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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fluid, Three-field Pilot 코드의 C++ 언어를 이용한 객체지향적 개념설계 

 

요 약 

 

계통안전해석코드를 위한 객체지향적 설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된 Pilot 코드에 대하여 C++로 구현화하였다. Pilot코드는 One-dimensional, 
transient, two-fluid, three-field model 방정식의 수치해법을 위해 개발된 Solver로 
Fortran으로 작성되어있다. 객체지향 전산언어로는 KAERI에서 Groupware로 사용이 
가능한 MS C++6.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Fortran이 필요한 부분은 Compact Visual 
6.60과 mixed language 형태로 Visual Studio 환경에서 연계하여 부프로그램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수증기표의 입력과 사용에 대한 부프로그램은 PILOT 코드의 FORTRAN 
source를 사용하여 C++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연계변수를 조정하였다. 

- Inverse Matrix와 Tri-diagonal matrix의 해를 구하는 부프로그램도  PILOT 코드의 
FORTRAN source를 사용하였다. 

- PILOT코드의 volume과 junction을 객체로 구성하여 객체지향적으로 변수와 
함수를 구현화 하였으며 나머지는 함수는 system level에서 절차식으로 단순 
구현화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계통안전해석코드에 필수적인 개념인 Hydraulic 
component와 Loop 그리고 제어시스템과 객체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개념화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계통안전해석코드의 많은 부분을 객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절차지향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단 객체화된 
부분에서의 함수구현은 기존의 절차지향적인 방법에 비하여 데이터와 함수의 은닉 
등 유리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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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OOP design of Pilot Code for Two-Fluid, Three-field with C++ 6.0 
 

Summ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objective oriented program (OOP) design for reactor safety 

analysis code, preliminary OOP design for PILOT code has been attempted with C++ language 
feature. PILOT code is a Fortran numerical solver of one dimensional two fluid three filed 
model equation. Microsoft C++ language has been used since it is available as groupware 
utilization in KAERI. The language has can be merged with Compac Visual Fortran 6.6 in 
Visual Studio platform. In the development platform, C++ has been used as main language and 
Fortran has been used as mixed language in connection with C++ drive program. The mixed 
language is a specific feature provided in visual studio environment.   

 Existing Fortran source was utilized for input routine of reading steam table from 
generated file and routine of steam property calculation. The calling convention 
and passing argument from C++ driver was corrected.  

 The mathematical routine, such as inverse matrix conversion and tridiagonal matrix 
solver, has been used as PILOT Fortran routines.  

 Simple volume and junction utilized in PILOT code can be treated as objects, since 
they are the basic construction elements of code system. Other routines for overall 
solution scheme have been realized as procedure functions.  

The conceptual design which consists of hydraulic loop, component, volume, and junction 
class has been described in the appendix in order to give the essential OOP structure of 
system safety analysis code. The attempt shows that many part of system analysis code can be 
expressed as objects, although the overall structure should be maintained as procedure 
functions. The encapsulation of data and functions within an object has many beneficial 
aspects in programming of syste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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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자력 발전소 설계나 연구에 필요한 공학적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70, 80 년대에 
완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학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공학이론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현화하는 도구로서 개발언어도 중요하다. 70, 80 
년대에는 공학적 프로그램 언어로 FOTRAN이 유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학프로그램은 FORTRAN으로 작성되어 있다. FOTRAN언어가 
주로 공학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어 타 분야의 적용에는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C나 Basic, Pascal 등 다른 언어는 많은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객체지향 기법을 도입하고 Visual-C++, Delphi, Visual-Basic 
등의 개발 툴을 출시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편이를 위한 다양한 
Library와 더불어 객체지향적 언어 사용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어 
FORTRAN사용자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학프로그램도 점차 
복잡하여지고 다양해 짐에 따라 전산코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비용이 
개발비용을 상회함으로써 객체지향적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그램은 통상 분석-설계-구현-테스트(검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개발 경험에 의하면 절차지향적인 방법에 의하면 10%-15%-45%-30%의 비율로 
소요되며 객체지향적인 방법으로는 30%-35%-20%-15% 비율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초기 분석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객체지향적 방법이 구현과 검증 
단계에서 대단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공학해석 프로그램도 코드간 연계, 프로그램의 재사용, 그리고 
GUI구현이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이를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그래픽 구현이 
자유롭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언어로는 Visual C++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TRAN90언어로 기 개발된 PILOT코드[1,2]를 Visual C++를 
이용하여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시도해 봄으로써 이러한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득을 점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C++언어[3]와 FORTRAN언어[4]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뿐 아니라 절차지향적 설계와 객체지향적 설계의 
개념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수록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안전해석코드에 필요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설계도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향후 차세대 코드 구조설계 및 
알고리듬 구현 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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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LOT 코드 함수구조분석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 
시스템의 분석이다. 분석단계는 프로그램의 요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기능적 
요건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다. 
분석단계는 설계단계와는 구분되는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행히 안전해석코드는 다른 소프트 웨어와는 달리 비교적 프로그램 요건 
사항의 정의가 잘되어 있으며 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과 달리 메시지-응답 등의 
동적모델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위분석”도 필요없다. 그러나 향후 GUI를 
고려한다면 요건사항과 사용자 행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절에서는 
PILOT 코드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재 해석하였다.  

절차지향식 프로그램은 통상 함수의 기능적 역할과 변수의 연결로 구성하는데 
함수구조를 이해하면 프로그램의 기능분석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1은 
PILOT코드의 함수구조이다.  

 

 

그림 1. PILOT코드의 함수구조 

 

그림에서 보듯이 main program Pilot_TF에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므로 각 
함수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일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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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절차지향식 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편리할 듯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함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 변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여야 
요구하는 기능의 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만일 함수의 기능을 객체화 할 수 
있으면 시스템레벨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과 기기레벨 또는 더 하부인 
노드레벨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서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간단한 PILOT 코드에서는 불필요한 듯이 보이는 
객체화를 시도 하였다.  

PILOT 코드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수 십개의 finite volume과 연결 junction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객체로서 T/H SYSTEM, VOLUME, JUNCTION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Mathematical Solve도 한 부류의 객체로 생각할 수 있으나 
향후 잘 정립된 Math Library를 사용할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SYSTEM 
이라는 객체도 현재 PILOT코드에서 코드자체이므로 생략하고 VOLUME, 
JUNCTION에 대하여 객체화를 시도하였다.  객체화를 위하여 아래에 기술된 각 
함수의 기능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2.1 Alloc_Variables( ) 

volume과 junction에 대한 필요한 갯수 만큼 allocation 한다. SYSTEM 
LEVEL이므로 단순 절차식 C++언어로 전환하였다.  

void Alloc_Variables() 
{ 
 v= new Volume[MaxNoVols];  
 j= new Junction[MaxNoVols]; 
}; 

2.2 Openfiles ( ) 

SYSTEM LEVEL이므로 단순 절차식으로 C++언어로 전환하였다. ReadSteamTable도 
tpfh2o file에서 읽으므로 Openfiles()에서 기술함. 다만 Steam property관련한 
Subroutine은 Fortran에서 C언어로 변한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C++에서 Fortran 
routine을 calling하는 mixed language로 구현하였다.  즉 sth2x1, sth2x3, sth2x6, surten, 
thcond등 물성치를 구하는 함수는 기존의 FORTRAN을 사용하였다.  

 

extern "C" void _stdcall READ_STEAMTABLE (); 
void Open_Files() 
{ 
 infile.open("output"); 
 outfile.open("outdta"); 
 READ_STEAMTABLE(); // Fortran 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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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ad_Inp( ) 

SYSTEM LEVEL이므로 단순 절차식 C++ 언어로 전환하였다. 

 

2.4 B_Condition () 

 

SYSTEM LEVEL이므로 단순 절차식 C++ 언어로 전환하였다.  

 

2.5 Init_SteamTable() 

 

SYSTEM LEVEL이므로 단순 절차식 C++ 언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INIT_STEAMTABLE의 FORTRAN 부프로그램은 volume one unit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정하였다. 이때에 volume 객체인 v[i]를 Fortran언어의 Volume Module로 전환하기 
위하여 Pointer 인 &v[i]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volume객체와 volume module 의 
변수의 순서와 크기가 일치하여야 모든 변수가 일치되어 연계된다. 만약 
volume객체가 변수 외에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면 한 함수당 4 byte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해야 한다.  

 

extern "C" void _stdcall INIT_STEAMTABLE (Volume *v); 
void Init_SteamTable() 
{ 
 for (int i=1;i<nVols+3;i++) 
 { 
  INIT_STEAMTABLE(&v[i]); 
 } 
}; 

 

2.6 Init_Variables() 

전체적으로 SYSTEM LEVEL임. 그러나 initialization procedure에서는 각 cell별로 
VOLUME 과 JUNCTION LEVEL의 init()과 init() function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설계함. 또한 각 volume과 junction간의 상관관계도 SYSTEM LEVEL 에서 구현함.  

 

void Init_Variables() 
{ 
 for (int i=1;i<nVols+3;i++) 
 { 
  v[i].jfrom=&j[i-1]; 
  v[i].jt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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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nit(); 
 } 
 for( i=1;i<nJuns+1;i++) 
 { 
  j[i].vfrom=&v[i]; 
  j[i].vto=&v[i+1]; 
  j[i].init(); 
 } 
}; 
 

2.7 Tranisient_Adv 

 

전체적으로 SYSTEM LEVEL 이므로 절차식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각 하부 
함수는 필요시 VOLUME과 JUNCTION Level에서 함수를 구현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C++의 객체지향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절차식으로 순서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됨을 알수 있다.  

Transient_Adv()에 속하는 각 함수들은 시스템의 해를 구하고자 하는 특정의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시스템이라는 객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객체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함수 내부에서는 특정 객체의 물성치 또는 변수를 구하는 것이 
되므로 구체적인 객체화를 생각할 수 있다.  

 

#include "Volume.h" 
#include "Junction.h" 
#include <fstream> 
#include "parameter.h" 
#include "ProbControlx.h" 
using namespace std; 
// 
extern "C" void _stdcall READ_STEAMTABLE (); 
extern Volume *v; 
extern Junction *j; 
//extern ofstream outfile; 
// 
void Time_Step(); 
void B_Conditions(); 
void Steam_Properties(); 
void Jun_Properties(); 
void Flow_Regime(); 
void V_Avg_Vel(); 
void Wall_Friction(); 
void Interfacial_Area(); 
void Interfacial_Drag(); 
void Interfacial_MET(); 
void EqMomentum(); 
void EqMass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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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EqCellPres(); 
void EqSysPres(); 
void EqBackSubst(); 
void EqUpdate(); 
void EqCorrectStep(); 
void Print_Output(); 
// 
int Transient_Adv() 
{ 
   ProbTime=0.0; 
      EditTime=0.0; 
   NoStep=0; 
      //dtime=1.0e-6; 
   dtime=1.0e-3; 
      Print_Output();  
/* 
! 
!     ------------------------------------------------------------------ 
!     Normal entry 
!     ------------------------------------------------------------------ 
*/ 
   Normal: 
   i_fail=0; 
      //CALL mmplot 
 
   Repeat: 
      Time_Step(); 
      B_Conditions(); 
// 
   if(i_fail==0) 
   { 
          Steam_Properties(); 
          Jun_Properties(); 
          Flow_Regime(); 
          V_Avg_Vel(); 
          Wall_Friction(); 
          Interfacial_Area(); 
          Interfacial_Drag(); 
          Interfacial_MET(); 
   }     
      EqMomentum(); 
      EqMassEnergy(); 
      EqCellPres(); 
      EqSysPres(); 
      EqBackSubst(); 
//! 
      if(i_fail==0) 
   { 
         EqUpdate(); 
         EqCorrect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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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_Output();  
   } 
      else 
   { 
         Print_Output();  
         goto Repeat; 
   } 
       
// 
      if(ProbTime>=EndTime) return NoStep; 
      goto Normal; 
 
}; 

 
 

2.7.1. Steam_Property() 

본 함수의 이전 절차인 Time_Step()과 B_Conditions()는 SYSTEM LEVEL에서 
결정되므로 객체화가 불가능하고 단순 전환하여야 하였다. Steam_Property()는 
VOLUME level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각 함수의 원형은 VOLUME 객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PILOT코드의 Steam Table사용은 FORTRAN으로 
구현화 하였기 때문에 Volume 객체를 구성하는 대신에 아래와 같이 기존의 
부프로그램을 연계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void Steam_Properties() 
{ 
 for (int i=1;i<nVols+2;i++) 
 { 
  STEAM_PROPERTIES(&v[i]); 
 } 
}; 

 

향후 Steam Table 사용을 C++로 작성할 시에는 Volume객체내의 함수로 
구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2. Jun_Property() 

Jun_Property()는 JUNCTION level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각 함수의 원형은 
Junction 객체 내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SYSTEM 
LEVEL에서 모든 Loop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은 객체내부에서 수행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구현화 하였다. 

 
void Jun_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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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t i=1;i<nJuns+1;i++) 
 { 
  j[i].Properties(); 
 } 
}; 

 

2.7.3. V_Avg_Vel(); Wall_Friction(); Interfacial_Area(); Interfacial_Drag();          

Interfacial_MET(); 

Jun_Property()와 마찬가지로 각 함수의 원형은 Junction또는 Volume 객체 
내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적인 것만 SYSTEM LEVEL에서 
구현화하게 하였다. Boundary condition을 정해주는 기능은 SYTEM LEVEL에서 
구현화 되어야 한다. 객체 내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은 다음 장인 제 3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void Flow_Regime() 
{}; 
void V_Avg_Vel() 
{ 
 for(int i=2;i<nVols+2;i++) 
 { 
  v[i].vavg(); 
 } 
// inlet bondary volume treatment 
 v[1].avgvelv=j[1].velv; 
    v[1].avgvell=j[1].vell; 
    v[1].avgveld=j[1].veld; 
// outlet boundary volume treatment 
    v[nVols+2].avgvelv=j[nVols+1].velv; 
    v[nVols+2].avgvell=j[nVols+1].vell; 
    v[nVols+2].avgveld=j[nVols+1].veld; 
}; 
void Wall_Friction() 
{ 
 for (int i=1;i<nJuns+1;i++) 
 { 
  j[i].Fwd=j[i].fwall_d(); 
  j[i].Fwv=j[i].fwall_v(); 
  j[i].Fwl=j[i].fwall_l(); 
 } 
}; 
void Interfacial_Area() 
{}; 
void Interfacial_Drag() 
{ 
 for (int i=1;i<nJuns+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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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Fvd=j[i].drag_vd(); 
  j[i].Fvl=j[i].drag_vl(); 
 } 
}; 
void Interfacial_MET() 
{ 
 for(int i=2;i<nVols+2;i++) 
 { 
  if(v[i].gamma>=0.0) 
  { 
   v[i].hfstar=v[i].hl; 
   v[i].hgstar=v[i].hvsat; 
  } 
        else 
  { 
   v[i].hfstar=v[i].hlsat; 
   v[i].hgstar=v[i].hv; 
  } 
 } 
 for(i=2;i<nVols+2;i++) 
 { 
  v[i].Hif=v[i].Hiff(); 
  v[i].Hig=v[i].Higg(); 
 } 
}; 
 
 

2.7.4. EqMomentum(); EqMassEnergy(); EqCellPres(); EqSysPres(); EqBackSubst(); 

 

System Solver에 해당되는 각 함수의 원형은 경우에 따라 Junction또는 Volume 
객체 내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적인 것은 SYSTEM LEVEL에서 
구현화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구현화 하였다. 특히 Tridiagonal matrix의 해를 
구하는 TRIDIA는 Fotran언어의 부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배열을 argument로 
passing할 때 C에서의 배열순서와 Fortran에서의 배열 순서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된다. 순수 객체화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Bounday 
condition의 처리 문제인데 이는 System level에서 다루어야 때문에 절차형 
부프로램과 별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oid EqMomentum() 
{ 
 for (int i=1;i<nJuns+1;i++) 
 { 
  j[i].cell_matri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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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EqMassEnergy() 
{ 
 for(int i=2;i<nVols+2;i++) 
 { 
  v[i].cell_matrix(); 
 } 
 
}; 
void EqCellPres() 
{ 
// 
//     IF the inlet velocity is given, we need a special treatment: 
// 
      if(inlet_bc==1) 
   { 
    for (int k=0; k<5;k++) 
    { 
     v[2].cbb[k]=v[2].cbb[k]+v[2].cfl[k]*j[1].vell    
                                     +v[2].cfv[k]*j[1].velv    
                                     +v[2].cfd[k]*j[1].veld; 
            v[2].cfl[k]=0.0; 
            v[2].cfv[k]=0.0; 
            v[2].cfd[k]=0.0; 
    } 
   } 
// 
// 
//     IF the outlet velocity is given, we need a special treatment: 
// 
      if(outlet_bc==1) 
   { 
    for(int k=0;k<5;k++) 
    { 
     v[nVols+1].cbb[k]=v[nVols+1].cbb[k] 
                               +v[nVols+1].cel[k]*j[nJuns].vell    
                               +v[nVols+1].cev[k]*j[nJuns].velv    
                               +v[nVols+1].ced[k]*j[nJuns].veld; 
            v[nVols+1].cel[k]=0.0; 
            v[nVols+1].cev[k]=0.0; 
            v[nVols+1].ced[k]=0.0; 
    } 
   } 
 
 // 
 // normal treatment 
 // 
 for(int i=2;i<nVols+2;i++) 
 { 
  v[i].cell_press(); 
 } 
 
}; 
void EqSysPres() 
{ 
     double 
SysMA[MaxNoVols],SysMB[MaxNoVols],SysMC[MaxNoVols],SysMG[MaxNoVols],DelP[
MaxNoVols]; 



 11

// 
//     Setup the system pressure matrix 
// 
 for(int i=2;i<nVols+2;i++) 
 { 
   SysMA[i-1]=v[i].coefK; 
         SysMB[i-1]=v[i].coefL; 
         SysMC[i-1]=v[i].coefM; 
         SysMG[i-1]=v[i].coefS; 
 } 
// 
//    Solve the tridigonal matrix 
// 
 for (i=1;i<nVols+1;i++) 
 { 
  DelP[i]=0.0; 
 } 
// 
//    TRIDIA(&nVols,&SysMA[0],&SysMB[0],&SysMC[0],&DelP[0],&SysMG[0]); 
 // must be careful in array storage!! 
    TRIDIA(&nVols,&SysMA[1],&SysMB[1],&SysMC[1],&DelP[1],&SysMG[1]); 
// 
//     Store delP in v_da(i)%delp 
// 
 for (i=1;i<nVols+1;i++) 
 { 
  v[i+1].delp=DelP[i]; 
 } 
 // BC treatment 
    v[1].delp=0.0; 
    v[nVols+2].delp=0.0; 
}; 
void EqBackSubst() 
{ 
 for (int i=1;i<nJuns+1;i++) 
 { 
        if(inlet_bc==1 && i==1)  
  {} 
  else 
  { 
   if(outlet_bc==1 && i==nJuns) 
   {} 
   else 
   { 
    j[i].eq_back(); 
   } 
  } 
 } 
 for (i=2;i<nVols+2;i++) 
 { 
  v[i].eq_back(); 
 } 
}; 
void EqUpdate() 
{ 
 for (int i=1;i<nJuns+1;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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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update(); 
 } 
 for (i=2;i<nVols+2;i++) 
 { 
  v[i].update(); 
 } 
 
}; 
void EqCorrectStep() 
{ 
 for (int i=2;i<nVols+2;i++) 
 { 
  v[i].corr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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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와 클래스 설계 
 

전 장에서 설명한대로 PILOT코드의 구조분석결과 전체를 System T/H Loop 
Level과 그 하위 Level인 Volume과 Junction Level로 객체를 구성할 수 있다. System 
T/H Loop Level은 Loop을 구성하는 각 객체로 구성된 또 하나의 객체로 생각할 수 
있으나 PILOT코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Volume과 Junction의 객체만을 
고려하였다.  

 

3.1. Volume 클래스  

구조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volume class의 함수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Volume class의 변수는 이미 Pilot코드에서 Module로 잘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표 1. Volume 클래스내부 함수 및 기능 

 함수명 기능 

void init(); Volume class의 초기 값을 설정 
void vavg(); 연결된 junction velocity로 volume averaged 

velocity계산 
double Hiff() const; Liquid side interfacial heat transfer계수의 계산 

(함수내에서 변수변경불가) 
double Higg() const; Gas side interfacial heat transfer 계수의 계산 

(함수내에서 변수변경불가) 
void cell_matrix(); 보존식의 5x5 Volume cell matrix계수의 계산 
void cell_press(); 5x5 volume matrix inverson과 system pressure 

matrix구성을 위한 계수 계산 
void eq_back(); 5개 변수(δUv,δUf, δαv,δαd,δP )에 대한 계산 
void update(); Old variable을 new variable로 update  
void correct(); Convervative form에 의한 계산오류 시정 
 

3.2. Junction 클래스  

구조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junction class의 함수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junction class의 변수는 이미 Pilot코드에서 Module로 잘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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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Junction 클래스내부 함수 및 기능 

함수명 기능 

void init(); Junction class의 초기 값을 설정 
void Properties(); Junction donoed property의 계산, 그 외 aux. Quantity 계산 
double fwall_d() const; Droplet flow의 wall drag coefficient 계산 (변수변경불가) 
double fwall_v() const; Vapor flow의 wall drag coefficient 계산 (변수변경불가) 
double fwall_l() const; Liquid flow의 wall drag coefficient 계산 (변수변경불가) 
void cell_matrix(); Momentum 3x3 cell matrix계수계산 및 explicit velocity계산 
void eq_back(); Volume pressure로부터 Final velocity의 계산 
void update(); Old variable을 Update  
 

3.3. Volume-Junction 클래스 간의 연계 

Volume 클래스내에 정의되는 volume average velocity를 구하는 함수나 junction 
클래스내에서 정의되는 junction donored property를 구하는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클래스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클래스 내부에 다음과 같이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여 point값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객체를 불러낼수 있게 하였다. 
다음 junction 클래스내에서 *vfrom과 *vto의 두개의 volume class pointer를 
member변수로 가지게 하였으며 volume class 내에서도 *jfrom과 *jto의 두개의 
junction class pointer를 변수로 갖게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이들의 
pointer설정은 System level에서 수행되어야하며 volume과 junction의 연결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본 PILOT코드에서는 간단한 연결이므로 
이러한 알고리듬이 필요 없이 간단한 연결을 생각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이들에 대한 논리적 구성이 필요하다. 

 

class Junction   
{ 
public: 
         double Ajun,Diamj,velv,vell,veld; 
         double mflowl,mflowd,mflowv,mflow; 
         double K_forward,K_reverse; 
//         double mmm(3,3),vexpv,vexpl,vexpd  
         double vexpv,vexpl,vexpd;  
         double dvvdp,dvldp,dvddp; 
//        double dvvdpF,dvldpF,dvddpF,dvvdpT,dvldpT,dvddpT  
. 
. 
. 
 
         double velv_o,vell_o,veld_o; 
  bool w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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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Volume *vfrom, *vto; 
public: 
 Junction(); 
 virtual ~Junction(); 
public: 
 void init(); 
 void Properties(); 
 double fwall_d() const; 
 double fwall_v() const; 
 double fwall_l() const; 
 double drag_vd() const; 
 double drag_vl() const; 
 void cell_matrix(); 
 void eq_back(); 
 void update(); 
 
}; 

 
class Volume   
{ 
public: 

double Vol,Area,Leng,Diam,IncAngle;  
         double alphav,alphal,alphad; 
         double avgvelv,avgvell,avgveld ; 
         double p,Ul,Uv; 
         double rho,rhov,rhol; 
         double hl,hv,hlsat,hvsat,Ulsat,Uvsat,quals; 
. 
. 
. 
  class Junction *jfrom, *jto; 
// 
 
 
public: 
 Volume(); 
 ~Volume(); 
 void init(); 
 void vavg(); 
 double Hiff() const; 
 double Higg() const; 
 void cell_matrix(); 
 void cell_press(); 
 void eq_back(); 
 void update(); 
 void corr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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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 출력 함수 구현 
 

본 절에서는 C++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I/O feature 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Fortran의 formatted output 형태에 비하여 약간 생소하지만 비교적 

간단히 outfile을 조작할 수 있으며 출력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Fortran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입력 과정에서는 C++의 언어의 다양성이 입력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ILOT코드에서는 volume-junction-

component 기타 부품에 대한 input feature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부록 

B에서 언급하였다. 아래예제는 여러가지 다양한 실수형, 정수형 그리고 string의 

출력을 직관적으로 구현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력 프로그램 예] 

 
outfile << setiosflags(ios::scientific); 
outfile << setiosflags( ios::right ); 
outfile.width(10); 
outfile << endl<<" NoStep= "<< NoStep<<" time= "<<setw(10)<<ProbTime<<"  

dtime="<<setw(15)<<dtime; 
outfile <<" Total mass ="<<MassT<<endl; 
outfile << "    i',' Pres (Pa) ','    Liquid ','     Droplet ','     Vapor  ',    

Ul sat       Uv sat         Ul             Uv             rho  "; 
outfile << "','       rhov   ','      rhol    ','    hig    ',        hif           

Regime        Strat          Tsat           Tliq           Tvap "; 
outfile << "          Gamma          entr           dentr'" << endl; 
for( i=1;i<nVols+3;i++) 
{ 
outfile 
<<setw(5)<<i<<setw(15)<<v[i].p<<setw(15)<<v[i].alphal<<setw(15)<<v[i].alphad<< 
setw(15)<<v[i].alphav<<setw(15)<<v[i].Ulsat<<setw(15)<<v[i].Uvsat<<setw(15)<<v
[i].Ul<<setw(15)<< v[i].Uv<<setw(15)<<v[i].rho<<setw(15)<<v[i].rhov 
<<setw(15)<<v[i].rhol<<setw(15)<<v[i].Hig<<setw(15)<<v[i].Hif<<setw(15) 
<<v[i].Regime<<setw(15)<<v[i].strat<<setw(15)<<v[i].ts<<setw(15)<<v[i].시 
<<setw(15)<<v[i].tv<<setw(15)<<v[i].gamma<<setw(15)<<v[i].entr<<setw(15) 
<<v[i].dentr<< endl; 
} 
 
outfile << endl<<" Junction Informations"<<endl; 
for(i=1;i<nJuns+1;i++) 
{ 
double dpdx=2.0*(v[i+1].p-v[i].p)/(v[i].Leng+v[i+1].Leng); 
outfile <<setw(5)<<i<<setw(15)<<j[i].mflow<<setw(15)<<j[i].mflowl<<setw(15) 
<<j[i].mflowd<<setw(15)<<j[i].mflowv<<setw(15)<<j[i].vell<<setw(15) 
<<j[i].veld<<setw(15)<<j[i].velv<<setw(15)<<j[i].Fvl<<setw(15) 
<<j[i].Fvd<<setw(15)<<j[i].Fwl<<setw(15)<<j[i].Fwv<<setw(15)<<j[i].Fwd 
<<setw(15)<<dpdx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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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화일 형태] 
 

 

  NoStep= 0 time= 0.000000e+000 dtime=  1.000000e-006 Total mass =1.245432e+003               

    i',' Pres (Pa) ','    Liquid ','     Droplet ','     Vapor  ',   Ul sat       Uv sat      

    1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2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3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4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5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6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7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8  1.000000e+006  1.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9  1.000000e+006  1.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10  1.000000e+006  1.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11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Junction Informations                                                                        

    1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2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3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4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5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7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8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9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10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6.277439e+066  0.000000e+000  0.000000e+0 

                                                                                              

  NoStep= 148 time= 1.005615e+000 dtime=  1.000000e-002 Total mass =1.245424e+003             

    i',' Pres (Pa) ','    Liquid ','     Droplet ','     Vapor  ',   Ul sat       Uv sat      

    1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2  1.005533e+006  7.652178e-003  0.000000e+000  9.923478e-001  7.625319e+005  2.582024e+0 

    3  1.005460e+006  1.705032e-002  0.000000e+000  9.829497e-001  7.625183e+005  2.582022e+0 

    4  1.005315e+006  4.561515e-002  0.000000e+000  9.543849e-001  7.624913e+005  2.582018e+0 

    5  1.004999e+006  1.040085e-001  0.000000e+000  8.959916e-001  7.624321e+005  2.582010e+0 

    6  1.004363e+006  2.089972e-001  0.000000e+000  7.910027e-001  7.623123e+005  2.581993e+0 

    7  1.003191e+006  3.798167e-001  0.000000e+000  6.201833e-001  7.620899e+005  2.581961e+0 

    8  1.001193e+006  6.338375e-001  0.000000e+000  3.661625e-001  7.617083e+005  2.581907e+0 

    9  9.983755e+005  7.956133e-001  0.000000e+000  2.043867e-001  7.611701e+005  2.581825e+0 

   10  9.952293e+005  8.072211e-001  0.000000e+000  1.927789e-001  7.605684e+005  2.581729e+0 

   11  1.000000e+006  0.000000e+000  0.000000e+000  1.000000e+000  7.614780e+005  2.581874e+0 

                                                                                              

 Junction Informations                                                                        

    1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 

    2 -1.499251e+001 -1.507407e+001  0.000000e+000  8.155685e-002 -1.032373e+000  1.657637e-0 

    3 -3.746329e+001 -3.766894e+001  0.000000e+000  2.056420e-001 -9.524207e-001  4.164750e-0 

    4 -8.157352e+001 -8.202474e+001  0.000000e+000  4.512268e-001 -9.018728e-001  9.329544e-0 

    5 -1.480780e+002 -1.489006e+002  0.000000e+000  8.225589e-001 -8.089484e-001  1.798692e-0 

    6 -2.247615e+002 -2.260141e+002  0.000000e+000  1.252619e+000 -6.719863e-001  3.086882e-0 

    7 -2.753836e+002 -2.769228e+002  0.000000e+000  1.539182e+000 -4.916840e-001  4.825262e-0 

    8 -2.220159e+002 -2.232491e+002  0.000000e+000  1.233204e+000 -3.168710e-001  6.584438e-0 

    9 -1.433104e+002 -1.441086e+002  0.000000e+000  7.982055e-001 -2.024856e-001  7.692024e-0 

   1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00  0.00000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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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FORTRAN90으로 구현화된 One-dimensional, transient, two-fluid, three-field model의 

기반 Pilot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고 C++의 객체지향적인 구조로 변환을 시도하였다.  

본 시도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Pilot코드를 C++로 재 프로그램하였으나 객체지향화할 수 있는 것은 volume과 

junction 이며 전체적으로는 절차 지향적인 방법의 함수구조로 되어 있다.  

2) 객체지향화된 클래스의 함수는 전체적인 코드구조의 파악이 없이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작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3) 객체끼리의 연계관계는 클래스의 pointer 변수로 나타낼 수 있어 직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구현이 가능하다. 

4) 객체 지향화된 클래스 함수라도 전체적인 수치해법을 알아야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5) 각 구현기능에 대하여 순차적인 나열이 수치해법에 중요하며 이 순서에 

의하여  열수력 수치해법이 결정된다. 

본 시도는 객체지향화에 따르는 이득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서 향후 

안전해석코드의 프로그램의 작성에 도움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Pilot코드는 열수력학적 mathematical solver부분에 해당되므로 전체적인 안전해석코드 

구조에 비하여 상당히 간단하므로 결론을 안전해석코드 작성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부록의 시험적인 시도로 판단하면 전체적으로 절차지향적인 

상위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이나 좀더 많은 하위부분을 

객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독립적인 함수구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한다. 

객체간 연계관계는 절차지향적인 방법이나 객체지향적인 방법, 둘 다 프로그램 

특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객체지향적인 연계가 좀더 

직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작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하리라 

판단한다.  

C 혹은 C++에서는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배열은 pointer 

개념이기 때문에 index오류 또는 잘못된 reference 선정에 의해 메모리침범이 

발생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배열 인덱스 오류 체크가 불가능하여 오류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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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자 측면에서는 치명적이며 특히 서로 

복잡한 인데스로 구성되는 안전해석코드개발에서는 이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만 

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C#에서는 문법이 C++보다는 더 엄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 시 

안전한 코드를 개발할 수 있으며 오류체크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만 실수계산에서 

계산속도가 타 언어의 최적화 된 경우에 비하여 2배 이상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1  아직까지 대중적인 언어이지 못하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10년 후의 

전산환경을 고려하면 전산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렬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C#은 CLR (Common Language Runtime)기술을 

도입하여 Platform에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고 완성품을 쉽게 부품화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객체지향적인 클래스 함수의 구현은 현재 Fortran 2003 standard version에 procedure 

pointer라는 개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학적 프로그램으로서의 C언어의 숙련도와 

문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객체지향적인 장점만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Fortran 

2003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한다.  

 

                                        
1  연산속도차이는 주로 연산에 대한 최적화에 의해 발생되는데 C, Fortran등의 컴파일러는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C#, Delphi등의 컴파일러에서는 안전상 High Level의 최적화를 지

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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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PILOT 코드의 주요 객체 Source List 

 

A.1. Volume 클래스 주요 함수 부분 

 
 
void Volume::vavg() 
{ 
      avgvelv=0.5*(jfrom->velv+jto->  velv); 
         avgvell=0.5*(jfrom->vell+jto->  vell); 
         avgveld=0.5*(jfrom->veld+jto->  veld); 
         // 
   

mflux=alphav*rhov*abs(avgvelv)+alphal*rhol*abs(avgvell)+alphad*rhol*abs(avgveld); 
         vmix=mflux/rho; 
 
} 
double Volume ::Hiff() const 
{ 
 double f=1.0e+6; 
    if(alphav<=eps_corr) 
 { 
  if(tl<=ts) 
  { 
   f=0.000; //   //Subcooled water only 
  } 
 } 
 return f; 
} 
double Volume ::Higg() const 
{ 
 double f=1.e+6; 
    if(alphav>=eps_corr) 
 { 
  if(tv>=ts) 
  { 
   f=0.000; //   //Superheated steam only 
  } 
 } 
 return f; 
} 
void Volume::cell_matrix() 
{ 
         double hgRatio,hfRatio,Invhfgstar; //,Invdzj 
         hfRatio=hfstar/(hgstar-hfstar); 
         hgRatio=hgstar/(hgstar-hfstar); 
         Invhfgstar=1.0/(hgstar-hfstar); 
//        Leng=A_(i-1)/V_L 
//         Invdzj=1.0/Leng 
// 
//        --------------------------------------------------------------- 
//        0. Vapor internal energy equation  
//        --------------------------------------------------------------- 
// 
         MAA[0][0]=+alphav*Uv*drhovdU+alphav*rhov-hfRatio*dtime*Hig*dtv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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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0][1]=-hgRatio*dtime*Hif*dtldU;  
         MAA[0][2]=+rhov*Uv+p   ;//error   
         MAA[0][3]=+0.0; 
         MAA[0][4]=+alphav*Uv*drhovdp+hfRatio*dtime*Hig*(dtsdp-

dtvdp)+hgRatio*dtime*Hif*(dtsdp-dtldp); 
//         
//        Constant term of vapor internal energy equation  
//                
         cbb[0]=-hfRatio*dtime*Hig*(ts-tv)  
       -hgRatio*dtime*Hif*(ts-tl)  
    +qv*dtime+0.5*((1.0+eps)*hv2+(1.0-eps)*hl2)*Gammaw*dtime 
    +(Qwv+DISSv)*dtime;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in) in vapor internal energy equation 
//         
         cfv[0]=jfrom->alphavj*(jfrom->rhovj*jfrom->Uvj+jfrom->Pvj)*jfrom-

>Ajun/Vol*dtime; 
         cfl[0]=0.0; 
         cfd[0]=0.0;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out) in vapor internal energy equation 
//         
         cev[0]=-jto->alphavj*(jto->rhovj*jto->Uvj+jto->Pvj)*jto->Ajun/Vol*dtime; 
         cel[0]=0.0;              
         ced[0]=0.0; 
//         
//        --------------------------------------------------------------- 
//        1. Liquid internal energy equation 
//        --------------------------------------------------------------- 
//          
         MAA[1][0]=hfRatio*dtime*Hig*dtvdU; 
         // 
         // test by B.D.Chung 
         // 
         //MAA[2][2)=(1.0-alphav)*Ul*drholdU & 
         //                +(1.0-alphav)*rhol           & 
         //                +hgRatio*dtime*Hif*dtldU                
         MAA[1][1]=(alphal+alphad)*Ul*drholdU 

+(alphal+alphad)*rhol+hgRatio*dtime*Hif*dtldU ; 
         MAA[1][2]=-rhol*Ul-p; 
         MAA[1][3]=0.0;                                             
         MAA[1][4]=(1.0-alphav)*Ul*drholdp -hfRatio*dtime*Hig*(dtsdp-dtvdp) -

hgRatio*dtime*Hif*(dtsdp-dtldp)   ; 
//         
//        Constant term of liquid internal energy equation   
//                              
         cbb[1]=hfRatio*dtime*Hig*(ts-tv) +hgRatio*dtime*Hif*(ts-tl) +ql*dtime  
                     -0.5*((1.0+eps)*hv2+(1.0-eps)*hl2)*Gammaw*dtime 
      +(Qwld+DISSl+DISSd)*dtime;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in) in liquid internal energy equation    
//         
         cfv[1]=0.0; 
         cfl[1]=jfrom->alphalj*(jfrom->rholj*jfrom->Ulj+jfrom->Plj)*jfrom-

>Ajun/Vol*dtime ; 
         cfd[1]=jfrom->alphadj*(jfrom->rholj*jfrom->Ulj+jfrom->Plj)*j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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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Vol*dtime ;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out) liquid internal energy equation 
//         
         cev[1]=0.0; 
         cel[1]=-jto->alphalj*(jto->rholj*jto->Ulj+jto->Plj)*jto->Ajun/Vol*dtime ; 
         ced[1]=-jto->alphadj*(jto->rholj*jto->Ulj+jto->Plj)*jto->Ajun/Vol*dtime ;   
//          
//        --------------------------------------------------------------- 
//        2. Vapor continuity equation 
//        --------------------------------------------------------------- 
//         
         MAA[2][0]=alphav*drhovdU-Invhfgstar*dtime*Hig*dtvdU ; 
         MAA[2][1]=-Invhfgstar*dtime*Hif*dtldU ; 
         MAA[2][2]=rhov ; 
         MAA[2][3]=0.0;                                                  
         MAA[2][4]=alphav*drhovdp                 
                  +Invhfgstar*dtime*Hig*(dtsdp-dtvdp)    
                  +Invhfgstar*dtime*Hif*(dtsdp-dtldp) ; 
//                    
//        Constant term of vapor continuity equation               
//                                           
         cbb[2]=-Invhfgstar*dtime*Hig*(ts-tv)  
                -Invhfgstar*dtime*Hif*(ts-tl)  
       +Gammaw*dtime ;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in) in vapor continuity equation        
//                                                                          
         cfv[2]=jfrom->alphavj*jfrom->rhovj*jfrom->Ajun/Vol*dtime ; 
         cfl[2]=0.0;                                                     
         cfd[2]=0.0;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out) in vapor continuity equation        
//                                                                      
         cev[2]=-jto->alphavj*jto->rhovj*jto->Ajun/Vol*dtime ; 
         cel[2]=0.0;                                                     
         ced[2]=0.0;     
//         
//        --------------------------------------------------------------- 
//        3. Entrained droplet continuity equation 
//        --------------------------------------------------------------- 
//         
         MAA[3][0]=Invhfgstar*dtime*Hig*yeta*dtvdU; 
         MAA[3][1]=alphad*drholdU +Invhfgstar*dtime*Hif*yeta*dtldU; 
         MAA[3][2]=0.0;     
         MAA[3][3]=rhol;                                                       
         MAA[3][4]=alphad*drholdp                 
                  -Invhfgstar*dtime*Hig*yeta*(dtsdp-dtvdp) 
                  -Invhfgstar*dtime*Hif*yeta*(dtsdp-dtldp);                  
//                    
//        Constant term of entrainment continuity equation      
//         
         cbb[3]=Invhfgstar*dtime*Hig*yeta*(ts-tv)  
                       +Invhfgstar*dtime*Hif*yeta*(ts-tl) 
                       +(-yeta*Gammaw+entr-dentr)*dtime ;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in) in entrainment continuit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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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v[3]=0.0;                                                     
         cfl[3]=0.0; 
         cfd[3]=jfrom->alphadj*jfrom->rhodj*jfrom->Ajun/Vol*dtime;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out) in entrainment continuity equation      
//                                                                              
         cev[3]=0.0;                                                     
         cel[3]=0.0;                      
         ced[3]=-jto->alphadj*jto->rhodj*jto->Ajun/Vol*dtime; 
//         
//        --------------------------------------------------------------- 
//        4. Continuous liquid continuity equation 
//        --------------------------------------------------------------- 
//         
         MAA[4][0]=Invhfgstar*dtime*Hig*(1.0-yeta)*dtvdU;                                            
         MAA[4][1]=alphal*drholdU+Invhfgstar*dtime*Hif*dtldU*(1.0-yeta)    ; 
         MAA[4][2]=-rhol;                                                
         MAA[4][3]=-rhol;                                         
         MAA[4][4]=alphal*drholdp                 
                  -Invhfgstar*dtime*Hig*(1.0-yeta)*(dtsdp-dtvdp) 
                  -Invhfgstar*dtime*Hif*(1.0-yeta)*(dtsdp-dtldp);                  
//                    
//        Constant term of liquid continuity equation          
//                                                                        
         cbb[4]=Invhfgstar*dtime*Hig*(ts-tv)*(1.0-yeta)     
                       +Invhfgstar*dtime*Hif*(ts-tl)*(1.0-yeta)     
                       -((1.0-yeta)*Gammaw+entr-dentr)*dtime;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in) in liquid continuity equation          
//                                                                          
         cfv[4]=0.0;                                                     
         cfl[4]=jfrom->alphalj*jfrom->rholj*jfrom->Ajun/Vol*dtime; 
         cfd[4]=0.0; 
//  
//        Coefficients of Convection term (out) in liquid continuity equation    
//                                                                               
         cev[4]=0.0;                                                     
         cel[4]=-jto->alphalj*jto->rholj*jto->Ajun/Vol*dtime; 
         ced[4]=0.0; 
} 
 
 

 

A.2. Junction 클래스의 주요함수 부분 

 
 
double Junction::fwall_d() const 
{ 
 double fric_coef=0.02;      
 double f=0.0; 
 return f; 
} 
double Junction::fwall_v() con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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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fric_coef=0.02;      
 double f=0.5*fric_coef*rhovj*abs(velv)/Diamj; 
 return f; 
} 
double Junction::fwall_l() const 
{ 
 double fric_coef=0.02;      
 double f=0.5*fric_coef*rholj*abs(vell)/Diamj; 
 return f; 
} 
double Junction::drag_vd() const 
{ 
 double vgj=1.00; 
    double f=avgalphadj*avgalphavj*(rhodj-rhovj)*GRAV/vgj; 
    f=max(f,0.01); 
 return f; 
} 
double Junction::drag_vl() const 
{ 
 double vgj=1.00; 
 double f=avgalphalj*avgalphavj*(rholj-rhovj)*GRAV/vgj; 
    f=max(f,0.01); 
 return f; 
} 
 
void Junction::cell_matrix() 
{ 
    double MMM[3][3],PPP[3],SSS[3],invM[3][3],dvkdp[3],vexpk[3]; 
 double dZj=0.5*(vfrom->Leng+vto->Leng); 
// 
//        SetUp Momentum Matrix [M] 
// 
//        For Vapor 
         MMM[0][0]=avgalphavj*rhovj/dtime+Fwv+Fvd+Fvl+GammaEj 
            +avgalphavj*avgalphalj*Cvlj*rhomvlj/dtime  
      +avgalphavj*avgalphadj*Cvdj*rhomvdj/dtime; 
. 
. 
. 
(중략) 
. 
. 
. 
 
} 
void Junction::eq_back() 
{ 
      velv=vexpv+dvvdp*(vfrom->delp-vto->delp); 
         vell=vexpl+dvldp*(vfrom->delp-vto->delp); 
         veld=vexpd+dvddp*(vfrom->delp-vto->delp); 
} 
void Junction::update() 
{ 
      Fvl_o=Fvl; 
         Fvd_o=F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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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계통코드의 객체지향적 개념 설계 

 

아래 list는 대표적인 계통코드의 개념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입.출력 

파일을 연 다음 절차지향적인 방법에 따라 순차적인 계산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수행 절차는 통상적으로 입출력화일의 Open, 

입력처리 [Input()], 초기화[init()], 시간조절[DtStepControl()], 열구조물 

계산[HeatStrAdvance()], 열수력계산[HydroSolve()], 노심출력계산[ReactorKinetics()], 

제어계통계산[ControlVar()], 출력[Output()], 그리고 계산종료[Fin()]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상위 제어구조는 다음 순차적인 논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을 구성하는 객체는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System  

최상위의 계통으로 열수력 loop, 열구조물, 제어계통, 노심츨력 및 기타 트립, 

시간제어 객체로 구성됨. 최상위이므로 Class를 따로 구성하지 않음. 그러나 향후 

NPA등에 재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고유 Project나 Code명으로 Class구성이 바람직함. 

2) Loop Class  

일반적인 폐회로를 구성하는 열수력계통 Unit으로 Hydraulic solver가 독립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Unit 

3) Component Class 

펌프, 밸브, 파이프, 습분 분리기 등 요소 별로 입력, 출력이 일어나는 열수력 

Unit 

4) Volume Class 

열수력 계산 cell의 최소 단위로 component를 구성하는 element 

5) Junction Class 

열수력 계산 cell의 최소 단위로 component를 구성하는 element 

6) Heat Structure Class 

열구조물 계산의 최소 단위로 모여서 fuel rod 등을 구성하는 element 

7) Control Class 

일반적인 제어계통의 기본 class이며 필요에 따라 파생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음.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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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시간제어 블록, 트립 블록, 그래픽 블록 등을 클래스화 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음 절에 각 클래스의 개념적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B.1. 최상위 프로그램 구조 
 

 
/ testX.cpp : Defines the entry point for the console application. 
// 
 
#include "stdafx.h" 
#include "volume.h" 
#include "junction.h" 
#include "Component.h" 
#include "loop.h" 
#include "heatstr.h" 
#include "rkin.h" 
#include "control.h" 
#include <iostream> 
#include <iomanip> 
#include <fstream> 
#include <string> 
#include "SteamTable.h" 
using namespace std; 
 
// 
// Global Paramater 
// 
#include "parameter.h" 
static int END=100; 
int nloop,nvol,njun,nstr,ncomp,ncntrl; 
int istep; 
double power,dt; 
Loop *l; 
heatstr *h; 
rkin rk; 
control *ctrl; 
SteamTable *s; 
ifstream infile; 
ofstream outfile; 
// 
// Function Declaration 
// 
void Input(); 
void Init(); 
void DtStepControl(); 
void HeatStrAdvance(); 
void HydroSolve(); 
void Reactor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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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ontrolVar(); 
void Output(); 
void Fin(); 
 
// 
// main program 
// 
int main(int argc, _TCHAR* argv[]){  
 
    extern ifstream infile; 
    extern ofstream outfile; 
 infile.open("example.i"); 
 outfile.open("example.o"); 
 Input(); 
 Init(); 
 do  
 { DtStepControl(); 
  HeatStrAdvance(); 
  HydroSolve(); 
  ReactorKinetics(); 
  ControlVar(); 
  Output(); 
  istep++; 
 }while (istep<END); 
 Fin(); 
 return 0; 
} 
// 
// Functions 
// 
 
void Input() 
{ 
 // 
 // read from input file 
 // 
   if (infile.is_open()) 
   { 
   } 
 
   else cout << "Unable to open file";  
   /// 
   /// read steam table 
   // 
   s=new SteamTable[2]; 
   s[0].ncount=10000; 
   s[0].table=new double[s[0].ncount]; 
   s[0].table[100]=100; 
   s[0].table[120]=120; 
   s[1].ncount=100000; 
   s[1].table=new double[s[1].ncount]; 
   s[1].table[100]=1000; 
   s[1].table[12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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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 component 
   // 
  // 
  // set from input data 
  // 
     char type; 
  infile>>nloop; 
 // 
 // loop initialization 
 // 
 l= new Loop[nloop]; 
 // 
 // read component based input data 
 // 
 for (int lp=0;lp<nloop;lp++) 
 { 
 
  //l[lp].c[0].v=&l[lp].v[10]; 
     infile>>ncomp>>nvol>>njun; 
  l[lp].nJun=njun; 
  l[lp].nVol=nvol; 
  l[lp].nComp=ncomp; 
  l[lp].delp= new double[nvol];  
  l[lp].v=new Volume[nvol]; 
  l[lp].j=new Junction[njun]; 
  l[lp].c=new Component[ncomp]; 
  int ivol=0; 
  int ijun=0; 
  for (int ic=0;ic<ncomp;ic++) 
  { 
   l[lp].c[ic].v=&l[lp].v[ivol]; 
   l[lp].c[ic].j=&l[lp].j[ijun]; 
   l[lp].c[ic].ReadInput(); 
   ivol=ivol+l[lp].c[ic].nv; 
   ijun=ijun+l[lp].c[ic].nj; 
  } 
 } 
 // 
 // Heat str initialization 
 // 
 infile>>nstr; 
 h=new heatstr[nstr]; 
 // 
 // read heat structure 
 // 
 for (int hs=0;hs<nstr;hs++) 
 { 
  h[hs].ReadInput(); 
 } 
 // 
 // control variable initialization 
 // 
 infile>>ncntrl; 
 ctrl=new control[ncn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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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ad each control component 
 // 
 for (int i=0;i<ncntrl;i++) 
 { 
  ctrl[i].ReadInp(); 
 } 
 // 
 // 
 // close input file 
 // 
 infile.close(); 
} 
 
void Init() 
{ 
  // 
 istep=0; 
 power=100.0; 
 //string line="this is"; 
 // 
 // loop initialization 
 // 
 for (int lp=0;lp<nloop;lp++) 
 { 
 
  // 
  // steam table load 
  // 
  int st=0; 
  if(lp>1) st=1; 
  l[lp].s=&s[st]; 
  // 
  // volume initialize 
  // 
  l[lp].initVolume(); 
  // 
  // junction initialize 
  // 
  l[lp].initJunction(); 
  // 
  // component initialize 
  // 
  l[lp].initComp(); 
 } 
 // 
 // Heat str initialization 
 // 
 for (int is=0;is<nstr;is++)       (B.1) 
 { 
  h[is].GapHTC=0.001; 
  h[is].Init(); 
  h[is].v=&l[h[is].iloop].v[h[is].i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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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kinetics initialization 
 // 
 rk.init(); 
 // 
 // control variable initialization 
 // 
 for (int ic=0;ic<ncntrl;ic++) 
 { 
  ctrl[ic].x[0]=0.0; 
 } 
// 
} 
void DtStepControl() 
{ 
 dt=dt+0.001; 
} 
void HeatStrAdvance() 
{ 
 for (int is=0;is<nstr;is++) 
 { 
  h[is].SetBC(); 
  h[is].Solve(); 
  h[is].SetVol(); 
 } 
} 
void HydroSolve() 
{ 
 // 
 // hydro solve 
 // 
  
 for (int lp=0;lp<nloop;lp++) 
 { 
  // 
  // get volume average 
  // 
  l[lp].volAvg(); 
  // 
  // set volume&junctin boundary 
  // 
  l[lp].BC(); 
  // 
  // Volume & Junction Property 
  // 
  l[lp].Property(); 
  // 
  // get volume interfacial htc 
  // 
  l[lp].InterHTC(); 
  // get junction drag 
  // 
  l[lp].D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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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 pressure solve 
  //  
   
  l[lp].Solve(); 
  l[lp].textOut(lp); 
 } 
} 
void ReactorKinetics() 
{ 
 // 
 // feed back should connect volume and heat structure class 
 // 
 rk.v=&l[0].v[0]; 
 rk.hs=&h[0]; 
 rk.react(); 
 rk.point(); 
 power=rk.power; 
} 
void ControlVar() 
{ 
 for (int ic=0;ic<ncntrl;ic++) 
 { 
  ctrl[ic].x[0]=ctrl[ic].x[0]+1.0; 
  ctrl[ic].a1=1000; 
 } 
 
} 
void Output() 
{ 
  if(istep==0)  
  { 
  if (outfile.is_open()) 
  { 
   outfile << "TEST PROGRAM.\n"; 
   outfile << "Title= first step.\n"; 
   //file.close(); 
  } 
  else cout << "Unable to open file"; 
  } 
  else 
  { 
     outfile <<setiosflags(ios::fixed); 
     cout<< "step= "<<setw(5)<<istep<<setprecision(3)<<" dt= "<<dt<<" power= 
"<<power<<endl; 
     outfile<< "step= "<<setw(5)<<istep<<setprecision(3)<<" dt= "<<dt<<" power= 
"<<power<<endl; 
  for (int lp=0;lp<nloop;lp++) 
  { 
   outfile<<"Loop= "<<lp<<endl; 
   outfile<<endl; 
   for (int i=0;i<l[lp].nVol;i++) 
   { 
    outfile<<"Type "<<l[lp].v[i].cmptyp<<" Vol "<<i<<" 
"<<l[lp].v[i].P<<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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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file<<endl; 
  } 
  for (int is=0;is<nstr;is++) 
  { 
   outfile<<"Hstr= "<<is<< " T= "; 
   for (int i=0;i<h[is].NoHtMesh[0];i++) 
   { 
    outfile<< h[is].temp[i]<<","; 
   } 
   outfile<<endl; 
  } 
  outfile<<endl; 
 } 
 outfile<< "Control= "<< ctrl[0].x[0]<<endl<<endl; 
} 
void Fin() 
{ 
 delete[] l; 
 delete[] h; 
 delete[] s; 
 delete[] ctrl; 
 outfile.close(); 
} 
 
 
 
 
B.1. Loop Class  
 

Loop클래스는 Hydraulic Solver등 수치해법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는 
클래스로 모든 연결방법과 해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Loop 클래스는 Loop을 
특징지울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loop에 있는 총 볼륨과 junction수 등)과 추후 
정의하여 사용할 volume, junction, component class에 대한 pointer 를 변수로 가질 뿐 
아니라 loop에서 사용할 steam table 종류도 pointer 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loop 
class에서 수행되어야 할 여러가지 함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즉 Loop T/H 
Initialization, Hydraulic solver, Interfacial drag, heat transfer, wall friction 등의 열수력 관련 
함수가 본 클래스의 member함수 이어야 한다. 

 

 
class Loop   
{ 
public: 
 int nJun; 
 int nVol; 
 int nComp,st; 
 double *delp;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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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al ~Loop(); 
    class Junction *j; 
 class Volume   *v; 
 class Component *c; 
 class SteamTable *s; 
public:  
 virtual void Solve(); 
 void textOut(int); 
 void Drag(); 
 void volAvg(); 
 void InterHTC(); 
 void initJunction(); 
 void initVolume(); 
 void initComp(); 
 void BC(); 
 void Property(); 
}; 
 
 

B.2. Component Class  

Component클래스는 component별로 입력을 하는 REALP5, TRACE등 일반적인 
계통코드에서 가장 중요하고 연관관계가 복잡한 클래스이다. component 클래스는 
component를 특징지울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볼륨과 junction의 갯수, 시작 volume, 
junction 객체 pointer등)과 추후 정의하여 사용할 class나 component struct변수의 
pointer를 변수로 가져야 한다. 함수로서 component별 입력 및 출력도 담고 있으면 
추후 System이나 Loop에서 전체적인 입력 및 출력함수를 작성할 때 편하다.  본 
개념적 설계에서는 accumulator, pump, valve, separator를 구조체로 구성하여 내부에 
table형태의 입력이나 component변수의 메모리 부분이 동적으로 할당되게 하였다. 
Pipe와 같은 단순 component는 이러한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component 구성 
필요가 없어며 내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volume, junction 객체의 시작 pointer와 
전체 갯수만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class Component 
{ 
 struct Accum 
 { 
 public : 
  int acctrp; 
  double dialn,lnelv,thick,lnlen,ttank,ttanko; 
 }; 
 struct Pump 
 { 
  int itrip,icon; 
 public : 
  double torque; 
  double *h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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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 Valve 
 { 
  double vlvclose,vlvopen; 
  double *cvtbl; 
 }; 
 struct Separator 
 { 
  double vover,vunder; 
 }; 
public: 
 Component(void); 
public: 
 ~Component(void); 
public: 
 bool separator,eccmix,pump,valve; 
 char type; 
 int nv,nj; 
 double *table; 
 Pump *pmp; 
 Valve *vlv; 
 Separator *spr; 
 Accum *acc; 
 class Volume *v; 
 class Junction *j; 
public: 
 void ReadInput(); 
private:   
 void ReadPump(void); 
 void ReadSepa(void); 
 void ReadPipe(void); 
 void ReadValve(void); 
 void ReadAccum(void); 
 
}; 
 
B.3. Volume Class  

Volume 클래스는 최 하위의 구성요소로 열수력학적 변수 뿐 아니라 여러가지 
중요한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개념적 설계에는 변수로서 다차원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vector변수는 배열을 갖게 구성하였다. 최 하위 단위에서 Steam 
Property관련 함수와 입력 함수를 갖게 설계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class Volume   
 
{ 
public: 
// variables 
 double V,recipV,Area[3],Length[3],DiaEquiv[3],WallRough[3],ReCrit[3],P,  
         P_o,Uf,Uf_o,Ug,Ug_o,Voidf,Voidg,Voidg_o,QualNC,QualNC_o,Boron,Boron_o,  
         Quals,Quale,Rho,Rhom,Rho_o,Rhof,Rhog,TsatP,Tf,Tg,Vf[3],   
         Vg[3],Vsound,DVsoundDP,Hfsat,Hgsat,Betaf,Betag,Cpf,C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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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f,Mug,Sigma,Kf,Kg,PPs,DotM,VapGen_o,Hif,Hig,Gammaw, 
         Gammac,Q,Qwf,Qwg,DRfDp,DRfDUf,DRgDP,DRgDUg,DRgDXa,DTfDP,DTfDUf, 
         DTgDP,DTgDUg,DTgDXa,DTDP,DTDUg,DTDXa,DTtDP,FloReg[3],Hif_o,Hig_o, 
         Qualan[5],Gaman[5],Hnc[5],Gamas,Hsolute,V_o,Qualn_o[5],Rhog_o,PPs_o, 
         Ustm,Ustm_o,Ggas[3],Gliq[3],Vf_o,Vg_o,Vf_oo,Vg_oo,fStrt[3], 
         Fwalf[3],Fwalg[3],BrnPPM, 
         SineVAngle[3],Hvmix,PitchAns,LengthAns,Peclet[3],Fshape[3],FMuRex[3], 
         TsatT,hyarf,hyarg,hyaruf,hyarug,Hgf,HgRad,FricA[3],FricB[3],    
         FricC[3]; 
 int  Volno,InvHtIdx[2], 
         VolBlockIdx[2],MatrixIdx[2],ScratchIdx[2],PropIdx[2],InvJunIdx[2]; 
 char cmptyp; 
 class SteamTable *s; 
 class Junction *jfrom, *jto; 
private : 
 float imsi; 
//functions 
public: 
 Volume(); 
 virtual ~Volume(); 
 void Init(); 
 void Property(); 
 double Average(); 
 double InterfaceHIF() const; 
 double InterfaceHIG() const; 
 void ReadInp(); 
private: 
 double hifbub() const; 
 double higbub() const; 
 double hifslg() const; 
 double higslg() const; 
 double hifann() const; 
 double higann() const; 
 void   sth2xt(double* p); 
 void   sth2x2(); 
 void   sth2xf(); 
 double vicos(); 
 

}; 
 

B.4. Junction Class  

Junction 클래스는 최 하위의 구성요소로 운동량보존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변수 뿐 아니라 필요한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Junction 클래스 변수는 단순히 
volume과 volume간을 연결하는 객체이므로 vector 배열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from 
volume과 to volume의 객체point를 갖게하여 volume객체를 junction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함수 구현에서 만약 valve와 같은 특수 component 모델이 
필요할 시에 본 junction 객체가 어떠한 component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class Component *comp”와 같이 pointer변수를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본 개념 설계에는 이러한 것은 향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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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Junction   
{ 
public: 
 double Ajun,Athort,Aratio[2],Diamj,Vfj,Vfj_o,Vgj,Vgj_o, 
            Ufj,Ugj,Voidfj,Voidgj,Qualaj,rhofj,rhogj,Voidfjr,Voidgjr,Kfj, 
            Krj,Kformfj,Kformgj,mflowj,virmassj,fij,fij_o,Cj_n,Cj_o,       
            Qualnj[5];  
 int from,to; 
 class Volume *vfrom,*vto; 
// 
// function 
// 
 double InterDrag() const; 
 void Property(); 
 void ReadInp(); 
 Junction(); 
 virtual ~Junction(); 
 

}; 
 
 
 

B.5. Heat Structure Class  

Heat Structure는  Hydraulic Volume을 경계로 가지고 있지만 Hydraulic Solver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객체이다. 따라서 Loop 클래스 내부에 있지 않고 SG Tube 
Structure와 같이 다른 Loop내의 volume을 경계조건을 가질 경우를 대비하여 
열구조물에 연결된 loop의 index와 volume의 객체 point를 갖게 하였다. 1차원적인 
열구조물이면 좌,우 2개의 경계volume을 갖게 되므로 2개의 volume객체 pointer를 
갖게 설계하였다. 열전대의 온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동적인 할당을 위하여 실수의 
pointer로 클래스내에 구현화 하였다. 이때 열구조물에 연결되어 있는 volume객체의 
지정은 ReadInp()함수를 통해 읽은 뒤 추후 더 상위인 System level의 Init()에서 
지정하게 하였다. Heat transfer coeffient의 결정은 SetBC() 함수에서 Boundary volume 
property와 surface temperature에 의해 결정하게 하였다. GammaW()함수는 volume으로 
입력되는 heat flux를 계산하는 함수로 추후 volume 클래스에서 각 연결된 heat 
strucrure객체의 값을 합하여 결정할 때 사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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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heatstr 
{ 
public: 
 heatstr(void); 
public: 
 ~heatstr(void); 
public: 
 double GapWdth,CladExR,CladHuRate,StrPlas,GapConMul,GapHTC; 
 int HtGapRef[2][2],NoHtMesh[2],RfFlg[2][2],AxReZLim[2],AxMsNo[2]; 
 double Htcoeff; 
 int iloop,ivol; 
 double *temp; 
 class Volume *v[2]; 
private: 
//functions 
public: 
 void Init(); 
 void SetBC(); 
 void Solve(); 
 void SetVol(); 
 void ReadInput(); 
private: 
 double GammaW(); 

}; 
 
 
 
 

B.6. Reactor Kinetics Class  

Reactor Kinetics (Point Kinetics)는 member함수는 간단하지만 reactivity feeb back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volume과 heat structure의 객체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때 control 
system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feedback에 관여하는 volume과 heat structure에 대한 table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동적으로 할당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volume과 heat 
strucrure의 pointer를 한점을 갖고 그곳으로부터의 index를 지정해 주는 정수형 
변수가 array 로 지정될 수 있게 pointer로 할당이 필요하다.  

 
class rkin 
{ 
public: 
 rkin(void); 
public: 
 ~rkin(void); 
public: 
 double power,react1,boronworth; 
  int *VolIndex; 
  int *HtStrIndex; 
 class Volume *v; 
 class heatstr *hs; 
public: 
 void init(); 



 39

 void react(); 
 void point(); 
 
}; 

 
 

B.7. 입 출력 함수  

 
이외에도 control 클래스, 트립클래스, 시간제어 클래스 등 많은 독립적인 System 

Level의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으며 입출력을 위한 IO 클래스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입력의 편이성을 위하여 Input Feature는 각 클래스에 분산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아래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각 최하부 단위인 volume과 junction의 
입력형태를 미리 설계하고 각 component별로 맞는 입력을 파일으로부터 입력하는 
설계를 하였다. 각 component는 종류에 따라 입력이 틀리고 volume과 junction 
객체의 수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다른 입력 함수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들 함수를 
사용하는 순서는 최상위 System level Input()함수 (표 B.1) 에서 구현화 하였다. 
실질적인 입력을 구현화하기 위하여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구성이 필요하다. 

 

#include "stdafx.h" 
#include "Component.h" 
#include "volume.h" 
#include "junction.h" 
#include "heatstr.h" 
#include "control.h" 
#include "trip.h" 
#include <iostream> 
#include <iomanip> 
#include <fstream> 
#include <string> 
#include "parameter.h" 
using namespace std; 
 
extern ifstream infile; 
 
 
void Component::ReadInput() 
{ 
 infile>>type; 
 switch(type) 
 { 
 case 'M': 
  ReadPump(); 
  break; 
 case 'S': 
  ReadSepa(); 
  break; 
 case 'P': 
  Read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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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case 'V': 
  ReadValve(); 
  break; 
 case 'A': 
  ReadAccum(); 
  break; 
 default: 
  nv=1,nj=0; 
  break; 
 } 
} 
void Component::ReadPump() 
{ 
 nv=1,nj=2; 
 v->ReadInp(); 
 v->cmptyp=type; 
 j[0].ReadInp(); 
 j[1].ReadInp(); 
 table=new double[200]; 
 pmp=new Pump; 
 pmp->homo=new double[100]; 
 pmp->itrip=101; 
 pmp->torque=10.0; 
 //p[1].homo=new double[200]; 
    for (int i=0;i<100;i++) 
    { 
    pmp->homo[i]=i; 
    table[i]=i*2; 
 } 
} 
void Component::ReadSepa() 
{ 
 nv=1,nj=3; 
 spr=new Separator; 
 spr->vover=0.2; 
 spr->vunder=0.9; 
 v->ReadInp(); 
 v->cmptyp=type; 
 j[0].ReadInp(); 
 j[1].ReadInp(); 
 j[2].ReadInp(); 
} 
void Component::ReadPipe() 
{ 
 infile>>nv; 
 nj=nv-1; 
 for (int i=0;i<nv;i++) 
 { 
  v[i].ReadInp(); 
  v[i].cmptyp=type; 
 } 
 for(int i=0;i<nj;i++) 
 { 
  j[i].ReadIn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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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omponent::ReadValve() 
{ 
 nv=0,nj=1; 
 vlv->cvtbl=new double[10]; 
 vlv->vlvclose=0.10; 
 vlv->vlvopen=0.20; 
 j->ReadInp(); 
} 
void Component::ReadAccum() 
{ 
 nv=1,nj=1; 
 acc->dialn=1.0; 
 acc->thick=0.01; 
 v->ReadInp(); 
 j->ReadInp(); 
} 
// 
// 
// 
void Volume::ReadInp() 
{ 
 infile >>Area[0]>>DiaEquiv[0]; 
} 
 void Junction::ReadInp()  
 { 
  //std::cin>>Ajun>>Diamj; 
  //std::ifstream::>>Ajun>>Diamj; 
 infile >>from>>to; 
 infile>>Ajun>>Diamj; 
//  outfile<<Ajun<<Diamj; 
 } 
void heatstr::ReadInput() 
{ 
 /* 
 cin>>AxMsNo[0]; 
 cin>>CladExR; 
 cin>>heatstr::iloop; 
 cin>>heatstr::ivol; 
 */ 
 infile >>AxMsNo[0]>>CladExR; 
 infile >>iloop>>ivol; 
 infile >>NoHtMesh[0]; 
 temp = new double [NoHtMesh[0]]; 
 for (int i=0;i<NoHtMesh[0];i++) 
 { 
  infile >> temp[i]; 
 } 
 
} 
void control::ReadInp() 
{ 
 infile >>a1>>x[0]>>x[1]>>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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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입력 파일의 값으로 순차적으로 각 객체에 필요한 입력값을 읽게 하였다. 
개념설계이므로 입력의 유연성이 없지만 Loop수 (3), Component수(3), Volume수 (4), 
junction 수(6)에 따라 순차적인 입력을 하고 Heat structure수 (7)에 대한 입력과 온도 
입력, control component수 (3)에 따른 입력의 예를 보여 준다.   

출력함수에 대한 것은 Top Level인 System Level에서 한 개의 함수인 void 
Output()(표 B.1) 로 표현하여 몇 개의 객체에 대한 변수를 출력하였으나 좀 더 
형태가 복잡하여지고 독립적인 출력 설계가 필요할 때 각 객체별로 필요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객체출력 함수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화일] 
 
3 
3   4  6 
M  1.0   0.001 
   0     1     0.01  0.11 
   1     2     0.01  0.11 
S  10.0  0.001 
   1     2     1.00  0.10 
   2     3     2.00  0.20 
   2     5     3.00  0.30 
P  2 
   10.0  0.001 
   10.0  0.001 
   1     2     1.00  0.10 
3   5  7 
M  1.0   0.001 
   0     1     0.01  0.11 
   1     2     0.01  0.11 
S  10.0  0.001 
   1     2     1.00  0.10 
   2     3     2.00  0.20 
   2     5     3.00  0.30 
P  3 
   10.0  0.001 
   10.0  0.001 
   10.0  0.001 
   1     2     1.00  0.10 
   1     2     1.00  0.10 
3   4  6 
M  1.0   0.001 
   0     1     0.01  0.11 
   1     2     0.01  0.11 
S  10.0  0.001 
   1     2     1.00  0.10 
   2     3     2.00  0.20 
   2     5     3.00  0.30 
P  2 
   10.0  0.001 
   1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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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0  0.10 
7 
100 0.001  0    0 
5   100.0 200.0  300.0  400.0 500.0 
100 0.001  0    1 
4   100.0 200.0  300.0  400.0  
100 0.001  0    2 
3   100.0 200.0  300.0   
100 0.001  0    3 
2   100.0 200.0   
100 0.001  1    0 
1   100.0  
100 0.001  1    1 
2   100.0 200.0  
100 0.001  2    0 
3   100.0 200.0  300.0   
3 
1.0 0.01  0.02   0.04 
2.0 0.01  0.02   0.04 
3.0 0.01  0.02   0.04 
 

 

[출력화일] 

TEST PROGRAM. 
Title= first step. 
Control= 1 
 
step=     1 dt= 0.002 power= - 
Loop= 0 
 
Type M Vol 0 100.000 
Type S Vol 1 100.000 
Type P Vol 2 100.000 
Type P Vol 3 100.000 
 
Loop= 1 
 
Type M Vol 0 100.000 
Type S Vol 1 100.000 
Type P Vol 2 100.000 
Type P Vol 3 100.000 
Type P Vol 4 100.000 
 
Loop= 2 
 
Type M Vol 0 1000.000 
Type S Vol 1 1000.000 
Type P Vol 2 1000.000 
Type P Vol 3 1000.000 
 
Hstr= 0 T= 300.000,400.000,500.000,600.000,700.000, 
Hstr= 1 T= 300.000,400.000,500.000,600.000, 
Hstr= 2 T= 300.000,400.00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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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r= 3 T= 300.000,400.000, 
Hstr= 4 T= 300.000, 
Hstr= 5 T= 300.000,400.000, 
Hstr= 6 T= 2100.000,2200.000,2300.000, 
 
Control= 2.000 
 
step=     2 dt= 0.003 power= - 
Loop= 0 
 
Type M Vol 0 100.000 
Type S Vol 1 100.000 
Type P Vol 2 100.000 
Type P Vol 3 100.000 
 
Loop= 1 
 
Type M Vol 0 100.000 
Type S Vol 1 100.000 
Type P Vol 2 100.000 
Type P Vol 3 100.000 
Type P Vol 4 100.000 
 
Loop= 2 
 
Type M Vol 0 1000.000 
Type S Vol 1 1000.000 
Type P Vol 2 1000.000 
Type P Vol 3 1000.000 
 
Hstr= 0 T= 400.000,500.000,600.000,700.000,800.000, 
Hstr= 1 T= 400.000,500.000,600.000,700.000, 
Hstr= 2 T= 400.000,500.000,600.000, 
Hstr= 3 T= 400.000,500.000, 
Hstr= 4 T= 400.000, 
Hstr= 5 T= 400.000,500.000, 
Hstr= 6 T= 3100.000,3200.000,3300.000, 
 
Control=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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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클래스 다이어그램 

전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아래 그림에 표시하였다. 이외에 트립클래스, 시간제어 클래스 등 많은 
독립적인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으나 생략하고 주요 클래스로 구성된 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는 시스템의 
정적모델링에 대하여만 나타내었고 동적모델링에 대하여는 사용자 GUI가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다.  

 

 

 

 

 

 

 

 

 

 

 

 

 

Volume 

V, Dh[3], L[3],.... 
P,Uf, *junction 
Property() 
InterfaceHT() 
ReadInp() 

Junction 

Ajun, Diamj, ..... 
Vf, Vg, Vd, *volume 
Property() 
InterfaceDrag() 
ReadInp() 

Component 

Pump Accum
Separa Valve
ReadPump()Accum()
ReadPipe(),Valve() 

Nj,
Nv,
No

Loop 

Nj, nvol, matrix,*vol,
*jun, *comp, *steam
Solve() 
Init(), TextOut() 
Drag(),InterHTC() 

HeatStr 

Area, Mesh, Gap, 
Htcoeff, *volume 
Init(),SetBC(), 
Solve(),GammaW() 
ReadInp() 

Rkin 

*vol, *hstr 

Init(), react(), 
Feedback(), Solve(),
ReadInp() 

System 

Global Variables 
Dt, timestep, ncount,  
Input(),Init(),DtStep(), 
HeatStr(),HydroSolve(), 
Rkin(),Control(),Output(),Fin()

Control 

Scale, Mult, delay 
*volume, *junction,*
Sum(), Diff(), PI(),
PID(), ReadInp() 

그림 B.1 시스템 클래스 다이어그램 



 46

부록 C. 각 전산언어의 상대 비교표 

 

 표 C.1 Fortran과 C++의 상대적 기능 비교 

기능 C++ F 90 기능   C++  F90 
the language is easy to 
learn, easy to use  -- -- safe multidimensional arrays  --  +  
one language construct 
per features only  - -- user defined lower index bound --  ++  
numeric libraries for the 
language available  - ++ safe pointer handling  --  ++  
object-oriented features + - forced pointer initialisation  --  --  
exception and error 
handling  - -- omit dangling references  --  --  
support for parallelism  -- - all types as procedure parameters -  -  
block-structured 
features  - -- call by value of procedure 

parameters  -  +  
go-to like statements 
avoided  - -- call by reference of procedure 

parameters  +  +  
variable initialisation in 
definition  ++ + arbitrary function result types  +  +  

logical and set types  - - procedure and operator 
overloading  ++  ++  

type complex  -- ++ procedure recursion available  +  ++  
record 
extension/variants  + - safe module and interface  --  -  
initialisation aggregates 
for recor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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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2 각 전산언어의 기술적 비교 

 

프로그램언어 장점 단점 비고 
C++ OOP 개념 개발 유지보수 용이  

이식성 우수 
빠른 실행속도 

OOP 이해 필요 
계획적인 메모리 관리필요 

현재 사용자가 많음 

C 빠른실행속도 
하드웨어제어 
이식성 우수 

협업어려움 
유지보수 어려움 
메모리관리어려움 

많은 사용자가 
차세대언어로 이동 

FORTRAN 수치해석분야 우수 
다수의 레퍼런스 및 라이브러리사용가능

OOP 개념미숙 
그래픽지원 미흡 

미래수요자 미흡  
컴파일러 지원미흡 

Java OOP기반 
전산 Platform독립적 
 

GUI미흡 
JVM 의존적 
늦은 실행속도  

불투명한 개발계획 

C# OOP 개념적용 개발용이 
Form based 개발용이  
전산 Platform 독립적 
엄격한 문법사용 

.NET Library & OOP 이해필요 

.NET 의존적 
늦은 실행속도 
MS의존적 

미래수요자 많음 

Delphi 
 
 

OOP 개념적용 개발용이 
Form based 개발용이 
엄격한 문법사용 

Boland 의존적 
Object Pascal의 규격화 미비 

미래 사용자 불투명 
불투명한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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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 각 전산언어의 Benchmark문제(1) 계산속도  

(source : http://www.osnews.com/story.php?news_id=5602&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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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2  각 전산언어의 Benchmark문제(2) 계산속도  

(source : http://www.tommti-systems.de/main-Dateien/reviews/languages/benchma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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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3  주요 전산언어의 Optimize에 따른 Benchmark문제 계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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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3  주요 전산언어의 Optimize에 따른 Benchmark문제 계산속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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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선택한 Benchmark문제 C++, C#Source는[ http://www.tommti-systems.de/main-

Dateien/reviews/languages/benchmarks.html by Thomas Bruckschlegel ] 에 제시된 문제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Fortran 90으로 변환하여 시험을 하였다.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mathematical function과 64 bit floating 

point에 대한 처리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C나 Fortran은 서로 유사한 속도를 갖고 

있으며 C#은 안전상의 이유로 Floating point 처리와 nested loop 에 대한 처리를 

Optimize하지 않기 때문에 Full Optimize된 C, Fortran언어보다 약 2배 정도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Debug, Release 버전간의 계산차이 (열수력코드에서는 

심각한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신뢰성 등을 생각하면 속도 뿐아니라 

다른 다양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C. 3. Benchmark Problem Fortran 90 Source 

 
 

!  BenchFortran.f90  

! 

* 

! 

!  PROGRAM: BenchFortran 

! 

 

 program BenchFortran 

    USE DFPORT 

  implicit none 

 real (8) startTime,endTime,elapsedTime 

  integer a, b, c, d, e, f, n 

 integer x,ix,IntegerMax,IntegerResult 

 real(8) doubleMin 

  real(8) doubleMax 

 real(8) doubleResult  

 real(8) i  

    real(8) trigMax, sine,cosine,tangent,logarithm,squareRoot 

    parameter mSIZE=30 

   !mSIZE = 30; 

    integer, dimension(0:mSIZE-1,0:mSIZE-1) :: m1,m2,mm 

 real(8),dimension(0:100*mSIZE-1,0:100*mSIZE-1) :: a1,a2,aa 

    startTime=TIMEF() 

    x=0 



 53

    n=40 

    do a=0,n-1 

       do b=0,n-1 

          do c=0,n-1 

             do d=0,n-1 

                do e=0,n-1 

                   do f=0,n-1 

                      x=x+a+b+c+c+e+f 

                    enddo 

                 enddo 

             enddo 

          enddo 

       enddo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Nested Loop elapsed time: %1.0f ms %d\n', elapsedTime, x 

 

    IntegerMax = 1000000000 

    IntegerResult= 1 

    ix= 0 

    startTime = TIMEF( ) 

 do while (ix < IntegerMax) 

  IntegerResult =IntegerResult-ix; ix=ix+1 

  IntegerResult =IntegerResult+ix; ix=ix+1 

  IntegerResult =IntegerResult*ix; ix=ix+1 

  IntegerResult =IntegerResult/ix; ix=ix+1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Integer math', elapsedTime, IntegerResult 

! 

! 

! 

    doubleMin =  10000000000.0 

    doubleMax =  11000000000.0 

    doubleResult= doubleMin 

    i= doubleMin 

    startTime = TIMEF( ) 

 do while (i < doubleMax) 

  doubleResult =doubleResult-i; i=i+1 

  doubleResult =doubleResult+i; i=i+1 

  doubleResult =doubleResult*i; i=i+1 

  doubleResult =doubleResult/i; i=i+1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Double math', elapsedTime, doubleResult 

    i=1 

    trigMax =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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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Time = TIMEF() 

 do while (i < trigMax) 

  sine = sin(i); 

  cosine = cos(i); 

  tangent = tan(i); 

  logarithm = log10(i); 

  squareRoot = sqrt(i); 

  i=i+1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Trig. math', elapsedTime, trigMax, i 

 print *, 'Trig. math', elapsedTime, 

sine,cosine,tangent,logarithm,squareRoot,trigMax, i 

! 

! 

! 

 startTime = TIMEF() 

         call mkmatrix(m1,mSIZE,mSIZE) 

   call mkmatrix(m2,mSIZE,mSIZE) 

   n=10*10000 

         if (n < 1) n = 1 

   i=0 

   do while(i<n) 

      call mmult(mSIZE,mSIZE,m1,m2,mm) 

   i=i+1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Integer Matrix Mult', elapsedTime,  

mm(0,0),mm(2,3),mm(3,2),mm(4,4), i 

 !print *, 'Matrix Mult', elapsedTime,   i 

!! 

! 

! 

    a1=1.0d0 

 a2=2.0d0  

 startTime = TIMEF() 

    do c=0,100*mSiZE-1 

    do d=0,100*mSIZE-1 

    aa(c,d)=a1(c,d)*a2(c,d) 

    enddo 

    enddo 

 endTime = TIMEF() 

    elapsedTime = endTime-startTime 

 print *, 'Real Matrix Mult', elapsedTime,  

aa(0,0),aa(2,3),aa(3,2),aa(4,4), a 

 

 end program BenchFortran 

 



 55

   

    subroutine mkmatrix(m,rows,cols) 

 integer rows,cols,count,i,j 

 integer, dimension(0:rows-1,0:cols-1) :: m 

    count = 1 

 i=0 

    do while(i<rows)  

    j=0 

    do while (j<cols) 

       m(i,j)=count 

    count=count+1 

    j=j+1 

    enddo 

    i=i+1 

 enddo 

 END SUBROUTINE mkmatrix 

subroutine mmult(rows, cols,m1,m2,m3) 

 integer rows,cols,count,i,j,var 

 integer, dimension(0:rows-1,0:cols-1) :: m1,m2,m3 

    i=0 

    do while(i<rows) 

    j=0 

    do while (j<cols) 

           val=0 

     k=0 

     do while(k<cols) 

        val=val+m1(i,k)*m2(k,j) 

     k=k+1 

     enddo 

     m3(i,j)=val 

     j=j+1 

  enddo 

  i=i+1 

  enddo 

  end subroutine mmult 

 

    subroutine amult(m1,m2,m3) 

 real(8) m1,m2,m3 

 m1=m2*m3 

 end subroutine a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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