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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컴퓨터의 이용자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용자인 경
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윈도우(window) 환경이나 메뉴(menu), 버튼(button), 아
이콘(icon) 등을 사용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GUI(Graphical User Interface)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발 중인 COSMOS 코드에
GUI를 도입하였다. GUI의 도입에 의하여 각종 인자들의 변화를 메뉴에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
으며, 각각 화면 상과 Postscript 형식 파일로 결과 그래프를 출력하여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결과
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손쉬운 그래프 출력이 가능하며, 이 라이
브러리의 높은 이식성으로 다른 코드 개발 시에 재활용되어 높은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다. 보고
서 상에 COSMOS 코드에 추가된 Graphic User Interface와 출력을 화면상의 그래프와 postscript
파일로 만드는 부분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현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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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기의 컴퓨터는 수리계산기에 지나지 않았다.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거나 포탄의
궤적을 계산한다거나 복잡한 공학 및 물리학 계산을 빨리 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를 다루는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다루는 정보의 종
류가 다양해지고 컴퓨터 활용분야가 사무실,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면서 컴퓨터는 과거
에 비해서 인간과 더욱 가까워 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렇게 컴퓨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컴퓨터의 이용자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용자인 경우가
더 많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었고 최근에 개발
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의 윈도우
(window) 환경이나 메뉴(menu), 버튼(button), 아이콘(icon) 등이 대표적인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술이라 한다
[1].
미래형 과제에서는 혼합핵연료 봉의 노내 성능 해석을 위해 COSMOS 코드를 개발 중에
있다 [2].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Interface에 따라서 COSMOS 코드를 두종류로 나누어 개발하
고 있다. 하나는 GUI를 사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Batch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두종류의 코
드는 내부 계산 구조는 동일하나 Interface부분만 다른 것이다. GUI를 사용하면 메뉴와 그래픽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손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
과 구조가 비슷하여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쉽다. 따라서 한 개의 입력파일을 읽어들이고 여러 가
지 인자들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다수의 입력파일을 읽어들여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GUI 보다는 Batch 처리가 더 유용하다. 현재 COSMOS 코드는 이 두가지 처
리 방법이 분리되어 별도의 코드로 존재하나 추후에는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에는 COSMOS 코드에 추가된 Graphic User Interface와 출력을 화면상의 그래
프와 postscript 파일로 만드는 부분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현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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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phic User Interface의 원리
2.1 GUI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단계
초기 버전의 COSMOS코드는 PC의 DOS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윈도우에
서 Compaq Visual Fortran(CVF)을 사용하여 COSMOS코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DOS기반으로 제작되었다. CVF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기본
형을 정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3]. CVF에서 DOS 프로그램은 Fortran Console
Application이라는 프로젝트 형태를 사용한다. 이 상태에서는 GUI와 그래픽 출력부분의 프로그램
이 어렵기 때문에 GUI부분을 COSMOS 코드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상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갖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형태의 프로젝트로는 Fortran QuickWin Application과
Fortran Windows Application이라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3]. Fortran QuickWin Application 프로
젝트의 경우는 DOS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윈도우 프로그램으
로서는 기능이 다소 제한적이다. 반면 Fortran Windows Application 프로젝트에서는 윈도우 프로
그램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구조자체를 윈도우 환경에 맞도록 모두 고
쳐하는 부담이 있다. COSMOS에서 필요한 기능의 수준과 프로그래밍 상의 용이성을 검토한 결
과, Fortran QuickWin Application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다.

그림 1 프로젝트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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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ortran QuickWin Application에서의 메뉴 구현 방법
Fortran QuickWin Application 프로젝트에서는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메뉴를 만들어 준다.
프로그램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메뉴
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메뉴가 선택되었을 경우
작동될 서브루틴을 만들고 메뉴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메뉴와 관련된 명령은 표 1에 간단히 정
리되어 있다 [3].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옵션은 CVF의 도움말 파일에 있다.
표 0 메뉴 관련 명령어 요약
명령어
INSERTMENUQQ
APPENDMENUQQ
DELETEMENUQQ
MODIFYMENUSTRINGQQ

설명
메뉴 리스트 중 지정된 위치에 메뉴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관
련 서브루틴을 등록한다.
메뉴 리스트의 끝에 메뉴 항목를 하나 추가하고 관련 서브루틴
을 등록한다.
지정된 메뉴 항목을 제거한다.
메뉴 항목의 이름을 바꾼다.

MODIFYMENUROUTINEQQ 메뉴 항목에 관련된 서브루틴을 바꾼다.
MODIFYMENUFLAGSQQ

메뉴 항목의 상태를 바꾼다.

2.3 Fortran QuickWin Application에서의 Dialog 구현 방법
CVF의 Insert메뉴에서 Resource를 선택하면 그림 2과 같은 선택 화면이 나온다. Dialog
를 선택한 후에 New를 누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편집화면이 나온다. 그 편집화면에서 원하는 구
성을 만들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Dialog 화면이 완성되는 것이다. 버튼이나 Edit box 같
은 것은 고유의 ID를 갖는데 이 ID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Dialog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2와 같다 [3]. 자세한 옵션들과 내
용은 CVF의 도움말 파일에 나와있으며, 위의 명령들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Dialog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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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ialog 관련 명령어 요약
명령어

설명

DLGINIT

선택한 Dialog를 초기화하여 화면에 표시할 준비를 한다.

DLGSETSUB

구성요소가 클릭되었을 경우 실행할 subroutine를 설정한다.

DLGSET

구성요소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DLGMODAL

Dialog를 표시하며 설정된 행동을 수행한다.

DLGGET

구성요소에서 값을 읽어 들인다.

DLGEXIT

열린 Dialog를 닫는다.

그림 2 Dialog 삽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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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alog 편집화면

2.4 Fortran QuickWin Application에서의 그래프 구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윈도우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명령어
가 필요하다. 그래프를 그리는 창은 특별한 조작없이 Open 명령어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Open 명령어 옵션 중에서 FILE='USER'를 사용하면 그래픽 출력을 위한 윈도우를 만들고 연다
[3]. 그 후에 원하는 크기와 색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주어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윈도우 내의 위치는 좌표로 표시되어 그래픽 명령어들에서 이용된다. QuickWin 환경에서
는 Physical coordinates, Viewport coordinates, 그리고 Window coordinates라는 3종류의 좌표계
를 제공한다 [3]. Physical coordinates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우측 상단에 원점을 갖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Y좌표가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증가하는 좌표계이다. 이 경우 각 좌표
는 화면상의 한 점과 일대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좌표는 정수로만 표시되어야 한다. Viewport
coordinate는 그림 5에서처럼 원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 Window coordinates는 SETWINDOW 명
령어에 의하여 설정하는데 그림 6에서 처럼 실수를 좌표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과 X, Y 축
의 증가방향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Window coordinates는 주로 실수 Data를 표
시하는 그래프 등의 출력에 유용하다.
COSMOS에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은 이 세가지 좌표계를 적절히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러나 라이브러리화에 의하여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내부 코드들은 상세하게 알 필요없이
Physical coordinates로 표시되는 그래프가 그려질 위치와 크기를 함수로 전달하면 되므로,
Physical coordinates정도만 이해하면 COSMOS 코드 내의 그래프 루틴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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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hysical coordinates

그림 5 Viewport coordinates

그림 6 Window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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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ortran QuickWin Application에서의 Postscript 구현 방법
Postscript는 점과 선, 문자 등을 그리는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므로 기본적으
로 화면에 그래픽을 출력하는 함수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4]. 표 3에서와 같이
Postscript 명령어과 거의 일대일 대응이 되는 그래픽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COSMOS에서
는 화면에 그래픽이 출력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postscript 명령어가 text 형식으로 출력되어
postscript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표 3 Postscript 명령어와 CVF 명령어의 비교
Postscript 명령어
moveto
lineto
arc
setfont
show

그래픽 명령어
MOVETO
LINETO
ARC
SETFONT
OUTGTEXT

- 7 -

설명
현재 위치를 바꾼다
선을 그린다
호를 그린다
폰트를 설정
문자열을 출력

3. 그래프 라이브러리
그래프 라이브러리는 그래픽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복잡한 절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그래프 라이브러리는 CVF에서 sample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SciGraph[5]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되었으며, 이것
을 활용하면 다른 코드에서도 그래프를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3.1 기본 구조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 과정을 거친다.
1)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할 자료들을 배열에 넣는다.
2) 적당한 구조체에 그래프, X-Y 축, 자료에 대한 정보를 세팅한다.
3)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호출하고, 자료를 그리는 함수를 호출한다.
3.1.1 자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 자료와 Y축 자료에 대한 자료가
배열에 들어 있어야 한다. 자료는 REAL(4) 형이어야 한다.
3.1.2 그래프 정보 설정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아래 세종류의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1) 그래프 위치, 타이틀, 종류, 배경색 등 그래프 자체에 대한 설정
2) 자료에 대한 타이틀, 자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선, 바, marker), 자료의 숫자,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설정
3) 축에 대한 설정 - 그래프의 scale, 그래프에 표시할 자료 범위, 축의 위치, 축을
Logarithmic 또는 Linear로 표시할 것인가, grid에 대한 설정
3.1.3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PlotGraph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열려진 윈도우 상에 그래프의 배경, 경계, 축, 각종 타이

들들을 그린다.
2) PlotData를 호출한다. 자료들을 앞에서 그려진 그래프 위에 표시한다.
3.2 자료형과 그래프형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와 자료형에 대한 상수들은 표 4에서와 같이 $표
시로 시작된다.
표 4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그래프형
자료형 또는 그래프형
$DTNUM
$GTXY
$GTXYWERRBAR
$GTPOLAR

의미
X, Y축 자료가 숫자
X-Y 그래프 (x=num, y=num)
Error바가 있는 X-Y graph
극좌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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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그래프에 3개의 점을 표시하기 위해 배열 속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REAL*4 xyArray(2,3)
DATA xyArray /x1,y1,

x2,y2,

x3,y3/

3.3 축형태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축의 형태는 표 5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X, Y
축 모두 $AFLINEAR로 설정되어있다.
표 5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축 형태
자료형 또는 그래프형
$AFNONE
$AFLINEAR
$AFLOG10
$AFLOG
$AFLOG2

의미
특별한 처리없이 있는 자료 그대로 표현
Linear scale
상용로그 scale
자연로그 scale
Log2 scale

3.4 함수를 호출하는 순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함수들을 호출해야 한다.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설명은 3.5절에 있다.
1) GetGraphDefaults
2) GetDataDefaults
3) GetAxisDefaults (각각의 축에 대하여 한번씩)
4) PlotGraph
5) PlotData
3.5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 설명
3.5.1 GetGraphDefaults
GetGraphDefaults는

GraphSettings

구조와

그래프형을

인자로

사용하는

함수있다.

GraphSettings 구조는 윈도우 상에서의 그래프의 위치와 크기, 배경색, 그래프의 타이틀 등과 같은

최상위 수준에서의 그래프 정보와 설정을 갖고 있다. GetGraphDefaults 함수는 정해진 그래프 형태
- $GTXY, $GTXYWERRBAR, $GTPOLAR - 에 따라 GraphSettings 구조로 정의된 변수에 적당한

기본 값들을 채워 넣는다. GetGraphDefault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INTERFACE
INTEGER FUNCTION GetGraphDefaults(graphType,graph)
INTEGER

graphType

TYPE(GraphSettings) graph
END FUNCTI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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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 output

GetGraphDefaults는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제일 먼저 호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GetGraphDefaults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retv = GetGraphDefaults($GTXY, myXYGraph)

이 명령은 X-Y 그래프 형태를 그리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myXYGraph 구조
에 채워 넣는 것이다.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myXYGraph
구조에서 적당한 부분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예와 같이 그래프의 위치
와 크기를 바꿀 수 있다 :
retv = GetGraphDefaults($GTXY, myXYGraph)
myXYGraph.x1 = 10
myXYGraph.y1 = 20
myXYGraph.x2 = 200
myXYGraph.y2 = 300

위의 명령이 실행되면 PlotGraph가 호출되어 그래프가 그려질 때, 윈도우 상에서 그래프
는 (10,20)과 (200,300)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3.5.2 GetDataDefaults
GetDataDefaults 함수는 자료들에 대한 설정을 DataSettings 구조체에 채워 넣는다. 이
DataSettings에는 자료 표시를 할 때의 색깔,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 등이 들어가며, 자료 설정에

대한 적당한 기본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함수는 표시할 자료의 개수를 인자로 받는다.
X-Y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GetDataDefaults 함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retv = GetDataDefaults(graph,7,data,dSettings)
dSettings.markerType = $MKFISQUARE
dSettings.lineType = $LTDOT
dSettings.lineColor = $CIGREEN

위의 명령이 실행되어 PlotGraph가 호출되어 그래프가 그려질 때, 7개의 자료가 marker로
표시되고 녹색점선으로 연결되어 표시될 것이다. GetGraphDefault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INTERFACE
INTEGER FUNCTION GetDataDefaults(graph,numPoints,data,dSettings)
TYPE(GraphSettings) graph

! input/output

INTEGER

numPoints

! input: # of data points

REAL(4)

data(1)

! input: actual data

TYPE(DataSettings)

dSettings

! output

END FUNCTI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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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GetAxisDefaults
GetAxisDefaults함수는 axis setting 구조체에 그래프 축에 대한 정보를 채워넣는 함수이다.

이 정보는 축의 색깔, 축 눈금의 색깔와 종류, 폰트 등이 포함된다. 축의 종류는 X-Y 그래프의 경
우에는 $ATX(X축) 또는 $ATY(Y축)이 있으며, 극좌표계에서는 $ATR 또는 $ATTHETA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축이 선형적으로 증가할지 지수적으로 증가할지는 표 5에서와 같이 $AFLINEAR,
$AFLOG2, $AFLOG, $AFLOG10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은 GetAxisDefaults 함수의 활용 예이다 :
retv = GetAxisDefaults(graph,dSettings,$ATX,$AFLINEAR,axisFunc,axis)
axis.gridStyle=$GTMAJOR
axis.gridColor=$CIBLUE
axis.tickColor=$CIRED
axis.minorTickColor=$CIGREEN

위의 명령이 실행되면 X축을 선형적으로 설정하고 큰 눈금은 붉은색, 작은 눈금은 초록
색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큰 눈금마다 푸른색은 grid를 그리도록 설정한다. GetAxisDefaults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INTERFACE
INTEGER FUNCTION GetAxisDefaults(graph,dSettings, &
axisType,axisFunc,axis)
TYPE(GraphSettings) graph

! input

TYPE(DataSettings)

dSettings

! input

INTEGER

axisType

! input: $ATX,$ATY

INTEGER

axisFunc

! input: $AFNONE, $AFLOG,...

TYPE(AxisSettings)

axis

! output

END FUNCTION
END INTERFACE
3.5.4 PlotGraph

그래프와 자료, 축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나면 PlotGraph 함수를 호출하여 실제 화면상에
그래프를 그린다. PlotGraph 함수는 실제 자료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기본적인 외관,
즉 그래프의 경계, 타이들, 축들을 미리 설정한 값으로 그린다. PlotGraph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INTERFACE
INTEGER FUNCTION PlotGraph(graph,numAxes,axisArray,numSettings)
TYPE(GraphSettings) graph

! input

INTEGER

numAxes

! input

TYPE(AxisSettings)

axisArray(numAxes) ! input

INTEGER

numSettings

E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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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END INTERFACE
3.5.5 PlotData
PlotData 함수는 자료를 그래프 상에 그리는 함수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PlotData를 호출한다.
retv = PlotData(graph,data,dSettings,xaxis,yaxis)
PlotDat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INTERFACE
INTEGER FUNCTION PlotData(graph,data,dSettings,axis1,axis2)
TYPE(GraphSettings)

graph

! input

REAL*4

data(1)

! input: actual data

TYPE(DataSettings)

dSettings

! input

TYPE(AxisSettings)

axis1

! input

TYPE(AxisSettings)

axis2

! input

END FUNCTION
END INTERFACE
3.6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 반환값의 의미

모든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는 표 6의 값들 중 하나의 반환값을 갖는다. 함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하였을 경우는 $GEOK를 반환하며, 이 외의 모든 값은 실패를 나타낸다. 이 반환값을 읽
어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아내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표 6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 반환값
그래프 라이브러리 함수 반환값
$GEOK
$GEGRAPHMODE
$GEFONT
$GEGRAPH
$GEAXIS
$GEDATA
$GEDIMS
$GEPARAMS
$GENOPLOTGRAPH

의미
오류없이 성공적인 수행
그래픽 모드로 들어갈 수 없음
폰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잘못된 그래프 정보
잘못된 축 정보
잘못된 자료 정보
잘못된 dimension 설정
잘못된 인자
PlotGraph를 호출하기 전에 PlotData가 호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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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phic User Interface의 구조
4.1 초기화면
COSMOS의 초기화면은 그림 7과 같은 구성이다. 일반적인 정보를 출력하는 텍스트창이
하나 열리고 메뉴가 프로그램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QuickWin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기본
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이다.

그림 7 프로그램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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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 구성
메뉴에서 File->Open을 선택하였을 경우 파일선택 창이 열려서 입력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아래 명령어는 Open이 선택되었을 경우
Open_File 함수가 실행되도록 등록하는 명령이다.
INSERTMENUQQ(1,1,$MENUENABLED, '&Open'C, Open_File)

Open_File 함수 내에서는 파일선택 창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선택된 파일의 위치
와 이름 정보가 들어갈 구조체 ofn를 선언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GetOpenFileName를
불러주면 그림 8과 같은 윈도우의 기본적인 파일선택 창이 열린다.
type(T_OPENFILENAME) ofn

.............중간 생략.............
status = GetOpenFileName(ofn)

그림 8 입력파일 선택창
여기서 선택한 파일의 이름은 구조체 ofn에 들어가 이것을 바탕으로 입력파일을 열거나
문자열 처리를 통하여 출력파일 이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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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이알로그 창 구성
입력파일이 선택되면 자동적으로 입력 인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다이알로그 창을 열어야
한다. 다이알로그창은 CFV의 Resource 창에서 만들 수 있다. 그림 9에서 보듯이 다이알로그 창은
옆의 도구창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다가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며 각 요소의 특성 - 캡션, 고유
ID 등 - 은 요소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property를 선택하여 바꿀 수
있다 [3]. 이 중 캡션은 다이알로그가 열릴 때 보이는 문자이며, 고유 ID는 프로그램이 그 요소를
제어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제어라는 것은 눌렸을 때의 동작, 입력값을 읽기, 작동정지 등 모든
그 요소 관련 동작을 뜻한다.

그림 9 다이알로그 창 편집
그림 10에 완성한 다이알로그 창의 모습이 있다. 이 다이알로그 창을 프로그램 상에서 열
고 필요한 설정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은 다음 절에 간단한 설명[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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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편집이 끝난 다이알로그 창
4.3.1 DLGINIT(id, dlg)
DLGINIT는 다이알로그를 열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명령어이다. id부분에 다이알로그의
ID를 넣고 dlg에는 다이알로그 창의 인수들을 넣는다. 성공적으로 초기화되면 .TRUE 가 반환된
다.
4.3.2 DLGSET( dlg, controlid, value [, index])
DLGSET는 구성요소의 값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controlid에는 설정하기 원하는 요소의
ID를 넣고, 설정값을 value에 넣는다. 예를 들면 최대값, 최소값을 미리 기본적으로 표시한다던지,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다던지 하는데 사용한다. 이 때 구성 요소에 따라서 index부분을 사용하여
값을 설정하는 것도 있다.
4.3.3 DLGSETSUB( dlg, controlid, value )
DLGSETSUB는 controlid를 갖는 요소가 선택되었을 경우, value 부분에 있는 함수를 실
행하게 한다.
4.3.4 DLGMODAL(dlg)
앞의 방법으로 설정한 다이알로그 창을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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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DLGGET(dlg, controlid, value [, index])
다이알로그 창에서 입력 값을 프로그램으로 읽어올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명령이
DLGGET이다. DLGSET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DLGSET는 값을 요소에 기록하는 반면
DLGGET는 값을 요소로부터 읽어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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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 코드 설명
5.1 실행 화면
다음 그림 11은 COSMOS를 실행하여 입력파일을 열고 계산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출력
하는 모습을 차례대로 캡쳐한 그림이다. 각각의 GUI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실제 코드와 함께 5.2와
5.3항에 있다.

(a) 처음 실행 화면
그림 11 COSMOS 코드의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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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pen 메뉴 선택

(c) 입력파일 선택창
그림 11 COSMOS 코드의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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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자입력을 위해 열리는 다이알로그 창

(e) 결과 출력 화면
그림 11 COSMOS 코드의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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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enu.f90
menu.f90에는 그림 11 (a)와 (b)에서와 같이 메뉴를 설정하고 표시하고, 작동하는데 필요
한 실행 코드들이 들어있다. 또한 Open 메뉴가 선택되었을 경우 그림 11(c)와 같이 입력파일을 선
택할 수 있게 하며, 그림 11(d)에서와 같은 다이알로그 창을 사용하여 필요한 값들을 받아들이도
록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주요 명령어들의 작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MENUS 서브루틴은 main.f에서 호출되며 메뉴구성과 호출시 부를 함수를 설정한다.
SUBROUTINE MENUS
USE DFLIB
INTEGER(4) status
external Open_File
status = ABOUTBOXQQ('COSMOS Version 1.0'C)

Help 메뉴 아래의 About메뉴가 선택될 경우 ‘COSMOS Version 1.0’이 출력하도록 설정한다.
status = INSERTMENUQQ(1,1,$MENUENABLED, '&Open'C, Open_File)

제일 오른쪽 메뉴(File)의 첫 번째에 Open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이 메뉴가 선택되면 Open_File이
라는 서브루틴을 호출하도록 설정한다.
call SETMESSAGEQQ('Waiting', QWIN$MSG_RUNNING)
call SETMESSAGEQQ('There are no input data in ', QWIN$MSG_INPUTPEND)
프로그램 창 아래부분에 있는 상태창에 위의 메시지들을 표시한다.
END SUBROUTINE

아래 Open_File 서브루틴은 Open 메뉴가 선택되면 실행된다.
SUBROUTINE Open_File(item_checked)
USE DFLIB
USE DFWIN
Logical item_checked
COMMON /OPTIONS/ INODE,Icase,KNRIM,Iprint,Icalcu
CHARACTER*255

FNAME,FNAME1,FNAME2,FNAME3

CHARACTER*255

FNAME4,FNAME5,FNAME6,FNAME7,FNAME8

CHARACTER*10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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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255 PATH1
COMMON /PATHS/ PATH1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각종 변수를 선언한다.
! Declare structure used to pass and receive attributes
type(T_OPENFILENAME) ofn
! Declare filter specification
character*(*),parameter :: filter_spec = "Input
Files"C//"*.inp"C//""C
character*(*),parameter :: dir_spec = "D:\rimcode"
character*512 :: file_spec = ""C
integer status,ilen,imid
ofn%lStructSize = SIZEOF(ofn)
ofn%hwndOwner = NULL

! You may want to set these for

ofn%hInstance = NULL

! non-console applications

ofn%lpstrFilter = loc(filter_spec)
ofn%lpstrCustomFilter = NULL
ofn%nMaxCustFilter = 0
ofn%nFilterIndex = 1 ! Specifies initial filter value
ofn%lpstrFile = loc(file_spec)
ofn%nMaxFile = sizeof(file_spec)
ofn%nMaxFileTitle = 0
ofn%lpstrInitialDir = loc(dir_spec)

! Use Windows default directory

ofn%lpstrTitle = loc(""C)
ofn%Flags = OFN_PATHMUSTEXIST
ofn%lpstrDefExt = loc("inp"C)
ofn%lpfnHook = NULL
ofn%lpTemplateName = NULL

Open메뉴가 선택될 경우 사용될 초기값를 지정한다. D:\rimcode 디렉토리에 inp확장자를 갖는 파
일들을 표시한다.

! Call GetOpenFileName and check status
!
status = GetOpenFileName(ofn)

- 22 -

if (status .eq. 0) then
type *,'No file name specified'
else
! Get length of file_spec by looking for trailing NUL
ilen = INDEX(file_spec,CHAR(0))
앞에서 선택인 초기값으로 Open 창을 열고 입력파일 이름을 반환받는다.
PATH1 = file_spec(1:ilen-5)
FNAME = file_spec(1:ilen-5)
FNAME1 = file_spec(1:ilen-1)
FNAME2 = TRIM(FNAME) // '.OUT'
FNAME3 = TRIM(FNAME) // '.GRP1'
FNAME4 = TRIM(FNAME) // '.GRP2'
FNAME5 = TRIM(FNAME) // '.GRP3'
FNAME6 = TRIM(FNAME) // '.OXD'
FNAME7 = TRIM(FNAME) // "_1.PS"
FNAME8 = TRIM(FNAME) // "_2.PS"

FNAME에는 입력파일 이름에서 확장자가 제거된 문자열이 들어간다. 그 후에 이것을 이용하여
각종 출력파일들의 이름을 만든다.
print *, fname1
OPEN(97,FILE=FNAME1)
OPEN(99,FILE=FNAME2)
OPEN(98,FILE=FNAME3)
OPEN(93,FILE=FNAME4)
OPEN(94,FILE=FNAME5)
OPEN(45,FILE=FNAME6)
OPEN(88,FILE=FNAME7)

! PostScript File

OPEN(89,FILE=FNAME8)

! PostScript File

앞에서 만든 출력파일 이름들을 이용하여 파일을 연다.
CALL DoDialog
END IF

COSMOS 계산에서 사용될 각종 입력 인자들을 받기 위한 창을 연다.
END SUBROUTINE

! It makes a dialog box and g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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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DoDialog
USE DFLOGM
INCLUDE 'Resource.FD'

다이알로그 창을 열기 위하여 라이브러리와 데이터를 읽어들인다.
EXTERNAL DoDialogMain,DoCalculation
COMMON /OPTIONS/ INODE,Icase,KNRIM,Iprint,Icalcu
COMMON /RANGES/ XRANGE, YRANGE
REAL

XRANGE(2)

REAL

YRANGE(2,6)

LOGICAL GFLAGS(10)
LOGICAL status
COMMON /FLAGS1/ GFLAGS
TYPE (dialog) dlg
DATA XRANGE /

0., 60. / ! for Burnup

Burnup의 기본영역을 0에서 60까지로 설정한다.
DATA YRANGE / 0., 400.,

& ! for LHGR

300., 1800., & ! for TCL
0., 200.,

& ! for Diametrical gap

0., 120.,

& ! for OXIDE

0., 10.,

& ! for FGR

30., 100. /

! for RIP

LHGR의 기본영역을 0에서 400 W/cm까지로 설정한다.
Centerline temperature의 기본영역을 300에서 1800℃까지로 설정한다.
Diametrical gap의 기본영역을 0에서 200㎛까지로 설정한다.
oxide 두께의 기본영역을 0에서 120㎛까지로 설정한다.
FGR의 기본영역을 0에서 10%까지로 설정한다.
RIP의 기본영역을 30에서 100bar까지로 설정한다.
CHARACTER*256 text
!

Initialize dialog
if ( .not. DLGINIT( IDD_DIALOG1, dlg) ) THEN
write (*,*) 'Error: dialog not found'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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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알로그창이 성공적으로 초기화가 되면 아래 명령들을 실행한다.
!

Initialize radio button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BASE, .TRUE. )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REIIRA, .FALSE. )

조사종류를 선택하는 버튼을 기본적으로 base 조사를 선택한다.
!

Initialize Node number : defalut=1
status = DLGSET( dlg, IDC_EDIT_NODE, "1")

노드 번호를 기본적으로 1로 설정한다.
!

Initialize Minimum and Maximum Defaults.
WRITE (TEXT,'(F5.1)') XRANGE(1)
status = DLGSET( dlg, IDC_BU_MIN, TEXT)
WRITE (TEXT,'(F5.1)') XRANGE(2)
status = DLGSET( dlg, IDC_BU_MAX, TEXT)
WRITE (TEXT,'(F5.1)') YRANGE(1,1)
status = DLGSET( dlg, IDC_LHGR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LHGR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5.1)') YRANGE(2,1)
status = DLGSET( dlg, IDC_LHGR_MAX, TEXT)
WRITE (TEXT,'(F6.1)') YRANGE(1,2)
status = DLGSET( dlg, IDC_TCL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TCL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6.1)') YRANGE(2,2)
status = DLGSET( dlg, IDC_TCL_MAX, TEXT)
WRITE (TEXT,'(F5.1)') YRANGE(1,3)
status = DLGSET( dlg, IDC_DGWR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DGWR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5.1)') YRANGE(2,3)
status = DLGSET( dlg, IDC_DGWR_MAX, TEXT)
WRITE (TEXT,'(F5.1)') YRANGE(1,4)
status = DLGSET( dlg, IDC_OXI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OXI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5.1)') YRANGE(2,4)
status = DLGSET( dlg, IDC_OXI_MAX,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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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TEXT,'(F4.1)') YRANGE(1,5)
status = DLGSET( dlg, IDC_FGR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FGR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4.1)') YRANGE(2,5)
status = DLGSET( dlg, IDC_FGR_MAX, TEXT)
WRITE (TEXT,'(F5.1)') YRANGE(1,6)
status = DLGSET( dlg, IDC_RIP_MIN, TEXT)
status = DLGSET( dlg, IDC_RIP_MIN, .FALSE., DLG_ENABLE)
WRITE (TEXT,'(F5.1)') YRANGE(2,6)
status = DLGSET( dlg, IDC_RIP_MAX, TEXT)

앞에서 설정한 XRANGE,YRANGE값들을 다이알로그창에 표시한다.
!
!

Initialize grapic options
IF TRUE : Selection
status = DLGSET( dlg, IDC_CHECK1,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CHECK2,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CHECK3,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CHECK4,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CHECK5,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CHECK6, .FALSE. )

현재는 기본값이 계산 중에 표시되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게 되어있다. 계산중에 그래프를
screen에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명령에서 .FALSE.를 .TRUE.로 바꾸
면 된다.
!
status = DLGSETSUB( dlg, IDOK , DoCalculation )

Calculation버튼이 눌리면 DoCalculation 루틴을 호출하도록 설정한다.
status = DLGSETSUB( dlg, IDC_RADIO_BASE , DoDialogMain )
status = DLGSETSUB( dlg, IDC_REIRRA , DoDialogMain )

라디오 버튼들이 눌리면 처리를 위하여 DoDialogMain이 호출되도록 설정한다.
!

Active modal dialog
status = DLGMODAL(DLG)
end if

앞에서 설정한 다이알로그창을 화면상에 보이도록 나타낸다.
END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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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dialog processor
SUBROUTINE DoDialogMain( dlg, control_name, callbacktype)
USE DFLOGM
INCLUDE 'Resource.FD'
TYPE (dialog) dlg
INTEGER control_name, callbacktype, IKNODE
COMMON /OPTIONS/ INODE,Icase,KNRIM,Iprint,Icalcu
LOGICAL GFLAGS(10)
LOGICAL status, check
COMMON /FLAGS1/ GFLAGS
CHARACTER*256 text
SELECT CASE (control_name)
CASE (IDC_RADIO_BASE)
! When 'Base Irradiation' was pushed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BASE, .TRUE. )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REIIRA, .FALSE. )
CASE (IDC_RADIO_REIRRA)
! When 'Re-Irradiation' was pushed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BASE, .FALSE. )
status = DLGSET( dlg, IDC_RADIO_REIIRA, .TRUE. )
END SELECT

라디오 버튼이 눌렸을 경우 그 버튼에 눌린 표시를 하고 다른 버튼의 표시를 해제한다.
END SUBROUTINE

SUBROUTINE DoCalculation( dlg, control_name, callbacktype)

Calculation버튼이 눌리면 실행되어 다이알로그창에 입력된 내용을 읽어들인다.
USE DFLIB
USE DFLOGM
INCLUDE 'Resourc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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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ialog) dlg
INTEGER control_name, callbacktype
COMMON /OPTIONS/ INODE,Icase,KNRIM,Iprint,Icalcu
COMMON /RANGES/ XRANGE, YRANGE
REAL

XRANGE(2)

REAL

YRANGE(2,6)

LOGICAL GFLAGS(10)
LOGICAL status, check
COMMON /FLAGS1/ GFLAGS
CHARACTER*255 text
INTEGER I
!

When 'Calculation' button was pushed
status = DLGGET( dlg, IDC_BU_MIN, TEXT)
read( text, *) XRANGE(1)
status = DLGGET( dlg, IDC_BU_MAX, TEXT)
read (TEXT, *) XRANGE(2)

status = DLGGET( dlg, IDC_LHGR_MIN, TEXT)
read (TEXT, *) YRANGE(1,1)
status = DLGGET( dlg, IDC_LHGR_MAX, TEXT)
read (TEXT, *) YRANGE(2,1)
status = DLGGET( dlg, IDC_TCL_MIN, TEXT)
read (TEXT, *) YRANGE(1,2)
status = DLGGET( dlg, IDC_TCL_MAX, TEXT)
read (TEXT, *) YRANGE(2,2)
status = DLGGET( dlg, IDC_DGWR_MIN, TEXT)
read (TEXT, *) YRANGE(1,3)
status = DLGGET( dlg, IDC_DGWR_MAX, TEXT)
read (TEXT, *) YRANGE(2,3)
status = DLGGET( dlg, IDC_OXI_MIN, TEXT)
read (TEXT, *) YRANGE(1,4)
status = DLGGET( dlg, IDC_OXI_MAX, TEXT)
read (TEXT, *) YRANG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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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DLGGET( dlg, IDC_FGR_MIN, TEXT)
read (TEXT, *) YRANGE(1,5)
status = DLGGET( dlg, IDC_FGR_MAX, TEXT)
read (TEXT, *) YRANGE(2,5)
status = DLGGET( dlg, IDC_RIP_MIN, TEXT)
read (TEXT, *) YRANGE(1,6)
status = DLGGET( dlg, IDC_RIP_MAX, TEXT)
read (TEXT, *) YRANGE(2,6)
if (XRANGE(1) .GE. XRANGE(2) ) THEN
status = MESSAGEBOXQQ('Wrong Range!'C,
'Waring'C,

&

&

MB$ICONHAND.OR.MB$OK)
return
end if
Do I=1,6
if (YRANGE(1,I) .GE. YRANGE(2,I) ) THEN
status = MESSAGEBOXQQ('Wrong Range!'C,
'Warning'C,

&

MB$ICONHAND.OR.MB$OK)
return
end if
end do

status = DLGGETLOG(dlg, IDC_RADIO_BASE, check)
if (check .EQ. .TRUE. ) THEN
Icase=0
else
Icase = 1
end if
status = DLGGET( dlg, IDC_EDIT_NODE, text)
read( text, *) IKNODE
INODE=IKNODE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1, GFLAGS(1) )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2, GFLAGS(2) )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3, GFLAGS(3) )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4, GFLAG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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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5, GFLAGS(5) )
status = DLGGETLOG( dlg, IDC_CHECK6, GFLAGS(6) )
CALL DLGEXIT(DLG)

다이알로그 창을 닫는다.
END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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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lot.f90
Plot.f90에는 그림 11(e)와 같은 그래프를 설정하고 그리며, 그림 12와 같이 Postscript 파
일로도 그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실행 코드들이 들어있다.

그림 12 Postscript 파일 출력 예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주요 명령어들의 작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MODULE KAERI_PLOTING2
!

===============

!

CALLING LIBRARY

!

===============
USE MSFLIB
USE DF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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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SCIGRAPH
USE SG_POSTSCRIPT
CONTAINS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부른다.
SUBROUTINE PLOT_START(FNAME)
COMMON /OPHRRAD/ DXOX,DXCRD,DCR,DDHIE,DDHIW
COMMON /IPFALL/ ITMIP,ITMAX,TimeD,NN,M,KNOut,KNRamp,KNPLOT
DIMENSION DXOX(100),DXCRD(100),DCR(100),DDHIE(100),DDHIW(100)
DIMENSION TimeD(5000),KNPLOT(20)

REAL(4)

QLHGR(2,5000),TCL(2,5000),DGR(2,5000)

REAL(4)

OXI(2,5000),FGR(2,5000),GASP(2,5000)

INTEGER(4) STATUS
CHARACTER*30 WTITLE(6)
CHARACTER*35 XTITLE(3),YTITLE(6)
CHARACTER*20 FNAME,FNAME3,FNAME4,FNAME5
INTEGER

I,N,PS_OUT

!

FNAME3 = TRIM(FNAME) // '.GRP'

!

DATA FNAME3 /'.GRP'/

!

CALL DATE(TODAY)
DATA WTITLE /'BURNUP VS LHGR(W/cm)',
'BURNUP VS TCL(C)',
'BURNUP VS Dgap (um)',

&
&
&

'Node No. VS OXIDE(um)', &
'BURNUP VS FGR(%)',

&

'BURNUP VS RIP(bar)'/

WTITLE에는 그려지게 될 6개 그래프의 Title이 들어있다.
DATA XTITLE /'LOCAL BURNUP(MWd/kgHM)',
'Rod AVERAGE BURNUP(MWd/kgHM)',

&
&

'Node Number'/

XTITLE에는 그래프에서 사용될 X축의 이름이 들어있다.
DATA YTITLE /'Local Heat Rate (W/cm)',

&

'Fuel Centerline Temp (C)',

&

'Diametrical Gap (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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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um)',

&

'FGR (%)',

&

'Gap Pressure (bar)' /

YTITLE에는 그래프에서 사용될 Y축의 이름들이 들어있다.
!

==============================

!

READING DATA FROM FILE(FNAME3)

!

==============================
REWIND(98)
DO N = 1,5000
READ(98,*,END=9997) QLHGR(1,N),QLHGR(2,N),TCL(1,N),TCL(2,N)
ENDDO

9997

CLOSE(98)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들인다.
!
!

PREPARING TO PLOT POSTSCRIPT

!
DO PS_OUT = 88,89
WRITE(PS_OUT,'(A)') '%!PS-Adobe-2.0 EPSF-2.0'
WRITE(PS_OUT,'(A)') '%%BoundingBox:

0

0

594

841'

WRITE(PS_OUT,'(A)') '%%DocumentFonts: Courier, Helvetica'
WRITE(PS_OUT,'(A)') '%%Creator: COSMOS'
WRITE(PS_OUT,'(A)') '%%Pages: (atend)'
WRITE(PS_OUT,'(A)') '% Plot numbers: all'
WRITE(PS_OUT,'(A)') '% Page size: 11.690 x

8.250'

WRITE(PS_OUT,'(A)') '% Plot format: Color'
WRITE(PS_OUT,'(A)') '% Page orientation: Landscape'
WRITE(PS_OUT,'(A)') '% Number of frames per page:

1'

WRITE(PS_OUT,'(A)') '% Gray scale:'
WRITE(PS_OUT,'(A)') '%

Reversed: No '

WRITE(PS_OUT,'(A)') '%

Alternating: No '

WRITE(PS_OUT,'(A)') '% Scale factor for plot:

1.0000'

WRITE(PS_OUT,'(A)') '% Dashed lines: No'
WRITE(PS_OUT,'(A)') '%%EndComments'
WRITE(PS_OUT,'(A)') '%'
WRITE(PS_OUT,'(A)') '% Define new commands'
WRITE(PS_OUT,'(A)') '%'
WRITE(PS_OUT,'(A)') '% Abbreviate lineto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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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PS_OUT,'(A)') '/lt {lineto}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Abbreviate moveto command:'
WRITE(PS_OUT,'(A)') '/mt {moveto}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Define draw polyline command:'
WRITE(PS_OUT,'(A)') '/dl {newpath mt {lt} repeat stroke}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Define polygon fill command:'
WRITE(PS_OUT,'(A)') '/dp {newpath mt {lt} repeat fill}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Define endpage command:'
WRITE(PS_OUT,'(A)') '/ep {stroke showpage}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Define new page setup command:'
WRITE(PS_OUT,'(A)') '/np {'
WRITE(PS_OUT,'(A)') '

3.0 setlinewidth'

WRITE(PS_OUT,'(A)') '

0 setlinejoin'

WRITE(PS_OUT,'(A)') '

90.0 rotate'

IF (PS_OUT .EQ. 88) THEN
WRITE(PS_OUT,'(A)') '

36 -615 translate'

WRITE(PS_OUT,'(A)') '

0.082 0.0735 scale'

WRITE(PS_OUT,'(A)') '

15 -300 translate'

WRITE(PS_OUT,'(A)') '

0.0273 0.03675 scale'

ELSE

END IF
WRITE(PS_OUT,'(A)') '

newpath

0.0 0.0 mt'

WRITE(PS_OUT,'(A)') '}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Establish working fonts'
WRITE(PS_OUT,'(A)') '/BaseCour {/Courier findfont} def'
WRITE(PS_OUT,'(A)')

'/Helv-Out

{/Helvetica-Outline

findfont}

def'
WRITE(PS_OUT,'(A)') '%'
WRITE(PS_OUT,'(A)') '% Set color definitions for new plot'
WRITE(PS_OUT,'(A)') '/pen0 {1.0

1.0

1.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 {0.0

0.0

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2 {0.67 0.67 0.67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3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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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4 { .00000

.60000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5 { .00000

.73333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6 { .00000

.86667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7 { .00000 1.00000

.775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8 { .00000 1.00000

.55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9 { .00000 1.00000

.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0 { .70000 1.00000

.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1 {1.00000 1.00000

.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2 {1.00000

.80000

.00000

.60000

.00000

.40000

.00000

.00000

.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3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4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pen15 {1.00000
setrgbcolor} def'
WRITE(PS_OUT,'(A)') '%%EndProlog'
WRITE(PS_OUT,'(A)') ' '
ENDDO

포스트스크립트 출력화일을 열고 포스트스크립트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페이지 구성, 폰트, 펜굵기
등을 정의한다.
!

=========================

!

PREPARING TO PLOT(FNAME3)

!

=========================
PS_OUT=88
WRITE(PS_OUT,'(A)') '%%Page: 0

1'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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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89,'(A)') '%%Page: 0

1'

WRITE(89,'(A)') '%% Frame:

1'

WRITE(89,'(A)') 'np'

포스트스립트 파일은 2개가 생성된다. 하나는 한페이지당 한 개의 그림이 들어가서 총 6페이지의
그림이 들어있는 파일(88번)이며, 다른 하나는 한페이지에 6개의 그림이 들어있는 파일(89번)이다.
위의 명령들은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다.
OPEN(60,FILE='USER',TITLE=WTITLE(1))
CALL GRAPHPLOTING(FNAME,WTITLE(1),XTITLE(2),YTITLE(1),QLHGR,N-1)

Local Heat Rate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이때 전달하는 인자는 입력파일이름, 그래프 상단에 출력될
타이틀, X축 이름, Y축 이름, 실제 자료, 자료 숫자 순서이다.

WRITE(PS_OUT,'(A)') 'ep'
WRITE(89,'(A)') 'stroke'
WRITE(PS_OUT,'(A)') '%%Page: 0

2'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WRITE(89,'(F,F,A)') $WXMAX,0,' translate'
WRITE(89,'(A)') '

newpath

0.0 0.0 mt'

88번 파일에서는 두 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89번 파일에서는 두 번
째 그림이 그려질 위치로 원점과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OPEN(61,FILE='USER',TITLE=WTITLE(2))
CALL GRAPHPLOTING(FNAME,WTITLE(2),XTITLE(2),YTITLE(2),TCL,N-1)

중심온도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WRITE(PS_OUT,'(A)') 'ep'
WRITE(89,'(A)') 'stroke'
!

==============================

!

READING DATA FROM FILE(FNAME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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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REWIND(93)
DO N =1,5000
READ(93,*,END=9998) DGR(1,N),DGR(2,N),OXI(1,N),OXI(2,N)
ENDDO
9998

CLOSE(93)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들인다.
Do I=1,NN
OXI(1,I)=I
OXI(2,I)=DXOX(I)*1000.
EndDo
!

=========================

!

PREPARING TO PLOT(FNAME4)

!

=========================
WRITE(PS_OUT,'(A)') '%%Page: 0

3'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WRITE(89,'(F,F,A)') $WXMAX,0,' translate'
WRITE(89,'(A)') '

newpath

0.0 0.0 mt'

88번 파일에서는 세 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89번 파일에서는 세 번
째 그림이 그려질 위치로 원점과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OPEN(62,FILE='USER',TITLE=WTITLE(3))
CALL GRAPHPLOTING(FNAME,WTITLE(3),XTITLE(2),YTITLE(3),DGR,N-1)

Diametrical Gap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WRITE(PS_OUT,'(A)') 'ep'
WRITE(89,'(A)') 'stroke'
WRITE(PS_OUT,'(A)') '%%Page: 0

4'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WRITE(89,'(F,F,A)') $WXMAX*(-2),-$WYMAX,' translate'
WRITE(89,'(A)') '

newpath

0.0 0.0 mt'

88번 파일에서는 네 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네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89번 파일에서는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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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그림이 그려질 위치로 원점과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OPEN(63,FILE='USER',TITLE=WTITLE(4))
CALL GRAPHPLOTING(FNAME,WTITLE(4),XTITLE(3),YTITLE(4),OXI,NN)

산화막 두께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WRITE(PS_OUT,'(A)') 'ep'
WRITE(89,'(A)') 'stroke'
!

==============================

!

READING DATA FROM FILE(FNAME5)

!

==============================
rewind(94)
DO N =1,5000
READ(94,*,END=9999) FGR(1,N),FGR(2,N),GASP(1,N),GASP(2,N)
ENDDO

9999

CLOSE(94)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들인다.
!

=========================

!

PREPARING TO PLOT(FNAME5)

!

=========================
WRITE(PS_OUT,'(A)') '%%Page: 0

5'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WRITE(89,'(F,F,A)') $WXMAX,0,' translate'
WRITE(89,'(A)') '

newpath

0.0 0.0 mt'

88번 파일에서는 다섯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다섯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89번 파일에서는 다
섯번째 그림이 그려질 위치로 원점과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OPEN(64,FILE='USER',TITLE=WTITLE(5))
CALL GRAPHPLOTING(FNAME,WTITLE(5),XTITLE(2),YTITLE(5),FGR,N-1)

Fission gas release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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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PS_OUT,'(A)') 'ep'
WRITE(89,'(A)') 'stroke'
WRITE(PS_OUT,'(A)') '%%Page: 0

6'

WRITE(PS_OUT,'(A)') '%% Frame:

1'

WRITE(PS_OUT,'(A)') 'np'
WRITE(89,'(F,F,A)') $WXMAX,0,' translate'
WRITE(89,'(A)') '

newpath

0.0 0.0 mt'

88번 파일에서는 여섯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여섯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89번 파일에서는 여
섯번째 그림이 그려질 위치로 원점과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OPEN(65,FILE='USER',TITLE=WTITLE(6))
CALL GRAPHPLOTING(FNAME,WTITLE(6),XTITLE(2),YTITLE(6),GASP,N-1)

Gap Pressure에 대한 그래프를 화면과 88번, 89번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하여
GRAPHPLOTING 루틴을 호출한다.
WRITE(PS_OUT,'(A)') 'ep'
WRITE(PS_OUT,'(A)') '%%Trailer'
WRITE(PS_OUT,'(A)') '%%Pages:

6'

WRITE(PS_OUT,'(A)') '%%EOF'
CLOSE(PS_OUT)
WRITE(89,'(A)') 'ep'
WRITE(89,'(A)') '%%Trailer'
WRITE(89,'(A)') '%%Pages:

1'

WRITE(89,'(A)') '%%EOF'
CLOSE(89)
OPEN(66,FILE='USER',TITLE='EXTEND')
I = SETEXITQQ(QWIN$EXITPERSIST)
30 FORMAT(3X,F7.2,F10.2,3X,F7.2,F10.2,3X,F7.2,F7.4,3X,F7.2,F9.1)
END SUBROUTINE
SUBROUTINE GRAPHPLOTING(FNAME,CTITLE,XTITLE,YTITLE,CDATA,Num)

넘겨 받은 인자들을 이용하여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루틴이다.

- 39 -

!

======================

!

ACTUAL PLOTING ROUTINE

!

======================
CHARACTER*24

TODAY,RTIME

CHARACTER*30

CTITLE

CHARACTER*35

XTITLE,YTITLE

CHARACTER*20

FNAME

CHARACTER*16

tempStr

INTEGER

Num

RECORD /GRAPHSETTINGS/ CGRAPH
RECORD /DATASETTINGS/

CDSETS

! 1 DATA SETS (RANGES)

RECORD /AXISSETTINGS/

CAXES(2)

! 3 AXES: 2y,1x

그래프 그리는데 사용될 변수들을 정의한다.
REAL(4)

CDATA(2,5000)

COMMON /OPTIONS/ INODE,Icase,KNRIM,Iprint,Icalcu
COMMON /IPFALL/ ITMIP,ITMAX,TimeD,N,M,KNOut,KNRamp,KNPLOT
DIMENSION TimeD(5000),KNPLOT(20)
INTEGER RETCODE
INTEGER PS_OUT
RECORD /WINDOWCONFIG/ WC
IF(.NOT. GETWINDOWCONFIG(WC) ) STOP 'WINDOW NOT OPEN'
CALL DATE_AND_TIME(TODAY,RTIME)

현재 날짜와 시간을 얻어낸다.
RETCODE=GETGRAPHDEFAULTS($GTXY,CGRAPH)

현재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CGRAPH.SETGRAPHMODE = .FALSE.
CGRAPH.X2 = WC.NUMXPIXELS-1
CGRAPH.Y2 = WC.NUMYPIXE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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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그릴 영역을 창 전체 넓이로 한다.
CGRAPH.TITLE=CTITLE

그래프의 타이틀은 CTITLE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한다.

WRITE(tempStr,'(A2,I2,A1,I2,A1)') ' (',INODE,'/',N,')'
CGRAPH.TITLE2=TRIM(FNAME) // trim(tempStr)
CGRAPH.TITLE3='/'
CGRAPH.TITLE4=TRIM(TODAY) // TRIM(RTIME)

그래프에 출력될 타이틀들을 설정한다.
CGRAPH.GRAPHBGCOLOR=$CIBRIGHTWHITE
CGRAPH.TITLECOLOR=$CIBLACK
CGRAPH.TITLE2COLOR=$CILIGHTBLUE
CGRAPH.TITLE3COLOR=$CILIGHTBLUE
CGRAPH.TITLE4COLOR=$CILIGHTBLUE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될 색깔들을 설정한다.
RETCODE=GETDATADEFAULTS(CGRAPH,Num,CDATA,CDSETS)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할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CDSETS변수
에 값을 저정한다.
CDSETS.MARKERTYPE=$MKNONE
CDSETS.MARKERCOLOR=$CIBLACK
CDSETS.LINETYPE=$LTTHICKSOLID
CDSETS.LINECOLOR=$CILIGHTRED

자료를 표시할 때 붉은 선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한다.
CDSETS.TITLECOLOR=$CIBLACK
CDSETS.TITLE=YTITLE

자료에 대한 타이틀은 검은색으로 YTITL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한다.
!

When there is no change in ouput, it sets the proper range.
IF (CDSETS.yLowVal .EQ. CDSETS.yHighVal) THEN
CDSETS.yLowVal=CDSETS.yLowVal/1.1
CDSETS.yHighVal=CDSETS.yHighVal*1.1
END IF

자료들이 모두 하나의 값 - 예를 들면 모두 300 - 을 갖는 경우 GETDATADEFAULTS
루틴에서 보기좋은 출력범위를 설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의로 위로 10%, 아래로
10%의 범위를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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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XES(1).LetItBe = .False.

.LetItBe항목이 TRUE라면 축를 표시할 때 10, 100, 1000 단위로 표시하고 FALSE라면 CDSETS
의 최대값, 최소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출력한다.
RETCODE=GETAXISDEFAULTS(CGRAPH,CDSETS,$ATX,$AFLINEAR,CAXES(1))
CAXES(1).TITLECOLOR=$CIBLACK
CAXES(1).AXISCOLOR=$CIBLACK
CAXES(1).TITLEFONT=$FTCOUR
CAXES(1).AXISFONT=$FTCOUR
CAXES(1).AXISNUMON = .TRUE.
CAXES(1).TICKCOLOR=$CIBLACK
CAXES(1).MINORTICKCOLOR=$CIGRAY
CAXES(1).TITLE=XTITLE
CAXES(1).TICKTYPE=$TTOUTSIDE
CAXES(1).GRIDSTYLE=$GSMAJOR
CAXES(1).GRIDLINETYPE=$LTSOLID
CAXES(1).GRIDCOLOR=$CIGREEN
CAXES(1).numDigits=1

X축에 대한 설정을 한다. GETAXISDEFAULTS에 앞에서 설정한 CDSETS값과 X축이라는 것
($ATX), 선형증가라는 것($AFLINEAR)을 알려주면 X축을 그리는데 적당한 값을 CAXES(1)에
반환한다. 이 CAXES(1)값을 보기좋게 색과 폰트 종류, 선의 종류 등을 설정해 주면 X축에 대한
설정이 끝난다.
CAXES(2).LetItBe = .False.
RETCODE=GETAXISDEFAULTS(CGRAPH,CDSETS,$ATY,$AFLINEAR,CAXES(2))
CAXES(2).TITLECOLOR=$CIBLACK
CAXES(2).TITLEFONT=$FTCOUR
CAXES(2).AXISCOLOR=$CIBLACK
CAXES(2).AXISFONT=$FTCOUR
CAXES(2).AXISNUMON = .TRUE.
CAXES(2).TICKCOLOR=$CIBLACK
CAXES(2).MINORTICKCOLOR=$CIGRAY
CAXES(2).TITLE=YTITLE
CAXES(2).TICKTYPE=$TTOUTSIDE
CAXES(2).GRIDSTYLE=$GSBOTH
CAXES(2).GRIDLINETYPE=$LTDOT
CAXES(2).GRIDCOLOR=$CIGRAY
CAXES(2).numDigits=1

Y축을 설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X축과 동일한 원리이다.
RETCODE=PLOTGRAPH(CGRAPH,2,CAX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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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정한 X, Y축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RETCODE=PLOTDATA(CGRAPH,CDATA,CDSETS, CAXES(1),CAXES(2))

앞에서 설정한 값을 가지고 자료를 그래프 위에 그린다.
DO PS_OUT=88,89

두 종류의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출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RETCODE=PLOTGRAPH_POST(PS_OUT,CGRAPH,2,CAXES,1)

앞에서 설정한 X, Y축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그래프를 출력한다.
RETCODE=PLOTDATA_POST(PS_OUT,CGRAPH,CDATA,CDSETS, CAXES(1),CAXES(2))

앞에서 설정한 값을 가지고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에 자료를 그린다.
ENDDO
END SUBROUTINE
END MODULE
SUBROUTINE KAERI_PLOTING(FNAME)
USE KAERI_PLOTING2
REAL(4) QLHGR(2,5000),TCL(2,5000),DGR(2,5000),OXI(2,5000),
FGR(2,5000),GASP(2,5000)
CHARACTER*20 FNAME,FNAME3,FNAME4,FNAME5
INTEGER N
CALL PLOT_START(FNAME)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제일 처음 호출되는 루틴이다. 이 루틴에서 PLOT_START를 호출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END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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