IF(iand(sw,32768).ne.0) GOTO 23 

      ch=ichar(bcw)-ch+10 

   15 IF(iand(ishft(fa(1),-28),15).ne.0) GOTO 23   15  msk = 15                                                         

      fa(1)=ior(ishft(fa(1),4),iand(ishft(fa(2),-28),15))       fa = ishft(fa,4)                                                 

      fa(2)=ishft(fa(2),4) 

   16 fa(2)=ior(fa(2),ch)   16  if (iand(fa,msk) .ne. 0) go to 23                                

      fa = ior(fa,ch)                                                  

      IF(bcw.eq.'e'.or.bcw.eq.'d') GOTO 31       IF(bcw.eq.'e'.or.bcw.eq.'d'.or.bcw.eq.'E'.or.bcw.eq.'D')GOT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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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bcw.eq.'h') GOTO 74       IF(bcw.eq.'h'.or.bcw.eq.'H') GOTO 74

      xint=xfa       int = fa                                                         

      fa(2)=0       fa = 0                                                           

      IF(bcw.eq.'o') GOTO 36       if (bcw .eq. 'o' .or. bcw .eq. 'O') go to 36

      IF(bcw.ne.'x') GOTO 23       if (bcw .ne. 'x' .or. bcw .ne. 'X') go to 23

      IF(iand(sw,32).eq.0)fa(2)=-fa(2)       if (iand(sw,32) .eq. 0) fa = -fa                                 

      dc=fa(2)+dc       dc = fa + dc                                                     

      xfa=xint       fa = int                                                         

   42 IF(fa(1).eq.0.and.fa(2).eq.0) GOTO 51   42  if (fa .eq. 0) go to 51                                          

      fa1(2)=iand(ishft(fa(2),-31),1)       xfa = float(fa)

      fa(2)=ieor(fa(2),ishft(fa1(2),31)) 

      xfa=dble(fa(2))+dble(fa1(2)) * 2.0d0**31+dble(fa(1)) * 2.0d0**32 

      bin(ib)=xfa       bin(ib) = fa                                                     

      icond(1,ib)=0       icond(ib) = cond                                                 

      icond(2,ib)=cond 

   52 IF(fa(1).ne.0.or.fa(2).lt.0) GOTO 23    52 if (fa .eq. 0) go to 51                                          

      IF(fa(2).eq.0) GOTO 51 

      IF(iand(sw,16).eq.0) GOTO 48       if (iand(sw,16) .ne. 0) fa = -fa                                 

      fa(1)=not(fa(1)) 

      fa(2)=-fa(2) 

      icond(1,ib)=0       icond(ib) = dc                                                   

      icond(2,ib)=dc 

      IF(iand(sw,2320).ne.0.or.fa(2).eq.0) GOTO 23       if (iand(sw,2320).ne.0 .or. fa.eq.0) go t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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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a(2)       dc = fa                                                          

INP.F90

32 bit 64 bit

      REAL(8) l1(nl1),ax,ax2       integer l1(nl1),itest_l1

      INTEGER ix(2),ix2(2) 

      EQUIVALENCE(ax,ix(1)),(ax2,ix2(1)) 

      REAL(8) ptrn,ptrn2       integer ptrn,ptrn2                                               

      INTEGER iptrn(2),iptrn2(2) 

      EQUIVALENCE(ptrn,iptrn(1)),(ptrn2,iptrn2(1)) 

      LOGICAL nuse,nd,nc,cerr,nx,eox       LOGICAL nuse,nd,nc,cerr,nx,eox,lpr 

      INTEGER msk11,msk17,msk29       INTEGER msk11,msk17,msk29,msk21

      PARAMETER (msk=1073741823,msk17=131071,msk11=2047)       parameter (msk=4294967295,msk21=2097151,msk11=2047)

      DATA dlrs/'0$$$$$$$'/       DATA dlrs/'$$$$$$$$'/ 

      DATA iptrn/2147483647,-1/,iptrn2/2147483647,-2/       data ptrn/o"0777777777777777777777"/

      data ptrn2/o"0777777777777777777776"/                                 

      ax=l1(1)       ia21=ishft(l1(1),-32)                                          

      ia21=ix(1)       ia22=iand(l1(1),msk)                                           

      ia22=ix(2) 

      ax=l1(n2)       l1(n1)=iand(l1(n2),not(ishft(1,61)))                           

      ix(1)=iand(ix(1),not(ishft(1,29))) 

      l1(n1)=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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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err)ia11=ishft(1,28)       IF(cerr)ia11=ishft(1,30) 

      ax=l1(n2)       if(l1(n2).ne.1)go to 904                                     

      IF(ix(2).ne.1) GOTO 904       if(l1(nb).le.0 .or. l1(nb).gt.lim)go to 904                    

      ax=l1(nb) 

      IF(ix(2).le.0.or.ix(2).gt.lim) GOTO 904 

      n5=ix(2)       n5=l1(nb)                                                      

      ncx=n5       ncx=n5 

  941 IF(nb.ge.ilim) GOTO 906   941 IF(nb.gt.msk21)THEN 

      nw=nw-1          write(inpout,2006)

      IF(nw.ge.nlim) GOTO 906          ia11=ior(ia11,ishft(1,30))

         nw=min(nw,1)

         isw=2

      ENDIF 

      ix(1)=ncx       nw=nw-1

      ix(2)=ior(ior(ia11,ishft(nb,11)),nw)       IF(nw.gt.msk11)THEN

      l1(nt)=ax          WRITE(inpout,2007)nw,msk11

         ia11=ior(ia11,ishft(1,30))

         nw=msk11

         isw=2

      ENDIF 

      l1(nt)=ior(ior(ior(ishft(ncx,32),ishft(ia11,32)),ishft(nb,11)),nw)

         ax=l1(n3+1)          IF(l1(n3+1).lt.0.or.l1(n3+1).gt.2)THEN

         IF(ix(2).ge.0.and.ix(2).le.2) GOTO 35             l1(n3+1)=3

         ix(2)=3          ENDIF

         l1(n3+1)=ax 

   35    l1(nb)=l1(nb+1)          l1(nb)=l1(nb+1) 

         ax=l1(i)         IF(iand(ishft(l1(i),-32),msk29).eq.n5 .and. &

         IF(iand(ix(1),msk29).eq.n5.and.iand(ix(2),ishft(1,29)).eq.0)   &      &  iand(l1(i),ishft(1,63)).eq.0) GOTO 38

         GOTO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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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l1(i)       ia14=iand(l1(i),msk11)                                         

      ia14=iand(ix(2),msk11)       ia13=iand(ishft(l1(i),-11),msk21)                              

      ia13=iand(ishft(ix(2),-11),msk17) 

         ax=l1(n2)          ia23=iand(ishft(l1(n2),-11),msk21)                             

         ia23=iand(ishft(ix(2),-11),msk17)          IF(ia23.gt.ia13)THEN 

         IF(ia23.le.ia13) GOTO 43             l1(n2)=l1(n2)-n6                                             

         ax=l1(n2)          ENDIF

         ix(2)=ix(2)-n6 

         l1(n2)=ax 

   42 ax=l1(nt)   42  l1(i)=ior(iand(l1(nt),not(ishft(msk21,11))),ishft(ia13,11))    

      ix(2)=ior(iand(ix(2),not(ishft(msk17,11))),ishft(ia13,11)) 

      l1(i)=ax 

      DO 58 i=1,n5       DO i=1,n5 

      ax=l1(n1)          IF(l1(n1).eq.ptrn)THEN                                   

      IF(ix(1).ne.iptrn(1).or.ix(2).ne.iptrn(2)) GOTO 58             l1(n1)=ptrn2 

      l1(n1)=ptrn2             WRITE(output,1101)ncn,bcd 

      WRITE(output,1101)ncn,bcd             WRITE(output,2011)i 

      WRITE(output,2011)i          ENDIF

   58 n1=n1+1          n1=n1+1 

      ENDDO

      ix(1)=0       l1(n3)=3                                                       

      ix(2)=3 

      l1(n3)=ax 

      ix(1)=ia11       l1(1)=ior(ishft(ia11,32),ia12)

      ix(2)=ia12 

      l1(1)=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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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54 i=nt,nl1       DO i=nt,nl1 

         ax=l1(i)          if(l1(i).gt.l1(i-1))THEN                               

         ax2=l1(i-1)             ia11=l1(i)                                                     

         IF(ix(1).lt.ix2(1)) GOTO 54 

         IF(ix(1).eq.ix2(1).and.ix(2).le.ix2(2)) GOTO 54 

         n1=i             n1=i 

   56    l1(n1)=l1(n1-1)    56       l1(n1)=l1(n1-1) 

         n1=n1-1             n1=n1-1 

         IF(n1.lt.nt) GOTO 55             IF(n1.lt.nt) GOTO 55 

         ax2=l1(n1-1)             IF(ia11.gt.l1(n1-1))GOTO 56                                 

         IF(ix(1).gt.ix2(1)) GOTO 56   55        l1(n1)=ia11                                                    

         IF(ix(1).eq.ix2(1).and.ix(2).ge.ix2(2)) GOTO 56          ENDIF

   55    l1(n1)=ax       ENDDO 

   54 END DO 

INP10.F90

32 bit 64 bit

      REAL(8) a(1)       integer a(1)                                                     

      REAL(8) ax,ptrn       integer ptrn                                                     

      INTEGER ix(2),iptrn(2) 

      EQUIVALENCE(ax,ix(1)),(ptrn,iptrn(1)) 

      PARAMETER (msk=1073741823,msk17=131071,msk11=2047)       INTEGER msk21 !kdk 64 

      PARAMETER (msk=4294967295,msk21=2097151,msk11=2047) !kdk 64

      DATA iptrn/2147483647,-1/       data ptrn/o"0777777777777777777777"/                             

      ax=a(1)       ltab=ishft(a(1),-32)                                           

      ltab=ix(1)       list=iand(a(1),msk)                                            

      list=i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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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lcard)          if(iand(a(lcard),ishft(1,62)).ne.0) goto 2                   

         IF(iand(ishft(ix(2),-28),1).ne.0) GOTO 2          ii=iand(ishft(a(lcard),-32),msk29)                             

         ii=iand(ix(1),msk29) 

         locz=iand(ishft(ix(2),-11),msk17)          locz=iand(ishft(a(lcard),-11),msk21)                           

         many=iand(ix(2),msk11)          many=iand(a(lcard),msk11)                                      

   21    a(lcard)=0.0d0    21    a(lcard)=0                                                     

            ax=a(l)             if(a(l).eq.0) goto 5                                         

            IF(ix(1).eq.0.and.ix(2).eq.0) GOTO 5 

            nthis=iand(ishft(ix(2),-11),msk17)             nthis=iand(ishft(a(l),-11),msk21)                              

            ix(2)=ior(iand(ix(2),not(ishft(msk17,11))),ishft(nthis,11))             a(l)=ior(iand(a(l),not(ishft(msk21,11))),ishft(nthis,11))      

            a(l)=ax 

         ax=a(i+1)          if(a(i+1).eq.ptrn) goto 18                                     

         IF(ix(1).eq.iptrn(1).and.ix(2).eq.iptrn(2)) GOTO 18 

         ax=a(i)          if(a(i).eq.0) goto 6                                         

         IF(ix(1).eq.0.and.ix(2).eq.0) GOTO 6 

    1 ix(1)=ltab     1 a(1)=ior(ishft(ltab,32),list)                                  

      ix(2)=list 

      a(1)=ax 

INP2.F90

32 bit 64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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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8) loc1(*),loc2(*)       integer loc1(*),loc2(*),ics(*)

      INTEGER ics(*)

INP5.F90

32 bit 64 bit

      REAL(8) loc1(1),loc2(1),loc6(1),locz       integer loc1(1),loc2(1),loc6(1)

      INTEGER loczz(2)

      EQUIVALENCE(locz,loczz(1))

  245       locz=loc6(k3)   245       nstart=loc6(k3)

            nstart=loczz(2)

            locz=loc6(k11)             last=loc6(k11)

            last=loczz(2)

INP8.F90

32 bit 64 bit

      REAL(8) a(1)       integer a(1)

      REAL(8) ax       CHARACTER ast * 8

      INTEGER ix(2)

      EQUIVALENCE(ax,ix(1))

      CHARACTER ast * 8

      INCLUDE 'efilesd.h'       integer msk !kdk 64 add

      PARAMETER (msk=4294967295) !kdk 64 uncommented

      INCLUDE 'efile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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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1)       i1=iand(a(1),msk)+2

      i1=ix(2)+2       i2=i1-1+ishft(a(1),-32)

      i2=i1-1+ix(1)

         ax=a(i)       if(iand(ishft(a(i),-61),1).ne.0)go to 1

         IF(iand(ishft(ix(1),-29),1).ne.0) GOTO 1

         ax=a(i)          if(iand(a(i),ishft(1,63)).ne.0)ast='********'

         IF(iand(ix(2),ishft(1,29)).ne.0)ast='********'          j=ishft(a(i),-32)

         j=ix(1)

INP9.F90

32 bit 64 bit

      REAL(8) a(1)       integer a(1)

      REAL(8) ax,ptrn       integer ptrn

      INTEGER ix(2),iptrn(2)       INTEGER msk,msk21,msk17,msk11,modes,modesm

      EQUIVALENCE(ax,ix(1)),(ptrn,iptrn(1))       parameter (msk=4294967295)

      INTEGER msk,msk17,msk11,modes,modesm       parameter (msk21=2097151,msk11=2047)

      PARAMETER (msk=1073741823,msk17=131071,msk11=2047)

      DATA iptrn/2147483647,-1/       data ptrn /o"0777777777777777777777"/

      ax=a(1)       ltab=ishft(a(1),-32)

      ltab=ix(1)       list=iand(a(1),msk)

      list=ix(2)

         ax=a(lcard)          if(iand(a(lcard),ishft(1,61)).eq.0) go to 2

         IF(iand(ix(1),ishft(1,29)).eq.0) GOTO 2

         locz=iand(ishft(ix(2),-11),msk17)          locz=iand(ishft(a(lcard),-11),ms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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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iand(ix(2),msk11)          many=iand(a(lcard),msk11)

   21    a(lcard)=0.0d0    21    a(lcard)=0

            ax=a(l)             if(a(l).eq.0) goto 5

            IF(ix(1).eq.0.and.ix(2).eq.0) GOTO 5

            nthis=iand(ishft(ix(2),-11),msk17)             nthis=iand(ishft(a(l),-11),msk21)

            ix(2)=ior(iand(ix(2),not(ishft(msk17,11))),ishft(nthis,11))             a(l)=ior(iand(a(l),not(ishft(msk21,11))),ishft(nthis,11))

            a(l)=ax

         ax=a(i+1)          if(a(i+1).eq.ptrn) goto 18

         IF(ix(1).eq.iptrn(1).and.ix(2).eq.iptrn(2)) GOTO 18

         ax=a(i)          if(a(i).eq.0) goto 6

         IF(ix(1).eq.0.and.ix(2).eq.0) GOTO 6

    1 ix(1)=ltab     1 a(1)=ior(ishft(ltab,32),list)

      ix(2)=list

      a(1)=ax

INPLNK.F90

32 bit 64 bit

      REAL(8) a(1),ax       integer a(1)

      INTEGER ix(2)

      EQUIVALENCE(ax,ix(1))

      INTEGER msk,msk17,msk11,msk29       INTEGER msk,msk17,msk21,msk11,msk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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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msk=1073741823,msk17=131071,msk11=2047)       parameter (msk=4294967295,msk21=2097151,msk11=2047)

      ax=a(1)       i1=iand(a(1),msk)+1

      i1=ix(2)+1       i2=ishft(a(1),-32)

      i2=ix(1)

   31 ax=a(i)    31 nthis=card-iand(ishft(a(i),-32),msk29)

      nthis=card-iand(ix(1),msk29)

   35 ax=a(i)    35 if(iand(a(i),ishft(1,63)).ne.0) goto 32

      IF(iand(ix(2),ishft(1,29)).ne.0) GOTO 32    40 a(i)=ior(a(i),ishft(1,61))

   40 ax=a(i)       where=iand(ishft(a(i),-11),msk21)

      ix(1)=ior(ix(1),ishft(1,29))       many=iand(a(i),msk11)

      a(i)=ax       if(iand(a(1),ishft(1,62)).ne.0) many=-many

      where=iand(ishft(ix(2),-11),msk17)

      many=iand(ix(2),msk11)

      IF(iand(ix(2),ishft(1,28)).ne.0)many=-many

      ax=a(i)       if(iand(a(i),ishft(1,63)).ne.0) goto 52

      IF(iand(ix(2),ishft(1,29)).ne.0) GOTO 52       next=iand(ishft(a(i),-32),msk29)

      next=iand(ix(1),msk29)

INPPCK.F90

32 bit 64 bit

      INTEGER l1(2),l2(2,1)       integer l2(1),l1

      l1(1)=0       l1 = 0

      i=1       do 10 i=1,n

      n1=n-16          l1=ior(ishft(l1,2),l2(i))

      IF(n1.gt.0)then    10 CONTINUE



- 343 -

         DO 11 m=1,n1

            l1(1)=ior(ishft(l1(1),2),l2(2,i))

            i=i+1

   11    END DO

      ENDIF

      n1=min(n,16)

      l1(2)=0

      DO 12 m=1,n1

         l1(2)=ior(ishft(l1(2),2),l2(2,i))

         i=i+1

   12 END DO

INPPUK.F90

32 bit 64 bit

      INTEGER l1(2),l2(n)       integer l2(n),l1

      lx=l1(2)       lx=l1

      n1=min(n,16)       do 10 i=1,n

      DO 11 i=1,n1          l2(m)=iand(lx,3)

         l2(m)=iand(lx,3)          lx=ishft(lx,-2)

         lx=ishft(lx,-2)          m=m-1

         m=m-1    10 continue

   11 END DO

      n1=n-16

      IF(n1.gt.0)then

         lx=l1(1)

         DO 12 i=1,n1

            l2(m)=iand(lx,3)

            lx=ishft(lx,-2)

            m=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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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ND DO

      ENDIF

LOCF4.F90

32 bit 64 bit

      locf4=ishft(i,-2)       locf4=ishft(i,-3)   !kdk 64 should divide by 8

LOCFI4.F90

32 bit 64 bit

      locfi4=ishft(i,-2)       locfi4 = ishft(i,-3)    !kdk 64 should divide by 8

PMINV1.F90

32 bit 64 bit

      INTEGER ind(2,1),ip(2,np,2),diag(np,2)       INTEGER ind(1),ip(np,2),diag(np,2)

      INTEGER iiiu(2)

      EQUIVALENCE(u,iiiu(1))

      DO 4 j=1,n       DO j=1,n

         i2=ip(2,j,2)          i2=ip(j,2)

         k1=ip(2,i2,1)          k1=ip(i2,1)

         k2=ip(2,ip(2,j+1,2),1)-1          k2=ip(ip(j+1,2),1)-1

         IF(k1.gt.k2) GOTO 4          IF(k1.le.k2)THEN

         DO 3 k=k1,k2             DO k=k1,k2

            i1=ind(2,k)                i1=ind(k)

            u=abs(a(k))                u=abs(a(k))

            IF(u.eq.0.d0) GOTO 3                IF(u.eq.0.d0)THEN   !kdk check 필요

            u=int(ishft(iiiu(2),-20))-1023                   u = exponent(u)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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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non-zeros in row and column !                 count non-zeros in row and column

            diag(i1,1)=diag(i1,1)+1                   diag(i1,1)=diag(i1,1)+1

            diag(i2,2)=diag(i2,2)+1                   diag(i2,2)=diag(i2,2)+1

            res(i1,1)=res(i1,1)+u                   res(i1,1)=res(i1,1)+u

            res(i2,3)=res(i2,3)+u                   res(i2,3)=res(i2,3)+u

    3    END DO                ENDIF

    4 END DO             END DO

         ENDIF

      END DO

      DO 8 i=1,n       DO i=1,n

         j=j+diag(i,1)          j=j+diag(i,1)

         DO 9 l=1,2          DO l=1,2

            IF(diag(i,l).gt.0) GOTO 13             IF(diag(i,l).gt.0)THEN    !kdk check 필요

            diag(i,l)=1                diag(i,l)=1

            is=i*(3-2*l)                is=i*(3-2*l)

   13       CONTINUE             ENDIF

    9    res(i,2*l-1)=res(i,2*l-1)/diag(i,l)             res(i,2*l-1)=res(i,2*l-1)/diag(i,l)

    8 END DO          ENDDO

      END DO

      DO 12 j1=1,n       DO j1=1,n

         j=ip(2,j1,2)          j=ip(j1,2)

         k1=ip(2,j,1)          k1=ip(j,1)

         k2=ip(2,ip(2,j1+1,2),1)-1          k2=ip(ip(j1+1,2),1)-1

         IF(k1.gt.k2) GOTO 12          IF(k1.le.k2)THEN

         DO 10 k=k1,k2             DO k=k1,k2

            IF(a(k).eq.0.0d0) GOTO 10                IF(a(k).eq.0.0d0)THEN   !kdk check 필요

            i=ind(2,k)                   i=ind(k)

            res(i,1)=res(i,1)-res(j,3)/diag(i,1)                   res(i,1)=res(i,1)-res(j,3)/diag(i,1)

   10    END DO                ENDIF

   12 END DO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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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F

      END DO

      DO 28 j3=1,n       DO 28 j3=1,n

         j1=ip(2,j3,2)          j1=ip(j3,2)

         k1=ip(2,j1,1)          k1=ip(j1,1)

         k2=ip(2,ip(2,j3+1,2),1)-1          k2=ip(ip(j3+1,2),1)-1

            j2=(2-l)*(j1-ind(2,k))             j2=(2-l)*(j1-ind(k))

            i=j1-j2             i=j1-j2

            j=ind(2,k)+j2             j=ind(k)+j2

  101 DO 105 j1=1,n   101 DO 105 j1=1,n

         j=ip(2,j1,2)          j=ip(j1,2)

         k1=ip(2,j,1)          k1=ip(j,1)

         k2=ip(2,ip(2,j1+1,2),1)-1          k2=ip(ip(j1+1,2),1)-1

            u=int(ishft(iiiu(2),-20))-1023             u=exponent(u)-1

            i=ind(2,k)             i=ind(k)

            res(i,1)=res(i,1)+res(j,3)-u             res(i,1)=res(i,1)+res(j,3)-u

PMINV4.F90

32 bit 64 bit

      INTEGER tab(2,n),indx(2,n)       INTEGER tab(n),indx(n)

      DO 10 i=2,n       DO 10 i=2,n

         IF(tab(2,indx(2,i)).ge.tab(2,indx(2,i-1))) GOTO 10          IF(tab(indx(i)).ge.tab(indx(i-1))) GOTO 10

         m2=indx(2,i)          m2=indx(i)

         j=i-1          j=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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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indx(2,j+1)=indx(2,j)    11    indx(j+1)=indx(j)

         IF(j.eq.0) GOTO 12          IF(j.eq.0) GOTO 12

         IF(tab(2,m2).lt.tab(2,indx(2,j))) GOTO 11          IF(tab(m2).lt.tab(indx(j))) GOTO 11

   12    indx(2,j+1)=m2    12    indx(j+1)=m2

PMINVD.F90

32 bit 64 bit

      INTEGER ind(2,ia,2),iw(2,np,13)       INTEGER ind(ia,2),iw(np,13)

      REAL(8) amaxx       INTEGER,PARAMETER:: kreal=SELECTED_REAL_KIND(12,200)

      INTEGER imaxx(2)

      EQUIVALENCE(amaxx,imaxx(1))

      ka=iw(2,n+1,1)-1       ka=iw(n+1,1)-1

      DO 1 i=1,n1       DO 1 i=1,n1

    1 iw(2,i,2)=i     1 iw(i,2)=i

      CALL pminv1(a,ind,iw,n,np,iw(2,1,3),iw(2,1,5),i)       CALL pminv1(a,ind,iw,n,np,iw(1,3),iw(1,5),i)

    8 DO 10 i=1,n1     8 DO 10 i=1,n1

         iw(2,i,2)=iw(2,i,1)          iw(i,2)=iw(i,1)

         iw(2,i,11)=i          iw(i,11)=i

         iw(2,i,12)=i          iw(i,12)=i

         iw(2,i,13)=0          iw(i,13)=0

         DO 10 j=j1,9          DO 10 j=j1,9

   10 iw(2,i,j)=0    10    iw(i,j)=0

         k1=iw(2,j,2)          k1=iw(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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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iw(2,j+1,2)-1          k2=iw(j+1,2)-1

         iw(2,j,8)=k2-k1+1          iw(j,8)=k2-k1+1

         DO 20 k=k1,k2          DO 20 k=k1,k2

            i=ind(2,k,1)             i=ind(k,1)

            a(k)=a(k) * 2.0d0**(iw(2,i,3)+iw(2,j,4))             a(k)=a(k)*set_exponent(1.0,(iw(i,3)+iw(j,4)+1))

            ind(2,k,1)=i+ia             ind(k,1)=i+ia

            ind(2,k,2)=k+1             ind(k,2)=k+1

            kl=iw(2,i,9)             kl=iw(i,9)

            IF(kl.le.0)iw(2,i,1)=k             IF(kl.le.0)iw(i,1)=k

            IF(kl.gt.0)ind(2,kl,1)=k             IF(kl.gt.0)ind(kl,1)=k

            iw(2,i,9)=k             iw(i,9)=k

   20    iw(2,i,7)=iw(2,i,7)+1    20    iw(i,7)=iw(i,7)+1

         ind(2,k2,2)=ia+j          ind(k2,2)=ia+j

         amaxx=amax          iw(j,13)=exponent(amax)-1

         iw(2,j,13)=ishft(imaxx(2),-20)-1023

         CALL pminv4(iw(1,1,l+6),iw(1,1,l+10),n)          CALL pminv4(iw(1,l+6),iw(1,l+10),n)

!     check for null row or column. !     check for null row or column.

         ir=iw(2,1,l+10)          ir=iw(1,l+10)

         IF(iw(2,ir,l+6).le.0) GOTO 560          IF(iw(ir,l+6).le.0) GOTO 560

         DO 110 i=1,n          DO 110 i=1,n

            j=iw(2,i,l+10)             j=iw(i,l+10)

            iw(2,j,l+8)=i             iw(j,l+8)=i

            nz=iw(2,j,l+6)             nz=iw(j,l+6)

  110    IF(nz.ne.n)iw(2,nz+1,l+4)=i   110    IF(nz.ne.n)iw(nz+1,l+4)=i

         DO 130 i=1,n          DO 130 i=1,n

            IF(iw(2,i,4+l).eq.0)iw(2,i,l+4)=j             IF(iw(i,4+l).eq.0)iw(i,l+4)=j

  130 j=iw(2,i,l+4)   130    j=iw(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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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DO 140 l=1,2   135    DO 140 l=1,2

            jc(l)=iw(2,ik(l),l+10)             jc(l)=iw(ik(l),l+10)

  140    ic(l)=iw(2,jc(l),l+6)   140    ic(l)=iw(jc(l),l+6)

         k=iw(2,ir,l)          k=iw(ir,l)

         GOTO 143          GOTO 143

  142    k=ind(2,-k,l)   142    k=ind(-k,l)

         kk=ind(2,kk,l)          kk=ind(kk,l)

  147    kk=ind(2,kk,l3)   147    kk=ind(kk,l3)

         IF(kk.le.ia) GOTO 147          IF(kk.le.ia) GOTO 147

         kcost=(ic(l)-1)*(iw(2,kk-ia,9-l)-1)          kcost=(ic(l)-1)*(iw(kk-ia,9-l)-1)

  150    k=ind(2,k,l)   150    k=ind(k,l)

            k=abs(iw(2,ik(3-l),3-l))             k=abs(iw(ik(3-l),3-l))

  170       ko=abs(ind(2,ko,l))   170       ko=abs(ind(ko,l))

            ko=iw(2,ko-ia,l)             ko=iw(ko-ia,l)

            IF(iw(2,ik(l),l+6).le.0) GOTO 174             IF(iw(ik(l),l+6).le.0) GOTO 174

               nz=iw(2,ir,lm+6)-1                nz=iw(ir,lm+6)-1

               iw(2,ir,lm+6)=nz                iw(ir,lm+6)=nz

               jpos=iw(2,nz+1,lm+4)+1                jpos=iw(nz+1,lm+4)+1

               ipos=iw(2,ir,lm+8)                ipos=iw(ir,lm+8)

               IF(ipos.eq.jpos) GOTO 171                IF(ipos.eq.jpos) GOTO 171

               jr=iw(2,jpos,lm+10)                jr=iw(jpos,lm+10)

               jj=iw(2,ipos,lm+10)                jj=iw(ipos,lm+10)

               iw(2,ipos,lm+10)=iw(2,jpos,lm+10)                iw(ipos,lm+10)=iw(jpos,l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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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2,jpos,lm+10)=jj                iw(jpos,lm+10)=jj

               jj=iw(2,ir,lm+8)                jj=iw(ir,lm+8)

               iw(2,ir,lm+8)=iw(2,jr,lm+8)                iw(ir,lm+8)=iw(jr,lm+8)

               iw(2,jr,lm+8)=jj                iw(jr,lm+8)=jj

  171       iw(2,nz+1,lm+4)=jpos   171       iw(nz+1,lm+4)=jpos

            ko=ind(2,kl,l)             ko=ind(kl,l)

            ko=ind(2,ko,l)             ko=ind(ko,l)

            ind(2,km,l)=ind(2,k,l)             ind(km,l)=ind(k,l)

            IF(kl.le.ia) GOTO 183             IF(kl.le.ia) GOTO 183

            ind(2,k,l)=iw(2,ik(l),l)             ind(k,l)=iw(ik(l),l)

  180       iw(2,ik(l),l)=-k   180       iw(ik(l),l)=-k

  183       ind(2,k,l)=ind(2,kl,l)   183       ind(k,l)=ind(kl,l)

  184       ind(2,kl,l)=-k   184       ind(kl,l)=-k

  186       k=abs(ind(2,k,3-l))   186       k=abs(ind(k,3-l))

         k=ind(2,kp,2)          k=ind(kp,2)

  193    m=ind(2,m,1)   193    m=ind(m,1)

  200    m=ind(2,m,2)   200    m=ind(m,2)

         ind(2,ka,1)=ind(2,klast,1)          ind(ka,1)=ind(klast,1)

         ind(2,klast,1)=ka          ind(klast,1)=ka

         ind(2,ka,2)=ind(2,ki,2)          ind(ka,2)=ind(ki,2)

         ind(2,ki,2)=ka          ind(ki,2)=ka

            nz=iw(2,ir,lm+6)             nz=iw(ir,l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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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2,ir,lm+6)=nz+1             iw(ir,lm+6)=nz+1

            jpos=iw(2,nz+1,lm+4)             jpos=iw(nz+1,lm+4)

            jr=iw(2,jpos,lm+10)             jr=iw(jpos,lm+10)

            IF(ir.eq.jr) GOTO 250             IF(ir.eq.jr) GOTO 250

            ipos=iw(2,ir,lm+8)             ipos=iw(ir,lm+8)

            jj=iw(2,ipos,lm+10)             jj=iw(ipos,lm+10)

            iw(2,ipos,lm+10)=iw(2,jpos,lm+10)             iw(ipos,lm+10)=iw(jpos,lm+10)

            iw(2,jpos,lm+10)=jj             iw(jpos,lm+10)=jj

            jj=iw(2,ir,lm+8)             jj=iw(ir,lm+8)

            iw(2,ir,lm+8)=iw(2,jr,lm+8)             iw(ir,lm+8)=iw(jr,lm+8)

            iw(2,jr,lm+8)=jj             iw(jr,lm+8)=jj

  250    iw(2,nz+1,lm+4)=jpos-1   250    iw(nz+1,lm+4)=jpos-1

  267    m=ind(2,m,2)   267    m=ind(m,2)

         kl=ind(2,kl,1)          kl=ind(kl,1)

         amaxx=abs(a(kl))          ig=max(ig,exponent(abs(a(kl)))-1-iw(ji,13))

         ig=max(ig,ishft(imaxx(2),-20)-1023-iw(2,ji,13))

  280    ki=ind(2,ki,1)   280    ki=ind(ki,1)

         IF(ki.le.ia) GOTO 265          IF(ki.le.ia) GOTO 265

         k=ind(2,k,2)          k=ind(k,2)

      DO 310 i=1,n       DO 310 i=1,n

         k=abs(iw(2,i,1))          k=abs(iw(i,1))

  300    kk=ind(2,k,1)   300    kk=ind(k,1)

         ind(2,k,1)=i          ind(k,1)=i

      DO 330 i=1,n       DO 330 i=1,n

         k=abs(iw(2,iw(2,i,12),2))          k=abs(iw(iw(i,12),2))

         iw(2,iw(2,i,12),1)=j          iw(iw(i,12),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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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kk=ind(2,k,2)   320    kk=ind(k,2)

         ind(2,k,2)=j          ind(k,2)=j

      iw(2,n+1,1)=j       iw(n+1,1)=j

      DO 360 i=1,ka       DO 360 i=1,ka

         IF(i.eq.ind(2,i,2)) GOTO 360          IF(i.eq.ind(i,2)) GOTO 360

         a1=a(i)          a1=a(i)

         i1=ind(2,i,1)          i1=ind(i,1)

         j=i          j=i

  350    k=ind(2,j,2)   350    k=ind(j,2)

         ind(2,j,2)=j          ind(j,2)=j

         a2=a(k)          a2=a(k)

         i2=ind(2,k,1)          i2=ind(k,1)

         a(k)=a1          a(k)=a1

         ind(2,k,1)=i1          ind(k,1)=i1

      DO 370 i=1,n1       DO 370 i=1,n1

         iw(2,i,2)=iw(2,i,12)          iw(i,2)=iw(i,12)

  370 iw(2,i,5)=iw(2,i,9)   370 iw(i,5)=iw(i,9)

      DO 401 j=1,n       DO 401 j=1,n

         jcol=iw(2,j,2)          jcol=iw(j,2)

         k1=iw(2,jcol,1)          k1=iw(jcol,1)

         k2=iw(2,iw(2,j+1,2),1)-1          k2=iw(iw(j+1,2),1)-1

         i0=iw(2,jcol,4)          i0=iw(jcol,4)

         DO 400 k=k1,k2          DO 400 k=k1,k2

            jro=ind(2,k,1)             jro=ind(k,1)

            a(k)=a(k) * 2.0d0**(i0+iw(2,jro,3))             a(k)=a(k)*set_exponent(1.0,(i0+iw(jro,3)+1))

  400    IF(iw(2,jro,5).eq.j)i0=-iw(2,jro,3)   400    IF(iw(jro,5).eq.j)i0=-iw(jro,3)

  401 END DO   401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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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2,n+1,3)=0       iw(n+1,3)=0

      g=eps * 2.0d0**ig       g=eps*set_exponent(1.0,(ig+1))

  500 iw(2,n1,2)=0   500 iw(n1,2)=0

PMINVF.F90

32 bit 64 bit

      INTEGER irn(2,*),ip(2,np,13)       INTEGER irn(*),ip(np,13)

      REAL(8) amaxx

      INTEGER imaxx(2)

      EQUIVALENCE(amaxx,imaxx(1))

      ip(2,n+1,3)=0       ip(n+1,3)=0

      IF(ip(2,n+1,2).eq.0) GOTO 2205       IF(ip(n+1,2).eq.0) GOTO 2205

      IF(ip(2,n+1,2).ne.n+1) GOTO 2207       IF(ip(n+1,2).ne.n+1) GOTO 2207

      DO 898 i=1,n       DO 898 i=1,n

  898 ip(2,i,13)=ip(2,i,5)   898 ip(i,13)=ip(i,5)

!     pminvd uses columns 5 to 12 as workspace !     pminvd uses columns 5 to 12 as workspace

      CALL pminvd(a,irn,ip,n,np,ip(2,1,3),ip(2,1,5),is)       CALL pminvd(a,irn,ip,n,np,ip(1,3),ip(1,5),is)

      DO 897 i=1,n       DO 897 i=1,n

  897 ip(2,i,5)=ip(2,i,13)   897 ip(i,5)=ip(i,13)

      DO 895 k=1,n       DO 895 k=1,n

         ip(2,k,3)=0          ip(k,3)=0

         ip(2,k,4)=0          ip(k,4)=0

  895 END DO   895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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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56 j=1,n       DO 56 j=1,n

         jst=ip(2,ip(2,j,2),1)          jst=ip(ip(j,2),1)

         jnd=ip(2,ip(2,j+1,2),1)-1          jnd=ip(ip(j+1,2),1)-1

         DO 57 j1=jst,jnd          DO 57 j1=jst,jnd

            amaxx=abs(a(j1))            ia0=max(ia0,exponent(abs(a(j1)))-1+ip(irn(j1),3))

            ia0=max(ia0,ishft(imaxx(2),-20)-1023+ip(2,irn(2,j1),3))

  581       kseq=ip(2,irn(2,j1),5)   581       kseq=ip(irn(j1),5)

            kst=ip(2,ip(2,kseq,2),1)             kst=ip(ip(kseq,2),1)

            knd=ip(2,ip(2,kseq+1,2),1)-1             knd=ip(ip(kseq+1,2),1)-1

            DO 60 k1=kst,knd             DO 60 k1=kst,knd

               kro=irn(2,k1)                kro=irn(k1)

!     skip irrelevant elements !     skip irrelevant elements

               IF(ip(2,kro,5).le.kseq) GOTO 60                IF(ip(kro,5).le.kseq) GOTO 60

   62          IF(kro.eq.irn(2,l1)) GOTO 63    62          IF(kro.eq.irn(l1)) GOTO 63

               amaxx=abs(a(l1))                iag=max(iag,exponent(abs(a(l1)))-1+ip(irn(l1),3)-ia0)

               iag=max(iag,ishft(imaxx(2),-20)-1023+ip(2,irn(2,l1),3)-  &

               ia0)

 1011 WRITE(output,2309)aname(3),irn(2,j1),ip(2,j,2)  1011 WRITE(output,2309)aname(3),irn(j1),ip(j,2)

      ip(2,n+1,3)=1       ip(n+1,3)=1

PMINVM.F90

32 bit 64 bit



- 355 -

      INTEGER irn(2,1),ip(2,np,5)       INTEGER irn(1),ip(np,5)

      IF(ip(2,n+1,2).eq.0) GOTO 2205       IF(ip(n+1,2).eq.0) GOTO 2205

      IF(ip(2,n+1,2).ne.n+1) GOTO 2207       IF(ip(n+1,2).ne.n+1) GOTO 2207

      kerr=3       kerr=3

      IF(ip(2,n+1,3).ne.0) GOTO 2205       IF(ip(n+1,3).ne.0) GOTO 2205

  101 DO 110 j=1,n   101 DO 110 j=1,n

  110 aws(ip(2,j,5))=avect(j)   110 aws(ip(j,5))=avect(j)

      DO 140 j=1,n       DO 140 j=1,n

         j1=ip(2,ip(2,j+1,2),1)          j1=ip(ip(j+1,2),1)

  141    j1=j1-1   141    j1=j1-1

         jseq=ip(2,irn(2,j1),5)          jseq=ip(irn(j1),5)

  140 avect(ip(2,j,2))=au   140 avect(ip(j,2))=au

  143 jcol=ip(2,j,2)   143 jcol=ip(j,2)

      j1=ip(2,jcol,1)       j1=ip(jcol,1)

 7700 avect(jcol)=aws(j)/a(ju)       avect(jcol)=aws(j)/a(ju)

  144 jseq=ip(2,irn(2,j1),5)   144 jseq=ip(irn(j1),5)

  102 DO 120 j=1,n   102 DO 120 j=1,n

         jcol=ip(2,j,2)          jcol=ip(j,2)

         j1=ip(2,jcol,1)          j1=ip(jcol,1)

  121    jseq=ip(2,irn(2,j1),5)   121    jseq=ip(irn(j1),5)

  123 j1=ip(2,ip(2,j+1,2),1)   123 j1=ip(ip(j+1,2),1)

  124 j1=j1-1   124 j1=j1-1

      jro=irn(2,j1)       jro=irn(j1)

      IF(ip(2,jro,5).eq.j) GOTO 125       IF(ip(jro,5).eq.j) GOTO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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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NVR.F90

32 bit 64 bit

      INTEGER irn(2,1),ip(2,np,5)       INTEGER irn(1),ip(np,5)

      IF(ip(2,n+1,2).eq.0) GOTO 2205       IF(ip(n+1,2).eq.0) GOTO 2205

      IF(ip(2,n+1,2).ne.n+1) GOTO 2207       IF(ip(n+1,2).ne.n+1) GOTO 2207

      DO 303 j=1,n       DO 303 j=1,n

         jcol=ip(2,j,2)          jcol=ip(j,2)

         j1=ip(2,jcol,1)          j1=ip(jcol,1)

         j2=ip(2,ip(2,j+1,2),1)-1          j2=ip(ip(j+1,2),1)-1

         DO 302 l1=j1,j2          DO 302 l1=j1,j2

            jro=irn(2,l1)             jro=irn(l1)

PMINVX.F90

32 bit 64 bit

      INTEGER irn(2,1),ip(2,np,5)       INTEGER irn(1),ip(np,5)

      IF(ip(2,n+1,2).eq.0) GOTO 2205       IF(ip(n+1,2).eq.0) GOTO 2205

      IF(ip(2,n+1,2).ne.n+1) GOTO 2207       IF(ip(n+1,2).ne.n+1) GOTO 2207

      kerr=3       kerr=3

      IF(ip(2,n+1,3).ne.0) GOTO 2205       IF(ip(n+1,3).ne.0) GOTO 2205

      DO 120 j=1,n       DO 120 j=1,n

         jcol=ip(2,j,2)          jcol=ip(j,2)

         j1=ip(2,jcol,1)          j1=ip(jc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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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jseq=ip(2,irn(2,j1),5)   121    jseq=ip(irn(j1),5)

  123 j1=ip(2,ip(2,j+1,2),1)   123 j1=ip(ip(j+1,2),1)

  124 j1=j1-1   124 j1=j1-1

      jro=irn(2,j1)       jro=irn(j1)

      IF(ip(2,jro,5).eq.j) GOTO 125       IF(ip(jro,5).eq.j) GOTO 125

SQOZ.F90

32 bit 64 bit

      REAL fa(2)       REAL(4) fa(2)

STH2X1.F90

32 bit 64 bit

      INTEGER iunp(2)       INTEGER iunp,msk

      EQUIVALENCE(unp,iunp(1))       EQUIVALENCE(unp,iunp)

      parameter (msk=1023)

   16 unp=s(23)    16 unp=s(23)

      ip=iunp(1)       ip=ishft(iunp,-10)

      jp=iunp(2)       jp=and(iunp,msk)

      iunp(1)=ip        iunp=ior(ishft(ip,10),jp)

      iunp(2)=jp        s(23)=unp

      s(23)=unp

STH2X3.F90

32 bit 64 bit

      INTEGER iunp(2)       integer*8 iunp,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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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CE(unp,iunp(1))       equivalence (unp,iunp)

      parameter (msk=1023)

      logical(8) opt11

      ip=iunp(1)       ip=ishft(iunp,-10)

      jp=iunp(2)       jp=iand(iunp,msk)

   20 iunp(1)=ip    20 iunp=ior(ishft(ip,10),jp)

      iunp(2)=jp       s(23)=unp

      s(23)=unp

STH2X4.F90

32 bit 64 bit

      INTEGER iunp(2)       integer iunp,msk

      EQUIVALENCE(unp,iunp(1))       equivalence (unp,iunp)

      parameter (msk=1023)

      ip=iunp(1)       ip=ishft(iunp,-10)

      jp=iunp(2)       jp=iand(iunp,msk)

   20 iunp(1)=ip    20 iunp=ior(ishft(ip,10),jp)

      iunp(2)=jp

STH2X5.F90

32 bit 64 bit

      INTEGER iunp(2)       integer iunp,msk

      EQUIVALENCE(unp,iunp(1))       equivalence (unp,iunp)

      parameter (ms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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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iunp(1)       ip=ishft(iunp,-10)

      jp=iunp(2)       jp=iand(iunp,msk)

   25 iunp(1)=ip    25 iunp=ior(ishft(ip,10),jp)

      iunp(2)=jp

STH2X6.F90

32 bit 64 bit

      REAL(8) unp       real unp

      INTEGER iunp(2)       integer iunp,msk

      EQUIVALENCE(unp,iunp(1))       equivalence (unp,iunp)

      parameter (msk=1023)

      ip=iunp(1)       ip=ishft(iunp,-10)

      jp=iunp(2)       jp=iand(iunp,msk)

   25 iunp(1)=ip    25 iunp=ior(ishft(ip,10),jp)

      iunp(2)=jp

STPU00.F90

32 bit 64 bit

            is(2,33,n)=min(nsp-1,max(1,iand(is(2,23,n),127)))             is(33,n)=min(nsp-1,max(1,iand(is(23,n),127)))

            is(2,34,n)=iand(ishft(is(2,23,n),-7),127)             is(34,n)=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11       IF(tphtbl(1,is(2,33,n)).gt.pin)then    11       IF(tphtbl(1,is(33,n)).gt.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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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F(tphtbl(1,is(2,33,n)+1).le.pin)then    12       IF(tphtbl(1,is(33,n)+1).le.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iy=is(2,33,n)             iy=is(33,n)

            is(2,23,n)=ior(ior(ior(is(2,33,n),ishft(is(2,34,n),7)),     &             is(23,n)=ior(ior(ior(is(33,n),ishft(is(34,n),7)),     &

            ishft(is(2,35,n),14)),ishft(is(2,36,n),21))             ishft(is(35,n),14)),ishft(is(36,n),21))

            ls(2,23,n)=s(2,n).lt.ptbl(1).or.s(2,n).gt.ptbl(nsp)             ls(23,n)=s(2,n).lt.ptbl(1).or.s(2,n).gt.ptbl(nsp)

            is(2,33,n)=min(nsp-1,max(1,iand(is(2,23,n),127)))             is(33,n)=min(nsp-1,max(1,iand(is(23,n),127)))

            is(2,34,n)=iand(ishft(is(2,23,n),-7),127)             is(34,n)=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21       IF(ptbl(is(2,33,n)).gt.pin)then    21       IF(ptbl(is(33,n)).gt.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22       IF(ptbl(is(2,33,n)+1).le.pin)then    22       IF(ptbl(is(33,n)+1).le.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iy=is(2,33,n)             iy=is(33,n)

            is(2,23,n)=ior(ior(ior(is(2,33,n),ishft(is(2,34,n),7)),     &             is(23,n)=ior(ior(ior(is(33,n),ishft(is(34,n),7)),     &

            ishft(is(2,35,n),14)),ishft(is(2,36,n),21))             ishft(is(35,n),14)),ishft(is(36,n),21))

            ls(2,32,n)=s(2,n).lt.ptbl(1).or.s(2,n).gt.ptbl(nsp)             ls(32,n)=s(2,n).lt.ptbl(1).or.s(2,n).gt.ptbl(nsp)

STPU0P.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k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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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2,33,n)=min(nsp-1,max(1,iand(is(2,23,n),127)))          is(33,n)=min(nsp-1,max(1,iand(is(23,n),127)))

         is(2,34,n)=iand(ishft(is(2,23,n),-7),127)          is(34,n)=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11    IF(tphtbl(1,is(2,33,n)).gt.pin)then    11    IF(tphtbl(1,is(33,n)).gt.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12    IF(tphtbl(1,is(2,33,n)+1).le.pin)then    12    IF(tphtbl(1,is(33,n)+1).le.pin)then

            is(2,33,n)=is(2,33,n)+1             is(33,n)=is(33,n)+1

         iy=is(2,33,n)          iy=is(33,n)

         is(2,23,n)=ior(ior(ior(is(2,33,n),ishft(is(2,34,n),7)),ishft(  &          is(23,n)=ior(ior(ior(is(33,n),ishft(is(34,n),7)),ishft(  &

         is(2,35,n),14)),ishft(is(2,36,n),21))          is(35,n),14)),ishft(is(36,n),21))

         ls(2,23,n)=s(2,n).lt.ptbl(1).or.s(2,n).gt.ptbl(nsp)          ls(23,n)=s(2,n).lt.ptbl(1).or.s(2,n).gt.ptbl(nsp)

STPU2P.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iy=min(nsp-1,max(1,iand(is(2,23,n),127)))          iy=min(nsp-1,max(1,iand(is(23,n),127)))

         ihl=iand(ishft(is(2,23,n),-7),127)          ihl=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ix=is(2,35,n)          ix=is(3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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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2,35,n)=ix          is(35,n)=ix

         ix=is(2,36,n)          ix=is(36,n)

         is(2,36,n)=ix          is(36,n)=ix

         is(2,23,n)=ior(ior(ior(iy,ishft(ihl,7)),ishft(is(2,35,n),14)), &          is(23,n)=ior(ior(ior(iy,ishft(ihl,7)),ishft(is(35,n),14)), &

         ishft(is(2,36,n),21))          ishft(is(36,n),21))

         ls(2,32,n)=s(2,n).lt.ptbl(1).or.s(2,n).gt.ptbl(nsp)          ls(32,n)=s(2,n).lt.ptbl(1).or.s(2,n).gt.ptbl(nsp)

STPU2PU.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k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iy=min(np-1,max(1,iand(is(2,23,n),127)))          iy=min(np-1,max(1,iand(is(23,n),127)))

         is(2,34,n)=min(nu-1,max(1,iand(ishft(is(2,23,n),-7),127)))          is(34,n)=min(nu-1,max(1,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ix=is(2,35,n)             ix=is(35,n)

            is(2,35,n)=ix             is(35,n)=ix

            ix=is(2,36,n)             ix=is(36,n)

            is(2,36,n)=ix             is(36,n)=ix

            ix=is(2,34,n)             ix=is(3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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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2,34,n)=ix             is(34,n)=ix

         is(2,23,n)=ior(ior(ior(iy,ishft(is(2,34,n),7)),ishft(is(2,35,n)&          is(23,n)=ior(ior(ior(iy,ishft(is(34,n),7)),ishft(is(35,n)&

         ,14)),ishft(is(2,36,n),21))          ,14)),ishft(is(36,n),21))

         ls(2,32,n)=s(2,n).lt.ptbl(1).or.lls          ls(32,n)=s(2,n).lt.ptbl(1).or.lls

         is(2,36,n)=iq          is(36,n)=iq

STPU2T.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k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iy=min(nsp-1,max(1,iand(is(2,23,n),127)))          iy=min(nsp-1,max(1,iand(is(23,n),127)))

         ihl=iand(ishft(is(2,23,n),-7),127)          ihl=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ix=is(2,35,n)          ix=is(35,n)

         is(2,35,n)=ix          is(35,n)=ix

         ix=is(2,36,n)          ix=is(36,n)

         is(2,36,n)=ix          is(36,n)=ix

         is(2,23,n)=ior(ior(ior(iy,ishft(ihl,7)),ishft(is(2,35,n),14)), &          is(23,n)=ior(ior(ior(iy,ishft(ihl,7)),ishft(is(35,n),14)), &

         ishft(is(2,36,n),21))          ishft(is(36,n),21))

         ls(2,32,n)=s(1,n)+0.001d0.lt.tphtbl(1,1).or.s(1,n).gt.tphtbl(1,&          ls(32,n)=s(1,n)+0.001d0.lt.tphtbl(1,1).or.s(1,n).gt.tphtbl(1,&

         nsp)          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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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UPU.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k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iy=min(np-1,max(1,iand(is(2,23,n),127)))          iy=min(np-1,max(1,iand(is(23,n),127)))

         ix=min(nu-1,max(1,iand(ishft(is(2,23,n),-7),127)))          ix=min(nu-1,max(1,iand(ishft(is(23,n),-7),127)))

         ihl=iand(is(2,23,n),not(16383))          ihl=iand(is(23,n),not(16383))

         is(2,23,n)=ior(ior(iy,ishft(ix,7)),ihl)          is(23,n)=ior(ior(iy,ishft(ix,7)),ihl)

            is(2,36,n)=3             is(36,n)=3

            is(2,36,n)=1             is(36,n)=1

            ls(2,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ls(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gt.ptbl(np).or.s(7,n).le.0.0d0             .gt.ptbl(np).or.s(7,n).le.0.0d0

               ls(2,32,n)=.true.                ls(32,n)=.true.

               ls(2,32,n)=s(1,n).le.0.0d0                ls(32,n)=s(1,n).le.0.0d0

STPUTP.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kdk 64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kdk 64

         iy=min(nsp-1,max(1,iand(is(2,23,n),127)))          iy=min(nsp-1,max(1,iand(is(23,n),127)))

         ix=min(nu-1,max(1,iand(ishft(is(2,23,n),-7),127)))          ix=min(nu-1,max(1,iand(ishft(is(23,n),-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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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l=iand(is(2,23,n),not(16383))          ihl=iand(is(23,n),not(16383))

         is(2,23,n)=ior(ior(iy,ishft(ix,7)),ihl)          is(23,n)=ior(ior(iy,ishft(ix,7)),ihl)

         ls(2,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          ls(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

         .lt.ptbl(1).or.s(2,n).gt.ptbl(np).or.sptbl(1,ix,iy)            &          .lt.ptbl(1).or.s(2,n).gt.ptbl(np).or.sptbl(1,ix,iy)            &

SVPU2P.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is(2,33,n)=min(nsp-1,max(1,iand(is(2,23,n),127)))          is(33,n)=min(nsp-1,max(1,iand(is(23,n),127)))

         is(2,34,n)=iand(ishft(is(2,23,n),-7),127)          is(34,n)=iand(ishft(is(23,n),-7),127)

         is(2,35,n)=min(nu-1,max(1,iand(ishft(is(2,23,n),-14),127)))          is(35,n)=min(nu-1,max(1,iand(ishft(is(23,n),-14),127)))

         is(2,36,n)=min(nu-1,max(1,ishft(is(2,23,n),-21)))          is(36,n)=min(nu-1,max(1,ishft(is(23,n),-21)))

         iy=is(2,33,n)          iy=is(33,n)

         is(2,33,n)=iy          is(33,n)=iy

         iy=is(2,33,n)          iy=is(33,n)

         ix=is(2,35,n)          ix=is(35,n)

         is(2,35,n)=ix          is(35,n)=ix

!  Do vapor internal energy search. !  Do vapor internal energy search.

         ix=is(2,36,n)          ix=is(36,n)

         is(2,36,n)=ix          is(36,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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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is(2,35,n)          ix=is(35,n)

         iy=is(2,33,n)          iy=is(33,n)

         ix=is(2,36,n)          ix=is(36,n)

         is(2,23,n)=ior(ior(ior(is(2,33,n),ishft(is(2,34,n),7)),ishft(  &          is(23,n)=ior(ior(ior(is(33,n),ishft(is(34,n),7)),ishft(  &

         is(2,35,n),14)),ishft(is(2,36,n),21))          is(35,n),14)),ishft(is(36,n),21))

         ls(2,32,n)=s(2,n).lt.ptbl(1).or.s(2,n).gt.ptbl(nsp)          ls(32,n)=s(2,n).lt.ptbl(1).or.s(2,n).gt.ptbl(nsp)

SVPU2P.F90

32 bit 64 bit

      INTEGER is(2,skp,1)       INTEGER is(skp,1)

      LOGICAL ls(2,skp,1)       LOGICAL(8) ls(skp,1)

         is(2,33,n)=min(nsp-1,max(1,iand(is(2,23,n),127)))          is(33,n)=min(nsp-1,max(1,iand(is(23,n),127)))

         is(2,34,n)=min(nu-1,max(1,iand(ishft(is(2,23,n),-7),127)))          is(34,n)=min(nu-1,max(1,iand(ishft(is(23,n),-7),127)))

         is(2,35,n)=iand(is(2,23,n),not(16383))          is(35,n)=iand(is(23,n),not(16383))

         ix=is(2,34,n)          ix=is(34,n)

         is(2,34,n)=ix          is(34,n)=ix

!  Do presssure search. !  Do presssure search.

         iy=is(2,33,n)          iy=is(33,n)

         is(2,33,n)=iy          is(33,n)=iy

         ix=is(2,34,n)          ix=is(34,n)

         iy=is(2,33,n)          iy=is(33,n)

         is(2,23,n)=ior(ior(is(2,33,n),ishft(is(2,34,n),7)),is(2,35,n))          is(23,n)=ior(ior(is(33,n),ishft(is(34,n),7)),is(3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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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2,36,n)=3             is(36,n)=3

            is(2,36,n)=1             is(36,n)=1

            ls(2,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ls(32,n)=s(4,n).lt.utbl(1).or.s(4,n).gt.utbl(nu).or.s(2,n)&

            .gt.ptbl(np).or.s(7,n).le.0.0d0             .gt.ptbl(np).or.s(7,n).le.0.0d0

               ls(2,32,n)=.true.                ls(32,n)=.true.

               is(2,36,n)=3                is(36,n)=3

               s(9,n)=1.0d0                s(9,n)=1.0d0

               ls(2,32,n)=s(1,n).le.0.0d0                ls(32,n)=s(1,n).le.0.0d0

STCOM.H

32 bit 64 bit

      INTEGER istdum(2,lstcom)       INTEGER istdum(lstcom) !kdk 64

      EQUIVALENCE(stdum(1),istdum(1,1))       EQUIVALENCE(stdum(1),istdum(1)) !kdk 64

      EQUIVALENCE(nt,istdum(1,11)),(np,istdum(1,12)),(nst,istdum(1,13)),&       EQUIVALENCE(nt,istdum(11)),(np,istdum(12)),(nst,istdum(13)),&

      (nsp,istdum(1,14)),(it3bp,istdum(1,15)),(it4bp,istdum(1,16)),(    &       (nsp,istdum(14)),(it3bp,istdum(15)),(it4bp,istdum(16)),(    &

      it5bp,istdum(1,17)),(nprpnt,istdum(1,18)),(it3p0,istdum(1,19))          it5bp,istdum(17)),(nprpnt,istdum(18)),(it3p0,istdum(19))    

STCOM2.H

32 bit 64 bit

      PARAMETER (lstcom=15)       parameter (lstcom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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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ED 모듈

OneD 모듈은 계통을 3D Vessel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1D 혹은 3D 계통 해석에 사용되

는 모듈로 전체 코드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Envrl 모듈과 달리 bit operation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Envrl 모듈과 같이 OneD 모듈에도 수많은 equivalence문이 있으며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

수가 서로 equivalence되어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Module에서 사용되는 정수형

변수도 수정하면 메모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계산 시간에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렇게 할 경우 많은 노력이 필요해 이번 단계에서는 시험적으로 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

하였다. 다음은 OneD 모듈을 64 bit 운영체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

이다.

Ÿ implicit double precision 등과 같이 데이터 형태로 정의된 부분 제거

Ÿ 상이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끼리 equivalence 되어있는 변수 분석하여 적절히 처리

 equivalence 문의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 형태로 수정

 소스 프로그램 본문에 equivalence 문에서 사용된 변수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수정

OneD 모듈에는 수많은 equivalence문이 있으며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가 서로

equivalence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또한 Module에서 두 개 크기를 갖는 벡터형 정수를 일

반 정수 형태로 변경한 것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OneD 모듈의

interpolation 프로그램은 4 byte 정수형 인덱스를 갖고 있어 8 byte의 정수 인텍스를 갖는

interpolation 프로그램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OneD 모듈에서 총 변경된 line 수는 3만에 가깝지

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기존 32 bit 운영체계의 MARS코드의 OneD모듈과 비교하여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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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Functions.F90
32 bit 64 bit

      INTEGER ifluid,ihld(2,*),iscskp,nh       INTEGER ifluid,ihld(*),iscskp,nh !kdk x64 080116

            IF(chngno(70))then             IF(chngno(70))then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term=max(647.3d0-v_da(i)%TsatP,3.0d0)                term=max(647.3d0-v_da(i)%TsatP,3.0d0) 

            ELSE             ELSE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term=max(647.15d0-v_da(i)%TsatP,0.0d0)                term=max(647.15d0-v_da(i)%TsatP,0.0d0) 

         DO m=1,nh          DO m=1,nh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term=min(max(v_da(i)%TsatP-273.15d0,1.0d-6),366.33d0)             term=min(max(v_da(i)%TsatP-273.15d0,1.0d-6),366.33d0) 

         DO m=1,nh          DO m=1,nh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INTEGER ifluid,ihld(2,*),iscskp,nh       INTEGER ifluid,ihld(*),iscskp,nh !kdk x64 080116

            IF(chngno(70))then             IF(chngno(70))then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term=max(647.15d0-v_da(i)%TsatP,0.0d0)                term=max(647.15d0-v_da(i)%TsatP,0.0d0) 

         DO m=1,nh          DO m=1,nh 

            i=ihld(2,ih)             i=ihld(ih) !kdk x64 080116

표 3.6.3.2 기존 32 bit 운영체계의 MARS코드와 수정된 ONED모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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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ER ist_tbl(2,1)       INTEGER ist_tbl(1) !kdk 64

      POINTER(ipt_st,ist_tbl)       POINTER(ipt_st,ist_tbl) 

      m=ist_tbl(2,nfluid)       m=ist_tbl(nfluid) !kdk 64

      INTEGER ixvfa,ihld(2,*),nh       INTEGER ixvfa,ihld(*),nh 

      REAL(8) a(*),s(*)       REAL(8) a(*),s(*) 

      DO m=1,nh       DO m=1,nh 

         i=ihld(2,ih+(m-1)*scskp)          i=ihld(ih+(m-1)*scskp) 

         IF(s(ix+1).lt.pxxx)then          IF(s(ix+1).lt.pxxx)then 

            ihld9(2,ih9+nh9*scskp)=i             ihld9(ih9+nh9*scskp)=i 

         ELSEIF(s(ix+1).gt.pxxy)then          ELSEIF(s(ix+1).gt.pxxy)then 

            ihld8(2,ih8+nh8*scskp)=i             ihld8(ih8+nh8*scskp)=i 

         ELSE          ELSE 

            ihld7a(2,ih7+nh7*scskp)=i             ihld7a(ih7+nh7*scskp)=i 

         iip=is23(1,ix)          iip=is23(ix) 

         jp=is23(2,ix)          jp=is23(ix) 

  117    ja(2,ix)=jja   117    ja(ix)=jja 

         jb(2,ix)=jjb          jb(ix)=jjb 

         is23(1,ix)=iip          is23(ix)=iip 

         is23(2,ix)=jp          is23(ix)=jp 

      DO m=1,nh       DO m=1,nh 

         i=ihld(2,ih+(m-1)*scskp)          i=ihld(ih+(m-1)*scs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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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v_da(i)%ScratchIdx(2)          ix=v_da(i)%ScratchIdx(2) 

         jja=ja(2,ix)          jja=ja(ix) 

         jjb=jb(2,ix)          jjb=jb(ix) 

      INTEGER ifluid,ihld(2,*),iscskp,ishld(2,*),ixhld(2,*),nh       INTEGER ifluid,ihld(*),iscskp,ishld(*),ixhld(*),nh 

            DO m=1,nh             DO m=1,nh 

               i=ihld(2,ih)                i=ihld(ih) 

               j=ishld(2,ih)                j=ishld(ih) 

   83 DO m=1,nh    83 DO m=1,nh 

         i=ihld(2,ih)          i=ihld(ih) 

         ix=ixhld(2,i)          ix=ixhld(i) 

      INTEGER itble(2,*)       INTEGER itble(*) !kdk x64 080116

      in=abs(itble(2,1))       in=abs(itble(1)) !kdk x64 080116

      ie=itble(2,2)       ie=itble(2) !kdk x64 080116

      i=itble(2,3)       i=itble(3) !kdk x64 080116

 1000 itble(2,3)=i  1000 itble(3)=i !kdk x64 080116

      j=l_da(issys)%ixipr(2,matrix)+l       j=l_da(issys)%ixipr(2,matrix)+l

      ix=l_da(issys)%ixcofp(2)+ipr(2,j-1)       ix=l_da(issys)%ixcofp(2)+ipr(j-1)

! !

      DO i=ipr(2,j-1),ipr(2,j)-1       DO i=ipr(j-1),ipr(j)-1

         

wx(irnr(2,i+l_da(issys)%ixirnr(2,matrix)-1))=coefp(ix-1+i-ipr(2,j-1))
         wx(irnr(i+l_da(issys)%ixirnr(2,matrix)-1))=coefp(ix-1+i-ipr(j-1))

      END DO       END DO 

      LOGICAL ls(2,36)       LOGICAL(8) ls(36) 

      EQUIVALENCE(s(1),ls(1,1))       EQUIVALENCE(s(1),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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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ER irstrc(2,10),len       INTEGER irstrc(10),len 

      REAL(8) frstrc(10)       REAL(8) frstrc(10) 

      EQUIVALENCE(frstrc(1),irstrc(1,1))       EQUIVALENCE(frstrc(1),irstrc(1)) 

      SUBROUTINE polat_(itble,ftble,arg,val,err) 

!                                                                       

!  Performs linear interpolation.                                       

!                                                                       

      IMPLICIT none 

!                                                                       

!  Performs linear interpolation on data in ftble using arg as search   

!  arguments.  Interpolated values returned in val.                     

!  itble has three words:                                               

!     itble(1) - the number of items per set.  If negative, error if    

!                arg is not bounded by independent variable of ftble.   

!                If positive, arg not bounded is not an error and       

!                returned values are appropriate end values in ftble.   

!     itble(2) - the total number of items.                             

!     itble(3) - the last used subscript.                               

!  ftble has table values.  The first word of each set in the table is  

!  the search variable.                                                 

!                                                                       

!     INTEGER itble(2,*) 

      INTEGER itble(*) !kdk x64 080118

      REAL(8) ftble(*),arg,val(*) 

      LOGICAL(8) err 

      INTEGER i,ie,in,ig,k 

      REAL(8) r 

!                                                                       

!     print *,'polat_=','entered'                                

      err=.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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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bs(itble(2,1)) 

!     ie=itble(2,2) 

!     i=itble(2,3) 

      in=abs(itble(1)) !kdk x64 080116

      ie=itble(2) !kdk x64 080116

      i=itble(3)  !kdk x64 080116

      IF(ie.eq.in) GOTO 20 

   10 IF(arg-ftble(i))13,25,11 

   13 IF(i.eq.1) GOTO 20 

      i=i-in 

      GOTO 10 

!

   11 ig=i+in 

   14 IF(ig.gt.ie) GOTO 20 

      IF(ftble(ig)-arg)17,24,12 

   17 i=ig 

      GOTO 11 

!

   12 r=(arg-ftble(i))/(ftble(ig)-ftble(i)) 

      DO k=2,in 

         val(k-1)=r*(ftble(ig+k-1)-ftble(i+k-1))+ftble(i+k-1) 

      END DO 

      GOTO 1000 

!

!  20 IF(itble(2,1).ge.0) GOTO 25 

   20 IF(itble(1).ge.0) GOTO 25 !kdk x64 080116

      err=.true. 

!      stop !test

      RETURN 

!

   24 i=ig 

   25 DO k=2,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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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1)=ftble(i+k-1) 

      END DO 

!1000 itble(2,3)=i 

 1000 itble(3)=i !kdk x64 080116

!      stop !test

      RETURN 

      END SUBROUTINE polat_

ExtraJobControl.F90
32 bit 64 bit

   20 IF(lx.ne.3) GOTO 205    20 IF(lx.ne.3) GOTO 205 

      ler=ia(2,inx(ib)+2)       ler=ia(inx(ib)+2) 

      le=ia(2,inx(ib)+1)       le=ia(inx(ib)+1) 

      DO k=kb,ke       DO k=kb,ke 

         ia(2,k)=0          ia(k)=0 

         DO l=1,li          DO l=1,li 

            IF(ia(1,inx(1)+l).eq.ia(1,i+1).and.                     &             IF(ia(inx(1)+l).eq.ia(i+1).and.                     &

               ia(2,inx(1)+l).eq.ia(2,i+1).and.                     &                ia(inx(1)+l).eq.ia(i+1).and.                     &

               ia(2,inx(2)+l).eq.ia(2,i+2))THEN                                ia(inx(2)+l).eq.ia(i+2))THEN                 

                  ia(2,i)=ior(ia(2,i),ishft(1,24))                   ia(i)=ior(ia(i),ishft(1,24)) 

                  ia(2,k)=l                   ia(k)=l 

                  EXIT                   EXIT

      DO k=kb,ke,3       DO k=kb,ke,3 

         hit=iand(ia(2,k),ishft(1,24)).ne.0          hit=iand(ia(k),ishft(1,24)).ne.0 

         hit1=hit1.or.hit          hit1=hit1.or.hit 

ExtraProcedure.F90
32 bit 64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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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ROUTINE aatl(ientry,ityp1,rtit1,rtit2)       SUBROUTINE aatl(ientry,ityp1,rtit1,rtit2) 

      USE DFLIB       USE IFPORT

      USE DFPORT

      INTEGER(4) result,handle       INTEGER(4) result

      INTEGER(KIND=INT_PTR_KIND( )) handle

GetMaterialData.F90
32 bit 64 bit

      DO 105 icol=1,colbdy            !=cols-1       DO 105 icol=1,colbdy            !=cols-1

         mtrl=h_tbl(midx)%itv(icol)%CmpsNo(2,2)          mtrl=h_tbl(midx)%itv(icol)%CmpsNo(2) 

!    Get the gas pressure for the rod. !    Get the gas pressure for the rod. 

      hindex=indzhs(2,inscr1)       hindex=indzhs(inscr1) 

      INTEGER itab1(2,3),itab2(2,3),itab3(2,3),itab4(2,3)       INTEGER itab1(3),itab2(3),itab3(3),itab4(3) 

      DATA itab1/0,-2,0,50,0,1/       DATA itab1/-2,50,1/ 

HeatStrSolve.F90
32 bit 64 bit

      INTEGER i,ierr(2,10),ipx(2,17),ir,it,iun,iv,j,jj,jlim,jv,htopta,  &       INTEGER i,ierr(10),ipx(17),ir,it,iun,iv,j,jj,jlim,jv,htopta,  &

      jx,jy,k,l,l1,l2,ll,lpx,lx,ly,lz,m,n,n1,n2,nerr,nn,num,numx,i_hsc            jx,jy,k,l,l1,l2,ll,lpx,lx,ly,lz,m,n,n1,n2,nerr,nn,num,numx,i_hsc

      EQUIVALENCE(ipx(1,1),px(1),tout(1),ierr(1,1))       EQUIVALENCE(ipx(1),px(1),tout(1),ierr(1))

                  jj=h_da(i)%HsNo(2)                   jj=h_da(i)%HsNo(2)

                  ipx(2,1)=jj/1000                   ipx(1)=jj/1000

                  ipx(2,2)=jj-ipx(2,1) * 1000                   ipx(2)=jj-ipx(1)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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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polat(g_da(i)%TblInfo,g_da(i)%TblData,den,powin,bcflag)
            CALL polat_(g_da(i)%TblInfo,g_da(i)%TblData,den,powin,bcflag) !kdk 

x64 080118

            g_da(i)%TblArg=time             g_da(i)%TblArg=time

      ccm=-httc(inde)*h_tbl(idx)%itv(1)%SrfWei       ccm=-httc(inde)*h_tbl(idx)%itv(1)%SrfWei

      IF(htflag(2,index).lt.2)then       IF(htflag(index).lt.2)then

      DO m=1,h_da(jo)%AxMsNo(2)       DO m=1,h_da(jo)%AxMsNo(2)

         iv=indzhs(2,indz+1)          iv=indzhs(indz+1)

         !hindex=indzhs(2,indz)+idrfl          !hindex=indzhs(2,indz)+idrfl

         hindex=indzhs(2,indz)             ! NEXTT          hindex=indzhs(indz)             ! NEXTT

HydroSolveM.F90
32 bit 64 bit

         DO m=1,nh1          DO m=1,nh1

            i=ihld1(2,ih1+(m-1)*scskp)             i=ihld1(ih1+(m-1)*scskp)

            ix=v_da(i)%ScratchIdx(2)             ix=v_da(i)%ScratchIdx(2)

            ltest(2,ix)=v_da(i)%Voidg_o.ne.0.0d0.and.                   &             ltest(ix)=v_da(i)%Voidg_o.ne.0.0d0.and.                    &

                        v_da(i)%Voidg_o.ne.1.0d0                         v_da(i)%Voidg_o.ne.1.0d0

            IF(v_da(i)%Voidg.lt.1.0d-3)ltest(2,ix)=ltest(2,ix).and.     &             IF(v_da(i)%Voidg.lt.1.0d-3)ltest(ix)=ltest(ix).and.     &

                                         v_da(i)%Voidg.ge.v_da(i)%Voidg_o                                          v_da(i)%Voidg.ge.v_da(i)%Voidg_o

            IF(v_da(i)%Voidg.gt.0.999d0)ltest(2,ix)=ltest(2,ix).and.    &             IF(v_da(i)%Voidg.gt.0.999d0)ltest(ix)=ltest(ix).and.    &

                                         v_da(i)%Voidg.lt.v_da(i)%Voidg_o                                          v_da(i)%Voidg.lt.v_da(i)%Voidg_o

            ltest(2,ix)=ltest(2,ix).or.(v_da(i)%PPs.gt.pcrit.and.       &             ltest(ix)=ltest(ix).or.(v_da(i)%PPs.gt.pcrit.and.       &

                        v_da(i)%PPs_o.gt.pcrit)                         v_da(i)%PPs_o.gt.pcrit)

      REAL(8) aa11(1),a1m(1),am1(1),amm(1),coef(1),solnx(1)       REAL(8) aa11(1),a1m(1),am1(1),amm(1),coef(1),solnx(1)

      INTEGER ibot21(2,1),ibprfl(2,1),indblk(2,1),indnzc(2,1),indnzr(2, &       INTEGER ibot21(1),ibprfl(1),indblk(1),indnzc(1),indnzr(1), &

      1),ipivot(2,1),itop21(2,1),itprfl(2,1),lda11v(2,1),locbgn(2,1),   &       ipivot(1),itop21(1),itprfl(1),lda11v(1),locbg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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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eord(2,1),lrinv(2,1),mapa(2,1),ndx11(2,1),nvblkv(2,1),nnzcol(2, &       lreord(1),lrinv(1),mapa(1),ndx11(1),nvblkv(1),nnzcol(1), &

      1),nnzrow(2,1),nzcptr(2,1),nzrptr(2,1)       nnzrow(1),nzcptr(1),nzrptr(1)

      EQUIVALENCE(aa11(1),a1m(1),am1(1),amm(1),coef(1),fa(1)),(ibot21(1,&       EQUIVALENCE(aa11(1),a1m(1),am1(1),amm(1),coef(1),fa(1)),&

      1),ibprfl(1,1),indblk(1,1),indnzc(1,1),indnzr(1,1),ipivot(1,1),   &       (ibot21(1),ibprfl(1),indblk(1),indnzc(1),indnzr(1),ipivot(1),   &

      itop21(1,1),itprfl(1,1),lda11v(1,1),locbgn(1,1),lreord(1,1),ia(1, &       itop21(1),itprfl(1),lda11v(1),locbgn(1),lreord(1),ia(1)), &

      1)),(lrinv(1,1),mapa(1,1),ndx11(1,1),nvblkv(1,1),nnzcol(1,1),     &       (lrinv(1),mapa(1),ndx11(1),nvblkv(1),nnzcol(1),     &

      nnzrow(1,1),ia(1,1)),(nzcptr(1,1),nzrptr(1,1),ia(1,1)),(solnx(1), &       nnzrow(1),ia(1)),(nzcptr(1),nzrptr(1),ia(1)),(solnx(1), &

      fa(1))       fa(1))

         ENDIF          ENDIF

         isptr(2,j_da(m)%idxScrJun(2))=is+(m-i)*2          isptr(j_da(m)%idxScrJun(2))=is+(m-i)*2

            coefv(idg)=1.0d0             coefv(idg)=1.0d0

            sourcv(isptr(2,ix))=j_da(i)%Vfj             sourcv(isptr(ix))=j_da(i)%Vfj

            sourcv(isptr(2,ix)+1)=j_da(i)%Vgj             sourcv(isptr(ix)+1)=j_da(i)%Vgj

InitComponent.F90
32 bit 64 bit

      INTEGER index,istmry,ist_tblx(2,1)       INTEGER index,istmry,ist_tblx(1) !kdk 64

      POINTER(ipt_st,ist_tblx)       INTEGER iscr !kdk 64 added

      REAL scr !kdk 64 added

      EQUIVALENCE (scr,iscr) !kdk 64 added

          st_tblx(ist+i)=0.0d0           st_tblx(ist+i)=0.0d0

          scr=st_tblx(ist+i) !kdk 64 added

          ist_tblx(ist+i)=iscr !kdk 64 added

         ist_tblx(2,ist+v_da(i)%FluidType(2))=1          ist_tblx(ist+v_da(i)%FluidType(2))=1

         iscr=ist_tblx(ist+v_da(i)%FluidType(2))

         st_tblx(ist+v_da(i)%FluidType(2))=scr !kdk 64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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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unit=sth2xt,file=tpfnam(n)(i+1:lenlfn),status='old',form=&          OPEN(unit=sth2xt,file=tpfnam(n)(i+1:lenlfn),status='old',form=&

             'unformatted',iostat=k)              'unformatted',iostat=k,convert='little_endian')

         pntr_=LOC(stv_da(1))          pntr_=LOC(stv_da(1))

         len_zero=v_hd%nVols(2)*ISHFT((LOC(stv_da(2))-LOC(stv_da(1))),-2)          len_zero=v_hd%nVols(2)*ISHFT((LOC(stv_da(2))-LOC(stv_da(1))),-3) 

               izero_=0                izero_=0

               pntr_=pntr_+4                pntr_=pntr_+8 !kdk 64

      ALLOCATE(cmp_dax(cmp_hd%nComp(2)))       ALLOCATE(cmp_dax(cmp_hd%nComp)) !kdk 64

      ALLOCATE(cmp_tblx(cmp_hd%nComp(2)))       ALLOCATE(cmp_tblx(cmp_hd%nComp)) !kdk 64

  324 CALL polat(cmp_da(kk)%tdp%tableEntry,cmp_tbl(kk)%Table,ain,xv,err)   324 CALL polat_(cmp_da(kk)%tdp%tableEntry,cmp_tbl(kk)%Table,ain,xv,err)

      INTEGER ipmtbl(2,1),icp       INTEGER ipmtbl(1),icp !kdk 64

      POINTER(ipt_1,ipmtbl)       POINTER(ipt_1,ipmtbl)

      ix=ipmtbl(2,ixp)       ix=ipmtbl(ixp) !kdk 64

      IF(ix.ne.0) GOTO 215       IF(ix.ne.0) GOTO 215

      INTEGER ipropn(2,36),isn(2,36)       INTEGER ipropn(36),isn(36) !kdk 64

      LOGICAL lpropn(2,36),lsn(2,36)       LOGICAL(8) lpropn(36),lsn(36) !kdk 64

      EQUIVALENCE(s(1),isn(1,1),lsn(1,1)),(prop(1),ipropn(1,1),lpropn(1,&       EQUIVALENCE(s(1),isn(1),lsn(1)),(prop(1),ipropn(1),lpropn(1))

      1))

      EQUIVALENCE(ipx(1,1),px(1))       EQUIVALENCE(ipx(1),px(1)) !kdk 64

               ipx(2,5)=cmp_da(n)%OctabtNumber                ipx(5)=cmp_da(n)%OctabtNumber !kdk 64

                  ipx(2,1)=j_da(j)%rstFlag(2)/1000000                   ipx(1)=j_da(j)%rstFlag(2)/1000000

                  ipx(2,2)=j_da(j)%rstFlag(2)-ipx(2,1) * 1000000                   ipx(2)=j_da(j)%rstFlag(2)-ipx(1)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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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zeNewM.F90
32 bit 64 bit

      INTEGER i,ii,iix,ir,it,ivar(2,8),j,jx,jy,k,l,m,ncinc,pckcod(2)       INTEGER i,ii,iix,ir,it,ivar(8),j,jx,jy,k,l,m,ncinc,pckcod(2)

      REAL(8) conv,ctrq,hold,var(8)       REAL(8) conv,ctrq,hold,var(8)

      EQUIVALENCE(ivar(1,1),var(1))       EQUIVALENCE(ivar(1),var(1))

         ivar(2,4*k-3)=ctl_da(i)%CompntNum(2)          ivar(4*k-3)=ctl_da(i)%CompntNum(2)

         var(4*k-2)=ctl_da(i)%cName          var(4*k-2)=ctl_da(i)%cName

      INTEGER rkdeni(2),rknscr(2),rkvoln(2),rkhtno(2),rknden(2),     &       INTEGER rkdeni(2),rknscr(2),rkvoln(1),rkhtno(1),rknden(2),       &

               rknscr(2*(jp+1))=k                rknscr(jp+1)=k !kdk x64 080118

               l=rknscr(2*jp)-10000      ! Control variable number                l=rknscr(jp)-10000      ! Control variable number 

         iptatp=rkhtno(2*(jp+1))          iptatp=rkhtno(jp+1) !kdk x64 080121

      INTEGER i,ibuf(2,1),info(2,3),in,iv,ive,ix,iy,j,k,kl,l,len,lx,    &       INTEGER i,ibuf(1),info(3),in,iv,ive,ix,iy,j,k,kl,l,len,lx,    &

              m,n,num,num1               m,n,num,num1

      EQUIVALENCE(xnfo(1),info(1,1))       EQUIVALENCE(xnfo(1),info(1))

      DO i=1,cmp_hd%nComp(2)       DO i=1,cmp_hd%nComp !(2) kdk 64

         IF(cmp_da(i)%type(2).ne.4) GOTO 16          IF(cmp_da(i)%type(2).ne.4) GOTO 16

         ibuf(2,k)=cmp_da(i)%number(2)          ibuf(k)=cmp_da(i)%number(2)

         ibuf(2,k+1)=ibuf(2,k)          ibuf(k+1)=ibuf(k)

         ibuf(2,k+2)=ibuf(2,k)          ibuf(k+2)=ibu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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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2,2)=j-ix       info(2)=j-ix

      info(2,3)=info(2,2)/2+1       info(3)=info(2)/2+1

      filsiz(17)=info(2,2)       filsiz(17)=info(2)

InputDataProcessM.F90
32 bit 64 bit

  INTEGER i,ii,in,inp8,ix,ixe,j,l3a(10),l3w(8),info(2,3),len,n3,n4,n4a,nerr       INTEGER i,ii,in,inp8,ix,ixe,j,l3a(10),l3w(8),info(3),len,n3,n4,n4a,nerr

      EQUIVALENCE(rnfo(1),info(1,1))       EQUIVALENCE(rnfo(1),info(1))

      fa(j+1)=strip_dax(item)%alf       fa(j+1)=strip_dax(item)%alf

      ia(2,j+2)=strip_dax(item)%num(2)       ia(j+2)=strip_dax(item)%num(2)

      info(2,2)=filsiz(2)/3+2       info(2)=filsiz(2)/3+2

      info(2,3)=0       info(3)=0

      filsiz(3)=2*info(2,2)       filsiz(3)=2*info(2)

      INTEGER l3a(7),l3b(10),iw(2,11),itrec(2,10)       INTEGER l3a(7),l3b(10),iw(11),itrec(10)

      REAL(8) rw(11),strec(10),iv       REAL(8) rw(11),strec(10),iv

      EQUIVALENCE(rw(1),iw(1,1)),(strec(1),itrec(1,1))       EQUIVALENCE(rw(1),iw(1)),(strec(1),itrec(1))

      READ(ctitle(82:105),'(3a8)')(strec(i),i=7,9)       READ(ctitle(82:105),'(3a8)')(strec(i),i=7,9)

      itrec(2,10)=iw(2,10)       itrec(10)=iw(10)

            DO 10 m=1,l3a(6)             DO 10 m=1,l3a(6)

               r_hlp(k)%ia(2)=iscr(2,m)                r_hlp(k)%ia(2)=iscr(m)

               k=k+1                k=k+1

InterphaseDrag.F90
32 bit 64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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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mpj(2,ix)=0             flompj(ix)=0

            ireg(2,ix)=0             ireg(ix)=0

InterphaseHTC.F90
32 bit 64 bit

            xliqh(ix)=0.0d0 ;           xvaph(ix)=0.0d0             xliqh(ix)=0.0d0 ;           xvaph(ix)=0.0d0

            nmapp(2,ix)=0.0d0             nmapp(ix)=0.0d0

            ivert(2,ix)=0             ivert(ix)=0

            ipack=0             ipack=0

            nvalhx(2,ix)=(v_da(i)%P.ge.pcrit.or.(v_da(i)%Voidg.eq.0.0d0 &             nvalhx(ix)=(v_da(i)%P.ge.pcrit.or.(v_da(i)%Voidg.eq.0.0d0 &

                         .and.v_da(i)%Voidf.eq.0.0d0).or.(v_da(i)%Voidf &                          .and.v_da(i)%Voidf.eq.0.0d0).or.(v_da(i)%Voidf &

            j=lv_da(issys)%lvptr(2,ll)             j=lv_da(issys)%lvptr(2,ll)

            lgg1(2,ix)=.true.             lgg1(ix)=.true.

MARS30.F90
32 bit 64 bit

      USE DFLIB       USE IFPORT

      INTEGER(4) handle       INTEGER(KIND=INT_PTR_KIND( )) handle

ReadComponentM.F90
32 bit 64 bit

      REAL(8) xinit(25),fr(6)       REAL(8) xinit(25),fr(6)

      EQUIVALENCE(init(1,1),xinit(1))       EQUIVALENCE(init(1),xin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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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3=init(2,1)+1       i3=init(1)+1

      REAL(8) xinit(792),fr3(2),xcr(1089)       REAL(8) xinit(792),fr3(2),xcr(1089)

      EQUIVALENCE(init(1,1),xinit(1)),(iscr(1,1),xcr(1))       EQUIVALENCE(init(1),xinit(1)),(iscr(1),xcr(1))

   11 nv=iscr(2,1)    11 nv=iscr(1) !kdk 64

      INTEGER ipmtbl(2,1),ipmvtl(2,1)       INTEGER ipmtbl(1),ipmvtl(2,1) !kdk x64 080118

      DO kxt=ix,ixe       DO kxt=ix,ixe

         ipmtbl(2,kxt) = 0          ipmtbl(kxt) = 0 !kdk x64 080118

      ENDDO       ENDDO

  665 cmp_dax(i)%pmp%speedTbl(1)=init(2,2)   665 cmp_dax(i)%pmp%speedTbl(1)=init(2)

      INTEGER l3dd(12),ic3xv(2,9)       INTEGER l3dd(12),ic3xv(9)

      REAL(8) c3xv(9)       REAL(8) c3xv(9)

      EQUIVALENCE (c3xv(1),ic3xv(1,1))       EQUIVALENCE (c3xv(1),ic3xv(1))

      cmp_dax(i)%tdp%tableEntry(2)=0       cmp_dax(i)%tdp%tableEntry=0 !kdk x64 080118

      cmp_dax(i)%tdp%tableType(2)=0       cmp_dax(i)%tdp%tableType(2)=0

      cmp_dax(i)%tdp%tableNum(2)=0       cmp_dax(i)%tdp%tableNum=0 !kdk x64 080118

      cmp_dax(i)%tdp%lastIndex(2)=0       cmp_dax(i)%tdp%lastIndex=0 !kdk x64 080118

      j_dax(ij)%volFrom(2)=init(2,1)       j_dax(ij)%volFrom(2)=init(1)

      j_dax(ij)%volTo(2)=init(2,2)       j_dax(ij)%volTo(2)=init(2)

      INTEGER l3a(18),l3b(8),l3c(10),l3d(14),l3h(9),init(2,12),iscr(2,  &       INTEGER l3a(18),l3b(8),l3c(10),l3d(14),l3h(9),init(12),iscr(1089)

      1089)

      REAL(8) xinit(12),fr(5),xcr(1089)       REAL(8) xinit(12),fr(5),xcr(1089)

      EQUIVALENCE(init(1,1),xinit(1)),(iscr(1,1),xcr(1))       EQUIVALENCE(init(1),xinit(1)),(iscr(1),x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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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3a(6).lt.10)init(2,10)=1       IF(l3a(6).lt.10)init(10)=1

      IF(l3a(6).lt.11)xinit(11)=0.0d0       IF(l3a(6).lt.11)xinit(11)=0.0d0

      iht=init(2,9)/1000000       iht=init(9)/1000000

      init(2,9)=init(2,9)-1000000*iht       init(9)=init(9)-1000000*iht

         init(2,1)=v_dax(iv)%SaveBtFlag          init(1)=v_dax(iv)%SaveBtFlag

         ibor=init(2,1)/10          ibor=init(1)/10

         i2=init(2,1)-10*ibor+1          i2=init(1)-10*ibor+1

      INTEGER l3a(10),l3b(10),l3c(9),init(2,6)       INTEGER l3a(10),l3b(10),l3c(9),init(6) !kdk 64

      REAL(8) xinit(6)       REAL(8) xinit(6)

      EQUIVALENCE(init(1,1),xinit(1))       EQUIVALENCE(init(1),xinit(1)) !kdk 64

ReadNewProblemM.F90
32 bit 64 bit

      REAL(8) x_icvd(6)       REAL(8) x_icvd(6)

      INTEGER ix_icvd(2,6)       INTEGER ix_icvd(6)

      EQUIVALENCE(ix_icvd(1,1),x_icvd(1))       EQUIVALENCE(ix_icvd(1),x_icvd(1))

      ctl_tblx(i)%var(1)%numVRC(2)=init(2,2)       ctl_tblx(i)%var(1)%numVRC(2)=init(2)

      ctl_tblx(i)%var(1)%Pickup(2,1)=0       ctl_tblx(i)%var(1)%Pickup(2,1)=0

      REAL(8) scr(5),tbout(4)       REAL(8) scr(5),tbout(4)

      INTEGER l3a(11),l3b(9),iscr(2,5)       INTEGER l3a(11),l3b(9),iscr(5)

      EQUIVALENCE(scr(1),iscr(1,1))       EQUIVALENCE(scr(1),iscr(1))

  118 CONTINUE   118 CONTINUE

      filsiz(8)=filsiz(8)+iscr(2,1)       filsiz(8)=filsiz(8)+is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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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dax(kx)%HsNo(2)=nhh       h_dax(kx)%HsNo(2)=nhh

      h_dax(kx)%AxMsNo(2)=iscr(2,1)       h_dax(kx)%AxMsNo(2)=iscr(1)

      h_dax(kx)%NoHtMesh(2)=iscr(2,2)       h_dax(kx)%NoHtMesh(2)=iscr(2)

      igeom=iscr(2,3)       igeom=iscr(3)

      h_dax(kx)%GeoTyp=iscr(2,3)       h_dax(kx)%GeoTyp=iscr(3)

      h_dax(kx)%isInitFlg=.true.       h_dax(kx)%isInitFlg=.true.

      IF(iscr(2,4).eq.1)h_dax(kx)%isStdFlg=.true.       IF(iscr(4).eq.1)h_dax(kx)%isStdFlg=.true.

   57    iscr(2,i+2)=iscr(2,i+2)+iscr(2,i+3) * 2**(24)    57    iscr(i+2)=iscr(i+2)+iscr(i+3) * 2**(24)

         IF(iscr(2,i+3).ne.0)then          IF(iscr(i+3).ne.0)then

            scr(i+3)=scr(i+4)             scr(i+3)=scr(i+4)

      EQUIVALENCE(temp(1),itm(1,1)),(ktem(1),ics(14)),(irmw(1,1),rmw(1))&       EQUIVALENCE(temp(1),itm(1)),(ktem(1),ics(14)),(irmw(1),rmw(1))&

      ,(isc7(1,1),sc7(1))       ,(isc7(1),sc7(1))

      INTEGER i_dum1,i_dum2,i_dum3,ia_tmp(2,100),ierr,htgskp       INTEGER i_dum1,i_dum2,i_dum3,ia_tmp(100),ierr,htgskp

      REAL (8) fa_tmp(100)       REAL (8) fa_tmp(100)

      EQUIVALENCE (ia_tmp(1,1),fa_tmp(1))       EQUIVALENCE (ia_tmp(1),fa_tmp(1))

      IF(uniti.neqv.unito)temp(1)=h_dax(idx)%GapIniP/6.894757d3       IF(uniti.neqv.unito)temp(1)=h_dax(idx)%GapIniP/6.894757d3

      h_dax(idx)%HtGapRef(2,1)=itm(2,2)       h_dax(idx)%HtGapRef(2,1)=itm(2)

      jj=1       jj=1

      ics(jj)=abs(h_tblx(idx)%itv(1)%CmpsNo(2,1))       ics(jj)=abs(h_tblx(idx)%itv(1)%CmpsNo(1))

      ics(jj+3)=1       ics(jj+3)=1

      REAL(8) xr2(25)       REAL(8) xr2(25)

      INTEGER ixr2(2,25),next,locs,ndata       INTEGER ixr2(25),next,locs,ndata

      EQUIVALENCE(ixr2(1,1),xr2(1))       EQUIVALENCE(ixr2(1),xr2(1))

         time_3dk=xr2(4)          time_3dk=x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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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_rx_trip(1)=ixr2(2,5)          i_rx_trip(1)=ixr2(5)

         DO j=1,(ndata-2)/2          DO j=1,(ndata-2)/2

            fb_M(ixr2(2,1),ixr2(2,2))%hsnoG(j)=ixr2(2,2*j+1)             fb_M(ixr2(1),ixr2(2))%hsnoG(j)=ixr2(2*j+1)

            fb_M(ixr2(2,1),ixr2(2,2))%hswtG(j)=xr2(2*j+2)             fb_M(ixr2(1),ixr2(2))%hswtG(j)=xr2(2*j+2)

         ENDDO          ENDDO

      INTEGER i,idat(2,10),inp10,ix,j,l,ll(2),n3,n4,nsys,nt,nnum       INTEGER i,idat(10),inp10,ix,j,l,ll(2),n3,n4,nsys,nt,nnum

      REAL(8) alt,blank,ft,grav,none,xft,rdat(10)       REAL(8) alt,blank,ft,grav,none,xft,rdat(10)

      EQUIVALENCE(rdat(1),idat(1,1))       EQUIVALENCE(rdat(1),idat(1))

            sys_dax(i)%SysRefVol(2)=idat(2,1)             sys_dax(i)%SysRefVol(2)=idat(1)

            sys_dax(i)%SysElev(1)=rdat(2)             sys_dax(i)%SysElev(1)=rdat(2)

      INTEGER l3c(9),jscr(2,200)       INTEGER l3c(9),jscr(200)

      INTEGER l3a(10),l3b(9),iscr(2,3)       INTEGER l3a(10),l3b(9),iscr(4)

      REAL(8) scr(200),xcr(4)       REAL(8) scr(200),xcr(4)

      EQUIVALENCE(jscr(1,1),scr(1)),(xcr(1),iscr(1,1))       EQUIVALENCE(jscr(1),scr(1)),(xcr(1),iscr(1))

      IF(l3c(6).le.0) GOTO 58       IF(l3c(6).le.0) GOTO 58

      m_dax(i)%mtbl(2,1)=iscr(2,2)-1       m_dax(i)%mtbl(2,1)=iscr(2)-1

      m_dax(i)%mtbl(2,2)=abs(iscr(2,3))-1       m_dax(i)%mtbl(2,2)=abs(iscr(3))-1

         CALL inp2(r_card(1),mi_dax(j)%mietaf,l3a)          CALL inp2(r_card(1),iscr,l3a)

         mi_dax(j)%mietaf=scr(1)

         mi_dax(j)%mietab(2)=iscr(2)

         mi_dax(j)%mietmin=scr(3)

         mi_dax(j)%mietmax=scr(4)

         mi_dax(j)%win(2)=iscr(5)

         mi_dax(j)%color(2)=iscr(6)

         mi_dax(j)%mietdesc(1)=scr(7)

         mi_dax(j)%mietdesc(2)=sc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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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8) deter,dkron,scr(200),tmp_data(2,9999)       REAL(8) deter,dkron,scr(200),tmp_data(2,9999)

      EQUIVALENCE(iscr(1,1),scr(1))       EQUIVALENCE(iscr(1),scr(1))

         rh_dax(jr)%nrh(2)=abs(iscr(2,1))          rh_dax(jr)%nrh(2)=abs(iscr(1))

         rh_dax(jr)%trmin=scr(2)          rh_dax(jr)%trmin=scr(2)

      INTEGER rknscr(2)       INTEGER rknscr(1) !kdk x64 080118

      POINTER(ptnscr,rknscr)       POINTER(ptnscr,rknscr)

      rkdopi(2*lxp)=2       rkdopi(lxp)=2 !kdk x64 080121

      rkdopi(2*(lxp+1))=l3e(6)       rkdopi(lxp+1)=l3e(6) !kdk x64 080121

      rkdopi(2*(lxp+2))=1       rkdopi(lxp+2)=1 !kdk x64 080121

  125 rkhtno(2*j)=iscr(2,1)   125 rkhtno(j)=iscr(1) !kdk x64 080121

      rkhtno(2*j+2)=0       rkhtno(j+1)=0 !kdk x64 080121

      INTEGER i,len,l3a(9),irstrc(2,10)       INTEGER i,len,l3a(9),irstrc(10) !kdk 64

      REAL(8) frstrc(10),iv(6)       REAL(8) frstrc(10),iv(6)

      EQUIVALENCE(frstrc(1),irstrc(1,1))       EQUIVALENCE(frstrc(1),irstrc(1)) !kdk 64

      INTEGER ha(2*lfsiz)       INTEGER ha(lfsiz)

      EQUIVALENCE(ha(1),fa(1))       EQUIVALENCE(ha(1),fa(1))

      IF(irsno(2,1).ne.-1)THEN       IF(irsno(1).ne.-1)THEN

         IF(allox)THEN          IF(allox)THEN

            IF(irsno(2,1).ne.ia(2,ix+2))THEN             IF(irsno(1).ne.ia(ix+2))THEN

      INTEGER  xia(2,1)       INTEGER  xia(1) !kdk 64

      POINTER(iptvar,xia)       POINTER(iptvar,xia)

         IF(xia(2,i+4).le.0.or.xia(2,i+5).le.0.or.xia(2,i+6).le.0)      &          IF(xia(i+4).le.0.or.xia(i+5).le.0.or.xia(i+6).le.0)ie4=ie4+1 !kdk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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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4=ie4+1          k1=xia(i+4)/1000 !kdk 64

         k1=xia(2,i+4)/1000          k2=xia(i+4)-k1*1000 !kdk 64

         k2=xia(2,i+4)-k1*1000

      IF(iscr(2,3).eq.2)then       IF(iscr(3).eq.2)then !kdk 64

         trp_dax(lp)%TripLatchCode=.true.          trp_dax(lp)%TripLatchCode=.true.

SpecialModel.F90
32 bit 64 bit

      INTEGER iprop(2,36)       INTEGER iprop(36)

      LOGICAL lprop(2,36)       LOGICAL(8) lprop(36)

      EQUIVALENCE(prop(1),iprop(1,1),lprop(1,1))       EQUIVALENCE(prop(1),iprop(1),lprop(1))

      INTEGER ipmtbl(2,1),icp       INTEGER ipmtbl(1),icp !kdk x64 080118

      POINTER(ipt_1,ipmtbl)       POINTER(ipt_1,ipmtbl)

      ix=ipmtbl(2,ixp)       ix=ipmtbl(ixp) !kdk x64 080118

      IF(ix.ne.0) GOTO 215       IF(ix.ne.0) GOTO 215

         IF(cmp_da(i)%vlv%tableNt(2,1).ne.0)then          IF(cmp_da(i)%vlv%tableNt(2,1).ne.0)then

            cvlv(1)=1.0d0             cvlv(1)=1.0d0

TimeStepControlM.F90
32 bit 64 bit

      INTEGER ipx(2,22)       INTEGER ipx(22)

      EQUIVALENCE(px(1),ipx(1,1))       EQUIVALENCE(px(1),ipx(1))

            it=it+2             it=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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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x(2,it-1)=trp_da(i)%rstFlag(2)             ipx(it-1)=trp_da(i)%rstFlag(2)

            px(it)=trp_da(i)%TripTime             px(it)=trp_da(i)%TripTime

      DO j=1,v_hd%nVols(2)       DO j=1,v_hd%nVols(2)

         ipx(2,1)=v_da(j)%VolNo(2)/1000000          ipx(1)=v_da(j)%VolNo(2)/1000000

         ipx(2,2)=v_da(j)%VolNo(2)-ipx(2,1) * 1000000          ipx(2)=v_da(j)%VolNo(2)-ipx(1) * 1000000

TransientAdvanceM.F90
32 bit 64 bit

         DO i=jp,jp+2*(rk_hd%rknsc(2)-1),2          DO i=jp,jp+2*(rk_hd%rknsc(2)-1),2

            IF(rknscr(2*i).lt.1000)then             IF(rknscr(i).lt.1000)then !kdk x64 080121

               k=rknscr(2*(i+1))                k=rknscr(i+1) !kdk x64 080121

               iptatp=rkhtno(2*(i+1))                iptatp=rkhtno(i+1) !kdk x64 080121

               arg=htv_atp                arg=htv_atp

         DO i=jp,jp+3*(rk_hd%rknsfb(2,1)-1),3          DO i=jp,jp+3*(rk_hd%rknsfb(2,1)-1),3

            iptatp=rkhtno(2*(i+1))             iptatp=rkhtno(i+1) !kdk x64 080121

TransientControlM.F90
32 bit 64 bit

      DO j=1,cmp_hd%nComp(2)       DO j=1,cmp_hd%nComp

         IF(cmp_da(j)%type(2).ne.2.and.cmp_da(j)%type(2).ne.18)CYCLE          IF(cmp_da(j)%type(2).ne.2.and.cmp_da(j)%type(2).ne.18)CYCLE

         IF(cmp_da(j)%tdp%tableEntry(2).eq.cmp_da(j)%tdp%tableNum(2))CYCLE          IF(cmp_da(j)%tdp%tableEntry.eq.cmp_da(j)%tdp%tableNum)CYCLE 

VolumeProperty.F90
32 bit 64 bit

      INTEGER iprop(2,36),is(2,36)       INTEGER iprop(36),i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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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CAL lprop(2,36),ls(2,36)       LOGICAL(8) lprop(36),ls(36)

      EQUIVALENCE(lprop(1,1),iprop(1,1),prop(1)),(ls(1,1),is(1,1),s(1))       EQUIVALENCE(lprop(1),iprop(1),prop(1)),(ls(1),is(1),s(1))

         iprop(2,23)=v_da(i)%PropIdx(2)          iprop(23)=v_da(i)%PropIdx(2)

         is(2,23)=v_da(i)%PropIdx(2)          is(23)=v_da(i)%PropIdx(2)

         itype=cmp_da(k)%tdp%tableType(2)+1          itype=cmp_da(k)%tdp%tableType(2)+1

         IF((.not.(v_da(i)%isTdpVol)).and.(.not.(v_da(i)%iaAccum)))then          IF((.not.(v_da(i)%isTdpVol)).and.(.not.(v_da(i)%iaAccum)))then

            ihld1(2,ih1)=i             ihld1(ih1)=i

         IF(mark.eq.262144)v_da(i)%isNewDrvdqtyErr=.true.          IF(mark.eq.262144)v_da(i)%isNewDrvdqtyErr=.true.

         lflag(2,ix)=v_da(i)%PPs_o.ge.pcrit.and.v_da(i)%PPs.lt.pcrit          lflag(ix)=v_da(i)%PPs_o.ge.pcrit.and.v_da(i)%PPs.lt.pcrit

         lflag1=lflag1.or.lflag(2,ix)          lflag1=lflag1.or.lflag(ix)

WallHeatTransfer.F90
32 bit 64 bit

      REAL(8) enmix,envap,s(36),xflow,xmg,qffos,htcfs       REAL(8) enmix,envap,s(36),xflow,xmg,qffos,htcfs

      INTEGER is(2,36)       INTEGER is(36)

      LOGICAL ls(2,36)       LOGICAL(8) ls(36)

      EQUIVALENCE(is(1,1),ls(1,1),s(1))       EQUIVALENCE(is(1),ls(1),s(1))

         prop(1)=min(973.15d0,(tw+v_da(iv)%TsatT)*0.5d0)          prop(1)=min(973.15d0,(tw+v_da(iv)%TsatT)*0.5d0)

         iprop(2,23)=v_da(iv)%PropIdx(2)          iprop(23)=v_da(iv)%PropIdx(2)

fast.h
32 bit 64 bit

      REAL(8) fa        REAL(8) fa  

      INTEGER ia(2,lfsiz)       INTEGER ia(lfsiz) 

      EQUIVALENCE(fa(1),ia(1,1))       EQUIVALENCE(fa(1),i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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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cr1.h
32 bit 64 bit

      INTEGER indzhs(2,1)       INTEGER indzhs(1) 

      REAL(8) htb2(1),htc2(1),htf2(1),htts2(1),httr2(1),htdz(1),htbc2(1)&       REAL(8) htb2(1),htc2(1),htf2(1),htts2(1),httr2(1),htdz(1),htbc2(1)&

      1),fa(4)),(htf2(1),fa(5)),(htts2(1),fa(6)),(htbc2(1),fa(7)),(     &       1),fa(4)),(htf2(1),fa(5)),(htts2(1),fa(6)),(htbc2(1),fa(7)),(     &

      htbd2(1),fa(8)),(htv1(1),fa(9)),(htv2(1),fa(10)),(indzhs(1,1),ia( &
      htbd2(1),fa(8)),(htv1(1),fa(9)),(htv2(1),fa(10)),(indzhs(1),ia(11))       

                                               

      1,11))                                                            

rrkinc.h
32 bit 64 bit

      INTEGER idin(2,10),ix,ld,lde,lim,lx,lxa,lxd,lxl,lxp       INTEGER idin(10),ix,ld,lde,lim,lx,lxa,lxd,lxl,lxp

      EQUIVALENCE(rdin(1),idin(1,1))       EQUIVALENCE(rdin(1),idin(1)) 

scrtch.h
32 bit 64 bit

      INTEGER flomap(2,1),flompj(2,1),ihh1(2,1),ihh2(2,1),ihh3(2,1),    &       INTEGER flomap(1),flompj(1),ihh1(1),ihh2(1),ihh3(1),    &

      ihld1(2,1),ihld10(1),ihld2(2,1),ihld2a(2,1),ihld3(2,1),ihld4(2,1),&       ihld1(1),ihld10(1),ihld2(1),ihld2a(1),ihld3(1),ihld4(1),&

      ihld4a(2,1),ihld5(2,1),ihld6(2,1),ihld7a(2,1),ihld8(2,1),ihld9(2, &       ihld4a(1),ihld5(1),ihld6(1),ihld7a(1),ihld8(1),ihld9(1), &

      1),ip(2,1),ipr(2,1),ireg(2,1),irn(2,1),irnr(2,1),isptr(2,1),ivert(&       ip(1),ipr(1),ireg(1),irn(1),irnr(1),isptr(1),ivert(1),&

      2,1),ivrn(2,1),ja(2,1),jb(2,1),jhld1(2,1),jhld2(2,1),jhld3(2,1),  &       ivrn(1),ja(1),jb(1),jhld1(1),jhld2(1),jhld3(1),  &

      jhld4(2,1),jhld5(2,1),jhld6(2,1),jhld7(2,1),nix(2,1),nmapp(2,1),  &       jhld4(1),jhld5(1),jhld6(1),jhld7(1),nix(1),nmapp(1),  &

      qsater(2,1),qter(2,1)                                                   qsater(1),qter(1)                                             

      INTEGER is23(2,1)       integer i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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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CAL badfw(2,1),lflag(2,1),lflag2(2,1),lgg1(2,1),ltest(2,1),   &       LOGICAL(8) badfw(1),lflag(1),lflag2(1),lgg1(1),ltest(1),   &

      ltest2(2,1),ltest3(2,1),ltestt(2,1),nvalhi(2,1),nvalhx(2,1),pack( &       ltest2(1),ltest3(1),ltestt(1),nvalhi(1),nvalhx(1),pack(1), &

      2,1),stret(2,1),tsater(2,1),tter(2,1)       stret(1),tsater(1),tter(1)

      EQUIVALENCE(ip(1,1),ipr(1,1),irn(1,1),irnr(1,1),ivrn(1,1),ia(1,1))&       EQUIVALENCE(ip(1),ipr(1),irn(1),irnr(1),ivrn(1),ia(1))&

      ,(a25s(1),a51s(1),b1(1),fa(1)),(coefp(1),coefv(1),coefx(1),cvelf( &       ,(a25s(1),a51s(1),b1(1),fa(1)),(coefp(1),coefv(1),coefx(1),cvelf( &

      1),fa(1)),(dbodxv(1),dpstf(1),drho(1),dvelfj(1),fa(1)),(scvjck(1),&       1),fa(1)),(dbodxv(1),dpstf(1),drho(1),dvelfj(1),fa(1)),(scvjck(1),&

      sourcp(1),sourcv(1),tt(1),vvfx(1),fa(1)),(ip(1,1),ipr(1,1),irn(1, &       sourcp(1),sourcv(1),tt(1),vvfx(1),fa(1)),(ip(1),ipr(1),irn(1), &

      1),irnr(1,1),ivrn(1,1),ia(1,1)),(a35s(1),a52s(1),b2(1),cvelg(1),  &       irnr(1),ivrn(1),ia(1)),(a35s(1),a52s(1),b2(1),cvelg(1),  &

      dvelgj(1),fa(2)),(dxkx(1),pres(1),ratio(1),rhov(1),fa(2)),(a53s(1)&       dvelgj(1),fa(2)),(dxkx(1),pres(1),ratio(1),rhov(1),fa(2)),(a53s(1)&

      ,b3(1),conmf(1),cflno(1),dtcrnf(1),fa(3)),(dxlx(1),errm(1),vbar(1)&       ,b3(1),conmf(1),cflno(1),dtcrnf(1),fa(3)),(dxlx(1),errm(1),vbar(1)&

      ,fa(3)),(ihh1(1,1),ia(1,4)),(a54s(1),b4(1),conmg(1),dbodxj(1),    &       ,fa(3)),(ihh1(1),ia(4)),(a54s(1),b4(1),conmg(1),dbodxj(1),    &

      dtcrng(1),errmf(1),fwfaf1(1),fa(4)),(gfwabs(1),ubar(1),voidaa(1), &       dtcrng(1),errmf(1),fwfaf1(1),fa(4)),(gfwabs(1),ubar(1),voidaa(1), &

      fa(4)),(ihh3(1,1),ia(1,5)),(bb5(1),borona(1),cond(1),delxa(1),    &       fa(4)),(ihh3(1),ia(5)),(bb5(1),borona(1),cond(1),delxa(1),    &

      fwfag1(1),hbar(1),fa(5))       fwfag1(1),hbar(1),fa(5))

      EQUIVALENCE(ihh2(1,1),ia(1,6)),(beta(1),boronb(1),conm(1),dpdxfx( &       EQUIVALENCE(ihh2(1),ia(6)),(beta(1),boronb(1),conm(1),dpdxfx( &

      1),fwf1(1),fa(6)),(ugnc(1),fa(6)),(nix(1,1),ia(1,7)),(dpdxgx(1),  &       1),fwf1(1),fa(6)),(ugnc(1),fa(6)),(nix(1),ia(7)),(dpdxgx(1),  &

      ireg(1,1),fwg1(1),kapa(1),fa(7)),(dbodx1(1),scv1(1),ufnc(1),vvgx( &       ireg(1),fwg1(1),kapa(1),fa(7)),(dbodx1(1),scv1(1),ufnc(1),vvgx( &

      1),fa(7)),(lgg1(1,1),ltest(1,1),ia(1,8)),(cp(1),dbodx2(1),scv2(1),&       1),fa(7)),(lgg1(1),ltest(1),ia(8)),(cp(1),dbodx2(1),scv2(1),&

      fa(8)),(ltest2(1,1),qual(1),scv3(1),fa(9)),(fwf2(1),ltest3(1,1),  &       fa(8)),(ltest2(1),qual(1),scv3(1),fa(9)),(fwf2(1),ltest3(1),  &

      psat(1),rfvfrc(1),fa(10)),(scv4(1),sinbt(1),fa(10)),(rgvgrc(1),   &       psat(1),rfvfrc(1),fa(10)),(scv4(1),sinbt(1),fa(10)),(rgvgrc(1),   &

      EQUIVALENCE(is23(1,1),ia(1,23))       EQUIVALENCE(is23(1),ia(23))

      EQUIVALENCE(jhld1(1,1),ia(1,31)),(sourca(1),fa(31)),(jhld2(1,1),  &       EQUIVALENCE(jhld1(1),ia(31)),(sourca(1),fa(31)),(jhld2(1),  &

      tter(1,1),ia(1,32)),(sourcg(1),fa(32)),(ja(1,1),jhld3(1,1),ia(1,  &       tter(1),ia(32)),(sourcg(1),fa(32)),(ja(1),jhld3(1),ia(33)),  &

      33)),(sourcf(1),fa(33)),(jb(1,1),jhld4(1,1),ia(1,34)),(sourcm(1), &       (sourcf(1),fa(33)),(jb(1),jhld4(1),ia(34)),(sourcm(1), &

      fa(34)),(jhld5(1,1),ia(1,35)),(sourcn(1),fa(35)),(jhld6(1,1),qter(&       fa(34)),(jhld5(1),ia(35)),(sourcn(1),fa(35)),(jhld6(1),qter(1),&

      1,1),ia(1,36)),(jhld7(1,1),ia(1,37)),(hgfc(1),fa(38)),(hgfc1(1),  &       ia(36)),(jhld7(1),ia(37)),(hgfc(1),fa(38)),(hgfc1(1),  &

      fa(39)),(lflag2(1,1),ia(1,40)),(dxk(1),fricfj(1),fa(40))       fa(39)),(lflag2(1),ia(40)),(dxk(1),fricfj(1),fa(40))



- 392 -

      EQUIVALENCE(lflag(1,1),ia(1,41)),(fricgj(1),dtsf(1),dxl(1),fa(41))&       EQUIVALENCE(lflag(1),ia(41)),(fricgj(1),dtsf(1),dxl(1),fa(41))&

      ,(ihld1(1,1),ia(1,42)),(dtsg(1),fa(42)),(ihld2(1,1),ia(1,43)),(   &       ,(ihld1(1),ia(42)),(dtsg(1),fa(42)),(ihld2(1),ia(43)),(   &

      hfg(1),fa(43)),(badfw(1,1),ihld3(1,1),pack(1,1),ia(1,44)),(rhfg(1)&       hfg(1),fa(43)),(badfw(1),ihld3(1),pack(1),ia(44)),(rhfg(1)&

      ,fa(44)),(aterm(1),avelf(1),a11(1),ncrosk(1),tnmins(1),fa(45)),(  &       ,fa(44)),(aterm(1),avelf(1),a11(1),ncrosk(1),tnmins(1),fa(45)),(  &

      ihld5(1,1),ia(1,46)),(a12(1),bterm(1),ncrosl(1),rhocpf(1),tnplus( &       ihld5(1),ia(46)),(a12(1),bterm(1),ncrosl(1),rhocpf(1),tnplus( &

      1),fa(46)),(ihld6(1,1),ia(1,47)),(axvelf(1),dxx(1),fracal(1),     &       1),fa(46)),(ihld6(1),ia(47)),(axvelf(1),dxx(1),fracal(1),     &

      vpgnx(1),xliqh(1),fa(47)),(ihld9(1,1),ia(1,48)),(a14(1),bxvelg(1),&       vpgnx(1),xliqh(1),fa(47)),(ihld9(1),ia(48)),(a14(1),bxvelg(1),&

      rhofa(1),xvaph(1),fa(48)),(ihld8(1,1),ihld10(1),ia(1,49)),(a15(1),&       rhofa(1),xvaph(1),fa(48)),(ihld8(1),ihld10(1),ia(49)),(a15(1),&

      rhoga(1),trmm(1),fa(49))       rhoga(1),trmm(1),fa(49))

      EQUIVALENCE(ihld7a(1,1),ia(1,50)),(a21(1),trmm1(1),vpgen(1),fa(50)&       EQUIVALENCE(ihld7a(1),ia(50)),(a21(1),trmm1(1),vpgen(1),fa(50)&

      ),(a22(1),higc(1),tsat(1),vrxg(1),fa(51)),(a23(1),higc1(1),ps(1), &       ),(a22(1),higc(1),tsat(1),vrxg(1),fa(51)),(a23(1),higc1(1),ps(1), &

      (a25(1),hifc1(1),rfvfj(1),us(1),fa(54)),(a31(1),frlmf1(1),higsub( &       (a25(1),hifc1(1),rfvfj(1),us(1),fa(54)),(a31(1),frlmf1(1),higsub( &

      1),rgvgj(1),fa(55)),(ltestt(1,1),ia(1,56)),(a32(1),dtsfm(1),      &       1),rgvgj(1),fa(55)),(ltestt(1),ia(56)),(a32(1),dtsfm(1),      &

      frlmg1(1),fa(56)),(a33(1),dtsgms(1),fricfk(1),frtrf1(1),fa(57)),( &       frlmg1(1),fa(56)),(a33(1),dtsgms(1),fricfk(1),frtrf1(1),fa(57)),( &

      EQUIVALENCE(a1(1),kapags(1),psmf(1),timinv(1),fa(70)),(areav(1),  &       EQUIVALENCE(a1(1),kapags(1),psmf(1),timinv(1),fa(70)),(areav(1),  &

      a2(1),cpfs(1),psmg(1),tcouri(1),fa(71)),(nmapp(1,1),ia(1,72)),(a3(&       a2(1),cpfs(1),psmg(1),tcouri(1),fa(71)),(nmapp(1),ia(72)),(a3(&

      1),cpgs(1),psld(1),fa(72)),(ivert(1,1),ia(1,73)),(a4(1),sumf(1),  &       1),cpgs(1),psld(1),fa(72)),(ivert(1),ia(73)),(a4(1),sumf(1),  &

      fa(73)),(nvalhi(1,1),ia(1,74)),(a5(1),sumg(1),fa(74)),(nvalhx(1,1)&       fa(73)),(nvalhi(1),ia(74)),(a5(1),sumg(1),fa(74)),(nvalhx(1)&

      ,ia(1,75)),(entfs(1),gxa(1),high(1),sumold(1),fa(75)),(diff(1),   &       ,ia(75)),(entfs(1),gxa(1),high(1),sumold(1),fa(75)),(diff(1),   &

      entgs(1),fxa(1),hifh(1),fa(76)),(difg(1),paa(1),vfa(1),fa(77)),(  &       entgs(1),fxa(1),hifh(1),fa(76)),(difg(1),paa(1),vfa(1),fa(77)),(  &

      difold(1),fanms(1),pbb(1),fa(78)),(agxa(1),figj(1),taa(1),fa(79))       difold(1),fanms(1),pbb(1),fa(78)),(agxa(1),figj(1),taa(1),fa(79))

      EQUIVALENCE(agrg(1),dx(1),tbb(1),fa(80)),(ff(1),fa(81)),(tsater(1,&       EQUIVALENCE(agrg(1),dx(1),tbb(1),fa(80)),(ff(1),fa(81)),(tsater(1),&

      1),ia(1,82)),(gg(1),fa(82)),(sathfx(1),vga(1),fa(83)),(sathgx(1), &       ia(82)),(gg(1),fa(82)),(sathfx(1),vga(1),fa(83)),(sathgx(1), &

      fa(84)),(hsgf(1),fa(85)),(qsater(1,1),ia(1,86)),(agug(1),voidga(1)&       fa(84)),(hsgf(1),fa(85)),(qsater(1),ia(86)),(agug(1),voidga(1)&

      ,fa(86)),(afuf(1),fifj(1),fa(87)),(afrf(1),voidfa(1),fa(88)),(    &       ,fa(86)),(afuf(1),fifj(1),fa(87)),(afrf(1),voidfa(1),fa(88)),(    &

      velfjs(1),fa(102)),(rhogs(1),velgjs(1),fa(103)),(tf(1),fa(104)),( &       velfjs(1),fa(102)),(rhogs(1),velgjs(1),fa(103)),(tf(1),fa(104)),( &

      ttg(1),fa(105)),(kapaff(1),fa(106)),(kapagg(1),fa(107)),(ihld2a(1,&       ttg(1),fa(105)),(kapaff(1),fa(106)),(kapagg(1),fa(107)),(ihld2a(1),&

      1),ia(1,108)),(ihld4a(1,1),ia(1,109))       ia(108)),(ihld4a(1),ia(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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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CE(sourcq(1),fa(111)),(soura(1),fa(112)),(ihld4(1,1),ia( &       EQUIVALENCE(sourcq(1),fa(111)),(soura(1),fa(112)), &

      1,113)),(sourn(1),fa(113)),(isptr(1,1),ia(1,118))       (ihld4(1),ia(113)),(sourn(1),fa(113)),(isptr(1),ia(118))

      EQUIVALENCE(aviscf(1),vrug(1),fa(141)),(aviscg(1),vruf(1),fa(142))&       EQUIVALENCE(aviscf(1),vrug(1),fa(141)),(aviscg(1),vruf(1),fa(142))&

      EQUIVALENCE(avisgs(1),lrhof(1),fa(150)),(pmhig(1),fa(151)),(pshig(&       EQUIVALENCE(avisgs(1),lrhof(1),fa(150)),(pmhig(1),fa(151)),(pshig(&

      1),fa(152)),(avrf(1),fa(153)),(avrg(1),fa(154)),(stret(1,1),ia(1, &       1),fa(152)),(avrf(1),fa(153)),(avrg(1),fa(154)),(stret(1),ia(155))

      155))

      EQUIVALENCE(drivew(1),flomap(1,1),flompj(1,1),ia(1,172)),(jtdjsg( &       EQUIVALENCE(drivew(1),flomap(1),flompj(1),ia(172)),(jtdjsg(1), &

      1),fa(173)),(jtdjsf(1),fa(174)),(jtdjdg(1),rvcrit(1),fa(175)),(   &       fa(173)),(jtdjsf(1),fa(174)),(jtdjdg(1),rvcrit(1),fa(175)),(   &

      jtdjdf(1),fa(176)),(jetjsg(1),fa(177)),(dstar(1),jetjsf(1),fa(178)&       jtdjdf(1),fa(176)),(jetjsg(1),fa(177)),(dstar(1),jetjsf(1),fa(178)&

stcom.h
32 bit 64 bit

      INTEGER lstcom       INTEGER lstcom

      PARAMETER (lstcom=15)       parameter  ( lstcom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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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ULE 모듈

Module은 모든 광역변수를 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Module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Module 프로그램에서는 정수 변수가

실수 변수와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정수 변수는 길이 2의 벡터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벡터로 정의된 정수의 대부분은 단지 메모리 차지 영역을 실수와 맞추

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2개의 정수 중 한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정수 벡터 중 하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금번 64 bit 운영체계로 변경하는 작업 중에는 일부 정수 변수만 2개 길기의 벡터를 한

개로 정수로 변경하였다. 모두 변경하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지만 많은 시간 소

요되기 때문에 다음 3개 module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Ÿ cmp_dat, gen_tblc, ht_scrm

수정된 내용은 첨부 C에 기존 32 bit형 MARS코드의 Module 모듈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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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_dat.F90
32 bit 64 bit

         TYPE CMP_HEADER          TYPE CMP_HEADER

            INTEGER nComp(2)             INTEGER nComp !kdk 64

         END TYPE          END TYPE

   REAL(8) alpVR    REAL(8) alpVR

   INTEGER numVR(2),nctpc(2,2),tableType(2),tableEntry(2),tableNum(2), &    INTEGER numVR(2),nctpc(2,2),tableType(2),tableEntry,tableNum, & !kdk x64 080118

           lastIndex(2),SDBInfo(8)            lastIndex,SDBInfo(8) !kdk x64 080118

gen_tblc.F90
32 bit 64 bit

             REAL(8) TblArg,TblValue              REAL(8) TblArg,TblValue

             INTEGER TblType(2),TblInfo(2,3)              INTEGER TblType(2),TblInfo(3) !kdk x64 080116

             REAL(8), POINTER :: TblData(:)              REAL(8), POINTER :: TblData(:)

ht_srcm.F90
32 bit 64 bit

            REAL(8) GapIntW,SrcFacV,VolWeiT  ! repeated nr times             REAL(8) GapIntW,SrcFacV,VolWeiT  ! repeated nr times

            INTEGER CmpsNo(2,2)           ! repeated (nr-1) times             INTEGER CmpsNo(2)           ! repeated (nr-1) times 

            REAL(8) SrfWei,VolWeiR,VolWeiL ! repeated (nr-1) times           
                                      

            REAL(8) SrfWei,VolWeiR,VolWeiL ! repeated (nr-1) times                      
                           

표 3.6.3.3 기존 32 bit 운영체계의 MARS코드와 수정된 MODULE모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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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 시험

64 bit 운영체계에 적합하도록 변경된 MARS 코드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기존

32 bit 운영체계의 MARS코드의 계산결과와 64 bit 운영체계용 MARS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

하였다. 비교 계산은 MARS코드 배포시 제공되는 sample input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비교 계

산은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결과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형적인 문제에 대

해 비교 계산을 수행함으로 대부분의 MARS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계산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64 bit 운영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MARS의 적합성 시험은 bit operation 등 변경

에 오류가 수반되기 쉬운 Envrl 모듈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를 이용한 시험으

로 변경된 부분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을 위해 선정한 MARS의 문제

는 다음과 같다.

Ÿ water fill and drain problem

Ÿ manometer problem

Ÿ typical PWR small LOCA problem

32 bit 운영체계의 MARS 코드도 실수 계산은 double precision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64 bit

운영체계로 타당하게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64 bit 계산 체계로

변경시 일부는 분량이 너무 많아 변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128 bit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유사한 결과는 보장이 되지만 동일한 결과로 계산 되지 않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1) Water fill and drain problem

첫 번째 시험은 MARS코드의 견본 문제 중에 하나인 20개의 제어체적으로 모델된 수직관의

하부에서 과냉의 물을 채웠다가 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입력 처리, 증기표의 interpolation 및

matrix 계산 등 Envrl의 많은 부분을 점검하기 적합한 문제이면서 입력이 단순해 디버깅하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이상 유동을 다루는 문제이고 성층, water packing 등 OneD 모듈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림 3.6.3.2는 계산에 사용된 입력모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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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2 Nodalization for water fill and drain problem

그림 3.6.3.3-3.6.3.6은 32 bit 운영체계용 MARS 코드 계산결과와 64 bit MARS 코드 계산 결과

중 주요 변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3.6.3.3은 32 bit용 MARS와 64 bit용 MARS의 각 제어

체적의 기포율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2개의 계산 결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각 제어체적이 물로

완전히 채워질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수 계산의 정확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되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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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3 각 제어체적의 기포율 변화의 비교

그림 3.6.3.4는 수직관 중간에 있는 10번 정션에서의 액체와 기체의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체의 속도는 두 계산 결과가 동일하지만 액체의 속도는 물이 10번 체적에 완전히 채워질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64 bit용 MARS의 계산 결과가 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

체적으로 보아 무시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인 그림 3.6.3.5의 질량유량에서 볼 수 있듯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의 액체량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질

량 유량의 경우 두 계산결과의 차이를 거의 볼 수 없다. 그림 3.6.3.6은 각 제어체적의 압력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는 각 체적에 물이 체워짐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water packing과 같은 복잡한 현상도 보여준다. 두 계산 결과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물리적 현상도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다. 표 3.6.3.4는은 두 개의 계산에 대한 CPU 시간, 질량 오차, time

advancement의 수를 비교한다. 64 bit용으로 변경 후 CPU 시간이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의미있

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질량오차나 time advancement의 수는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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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4 정션 10의 기상과 액상의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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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5 정션 10의 질량유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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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6 각 제어체적의 압력 변화 비교

표 3.6.3.4 Water fill and drain 32 bit/64 bit MARS 계산 비교

Problem time (s) CPU time (s) Mass error (kg) No. of steps

32 bit 계산 30. 0.7 0.042 530

64 bit 계산 30. 1.0 0.045 527

(2) Nitrogen-water manometer problem

본 시험은 MARS코드의 견본 문제 중에 하나인 비응축성 가스와 물로 구성된 20개의 제어체

적으로 모델된 파이프를 10개 제어체적은 하향 수직으로 나머지 10개 제어체적은 상향 수직으로

모델하여 수위의 manometric motion을 보기 위한 문제이다. 그림 3.6.3.7은 nodalization을 보여준

다. 이 문제는 입력 처리, 증기표의 interpolation, 비응축성 가스 및 matrix 계산 등 Envrl의 많

은 부분을 점검하기 적합한 문제이면서 입력이 단순해 디버깅하기도 용이하다. 또한 이상 유동을

다루는 문제이고 성층, water packing 등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고, level tracking모

델을 사용하고 있어 OneD 모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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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7 Nitrogen-water manometer problem의 nodalization

그림 3.6.3.8-3.6.3.11은 32 bit 운영체계용 MARS 코드 계산결과와 64 bit 용 MARS 코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6.3.8과 3.6.3.9는 각각 32 bit용 MARS와 64 bit용 MARS에서 계산된 수

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결과는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림

3.6.3.10과 3.6.3.11은 각 정션의 기체 속도를 보여준다. 이전과 같이 32 bit용 MARS와 64 bit용으

로 변환 후의 MARS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없다. 표 3.6.3.5는 32 bit 운영체계용 MARS 및 64 bit

운영체계용 MARS 계산에 대해 CPU 시간, 질량 오차, time advancement의 수를 비교한 표이다.

Water fill and drain problem의 경우와 달리 64 bit용으로 변경 후 CPU 시간이 약간 감소하였

고, 질량오차나 time advancement의 수는 동일하였다.

표 3.6.3.5 Manometer 32 bit/64 bit MARS 계산 비교

Problem time (s) CPU time (s) Mass error (kg) No. of steps

32 bit 계산 600. 73.8 0.00048 72039

64 bit 계산 600. 67.0 0.00048 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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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8 32 bit 체계 MARS의 수위 계산 결과

0 100 200 300 400 500 600
4

6
64 bit calculation

 
 

le
ve

l (
m

)

time (s)

 cntrlvar (1)
 cntrlvar (2)

그림 3.6.3.9 64 bit 체계 MARS의 수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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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0 32 bit 체계 MARS의 각 정션 기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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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1 64 bit 체계 MARS의 각 정션 기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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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ical PWR small LOCA problem

본 시험은 MARS코드의 견본 문제 중에 하나인 typical two-loop PWR에서 small LOCA 현상

을 모의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열전도체, 펌프, 밸프, branch 등 다양한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문

제로 다양한 컴포넌트의 입력 처리, 증기표의 interpolation 및 matrix 계산 등 Envrl의 많은 부분

을 점검하기 적합한 문제이다. 또한 이상 유동을 다루는 문제이고 critical flow, ECC mixing, 열

전달 등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고 다수의 별도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OneD 모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문제이다. 그림 3.6.3.12 - 3.6.3.14는 32 bit 운영체계용

MARS 코드 계산결과와 64 bit 용 MARS 코드를 이용하여 typical PWR의 small LOCA현상을 모

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6.3.12는 32 bit용 MARS와 64 bit용 MARS에서 계산된 파단 유량

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계산결과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3.13은 노심의 몇 개 제어체적의 기포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 그래프와 마찬가지

로 두 개 계산 결과의 차이를 거의 볼 수 없다. 그림 3.6.3.14는 일차계통과 증기발생기 2차 계통

의 압력이 두 개 계산에서 동일함을 보여준다. 본 문제는 OneD 모듈의 많은 부분이 계산에 사용

되는 문제로 두 개 결과가 동일함을 보여 줌으로 64 bit 운영체계로 변환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표 3.6.3.6은 32 bit 운영체계용 MARS 및 64 bit 운영체계용 MARS 계산에 대해 CPU 시간,

질량 오차, time advancement의 수를 비교한 표이다. 64 bit용으로 변경 후 CPU 시간이 약간 증

가하였고, 질량오차나 time advancement의 수는 거의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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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2 파단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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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3 노심 체적의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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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4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증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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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6 Typical PWR 32 bit/64 bit MARS 계산 비교

Problem time (s) CPU time (s) Mass error (kg) No. of steps

32 bit 계산 100. 5.8 4.51 896

64 bit 계산 100. 6.0 5.08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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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단계는 제 1단계 3년간의 (‘07.3 ~’10.2)연구로 MARS코드의 품질개선과 검증 그리고 연계해

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목표로는 (1) MARS코드 모델 평가 및 개선,

(2)MARS-CORDAX연계해석 체계개발, (3)MARS-격납건물해석체계개선, (4) MARS코드사용자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코드관리를 위한 코드 Q/A문서의 정리도 포함시켰다. 아래의 표에서 세부연구

목표와 달성내용 및 달성도를 요약 기술하고 있다.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MARS코드 모델 평가 및 개선

- MARS코드 매뉴얼 개선
-중수로 모델/상관식 평가이식
- TRACE/RELAP5 모델-상관식 평가 이식
- 코드모델 평가를 위한 규제검증 열수력 실험
DB구축
- 코드 Q/A 평가

100

2 MARS와 COREDAX 연계해석체계
개발

- COREDAX코드구조 파악
- 연계해석체계구현
- COREDAX와의 MARS연계검증

100

3 MARS-격납건물열수력해석체계개선
- CONTAIN 해석체계파악 및 연계사항 개선
- 중수로 해석체계파악 및 연계입출력 개선
- 경수로 및 중수로 연계해석체계검증

100

4 MARS코드 사용자 지원
- 코드오류수정
- 기술전수
- 사용자 교육 훈련

100

각 세부연구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ARS 코드 모델 평가 및 개선

- RELAP5/CANDU모델의 MARS적용 검증, RELAP5/MOD3.3 오류수정, TRACE Dummy Fuel

모델이 추가되어 MARS-KS-002 version을 생산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 코드 Q/A평가는 SET, IET 그리고 발전소응용부문에서 다차원 해석과 평가를 하여 개발된 다차

원모델 적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평가결과는 OECD 회의시 발표되었으며 평가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정해진 평가 matrix에 따라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다차원 분리효과 실험의 부

재 등으로 실험검증평가부분에서 아직 미진한 점이 있다.

- 코드 매뉴얼생산도 기존의 4권에 대한 개선을 하였으며 신규로 “모델 및 상관식매뉴얼”이 추가

됨으로써 최소한으로 필요한 코드문서가 확보 되었다.

- 코드평가에 필요한 규제검증 열수력실험 DB도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대학의 실험과 기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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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실험은 추가되어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MARS-COREDAX 연계해석체계개발

- 본 연계해석은 기존의 노심동특성코드인 MASTER와의 연계기술을 이용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

게 구현화하였다. 연계계산에 대한 검증도 KINS와 공동수행하여 만족할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물로 COREDAX DLL version과 MARS코드 연계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3) MARS-격납건물 열수력해석체계 개선

- 기존의 CONTAIN코드와의 연계해석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입력과 수치해석법이 간단하

여 연계모델의 큰 변화없이 검증계산에 치중하였다.

- 결과물로 CONTAIN.DLL 32bit와 64 bit version 두 종류가 있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4) MARS코드 사용자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오류해결을 22건 수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신형 이중냉각관핵연료에 대한

모델개선의 요구를 제외하고 완결하였다.

- MARS 코드 교육-훈련은 국내에서 규제실무자를 대상으로 3일간씩 2번을 실시하였으며 IAEA

workshop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 안전해석실무자 대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한-베트남

국제협력일환으로 3개월간 베트남 실무자에 대한 코드사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

원하였다.

- 년 2회 개최되는 CAMP/MUG회의를 통하여 코드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본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국내 열수력의 연구경험과 기술로 개발된 코드로 독자적 규제검증체계 기반을 구축하였고

향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열수력 안전연구 결과의 집결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원자력안전의

해외의존도를 탈피한 자주적인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2) 규제검증코드로 다차원해석과 부수로 해석기능이 있으므로 그 동안 산업체 코드가 다루지

못한 상세한 안전성부분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의 기술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3) OECD-NEA가 주관하는 PKL, BEMUSE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MARS코

드의 이름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드개발에 대한 한국의 OECD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

립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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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개발기간 동안 규제목적의 코드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코드평가를 실시

하고 규제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중수로 관련모델과 노심동특성코드와의 연계를 성공하였으

므로 경-중수로 통합 사고해석 검증코드로 안전현안분석 등 규제업무에 활용할 것이다.

(2) 다차원 유동모듈을 확보함으로써 노심, 증기발생기, IRWST 등의 pool 에서 발생하는 거시적
인 다차원 유동장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PR1400 DVI현상과 같은 다차
원유동 안전현안 문제의 해결과 그 밖의 정밀한 안전분석 도구에 활용 할 수 있다.

(3) 안전해석에 대한 다차원 원전 해석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산업계의 고유안전해석체계개

발에서 다차원 해석모델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4) 본 과제에서 코드 및 관련 개발기술은 산.학.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CAMP/MUG그룹 회
의를 통하여 전파되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현재 활용됭 전망이다. 특히 규제 및 산
업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용 원전분석기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 가스 및 금속 물성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GEN-IV원자로 평가 해석에 필요한 기초 해석도
구로 활용할 수 있다.

(6) 유럽 선진국에서는 상용 CFD 코드를 직접 원자로해석에 적용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이상유
동 CFD 모듈을 독자개발하여 계통분석코드와 연계하여 차세대 안전분석코드 패키지를 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MARS의 코드 간 연계기술과 다차원 해석모델은 이러한 CFD 등의 
고정밀의 열수력 해석코드와의 연계 시 유용하게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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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Final CD-ROM of OECD-PKL Project Experiments, NTCTP-G, Areva NP GmbH, January,

2008

[CONTENTS]

Agreement on the OECD/NEA-PKL Project

PKL Test Facillity Descriptions

Test Results and Data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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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ROM of OECD-PKL Test PKL III G1.1 NTCTP-G, Areva NP GmbH, January, Issued

Feb. 2009

(3) CD-ROM of OECD-PKL Test PKL III G1.2 NTCTP-G, Areva NP GmbH, January,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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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D-ROM of OECD-PKL Test PKL III G2.1 NTCTP-G, Areva NP GmbH, January, Issued

June 2009

(5) OECD-PKL Test PKL III F1.1 Report, Inherent Boron Dilution during SB-LOCA in a

Non-German Design PWR, FANP NGTT1/05/en05, Framatom ANP, December, 2005

(6) OECD-PKL Test PKL III F1.2 Report, Inherent Boron Dilution due to Reflux-Condenser

Conditions as a Function of the Primary Coolant Inventory (RCS Pressure : 1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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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PKL Test PKL III F2.1 Report,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in 3/4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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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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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중수로 모델/상관식 코드개선부분

A.1 월성2호기 펌프 모델 코드개선 부분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됨)

(1) ReadComponentM.f90 모듈의 ReadPUMP 서브루틴의 개선 사항

SUBROUTINE ReadPUMP 
...............
...............     

      LOGICAL tfail,ovl 
      REAL(8) tbl1n2(658),tbld(216),hd1(110),tk1(102),hd2(104),tk2(94), &
              hd3(136),tk3(112),dhd(110),dtk(106)
      EQUIVALENCE(tbl1n2(1),hd1(1)),(tbl1n2(111),tk1(1)),(tbl1n2(213),  &
      hd2(1)),(tbl1n2(317),tk2(1)),(tbl1n2(411),hd3(1)),                &

  (tbl1n2(547),tk3(1)),(tbld(1),dhd(1)),(tbld(111),dtk(1))  
      INTEGER ltbls(8,6),ltbld(8,2),lfxtbl(3) 
      CHARACTER hdrtk(2) * 6,labl1 * 64,labl2(2) * 9,chwrd * 8 
      INTEGER i,ierr,ii,ij,il,inp10,itemp,ix,ixb,ixe,ixt,j,k,kb,        &
      kc,kl,kxt,lencmp,lens,mx,nc,nc1,nj1,nj1o,nnv,nump1,nv1,nv1o                                           
               
      REAL(8) crsec,hold 
      EXTERNAL  inp10,inp2 !,Description,TwoPhase,VolumeJunction,scnreq
!      PARAMETER (lens=55)
      PARAMETER (lens=55+16)
!
      REAL(8), ALLOCATABLE :: tbl_tmp(:)
!
      INTEGER ipmtbl(2,1),ipmvtl(2,1)
!
      POINTER(ip1,ipmtbl)
      POINTER(ip2,ipmvtl) 
!
!  Data statements.
      DATA ltbls/ 12, 14, 16, 16, 18, 10, 14, 10,                       &
     &            14, 16, 14, 12, 12, 14, 10, 10,                       &
     &            18, 18, 10, 14, 20, 16,  4,  4,                       &
     &            20, 14, 16, 14, 14,  8,  4,  4,                       &     
     &             22, 32, 22, 20, 12, 20, 4, 4,                        &
     &             22, 30, 18, 12, 14, 8, 4, 4/                      
      DATA ltbld/ 14, 16, 20, 20, 12, 20,  4,  4,                       &
     &            16, 16, 12, 12, 14, 12, 12, 12/
      DATA lfxtbl/212,198,248/ 
!

...............

...............     
!========================================================================!
! => Wolsong pump 
!  Head curves, Wolsong pump data.                                 
! #1                                                                    
      DATA  hd3/       0.00d0,1.35d0, 0.10d0,1.35d0, 0.20d0,1.33d0,     &
     &  0.30d0,1.30d0, 0.40d0,1.29d0, 0.50d0,1.27d0, 0.60d0,1.21d0,     &
     &  0.70d0,1.17d0, 0.80d0,1.11d0, 0.90d0,1.06d0, 1.00d0,1.00d0,     &  !H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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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00d0,-0.35d0, 0.10d0,-0.30d0, 0.20d0,-0.30d0, 0.30d0,-0.20d0, &
     &  0.40d0,-0.10d0, 0.50d0,-0.06d0, 0.53d0,-0.02d0, 0.56d0,0.02d0,  &
     &  0.59d0,0.07d0,  0.63d0,0.13d0,  0.67d0,0.23d0,  0.71d0,0.33d0,  &
     &  0.77d0,0.44d0,  0.83d0,0.58d0,  0.91d0,0.76d0,  1.00d0,1.00d0,  & !HVN Region
! #3                                                                    
     &  -1.00d0,1.50d0, -0.90d0,1.48d0, -0.80d0,1.30d0, -0.70d0,1.32d0, &  
     &  -0.60d0,1.35d0, -0.50d0,1.38d0, -0.40d0,1.45d0, -0.30d0,1.40d0, & 
     &  -0.20d0,1.38d0, -0.10d0,1.35d0, 0.00d0,1.35d0,                  & !HAD Region
! #4                                                                    
     &  -1.00d0,1.50d0, -0.90d0,1.38d0, -0.80d0,1.20d0, -0.70d0,1.05d0, &
     &  -0.60d0,0.96d0, -0.50d0,0.90d0, -0.35d0,0.82d0, -0.20d0,0.78d0, &
     &  -0.10d0,0.76d0, 0.00d0,0.74d0,& !HVD Region
! #5                                                                    
     &   0.00d0,0.95d0, 0.20d0,1.10d0, 0.40d0,1.29d0, 0.60d0,1.45d0,    &
     &   0.80d0,1.70d0, 1.00d0,1.95d0,                                  & !HAT Region
! #6                                                                                                
                                   
     &   0.00d0,0.75d0, 0.10d0,0.75d0, 0.25d0,0.76d0, 0.40d0,0.80d0,    &
     &   0.50d0,0.90d0, 0.60d0,1.00d0, 0.70d0,1.22d0, 0.80d0,1.40d0,    & 
     &   0.90d0,1.70d0, 1.00d0,1.95d0,                                  & !HVT Region
! #7                                                                    
     & -1.00d0, 0.00d0, 0.00d0, 0.00d0,                                 &
! #8                                                                    
     & -1.00d0, 0.00d0, 0.00d0, 0.00d0/       
!
!  Torque curves, Wolsong pump data.                               
! #1                                                                    
      DATA  tk3/       0.00d0,0.56d0, 0.10d0,0.56d0, 0.20d0,0.58d0,    &  
     &  0.30d0,0.63d0, 0.40d0,0.69d0, 0.50d0,0.74d0, 0.60d0,0.80d0,    &
     &  0.70d0,0.87d0, 0.80d0,0.93d0, 0.90d0,0.97d0, 1.00d0,1.00d0,    & !BAN Region  
! #2                                                                             
     &  0.00d0,-0.30d0, 0.10d0,-0.25d0, 0.20d0,-0.15d0, 0.33d0,0.00d0,  &  
     &  0.50d0,0.20d0,  0.53d0,0.24d0,  0.56d0,0.29d0,  0.59d0,0.34d0,  &
     &  0.63d0,0.40d0,  0.67d0,0.46d0,  0.71d0,0.54d0,  0.77d0,0.63d0,  &
     &  0.83d0,0.73d0,  0.91d0,0.86d0,  1.00d0,1.00d0,                  & !BVN Region  
! #3                                                                            
     &  -1.00d0,1.05d0, -0.70d0,1.01d0, -0.60d0,0.88d0, -0.50d0,0.77d0, &
     &  -0.40d0,0.69d0, -0.30d0,0.62d0, -0.20d0,0.57d0, -0.10d0,0.55d0, &
     &  0.00d0,0.56d0,& !BAD Region  
! #4                                                                             
     &  -1.00d0,1.05d0, -0.67d0,1.00d0, -0.50d0,1.00d0, -0.20d0,0.90d0, &
     &  -0.10d0,0.80d0, 0.00d0,0.80d0,                                  & !BVD Region  
! #5                                                                    
     &  0.00d0,-1.00d0, 0.25d0,-0.60d0, 0.40d0,-0.37d0, 0.50d0,-0.25d0, &  
     &  0.60d0,-0.16d0, 0.80d0,-0.01d0, 1.00d0, 0.11d0,                 &
! #6                                                                    
     &  0.00d0, 1.42d0, 0.60d0, 0.61d0, 0.80d0, 0.35d0, 1.00d0, 0.11d0, &  
! #7                                                                    
     & -1.00d0, 0.00d0, 0.00d0, 0.00d0,                                 &  
! #8                                                                     
     & -1.00d0, 0.00d0, 0.00d0, 0.00d0/                                         
! Wolsong pump <=
!========================================================================!
!
!  Head curves, difference curve data.

...............

...............     
GOTO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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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t in bingham, westinghouse data, or Wolsong pump data.                                 
!   
  885 kl=0 
      ij=1
!
!  전체 48개 Octant의 값을 저장할 것임 (4800+48) 48-->Control word 
      ALLOCATE(cmp_tblx(i)%pumpTable(4848),stat=ierr)
!
      ip1=loc(cmp_tblx(i)%pumpTable(1))
! 
!  If westinghouse - set flags.                                         
      IF(cmp_dax(i)%pmp%snglOctantTbl(1).eq.-1) GOTO 883 
      IF(cmp_dax(i)%pmp%snglOctantTbl(1).eq.-2) then
        kl=212 
        ij=3 

  elseif(cmp_dax(i)%pmp%snglOctantTbl(1).eq.-3) then
        kl=410 
        ij=5 
      endif     
  883 cmp_dax(i)%pmp%snglOctantTbl(1)=lencmp 
      lencmp=lencmp+16 
! End of mod.
!==========================================================================!

...............

...............     

(2) ReadComponentM.f90 모듈에서 ReadPUMP 서브루틴 안의

Description 서브루틴의 개선 사항

SUBROUTINE Description(i,nc,len) 
!

...............

...............     
640 cmp_dax(i)%pmp%snglOctantTbl(1)=init(2,1) 

!  => Wolsong Pump
!      IF(cmp_dax(i)%pmp%snglOctantTbl(1).ge.-2) GOTO 645 

IF(cmp_dax(i)%pmp%snglOctantTbl(1).ge.-3) GOTO 645
!  Wolsong pum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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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중수로 압력관 변형 모델 코드개선 부분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됨)

(1) 추가된 헤더파일 ptd.h

!ptd.h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COMMON/ptdeform/ mshnode(200,4),startime,ptdcomp(200,2), &
                   mshnod1,mshnod2,mshnod3,ptdflag(200)
       REAL(8) mshnode,startime,mshnod1,mshnod2,mshnod3,ptdcomp
       INTEGER ptdflag
!===================================================================

(2)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 안에 추가된 부프로그램 balloon

SUBROUTINE balloon(dtlast,pressi,pressi2,tem1,tem2,radiu,xl,w,  &
                   intaa,intbb,dst,S,time,ptdflag1,ptddervt,          &

   mshnod1,mshnod2,mshnod3)
      IMPLICIT REAL*8 (A-H,O-Z)
!********************************************************************
!    Ballooning of thin-walled tube                                 *
!                                                                   *
!    Originally written by R.S.W. SHEWFELT                          *
!    Modified by H.W. CHIANG, OCT. 1987                             *
!    Modified by E.D. LINDQUIST, MAY 1990 *
!    Modified by H.S. Hwang, & N.S. Kim, March 2005 *
!    Ref: "Ballooning of thin-walled tubes with circumferential     *
!          temperature variations", RES MECHANICA, 18, P. 21 (1986) *
!         "CATHENA MOD-305/Rev 0"                                   *
!********************************************************************
!---Input------------------------------------------------------------
!   dtlast:   timestep size 
!   pressi:   pressure at beginning of a given time interval
!   pressi2:  pressure at end of a given time interval
!   tem1:     temperature at beginning of time interval 
!   tem2:   temperature at end of interval 
!   dpdt:   change in pressure over current time step
!   dtim:  timestep size of strain calculation
!---Output and also as input------------------------------------------
!   radiu : outer radius of pressure tube
!   xl : sector length
!   w : sector wall thickness
!   intaa : integral value
!   intbb : integral value
!--Working area ------------------------------------------------------
!   dtemdt : representing the change in temperature over current time step
!   temp : temperature
!---------------------------------------------------------------------

  REAL*8 tem1,tem2,intaa,intbb,xl,w,temp,dtemdt,radiu,dst,  &
            xltmp,wtmp,rdtmp,maxrad,dsttmp,time,da,db,xlold

      integer ptdflag1
  REAL*8  mshnod1,mshnod2,mshnod3,ptdder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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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     = 3.141592654d0
      pres    = pressi * 1.0d-6
    dtemdt = 0

  temp = 0
!
! set strain timestep size to last timestep size  
!
      dtim = dtlast
!
! calculate the rate of change of pressure for tube
!
      dpdt = (pressi2 - pressi) * 1.0d-6 / dtim
!
! calculate the rate of change of temperature for each sector
!
      dtemdt = (tem2 - tem1) / dtim
      temp = tem1
!
!---------------------------------------------------------------------
!  check on time step, if it is too large, divide it into several
!  increments assumption of theory: strain rate at point other than
!  the hottest location couple should be nearly zero.  so time step is
!  selected in such a way that creep strain rate of neighboring
!  segments is less than 0.01
!---------------------------------------------------------------------
!
! calculate stress
!

  st = pres * radiu / w
!
! if temp not sufficient to cause deformation of the pressure tube
! then return
!
      IF (ptdflag1.eq.-1) THEN

intbb=1.d0
intaa=1.d0
return

!! No consideration for pressure Tube Shrinkage
!!        goto 9999
! if (ptdflag1.eq.-1) then
! dst = -0.01 * dtlast
! xl = xl * (1.d0 + dst)
! radiu=max(min(xl/(2.0d0 * pie),mshnod3-1.d-6),mshnod2)
! w = min(max(w*(1.d0-dst),mshnod3-sqrt(mshnod3**2.d0   &
!     -mshnod2**2.d0+mshnod1**2.d0)),mshnod2-mshnod1)
! return
! endif
! 9999   RETURN
      END IF
!

  if(radiu.ge.mshnod3-1.d-6) return
! 
! for temperatures sufficient to cause deformation loop through strain calculation 
!

  CALL rate(st,temp,dtim,dsttmp,da,db,intaa,intbb)
!-------------------------------------------------
!  recalculate and update widths, lengths, etc. 
!  to account for ballo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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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consideration for pressure Tube Shrinkage
!   If(ptddervt.ge.0.) then

dst=dsttmp
        intaa = intaa + da

    intbb = intbb + db
!   ELSE
! dst=-dsttmp
!       intaa = intaa - da
!     intbb = intbb - db
!   ENDIF
   xlold = xl

  xl = xlold * (1.d0 + dst)
  !
  ! calculate the new radius
  !

! radiu = xl / (2.0d0 * pie)
      radiu=max(min(xl/(2.0d0 * pie),mshnod3-1.d-6),mshnod2)

  xl=radiu*2.d0*pie
  dst=(xl/xlold)-1.0d0
  w = min(max(w*(1.d0-dst),mshnod3-sqrt(mshnod3**2.d0   &

  -mshnod2**2.d0+mshnod1**2.d0)),mshnod2-mshnod1)
!
! calculate the new pressure
!

  pres = pres + dpdt * dtim
  pressi2=pres*1.d6

!
! calculate the new temperatures of each sector
!
      temp = temp + dtim * dtemdt

  tem2=temp
      RETURN

      END SUBROUTINE balloon

(3)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 안에 추가된 부프로그램 rate

SUBROUTINE rate(st,tem,dtim,dst,da,db,inta,intb)
    IMPLICIT REAL(8) (A-H,O-Z)

  REAL(8) st,tem,dtim,dst,da,db,inta,intb
!********************************************************************
!    Modified by H.S. Hwang, & N.S. Kim, March 2005 *
!    Ref: "Ballooning of thin-walled tubes with circumferential     *
!          temperature variations", RES MECHANICA, 18, P. 21 (1986) *
!         "CATHENA MOD-305/Rev 0"                                   *
!********************************************************************
!---Input------------------------------------------------------------
!  st:     stress
!  tem:    temperature
!  dtim:   time step
!  inta:  integral
!  intb:  integral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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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t:    incremental change in transverse stress(transverse creep rate)
!  da:     integrand
!  db:     integrand
!---------------------------------------------------------------------
!

  temp = tem
      dst  = 0.d0
      da   = 0.d0
      db   = 0.d0
!
      IF (tem .gt. 1123.d0) THEN
        e19600 = EXP(-19600.d0 / temp)
        r1  = 10.4d0 * (st ** 3.4d0) * e19600
        r2  = (3.5d4)*(st**1.4d0)*e19600/intb
        dst = (r1+r2)*dtim
!
! calculate the fractional increase of (a) over delta t.
!
        db  = 274.d0 * dtim * e19600 * (temp - 1105.d0) ** 3.72d0
      ELSE IF (tem .gt. 773.d0) THEN
        rt  = 5.7d7*st**1.8d0*EXP(-29200.d0/temp)
        rt1 = 1.3d-5*st**9.d0*EXP(-36600.d0/temp)
        rt  = rt1 + rt / (inta ** 0.42d0)
        dst = rt * dtim
!
! calculate the integral of (2e10 * EXP(-29200 / temp) over
! time interval - that is - calculate the fractional
! increase of (a) over delta t.
!
        da = dtim * EXP(LOG(2.d10) - 29200.d0/temp)
      END IF
      RETURN
      END SUBROUTINE rate

(4)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Transient1D 의 수정부분

SUBROUTINE Transient1D(ih,time,dtime,kindex) 
..............
..............     

!      INCLUDE 'machaf.h' 
!      INCLUDE 'machof.h' 
!      INCLUDE 'machsf.h'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INCLUDE 'ptd.h' 

  REAL(8) sura
  REAL(8) ptdxo,ptdxmesh,ptdqxm,ptdxpnt,ptdcoef
  INTEGER ptdsi,ptdsidx,kindex,noihs
  REAL(8) bfpressi,bfpressi2,bftem1,bftem2,bfradiu,bfxl,bfw,  &
          bfintaa,bfintbb,bfdst

      REAL(8) dtlast(1),pressi(200),pressi2(200),radiu(200),xl(200), &
              ptdw(200),intaa(200),intbb(200),tem1(200),tem2(200),dst(200)

      real(8) pie,ptddervt
      real(8) emissf,emissc,fe,hrad,sig
     

  data sig/5.6697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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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pie/3.141592654d0/
! =========================================================================

..............     

..............     
!  Get material properties.                                             
!
      irup=0 
      IF(h_da(ih)%CladExR.lt.0.0d0)irup=1 
!
!  irup=0 means this node is not ruptured node; irup=1 means this node  
!  is ruptured node, and gapcon will use deformed dimensions for gap    
!  conductance calculation.                                             
!
      !iicl=iand(h_da(ih)%imw(2),511) 
      iicl=h_da(ih)%CladMeshNo 
      cltave=0.5d0*(h_tbl(ih)%HtTemp(initem+iicl-1)                      &
                   +h_tbl(ih)%HtTemp(initem+cols-1)) 
      dtdt=h_da(ih)%CladHuRate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noihs=(h_da(ih)%HsNo(2)-h_da(ih)%HsNo(2)/10000*10000)/1000

  if(noihs.ne.9) goto 9999 ! Check that heat structure is Pressure Tube
!

  kindex=kindex+1
!

  ! time step for heat structure 
  dtlast(1)=dtime

!
  IF(timeht.eq.startime) then
    pressi2(kindex)=v_da(h_da(ih)%HtBVNi(2,1))%P !pressure

!   tem2(i3)=httmp(temidx) !temperature at node 1
!   tem2(i3)=httmp(temidx+1) !temperature at node 2
! tem2(i3)=0.5*(httmp(temidx)+httmp(temidx+1)) ! average temperature between node 1 and node 
2
!! tem2(kindex)=httmp(temidx+1)

tem2(kindex)=0.5*(h_tbl(ih)%HtTemp(temidx)+          &
h_tbl(ih)%HtTemp(temidx+1)) ! average temperature between node 1 and node 2
intaa(kindex)=1.d0 !integral
intbb(kindex)=1.d0 !integral
xl(kindex)=2.0d0*pie*mshnode(kindex,2) !sector length
ptdw(kindex)=mshnode(kindex,2)-mshnode(kindex,1) !thickness
radiu(kindex)=mshnode(kindex,2) !outer radius
dst(kindex)=0.d0 !epsilon
sura=pie*(mshnode(kindex,2)**2.d0-mshnode(kindex,1)**2.d0)
mshnod1=mshnode(kindex,1)
mshnod2=mshnode(kindex,2)
mshnod3=mshnode(kindex,3)
ptdcomp(kindex,1)=tem2(kindex)
ptdcomp(kindex,2)=tem2(kindex)

  ELSE
pressi(kindex)=pressi2(kindex)
pressi2(kindex)=v_da(h_da(ih)%HtBVNi(2,1))%P
tem1(kindex)=tem2(kindex)

! tem2(kindex)=0.5*(httmp(temidx)+httmp(temidx+1))
tem2(kindex)=h_tbl(ih)%HtTemp(temidx+1)

!! tmptem=0.5*(tem2(kindex)+tem2(kindex+1))
xl(kindex)=2.d0*pie*mshnode(kindex,2)
radiu(kindex)=mshnode(kindex,2) 
sura=pie*(mshnode(kindex,2)**2.d0-mshnode(kindex,1)**2.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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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pressi=pressi(kindex)
bfpressi2=pressi2(kindex)
bftem1=tem1(kindex)
bftem2=tem2(kindex)
bfradiu=radiu(kindex)
bfxl=xl(kindex)
bfw=ptdw(kindex)
bfintaa=intaa(kindex)
bfintbb=intbb(kindex)
bfdst=dst(kindex)

!
if(tem2(kindex).ge.773.d0)ptdflag(kindex)=1
if(tem2(kindex).lt.773.d0)ptdflag(kindex)=-1

!
ptdcomp(kindex,2)=tem2(kindex)
ptddervt=ptdcomp(kindex,2)-ptdcomp(kindex,1)

! if ptddervt>=0, then temperatuer is increasing
! if ptddervt<0, then temperatuer is decreasing
!

CALL balloon(dtime,bfpressi,bfpressi2,bftem1,bftem2,bfradiu, &
     bfxl,bfw,bfintaa,bfintbb,bfdst,sura,time, &

 ptdflag(kindex),ptddervt,mshnod1,mshnod2,mshnod3)
!

pressi(kindex)=bfpressi
pressi2(kindex)=bfpressi2
tem1(kindex)=bftem1
tem2(kindex)=bftem2
radiu(kindex)=bfradiu
xl(kindex)=bfxl  
ptdw(kindex)=bfw
intaa(kindex)=bfintaa
intbb(kindex)=bfintbb
dst(kindex)=bfdst 

v_da(h_da(ih)%HtBVNi(2,1))%P=pressi2(kindex)
mshnode(kindex,2)=radiu(kindex)
mshnode(kindex,1)=mshnode(kindex,2)-ptdw(kindex)

            h_da(ih)%HtRadius(1)=mshnode(kindex,1)
! changing of heat structure variables

ptdsidx=idxo
ptdxo=mshnode(kindex,1)
h_da(idxo)%SrfWei=2.d0*pie*ptdxo 
DO ptdsi=1,3 
  ptdxmesh=mshnode(kindex,ptdsi+1)-mshnode(kindex,ptdsi)
  ptdqxm=ptdxmesh * 0.25d0 
  ptdxpnt=ptdxo+ptdqxm 
  ptdcoef=pie*ptdxmesh 
  h_tbl(ptdsidx)%itv(ptdsi)%VolWeiR=ptdcoef*ptdxpnt 
  ptdxpnt=ptdxpnt+ptdqxm 
  h_tbl(ptdsidx)%itv(ptdsi)%SrfWei=2.d0*pie*ptdxpnt/ptdxmesh 
  ptdxpnt=ptdxpnt+ptdqxm 
  h_tbl(ptdsidx)%itv(ptdsi)%VolWeiL=ptdcoef*ptdxpnt 
  ptdxo=ptdxo+ptdxmesh 

! ptdsidx=ptdsidx+1 
    END DO 

h_da(idxo)%arean=2.d0*pie*ptdxo 
  ENDIF

!      goto 998
  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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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kindex.eq.1+i2) then
     open(9901,file='width1')

write(9901,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2+i2) then
     open(9902,file='width2')

write(9902,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3+i2) then
     open(9903,file='width3')

write(9903,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4+i2) then
     open(9904,file='width4')

write(9904,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5+i2) then
     open(9905,file='width5')

write(9905,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6+i2) then
     open(9906,file='width6')

write(9906,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7+i2) then
     open(9907,file='width7')

 
write(9907,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8+i2) then
     open(9908,file='width8')

write(9908,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9+i2) then
     open(9909,file='width9')

write(9909,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10+i2) then
     open(9910,file='width10')

write(9910,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11+i2) then
     open(9911,file='width11')

write(9911,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if(kindex.eq.12+i2) then
     open(9912,file='widt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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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9912,9111)timeht,ptdw(kindex),mshnode(kindex,1),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
(kindex,4)

  endif
  998 continue
 9111 format(6(e15.9,1x))
!
      ptdcomp(kindex,1)=ptdcomp(kindex,2)
!
 9999 continue
! =========================================================================
!
      CALL GetMat1D(initem,index,idxo,cols,probid,.false.,errsw,hindex,   &
      dtime,dtdt,cltave,block,irup,iplas)
!                               
! ====additional gap conductivity due to radiation heat transfer============

if(noihs.eq.9 .and. tem2(kindex).ge.700.d0) then
        emissf = 0.6d0 
        emissc = 0.6d0
        fe=1.0d0/(1.0d0/emissf+(mshnode(kindex,2)/mshnode(kindex,3))*(1.0d0/emissc-1.0d0))
        hrad=sig*fe*(h_tbl(ih)%HtTemp(temidx+1)**2+h_tbl(ih)%HtTemp(temidx+2)**2)  &

*(h_tbl(ih)%HtTemp(temidx+1)+h_tbl(ih)%HtTemp(temidx+2))
hrad=hrad*(mshnode(kindex,3)-mshnode(kindex,2))

 
        httc(index+htscrp)=httc(index+htscrp)+hrad
!      open(9914,file='hrad')
!  write(9914,9111)tem2(kindex),httc(index+htscrp),hrad

  endif
! =========================================================================
!
!  iplas.ne.0 means plastic strain calc on.                             
!
      IF(iplas.ne.0)then 
!  If this is the first time the clad has ruptured, set some flags.     
!  First time is indicated by rupture flag=0.                           
         !IF(ishft(iand(h_da(idxtop)%imw(2),512),-9).eq.0)then 
         IF(.not.h_da(idxtop)%isRupt)then 
!  Rupture flag no set yet, has the clad ruptured (block gt 0)?         
            IF(block.gt.0.0d0)then 
!  Tell the world about the blockage.                                   
               jjjj=h_da(ih)%HsNo(2) 
               ipx1=jjjj/1000 
               ipx2=jjjj-ipx1 * 1000 
               WRITE(output,8000)ipx1,ipx2,timehy,block 
 8000 FORMAT  ('1Heat structure ',i5,'-',i3.3,' ruptured at ',1p,g12.5, &
     & ' seconds with a channel blockage of ',g12.5,' %'//)             

..............

..............
     
     

(5) ReadNewProblemM.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ReadTimeStepControl 의 수정부분

SUBROUTINE ReadTimeStepControl 
..............
..............       
INCLUDE 'comct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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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contrl.h' 
      INCLUDE 'ufiles.h' 
!      INCLUDE 'machos.h' 
!      INCLUDE 'machss.h' 
!      INCLUDE 'tstpct.h' 
!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INCLUDE 'fast.h' 

INCLUDE 'ptd.h' 
! =========================================================================
!  Local variables.   
      INTEGER memblk                                                  
      INTEGER i,ib,ie1,ie2,ie3,ie4,ie5,il,inp10,ix,j,k0,k1,k2,l3a(14),  &
              l3c(8),len,lcontg

..............

..............    
!  Get starting time if not default of zero for new problem or from     
!  restart file for restart problem.  
!  Read 200 card and store data for tstp_hd%
      l3c(6)=ix 
      CALL inp2(r_card(1),xfa,l3c) 
      iptvar=LOC(xfa(1))
      tfail=.true. 
      IF(l3c(6).lt.0)then 
         fail=.true. 
      ELSEIF(l3c(6).gt.0)then 
         IF(xfa(ix).ne.-1.0d0)then 
            IF(xfa(ix).lt.0.0d0)then 
               WRITE(output,2023) 
 2023 FORMAT  ('0******** Error in simulation start time on card 200, se&
     &t to 0.0.')                                                       
               xfa(ix)=0.0d0 
               fail=.true. 
            ENDIF 
            timehy=xfa(ix) 
            timeht=xfa(ix) 
            WRITE(output,2021)timehy 
 2021 FORMAT  ('0Start time set to',1p,e15.6,' sec.')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startime=timehy
! =========================================================================
         ENDIF 
         IF(l3c(6).gt.1)then 
            IF(xia(2,ix+1).lt.0.or.xia(2,ix+1).ge.10000)then 
               fail=.true. 
               WRITE(output,2020) 
 2020 FORMAT  ('0******** Control variable number specified on Card 200 &
     &is incorrect.')                                                   
            ELSE      

..............

..............    

(6) ReadNewProblemM.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ReadInput의 수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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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ReadInput(hindex,i_dum1,i_dum2,i_dum3,kardid,errsw)
..............
..............      

!      INCLUDE 'machaf.h' 
!      INCLUDE 'machnf.h' 
!      INCLUDE 'machof.h' 
!      INCLUDE 'machsf.h'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integer kindex,noihs
      INCLUDE 'ptd.h' 
! =========================================================================
!                                                                       
      idx=hindex
!
      il=1 
      IF(.not.unito)il=2 
      errsw=0 
      DO i=1,20 
         ics(i)=0 
      END DO

..............

.............. 
DO i=2,cols 

         xo=xo+h_tblx(idx)%itv(i-1)%SrcFacV 
         temp(jj)=xo 
         xnode(i)=xo 
         IF(.not.unito)temp(jj)=temp(jj)/ft 
         ktem(jj)=i 
         IF(jj.ne.6.and.i.ne.cols) GOTO 144 
         IF(isprntinput22)write(output,173)(ktem(k),temp(k),k=1,jj) 
!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   open(2222,file='ht1inp')

 IF(isprntinput22) then
   write(output,173)(ktem(k),temp(k),k=1,jj) 

          noihs=(h_dax(idx)%HsNo(2)-h_dax(idx)%HsNo(2)/10000*10000)/1000
!    write(2222,*)kindex,htstno(2,hindex),'noihs===',noihs

       if(noihs.eq.9) then
!  write(2222,*)'kindex,mshnd'

     do j=1,h_dax(idx)%AxMsNo(2)
               kindex=kindex+1

   mshnode(kindex,1)=temp(1)
   mshnode(kindex,2)=temp(2)
   mshnode(kindex,3)=temp(3)
   mshnode(kindex,4)=temp(4)

!    write(2222,*)kindex,mshnode(kindex,1), &
!    mshnode(kindex,2),mshnode(kindex,3),mshnode(kindex,4)

 enddo
   endif
 endif 

! =========================================================================
!
         jj=0 
  144    jj=jj+1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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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 composition overlay.

..............

.............. 

     
     

(7) HeatStrSolve.f90 모듈의 부프로그램 HeatStrAdvance의 수정부분

SUBROUTINE HeatStrAdvance
..............
..............     

!EXTERNAL  Transient1D,QFDrive,RadiationHT
!      INCLUDE 'machaf.h'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INTEGER kindex

  kindex=0
! =========================================================================
!      CALL timstart('HeatStrAdvance') 

..............

..............     
IF(.not.h_da(m)%isStdFlg)then 
! =======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
               CALL Transient1D(m,timeht,dtht,kindex)  !add kindex
! =========================================================================
               !fail=fail.or.iand(h_da(m)%htopt(2),2).ne.0 
               fail=fail.or.h_da(m)%isInpErr 
            ENDIF 
         END DO 
         timeht=timeht+dtht 
      ENDIF 
!
!  Compute power input to hydrodynamic volumes from heat transfer from  
!  heat structures and direct heating.                                  
!
      thy2=timehy-0.5d0*d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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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임의각 분기관에 대한 Offtake 모델 코드개선 부분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됨)

(1) JunctionProperty.f90의 StratifiedFlow 서브루틴의 개선 사항

SUBROUTINE StratifiedFlow(ichoke) 
..............
..............     

PARAMETER (grvmp2=0.634d0,grvp5=3.13d0) 
      REAL(8) psinq,pcosq 
! candu HDR i1                                                                       
      REAL(8) voidgs,hangle
! =>Onset of /Gas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REAL(8) hbf1,hbf2,gravt0
! Onset of /Gas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Data statements.
      DATA ighsed,ighseh,ighsex/0,0,0/ 
!
!  Define statement functions.
      psinq(x)=x*(x*(x*(x*(-0.239d-7*x+0.27526d-5)-0.1984090d-3)+       &
      0.0083333315d0)-0.1666666664d0)
      pcosq(x)=x*(x*(x*(x*(-0.2605d-6*x+0.247609d-4)-0.0013888397d0)+   &
      0.0416666418d0)-0.4999999963d0)
! =>Onset of /Gas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gravt0=9.80655d0 
! Onset of /Gas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

..............     
flow=wgg+wff 
! candu HDR+
! Consider the void fraction when free surface in on the junction (theta angle)
! void*pi= (pi/2-theta)-sin(pi/2-theta)*cos(pi/2-theta)
! where theta = jdissh(i)
               hangle=j_da(m)%CjDisSH*pi/180.0d0
               theta=pi/2.0d0-hangle
               voidgs=theta-sin(theta)*cos(theta)
               voidgs=voidgs/pi
!  11/04/2003
! candu HDR-
!
IF(j_da(m)%Vgj.ne.0.0d0)then 
              IF(j_da(m)%Vgj.ge.0.0d0)then 
                kk=k 
                ky=kx 
                ll=l 
                ik=i 
              ELSE 
                kk=l 
                ky=lx 
                ll=k 
                ik=i+1 
              END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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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off-take_area_smaller or not_side_off-take) then.                 
!
                    IF(v_da(kk)%Area(1).ge.ajth*1.001d0.or.j.ne.3)then 
!
!  If (counter_current or upward_off-take or
!  (side_off-take and upstream_volume>half_empty)) then.
! candu HDR r2
                      IF(countc.or.j.eq.1.or.(j.eq.3.and.v_da(kk)%Voidg &
                      .gt.voidgs))then                        
!
!  Calculation of stratification angle.
                        alpham=min(v_da(kk)%Voidf,v_da(kk)%Voidg) 
                        theta=htheta(alpham)
                        scrach=theta**2
                        stheta=max(1.0d-7,theta*(1.0d0+psinq(scrach)))

..............

..............     
!  Calculate liquid level relative to main volume centre
                            IF(v_da(kk)%dLev.gt.0.d0)then 
                               hcll=v_da(kk)%dLev-v_da(kk)%Length(1) * 0.5d0 
                            ELSE 
! candu HDR+ r1
                               hcll=v_da(kk)%DiaEquiv(1)*0.5d0*(ctheta-sin(hangle))
                            ENDIF 
!
!  Calculate correlation parameter
                            x00=1.15d0/(1.0d0+sqrt(v_da(kk)%Rhof/       &
                                v_da(kk)%Rhog))     

..............

..............
voidx=min(voidx,0.49d0) 
! candu HDR+
! move voidx to adjust hangle elevation ( it is voidf, thus 1-voidgs)
                              voidx=voidx-0.5d0+1.0d0-voidgs
! candu HDR-
!
!  Test for entrainment or pullthrough.
! candu HDR r1
                              !IF(v_da(kk)%Voidg.gt.0.5d0)then 
                              IF(v_da(kk)%Voidg.gt.voidgs)then 
!
!  Voidg gt 0.5 -- liquid entrainment.
!  Calculate critical depth, limiting to a radius.
                                hbf=(wgg*wgg/(v_da(kk)%Rhog*max(        &
                                 v_da(kk)%Rhof-v_da(kk)%Rhog,1.d-7)))** &
                                 0.2d0*(0.69d0*grvmp2)
! Off-Take Model 
! =>Onset of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hbf1=hbf
!  
                         if(j.eq.3 .and. j_da(m)%CjDisSH .ge. 20.d0        & 

         .and. j_da(m)%CjDisSH .lt. 37.5d0) then
 hbf2=(4.d0/(0.191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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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37.5d0    & 
   .and. j_da(m)%CjDisSH .lt. 52.5d0) then

 hbf2=(4.d0/(0.179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52.5d0     & 

 .and. j_da(m)%CjDisSH .lt. 75.d0) then
 hbf2=(4.d0/(0.226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ndif

! Onset of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IF(v_da(kk)%dLev.gt.0.d0)then 
                           IF(hbf.gt.v_da(kk)%Length(1)*0.5d0)then 
                             hbf=v_da(kk)%Length(1)*0.5d0 
                           ELSE 
                             hbfdw=1.0d0 
                           ENDIF 
                          ELSE 
                           IF(hbf.gt.v_da(kk)%DiaEquiv(1)*0.5d0)then 
                             hbf=v_da(kk)%DiaEquiv(1)*0.5d0 
                           ELSE 
                             hbfdw=1.0d0 
                           ENDIF 
                          ENDIF 
!
                          IF(hcll.le.-hbf.and.vdg.lt.1.0d0)then
!
!  No entrainment with old gas flow, see if using pure gas outflow makes
!  a difference.
                                  vdg=1.0d0 
                                  wgg=j_da(m)%Vgj*j_da(m)%rhogj*      &
                                      j_da(m)%Ajun 
                                  hbf=(wgg*wgg/(v_da(kk)%Rhog*max(      &
                                   v_da(kk)%Rhof-v_da(kk)%Rhog,1.d-7))  &
                                   )**0.2d0*(0.69d0*grvmp2)
! =>Onset of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hbf1=hbf
!  
                             if(j.eq.3 .and. j_da(m)%CjDisSH .ge. 20.d0        & 

     .and. j_da(m)%CjDisSH .lt. 37.5d0) then
 hbf2=(4.d0/(0.191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37.5d0    & 

 .and. j_da(m)%CjDisSH .lt. 52.5d0) then
 hbf2=(4.d0/(0.179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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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52.5d0     & 

 .and. j_da(m)%CjDisSH .lt. 75.d0) then
 hbf2=(4.d0/(0.226d0*pi))**0.4d0             & 
 *(wgg*wgg/(gravt0*v_da(kk)%Rhog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ndif

! Onset of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ENDIF 
!
                                IF(hbf.lt.hbmin)then 
!
!  Critical depth less than allowed value.
!  Set wgg to value giving hbfmin.
                                  hbf=hbmin*hbmin 
                                  hbf=hbmin*hbf*hbf 

..............

..............     
!
!  Liquid level allows entrainment.
                                  x00p=x00**rat 
                                  xg03a=sqrt(max(1.0d0-0.5d0*rat*(1.0d0+&
                                        rat)*x00/x00p,0.0d0))
                                  xg03b=x00*x00p 
                                  xg03=xg03a*xg03b 
                                  x00p=log(x00) 
                                  dx3dr=0.5d0*x00*x00*(0.5d0*rat*(1.0d0+&
                                        rat)*x00p-(0.5d0+rat))/xg03a+   &
                                        xg03*x00p
! =>Branch Quality with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if(j.eq.3 .and. j_da(m)%CjDisSH .ge. 20.         & 

           .and. j_da(m)%CjDisSH .lt. 37.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74)/0.04)
  xg03=1.-(1.-x00)/(1.+xg03a)
  dx3dr=xg03a/0.04/(1+xg03a)**2.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37.5    & 
 .and. j_da(m)%CjDisSH .lt. 52.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4)/0.04)
  xg03=1.-(1.-x00)/(1.+xg03a)
  dx3dr=xg03a/0.04/(1+xg03a)**2.

                                 elseif(j.eq.3 .and. j_da(m)%CjDisSH .ge. 52.5    & 
 .and. j_da(m)%CjDisSH .lt. 7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4)/0.04)
  xg03=1.-(1.-x00)/(1.+xg03a)
  dx3dr=xg03a/0.04/(1+xg03a)**2.
 endif

! Branch Quality with Liquid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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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e liquid area fraction corresponding to off-take gas quality
!  xg03.
                                alf=(1.0d0-xg03)*(v_da(kk)%Rhog*slipr) 
                                alf=alf/(alf+xg03*v_da(kk)%Rhof)
!
!  Finite off-take area mod.
!  If the liquid level is near the off-take (eg within the off-take
!  diameter, interpolate the liquid fraction with that of the main
!  volume.
                                alf=alf*min(voidx/v_da(kk)%Voidf,1.0d0)+&
                                    max(0.0d0,v_da(kk)%Voidf-voidx)

..............

..............     
!  Set stratified off-take conditions flag (pos 12)                     
                        !j_da(m)%jc(2)=ior(j_da(m)%jc(2),2048) 
                        j_da(m)%isStratflwflg=.true. 
!
!  Calculate liquid level relative to main volume centre
                        IF(v_da(kk)%dLev.gt.0.d0)then 
                          hcll=v_da(kk)%dLev-v_da(kk)%Length(1)*0.5d0 
                        ELSE 
! candu HDR r1
!                         hcll=v_da(kk)%DiaEquiv(1)*0.5d0*ctheta 
                          hcll=v_da(kk)%DiaEquiv(1)*0.5d0*(ctheta-sin(hangle))
                        ENDIF 
!
!  Calculate correlation parameter
                        x00=1.15d0/(1.0d0+sqrt(v_da(kk)%Rhof/           &
                                               v_da(kk)%Rhog))
!  Set a flag
                        hbfdw=0.0d0 
!

     
     

!
!  Calculate liquid fraction when gas just covers the off-take
                          theta=sqrt(1.0d0-djal)*(djal*(-0.2145988016d0+&
                            djal*(0.0889789874d0+djal*(-0.0501743046d0+ &
                            djal*(0.0308918810d0+djal*(-0.0170881256d0+ &
                            djal*(0.0066700901d0-djal*0.0012624911d0))))&
                            ))+1.5707963050d0)
                          voidx=0.318309886d0*(theta-djal*sqrt(1.0d0-   &
                            aj))
!
!  Reduce it as in old model.
!  voidx=min(voidx,0.49)*0.85.
                          voidx=min(voidx,0.49d0)
! candu HDR+
! move voidx to adjust hangle elevation
                          voidx=voidx-0.5d0+voidgs
! candu HDR-
!
!  Test for pullthrough or entrainment
! candu HDR r1
!                         IF(v_da(kk)%Voidg.lt.0.5d0)then 
                          IF(v_da(kk)%Voidg.lt.voidgs)then 
!
!  Voidg lt 0.5  -- gas pullthrough
!  Calculate critical height, limiting to a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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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f=(wff*wff/(v_da(kk)%Rhof*max(            &
                              v_da(kk)%Rhof-v_da(kk)%Rhog,1.d-7)))**    &
                              0.2d0*(0.75d0*grvmp2)
!  Off-Take Model 
! =>Onset of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hbf1=hbf
! 
                        if(j.eq.3 .and. j_da(m)%CjDisSH .le. -20.d0         & 

.and. j_da(m)%CjDisSH .gt. -37.5d0) then
hbf2=(4.d0/(0.126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37.5d0    & 

.and. j_da(m)%CjDisSH .gt. -52.5d0) then
hbf2=(4.d0/(0.168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52.5d0    & 

.and. j_da(m)%CjDisSH .gt. -75.d0) then
hbf2=(4.d0/(0.166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ndif

! Onset of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IF(v_da(kk)%dLev.gt.0.d0)then 
                              IF(hbf.gt.v_da(kk)%Length(1)*0.5d0)then 
                                hbf=v_da(kk)%Length(1)*0.5d0 
                              ELSE 
                                hbfdw=1.0d0 
                              ENDIF 
                            ELSE 
                              IF(hbf.gt.v_da(kk)%DiaEquiv(1)*0.5d0)then 
                                hbf=v_da(kk)%DiaEquiv(1)*0.5d0 
                              ELSE 
                                hbfdw=1.0d0 
                              ENDIF 
                            ENDIF 
!
                            IF(hcll.ge.hbf.and.vdf.lt.1.0d0)then
!  No pullthrough with old liquid flow, see if
!  using pure liquid outflow makes a difference
                              vdf=1.0d0 
                              wff=j_da(m)%Vfj*j_da(m)%rhofj*          &
                              j_da(m)%Ajun 
                              hbf=(wff*wff/(v_da(kk)%Rhof*max(          &
                              v_da(kk)%Rhof-v_da(kk)%Rhog,1.d-7)))**&
                              0.2d0*(0.75d0*grvmp2)
! =>Onset of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hbf1=h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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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j.eq.3 .and. j_da(m)%CjDisSH .le. -20.d0         & 

.and. j_da(m)%CjDisSH .gt. -37.5d0) then
hbf2=(4.d0/(0.126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37.5d0    & 

.and. j_da(m)%CjDisSH .gt. -52.5d0) then
hbf2=(4.d0/(0.168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52.5d0    & 

.and. j_da(m)%CjDisSH .gt. -75.d0) then
hbf2=(4.d0/(0.166d0*pi))**0.4d0             & 
*(wff*wff/(gravt0*v_da(kk)%Rhof                  &
*max(v_da(kk)%Rhof-v_da(kk)%Rhog,1.d-7)))**0.2d0-     &
v_da(kk)%DiaEquiv(1)/2.d0*(1.d0+sin(j_da(m)%CjDisSH*pi/180.d0)) 
hbf=max(hbf1,hbf2)

!
endif

! Onset of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
                            ENDIF 
!
                            IF(hbf.lt.hbmin)then 
!
!  Critical Height less than allowed value.
!  Set wff to value givien hbfmin.
                              hbf=hbmin*hbmin 
                              hbf=hbmin*hbf*hbf 
                              wff=sqrt(v_da(kk)%Rhof*max(v_da(kk)%Rhof- &
                                v_da(kk)%Rhog,1.d-7)*hbf)*(2.05d0*grvp5)      
                              hbf=hbmin 
                            ENDIF 
!
!  Calculate dimensionless height of liquid above off-take
!
                            rat=min(1.0d0,max(0.0d0,hcll/hbf))
!  Calculate off-take flow quality, and derivative.                     
!
                            IF(rat.le.0.0d0)then 
!
!  Liquid level allows gas outflow.                                     
                            xg03=x00 
                            dx3dr=0.0d0 
!
                            ELSEIF(rat.ge.1.0d0.and.j_da(m)%Voidfj_o.ge.  &
                            1.0d0)then
!
!  Liquid level allows no pullthrough
                              xg03=0.0d0 
                              dx3dr=0.0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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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IF(rat.lt.0.9d0)then 
!
!  Liquid level allows pullthrough
                              x00r=x00**(1.0d0-rat) 
                              xg03a=sqrt(max(1.0d0-0.5d0*rat*(1.0d0+rat)&
                                    *x00r,0.0d0))
                              xg03b=x00**(1.0d0+1.09d0*rat) 
                              xg03=xg03a*xg03b 
                              x00p=log(x00) 
                              dx3dr=0.5d0*x00r*xg03b*(0.5d0*rat*(1.0d0+ &
                                    rat)*x00p-(0.5d0+rat))/xg03a+1.09d0*&
                                    xg03*x00p
!
! =>Branch Quality with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if(j.eq.3 .and. j_da(m)%CjDisSH .le. -20.        & 

 .and. j_da(m)%CjDisSH .gt. -37.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28)/0.04)
 xg03=x00-x00/(1.+xg03a)
 dx3dr=xg03a/0.04/(1+xg03a)**2.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37.5   & 
 .and. j_da(m)%CjDisSH .gt. -52.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29)/0.047)
         xg03=x00-x00/(1.+xg03a)

 dx3dr=xg03a/0.047/(1+xg03a)**2.
                          elseif(j.eq.3 .and. j_da(m)%CjDisSH .le. -52.5   & 

 .and. j_da(m)%CjDisSH .gt. -75. .and.            &
 hbf2.gt.hbf1) then
 xg03a=exp((-rat+0.26)/0.029)
 xg03=x00-x00/(1.+xg03a)
 dx3dr=xg03a/0.029/(1+xg03a)**2.
endif

! Branch Quality with Gas Entrainment for Arbitrary-Angled Branch pipes <=
                            ELSE 
!
!  Liquid level allows pullthrough
!  for rat gt 0.9 decrease xg03 linearly to 0.0
!  to avoid ill-conditioned square root dependence
!
                              rat=min(rat,1.0d0) 
                              dx3dr=x00**(1.0d0+1.09d0*rat)*sqrt(max(   &
                              1.0d0-0.855d0*x00**0.1d0,0.0d0))*(-10.0d0)                          
                              xg03=dx3dr*(rat-1.0d0) 
                            ENDIF 

..............

..............     
!
                    vdfact=vdfact*min(1.0d0,v_da(kk)%Voidf*delz *2.0d0- &
                           1.0d0)
                    IF(vdfact.gt.0.0d0)then 
                      scrach=j_da(m)%Vfj/j_da(m)%Vgj
                      vdfact=vdfact*min(1.0d0,1.0d0-scrach) 
                      delz=j_da(m)%Voidfj+j_da(m)%Voidgj
                      j_da(m)%Voidgj=(1.0d0-vdfact)*j_da(m)%Voidgj 
                      IF(scrach.gt.0.0d0)j_da(m)%Voidfj=max(delz-       &
                                         j_da(m)%Voidgj,0.0d0)
                    ENDIF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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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F 
              ENDIF 
            ENDIF 
          ENDIF 
        ENDIF 
      END DO 
!
      RETURN 
      END SUBROUTINE StratifiedFlow
      END SUBROUTINE SetJunctionProperty

END MODULE Junction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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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아냉각 비등 모델 코드개선 부분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됨)

(1) WallHeatTransfer.f90 모듈의 SubcooledBoiling 서브루틴의 개선 사항

SUBROUTINE SubcooledBoiling 
!jjj  10/31/1997
!
!  Computes heat transfer coefficient from correlations.                
!                                                                       
      USE VOL_DAT
!
      IMPLICIT none 
      INCLUDE 'contrl.h' 
      INCLUDE 'htrcom.h' 
      INCLUDE 'stcblk.h' 
      INCLUDE 'stcom.h' 
      INCLUDE 'ufiles.h' 
!                                                                       
      REAL(8) enmin,qnb 
      REAL(8) peclet,st,numod,encrit,gammul,xvar 
      REAL(8) scbtau 
      DATA scbtau/0.1d0/ 
!===================================================================
!opt61
      INTEGER ii
      REAL(8) aaa,aab,aac,aafinal,bbb,Ccc1,Dbw,fff,psi_temp 
      REAL(8) zrtemp(18),zrcond(18),zrcap(18)
      REAL(8) epsilon, fraction, Kw_zr, Cp_zr 
!     Zr- temperature,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capacity

    DATA zrtemp/ 300.d0, 400.d0, 640.d0, 1090.d0, 1093.d0,          &
                  1113.d0, 1133.d0, 1153.d0, 1173.d0, 1193.d0,        &

        1213.d0, 1233.d0, 1248.d0, 1300.d0, 1500.d0,         &
        1700.d0, 1900.d0, 2100.d0/

    DATA zrcond/ 12.68d0, 14.04d0, 16.96d0, 23.0d0, 23.05d0,        &
                  23.38d0, 23.73d0, 24.09d0, 24.45d0, 24.83d0,         &

25.22d0, 25.61d0, 25.92d0, 27.03d0, 32.12d0,         &
38.82d0, 47.48d0, 58.49d0/

    DATA zrcap/ 281.d0, 302.d0, 331.d0, 375.d0, 502.d0,             &
                  590.d0, 615.d0, 719.d0, 816.d0, 770.d0,              &

619.d0, 469.d0, 356.d0, 356.d0, 356.d0,              &
356.d0, 356.d0, 356.d0/

!opt61                                                                       
!===================================================================
!opt24                                                                  
      REAL(8) pbr,fprgmm,crenhr,p5r,gmmllp,fpreps,gmmlep,psia 
      DATA  psia/6.894757d3/ 
!opt24                                                                  
!                                                                       
!  Partition heat flux to get direct wall flashing term, Lahey          
!  Mechanistic Model (Proceedings of the Sixth Int. Heat Transfer       
!  Conference, 1, Toronto, Canada, 1978, pp. 293-295.  Uses the         
!  Saha-Zuber correlation for onset on boiling ("Point of Net Vapor     
!  Generation and Vapor Void Fraction in Subcooled Boiling", Proc. of   
!  the 5th Int. Heat Transfer Conf., 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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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65 = 153.85; 1./445.=.0021978                                 
!  Coding taken from TRAC-B HTCOR subroutine.                           
!                                                                       
!  Set variables to zero so that debug print uses defined rather than   
!  undefined variables even if the variable is not set otherwise.       
      gammul=0.0d0 
!                                                                       
      peclet=gabs*htdiam*v_da(iv)%Cpf/v_da(iv)%Kf 
      numod=qffo*htdiam/v_da(iv)%Kf 
      enmin=min(enliq,sathfp) 
      IF(peclet.gt.7.0d4)then 
         st=numod/peclet 
!=====================================================================
!        add condition statement for option 61
         IF(chngno(24).or.chngno(61))then 
!=====================================================================
            encrit=sathfp-st*v_da(iv)%Cpf * 153.85d0 
!         ELSE IF(chngno(61))then 
!            encrit=sathfp-st*v_da(iv)%Cpf * 153.85d0 
         ELSE 
            pbr=v_da(iv)%P/psia 
            fprgmm=1.0782d0/(1.015d0+exp((pbr-140.75d0)/28.0d0)) 
            encrit=sathfp-st*v_da(iv)%Cpf/(0.0055d0-0.0009d0*fprgmm) 
         ENDIF 
      ELSE 
         encrit=sathfp-numod*v_da(iv)%Cpf * 0.0021978d0 
      ENDIF 
      IF(chngno(65))then 
!                                                                       
! chngno 65                                                             
! Limit Subcooling at which boiling can start                           
!                                                                       
         encrit=min(encrit,sathfp-1.d4) 
      ENDIF 
      IF(enmin.gt.encrit)then 
         IF(chngno(24))then 
            IF(chngno(65))then 
!                                                                       
! chngno 65                                                             
! Polynomial Interpolation Function (similiar to CATHARE)               
!                                                                       
               xvar=(enmin-encrit)/(sathfp-encrit) 
               gammul=(xvar*(xvar-2.d0))**2 
            ELSE 
               gammul=(enmin-encrit)/(sathfp-encrit) 
!               epsilon=v_da(iv)%Rhof*(sathfp-enmin)/(v_da(iv)%Rhog*hfgp) 
               gammul=gammul/(1.d0+v_da(iv)%Rhof*(sathfp-enmin)         &
                     /(v_da(iv)%Rhog*hfgp)) 
            ENDIF 
!=====================================================================
         ELSE IF(chngno(61))then
!
! chngno 61
! Use Podowski's subcooled boiling model instead of Lahey's Model
! M.Z. Podowski, "Toward Next Generation Multiphase Models of Nuclear
!        Thermal-Hydraulics," 8th Int'l Topical Meeting on Nuclear Reactor 
!        Thermal-Hydraulics, Tokyo, Japan, Sept. 1997
!
!      Maximum bubble departure diameter by Una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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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id wall properties by interpolation
            IF(tw.le.300.d0) then

            Kw_zr=zrcond(1)
    Cp_zr=zrcap(1)
  ELSE IF(tw.ge.2100.d0) then
    Kw_zr=zrcond(18)
    Cp_zr=zrcap(18)
  ELSE
    DO ii=1,18
       IF(zrtemp(ii).ge.tw) goto 5149
    ENDDO

 5149     continue
              fraction=(zrtemp(ii)-tw)/(zrtemp(ii)-zrtemp(ii-1))

    Kw_zr=zrcond(ii-1)+fraction*(zrcond(ii)-zrcond(ii-1))
    Cp_zr=zrcap(ii-1)+fraction*(zrcap(ii)-zrcap(ii-1))

            END IF
!
     bbb=0.5d0*abs(v_da(iv)%TsatT-v_da(iv)%Tf)             ! equation (45)

  IF(bbb.eq.0.d0) bbb=1.0d-32
            Ccc1=hfgp*v_da(iv)%Muf                              

  Ccc1=Ccc1*(v_da(iv)%Cpf/(0.013d0*hfgp*1.165d0**1.7d0))**3.d0
  Ccc1=Ccc1/sqrt(0.00949d0/(2.0d0*bbb*9.81d0))             ! equation (44)
  aaa=(abs(qfluxo-htcf*(v_da(iv)%TsatT-v_da(iv)%Tf)))**0.33333d0
  aaa=aaa*v_da(iv)%Kf
  aab=sqrt(Kw_zr*6550.0d0*Cp_zr/(v_da(iv)%Kf*v_da(iv)%Rhof      &
       *v_da(iv)%Cpf))
  aac=2.0d0*(Ccc1**0.33333d0)*hfgp
  aac=aac*sqrt(3.1415d0*v_da(iv)%Kf/(v_da(iv)%Rhof*v_da(iv)%Cpf &
       *v_da(iv)%Rhog))

            IF(aac.eq.0.d0) aac=1.d-32
            aafinal=aaa*aab/aac                                    ! equation (43)

  IF(v_da(iv)%Vf(1).ge.0.61d0) then
               psi_temp=(v_da(iv)%Vf(1)/0.61d0)**0.47d0             ! equation (46)

  ELSE 
     psi_temp=1.0d0
  ENDIF
  Dbw=2.42d-5*aafinal*(v_da(iv)%P/1.014d5)**0.709d0       
  Dbw=Dbw/sqrt(bbb*psi_temp)                           ! equation (42)
  If(Dbw.le.0.d0) Dbw=1.0d-32

!     Bubble departure frequency
  fff=(4.0d0*9.81d0*abs(v_da(iv)%Rhof-v_da(iv)%Rhog)/    & ! equation (38)
       (v_da(iv)%Rhof*3.0d0))**0.5d0

!     Ratio of heat transfer by quenching to the evaporation heat transfer
  epsilon=1.695d0*sqrt(v_da(iv)%Kf*v_da(iv)%Rhof            &

     *v_da(iv)%Cpf)
  epsilon=epsilon*(tw-v_da(iv)%Tf)/Dbw     
  epsilon=epsilon/(v_da(iv)%Rhog*hfgp*fff**0.5d0)

!     Finally the multiplication factor
gammul=(enmin-encrit)/(sathfp-encrit) 

  gammul=gammul/(1.d0+epsilon)
!=====================================================================
         ELSE 
            crenhr=(enmin-encrit)/(sathfp-encrit) 
            p5r=0.0022d0+crenhr*(0.11262d0+crenhr*(-0.59224d0+crenhr*(  &
            8.68227d0+crenhr*(-11.29044d0+crenhr*(4.253448d0)))))       
            p5r=min(1.0d0,p5r) 
            pbr=v_da(iv)%P/psia 
            fprgmm=1.0782d0/(1.015d0+exp((pbr-140.75d0)/28.0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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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mllp=crenhr+fprgmm*(p5r-crenhr) 
            fpreps=1.0d0/(0.97d0+38.0d0*exp(-(pbr+60.0d0)/42.0d0)) 
            fpreps=min(1.0d0,fpreps) 
            gmmlep=gmmllp/(1.0d0+v_da(iv)%Rhof*(sathfp-enmin)*fpreps/    &

(v_da(iv)%Rhog*hfgp))                                                  
            gammul=gmmlep 
         ENDIF 
!  new time gammul                                                      
         gammul=gammul*htsa*v_da(iv)%recipV/max(hfgp,1.d4) 
!  use an exponential relaxation for gammul which is later used to      
!  compute the gamma on the wall from sucooled boiling                  
         gammul=(scbmul+dt*gammul/scbtau)/(1.0d0+dt/scbtau) 
!  The low value of 1.e4 was chosen based on Helium.                    
         IF(chngno(65))then 
!                                                                       
! chngno 65                                                             
! Apply Subcooled Boiling Fraction To Nucleate                          
! Boiling Heat Flux Only.                                               
!                                                                       
            qnb=htzhft*dtsat 
            gamw=gammul*qnb 
            htgamf=gammul*qnb/max(qffo,1.d2) 
            htgamf=min(htgamf,1.0d0) 
         ELSE 
            gamw=qffo*gammul 
            htgamf=gammul 
         ENDIF 
      ELSE 
         gamw=0.0d0 
         htgamf=0.0d0 
      ENDIF 
      scbmul=gammul 
!   open(9901,file='test')
!   write(9901,*)timeht,v_da(iv)%P,tw,Dbw,epsilon,gammul
!
      IF(help.ne.0)then 
!gamma         IF(iand(ihlppr(2,2),ishft(1,3)).ne.0)then 
!gamma            IF(iand(v_da(iv)%vctrlx(2),1).ne.0)then 
         IF(isprntsuboil3)then 
            IF(v_da(iv)%isDbgPrntFlg)then 
               WRITE(output,5150)gamw,gammul,qffo,peclet,numod,enmin,   &
               encrit,sathfp                                            
            ENDIF 
         ENDIF 
      ENDIF 
 5150 FORMAT (3x,'suboil final output :'/ 5x,'gamw',8x,'gammul',11x,    &
     & 'qffo',8x,'peclet',9x,'numod',9x,'enmin',8x,'encrit',            &
     & 7x,'sathfp',1p/8e14.6)                                            
      RETURN 
      END SUBROUTINE SubcooledBoiling                         
END MODULE WallHeatTransfer

(2) ReadNewProblemM.f90 모듈의 ReadModelChange 서브루틴의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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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ReadModelChange 
!
!  Process option controls that are entered by "secret" input.  These   
!  options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code and are undergoing testing.
!
      USE R_CARDS
      IMPLICIT none 
      INCLUDE 'comctl.h' 
      INCLUDE 'contrl.h' 
      INCLUDE 'ufiles.h' 
!

..............

..............     
chngno(60)=.true.  

         IF(chngno(60).or.prtall)write(output,3060) 
3060 FORMAT  ('0Option 60 modifies time step control for Courant limit.&

     &')                                                                
! CANDU subcooled model
         IF(chngno(61).or.prtall)write(output,3061) 
 3061 FORMAT  ('0Option 61 uses Podowski subcooled boiling model') 
         IF(chngno(62).or.prtall)write(output,3062) 
 3062 FORMAT  ('0Option 62 uses newly developed changes to Chen ',    &
     &         'f factor in prednb.')

..............

..............     
8000 FORMAT  ('0******** Inconsistent options for critical flow.') 
         fail=.true. 
      ENDIF 
      IF(fnd)then 
         fnd=chngno(3).or.chngno(5).or.chngno(7).or.chngno(11).or.      &
         chngno(15).or.chngno(21).or.chngno(22).or.                   &
         chngno(26).or.chngno(27).or.chngno(28).or.                   &
         chngno(29).or.chngno(30).or.chngno(31).or.chngno(33).or.       &
         chngno(34).or.chngno(35).or.chngno(38).or.chngno(39).or.       &
         chngno(40).or.chngno(44).or.chngno(46).or.chngno(47).or.       &
         chngno(49).or.                                          &
!bae3d   chngno(57).or.chngno(58).or.chngno(59).or.chngno(61).or.       &
         chngno(58).or.chngno(59).or.                              & !<= chngno(61) 삭제
!bae-end
         chngno(63) 
         DO 20 m=6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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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MARS 다차원 component를 이용한 UPTF 실험 20의 평가계산

Appendix B: UPTF Test 20 Prediction Calculation by using MARS Multi-dimensional 

Component

MARS code has been developed as a PWR system analysis code under the MOST Long and Mid 

Term Research Program. During the project, MARS has been modified to have a multi-dimensional 

capability. MARS multi-dimensional component has been developed as an extension of the 

1-dimensional convection terms to three dimensional Cartesian or cylindrical coordinate. 3-dimensional 

diffusion terms of momentum and energy governing equations are also implemented. After the 

development, the multi-dimensional capacity has been assessed through many conceptual and separate 

effect tests.

As a further detail assessment with a SET, UPTF Test 20 has been selected for the assessment of the 

MARS capability to the upper plenum injection phenomena. The upper plenum space has been 

multi-dimensionally nodalized. All three phases of the UPTF Test 20 are assessed with corresponding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Key UPI phenomena havebeen predicted with the sound error level 

against the experiment. 

1. INTRODUCTION

1.1 UPI Phenomenon

Some earlyPWRs are equipped with the UPI, which the low head safety injection pipe is connected to 

internal core upper plenum. In UPI plants, the safety water is injected into the upper plenum instead 

of the cold leg, as is done in most 3- and 4- loop plants. For the blowdown period of the LOCA, the 

UPI plants behave similar to usual 3- and 4- loop plants so that the current BE method can be simply 

applied. But the unique features are emphasized for the refill and reflood period, after th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actuates. 

In the refill and reflood period, water injected into the upper plenum flows down to the low power 

region of the core, at which the low steam generation flux occurs. Usually the peripheral region of the 

core has low steam generation flux. The pored water rises through the high power central core 

assembly region, and water changed to steam. The phase change occurs rigorously so that the droplets 

are entrained at the quenching front of the hot rods. 

The entrained droplet and steam flows into the upper plenum space through the water pool made on 

the top side of upper tie plate. This water pool is made by the accumulation of the UPI wa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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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ard core steam flow keeps the water on the top side of tie plate by the counter current flow 

limitation (CCFL) phenomena. Figure 1 shows the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UPI.

There are several importantthermo-dynamic features arise at the upper plenum space during the refill 

and reflood phases. 

- The injection of the cold emergency core cooling water causes the steam to condense. The 

condensed steam amount, the condensate, may affect the amount of the peripheral down flow 

of water into the core.

- The degree of subcool and the amount of the down flow water is important to the quenching 

of the fuel clad temperature. Further, the location of the rigorous down flow region and hot leg 

positions may causes unpredictable peak clad temperature. 

- The entrained droplets may flows into the hot leg and even to the steam generator. During the 

passage of the upper plenum space, the droplet temperature may be at the saturation value. This 

slightly subcooled droplet may cause the steam binding phenomena.

Thus, followings are most interesting measures for the analysis of the UPI phenomena.

- Area percentage and distribution of the down flow location,

- Instantaneous or accumulative down flow rate and the percentage of the amounts to the 

available water that is the sum of the ECC injection, core liquid upflow and the condensed steam in 

upper plenum,

- Net hot leg water carryover,

- Collapsed liquid level and distribution of the water pool on the tie plate top side.

1.2 1-D or 1-D Like Approach

As described above, the hydraulic behaviors happen in the upper plenum space are localized and 

unstable. It is hard to predict the behaviors with the conventional 1-D analysis tools. SECY-80 method 

is used to describe the UPI phenomena by means of 1-D tools. In that approach, an imaginary down 

flow channel has been supposed at the upper plenum space and the core region. Figure 2 illustrates an 

example of the imaginary channels postulating the down flow of the ECC water for the upper plenum 

and core regions. 

The area and hydraulic resistance between the imaginary channels are totally depends on the 

experimental result and modeling experiences. The proposed resistance values are assessed indirectly by 

the comparison to the experimental results.

K.Takeuchi et. al.used WCOBRA/TRAC code to interpret the several CCTF tests and UPTF Test 20 to 



- 454 -

establish the scaling methodology about the UPI phenomenon. During the analysis, Takeuchi also used 

the imaginary channel method. The scaling factor of CCTF facility is 0.091 and UPTF facility is 2.1. 

Based on these scaling factors, the prediction laws about the breakthrough flow area, downflow rate 

into the core, hot leg water carryover, and liquid level in the upper plenum are established. 

2. UPTF TEST 20

UPTF facility is about 2.1 times larger than a usual UPI plant. This is a full scale simulation facility 

of 3900 MWth KWU 4-loop PWR. Each UPTF loop has a steam/water separator to simulate a steam 

generator and a variable resistance to simulate a reactor coolant pump. The upper plenum space 

consists of full-size internals. The fuel core is simulated by a steam/water injection system to set up 

the appropriate flow conditions in the reactor vessel. UPTF Test 20 consists of 3 phases. These phases 

simulate the thermal hydraulic conditions in a PWR with UPI during the reflood phase of a cold leg 

large break LOCA. The objective of the Test 20 was to investigate the steam/water UPI flow 

interaction in the upper plenum. Among the 4 loops, one loop is used to postulate the UPI system. A 

hutze is installed inside the hot leg of the loop for the injection of the UPI water. One loop is used 

to simulate the broken loop. Other two loops remain intact. 

The system pressure equals 3.0 bar (36 psia) and the UPI rate equals 262 kg/s (576 lbm/s) of 

subcooled water by about 100 K (180 oF). Core simulation system injects the steam and water 

mixture. The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for the experiments are summarized in the Table 1. 

Table 2 shows the results for the UPTF 20 obtained by the WCOBRA/TRAC run. For the downflow 

area, WCOBRA/TRAC code result shows 23.2 % and 15.5% for the core planar area. 

Down flow rate as a percentage of the available water amount are calculated. For the phase A, 89.0 

% of the available water flows down through the core plate. For the Phase B and C, the percentages 

are 80.8 % and 88.2 %, respectively. The available water amount is the sum of the UPI injection 

water, steam condensation in upper plenum, and the core water injection. The condensation amount in 

the upper plenum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eam in- and out-flow.

The hot leg carryover flow as the percentage of the available water are 13.6 %, 20.7 %, and 8.7 % 

for the Phase A, B, C, respectively. 

The collapsed liquid level of the water pool is calculated as the ratio to the height from the hot leg 

center line from the upper tie plate. The ratios are 0.11, 0.10, and 0.09 for the phases, respectively. 



- 455 -

3. MARS NODALIZATION

Figure 5 shows the multi-dimensional UPTF core nodalization and hot leg connection configuration. In 

this nodalization, the cold leg and downcomer region are ignored and not included. Instead, the drain 

water flow is controlled as the experimental value to keep the pressure of the UPTF core.

The multi-dimensional grid configuration is 4 x 8 x 15 in a cylindrical coordinate. Based on the 

UPTF 7 1D input, the vertical grid size has been assigned to keep the consistency. Among the 15 

vertical grids, up to 4th nodes are used as lower plenum and lower header. Next up to 9th nodes are 

core region. In the core region, UPTF core simulators are modeled. The core simulator consists of 

steam and water mixture injection nozzles. Next 2 grids are fuel region. Fuel shaped 14 x 14 rod 

bundles are installed in this region. The hydraulic diameter of the dummy fuel region is 0.039534 m. 

The bundle length is 1.168 m. next 4 vertical nodes are upper plenum. The elevation of 13th node top 

is equivalent to the hot leg center line. 

The radial nodalization consists of 4 grids. From inside, 3 nodes are assigned as core region. Outer 1 

node is designed as bypass region. The radial node size is modeled so that the planar areas of all 

core nodes are the same. By doing this, no additional hydraulic consideration is required to set the 

equilibrium vertical flow distribution in the core region. 

UPTF core is evenly divided to 8 angular sectors. In Figure .5, intact hot legs are connected to the 

second and seventh angular position. UPI hot leg is connected to the third angular position. Finally, 

the broken loop hot leg is connected to the sixth angular position. Single junction 510 and 540 model 

the intact hot leg connection. Single junction 530 models the broken loop hot leg. Single junction 520 

is UPI hot leg. The area of single junction 520 is the whole hot leg pipe area, instead the hutze pipe 

area. 

The initial state of the core inside is modeled as 0.3 MPa and 474 K vapor. To make the 

quai-equilibrium state of the UPTF core volumes, UPI water is not injected before 25.0 second. During 

the whole calculation period, intact loop junction 510, 540 are kept open. Also the broken loop hot 

leg junction 530 is open to the ambient volume which is kept at the 0.25 MPa during whole period. 

The hydraulic resistance of the broken junction is set as 8.0. 

The drain junction 955 is open after 25.0 or 20.0 second.The drain flow rate is the measure of the 

proper simulation of the UPTF. In the experiments, the drain flow is262.0 kg/s. Before the drain open, 

the supplied steam and water through the core simulator are accumulated in the core region of the 

UPTF facility.

The role of the core simulator system is to provide the steam and water mixtures. The state and the 

flow rate of the mixture aredetermined to propose the condition of the core at the LBLOC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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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the injection water and steam is 383 K and 474 K at 0.3 MPa, respectively. The total 

amount of the steam and water mixture is evenly divide and injected through the 24 multiple 

junctions. Even flow condition is obtained because of the equal planar area of the core nodes.

After 25.0 or 20.0 second has passed, ECC water is injected through the junction 520. The ECC 

pressure is 0.3 MPa. ECC water subcooling and flow rate are different to the phases, as shown in 

Table 1. 

In the UPTF facility model, the dummy fuel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region for the proper 

simulation of the hydraulic behaviors of the UPI water in the upper plenum space. Total 193 

assemblies are arranged in the dummy fuel region. The steam and water mixture coming from the core 

simulator are arranged during the passage of the dummy fuel region. At that time, r and q directional 

pressure resistances, as well as the z directional resistance, affect the mixture distribution.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eight (8.042=193/24) assemblies per one MARS dummy fuel volume because the number 

of core sector is 24. One assembly has 16 by 16 configuration. It means that 128 rod obstacles have 

been passed if the mixture transport from one volume to the neighboring volume. Thus the lateral 

resistance factor for the dummy fuel region is decided as 38.4 (=0.3 x 16 x 8) with the assumption 

that 0.3 is the elemental resistance value for one fuel rod. 0.3 is the asymptotic form drag coefficient 

of a staggered rod in the cross flow situation at the turbulent region. 

In the upper plenum space, 61 guide tubes and 16 support structures are installed and acts like a 

lateral obstacles for the injected water from UPI. It is assumed that 2 obstacles per one volume sector 

a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the upper plenum space. As like the dummy fuel region model, 

lateral resistance factor is decided as 0.6.

The core simulator part also has lateral obstacles that affectthe steam and water mixture distributions. 

Total 17 core simulator pipes are used to inject steam or water. As was the case, It is assumed that 

0.7083 core simulator pipes are spread in a volume. The lateral resistance factor is decided as 

0.21249.

4. RESULT

The 3 UPTF tests are simulated with 3 different MARS inputs. The results are analyzed with the 

same manner to the Takeuchi et. al.[2] in the macroscopic view points. In addition, MARS results 

shows the location of the down flow occurring region in the upper plenum. The radial and peripheral 

trends of the collapsed water level of the UPI pool can be another result of the MARS 

multi-dimensional simulation. The down flow region has been modeled as a single imaginar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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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s no location information in the conventional 1-D or 1-D like approach. It has only the channel 

flow area and lateral connection resistances information. Meanwhile, the MARS multi-dimensional 

results provide the localized volume and junction quantities. 

4.1 Local Collapsed Level

The collapsed level for Phase A test is represented for radius coordinates. R1 is inner-most region of 

the upper plenum and R4 means the outer-most radial region. Foe each radial coordinates, the 

collapsed levels of angular positions are plotted. Each radial region consists of 8 angular positions. 

Figure 6, 7, and 8 show the collapsed level of Phase A, B, and C tests, respectively.

4.2 Local Down Flow Area

The down flow area for phase A and B are the same. For the Phase C, core simulator injects 

relatively low steam flow to the upper core. Thus, the down flow region disappears in the middle 

radial region R2. 

4.3 Hot Leg Steam and Water Flow

For each UPTF test 20 Phases, MARS predicted hot leg steam and water flow rate is plotted along 

experimental period. Because of the highly fluctuating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hot leg water 

carryover continues to keep the 20~30 kg/s amplitude of fluctuations. But, the steam flow rates show 

stable trends after the UPI ECC injections. The UPI injection time is 25 second for Phase A and B 

test. For Phase C, it is 20 second. Before the injection instance, it is assured that the steam flow 

maintains the steady values.

5. CONCLUSION

Table 5 shows the summarized comparisons of the major macroscopic parameters obtained by MARS 

multi-dimensional calculation and WCOBRA/TRAC imaginary channel approach performed by Takeuchi 

et. al. In this paper, the proposed scale law provide the values for the UPI PWR plant vessel. 1650 

MW, 2250 psia, 3 and 4 loop system is considered as the reference PWR. This scale-law has no 

considerations about the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Figure 13 to 16 shows the MARS prediction about the UPI phenomena compared to the several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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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facility results as well as UPTF. More down flow area is predicted by MARS calculation than 

UPTF test results. But, the down flow rate, in Figure 14, is less predicted than the UPTF test results. 

This means that the even down flow has been made throughout the tie plate upper plenum. As shown 

in Figure 9, the outer-most bypass ring R4 region is dominated by down flow of liquid in MARS 

calculation.

MARS predicts more hot leg water carryover than UPTF tests as in Figure 15. It can be said that 

MARS calculation provides more conservative PCT behavior at the UPI plant LBLOCA simulation 

because the low down flow and high hot leg bypass of the liquid flow. Figure 16 shows the collapsed 

liquid level made on the tie plate. MARS predicts higher collapsed level than the UPTF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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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Phase A

Phase B

(inner/middle/outer)

45:50:55

Phase C

(inner/middle/outer)

45:50:55

ECC water

Flow 262 (+25 sec) 262 (+25 sec) 262 (+20 sec)

Temp 305 305 305

p 3.0 3.0 3.0

Drain water Flow 270 270 270

Core simulator

Steam

Flow 93
104

(31.2/34.67/38.13)

87

(26.1/29/31.9)

Temp
474 K

Duration average

463 K

Duration average

459 K

Duration average

Core simulator

Water

Flow 25 23 25

Temp 110 oC = 383 K 110 oC = 383 K 110 oC = 383 K

Plenum

space

Temp 474 463 459

p 3.0 3.0 3.0

Phase A Phase B Phase C

remark

Liq Vap Ent Liq Vap Ent Liq Vap Ent

Tie plate
hole 37.79 39.48 50.3 40.64 41.16 59.50 38.63 36.61 46.05

Inner
channel

GT 38.89 35.31 70.31 40.83 36.83 78.35 39.93 32.72 68.28

Outer
channel
A

-330.2 -0.1 -2.46 -391.4 -0.1 -5.94 -364.3 -0.1 -1.1
Outer
channel

Outer
channel B 60.7 6.7 4.9 55.9 7.13 5.38 -70.7 0.2 0

Outer
channel C -64.3 0.1 0 -191.2 0 -6.2 51.9 6.8 4.7

Outer
channel D -147.5 0.1 0 54.3 7.1 5.3 -91.5 0.1 0

Intact HL
1 3.92 16.2 8.9 6.58 17.68 13.97 1.47 14.0 2.21

Hot leg
flows

Intact HL
2 3.48 14.2 6.7 4.97 19.03 9.3 2.98 14.24 5.74

Broken
HL 7.12 22.3 13.1 11.32 26.37 19.17 5.03 20.71 9.84

Table 1.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for the UPTF 20 Phase A, B, and C

Table 2. The result of WCOBRA/TRAC for the UPT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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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A Phase B Phase C

Downflow area 23.2 15.5 23.2

Downflow rate 89.0 80.8 88.2

Hot leg carry over 13.6 20.7 8.7

Collapsed level 0.11 0.10 0.09

Phase A Phase B Phase C

Core sim. steam flow (kg/s) 93 104 87

Core sim. water follow (kg/s) 25 23 25

UPI injection water (kg/s) 262 262 262

Steam flow of hot legs (kg/s) 41.257 50.816 33.873

Steam condensation (kg/s)

(=core steam flow –hot leg steam flow)

93-41.257

=51.743
53.184 53.127

Liquid available (kg/s)
25+262+51.743

=338.743
338.184 340.127

Downflow rate (kg/s) 263.56 232.19 277.82

Hot leg water carryover (kg/s) 77.984 95.894 61.943

Collapsed liquid level (m) 0.15502 0.16015 0.1590

Downflow area ratio (%) 37.2 37.2 34.7

Downflow rate for available liquid (%) 77.8 68.7 81.7

Hot leg carryover for available liquid (%) 23.0 28.4 18.2

Liquid level to hot leg center (%)
*

11.2 11.5 11.4

Table 3. Resultant summary of the Takeuchi et. al. by using WCOBRA/TRAC

Table 4. Summary of MARS results for UPTF 20 test series

*) Hot leg center height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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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A Phase B Phase C

MARS
WCOBRA/
TRAC MARS

WCOBRA/
TRAC MARS

WCOBRA/
TRAC

Downflow
area ratio
(%)

37.2 23.2 37.2 15.5 34.7 23.2

Downflow
rate for
available
liquid (%)

77.8 89.0 68.7 80.8 81.7 88.2

Hot leg
carryover
for available
liquid (%)

23.0 13.6 28.4 20.7 18.2 8.7

Liquid level
for hot leg
center (%)

11.2 11.0 11.5 10.0 11.4 9.0

Table 5. Summarized comparisons for UPTF 20 tests between MARS and WCOBRA/TRAC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describing the UPI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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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aginary channels for the UPI analysis in the conventional 1-D approach

Figure 3. A schematic view of the UPTF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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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hutze installation configuration in the UPTF UPI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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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RS multi-dimensional nodalization for the UPT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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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ollapsed level for the Phase 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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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collapsed level for the Phase 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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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ollapsed level for the Phase 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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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own flow area distribution for Phase A,B, and 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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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ARS results about the hot leg vapor and water flows in Phase 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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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ARS results about the hot leg vapor and water flows in Phase 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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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ARS results about the hot leg vapor and water flows in Phase 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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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est data of percentage down flow area and MARS prediction

Figure 14  Test data of percentage down flow rate for the available liquid and MARS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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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est data of percentage hot leg carryover for the available liquid and MARS 

prediction

Figure 16  Test data of percentage collapsed level fraction for the hot leg center level and 

MARS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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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SM2A 최종보고서 Appendix 기여부분

Appendix C. CONTRIBUTION TO APPENDIX OF SM2A FINAL REPORT 

1.1 Participant Information
1.2 Analysis Tools
    1.2.1 Transient analysis code
    1.2.2 Uncertainty analysis
    1.2.3 PSA tool
1.3 General Scenario (Initiating Event) and Selected Sequences 
    1.3.1 Selected PSA Sequences
    1.3.2 Modifications of the event tree or sequence models
    1.3.3 Modifications or extensions to the PSA hardware failure probabilities
1.4 Base Cases for Nominal and Uprated Power
    1.4.1 Nodalization (transient / thermal-hydraulic model)
    1.4.2 Boundary conditions
    1.4.3 Steady state results
    1.4.4 Transient results 
1.5 Specification of Uncertainty Analysis
    1.5.1 Uncertainty parameters
    1.5.2 Electric power recovery model (if applicable)
    1.5.3 Modeling (distribution) of operator actions (if applicable)
    1.5.4 Other aleatory distributions (if applicable) 
    1.5.5 Sampling
1.6 Evaluation of Exceedance Frequency (Results)
    1.6.1 Shift of Exceedance Frequency for the analysed scenarios due to power uprate
    1.6.2 Aggregation of results for the general scenario
1.7 References



- 473 -

for event tree for deterministic analysis

Name Ho-Gon LIM
Jae Jun JEONG, Ju Yeop PARK, Seung Hoon 

AHN

Email hglim@kaeri.re.kr
jjjeong@kaeri.re.kr, k385pjy@kins.re.kr,

k175ash@kins.re.kr

Phone +82.42.868.2763 +82.42.868.2958, +82.42.868.0577

1.1 Participant Information

1.2 Analysis Tools

1.2.1 Transient analysis code

The MARS code (MARS-KS version 2.0) was used for the SGTR analysis. The MARS code 
is a realistic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system analysis of light water reactor transients. 
The backbones of MARS code are the RELAP5/MOD3.2.1.2 and the COBRA-TF codes of 
USNRC. The two codes were consolidated into a single code by integrating the hydrodynamic 
solution schemes, and unifying various thermal-hydraulic models, EOS and I/O features. The 
sources of the code were fully restructured using the modular data structure and a new dynamic 
memory allocation scheme of FORTRAN 90. MARS runs on Windows platform, and it is 
currently a popular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tool in use for the analyses of reactor 
transients, experiment facility simulations and various safety research purposes. MARS can also 
be connected, by means of dynamic linkage using DLLs, to other codes such as 3D kinetics 
code MASTER and containment analysis codes, CONTAIN and CONTEMPT. TH modeling 
capability of the MARS is being improved and extended for application not only to light and 
heavy water reactors but also to research reactors and many advanced reactor types. The MARS 
is linked with the graphic system analyzer, ViSA, for a user-friendly computing environment. 

Recently, a new multidimensional fluid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the 
system analysis module in order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of COBRA-TF 3D vessel module. 
The multidimensionalmodel is developed for porous media with a similarity of RELAP5-3D 
MULTID component model. However this model adopted not only 3D convection term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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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terms in momentum equation, and 3D conduction and thermal mixing terms were also 
implemented to the energy equation. The Prantl’s mixing length model was implemented as a 
simple turbulence model for two phase flow. The new multidimensional component, however, 
was not used in the SGTR analysis.
 

1.2.2 Uncertainty analysis

MOSAIQUE code was used to support the uncertainty analysis for the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 developed by KAERI. The key features of MOSAIQUE are as follows:

(1) Assign a distribution to a variable in a computer code input

(2) User interface to assign a variable on the spreadsheet style 

(3) Handles various distributions: MOSAIQUE can handle Normal, Lognormal, Beta, Gamma, 
Uniform, Discrete, Empirical, Functions of other variables. Also, it can truncate unwanted 
tails by assigning  Min/Max

(4) Create samples for variables: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or traditional random 
sampling can be applied. MOSAIQUE uses LHS as default sampling method.

(5) Generate Computer Code’s Input Files using samples: Create input files for the given 
number of samples

(6) Run computer codes using the created input files on multiple PCs: MOSAIQUE run 
computer codes on multiple PCs/multiple CPUs across the intranet. Currently, MOSAQUE 
can handle several codes such as MARS, RELAP5, MAAP, GAMMA, FDS, FLACS and 
TRACE

(7) Plot graph/PDF from the plot files: MOSAIQUE has its own post processor to visualize 
a result. It can draw a multiple time trend of a parameter in addition to PDS.

(8) RS(Response Surface) analysis: MOSAIQUE can perform RS analysis when the 
calculation time of a transient is long not enough to handle large samples of calculation 
and the effect of parameters are almost linear to ke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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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PSA tool

The CONPAS code was used to modify the original ET of ZION plant. The quantification of 
each accident scenario frequency in the ET was performed using MS Excel program.  

1.3 General Scenario (Initiating Event) and Selected Sequences

1.3.1 Selected PSA Sequences

The scenario selected in this analysis is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of ZION plant. 
As described in NUREG/CR-4550, a SGTR is a release of a primary inventory to a secondary 
system. Initiating event is defined as:

(1)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 from any cause

(2) Any other primary-to-secondary leakage

The original SGTR ET is developed by the following assumptions: 

(1) All success sequences are carried out until hot shutdown or stable long term cooling 
conditions exist. All sequences were terminated at 24 h.

(2) No RCS inventory makeup is required if the RCS integrity is maintained. On the other 
hand, if the RCS integrity is not maintained, failure of the RCS makeup will lead to 
core damage.

The ET of SGTR accident in ZION plant needs to be revised to apply the SMAP (Safety 
Margin Action Plan) methodology. The original ET was built based on the large ET and small 
fault tree (FT) method. This means that the supporting systems are described in an ET in 
addition to the front line system/function. Then, the fault trees are developed for each 
systems/function which is describedin an ET in terms of its heading and branches. 

When performing Zi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NUREG/CR-4550), the fault trees for a 
relevant system were not developed instead a previous result (ZPSS) was used with minor 
changes or re-quantification. Since we cannot acquire system fault tree for Zionplant, we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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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 new SGTR event tree based on a small ET and large FT method which is widely 
used in a modern PSA. Instead, we modified the original Zion SGTR ET by binning similar 
event scenarios which have a similar thermal-hydraulic plant behavior.

1.3.2 Modifications of the event tree or sequence models

The safety margin in this approach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core damage frequency. 
However, the SGTR ET of Zion plant was described for the plantdamage state (PDS) which 
includes 242 event scenarios. Figure 1 shows the ET structure which was integrated from the 
partitioned ET (see NUREG/CR-4550, p4-56 ~ p4-57e).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se event 
scenarios with respect to the core damage frequency, the systems which are independent of 
mitigating/influencing the core damage but are relevant to the containment configuration should 
be identified. From the descriptions of SGTR in NUREG/CR-4550, it seems that containment fan 
cooler and containment spray system have no influence on the accident mitigation in terms of 
core damage prevention. So, we eliminated the headings corresponding to containment fan cooler 
and containment spray system. Figure 2. shows the resulting ET which have 72 event scenarios. 

Each event scenario frequency is shown in Table 1. The event scenario frequency was 
calculated using the data given in NUREG/CR-4550 (See NUREG/CR-4550, p4-61 ~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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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Seq. No. Frequency Seq. No. Frequency Seq. No. Frequency
1 0.009997 31 3.07E-14 61 1.15E-18
2 4.08E-10 32 4.59E-13 62 1.72E-17
3 5.17E-08 33 3.4E-07 63 3.83E-17
4 3.84E-14 34 1.02E-09 64 1.37E-17
5 7.72E-09 35 7.85E-11 65 5.25E-19
6 1.4E-07 36 1.76E-12 66 7.84E-18
7 6.56E-11 37 1.78E-13 67 1.04E-16
8 1.04E-13 38 4.66E-16 68 3.69E-17
9 2.09E-08 39 2.89E-13 69 1.42E-18

10 5.17E-08 40 4.76E-12 70 2.12E-17
11 1.5E-14 41 4.8E-13 71 1.3E-06
12 7.72E-09 42 1.26E-15 72 1.8E-06
13 1.4E-07 43 7.83E-13
14 9.52E-11 44 1.76E-12
15 4.06E-14 45 6.27E-13
16 2.09E-08 46 5.73E-16
17 2.18E-07 47 3.56E-13
18 2.2E-09 48 4.75E-12
19 1.13E-12 49 1.7E-12
20 1.14E-14 50 1.55E-15
21 1.7E-13 51 9.64E-13
22 3.04E-12 52 7.4E-12
23 1.43E-15 53 2.21E-14
24 3.07E-14 54 7.5E-14
25 4.59E-13 55 3.83E-17
26 1.13E-12 56 3.87E-18
27 1.14E-14 57 4.26E-19
28 1.7E-13 58 6.37E-18
29 3.04E-12 59 1.04E-16
30 2.07E-15 60 1.05E-17

Table 1. Event scenario frequencies for Zion plant to estimate core damage frequency

The ET in figure 2 includes many event scenarios which are exclusive from other event 
scenario but have similar thermal-hydraulic plant behaviors. For example, the even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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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failure of component cooling or service water invokes a seal LOCA equivalently (see 
figure 2). Such event scenarios need to be combined to a single event scenario in order to 
reduce T/H calculation resources. 

Figure 3 shows a modified ET where the event scenario including a CC or SW was integrated 
to a single heading. Resulting SGTR ET has 42 event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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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GTR ET where failure by CC and SW is integrated

 

The event scenarios in an ET are exclusive from each other since the ET is a kind of binary 
decision diagram (BDD). If the event scenario is exclusive from each other, the probability of 
sumevents in the sense of Boolean can be done by summing the probability of each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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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q . 

No.
Frequency

S e q . 

No.
Frequency

1 0.009997197 22 3.51647E-12
2 4.0831E-10 23 8.04687E-13
3 1.03376E-07 24 1.03831E-15
4 5.3447E-14 25 6.45846E-13
5 1.5447E-08 26 9.5075E-12
6 2.79338E-07 27 2.17563E-12
7 1.60806E-10 28 2.80729E-15
8 1.44505E-13 29 1.74618E-12
9 4.17642E-08 30 7.40315E-12
10 2.17744E-07 31 2.21306E-14
11 2.19943E-09 32 7.50028E-14
12 2.25158E-12 33 7.66085E-17
13 2.27433E-14 34 1.7531E-17
14 3.39842E-13 35 9.50904E-19
15 6.08412E-12 36 1.42089E-17
16 3.50253E-15 37 2.07127E-16
17 6.14911E-14 38 4.73987E-17
18 9.18832E-13 39 2.57096E-18
19 3.3982E-07 40 3.84167E-17
20 1.01581E-09 41 1.29977E-06
21 7.85093E-11 42 1.8E-06

The final event scenario frequencies in SGTR ET are given in table 2. If a tolerance limit of 
1.e-7 is applied, there are six event scenarios which can apply SMAP methodology. The ATWS 
sequence at 42 has frequencies of 1.8E-6 which is larger than tolerance limit but it is expected 
to be treated in the ATWS ET quantification.

Table 2. Degenerated event scenario frequencies for Zion plantto estimate core damage frequency

The modified event scenarios in figure 3 should be investigated using the cutoff value of 1E-7 
whether the T/H analysis should be done or not. If an event scenario is obvious success or fatal 
failure, it can be treated as they have no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y. Here, we def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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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vious success as an event scenario in which it has no core uncover or heat-up process during 
their event progression such as normal plant shutdown process. In a similar manner, we define 
the fatal failure as an event scenario in which it has an ultimate failure of mitigating function 
such as loss of recirculation or loss of make-up function.

The selected event scenario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mitigating system/function

(1) #1: /K3*/DS*/L1*/SS*/SW-CC*/FB(makeup)

 This scenario is similar to the normal shutdown process except a makeup by high pressure 
injection system. Although there can be a time delay in the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can be no core uncover or heat-up since immediate 
make-up by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is generated and the high pressure injection starts by 
this signal.

(2 ) #3 : /K3*/DS*/L1*/SS*SW-CC/SL*/RE*/FB

 This scenario is similar to #1 except the temporary failure of service water (SW) or component 
cooling (CC). The failure of CC or SW is recovered after an undefined time delay (there is no 
information for the recover time of CC or SW in NUREG/CR-4550). If this function is failed, 
the HPI is delay until operator completes repairs of these systems. Since the "/DS"also has time 
delay, a core uncover or heat-up can occur if the recover time is sufficiently long enough.

(3) #6 : /K3*/DS*/L1*/SS*SW-CC*SL*/RE*/FB*/R3

 This scenario is identical to #3 except an occurring of seal LOCA. If a seal LOCA occur in 
addition to SGTR, the core uncover time will be accelerated. So, this scenario can have core 
heat-up or uncover process in its accident progression

(4) #10 : /K3*/DS*/L1*SS*/SW-CC/FB(make-up)

 This scenario is identical to #1 except that the safety injection is actuated by operator. Since 
operator actuates the SI, there can be a significant time delay. So, core-uncovery or heat-up can 
occur.

(5) #19 : /K3*/DS*L1*/SS*/SW-CC*/FB*/R3

This sequence is similar to #1 except that the RCS cooling by S/G has been failed. Although 
L1 is failed, HPI is immediately accomplished since automatic SI signal has been generat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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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requires bleed operation by operator because of the loss of secondary cooling. If 
operator fails to open pressure relief valve, interfacing LOCA can occur. However, if operator 
succeeds bleed 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no core heat-up or uncover.

(6) #41 : /K3*DS

This scenario is composed of a success of reactor trip and an operator’failure to initiate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It seems that the Zion ET developer assumes an interfacing 
LOCA when a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fails. The inventory of the RCS is 
continuously drained to the S/G since the RCS pressure is higher than the secondary side. The 
drained inventory is not recoverable since the path is out of containment. Assuming such 
interfacing LOCA condition, this scenario is fatal failure. If this scenario is needed to quantify 
by SMAP methodology, further scenario development is required.

As a result, the scenarios of #3, #6, and #10 can be the final test examples of SMAP 
methodology. The scenario, #42 is an ATWS sequence which is assessed in the ATWS ET.

Detailed descriptions about the systems/functions involved in above scenariosare follows:

- Reactor trip (K3) : Since a reactivity feedback effect is not significant in the SGTR event,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ystem specification is not needed if the reactor has been successfully 
tripped

-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DS): this is an operator action and usuallyneed an 
allowable operation time. This allowable time is important in progressing the next system/function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state of the core. Also, the contents of operator action are not 
known. We expect that there is an RCS depressurization limit specified in a TS (technical 
specification)

- Cooling by using S/G (L1) : no further specification

- Safety Injection actuation (SS): The automatic actuation time is expected to be described in the 
input made by BEMUSE project. However, the accident scenario needs a manual operation of SI 
in some case (#10).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accident progression, allowable operator 
action time for SI is needed.

- Service water/ component cooling: These systems will be failed during running since they are 
normally operated at power condition of the plant. So, information for failure time i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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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very of CC and SW: this is also an operator action. The recovery time is important in 
accident progression

- Seal LOCA (SL) : information for the break flow rate and timing

- Feed and bleed (FB): no further specification. We expect that the information for HPI is 
sufficiently described in the input made by BEMUSE project

- Recirculation Cooling (R3): no further specification 

1.4 Base Cases for Nominal and Uprated Power

1.4.1 Nodalization (transient / thermal-hydraulic model)

Figure 4 shows the MARS input model for the Zion SGTR analysis. The input model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BEMUSE LBLOCA analysis. It was modified for the SGTR 
analysis, of which modifications are marked "red dotted circles" in Fig. 4 a common steam line 
was additionally modeled and double-ended guillotine breaks of a U-tube in the loop 2 were 
modeled. The resulting input model consists of 296 volumes and 368 junctions. 

 The fuelrods were divided into 5 separate groups; (i) 64 peripheral zone fuel assemblies (FAs), 
(ii) 64 average zone FAs, (iii) 64 hot zone FAs, (iv) 1 hot FA, and (1) the hottest rod in the 
hot FA. Other heat structure, such as the reactor vessel wall and internals, and the steam 
generator U-tubes were modeled. However, the primary-side pipings and the steam generator 
vessel wall and internals, and the steam lines were not included in the heat structure models.

Fig. 4. The MARS input model for the Zion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nalysis.

1.4.2 Boundary conditions

The boundary conditions thatare relevant to the steady-state conditions are listed in Table 4. 
Other boundary conditions are summariz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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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ent scenarios #3, #6 and #10 to be simulated have somewhat long time 
characteristics and, thus, the core power behavior before the reactor trip has almost negligible 
effects on the peak clad temperature during the transients. Therefore, a constant power was used 
before the reactor trip and the decay heat was given as a function of time. Table 3show the 
total power behavior after reactor trip. This was originally used for the BEMUSE LBLOCA 
analysis. 

The atmospheric dump valve (ADV) was designed to cool down the plant at the rate of ~55 
oC/hour. When a valve component is used to simulate the ADV, the valve area should be 
regulated as a function of the steam pressure to maintaina constant cooldown rate. In this 
analysis, a simple approach was adopted, that is, a time-dependent junction was implemented, 
instead of a valve, in the steam line of Loop 1 through which a constant steam flow rate is 
kept upon the request. 

The auxiliary feedwater is injected into the steam generator of Loop 1 only when the steam 
generator water level is lower than the hi-hi level set point after the reactor trip. The ma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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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Normalized power Time (s) Normalized power
0.0 1.0000 10 0.0740
0.1 1.0000 20 0.0597
0.3 0.9884 40 0.0482
0.5 0.8640 60 0.0424
1.0 0.3429 100 0.0361
2.0 0.1186 200 0.0305
4.0 0.0986 400 0.0265
8.0 0.0794 600 0.0243

rate was kept constant at 37.2 kg/s. For the high-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the input 
model in the BEMUSE LBLOCA analysis was used.

Table 3. Total powerbehavior after the reactor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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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100% 110%

Primary side:
Power [MWth] 3250 3575

Pressurizer pressure [MPa] 15.51 15.51

Cold leg temperature [K] 550.5 550.9

Hot leg temperature [K] 584.3 587.8

Core flow rate [kg/s] 17672 17644

Describe axial power 

distribution 

Top-skewed

SB-LOCA axial 

power shape

Top-skewed

SB-LOCA axial 

power shape

Radial power distribution 

(power levels for different 

fuel pins represented in the 

model)

[kW/m] As specified As specified 

Secondary side:
Steam Generator pressure [MPa] 4.83 4.83

Steam Generator level % NR level 50 49.9 %

Steam Generator inventory [t] 38.3 37.1

Secondary side feedwater 

flow rate
[kg/s] 440.2 490.8

Secondary side feedwater 

temperature
[K] 493.5 499.5

1.4.3 Steady state results

Table 4. Steady-state results( key parameters for 100% and 110%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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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 or control system Set point, etc.
Reactor trip*: pressurizer low 
pressure trip

Pressurizer pressure 13.5 MPa

Turbine trip Upon the reactor trip signal
Safety injection (SI) signal** Pressurizer pressure 12.5 MPa
MSIV Isolation Upon SI signal

Main feedwater  isolation
Upon the reactor trip and Lo Tavg, SI signal, or 
SG Hi-Hi level signal.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The SG level is lower than SG Hi-Hi level 
setpoint after the reactor trip

1.4.4 Transient results

Before the calculations of Sequences #3, #6 and #10, three bounding scenarios for Sequence 
#3 at the nominal power were calculated first to understand the transient system responses of the 
Zion plant. These include: 

(1)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 HPSI 
   (2)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HPSI 
   (3) No dump control without HPSI 
The results of above calculations for Sequence #3 are presented in Figures 5 through 7, 
respectively. Each figure shows 12 X-Y plots, where X-axis indicates the time (0 ~ 50,000 
seconds). Figures 5 and 6 clearly show that, if the dump control works, the plant reaches a safe 
equilibrium state even without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However, without the HPSI 
and without the dump control, the reactor core is uncovered and, finally, the clad temperature 
reaches 1477 K at 29,627 seconds, which is regarded as core failure.This result implies that, 
without the HPSI and the dump cooling, the core can sustain safe for about 28,000 second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f the HPSI is recovered in this period, the plant can be safe.

As described in Section 1.5.1, the HPSI failure (CCW/SW) time has a uniform distribution [0 
~ 24 hr] and the HPSI recovery time has a lognormal distribution [(mean, EF) = (10800,3)]. 
Thu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ore failure (PCT > 1477 K) will not occur for Sequences #3 
and #10. In this regard, only the results of the base cases for nominal and uprated power for 
Sequence #6 are presented below.

Table 5. The trip and control system for the SGT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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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Manually controlled
*Shutdown rods begin to drop with 2 seconds time delay at the reactor trip signal 
**SI on with 7 seconds delay

Fig. 5. The results of Sequence #3: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 H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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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s of Sequence #3: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 H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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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Sequence #3: No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 HPSI.

In Sequence #6, the seal LOCA at the RCPs is assumed, which results in additional 
primary-side inventory loss.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with those of Sequence #3. Base 
cases for the nominal and the uprated power were simulated, where the uncertainty parameters 
were chosen as:

(1) HPSI failure at 1800 s,
(2) HPSI recovery at 10800 s,
(3) Seal LOCA at 2580 s (HPSI failure time+ 780 s),
(4)  Maximum break size of seal LOCA (0.002656 m2).      

For other uncertainty parameters, mean values were used. For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calculation was stopped if one of the followings is satisfied:

(1) Time elapsed 1 hour after the HPSI recovery (clearly safe),
(2)  PCT exceeded 1477 K (core damage occurred),
(3) The cold leg temperature is lower than 450 K (RHR entry condition, clearly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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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8 through 11 show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s for the nominal and the uprated 
cases. Figure 8depicts the transient behaviors of the HPSI and total break flows (i.e., SGTR+Seal 
LOCA flow). The two cases do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pressurizer and S/G 
pressure behaviors are shown in Fig. 9. Depressurization process is a little slow in the uprated 
case. Figure 10shows the core collapsed water level behavior. At 10800 s, the HPSI is 
recovered, increasing the collapsed water level, which prevent the core from being damaged. 
After the HPSI recovery, the core is cooldown in a stable way and the calculation was 
terminated when the cold leg temperature becomes lower than 45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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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of Sequence #6: HPSI and total break flows (SGTR+Seal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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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sultsof Sequence #6: Pressurizer and S/G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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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s of Sequence #6: Collapsed core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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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s of Sequence #6: The core inlet water temperature and the PCT.

1.5 Specification of Uncertainty Analysis

1.5.1 Uncertainty parameters

As for uncertainty parameters, it was assumed that the model uncertainty parameters (code 
related parameter) can be acquired from the BEMUSE project and other general SGTR PIRT 
information. Among the model parameters, the S/G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the discharge 
coefficient of broken S/G tube was selected as the major parameters. 

The success criteria of mitigating systems in the SGTR ET heading were identically used in 
the T/H calculation. When most of mitigating systems operate initially, all trains of the system 
would be actuated and this is the most probable such as HPI, LPI, and Aux. feed water. On the 
other hand, when mitigating system was recovered, the actuation of minimum trainof the system 
is most probable. Furthermore, there is little effect of the capacity of the mitigating system in 
the SGTR event which is not the case of LBLOCA. For depressurization of RCS, one ADS has 
sufficient capacity.

The expected plant specific uncertainty parameters in each accident scenario are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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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3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n Failure time of CC or SW

n Recovery time of CC or SW

n Flow rate of HPI pump

- Sequence #6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n Failure time of CC or SW

n Recovery time of CC or SW

n Flow rate of HPI pump

n Seal LOCA occurrence time and break flow rate

- 

Sequence #10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 497 -

n Operator action time for SI

n Flow rate of HPI pump

Detailed explanation about various uncertainty parameters are given below.

- Reactor Trip

After the SGTR, the reactor will be tripped by the signals of pressurizer low pressure or S/G 
high water level in the broken loop. According to the ZION FSAR, the trip has 2 seconds 
delay. Although the uncertainty in trip time is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f trip 
time is very trivial. The present analysis did not consider the uncertainty in trip time. Instead, 
point value was used in the analysis. The point value is as follows:

Trip time = first reactor trip signal + delay time described in ZION FSAR

-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RCS

The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the RCS is an operator action. This function can be 
performed using pressurizer spray or the S/G. The depressurization by PZR is usually not used 
in the normal depressurization process. The present analysis assumes that the operator would 
perform this function using the S/G. The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the RCS may have 
two parameters as follows: 

(1) The start of depressurization

(2) Depressurization rate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operator available time for the depressurization in ZION 
PSA model. To estimate the operator action time, we used human error probability (HEP) model 
of KORI unit 3&4 in Korea since the KORI and ZION are similar Westinghouse plant. 

   The HEP model of KORI unit 3&4 assumes that there is 7.5 hours of available operator 
action time in the SGTR event. The HEP value of KORI records 9.14E-4 while ZION used 
1.3E-4. Since the HEP of ZIONis smaller than KORI, we used 7.5 hours as operator available 
action time. Generally, most of operator action needs 30 minutes as the diagnosis and the 
commissionof a function. So, we assumed the operator action time for depressuriz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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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would have uniform distribution with lower bound of 0.5 hours and upper bound of 7.5 
hours.

   For the depressurization rate of the RCS, most of NPPslimit this value to prevent the RCS 
from a thermal shock. We assumed that the depressurization rate of the RCS is trivial to the 
accident progression. Therefore, a point value of 50 oC/hr was used in the simulation.

- AFW start time and flow rate 

The AFW of ZION is supplied by 2 motor driven pumps or 1 turbine driven pump. The 
design flow rate of the motor driven pump and turbine driven pump is 495 gpm and 990 gpm 
respectively. We assumed thatthe AFW starting time and the flow rate would not affect the 
accident progression. So, a point value of nominal design value was used in the simulation. 
However, since the success criterion of this function is a success of 1 motor driven pump and 1 
S/G at least, we used minimum requirement of 1 S/G.

- The failure time of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or service water system (SWS) 

If the CCWS or SWS is failed, the HPI and LPI cannot be operated because of their loss of 
pump cooling. Also, a seal LOCA may occur due to the loss of cooling in the reactor coolant 
pump seal. In the present analysis, we assumed that the HPI and LPI immediately lose their 
function if CCWS or SWS is failed. CCWS and SWS are normally operating system at full 
power condition. Assuming these systems as super component because of unknown detailed 
structure, they may have one failure mode, that is, failure to run. The failure probability of 
CCWS and SWS in ZION plant was given as 2.20E-5 for the mission time of 24 hours. If 
thesefailure probability and mission time is considered, the failure rate of these system is given 
as follows.

717.924/52.2 -=-= EEl

As a distribution of the failure rate, lognormal distribution is commonly used. However, since the 
failure rate is so small, the distribution of the failure rate was approximated as uniform 
distribution for 24 hours.

- Recovery time of CCWS and SWS

The recovery time of CCWS and SWS assumed to be lognormal distribution with 15 minutes 
and 60 minutes as 5% and 95% cumulative probability respectively. HPI recovery was assumed 



- 499 -

Parameter Distribution Range(second)

HPI failure time Uniform (lower=0, upper=43,200)

HPI recovery Lognormal (mean=10800, EF=3)

Depressurization time Uniform (lower=1800, upper=27,000)

Seal LOCA size Discrete See WOG 2000 model

Normal power Normal (Mean=1.0, SD=0.01)

to be done immediately after the recovery of CCWS and SWS since it was not known about the 
operator’s procedure for HPI recovery after CCWS and SWS recovery. 

- HPI flow rate

The effect of HPI flow was assumed to be trivial to the accident progression. A point value of 
design flow rate with a success of 1 loop was used in the simulation.

- Starting time of Seal LOCA and discharge flow

Seal LOCA was modeled by WOG 2000 model.

- The manual reactor trip 

The manualtrip is an operator action. The available operator action time was assumed to be 1 
hour since we cannot obtain the basis in the ZION PSA model. As the failure probability, ZION 
PSA model used a value of 1.0E-2. The success criterion of this function is defined as a 
success of manual trip in 1 hour. As in the case of the RCS depressurization, the minimum 
operator action time is given as 30 minutes.

Table 6 shows the whole parameters which were used in the uncertainty analysis. 7 parameters 
were used in the analysis including 3 model parameters. Absolute HPI recovery time is a 
function of HPI failure time. That is, Absolute HPI recovery time is the sum of HPI failure time 
and relative HPI recovery time. WOG 2000 assumesthat the seal LOCA occur 13 minutes after 
the CCWS and SWS failure. Therefore, Seal LOCA occur 13 minutes after HPI failure. 

Table 6. Selected parameters for uncertain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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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heat Tran. Coeff. Normal (Mean=1.0, SD=0.065)

Discharge Coeff. Uniform (Lower=0.85, Upper=1.15)

1.5.2 Electric power recovery model (if applicable)

Not applicable in the SGTR scenarios

1.5.3 Modeling (distribution) of operator actions (if applicable)

 See section 1.5.1

1.5.4 Other aleatory distributions (if applicable)

1.5.5 Sampling
Through the whole processes from the assignment of parameter distribution to post 

processing, we used MOSAIQUE code. Since the power up-rate of 10% may be trivial among 
other parameters affecting accident progression, we used 300 runs of sampling for sequences #3 
and #6 and 100 runs of sampling for sequence #10, respectively. As the sampling method, we 
used LHS(Latin Hypercube Sampling) method in all accident scenarios.

1.6 Evaluation of Exceedance Frequency (Results)

1.6.1 Shift of Exceedance Frequency for the analysed scenarios due to power uprate

· Table with shift of the PCT distribution for the analysed scenarios 

- Conditional probability of exce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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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rio
Exceedance frequency

100% power 110% power
#3 0 0
#6 3.33E-3 3.33E-3

#10 0 0

- In case of no exceedance: Shift of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as JNES did) 

· Ideally: Provide short discussion to assess the plausibility of your results 

· Discuss outliers and other "interesting" features of results

As an overall conclusion, the exceedance frequency of the SGTR events of #3 and #10 was not 
identified in this analysis. That is, there was no failure case in the sampling calculation. In case 
of scenario #6, there was one sample of core damaged calculation from the 300 samples. These 
overall results for exceedance frequency are summarized in table 7. The details of each sequence 
are explained as below.

Table 7. Overall results for exceedance frequency

- Scenario #3

Figures 12 and 13 show the sampling calculation resultsat 100% and 110% power 
respectively. As shown in the figures, there is no heat up case both in 100% and 110% power.  
Since the RCS inventory loss to the secondary side is small compared with other LOCA case 
and the loss rate decreases according to the gradual pressure balanc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ide, there is no core uncover in spite of temporal HPI failure due to CCWS or SWS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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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ampling calculation result for scenario #3 at 100% power

Fig. 13.  Sampling calculation result for scenario #3 at 11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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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6

In case of scenario #6, there was one core damage calculation in both 100% and 110 percent 
power. Since the same sampling inputs were used, the core damage occurred in the same case. 
Figures 14 and 15show the calculation results. Although there is no changes in terms of 
conditional core damage frequency in both case, the overall cladding temperature was increased 
in 110% power. Figures 16 and 17show the PDF at 100% and 110% power. As shown in the 
figure, there is little shift of PCT in the 110% cases  

Fig. 14.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6 at 10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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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6 at 11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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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DF of Scenario #6 at 10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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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DF of Scenario #6 at 110% power

- Scenario #10

Figures 18 and 19 show the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at 100% and 110% power 
respectively. As shown in the figures, there exists no heat up for both of 100% and 110% 
power cases. This is because any practical failure of safety injection does not occur except safety 
injection delay. This result is also compatible with that of the previous bounding calculation case 
with dump control and without HPSI. As one can see in the figures, RCS is easily cooled down 
at both of 100% and 110% case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at 110% power, the cool-down 
rate is little bit lower than 100% power case. Table 8 shows the shift of average PCT in al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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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10 at 100% power

Fig. 19.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10 at 110% power



- 507 -

Scenario
Average PCT(K)

100% power 110% power
#3 - (no heatup) - (no heatup)
#6 627.55 632.6

#10 - (no heatup) - (no heatup)

Table 8. PCT shift at uprated power

- Parameter importance

Seven parameters have been used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of SGTR event tree. The 
figure 20 and 21 shows the Pearson and Slope estimator of the parameters. As expected, 
the size of seal LOCA and the HPI recoverytime are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the PCT. Unexpectedly, the HPI failure time has the negative value as shown in the 
figures.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rameter importance is guessed that the HPI failure 
is the start of the transient in this scenario and the RCS is cooled down and the decay 
heat is decreased as the accident progress. So, if the HPI is failed at the later part of 
the whole transient, the accident will be less severe than those that failed at the former 
part of the whole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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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earson estimator for the selected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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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power 110% power
Scenario 

frequency
CCDP CCDF

Scenario 

frequency
CCDP CCDF

Scnario #3 1.034E-7 0 0 1.034E-7 0 0
Scenario #6 2.793E-7 3.33E-3 9.30E-10 2.793E-7 3.33E-3 9.30E-10

Scenario 

#10#10
2.18E-7 0 0 2.18E-7 0 0

Total CDF 

1.6.2 Aggregation of results for the calculated scenarios

Table 9 shows the overall aggregation result for the SGRT event tree. Scenario 3 and 10 
have no CCDP value since there is no failure case. Therefore, they have no CCDF value as a 
result. In case of scenario #6, it has a same CCDP value at 100% and 110% power of the 
reactor. So, there is no change of safety margin in term of CDF at 100% and 110% power. 

Table 9. Summary for SGT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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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MARS Subversion Control 이력서

(From Revision 1 to Revision 59)

Revision: 59
Author: mars
Date: 오전 9:12:54,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Message:
1. Add the Podowski subcooled boiling model for CANDU (model option 61)
----
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Revision: 58
Author: mars
Date: 오전 9:10:48,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Message:
1. Correct the code error of input check for user supplied variable 2080XXXX
----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Revision: 57
Author: mars
Date: 오후 5:40:12, 2010년 1월 5일 화요일
Message:
1. Renaming of wrong variable name in vol_dat module ( DVSoundDP-> Hsteam)
----
Modified : /source/Module/vol_dat.f90
Modified : /source/OneD/ExtraProcedure.f90
Modified : /source/OneD/HydroSolveM.f90
Modified : /source/OneD/InitComponent.f90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HTC.f90
Modified : /source/OneD/SpecialModel.f90
Modified : /source/OneD/TransientAdvanceM.f90
Modified : /source/OneD/VolumeProperty.f90
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Modified : /source/ThreeD/ctor_hsc.f90
Modified : /source/ThreeD/hsc_stat.f90
Modified : /varReform/MARSvariable_rev1.xls

Revision: 56
Author: mars
Date: 오후 3:13:50, 2010년 1월 5일 화요일
Message:
1. MULTID-Kinetics Coupling Modification
2. Remove time limit for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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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 : /source/OneD/HeatStrSolve.f90
Modified : /source/OneD/MARS.f90
Modified : /varReform/MARSvariable_rev1.xls

Revision: 55
Author: mars
Date: 오전 8:57:10, 2009년 8월 19일 수요일
Message:
1. increase of kinetic parameter for minor edit by jjj
----
Modified : /source/OneD/ExtraProcedure.f90

Revision: 54
Author: mars
Date: 오전 9:12:43, 2009년 7월 29일 수요일
Message:
1. Add AECL2007 CHF Model
----
Modified : /source/OneD/CriticalHeatFlux.f90
Modified : /source/OneD/ExtraProcedure.f90
Modified : /source/OneD/InitializeNewM.f90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Revision: 53
Author: mars
Date: 오후 5:02:43, 2009년 7월 1일 수요일
Message:
More correction for dialing output message
----
Modified : /source/OneD/HydroSolveM.f90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Revision: 52
Author: mars
Date: 오후 3:48:40, 2009년 4월 6일 월요일
Message:
1. Update the error in gap conductance model according to KNFC and KINS finding
(back to RELAP5/MOD3.1)

2. Update error in CHF multiplier coding according to KINS assessment
----
Modified : /bin/Bin.dsp
Modified : /source/OneD/GetMaterialData.f90
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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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51
Author: 229999
Date: 오후 3:31:09,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Message:
Removed file/folder
----
Deleted : /source/OneD/MARS31.f90

Revision: 50
Author: mars
Date: 오후 3:03:05,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Message:
Title change (MARS31->MARS-KS)
----
Added : /source/OneD/MARS.f90

Revision: 49
Author: mars
Date: 오후 2:31:32,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Message:
Component-wise uncertainty
----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Drag.f90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HTC.f90

Revision: 48
Author: mars
Date: 오후 2:30:38,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Message:
Component-wise uncertainty treatment Module/dial_dat.f90
----
Added : /source/Module/dial_dat.f90

Revision: 47
Author: mars
Date: 오전 11:22:17, 2009년 1월 21일 수요일
Message:
2009.01.21 by lsw
Modifying default junction fraction of multid component
if jFactor = 0.0 then
jFactor = minimum volume porosity of adjacent volumes

----
Modified : /source/OneD/ReadComponentM.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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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46
Author: mars
Date: 오후 4:53:26, 2009년 1월 9일 금요일
Message:
Add Model Dialing 11, 12, 13 cards (2009.01.09, bdchung)
----
Modified : /Qwin/Lib/Module/Module.dsp
Modified : /Qwin/Lib/Module/Module.plg
Modified : /bin/lib/Module/Module.dsp
Modified : /source/OneD/HydroSolveM.f90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HTC.f90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Modified : /source/OneD/SpecialModel.f90

Revision: 45
Author: mars
Date: 오후 1:50:26, 2009년 1월 9일 금요일
Message:
1. momentum dialing option (2009.01.09)
----
Modified : /Qwin/Qwin.dsp
Modified : /source/OneD/ExtraProcedure.f90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Drag.f90
Modified : /source/OneD/InterphaseHTC.f90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Modified : /source/OneD/dialmom.h
Modified : /source/OneD/genrl.h
Modified : /source/ThreeD/edit.f90
Modified : /source/ThreeD/filopen.f90

Revision: 44
Author: mars
Date: 오후 6:51:34, 2008년 12월 6일 토요일
Message:
lsw (2008.12.06)
fixing error of time-dependent junction table search
(InitComponent.f90,VolumeProperty.f90)
----
Modified : /source/OneD/InitComponent.f90
Modified : /source/OneD/VolumeProperty.f90

Revision: 43
Author: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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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오전 9:16:32,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Message:

----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Revision: 42
Author: mars
Date: 오전 11:19:49,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Message:
1. remove iteration failure for Plate type CHF
2. add ad hoc supercritical state calculation for SLWR
----
Modified : /source/OneD/CriticalHeatFlux.f90
Modified : /source/OneD/VolumeProperty.f90

Revision: 41
Author: mars
Date: 오전 11:08:57,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Message:
Update for annual fuel errors
----
Modified : /source/OneD/HeatStrSolve.f90
Modified : /source/OneD/SpecialModel.f90
Modified : /source/OneD/WallHeatTransfer.f90

Revision: 40
Author: 225390
Date: 오후 1:37:54,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Message:
1. For Console Binary Version
2. For Supercritical State
----
Modified : /bin/Bin.dsp
Modified : /source/OneD/InitComponent.f90
Modified : /source/OneD/InputDataProcessM.f90
Modified : /source/OneD/TransientControlM.f90
Modified : /source/OneD/VolumeProperty.f90

Revision: 39
Author: 225390
Date: 오후 3:33:53, 2008년 5월 20일 화요일
Message:
candu KINS offtake model (modified HS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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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 /source/Module/ht_srcm.f90
Modified : /source/OneD/JunctionProperty.f90
Modified : /source/OneD/JunctionProperty.f90.bak

Revision: 38
Author: 225390
Date: 오후 2:42:27, 2008년 5월 20일 화요일
Message:
Module comment update
----
Modified : /source/Module/c_for_inter.f90
Modified : /source/Module/cgq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chn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chx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cmp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con_varc.f90
Modified : /source/Module/gen_tblc.f90
Modified : /source/Module/gpo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gpx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hsc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ht_rflb.f90
Modified : /source/Module/ht_srcm.f90
Modified : /source/Module/icv_mod.f90
Modified : /source/Module/intr_ac.f90
Modified : /source/Module/inv_htb.f90
Modified : /source/Module/inv_tbl.f90
Modified : /source/Module/iter_sol.f90
Modified : /source/Module/jun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l_vectr.f90
Modified : /source/Module/lev_tbl.f90
Modified : /source/Module/link_cont.f90
Modified : /source/Module/link_contain.f90
Modified : /source/Module/linkmaster.f90
Modified : /source/Module/lp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m3D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m_tbls.f90
Modified : /source/Module/mi3d_edtc.f90
Modified : /source/Module/mi_edtc.f90
Modified : /source/Module/plt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r_cards.f90
Modified : /source/Module/r_help.f90
Modified : /source/Module/r_kinc.f90
Modified : /source/Module/rad_htc.f90
Modified : /source/Module/ss_cntr.f90
Modified : /source/Module/ssi_blk.f90
Modified : /source/Module/stat_c.f90
Modified : /source/Module/stm_tbl.f90
Modified : /source/Module/strip_var.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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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 /source/Module/sys_datc.f90
Modified : /source/Module/td_mod.f90
Modified : /source/Module/trp_blk.f90
Modified : /source/Module/usr_var.f90
Modified : /source/Module/vol_dat.f90
Modified : /source/Module/vtx_dat.f90

Revision: 15
Author: 228417
Date: 오후 2:55:53, 2008년 4월 10일 목요일
Message:
Radiation Heat Flux Calculation added in subroutine RadiationHT
----
Modified : /source/OneD/HeatStrSolve.f90

Revision: 13
Author: 225390
Date: 오후 2:49:58, 2008년 4월 8일 화요일
Message:

----
Modified : /Qwin/WinGraph/iotest.aps
Modified : /run/typpwr/coupfl
Modified : /run/typpwr/errors
Modified : /run/typpwr/outdta
Modified : /run/typpwr/plotfl
Modified : /run/typpwr/rstplt
Modified : /run/typpwr/screen
Modified : /run/typpwr/typpwr.sbloca.i
Modified : /run/typpwr/typpwr.sbloca.i.bak
Modified : /source/OneD/HeatStrSolve.f90
Modified : /source/OneD/ReadNewProblemM.f90
Modified : /source/OneD/TimeStepControlM.f90

Revision: 12
Author: 225390
Date: 오후 6:15:09, 2008년 1월 18일 금요일
Message:
Job for Dummy fuel
Modified : /run/typpwr/screen
Modified : /source/Module/ht_srcm.f90
Modified : /source/Module/iter_sol.f90
Modified : /source/OneD/ExtraJobControl.f90
Modified : /source/OneD/HeatStrSolve.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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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9
Author: 9002577
Date: 오전 9:45:18,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Message:
Removed file/folder
----
Deleted : /source/JunctionProperty.f90.org.bak
Deleted : /source/JunctionProperty.f90.usb.bak

Revision: 1
Author: 9002577
Date: 오전 9:40:33,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Message:

----
Added : /Qwin
Added : /Qwin/Debug
Added : /Qwin/Debug/DF60.PDB
Added : /Qwin/Debug/MARS30.obj
Added : /Qwin/Debug/MARS30.sbr
Added : /Qwin/Debug/MARS31.obj
Added : /Qwin/Debug/MARS_KS.exe
Added : /Qwin/Debug/MARS_KS.pdb
Added : /Qwin/Debug/MARS_KS_002_Win_Debug.exe
Added : /Qwin/Debug/MARS_KS_002_Win_Debug.pdb
Added : /Qwin/Debug/Qwin.bsc
Added : /Qwin/Debug/fort.18
Added : /Qwin/Debug/iotes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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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코드체계 확립을 위하여 MARS코드의 품질을
개선하고 기존의 규제코드와 연계해석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수로 모델과 상관식
을 이식함으로서 경-중수로 통합 규제검증코드를 구축하였다. 코드 품질보증을
위하여 평가계산을 수행하고 품질보고서를 작성 발간하였다. 기존의 MARS코드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모델-상관식 매뉴얼을 신규 작성하였다. MARS-원자로동
특성, 격납건물 연계해석을 검증하였다. 코드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 및
기술전수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MARS-KS는 신뢰도 높은 규제검증해석코드로
안전현안분석등 통상적인 규제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규제기술의 고도화
및 미래형원전으로 적용성을 확장하는 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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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코드, 중수로, 코드연계, 열수력실험 DB, 다차원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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