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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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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HyPEP 프로그램의 개발
- 수치해석 방법 개발
- GUI 개발
2. 연구결과
- Flow-network 해석용 수치해법 개발
-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및 설치
- GUI 체계 개발 및 구현
- 객체지향적 언어 선정
- 콤포넌트 체계 및 객체 모델 개발
- HyPEP alpha 및 beta 버전 프로그램 생산
- Draft HyPEP 모델/상관식 보고서 작성
- Draft HyPEP 사용자 매뉴얼 작성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중단없이 계속되어 HyPEP을 개발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개발중인 NHDD
수소생산 플랜트의 Layout 설계에 활용
- HyPEP이 기존 외국 상용 프로그램을 대체함으로써 외화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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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Ⅰ. 제

약

문

목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 프로그램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y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치가 있으나
현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은 전세계에서 상업적 구현이 된
바 없는 최첨단 기술임.

y

국내에서는 수소생산을 위한 NHDD(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플랜트의 건설을 계획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음.

y

수소가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효율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여야 함.

y

수소생산 플랜트의 설비 배치에 따라 수소 생산 효율의 차이가 있음.

y

HyPEP은 수소생산 효율의 계산을 빠르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
획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본 기술을 본 과제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음.

나. 경제·산업적 측면
y

현재 수소생산 플랜트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국외
산 다목적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y

HyPE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개발돤 경우 불필요한 외환 낭비의 감
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천을 소유함으로써 추후 산업체
에서 요구하는 추가 기능등을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
하게 됨.

다. 사회·문화적 측면
y

HyPEP 코드는 환경 파괴적인 기존의 석유경제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활용이 가능한 수소경제의 실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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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HyPEP 프로그램의 범위 및 개발 환경 선정
(1) 수소생산 계통 및 운전 변수 설정 (Task 1)
(2) 수치 해법 체계 개발 (Task 2)
(3)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언어 선정 (Task 3)
나. HyPEP 프로그램 요소 개발
(1) 콤포넌트 모델 개발 (Task 4)
(2) GUI 프로그램 루틴 개발
(3) 보조 프로그램 루틴 개발
다. 설비 비용 계산 및 플랜트 최적화 루틴 개발
(1) 주요 설비 비용 모델 개발 (Task 5)
(2) 최적화 계산 방법 개발 (Task 5)
(3) 콤포넌트 사이징 모델 개발 (Task 5)
라. HyPEP 프로그램 실증
(1) 단위 실증 계산 (Task 6)
(2) NHDD 실증 계산 (Task 6)
Ⅳ. 연구개발결과
가. HyPEP 프로그램의 범위 및 개발 환경 선정
(1) 수소생산 계통 및 운전 변수 설정 (Task 1)
y 수소 생산 플랜트 설비 주요 부품 체계 확립
(2) 수치 해법 체계 개발 (Task 2)
y
y
y
y
(3)

열수력 수치 해법 개발
Flow network 기본 열수력 보존 방정식 설립
노드-링크-블록 모델 개발
Discretization 수행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언어 선정 (Task 3)

y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언어 선정 (Delphi)
나. HyPEP 프로그램 개발
(1) 콤포넌트 모델 개발 (Task 4)
y
y
y

콤포넌트의 객체지향적 체계 개발
콤포넌트의 객체 생성 및 코딩 화
열수력 콤포넌트 와 GUI 콤포넌트의 유연 관계 설립

- ii -

(2) GUI 프로그램 루틴 개발
y
y
y
(3)

콤포넌트 팔레트 개발
Drag-drop에 의한 콤포넌트의 객체 생성 체계 개발
On-screen 계통 build-up 체계 개발
보조 프로그램 루틴 개발

y 물/증기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y 가스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y GUI 실증 루틴 개발
y 메트릭스 계산 루틴 개발
다. 설비 비용 계산 및 플랜트 최적화 루틴 개발
(1) 주요 설비 비용 모델 개발 (Task 5)
y 연구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수행
(2) 최적화 계산 방법 개발 (Task 5)
y 연구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수행
(3) 콤포넌트 사이징 모델 개발 (Task 5)
y 연구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수행
라. HyPEP 프로그램 실증
(1) 단위 실증 계산 (Task 6)
y GUI 실증
y 열수력 물성치 예비 실증 계산
(2) NHDD 실증 계산 (Task 6)
y

연구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수행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y

y

HyPEP 프로그램은 3개년도 중 제2차년도에 연구의 지원 중단이 발생하여 개
발이 되지 못하였으나 연구 기간 중 개발한 GUI 루틴 과 기타 보조 상관식
등은 추후 다른 열수력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 임.
특히, HyPEP 프로그램 시 설립 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구조는 flow
network를 계산하는 열수력 전산코드 개발에 feedback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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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HyPEP, A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 Calculation Program
II. Objectives and Justification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Hydrogen produced using nuclear power merits consideration as the
future energy source. However,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hydrogen using
nuclear power has not been commercially realized and it remains at the
technology frontier.
•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s developing the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NHDD) plant with the view
to construction in the 2010's.
• In order for the nucelar hydrogen to be useful as the future energy source,
the hydrogen needs to be produced with high production efficiency.
• However, the hydrogen production is very much affected by the layout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plant.
• HyPEP program was conceived as a tool to easily and quickly calculate
the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ies of various plant layout configurations.
B. Economic․Industry Aspects
• At present, because of the lack of the right programs, time-consuming,
expensive, and overly sophisticated commercial programs that require
great deal of expertise are being utilized in the simple assessment of the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ies.
• For such calculations, HyPEP program can be used economically and the
GUI features of the HyPEP program were designed to allow program
operation with modest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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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ocial Aspects
• Development of HyPEP progra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ssessment of the realization of th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based Hydrogen Economy in lieu of the fossil fuel based economy.
III. Scopes of the Project
A. Establishment of the Scope and Development Environment of HyPEP Program
(1) Identify major systems, components, and operating parameters, and
establish the calculation scope for HyPEP (Task 1)
(2) Devise the Overall Calculation Scheme (Task 2)
(3) Select Modern High-Level Program Language for Windows Programming
Environment (Task 3)
B. Development of Key Program Elements of HyPEP
(1) Develop Component Models (Task 4)
(2) Develop GUI Program Routines
(3) Develop Auxiliary Program Routines
C. Development of Component Cost Models and Optimisation Routines
(1) Develop Major Component Cost Models (Task 5)
(2) Develop Plant Optimization Calculation Routines (Task 5)
(3) Develop Component Sizing Model (Task 5)
D. Identify the System Qualification Method
(1) Program Unit Verification Calculations
(2) NHDD Validation Calculations
IV. Results of the Project
A. Establishment of the Scope and Development Environment of HyPEP Program
(1) Identify major systems, components, and operating parameters, and
establish the calculation scope for HyPEP (Task 1)
y

The hierarchical component categoris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major components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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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ise the Overall Calculation Scheme (Task 2)
y Thermal-hydraulic numerical analysis method has been developed
y The basic thermal hydraulic conservation equations has been established
y Node-link-heat block system of flow network has been developed
y Discretisation of the equations has been developed
(3) Select Modern High-Level Program Language for Windows Programming
Environment (Task 3)
y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Delphi) has been selected

B. Development of Key Program Elements of HyPEP
(1) Develop Component Models (Task 4)
y

The object hierarchical system for the TH components have been
developed
y The objects methods and properties have been defined and coded
y The 1:1 correspondence between the TH object and the GUI object have
been devleoped and coded
(2) Develop GUI Program Routines
y The component palette has been developed
y The object generation using the drag-drop has been developed
y On-screen system build-up has been developed
(3) Develop Auxiliary Program Routines
y
y
y
y

Water/Steam TH property calculation routines based on ASME
Formulation has been developed
Gas TH property calculation routines has been developed
GUI verification routine has been devloped
Matrix solver routine has been devloped

C. Development of Component Cost Models and Optimisation Routines
(1) Develop Major Component Cost Models (Task 5)
y No activity due to premature project termination
(2) Develop Plant Optimization Calculation Routines (Task 5)
y No activity due to premature project termination
(3) Develop Component Sizing Model (Task 5)
y

No activity due to premature project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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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dentify the System Qualification Method
(1) Program Unit Verification Calculations
y

Preliminary verifcation of system build-up using the HyPEP GUI has been
carried out
y Preliminary verifcation of TH property routines has been carried out
(2) NHDD Validation Calculations
y

No activity due to premature project termination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earch Results
• Due to th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present project, the HyPEP
program has not been developed to its full capabilit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the GUI routines, the numerical solver, TH property
calculation routines, and other routines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similar
development effort.
• In particular, the Object-Oriented Program Structure Devloped under this
project can be fed back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the art network
TH based thermal hydraulic programs with advanced programm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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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수소경제는 현재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원을 환경 파괴적인 석유로
부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처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연구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석유의 고갈로 인한 유가의 상승 과 수소는 우주상에 가장 풍부히 존재하는 물질로 석유
와

같은

고갈이

염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해볼

때

수소

경제는

매력적인

energy-carrier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석유 와 달리 수소는 지구상에 원소 형태로 존
재하지 않으며 수소를 energy-carrier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물, 메탄 과 같은 물질
로부터 생산해 내어야 한다.
수소를 메탄과 같은 물질을 원료로 하여 refoeming 방법으로 만들 경우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 할 수 있으나 환경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은 여전히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반해 수소를 물로부터 분해하여 얻을 경우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 물질은
발생하지 않으나 메탄 reforming 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생산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수소생산의 방법으로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
산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 연구원을 필두로 원자력 수소생산
의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원자력 수소생산에는 원자로의 고열과 전기 생산을 이용하여 수소생산을 꾀하고 있다.
원자력 수소생산 계통은 크게 1) 원자로 계통, 원자로 와 수소생산 계통의 열 교환을 담
당하는 2) 중간 루프 계통, 전기를 생산하는 3) 전기 생산 계통 그리고 수소생산을 담당
하는 4) 수소생산 계통 등의 4개의 계통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현재 각광 받고 있는 수소생산 계통은 크게 전기분해 계통 과 열화학 공정 계통이 있
다. 전기분해 계통은 전기분해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높은 효율의 전기 생
산이 필요하고 열화학 공정계통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온의 열을 직접 수소생산 계통에
o

공급하는 것이 주요하다. 전기분해 공정 및 열화학 공정 모두 원자로로부터 850 C 이상
o

의 고온의 열 공급받는 것이 수소생산 효율 증진에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330 C 정도
의 저온의 열원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수형 원자로는 수소생산에 적합하지 않으며
o

850 C 이상의 고온생산이 가능한 제4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가 수소생산용 원자로
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이 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등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초고온가스로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중
간 루프의 설치는 안전성에는 유리하겠으나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
다. 전기생산 효율의 경우 전기분해를 사용할 시 전체 수소생산 효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열화학 공정을 사용하는 플랜트에서는 미미한 영향을 줄것이다. 이와 같이 각
계통의 배치 와 각 계통의 설비의 종류에 따라 수소생산의 효율은 매우 달라지며 운전
변수에 따라서도 수소생산의 효율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이영진 : ICAPP]
기존의 수소생산의 효율 계산 방법은 범용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범용 상업용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하고 사용이 까다로워 사용에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
며 비교적 정확한 수소생산효율 산출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경비 및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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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고려해 볼때 플랜트 설계 최적화 나 scoping 계산등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수소생산 플랜트를 설계함에 있어 플랜트의 배치와 설비의 종류
에 따라 수소생산 효율의 계산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HyPEP 프로그램을 고안하였
다. HyPEP 프로그램은 이러한 계산의 수행에 적합하도록 원자력 수소생산 계통에 특화
하여 적절한 계산의 정확도와 복잡성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HyPEP 프로그

램의 부가 기능으로 주요 콤포넌트의 가격 모델, 사이징 모델 및 플랜트 최적화 방법등을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HyPEP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Microsoft사의 windows OS하에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고 플랜트 설비의 배치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지향하여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이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HyPEP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콤포넌트의 모듈화를
꾀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이를 객체화하였으며 각 콤포넌트를 on-screen 상의 템프레이트
에서 제공하여 사용자는 이러한 콤포넌트 템프레이트로부터 필요한 콤포넌트를 간단히
마우스로 drag-drop하여 스크린 상에 올려 놓음으로써 사용자가 모사하고자 하는 수소생
산 플랜트 계통을 구상할 수 있도록 GUI가 설계 되어 있다.
HyPEP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스크린 상에서 편리하게 콤포넌트를 재배치함으로써 새
로운 layout을 쉽게 구상하여 빠르게 새 layout에 대한 수소생산효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었다.
계통의 열수력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서 flow network에 대한 질량, 에너지 및 모멘텀
보존 방정식을 세워 이에 대한 수치 해법 방법을 설립하여 프로그램 설치까지 수행하였
다. 수치해법의 기본 콤포넌트로 체적, 압력, 온도 등 scalar 값을 가지는 Node 콤포넌트
와 유속, 유량 등 vector 값을 가지는 Link 콤포넌트 그리고 열원, 열물체, node 와 node
간의 열교환등을 모사하는 Heat Block 콤포넌트등을 고안하여 이를 객체 class화 하였다.
각 콤포넌트 객체는 inheritance등을 통하여 새로운 객체 class 생성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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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주도하에 원자력 수소생산 설비인 NHDD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의 개발 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o

NHDD에는 900 C 이상의 고온 생산이 가능한 고온가스로를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미국
의 GA(General Atomic)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원자력 수소생산 플랜트
의 핵심 설계 및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설계 및 안전 해석등을 보유
하기 위하여 MARS-GCR코드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in-house 코드로 fixed 플랜트 배치에
대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계산하는 NHDD 코드를 개발하였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이를
이용한 설계 및 안전해석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CFD 코드등을 이용한 설계등 다방
면으로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타 원자력 선진국 과 같이
GEN-IV (GENeration 4)

Forum의 고온가스로 개발에 참여하여 고온가스로의 국제적 공

동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
미국은 미국 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 DOE)의 Nuclear Hydrogen Initiative
(NHI) 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따라 미국 INL (Idaho
National Engineering)에서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데모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NGNP에는 수소생산에 필요한 계통이 추가되어 건설 된 예정이다. 수소 생산 관
련하여 미국의 INL 연구소 등은 고온 전기분해, 고온 열화학 공정 등의 기초적 연구 와
자동차에서 수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Fuel-cell의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수소 생산에 사용할 고온가스로는 GEN-IV Forum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 개발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Prismatic 고온가스로인 Fort Saint Vrain 고온가스로를 설계 및 운영
한 경험이 있다.
O 프랑스
프랑스는 차기원자로 개발을 위해 GEN-IV Forum의 가입으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GEN-IV 원자로의 원형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
온가스로도 유력한 기종으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과거
가스로에 대한 건설/설계 경험이 있다. 프랑스 또한 원자력을 사용한 수소생산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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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
일본도 다른 원자력 선진국과 같이 차기원자로 개발을 위해 GEN-IV Forum의 가입으
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보의 경우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도부터 30
MWt의 연구용 고온가스로인 HTTR을 운전 중에 있다. 2010년에는 HTTR에 열화학 공정
을 결합하여 2015년까지 상용기술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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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HyPEP 프로그램 범위 및 개발 환경 설정
1. HyPEP 개발 요건 과 주요 계통 및 콤포넌트 분류
HyPEP 프로그램은 수소생산 플랜트의 수소생산 효율계산을 목표로 개발이 수행되었
다. 이를 기반으로 HyPEP 프로그램은 수소생산 플랜트의 설계 최적화 계산 과 이에따른
scoping 계산, 주요 콤포넌트 사이징 계산 및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 비용 계산 등에 활용
될 것으로 예상하여 개발요건을 설정하였다. 이에따라 설정한 HyPEP 프로그램의 최상위
개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상상태의 계산 (사소해석등 transient 영역이 필요한 계산에는 활용 불가)
-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 설비의 수소생산 효율 계산
- 전기분해 수소생산 공정 설비의 수소생산 효율 계산
- 전기 생산 계통 설비의 효율 계산
- 수소생산 플랜트 주요 콤포넌트의 사이징 평가 계산
-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 비용의 평가 계산
최상위 개발 요건에 부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극대화, 최신 프로그램 언어 및 기법의
활용 등의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Microsoft Windows하에 작동
-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 사용
- 사용자 편의를 위한 GUI 활용
. On-screen 계통 build-up
. Drag-drop 방법에 의한 콤포넌트 생성
. On-screen 입력
. On-screen 출력
. On-screen 콤포넌트 및 계통 수정
수소생산 플랜트의 모사에 필요한 계통 과 콤포넌트의 포괄적인 분류가 수행되었다.
분류 작업은 HyPEP 프로그램의 객체 class 생성 및 분류 그리고 콤포넌트 파레트의
entry 결정등에 feedback 되었다. 그림 3.1.1.1은 HyPEP 콤포넌트 설계 및 객체 class 생
성등에 활용한 계통/콤포넌트 분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 계통은 원자로 계통(Reactor System), 중간 열교환기 계통
(Intermediate Heat Exchanger System), 전기생산 계통 (Power Conversion Unit), 고온
전기분해 수소생산 계통 (High Temperature Electolysis System) 과 열화학 수소생산 계
통 (Thermo-Chemical System) 등 총 5개로 분류하였다.
원자로 계통 분류에는 고온가스로가 포함되었고 가압경수로등 수소생산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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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상한 원자로 계통은 불포함하였다.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는 콤포넌트로는 Prismatic
형 고온가스로, Pebble형 고온가스로 및 gas circulator가 있다. 중간 열교환기 계통의 구
성 콤포넌트는 shell-tube형 열교환기 와 printed circuit형 열교환기가 있다. Shell-tube 형
의 경우 gas-water 열교환기가 아류로 분류되었고 printed circuit 형의 경우는 gas-molten
salt 및 gas-gas 형 열교환기가 분류되어 있다. 전기생산 계통은 가스를 사용하는 Brayton
Cycle 계통 과 물/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 그리고 전기를 발생하는 AC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Brayton Cycle은 gas turbine, pre-cooler, inter-cooler, compressor 및
recuperator등 고유의 콤포넌트로 다시 구성되었다.

Rankine cycle 의 경우, steam

turbine, feedwater pump, condenser, re-heater 및 pre-heater등의 콤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 전기분해 수소생산 계통은 electrolyzer, separator, condenser, gas-water 열교
환기, molten salt-water 열교환기 및 AC-DC converter 콤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열화
학 수소생산 계통은 황산 분해 공정 (H2SO4 Decomposition Unit), 분젠 반응 공정
(Bunsen Reaction Unit), 요드 농축/분해 공정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Unit),
gas-chemical 열교환기, molten salt-chemical 열교환기로 구성되었다.
Main System

Sub System/Components
Prismatic Type VHTR

Reactor System

Base Component
T/H NODE

Pebble Type VHTR
Gas Circulator

T/H Link

Gas-Water HX

Shell-Tube HX

T/H Block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Gas-Molten Salt HX
Printed Circuit HX
Gas-Gas HX
Gas Turbine
Pre-Cooler
Inter-Cooler
Brayton Cycle
Compressor
Recuperator

Power Conversion Unit
(PCU)

Steam Turbine
Feedwater Pump
Rankine Cycle

Condenser
Re-heater
Pre-heater

AC Generator
Electrolyzer
Separator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System
(HTES)

Condenser
Gas-H2O HX
Molten Salt-H2O HX
AC-DC Converter
H2SO4 Decomposition
Unit

Thermo-Chemical
System
(TCS)

Bunsen Reaction
Unit
HI Concentration/
Decomposition Unit
Gas-Chemical HX
Molten Salt-Chemical HX

그림 3.1.1.1 HyPEP 개발에 활용한 수소생산계통 콤포넌트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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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해법 체계 개발
HyPEP 프로그램에서 수소생산 계통은 콤포넌트의 구성으로 모사된다. 각 콤포넌트는
다른 콤포넌트 와 유량이 흘러가도록 연결되어 전체적인 flow-network를 구성한다.
Flow-network내에서 각 콤포넌트는 열수력학적으로 하나의 lumped parameter 체적을 나
타내게 되며 전체 flow-network의 열수력적 수치해법을 통해 계산된 열수력 조건을 사용
하여 각 콤포넌트의 세부 변수를 계산하여 이를 수소생산 효율, 콤포넌트 사이징, 건설
비용등의 계산에 사용한다. 이상 HyPEP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계산 overview를 설명하였
다. 이에따라, 다음에는 HyPEP 수치해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열수력 보존 방정식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yPEP 에서는 Flow-Network에 대한 열수력 수치 계산이
필요하다. Flow-network를 모의하기 위해서 질량, 에너지 및 모멘텀 보조 방정식의 setup
이 필요하다. HyPEP의 flow-network는 체적, 압력, 온도등 scalar 값이 정의되는 node 와
node 와 node를 연결하고 유속, 유량 등 vector 값이 정의되어 있는 link 로 구성된다.
HyPEP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steady-state를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그러나 추후
프로그램을 transient 프로그램으로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 장방정식은 trnasient를 고
려하여 설립하였다. HyPEP의 열수력 보존 방정식은 그림 3.1.2.1과 같은 node-link
netwrok에 대해 설립하였다. 열수력 방정식의 대상 유체는 헬륨, 이산화탄소, 수소 등 압
축성 기체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2상이 아닌 1상 물 또는 증기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
안 하였다.

W

E
j

그림 3.1.2.1 HyPEP 보존 방정식을 위한 기본 flow-network
그림 3.1.2.1 과 같은 기본 flow-network에 대하여 질량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 및 모
멘텀 보존식을 압축성 1상 유체에 대하여 설립하면 다음 과 같은 3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질량 보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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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ρ
V
= ∑ ρ~ j A j u j + S mV
∂t
j =1

N

(3.1.2.1)

에너지 보존 방정식
j
~
∂ ( ρh)
= ∑ ρ~ j h j A j u j + S hV
∂t
j =1

N

V

(3.1.2.2)

모멘텀 보존 방정식
~2

f ρ u
∂ ( ρu )
∂ ( ρu ) ∂P
+
+
= ∆PK ,source + ∆Pextra − T j
∂t
2 ⋅ ∆x
∂x
∂x
2

(3.1.2.3)

여기서

V

= volume of node (m 3 )

u

= fluid velocity (m / s)

ρ

= density (kg / m 3 )

ρ~

= density of donor node (kg / m3 )

h
~
h

= enthalpy ( Joule / kg )
= enthalpy of donor node ( Joule / kg )

f T = total flow resistance ( form + friction + drag + ...)
∆PK ,source = pressure source such as from pumps or circulators
∆Pextra

= other pressure gain (or loss ) e.g . gravity

A j = flow area of link (m 2 )
N j = Total number of links connected to a given node ( N j > 0)
S m = volumetric mass generation rate (kg / m 3 / s )
S h = volumetric enthapy generation rate (kg / m 3 / s )
질량 보존 방정식은 노드 (node)에 대하여 질량의 발란스를 표현한 식으로 노드내의
질량변화를 노드내의 질량원 과 대류에 의해 들어오는 net 질량을 발란스하여 얻을 수
있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질량 보존 방정식 과 유사하게 노드에 대하여 에너지 발란스
를 표현한 식이다. 모멘텀 방정식은 노드 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Link)에 대하여
모멘텀 발란스를 표현한 식이다. 대류 항들은 donor-cell 방법에 입각하여 대류원의
property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나. 수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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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P 프로그램의 수치해법은 앞에서 기술한 압축성 1상 유체의 질량, 에너지 및 모
멘텀 보존 방정식을 이산화 하여 이를 동시에 풀어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RELAP5와 같은 고등 코드에서 사용하는 수치해법으로 iteration이 필요없고 노드의 개수
가 적을 경우 빠른 계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HyPEP 수치해법에서는 3개
의 열수력 보존 방정식에서 압력 P, 엔탈피 h, 유속 u 그리고 밀도 ρ를 4개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열수력 물성치 상관식을 통하여 밀도 ρ를 압력 과 엔탈피의 함수로 나타내
어 식의 completion을 꾀하였다.
3개의 보존 방정식은 수치해석에 편하도록 이산화를 하였고 개발 대상 HyPEP이 정상
상태 계산에 범위가 국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련항을 유지하였다. 이는 추후 프
로그램의 transient 해석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산화를 수행할 시 방정식의
주요 항들은 적절히 새로운 시간의 값을 사용하거나 ‘old-time' 값을 사용하였고 주요 변
수는 Taylor expansion 등을 이용하여 선형화 하였다. 이산화한 방정식은 여러 과정을 거
쳐 n 개의 노드에 대한 n개의 선형 방정식으로 유도되어 압력 P에 대한 nxn 메트릭스를
구하게 되어 메트릭스의 해를 구하면 ’new-P'를 구하게 되고 새로운 압력을 사용하여
back-substitution을 수행하면 새로운 time-step에 대한 모든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다.
HyPEP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transient용의 이러한 수치해법을 정상상태에 적용하여
모든 주요변수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 수행하도록 전체적인 scheme을 구상하여 프로그램
에 설치하였다. 다음에는 HyPEP 프로그램의 수치해법 유도과정을 기술하였다.
첫째, 식 (3.1.2.1)의 질량 보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산화 하였다. 이때 윗첨자 n 은
시간 step 을 나타내고 아래첨자 i는 노드, j는 노드에 연결된 링크를 나타낸다:

(

)

N

j
Vi
ρ in+1 − ρ in = ∑ ρ~ nj A j u nj+1 + S mn ,iVi
∆t
j =1

(3.1.2.4)

유사하게 에너지 보존 방정식 (3.1.2.2) 은 다음과 같이 이산화 된다:

(

)

(

)

N

j
~
Vi n n+1 n Vi n n+1
ρi hi − hi + hi ρi − ρin = ∑ ρ~ jn h jn A j u nj+1 + S hn,iVi
∆t
∆t
j =1

(3.1.2.5)

밀도 ρ를 압력 P 와 엔탈피 h에 대하여 Taylor expansion을 수행하여 일차항까

지 채택하면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ρ ⎞
⎛ ∂ρ ⎞
= ρ + ⎜ ⎟ hin+1 − hin + ⎜ ⎟ Pi n+1 − Pi n
⎝ ∂P ⎠i
⎝ ∂h ⎠i
n

ρ

n +1
i

n
i

(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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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6)

Taylor expansion 한 식 (3.1.2.6)을 질량 보존 방정식 (3.1.2.1)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Vi ⎡⎛ ∂ρ ⎞ n+1 n ⎛ ∂ρ ⎞
n+1
n
⎢⎜ ⎟ hi − hi + ⎜ ⎟ Pi − Pi
∆t ⎢⎣⎝ ∂h ⎠i
⎝ ∂P ⎠i
n

(

n

)

(

⎤ N j ~n
n+1
n
⎥ = ∑ ρ j A j u j + S m ,iVi
⎥⎦ j =1

)

(3.1.2.7)

식 (3.2.1.7)을 재비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j
Vi ⎛ ∂ρ ⎞ n+1 Vi ⎛ ∂ρ ⎞
n+1
n
n+1
~n
⎜ ⎟ δhi + ⎜ ⎟ δPi = S m ,iVi + ∑ ρ j A j u j
∆t ⎝ ∂h ⎠i
∆t ⎝ ∂P ⎠i
j =1

n

n

N

(3.1.2.8)

where

δhin+1 = hin+1 − hin
δPi n+1 = Pi n+1 − Pi n
질량 보존 방정식 경우 와 유사하게 에너지 보존 방정식 (3.1.1.5)를 조작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n
n
Nj
⎞
~
Vi n n+1 Vi n ⎛⎜ ⎛ ∂ρ ⎞
⎛ ∂ρ ⎞
n +1
ρ i δhi + hi ⎜ ⎟ δhi + ⎜ ⎟ δPi n+1 ⎟ = S hn,iVi + ∑ ρ~ jn h jn A j u nj+1
⎟
∆t
∆t ⎜⎝ ⎝ ∂h ⎠i
⎝ ∂P ⎠i
j =1
⎠

또는

(3.1.2.9)

n
Nj
⎤ n+1 Vi n ⎛ ∂ρ ⎞ n n+1
~
Vi ⎡ n
n ⎛ ∂ρ ⎞
n
h
h
ρ
δ
h
δ
P
=
S
V
+
ρ~ jn h jn A j u nj+1
+
+
⎟ i
⎟ ⎥ i
⎢ i
∑
i ⎜
i ⎜
h ,i i
∆t ⎝ ∂P ⎠i
∆t ⎢⎣
⎝ ∂h ⎠i ⎥⎦
j =1
(3.1.2.10)

식 (3.2.1.8) 과 식 (3.2.1.10)은 수치해법에 용이한 식의 형태로 HyPEP 프로그램에서 사
용하고 있으며 이 식을 메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다으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a11 a12 ⎤ ⎡δhin+1 ⎤ ⎡ S1 ⎤ N j ⎧⎪⎡ C1 j ⎤ n+1 ⎫⎪
⎢a
⎥ • ⎢ n+1 ⎥ = ⎢ S ⎥ + ∑ ⎨⎢C ⎥ u j ⎬
a
⎪⎭
22 ⎦ ⎣δPi
⎣ 21
⎦ ⎣ 2 ⎦ j =1 ⎪⎩⎣ 2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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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1)

where
V ⎛ ∂ρ ⎞
a11 = i ⎜ ⎟ ,
∆t ⎝ ∂h ⎠i

V ⎛ ∂ρ ⎞
a12 = i ⎜ ⎟
∆t ⎝ ∂P ⎠i

n

n

a21 =

n
⎤
Vi ⎡ n
n ⎛ ∂ρ ⎞
⎢ ρ i + hi ⎜ ⎟ ⎥,
∆t ⎣⎢
⎝ ∂h ⎠i ⎦⎥

S1 = S mn ,iVi ,
C = ρ~ n A ,
1j

j

Vi n ⎛ ∂ρ ⎞
hi ⎜ ⎟
∆t ⎝ ∂h ⎠i

n

a22 =

S 2 = S hn,iVi
~
C = ρ~ n h n A

j

2j

j

j

j

식 (3.2.1.1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hin+1 ⎤ ⎡ S1 ⎤ N j ⎧⎪⎡ C1 j ⎤ n+1 ⎫⎪
[A]• ⎢ n+1 ⎥ = ⎢ ⎥ + ∑ ⎨⎢ ⎥ u j ⎬
⎪⎭
⎣δPi ⎦ ⎣ S 2 ⎦ j =1 ⎪⎩⎣C2 j ⎦

(3.1.2.12)

메트릭스 [A]에 대한 inverse matrix를 구하여 양쪽에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Nj
⎧⎪ −1 ⎡ C1 j ⎤ n+1 ⎫⎪
S
⎡δhin+1 ⎤
−1 ⎡ 1 ⎤
+
[
]
A
=
•
⎢ n+1 ⎥
⎢ S ⎥ ∑ ⎨[ A] • ⎢C ⎥ u j ⎬
⎪⎭
⎣ 2 ⎦ j =1 ⎪⎩
⎣ 2j⎦
⎣δPi ⎦

(3.1.2.13)

⎡δhin+1 ⎤ ⎡σ 1 ⎤ N j ⎧⎪⎡φ1 j ⎤ n+1 ⎫⎪
or , ⎢ n+1 ⎥ = ⎢ ⎥ + ∑ ⎨⎢ ⎥ u j ⎬
⎪⎭
⎣δPi ⎦ ⎣σ 2 ⎦ j =1 ⎪⎩⎣φ2 j ⎦

(3.1.2.14)

where

α12 ⎤
⎡α
[ A]−1 = ⎢ 11
⎥,
⎣α 21 α 22 ⎦

S
⎡σ 1 ⎤
−1 ⎡ 1 ⎤
⎢σ ⎥ = [ A] • ⎢S ⎥,
⎣ 2⎦
⎣ 2⎦

C
⎡φ1 j ⎤
−1 ⎡ 1 j ⎤
⎢φ ⎥ = [ A] • ⎢C ⎥
⎣ 2j⎦
⎣ 2j⎦

식 (3.2.1.14)로부터 압력항만 추출하면 다음의 node 압력 식을 얻을 수 있다:

δPi

n +1

Nj

{

= σ 2 + ∑ φ2 j u nj +1

}

(3.1.2.15)

j =1

이제, 모멘텀 보존 방정식 (3.1.2.3)을 이산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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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n +1
n +1
Pfrom
, j − Pto , j
∆x j

u nj+1 = u nj +
=

]

~2 ⎤
⎡
ρ u ⎥
∆t ⎢
+
∆Pfrom ,source, j + ∆Pextra , j − (1 + fT ) j ⎥
⎢
∆x j
2
⎢⎣
⎥⎦

[

∆t
n +1
n
n +1
n
( Pfrom
, j − Pfrom , j ) − ( Pto , j − Pto , j )
∆x j

]

~2 ⎤
⎡
ρ
u
∆t ⎢ n
⎥
+ u nj +
( Pfrom, j − Pton, j ) + ∆Pfrom,source, j + ∆Pextra , j − (1 + f T ) j ⎥
⎢
∆x j
2
⎢⎣
⎥⎦
n +1
n +1
= η j (δPfrom
, j − δPto , j ) + θ j

(3.1.2.16)

where

ηj =

∆t
∆x j

~2 ⎤
⎡
ρ
u
⎥
j
n
n
θ j = u nj + η j ⎢⎢( Pfrom
, j − Pto , j ) + ∆Pfrom , source , j + ∆Pextra , j − (1 + f T )
2 ⎥
⎥⎦
⎢⎣

식 (3.1.2.16)을 식 (3.1.2.15)에 대입하면 다음의 압력 P 관련 식을 얻게 된다:

δPi

n+1

Nj

{ (

n+1
n+1
= σ 2i + ∑ φ2 j η j (δPfrom
, j − δPto , j ) + θ j

)}

(3.1.2.17)

j =1

or , δPi

n +1

Nj

{

− ∑ φ2 jη j (δP

n +1
from , j

j =1

− δP

n +1
to , j

}

Nj

) = σ 2i + ∑ φ2 jθ j
j =1

(3.1.2.18)

식 (3.1.2.18)을 사용하면 n 개의 노드에 대한 (nxn) 압력 메트릭스를 얻게 되며 이 메
트릭스의 해로 부터 바로 새 time-step에서의 압력 값을 구할 수 있다. 이후 다른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3.1.2.16)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속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n +1
n +1
u nj+1 = η j (δPfrom
, j − δPto , j ) + θ j

(3.1.2.19)

새로운 엔탈피는 식 (3.1.2.14)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δh

n+1
i

Nj

{

= σ 1 + ∑ φ1 j u nj+1

}

(3.1.2.20)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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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새로운 time-step의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HyPEP 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수치해법 단계의 계산을 주요변수의 변동이 무시될 정도까지 반복 계산하
여 정상상태를 구한다. 이를 HyPEP의 inner iteration이라 한다. 성공적인 inner-iteration
의 수렴으로 flow-network의 열수력 condition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각 콤포넌트의 열
수력에 feedback 되어 각 콤포넌트의 성능 변수와 비교되고 성능 변수에서 다시
flow-network로 feddback이 되는 경우 전체 계산의 반복 계산이 수행되며 이것이 HyPEP
의 outer-iteration으로 간주된다. HyPEP의 inner iteration scheme은 코딩 되어 프로그램
에 설치 되었으나, outer-iteration의 경우는 연구의 중단으로 코딩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다.
HyPEP 프로그램의 수치해법은 앞에서 기술한 압축성 1상 유체의 질량, 에너지 및 모
멘텀 보존 방정식을 이산화 하여 이를 동시에 풀어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RELAP5와 같은 고등 코드에서 사용하는 수치해법으로 iteration이 필요없고 노드의 개수
가 적을 경우 빠른 계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HyPEP 수치해법에서는 3개
의 열수력 보존 방정식에서 압력 P, 엔탈피 h, 유속 u 그리고 밀도 ρ를 4개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열수력 물성치 상관식을 통하여 밀도 ρ를 압력 과 엔탈피의 함수로 나타내
어 식의 completion을 꾀하였다.
3.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선정
HyPEP 프로그램은 기본 요건 및 부가요건을 따르면 Microsoft사의 윈도우 OS 하에게
작동하여야 하고 GUI (Graphic User Interface)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등 최신 프로그램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HyPEP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 선정시 고려한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Windows OS (XP 이상)에서 구동하는 프로그램 생성
. 부가하여 Windows .NET OS 도 고려
- 객체지향적 및 구조화 프로그램 기법 활용 가능
- 언어 간 inter-operability를 위한 기능 제공
. DLL (Dynamic Language Library), COM (Component Object Model : ActiveX),
CLR (Common Language Runtime)
-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RAD) 지원성
- Fortran 언어와 유사성 및 Fortran 루틴 과의 연결성
- OS 및 hardware에 대한 독립성 (Portability)
- Standard에 대한 추종성
- 프로그램의 간결성 및 readability
- 프로그램 언어의 대중성 및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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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 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지원성
- 제 3자 지원 루틴의 풍부성
- 프로그램의 재사용성 (Reusability)
위에 기술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프로그램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언어 4
개를 최종 선정하여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표 3.1.3.1은 본 과제에서 수행한 주요 언어에
대해 비교한 것을 요약하였다.
표 3.1.3.1 주요 언어의 기능의 비교
Features/Comments

DELPHI

C#

Visual Basic

Fortran

Base Language

Pascal

C

Basic

Fortran

Win32 Version

Delphi2005

?

MS Visual Basic

Compaq, Lahey
etc.

MS Visual Basic

Intel Fortran

NET Version
Delphi2005
Common Language Runtime

MS C#
Borland C#
etc.

Very Good

Very Good (?)

Structured Programming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Good

ActiveX Compatibility (COM)

Yes (90%)

Yes

Yes (100%)

No

Small

Small

Small

Large

win32

Yes

Yes

Yes

Yes

.NET

Yes

Yes

Yes

Marginal

Excellent

Good

Good

Marginal

OOPS Capability

Body of ready-made scientific
software

Yes

Yes

DLL Capability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RAD)

표 3.1.3.1에서 보면 4개 언어 HyPEP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중 Delphi 프로그램 언어의 경우 RAD 기능 과
Graphic 프로그램 기능이 다른 언어보다 한단계 뛰어난 것으로 파악하여 Delphi언어를
선정하였다.
Delphi 프로그램 언어는 Borland 회사에서 개발한 언어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인
Object Pascal 언어를 기본으로 RAD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raphic 프로
그램을 위한 제반 기능이 Delphi 개발 환경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타
언어에 비해 간편하게 그라픽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Delphi 프로그램은 VCL (visual component library)라 불리는 graphic 라
이브러리를 통하여 각종 윈도우의 그라픽 객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
용자들이 VCL을 개발하여 공유하고 있다. 또한 Delphi에는 Microsoft 윈도우 OS가 프로
그램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Win32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PI wrapper를 제공하고 있어 Windows 환경의 세부기능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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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그라픽 관련 프로그램 작성에는 매우 귀중한 기능으로 그
라픽 기반의 Windows 프로그램 작성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Delphi 2005 버전이후로는 윈도우의 XP 및 98등 OS에서 사용한 Win32 체계 뿐 아니
라 미래 OS로 채택한 .NET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표 3.1.3.2에서는 Win32 와 .NET에서
Delphi 기능을 요약하였다. 표 3.1.3.2에서 보듯이 Delphi 언어의 채택으로 추후 .NET로
의 프로그램 migration 도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이다.
추가로 Linux로 HyPEP을 porting 시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 이미 linux 환경에서
작동하는 free-pascal을 근간으로 개발한 Lazarus 개발 체계가 Delphi 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linux로의 porting의 가능성도 있다.
표 3.1.3.2 Win32 와 .NET 환경에서의 Delphi 기능 평가
Features/Comments

Win32

NET

Good (using DLL)

Excellent (CLR)

Not Good

Good

win95/win98/winME

Yes

No

winXP, win2000

Yes

Yes (with .NET)

Linux/Unix

No

under development

Future development outlook

Fair

Good

Compatibility with Windows API

Yes

No (?)

Compatibility with DLL

Yes

No (?)

Inter-language Operability
Support Mutiple CPU-Architecture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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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yPEP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구조
HyPEP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최신 프로그램 기법인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이 대
거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HyPEP 프로그램은 event-driven 형태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
고 객체의 연관성에 근간한 hierarchical 구조 및 모듈라 구조를 가지도록 프로그램 되었
다. HyPEP 프로그램은 그림 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파 버전 과 베타 버전의 개발
을 거쳐 최종 버전을 개발 할 것으로 과제를 수행중이었으며 과제 중단시 까지 베타 버
전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절의 프로그램 구조 및 루틴의 기술은 HyPEP 개발 원시 버
전인 베타 버전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림 3.2.1.1 HyPEP 프로그램 개발 단계
HyPEP은 객체 지향 Pascal 언어에 근간한 Delphi 프로그램 환경하에서 개발 하였다.
Delphi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개발자는 Delphi의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사용하여 직접 GUI 요소 및 그라픽 요소를 개
발 환경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2는 Delphi IDE의 HyPEP 개발화면 예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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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Delphi 환경내의 HyPEP 프로그램
HyPEP

프로그램은

HyPEPUtil.pas,

Main.pas,

Initialize.pas,

ASME.pas,

CompTemplate.pas,

Layout_Info.pas,

HyPEPComp.pas,

Link_Template.pas,

RunExec.pas,

Solver.pas 및 THProps.pas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 소스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화
면의 Form 윈도우 창의 specification을 저장하는 8개의 dfm 파일 및 윈도우 리소스 파일
등 다수의 보조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는 각 소스 파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
였다.
Main.pas
Main.pas는 HyPEP의 주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며 HyPEP의 주 윈도우 창 객체인
Mainform을 가지고 있다. Mainform의 화면상 위치, 너비, 높이, 색상, child 객체 목록
등은 Main.dfm에 수록되어 있다. Mainform에는 HyPEP의 Drawing Canvas 객체인
dxCanvas 객체,

메인 메뉴, toolbar 메뉴, 폽-업 메뉴, 콤포넌트 파레트 등 대부분의 GUI

요소가 프로그램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 입력은 Main.pas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사용자는 HyPEP 프로그램 과 윈도우 상의 “event"를 trigger 시켜 ”대화“를 나눈다.
예로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경우 윈도우에서는 왼쪽 버튼 누름 event가 발
생한다. Main.pas에는 이러한 event를 detect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토록하는 루틴이 대
거 포함되어 있다. Main.pas의 declaration section은 다음과 같다.
unit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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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uses
Windows, Messages, SysUtils, Variants, Classes, Graphics, Controls, Forms,
Dialogs, dxflchrt, ImgList, StdCtrls, HyPEPComp, Buttons, ExtCtrls, Menus,
ComCtrls, Printers, THProps, HyPEPUtil, CompTemplate, Layout_info,
LinkTemplate, Grids, ASME, Solver, Initialize, math;
type
TMainForm = class(TForm)
dxCanvas: TdxFlowChart;
Icon24: TImageList;
Icon32: TImageList;
Icon48: TImageList;
Icon72: TImageList;
Icon96: TImageList;
Template: TPageControl;
NodeSheet: TTabSheet;
HXSheet: TTabSheet;
CircSheet: TTabSheet;
PCUSheet: TTabSheet;
HTESSheet: TTabSheet;
TChemSheet: TTabSheet;
RxSheet: TTabSheet;
HtCoSheet: TTabSheet;
BCSheet: TTabSheet;
Panel1: TPanel;
Edit1: TEdit;
Edit2: TEdit;
Label1: TLabel;
Label2: TLabel;
WriteStat: TButton;
PopupMenu1: TPopupMenu;
SelectAll1: TMenuItem;
DeselectAll: TMenuItem;
N4: TMenuItem;
MakeLink1: TMenuItem;
FlipLink1: TMenuItem;
N5: TMenuItem;
Clone1: TMenuItem;
N6: TMenuItem;
Union1: TMenuItem;
N7: TMenuItem;
SystemLayout1: TMenuItem;
N8: TMenuItem;
OpenDialog: TOpenDialog;
PrintDialog: TPrintDialog;
SaveDialog: TSaveDialog;
MainMenu1: TMainMenu;
File1: TMenuItem;
Load1: TMenuItem;
N1: TMenuItem;
Save1: TMenuItem;
saveAs1: TMenuItem;
N2: TMenuItem;
eXit1: TMenuItem;
AskSave: TButton;
BookKeep: TTimer;
ZoomBar: TTrackBar;
SendtoBack1: TMenuItem;
BringToFront1: TMenuItem;
Panel2: TPanel;
SpeedButton1: TSpeedButton;
SpeedButton2: TSpeedButton;
SpeedButton3: TSpeed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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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Button4: TSpeedButton;
SpeedButton7: TSpeedButton;
SpeedButton6: TSpeedButton;
SpeedButton8: TSpeedButton;
SpeedButton14: TSpeedButton;
ZoomIn: TSpeedButton;
ZoomOut: TSpeedButton;
ComboBox1: TComboBox;
SpeedButton12: TSpeedButton;
SpeedButton13: TSpeedButton;
SpeedButton5: TSpeedButton;
SpeedButton20: TSpeedButton;
New1: TMenuItem;
N9: TMenuItem;
LineType1: TMenuItem;
L1: TMenuItem;
L2: TMenuItem;
L3: TMenuItem;
L4: TMenuItem;
MenuImages: TImageList;
N10: TMenuItem;
Print1: TMenuItem;
Option1: TMenuItem;
Snap1: TMenuItem;
N3: TMenuItem;
BkColor1: TMenuItem;
N11: TMenuItem;
ZoomIn1: TMenuItem;
ZoomOut1: TMenuItem;
Open1: TMenuItem;
Graphicsonly1: TMenuItem;
Save2: TMenuItem;
saveAs2: TMenuItem;
N12: TMenuItem;
ShowStat1: TMenuItem;
Label3: TLabel;
SpeedButton9: TSpeedButton;
Label4: TLabel;
AddPoint1: TMenuItem;
Auto1: TMenuItem;
N13: TMenuItem;
Button1: TButton;
Button2: TButton;
Button3: TButton;
AutoSys: TCheckBox;
SelectSystem1: TMenuItem;
Zoom1001: TMenuItem;
Fit1: TMenuItem;
BitBtn1: TBitBtn;
ColorBox1: TColorBox;
CanvasColorPicker: TColorDialog;
Insert1: TMenuItem;
Insert2: TMenuItem;
SolveSysTH: TButton;
Initiall: TButton;
InitTH: TButton;
ExplSolver: TCheckBox;
FluidSelect: TComboBox;
Timer1: TTimer;
SpeedButton10: TSpeedButton;
Button4: TButton;
Label5: TLabel;
Edit3: TEdit;
procedure ZoomBarChange(Sender: TObject);
procedure dxCanvasDragDrop(Sender, Source: TObject; X, 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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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dxCanvasDragOver(Sender, Source: TObject; X, Y: Integer;
State: TDragState; var Accept: Boolean);
procedure ZoomIn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ZoomOut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WriteStat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dxCanvasChange(Sender: TdxCustomFlowChart; Item: TdxFcItem);
procedure dxCanvasKeyDown(Sender: TObject; var Key: Word;
Shift: TShiftState);
procedure dxCanvasMouseDown(Sender: TObject; Button: TMouseButton;
Shift: TShiftState; X, Y: Integer);
procedure dxCanvasMouseMove(Sender: TObject; Shift: TShiftState; X,
Y: Integer);
procedure dxCanvasSelected(Sender: TdxCustomFlowChart;
Item: TdxFcItem);
procedure Load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AskSave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FormClose(Sender: TObject; var Action: TCloseAction);
procedure BookKeepTimer(Sender: TObject);
procedure MakeLink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20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17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dxCanvasDbl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eXi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5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ave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4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Clone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ringToFron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endtoBack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ystemLayou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FormMouseWheel(Sender: TObject; Shift: TShiftState;
WheelDelta: Integer; MousePos: TPoint; var Handled: Boolean);
procedure FlipLink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aveAs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New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L4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nap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kColor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peedButton9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howSta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dxCanvasMouseUp(Sender: TObject; Button: TMouseButton;
Shift: TShiftState; X, Y: Integer);
procedure AddPoin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electAll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DeselectAll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dxCanvasDeletion(Sender: TdxCustomFlowChart;
Item: TdxFcItem);
procedure Button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utton2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utton3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Zoom100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Fit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AutoSys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itBtn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electSystem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ColorBox1Change(Sender: TObject);
procedure Save2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Open1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SolveSysTHClick(Sender: TObject);
//
procedure Initiall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FormCreate(Sender: TObject);
procedure InitTH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ExplSolverClick(Sender: TObject);
procedure Button4Click(Sender: TObject);

- 20 -

private
{ Private declarations }
public
{ Public declarations }
xButton
: Array [0..31] of TBitBtn;
nComps
: Integer;
end;
var
MainForm
IconImage
dxfcModified

: TMainForm;
: TImageList;
: Boolean;

nNode, nLink, nSystem, nHeatBlock : Integer;
Nodes
: Array of TNode;
Links
: Array of TLink;
HeatBlocks
: Array of THeatBlock;
Systems
: Array of TSystem;
IconImageList
x0, y0
xCopy
dTime
Subs
explicitSolver
optionX
PlotPos
exeDir

: Array [0..4] of TImageList;
Integer;
recCopyList;
extended;
Array [1..nSubs] of recSubstance;
: boolean;
: integer = 0; // Option to handle Momentum equation
// 0 : use momentum conservation
// 1 : use simple flow relation
: integer;
: string;

:
:
:
:

implementation
uses TetstProp, RunExec;

HyPEPComp.pas
HyPEPComp.pas는 HyPEP의 콤포넌트의 정의 및 콤포넌트의 property 및 method를
기술하고 HyPEP에서 정의 되는 중요 변수 형태, 예로 물질 구성비를 나타내는
recsubstance 등이 여기에 기술된다. HyPEPComp.pas의 중요 declaration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콤포넌트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콤포넌트의 설명에 기술되어 있다.
unit HyPEPComp;
interface
uses
Windows, Messages, SysUtils, Classes, Controls, ExtCtrls, Graphics,
math, dxflchrt;
Const
nSubs
= 8;
nNodeInfo = 14;
nLinkInfo = 7;
Type
HeatBlockTypes = (PlainHB, HxHB);
recSubsFrac = Array [0..nSubs] of Extended;
RType
= exten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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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PvT

= Record
alpha, gamma
: RType; // Data for P-v-T Eqn.
A
: Array [1..35] of RType;
a_, b_, c_, d_
: RType;
A0, B0, C0, D0, E0
: RType;
Tau_c
: RType;
end;
//----------------------------------------------------------------------recPsat = Record
Tp
: RType; // Data for P-v-T Eqn.
F
: Array [1..10] of RType;
alpha, gamma, Tt, Pt
: RType;
end;
//----------------------------------------------------------------------recCv
= Record
cv, u0, s0, T1, T2, beta : RType;
G
: Array [1..17] of RType; // Data for Cv
eqn.
end;
//----------------------------------------------------------------------recRliq = Record
alpha
: Rtype;
D
: Array [1..7] of RType; // Data for
Liq. Den. Eqn.
end;
//----------------------------------------------------------------------recSubstance = Record
subsName
: string;
PvT_Index, Psat_Index,
Cv0_Index, Rliq_Index : Integer;
// Ganeral Data
R, M, Tc, Pc, rhoc, T0 : RType;
PvTData
: recPvT;
PsatData
: recPsat;
CvData
: recCv;
RliqData
: recRliq;
end;
//----------------------------------------------------------------------//--------------------------------------------------------------------//--------------------------------------------------------------------(* ------ FORWARD Declaration of Objects -------------*)
// Node Components
TNode
= class;
TChemNode
= class;
// Link Component
TLink
= class;
// Heat Block Component
THeatBlock
= class;
// Heat Exchanger Components
THeatX
= class;
TShellTubeHeatX
= class;
TPlateHeatX
= class;
TPrintedCircuitHeatX = class;
THelicalHeatX
= class;
// Circulators and pump Components
TGasCirculator
= class;
TPump
= class;
// Reactor Components
TReactor
= class;
TRx_PBMR
=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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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x_PMR
= class;
// PCU Components
TPCU
= class;
TBrayton
= class;
TRankine
= class;
// HTES Components
THTES
= class;
THTES_Electrolyzer
= class;
THTES_Separator
= class;
THTES_Condenser
= class;
// AC-DC Converter
TAC_DC
= class;
// Thermo-chemical Component
TI_S
= class;
TH2SO4_Decomposition = class;
TBunsen
= class;
THI_Decomposition
= class;
// TH System
TSystem
= class;
(* ------ End of FORWARD Declaration -------------*)
//--------------------------------------------------------------------//--------------------------------------------------------------------recFlowBC = Record time, flow : extended end;
recPresBC = Record time, p
: extended end;
recCopyList = record
ncNode, ncLink : Integer;
cNodes
: Array of TNode;
cLinks
: Array of TLink;
fpt, tpt,
fnode, tNode : Array of Integer;
end;

HyPEPUtil.pas
HyPEPUtil.pas에는

HyPEP실행에

필요한

제반

보조

프로그램을

모아놓았다.

HyPEPUtil.pas의 설명은 보조 프로그램 루틴에 기술되어 있다.
LayoutInfo.pas
LayoutInfo.pas에는 현재 사용자가 모사중인 계통의 배치 및 모든 콤포넌트 및 링크의
현재 열수력 상태를 보여주는 윈도우 창을 보여주는 루틴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CompTemplate.pas
CompTemplate.pas에는 HyPEP의 콤포넌트의 입력창인 CompInp이 정의되어 있으며
Main 프로그램에서 필요시 “modal" 상태로 화면에 나타나 해당 콤포넌트의 입력을 대화
형으로 받아 메모리 (즉 객체의 Property)에 저장하는 임무를 수행 한다.
LinkTemplate.pas
LinkTemplate.pas에는 HyPEP의 링크의 입력창인 LinkInp이 정의되어 있으며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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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필요시 “modal" 상태로 화면에 나타나 해당 링크의 입력을 대화형으로 받
아 링크를 생성하고 입력 변수를 메모리 (즉 객체의 Property)에 저장하는 임무를 수행
한다.
Solver.pas
Solver.pas에는 수치해법의 보조를 하는 루틴이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수치해법의 상
태를 보여주는 solverdisplay 윈도우 창을 가지고 있다 . 실제 수치해법의 각 단계의 수행
은 콤포넌트 와 계통 객체의 method에서 수행하므로 수치 해석에서 solver의 필요성은
없으나, solverdisplay를 통해 수치해석의 현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본 루틴은 개발자
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 level에서는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나머지 루틴들은 Minor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과 물성치 계산을 수행하는 것들로써
본 절 후부에 기술하였다.
2. 콤포넌트 모델 개발
가. 열수력 콤포넌트의 분류 체계 개발
HyPE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hierachical 구조를 적용하여 개발을 진행하
였다. 제 3장 1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소생산 플랜트의 주 계통 및 콤포넌트들이 분류
되어 HyPEP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되었다. 제3장 1절의 분류체계는 HyPEP에서 고려하여
야 할 열수력 현상 및 process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HyPEP의 기본
모델 basis 와 콤포넌트/계통 파레트가 설정되었다.
Hierarchy를 가지는 구조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이 표현하기에 매우 좋은 구조로 객
체지향적 언어의 특성인 ‘inheritance'를 사용하면 쉽게 일관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HyPEP의 프로그램 구조는 수소생산 플랜트를 모의하는 개개의 sub-system 과 콤포넌트
는 일-대-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수소생산프랜트를 모사할 시 사용
자가 1개의 gas circulator둥과 같은 콤포넌트를 모사하면 이는 바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객체의 생성으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
그램의 열수력 콤포넌트의 체계의 설립이 필요하였으며 제3장 1절에 기술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열수력 콤포넌트의 프로그램 객체 분류 체계를 개발 하였다.
본 분류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class는 열수력 노드를 모사하는 TNode class,
노드 와 노드를 연결하는 TLink class 및 열원 및 노드간 열구조물에 의한 열전달을 모사
하는 THeatBlock등 3개의 기본 객체 class로부터 시작하여 TGasCirculator, TReactor 등과
같은 복잡한 객체 class를 객체 지향 프로그램 기법인 inheritance 를 사용하여 분류체계
를 설립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한 분류체계는 그림 3.2.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2.1에서 TdxFlowChart는 HyPEP에서 on-screen system build-up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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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anvas의 객체 class로 TdxfcObject 객체 class 와 TdxfcConnection 객체 class
를 멤버로 가질 수 있다. TdxfcObject 객체 class는 화면상 보이는 graphic element이며
사각형,

원형,

삼각형

등

기본

기하학적

면을

가지고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TdxfcConnection 객체 class는 또다른 화면상의 graphic element이지만 TdxfcObject 와는
달리 기하학적 면이 아닌 선을 표시할 수 있다. HyPEP에서 모든 수소생산 플랜트 관련
graphic 콤포넌트는 TdxFlowChart 객체에 표시된다. HyPEP에서는 TdxfcFlowChartd
class 를 ‘instantiation'을 수행하여 ’DrawingCanvas'라는 객체를 생성하여 여기서 대부분
의 graphic 콤포넌트를 생성, 제거, 복사 등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TdxFlowChart는
미국의 DeveloperExpress 사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Delphi언어 용 VCL (Visual
Component Library)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TSystem

TdxFlowChart
TdxfcObject

TNode

TChemNode
TGasCirculator
TPump

TdxfcConnection

TRx_PBMR

TReactor

TRx_PMR

TSink
TSource
THeatBlock

TPCU

TShellTubeHeatX

THeatX
TBrayton

TPlateHeatX
TPrintedCircuitHeatX

TRankine

THelicalHeatX

THTES_Electrolyzer
THTES

THTES_Separator
THTES_Condenser
TH2SO4_Decomposition

TI_S

TBunsen

inheritance

THI_Decomposition
TFill
TLink
TDrain

그림 3.2.2.1 HyPEP의 콤포넌트 클라스 분류 체계
열수력 부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콤포넌트 인 노드 콤포넌트는 Delphi 프로그램에
서

TNode

객체

class로

대변된다.

TNode

객체

class는

그림

3.2.2.1에서

보듯이

TdxfcObject 객체 class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하였다. 이는 TNode 콤포넌트는
default로 TdxfcObject 콤포넌트의 모든 method 와 property를 가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상에서 특별하게 screen 상의 콤포넌트 와 열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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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콤포넌트를 따로 추적하지 않더라도 항상 screen 상의 콤포넌트 와 열수력 상의 콤
포넌트 간에는 1:1 correspondence가 됨을 보장하게 된다. 이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
법의 큰 장점으로 HyPEP 프로그램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콤포넌트 설계를 수행하였
다. TNode 객체 class 에는 노드를 모사하기위해 필요한 열수력 변수 와 flow-network의
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등이 정의 되어 있다.
TNode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복잡한 TChemNode, TGasCirculator 객체 class등이 분
류되었으며 TNode 와의 inheritance 관계로 인하여 이들 각 콤포넌트는 TNode의 그라픽
기능 뿐 아니라 TNode에서 정의하는 기본 열수력 method 및 property를 을 모두 내재
하고 있다. 각 콤포넌트 객체 class에는 각 콤포넌트 고유의 기능을 모사하기 위해 필요한
method 및 property가 정의되며 이는 TNode의 method 와 property와 함께 access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Reactor 객체 class의 경우 더욱 세분화 하여 TRx_PBMR 객체
class 와 TRx_PMR 객체 class로 inheritance를 통해 세분화 하였다.
TLink 객체 class는

TdxfcConnection 객체 class 로부터 inheritance를 활용하여 생성

하여 링크 열수력 콤포넌트 와 화면상 graphic 연결 선 간의 연계를 설정하였다.
THeatBlock의 경우 화면상의 그라픽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라픽 관련 객
체 class는 없으나, THeatBlock으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는 THeatX 객체 class
에는 멤버로써 일차측 노드 와 2차측 노드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graphic 요소로 screen
상에 표시된다. TPCU, THTES 및 TI_S는 sub-system 객체 class로 이들은 멤버로써
TNode, TLink 및 기타 콤포넌트들을 내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System 객체 class는 열수력 flow-network를 표현하는 객체 class로 근본적으로 열수
력적으로 연결된 일개의 계통을 모사한다. TSystem에는 유체의 종류 와 Makeup, 종국적
으로 압력 메트릭스를 구하기 위한 method, 계통을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 와 객체 list,
링크의 개수 와 링크 객체 list 등이 정의되며 프로그램 상에서 계통의 열수력 계산이 본
객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콤포넌트의 프로그램 상 구현은 기본 콤포넌트 와 상당수의 inheritance 콤포넌
트에 대하여 구현이 되어 있으나 연구의 중단으로 전체적으로 완성된 구현은 실현하지
못하였다. 각 콤포넌트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3.2.2.2는 HyPEP beta 버전의 작동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3.2.2.2의 Drawing
Canvas 가 TdxfcFlowChart의 한 instantiation이며 그림에서 보듯이 각종 콤포넌트가
Drawing Canvas에서 그라픽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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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HyPEP beta 프로그램 작동 화면

나. 기초 콤포넌트 객체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열수력 콤포넌트 분류 체계중 중요한 기본 콤포넌트를 대상
으로 프로그램상 구현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TNode 객체 Class
TNode 객체 class는 TdxfcObject로부터 정의된다. TNode 객체의 프로그램 구현은 아
래와 같다.
-----------------------------------------------------------------------------------(* Node type Object classes *)
TNode = class (TdxfcObject)
private
public
Name
BC_Node

: string;
: Boolean;

// Index Specifications
compIdx,

// Component Index

ArrayIdx,

// Index for all Node array

SysIdx,
MatIdx

// Index Showing which System this Node belongs
: Integer;

// Index showing the position in the P-solve Matrix Array

// Link Specification section
nInLink,

// Number of inlet

nOutLink,

// Number of outlet links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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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tLink

: integer;

// Total number of connected links

InLinks,

// Array of inlet

OutLinks,

// Array of outlet links

TotLinks

: Array of TLink;

links

// Array of total

links

// Block Specification
nHBlock

: integer;

moved

: boolean;

HBList

: Array of THeatBlock;

// for Heat-exchanger
papa, child

: TNode;

HX_eff, dT12
HX_type

// Parent/child Node if any

: extended;

: integer;

// Thermal hydraulic properties
//
subsFrac

: recSubsFrac;

P, T, h, s, u, v,{ Sm, Sh, }

// Obvious variables

xt,

// vol * dtime

dP, P_old,

// pressures (new & old)

dP_src,

// p-source used for pump/circulator/compressor

dP_grav,

//
//

// gravity turbines (?)

dh, h_old,

// enthalpy

rho, rho_old,

// net density

(new & old)

vol, varea, vleng,

// physical volume (m3)

drho_dP, drho_dh,

//

Src_h,

// enthalpy source (may be replaced by a function in future)

Src_m,

// mass source

a11, a12, a21, a22,

// Matrix (during matrix operation)

S1, S2,

// Vector (during matrix operation)

alp11, alp12, alp21, alp22,

// Inverse Matrix (during matrix operation)

Sig1, Sig2

: extended;

// Vector (during matrix operation)

phi1, phi2

: Array of extended;

constructor Create(var dxCanvas : TdxFlowChart; Idx, x, y : Integer) : override;
destructor Destroy; override;
procedure NodeInfo (xList : TStrings);
procedure CalcTHstate;
procedure Prepare_for_P_Matrix;
procedure UpdatePressure (delP : extended);
procedure get_T_from_P_h;
procedure new_h;
procedure explicit_rho;
procedure explicit_h;

published
end;
------------------------------------------------------------------------------------

위 프로그램 list 중 “TNode = class (TdxfcFlowChart)"는 TNode 객체 class가 그라픽

- 28 -

객체 class 인 TdxfcFlowChart로부터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Node 객체는 그
라픽 상 1개의 면 shape을 가지는 것이 보장된다.
상기 프로그램 list중 index 부분은 현재의 노드 객체가 어떠한 콤포넌트의 노드인를
나타내는 compIdx, 총 node list에서 몇 번째에 현재 노드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ArrayIdx 그리고 현재의 노드객체가 어떤 system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sysIdx 등 3개의 index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 객체에는 여러개의 link 객체가 연결될 수 있으며 link의 연결형태에 따라 inlet이
거나 outlet이 될 수 있다. HyPEP 프로그램 구현 시 inlet 과 outlet을 별도로 list를 작성
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TNode 객체 class의 주요 멤버 (property)에는 링크
객체 개수를 나타내는 nInLink, nOutLink 가 있으며 이에대한 link 객체의 개수가 Array
형태의 InLinks 와 OutLinks에 저장된다. Array 크기는 dynamic 하게 결정되므로 실제적
으로 노드에 연결되는 link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Array 크기의 결정은 Delphi 명령인
setlength 명령을 사용하여 새로운 link가 연결 또는 제거될 시 마다 dynamic하게 결정
될 수 있다. 연결되는 link에 대한 bookkeeping은 TdxfcObject에서 이미 제공하므로
TNode에서 이를 따로 코딩할 필요는 없다.
유사한 방법으로 노드에 연결된 heat block의 개수 (nHBlock) 와 list (HBList)를
TNode가 가지고 있으며 역시 dynamic 한 memory allocation방법을 적용하여 노드에 연
결하는 heat block에 대한 개수의 제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현재의 노드가 열교환기 객체인 THeatX의 멤버인 경우 현재의 노드가 열교환기 객체
에 있어 일차측 노드 인지 이차측 노드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드가 일차측인 경우 papa에는 nil 이 기록되고 child에는 이차측 노드가 기록된다. 반면
현재의 노드가 이차측인 경우 papa에는 일차측 노드가 기록되고 child에는 “nil” 이 기록
되게 된다.
TNode 객체 class 에는 수치 해법 및 성능 계산에 필요한

기본 변수 (scalar 형)이 모

두 기록된다. 이러한 기본변수로는 압력, 온도, 엔탈피, 밀도, 등 열수력 조건을 결정 짓는
변수와 수치해법에 필요한 2x2 메트릭스 요소인 a11, a12, a21, a22 와 벡터를 나타내는
s1, s2등이 포함된다.
TNode에서 정의되는 method 로는 다음이 있다
- NodeInfo : 현재 노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문자열 객체인 xList에 기록
- CalcTHState : 열수력 property 루틴등을 사용하여 현재의 열수력 조건을 계산
- Prepare_For_P_matrix : 수치해법의 pressure matrix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 수행
- UpdatePressure : P 메트릭스로부터 계산된 delP를 가지고 새로운 압력을 구함
- get_T_form_P_h : 노드의 현재 압력 과 엔탈피를 가지고 열수력 property 루틴을
사용하여 온도를 구함
- new_h : 노드의 새로운 엔탈피를 구함
- explicit_rho, explicit_h : 시험용 explicit 수치해법에서 사용하는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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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P 개발 기간 주에는 TNode에서 정의하는 모든 멤버 함수 와 변수를 “Public”으
로 선언되어 외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변수/함수만 public으로 선언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TLink 객체 Class
TLink 객체 class는 TdxfcConnection 객체 class로부터 정의된다. TLink 객체의 프로그
램 구현은 아래와 같다.
-----------------------------------------------------------------------------------(* Link Type Object Classes *)
TLink = class (TdxfcConnection)
private
public
Name

: string;

ArrayIdx, sysIdx, compidx
vel, mass

: Integer;
: extended;

srcNode, destNode, DonorNode : TNode;
massflow, jarea, jleng
moved
P, T,
u, u_old,

//

: extended;
: Boolean;

// pressure / temp (donor prop)
// velocities (new & old)

Aj,

// flow area

fT,

// total flow resistance

phi1j, phi2j,
rhoj,
hj,
dP_extra,
etaj, thetaj
BC_Link

//
//

: extended;
: Boolean;

constructor Create(Owner: TComponent) : override;
destructor Destroy; override;
procedure LinkInfo (xList : TStrings);
procedure UpdateVelocity;
procedure CalcTH;
procedure explicit_update;

published
end;
------------------------------------------------------------------------------------

TLink 객체 class의 index는 TNode 객체와 유사하게 ArrayIdx, CompIdx 및 sysIdx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수의 역할은 TNode 경우와 같으나 index에는 Node array 가 아닌
link array에 대한 값이 저장된다. SrcNode, DestNode 변수에는 각각 사용자가 링크를 생
성하여 두 개의 노드형 콤포넌트를 연결하였을시 source의 노드 와 destination에서의 노
드가 저장되며 DonorNode 변수에는 현재 유속의 방향을 고려하여 유체가 흘러오는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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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즉, donor 노드가 저장된다. 따라서, SrcNode 와 DestNode는 GUI 에 의하여 결전
되어 사용자가 변경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변수의 변화가 없으나 DonorNode 변수의 경
우 유속이 산출되는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링크 콤포넌트의 열수력 조건을 충분히
기술하기 위한 열수력 변수들과 수치계산에 필요한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현재의 노
드 콤포넌트가 경계 조건을 정의하는 노드인지 알려주는 BC_Link 변수가 불리안 변수 형
태로 정의되어 있다.
TLink 객체 class 에서 정의되는 method 로는 다음이 있다
- LinkInfo : 현재 링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문자열 객체인 xList에 기록
- UpdateVelocity : 새로운 time-step에서의 새로운 유속을 구함
- CalcTH : 링크의 현재 열수력 property를 구함
- new_h : 노드의 새로운 엔탈피를 구함
- explicit_update : 시험용 explicit 수치해법에서 사용하는 루틴
THeatBlock 과 THeatX 객체 Class
THeatBlock 객체 class는 TObject 기본 객체 class로부터 정의된다. THeatBlock 객체의
프로그램 구현은 아래와 같다.
-----------------------------------------------------------------------------------(* HeatBlock Type Object Classes *)
THeatBlock = class (TObject)
private
public
HBType

: HeatBlockTypes;

Idx, nHBNode, compIdx
delT, eff_th
HBNode1, HBNode2
name
Heat_add
t1, t2
k

: Integer;
: extended;
: TNode;
: String;
: extended;
: extended;
: extended;

published
end;
THeatX = class (THeatBlock)
private
public
HxNode1, HxNode2
Block
effectiveness, delT

: TNode;
: THeatBlock;
: extended;

end;
------------------------------------------------------------------------------------

THeatBlock 객체 class의 HBType에는 Heat Block의 형태 즉, 관 형태, plate 형태, 나
선 튜브 형태등을 분류하는 값이 들어가도록 추후를 위해 reserve 되어 있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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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Block 객체 class의 index로는 Idx, nHBNode 및 CompIdx로 구성되어 있다. Idx 변
수에는 Heat Block array에 대한 값이 저장되며 nHBNode에는 현재의 Heat Block에 연
결된 노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Heat Block은 1개의 node 와 연결되어 있으나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2개의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 CompIdx는 콤포넌트 종류를 나타
내는 변수이다. HBNode1 과 HBNode2 변수는 heat block 객체에 연결된 노드를 저장하
며 열교환기의 heat block 콤포넌트를 제외하고는 HBNode1 만 유효하고 HBNode2에는
nil이 저장된다. THeatBlock에 대한 method에는 필요한 루틴이 없이 진행되었다.
THeatX 객체 class는 THeatBlock 객체로부터 정의된다. THeatX 객체 class는 열교환기
를 모사하며 1개의 Heat Block 객체 와 2개의 노드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
TSystem 객체 Class
TSystem 객체 class는 TObject 기본 객체 class로부터 정의된다. TSystem 객체의 프로
그램 구현은 아래와 같다.
-----------------------------------------------------------------------------------// System object class
TSystem = class (TObject)
Private
Public
nNodesys, nLinkSys

//

: Integer;

MatP

: Array of Array of Extended;

RHS

: Array of Extended;

NodeList

: Array of TNode;

LinkList

: Array of TLink;

subsList

: Array of recSubstance;

destructor Destroy;
procedure Setup_Matrix;
procedure Solve_P_matrix (var Max_P_error : extended);

published
end;
------------------------------------------------------------------------------------

TSystem 객체 class는 flow-network를 모사하기 위해 정의되었으며 각각의 TSystem
객체는 노드, 링크의 array 와 개수, flow-network의 유체 구성을 나타내는 sublist, 그리
고 수치 해법에 필요한 pressure 메트릭스 변수 MatP 와 벡터 변수 RHS로 정의되어 있
다. TSystem 객체는 서로 연결된 노드 와 링크의 집합체로 수치 해석이 가능한 하나의
열수력 계통을 나타낸다. TSystem 내의 노드 와 링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유체
를 공유 할 수 있으며 수치 해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TSystem에 있는
Heat Block은 explicit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각 노드의 Heat Block Specification
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전체 수소생산 플랜트에는 1개 이상의 TSystem을 모사할 수 있으며 두 개의 Tsystem
은 Heat Block을 통하여 inter-action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각 TSystem 간의 유체의 교
환은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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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ystem 객체에는 2개의 method 가 정의되어 있으며 모두 system의 pressure 메트릭
스의 해를 구하기 위해 정의 되어 있다. pressure 메트릭스를 구성하는 coefficient의 값은
TNode 및 TLink의 method를 통해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TSystem의 method
에서의 프로그램 구현은 매우 간단한 loop이 전부이다.
다. 기타 주요 콤포넌트 객체
본 절에서는 기초 콤포넌트로부터 정의되는 기타 콤포넌트에 대해 기술하겠다. 여기서
기술하는 콤포넌트는 프로그램의 구현이 연구의 3차년도에 수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어서 세부 모델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skeletal 형태로 HyPEP 프로그램에 코
딩 되어 있다.
TPCU 객체 Class
TPCU 객체 class는 기본 객체인 TObject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수소생산
플랜트에서 전기생산을 수행하는 PCU (Power Conversion Unit)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Flow-network 계산에 있어 TPCU 객체는 전체 PCU를 하나의 lumped parameter
기반의 노드 객체로 간주한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전체 PCU 계통을 대변하는 압력, 온도,
압력 손실 등을 입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의 조건 과 계산된 조건이 상이할
경우 Outer-iteration을 수행하게 된다.
TPCU 객체 class는 가스를 매체로 하는 Brayton Cycle을 모사하는 TBrayton 객체
class 와 물/증기를 메체로 하는 Rankine Cycle을 모사하는 TRankine 객체 class로 구분
된다.
TBrayton 객체가 모사하는 Brayton Cycle의 계통도 와 T-S diagram을 그림 3.2.2.3 에
나타내었다.
Generator

6

T
IHX

Turbine

Reactor

Turbine

7

6

Recuperator

5'

4
Reactor
IHX

3
Intercooler

5
2

Low Pressure
Compressor

Recuperator

Recuperator

High Pressure
Compressor

4
1

Precooler

7

5

8

2

HCP

LCP

3

1

8
8'
Precooler

Intercooler

S

그림 3.2.2.3 TBrayton이 모사하는 계통도 및 T-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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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rayton의 모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sub-component 객체가 정의되어 있다.
-

Gas turbine component (TBraytonGasTurbine)
Compressor component(TBraytonCompressor)
Pre-cooler component(TBraytonPreCooler)

-

Inter-cooler component(TBraytonInterCooler)
Recuperator component(TBraytonRecuperator)

TRankine 객체가 모사하는 T-S diagram을 그림 3.2.2.4 에 나타내었다. TBrayton 과
같이 TRankin도 모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부 sub-component로 구성되도록 고안하였
다.
-

Steam generator component(TRankineSteamGenerator)

-

Steam turbine component (TRankineSteamTurbine)

-

Condenser component(TRankineCondenser)

-

Pump component(TRankinePump)

TBrayton 및 TRankine 객체 class에 대한 코딩 및 구현은 HyPEP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수행 되었고 TBrayton의 경우,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 코딩 및 구현되어 단일 시험 중
이었다.

그림 3.2.2.4 TRankine이 모사하는 T-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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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ES 객체 Class
THTES 객체 class는 기본 객체인 TObject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수소생
산 플랜트에서 고온 전기 분해 공정으로 수소생산을 수행하는 고온 전기 분해 계통
(HTES :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System)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어있다. TPCU 와
마찬가지로 Flow-network 계산에 있어 THTES 객체는 전체 고온전기분해 계통을 하나의
lumped parameter 기반의 노드 객체로 간주하므로 사용자는 전체 고온전기분해 계통을
대변하는 압력, 온도, 압력 손실 등을 입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Inner-iteration 결과 계
산 과 사용자 입력의 조건이 상이할 경우 HyPEP 프로그램에서는 Outer-iteration을 구동
하게 된다.
HyPEP에서 모사하는 고온전기분해 계통의 schemeatic diagram은 그림 3.2.2.5 와 같
다. 그림에서 와 같이 THTES 객체 class는 열교환기, 전기분해기 (Electolyser), 응축기
(Condenser), 분리기 (Separator), 수소 공급기, 물 공급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TES에
서 수소생산에 사용하는 화학식 모델은 다음과 같다.
n1 H2O + n2 H2 = n3 H2 + (n1 + n2 + n3) H2O + (n3 - n2) /2 O2

(3.2.1.1)

상기 화학식의 n1, n2, n3는 사용자의 입력 사항으로 이를 조절함으로써 수소의 재순환
비를

조절할

수

있다.

전기분해

계통이

요구하는

전기

에너지

와

열

에너지는

equi-potential table을 통하여 얻게 된다. THTES 객체의 주요 계산 변수로는 수소생산량,
전기 및 열 에너지 소비량 등이 있으며 이들 값은 최종 수소생산 효율 계산에 활용된다.
THTES 객체 class는 다음과 같은 세부 콤포넌트의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다:
- 전기분해기 콤포넌트 (THTESElectrolyzer) : 전기분해기를 모사하며 화학반응이 이
콤포넌트에 포함된다.
- 분리기 콤포넌트 (THTESSeparator) : 수소, 산소 및 증기를 분리하는 분리기를
모사한다.
- 응축기 콤포넌트 (THTESCondenser) :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응축기를 모사한다.
THTES 객체 class에 대한 코딩 및 구현은 HyPEP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수행 되었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 코딩 및 구현되어 단일 시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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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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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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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THTES 객체 class의 고온전기 분해 공정 모델
TTCS 객체 Class
TTCS 객체 class는 기본 객체인 TObject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수소생산
플랜트에서 열화학 공정으로 수소생산을 하는 열화학 계통 (TCS : Thermo-Chemical
System)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어있다. TPCU 와 마찬가지로 Flow-network 계산에 있어
TTCS 객체는 전체 열화학 공정 계통을 하나의 lumped parameter 기반의 노드 객체로
간주하므로 사용자는 전체 고온전기분해 계통을 대변하는 압력, 온도, 압력 손실 등을 입
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Inner-iteration 결과 계산 과 사용자 입력의 조건이 상이할 경우
HyPEP 프로그램에서는 Outer-iteration을 구동하게 된다.
HyPEP에서 모사하는 열화학 공정 계통의 schemeatic diagram은 그림 3.2.2.6 과 같다.
그림에서

와

같이

TTCS

객체

class는

황산

분해

반응을

모사하는

“H2SO4

Decomposition” 유니트, 분젠 반응을 모사하는 “Bunsen Reaction" 유니트, 수산화 요드의
분해/농축을 모사하는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유니트 와 열교환기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현재 열화학 공정에 대한 간단한 모델링이 없고 세계적으로 아직 상업용으
로 완전히 setup이 되어 있는 열화학 공정이 없어 코딩 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HyPEP에
서 열화학 공정은 매우 간단한 수준에서 프로그램화 되었으며 각 세부 공정에서 요구하
는 전기 및 열 에너지 소모량을 모델링 없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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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O2 +
H2O

H2SO4

H2SO4 Decomposition
H2SO4 → ½O2 + SO2 + H2O

O2

I2

2HI

Bunsen Reaction
H2SO4 + 2HI ← I2 + SO2 + 2H2O

2HI → I2 + H2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H2
그림 3.2.2.6 TTCS 객체 class의 열화학 공정 모델
TTCS 객체 class에 대한 코딩 및 구현은 HyPEP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수행 되었고 독
립적인 프로그램에서 코딩 및 구현되어 단일 시험 중이었다.
TGasCirculator 객체 Class
TGasCirculator 객체 class는 TNode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가스 순환기를
모사하도록 고안 되었다. TGasCirculator 객체 class에는 가스 순환기가 주어진 head 값으
로 작동 시 요구되는 power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는 empirical 상관식등이 내재되어 있
다. 가스 순환기의 adiabatic efficiency, 유량등 계산에 필요한 입력은 사용자가 입력
template를 통해 입력하도록 고안되었다.
가스 순환기가 요구하는 pumping work 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
1
W&CP =
m& c pT ⎢ rpCP
ηCP
⎣

γ −1
γ

( )

⎤
− 1⎥
⎦

(3.2.1.2)

여기서,
WCP

= required work for compressor

cp

=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m

= mass flowrate

CP
rp

= pressure ratio
= Pout/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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ϒ

= the ratio of specific heats (= cp/cv)

ηCP

= adiabatic efficiency of compressor

가스순환기의 pumping work는 mechanical efficiency 및 AC-DC efficiency등을 고려
하여 가스순환기가 요구하는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플랜트의 수소생산
효율 계산시 활용된다. 코딩 및 구현은 HyPEP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수행 되었고 독립적
인 프로그램에서 코딩 및 구현되어 단일 시험 중이었다.
TChemNode 객체 Class
TChemNode 객체 class는 TNode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화학반응을 모사
하도록 고안된 특별한 노드 객체로 간주 할 수 있다. TChemNode에서는 여러 물질로 구
성된 유체의 구성비가 화학식에 의해 변할 수 있도록 고암되어 있다. HyPEP 프로그램에
서 각 노드에는 subsFrac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 변수는 물질의 array를 가지는
recSubsFrac 변수형으로 HyPEP에서 모사 가능한 모든 물질에 대한 구성비가 저장되어
있다. 화학 반응이 없는 경우 일개의 TSystem 내에서는 이 구성비가 변하지 않으나
TChemNode 를 TSystem 에 부가하면 이 구성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구성비에 대한 변
화는 TChemNode에서 화학식을 정의하여 계산하도록 고안하였다. 연구의 중단으로
TChemNode의 코딩 과 구현은 실행하지 못하였고 Dummy 객체 class로 코딩 되어 있다.
TReactor 객체 Class
TReactor 객체 class는 TNode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며 고온가스로를 모사
하도록 고안 되었다. TReactor 객체 class를 기본으로 inheritance를 통해 Pebble 형 고온
가스로를 모사하는 TRxPebble 객체 class 와 Prismatic 형 고온가스로를 모사하는
TRxPrismatic 객체 class등 2개의 객체 class가 정의되어 있다. TReactor 객체 class에는
일개의 노드 와 다수의 Heat Block 객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열원을 쉽게
모사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TReactor 객체는 연구의 중단으로 코딩 과 구현은 실행하
지 못하였고 Dummy 객체 class로 코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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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UI 주요 기능 개발
HyPEP 프로그램은 사용자와의 interface를 그라픽으로 처리하도록 GUI 의 개발에 집
중하였다. HyPEP의 workspace는 그림 3.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in Menu 섹션,
Drawing Canvas 섹션, 콤포넌트 파레트 로 크게 구분되며 콤포넌트 객체의 생성 시 자
동으로 Pop-Up하는 콤포넌트 입력 폽-업 윈도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기능에
따라 작동되는 여러 가지 GUI 요소가 있으며 이들은 해당 내용에서 언급을 하였다.
Drawing canvas는 모든 열수력 콤포넌트 객체의 그라픽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으
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콤포넌트 및 계통을 배치하는 곳이다. Drawing canvas 자체는
Delphi 객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객체 형태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사용자는 콤포넌트
파레트로부터 필요한 콤포넌트를 선정하고 이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Drag-Drop 방식으로
Drawing Canvas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의 콤포넌트 객체를 생성한다. 이때, 콤포넌트 입
력 폽업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나 사용자는 폽업 윈도우를 통해 필요한 변수 값을 입력한
다. 다음에는 HyPEP GUI 루틴에 대한 주요 기능 과 사용법을 기술하였다.
가. On-Screen 계통 build-up 체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yPEP에서는 계통의 build-up을 전면적으로 그라픽적 및
대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래에는 콤포넌트 객체를 새롭
게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콤포넌트의 생성
HyPEP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Drawing Canvas에 새 콤
포넌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1) 콤포넌트 파레트에서 원하는 콤포넌트 (예, circulator, reactor, 노드 등)를 마우스로
선정하여 왼쪽 클맄한다.
2) 마우스를 왼쪽클맄한 상태에서 drawing canvas에서 원하는 콤포넌트를 생성할 위
치로 이동한다.
3) 위치에 도달하면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중단한다.
4) 마우스 왼쪽클릭 중단 과 함께 원하는 콤포넌트의 icon이 Drawing Canvas에 생성
된다.
5) Icon 생성 직 후 자동적으로 해당 콤포넌트 입력용 폽업 윈도우가 화면에 뜬다.
6) 사용자는 폽업 윈도우의 입력창에 기재된 입력 사항에 대한 입력을 수행한다.
7) 입력을 마치면 폽업 윈도우의 ‘OK' 버튼을 눌러 콤포넌트 생성을 마무리한다.
그림 3.2.3.1은 상기와 같은 콤포넌트 생성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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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넌트 파레트 와 Drawing Canvas로의 Drag-Drop

콤포넌트 입력 폽업 윈도우
그림 3.2.3.1 HyPEP 콤포넌트 생성 예재
이상의 콤포넌트 생성 방법을 원하는 모든 콤포넌트를 Drawing Canvas에 생성 kg 때
까지 계속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계통의 콤포넌트가 모두 생성은 되나 콤포넌트 간의 연
결은 수행 되지 않은 상태며 사용자는 콤포넌트 간의 연결을 실행하여야 한다.
콤포넌트의 연결
Drawing canvas에 생성한 콤포넌트간의 연결은 크게 2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
다. 2가지 방법 모두 완료시 링크 객체를 생성하게 된다:
방법 1:
1) 연결에서 source 측이 되는 “from component"를 선정하여 마우스로 왼쪽 클릭한다.
왼쪽클릭한 콤포넌트에는 ”selection"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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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에서 destination 측이 되는 “to component"를 선정하여 오른쪽 2번 클릭을 수
행하면 ”Connection Wizard"가 폽업한다.
3) Connection Wizard에서 필요한 연결 부위를 선정하여 마우스로 클릭한다.
4) ‘OK' 버튼을 눌러 연결을 마무리 한다.
방법 2:
1) 연결에서 source 측이 되는 “from component"를 선정하여 마우스로 왼쪽 클릭한다.
왼쪽 클릭한 콤포넌트에는 ”selection" 표시가 된다.
2) 연결에서 destination 측이 되는 “to component"를 선정하여 shift 키를 누른채 왼쪽
클릭을 수행한다.
3) "from component" 외 “to component" 모두 ”selection" 표시가 된다.
4) Drawing canvas의 빈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여 Main 폽업 메뉴를 불러낸
다.
5) Main Pop-up 메뉴 중 “Make Link" 메뉴를 선택하여 작동시킨다.
6) Connection Wizard에서 필요한 연결 부위를 선정하여 마우스로 클릭한다.
7) ‘OK' 버튼을 눌러 연결을 마무리 한다.
그림 3.2.3.2는 콤포넌트 연결시 작동되는 “Connection Wizard"의 일례를 보여준다.

Connection
Wizard
Points

Connection
Wizard

그림 3.2.3.2 콤포넌트 Connection Wizard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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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Connection Wizard"에는 "from component" 와 ”to component"의
종류 및 Icon이 표시되고 연결이 가능한 연결 부위가 “enable" 된다. ”Connection
Wizard"는 시도중인 연결의 from- 및 to- 콤포넌트를 평가하여 연결이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내 자동적으로 이들 만 나타내고 연결이 불가능한 포인트는 감추어 준다. 이러한 지
능적인 프로그램 기능으로 “Text-based" 입력 체계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사용자의 연
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콤포넌트 및 링크의 제거
일개의 콤포넌트 또는 링크 혹은 이러한 콤포넌트 와 링크의 그룹의 제거는 다음과 같
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1) 제거할 콤포넌트 또는 링크를 마우스로 왼쪽클릭 하여 선정한다. 이때 선정한 콤포
넌트/링크는 “Seleted" 상태로 표시된다.
2) 제거할 콤포넌트/링크를 추가하고자 하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클
릭하여 제거할 콤포넌트/링크를 선정한다. 모든 선정된 콤포넌트 와 링크는
“selected" 상태로 표시된다.
3) 모든 제거 대상 콤포넌트/링크가 선정되었으면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른다.
4) 제거를 확인하는 “message box"가 화면 상에 나타나면 경우에 따라 ‘yes' 혹은 ’no'
버튼을 눌러 제거를 수행하거나 취소한다.
콤포넌트의 제거시 제거를 당하는 콤포넌트에 연결된 링크는 모두 자동적으로 제거 되
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모델링 실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불완전한 링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현재의 HyPEP 프로그램에는
“undo" 기능이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 HyPEP 최종 버전에는 undo 기능을 설치할 것
으로 연구 중이었다. HyPEP GUI에는 이외에 multi-component selection 기능, 계통
import 기능, file save/load/saveas 기능 등이 있다.
나. Interactive 메뉴
HyPEP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메뉴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메뉴를 GUI를
통해 쉽게 선정하여 구동할 수 있다. HyPEP의 대화형 메뉴는 크게 1) 메인메뉴, 2)
Drawing Canvas Pop-up 메뉴, 3) Toobar 메뉴 및 4) 개발자 메뉴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각 메뉴의 화면상 위치는 그림 3.2.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메뉴에는 HyPEP 파일 읽기/저장/import 와 같은 필수 기능 부터 사용자 편의성을 위
한 기능, 개발자에 필요한 기능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자 메뉴는 개발시 필요한 옵션
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포함하며 HyPEP 최종 버전에서는 사용자에게 "open" 되
지 않을 예정이었다. 다음에는 각 메뉴의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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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Menu
Main Menu
Toolbar Menu

Drawing Canvas
Pop-Up Menu

그림 3.2.3.3 HyPEP 프로그램 메뉴의 배치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 New : 새로운 HyPEP 해석 케이스 생성 한다.
￭ 어떠한 HyPEP 케이스를 수행 중인 상태에서 본 명령을 수행하면 사용자에게 현재
수행중인 케이스를 저장 할 것인지를 묻는 message box가 modal 상태로 수행된다.
사용자의 응답여부에 따라 현 케이스는 저장이 되거나 discard 된다. New 명령의
수행은 현재 Drawing Canvas에 있는 모든 콤포넌트 및 링크를 제거하게 되며
HyPEP은 새로운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한 initialization sequence를 시작한다.
- Load : 이전에 저장한 HyPEP 해석 케이스를 다시 불러온다
￭ New 명령 과 유사하게 어떠한 HyPEP 케이스를 수행 중인 상태에서 본 명령을 수
행하면 사용자에게 현재 수행중인 케이스를 저장 할 것인지를 묻는 message box가
modal 상태로 수행된다. 사용자의 응답여부에 따라 현 케이스는 저장이 되거나
discard 된다. 이후 fileopen 대화상자가 화면에 나타나고 사용자는 이에따라 이전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온다. 불러오는 HyPEP 파일은 2개로 GUI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확장자가

'.hypep'

인

파일

과 열수력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hypepdata'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이 2개의 파일에는 사용자가 build-up 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재현하기에 필요한 graphic 및 열수력 정보를 가지고 있다. HyPEP
저장 파일을 성공적으로 Load 한 경우, HyPEP은 현재 Drawing Canvas에 있는 모
든 콤포넌트 및 링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한 initialization을 한
후 Load 한 파일의 정보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저장하였던 계통을 다시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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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 현재의 HyPEP 해석 케이스를 파일로 저장한다
￭ 이 명령은 현재 모중인 해석 케이스를 저장하는 명령이다. 명령을 수행하면 SaveFile
대화창이 나타나고 사용자는 파일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directory에서 골르면 주
어진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면서 현재 해석 케이스가 저장되며 default 파일 확장자
가 ‘.hypep' 인 파일에는 그라픽 관련 정보가 저장되고 default 파일 확장자가
’.hypepdata' 파일에는 열수력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이 이미 존재
할 경우에는 message 창이 나타나 file overwrite의 확인을 요구한다. 이때 사용자는
확인을 해서 파일을 overwrite하거나 취소를 해서 overwrite를 방지할 수 있다.
- SaveAs : 현재의 HyPEP 해석 케이스를 다른 이름의 파일로 저장한다
￭ 이 명령은 현재 모사중인 해석 케이스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명령이다. 명령을
수행하면 Save 명령과 같이 SaveFile 대화창이 나타나고 사용자는 파일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directory에서 고르면 주어진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면서 현재 해석 케이
스가 저장되며 default 파일 확장자가 ‘.hypep' 인 파일에는 그라픽 관련 정보가 저
장되고 default 파일 확장자가 ’.hypepdata' 파일에는 열수력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
하려고 하는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message 창이 나타나 file overwrite의 확
인을 요구한다. 이때 사용자는 확인을 해서 파일을 overwrite하거나 취소를 해서
overwrite를 방지할 수 있다.
- Import : 이전에 저장하였던 케이스 파일의 계통을 현재 모사중인 케이스로 수입한다.
￭ Import 명령은 이전에 모사하여 저장한 계통 및 콤포넌트를 수입하여 현재 모사중인
케이스에 추가 할 때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단, 현재 열수력 파일의 import 기
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가 중단되어 본 기능은 충분한 코딩이 되지않은
상태이다.
- Print : 현재 HyPEP 화면을 프린트 한다.
￭ Print 명령은 현재 HyPEP 화면을 Capture 하여 이를 프린터로 보내 인쇄를 수행하
는 명령이다. 사용자가 print 명령을 수행시키면 화면에 PrintDialog 대화창이 나타나
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printer의 setup 및 인쇄 페이지의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기능은 windows API에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익숙한 윈
도우 환경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옵션 메뉴
옵션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 Snap : 콤포넌트를 Drawing Canvas에 배치할 때 주기적인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메뉴
￭ Snap 메뉴는 check 형태로 사용되며 snap 메뉴가 check 되어 있는 상태이면
Drawing Canvas 상의 모든 콤포넌트는 “snap interval" 에 따라 ”snap" 되어 배치된
다. 이는 각 콤포넌트의 열 과 행을 예쁘게 맞추고 싶을 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
다. 현재 HyPEP의 snap spacing은

x, y 방향 모두 8 픽셀로 주어져 있다. 단,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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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snap이 제대로 안되는 bug를 발견 하였으나 과제의 중
단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 Canvas Color : HyPEP Drawing Canvas의 바탕색을 바꾸는 명령
￭ Canvas Color 명령을 수행하면 Color Pick 대화창을 화면에 나타낸다. 사용자가
Color Pick 대화창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면 Drawing Canvas의 바탕색이 원하는 색
으로 변경된다.
- ShowStat : 개발자 메뉴 파넬을 나타내거나 숨기는 메뉴
￭ ShowStat 메뉴는 toggle switch 처럼 작동하며 toggle switch의 상태에 따라 개발자
메뉴를 나타내거나 숨긴다. 개발자 메뉴에는 프로그램 개발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필요없는 정보 와 프로그램의
data를 debugger가 없이도 프로그램 수행시 그때 그때 점검할 수 있는 메뉴가 포함
되어 있다. 메뉴에 대한 상세 설명은 “Developer 메뉴” 부분에 기술하였다.
Drawing Canvas 폽업 메뉴
Drawing Canvas 폽업 메뉴는 Drawing Canvas 상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
르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 콤포넌트의 selection 상태 등에 따라 각 sub-menu가
‘enabled' 되거나 ’disabled' 상태로 된다.
- Make Link : 새로운 링크를 생성한다
￭ 2개의 연결가능한 콤포넌트가 “selected" 상태인 경우 이 메뉴는 ”enabled" 상태로
되며 콤포넌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생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방법 중 하나
로 사용된다.
- Add point (Remove Point) : 링크의 그라픽 연결선 요소에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제어
점이 이미 있을 경우 제거한다.
￭ 본 메뉴는 한 개의 링크가 "selected" 상태인 경우에 enabled 상태로 되어 사용이 가
능하다. 링크의 그라픽 요소에는 링크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점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메뉴를 사용하면 제어점을 링크에 추가할 수 있다. 링크의 type이 곡선
인 경우에는 이미 제어점이 필요하므로 본 메뉴는 유효하지 못하다. 곡선이 아닌 링
크가 이미 제어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 메뉴룰 사용하여 제어점을 제거할 수
있다..
- Flip Link : 링크의 from-component 와 새-component를 교환한다
￭ 본 메뉴는 하나 이상의 링크가 “selected" 상태인 경우 ”enabled" 상태로 되어 사용
이 가능하다. 본 메뉴를 사용하면 “select" 한 모든 링크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from-component 가 to-component로 되고 to-component가 from-component로 된다.
빠르게 연결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LineType : 링크의 line type을 설정 한다
￭ 본 메뉴는 하나 이상의 링크가 “selected" 상태인 경우 ”enabled" 상태로 되어 사용
이 가능하다. 본 메뉴는 “select" 한 모든 링크의 연결선 type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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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선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type이 있으며 사용자는 이중 하나를 연결선 type으
로 설정할 수 있다.
. Straight

: 연결선은 직선 type 이다.

. Curve

: 연결선은 곡선이며 제어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 RightH

: 연결선은 수직 및 수평선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수평으로 연결할 때
최적인 모양으로 연결선이 결정된다.

. RightV

: 연결선은 수직 및 수평선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수직으로 연결할 때
최적인 모양으로 연결선이 결정된다.

. Auto

: 위의 4개중 연결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선의 type을 결정한다.

- Select All : Drawing Canvas에 있는 모든 콤포넌트 와 링크를 “selected" 상태로 설정
한다.
- Clear Selection : Drawing Canvas에 있는 모든 “selected" 콤포넌트 와 링크를 해제 시
킨다.
- Select System : 열수력 System으로 연결된 모든 콤포넌트 및 링크를 “selected" 상태로
설정한다.
￭ 본 메뉴는 하나의 콤포넌트가 “selected" 상태인 경우 ”enabled" 상태로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본 메뉴는 “select" 한 콤포넌트 와 연결되어 하나의 열수력 계통을
(TSystem) 이루는 모든 콤포넌트 와 링크를 ”selected" 상태로 설정한다. 본 메뉴를
사용하면 유체를 공유하는 계통을 확인 할 수 있어 실수등으로 계통 과 계통간을 연
결한 경우 등을 쉽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Zoom in : Drawing Canvas의 콤포넌트 와 링크를 시각적으로 확대한다.
￭ 본 메뉴를 사용하여 화면의 콤포넌트 등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Zoom에는 총 5개
의 단계가 있으며 최대 확대 상태에 도달하면 본 메뉴는 “disabled" 상태로 설정된
다.
- Zoom out : Drawing Canvas의 콤포넌트 와 링크를 시각적으로 축소한다.
￭ 본 메뉴를 사용하여 화면의 콤포넌트 등을 축소하여 볼 수 있다. Zoom에는 총 5개
의 단계가 있으며 최대 축소 상태에 도달하면 본 메뉴는 “disabled" 상태로 설정된
다.
- Zoom (100%) : Drawing Canvas의 콤포넌트 와 링크의 zoom 단계를 100% 상태로 돌
린다.
￭ 본 메뉴를 사용하면 빠를게 시각적으로 적정한 zoom 단계인 100% 단계로 화면이
설정된다.
- Fit : Drawing Canvas의 모든 콤포넌트 와 링크를 볼수 있도록 zoom 단계를 설정한다.
￭ 본 메뉴를 사용하면 현재 Darwing Canvas에서 모사중인 모든 계통, 콤포넌트 및 링
크를 한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zoom 단계를 자동적으로 설정한다.
- Clone : Drawing Canvas의 "selected" 콤포넌트를 복제한다.
￭ 본 메뉴를 사용하면 현재 Drawing Canvas에서 "selected"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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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콤포넌트 (링크는 제외)를 복제하여 Drawing Canvas에 첨가한다. 링크가 복제 되
지 않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코딩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가 중단되어서 이며 링크
의 복사등을 원하면 현재로는 "selected" 콤포넌트 등을 파일로 저장한후 “import"
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메뉴 참조).
- Import from file : 메인 메뉴의 “import" 메뉴와 동일하다.
- Union : 여러 콤포넌트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코딩 및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 System Layout : 계통 배치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는 메뉴로 설계하였으나 현재 코딩
및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 BringToFront : 콤포넌트의 z-order를 변경한다.
￭ 본메뉴는 모든 “selected" 상태의 콤포넌트의 z-order를 변경하여 Drawing Canvas
최고 z level에 보낸다. 이에 따라 다른 콤포넌트에 가려 보이지 않던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며 ”selected" 콤포넌트를 가렸었던 콤포넌트가 현재의 콤포넌트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 SendToFront : 콤포넌트의 z-order를 변경한다.
￭ 본메뉴는 모든 “selected" 상태의 콤포넌트의 z-order를 변경하여 Drawing Canvas
최저 z level에 보낸다. 이에 따라 다른 콤포넌트를 가렸던 부분이 z-order의 변경으
로 반대로 가려지게 된다.
Toolbar 메뉴
Toolbar 메뉴에는 비교적 중요한 메뉴들을 모아 사용자가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

‘New' 스피드 버튼 : 메인 메뉴의 ’New' 메뉴 와 기능상 동일하다.

-

‘Load' 스피드 버튼 : 메인 메뉴의 ’Load' 메뉴 와 기능상 동일하다.

-

‘Save' 스피드 버튼 : 메인 메뉴의 ‘Save' 메뉴 와 기능상 동일하다.

-

'Print' 스피드 버튼 : 메인 메뉴의 ‘Print' 메뉴 와 기능상 동일하다.

-

'Copy' 스피드 버튼 : Drawing Canvas의 폽업 메뉴의 ‘clone' 메뉴 와 기능상 동
일하다.

-

'Delete' 스피드 버튼 : 콤포넌트의 제거를 하는 메뉴이나 현재 ‘disabled' 상태로
되어 있다. 기능상 키보드의 ’del' 키의 기능 과 동일하다.

-

‘Copy to Clipboard' 스피드 버튼 : “selected" 콤포넌트 와 링크를 윈도우의
Clipboard에 저장하여 HyPEP 수행 프로그램 간에 쉽게 전달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연구의 중단으로 코딩 및 구현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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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o' 스피드 버튼 : 연구의 중단으로 코딩 및 구현 되어 있지 않음.

-

‘Zoom in' 스피드 버튼 : Drawing Canvas의 폽업 메뉴의 ‘Zoom in' 메뉴 와 기능
상 동일하다.

-

'Zoom out' 스피드 버튼 : Drawing Canvas의 폽업 메뉴의 ‘Zoom out' 메뉴 와
기능상 동일하다.
‘Solve' 스피드 버튼 : 수치해석을 시작하는 메뉴로 현재는 flow network solver

-

만 구동한다.
-

‘About' 스피드 버튼 : 사용하고 있는 HyPEP 버전의 정보등을 보여주는 message
창을 보여주는 메뉴로 현재는 구현되어 있지 않다.

-

‘Help' 스피드 버튼 : 도움말 수행 메뉴, 현재 미구현

-

‘Component Palette Move' 버튼 : 콤포넌트 파레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메뉴.
￭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콤포넌트 파레트의 위치가 변경된다 - left
align -> hide -> right align -> 다시 left align.
‘Change Link Color' ColorBox

-

￭ 현재 ‘selected' 상태로 있는 모든 링크의 연결선 색을 ColorBox에서 설정한 색으로
변경한다.
-

‘Change Link Type' ComboBox
￭ 현재 ‘selected' 상태로 있는 모든 링크의 연결선 Type을 ComboBox에서 설정한 연
결선 type으로 변경한다.

개발자 메뉴 패널
개발자 메뉴 패널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HyPEP 버전에서는 메인메뉴
의 ‘Option -> Showstat' 메뉴를 사용하여 보이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다. 이 메뉴는 주
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pressure 메트릭스, 수치 해법의
각종 상수의 값, 각 콤포넌트의 열수력 상태 등을 테이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HyPEP 프로그램의 내부 데이터 와 현재의 주요 변수등을 볼 수 있는 메뉴 등이 있으며
다음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 BookKeep : 현재 모사중인 전 계통의 노드 개수 와 링크 개수를 Update한다.
￭ 현재 수치 데이터 구조를 re-check 하기 위한 메뉴로 프로그램 검증에 주로 활용된
다.
- View System : 'Solver Display' 창 과 ‘Layout Display' 창을 화면에 나타낸다.
￭ ‘Solver DIsplay' 창은 현재 모사 중인 전체 플랜트에 대해 구성된 pressure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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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값 및 구조를 system 별로 보여준다. ’Layout Display' 창은 system, 노드, 링크
및 heat block array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 ReNumber : 노드 콤포넌트의 numbering을 재수행
￭ 노드의 제거 등으로 numbering에 빈 값이 생기는 등 consistent 하지 못할 경우 재
numbering을

수행한다.

Array

index와는

별개이며

노드의

인식에

필요한

numbering을 뜻한다.
- InitializeTH : 노드 콤포넌트의 열수력 조건을 재 설정
￭ 수치해법의 작동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개발자가 설정한 초기값을 각 노드에 주어주는
메뉴로 시험을 위해 고안된 메뉴이다.
- Advance n steps : 수치 해석의 time step을 n 번 수행
￭ n 값은 메뉴 파넬의 edit 창에 입력한 값을 사용.
- Explicit Solver : HyPEP GUI 개발시 사용한 시험용 explicit solver를 작동 현재는 자
동않함
현재 HyPEP 프로그램은 최종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중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위에 기술한 메뉴는 최종 버전에 구현한 메뉴를 기술한 것이다. 최종 버전의 메뉴는
이와 많은 부분이 다르게 설계되었을 것이다.
다. 콤포넌트 입력
본 절에서는 HyPEP의 주요 콤포넌트가 요구하는 주요 입력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노드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노드 콤포넌트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압력 (bar)
- 온도 (oC)
3

- 콤포넌트 체적 (m )
- 콤포넌트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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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열교환기 콤포넌트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일차측 과 이차측의 온도 차이 (K)
- 열전달 효율 (%)
- 열교환기 Type
￭ 폽업 입력창의 “ComboBox"을 사용하여 type 결정
- 일차측 노드
. 압력 (bar)
o

. 온도 ( C)
3

. 콤포넌트 체적 (m )
. 콤포넌트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 이차측 노드
. 압력 (bar)
o

. 온도 ( C)
. 콤포넌트 체적 (m3)
. 콤포넌트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열발생기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열발생기 콤포넌트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Rated Power Addition (kW)
- 압력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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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온도 ( C)
- 콤포넌트 체적 (m3)
- 콤포넌트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냉각기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냉각기 콤포넌트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Rated Power Removal (kW)
- 압력 (bar)
- 온도 (oC)
3

- 콤포넌트 체적 (m )
- 콤포넌트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Source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Source 콤포넌트는 유체의 경계 조건을 구성한다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압력 (bar)
- 온도 (oC)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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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Source 콤포넌트는 유체의 경계 조건을 구성한다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압력 (bar)
- 온도 (oC)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원자로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원자로 콤포넌트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Rated thermal power generation (kW)
- 압력 (bar)
o

- 온도 ( C)
- 콤포넌트 대표 체적 (m3)
- 콤포넌트 대표 길이 (m)
- 마찰, 중력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 손실 (bar)
￭ 음의 값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diffuser 및 중력에 의한 압력 gain을 모사할 수
있다.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열화학 공정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열화학 공정 콤포넌트의 공정모델은 Black-Box 모델이며 Iodine-Sulphur 공정을 모사
한다.

Iodine-Sulphur

공정은

H2SO4

decomposition,

Bunsen

Reactiorn,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등 3개의 화학 공정으로 구성된다.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열교환기 압력 손실 (bar)
- 열교환기 효율 (%)
- 가스 순환기 효율 (oC)
- H2SO4 decomposition 화학 반응의 열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H2SO4 decomposition 화학 반응에서 소요되는

- 52 -

열에너지를 입력한다.
- H2SO4 decomposition 화학 반응의 전기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H2SO4 decomposition 화학 반응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를 입력한다.
- Bunsen 화학 반응의 열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Bunsen 화학 반응에서 소요되는 열에너지를
입력한다.
- Bunsen 화학 반응의 전기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Bunsen 화학 반응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를
입력한다.
-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화학 반응의 열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화학 반응에

서 소요되는 열에너지를 입력한다.
-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화학 반응의 전기 에너지 요구량 (kJ/mole-H2)
￭ 1 mole의 수소 (H2)를 생산하는데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화학 반응에

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를 입력한다.
- 콤포넌트 대표 체적 (m3)
- 콤포넌트 대표 길이 (m)
- 물질의 구성비
￭ HyPEP에는 구조적으로는 수소, 물, 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공기 및 질소 등 총
7개의 물질의 혼합 구성비를 모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개 노드에 대한 구
성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딩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일개 계통에 대해
서만 구현되어 있다.
Gas Circulator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Gas cieculator 콤포넌트의 모사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대표 압력 (bar)
o

- 대표 온도 ( C)
- 콤포넌트 대표 체적 (m3)
- 콤포넌트 대표 길이 (m)
- Pressure Head (bar)
￭ Gas circulator의 설계 압력 생성을 입력한다.
- Thermal efficiency (%)
- Electrical efficiency (%)
- Mechanical efficiency (%)
- Rated thermal power 요구량 (kW)
- Rated electrical power 요구량 (kW)

- 53 -

PCU (Brayton Cycle)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Gas cieculator 콤포넌트의 모사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대표 압력 (bar)
o

- 대표 온도 ( C)
- 콤포넌트 대표 체적 (m3)
- 콤포넌트 대표 길이 (m)
- Turbine efficiency (%)
- Turbine pressure ratio
- Recuperator efficiency (%)
- Compressor efficiency (%)
- ϒ (gamma)
￭ Specific Heat Capacity의 비 (= cp/cv).
- β (beta)
￭ 터어빈의 duct에서의 압력 손실
고온 전기 분해 콤포넌트의 입력사항
고온전기 분해 콤포넌트에서 모사하는 화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n1 H2O + n2 H2 = n3 H2 + (n1 + n2 + n3) H2O + (n3 - n2) /2 O2
고온전기 분해 콤포넌트 모사에 필요한 주요 입력은 다음과 같다.
- 대표 압력 (bar)
o

- 대표 온도 ( C)
3

- 콤포넌트 대표 체적 (m )
- 콤포넌트 대표 길이 (m)
- 화학 반응식의 상수 n1, n2 및 n3
- 열교환기 일차측의 총 압력 손실 (bar)
- 열교환기 이차측의 총 압력 손실 (bar)
- 열교환기 일-이차측의 총 온도차 (K)
- 열교환기 효율 (%)
- 전기분해 효율 (%)
- 가스 순환기 효율 (%)
- 응축기 효율 (%)
- 응축기 출구 압력 (bar)
o

- 응축기 출구 온도 ( C)
- 순환 수소 공급 압력 (bar)
- 순환 수소 공급 온도 (oC)
- 순환 수소 공급 가스 순환기 효율 (%)
- 전기분해용 물 공급 압력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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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전기분해용 물 공급 온도 ( C)
- 전기분해용 물 공급 펌프 효율 (%)
4. 보조 프로그램 루틴 개발
가. 물/증기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HyPEP 프로그램의 물/증기 물성치 계산 루틴은 1967년 발행한 “IFC Formulation for
Industrial Use”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1967년 IFC Formulation에 따라 물성치 계
산의 전체 영역은 총 6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뉘어 프로그램화 하였다. 6개의 세부영역에는
포화 상태 영역 및 critical point 부근의 영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IFC Formulation은
specific Helmholtz function, specific Gibbs function 및 포화상태를 계산하는 K-function
등의 상관식을 제공하고 있어 본 과제에서는 이들 상관식을 코딩하였다. 코딩은 Delphi의
unit 형태로 하여 library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증기 계
산 루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DLL (Dynamic Link
Library)로의 migration 도 쉽게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Delphi 프로그램에서 물/증기 계산 루틴은 “ASME.pas" 라는 unit 파일에 프로그램이
되었다. ASME.pas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주요 프로그램 루틴은 다음과 같다.
- procedure calc_Prop (P, T, v, h, s, cp, e, c)
주어진 압력과 온도에 대해 물/증기 상태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물성치를 계산한다.
￭ 입력 : P, T
￭ 출력 : v, h, s, cp, e, c
- procedure T_sat_Prop (T, P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주어진 온도에 대하여 포화 상태를 구하고 포화 상태 물/증기의 물성치를 모두 구
한다.
￭ 입력 : T
￭ 출력 : P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 procedure P_sat_Prop (P, T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주어진 압력에 대하여 포화 상태를 구하고 포화 상태 물/증기의 물성치를 모두 구
한다.
￭ 입력 : P
￭ 출력 : T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 function SurTen (T) : real
주어진 온도 T 에대한 표면장력치를 계산하여 돌려준다.
- function satT (P) : real
주어진 압력 P 에대한 포화온도를 계산하여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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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satP (T) : real
주어진 온도 T 에대한 포화압력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function th_k (P, T, ρ) : real
주어진 압력 P, 온도 T 및 밀도 ρ에 대한 thermal conductivity를 계산하여 돌려준
다.
- function visc (P, T, ρ) : real
주어진 압력 P, 온도 T 및 밀도 ρ에 대한 viscosity를 계산하여 돌려준다.
여기서,
P = pressure, MPa
T = temperature, K
v = specific volume in m3/kg

ρ = density, kg/m3
h = specific enthalpy, J/kg
s = specific entropy, J/kg/K
cp = specific heat capacity, J/kg/K
e = expansivity
c = compressibility
subscript f = liquid water
subscript g = gaseous steam
subscript sat = saturation
IFC Formulation의 6개 세부 영역은 그림 3.2.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IFC는 4개의 세
부 영역 (세부영역 1~4)에 대해서는 Helmholtz 및 Gibbs 상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화
영역 과 critical point 영영을 나타내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온도 와 압력 조건에 따라
1~4의 세부영역 상관식에서 해당 상관식을 발취하여 계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포화

압력은

K-function

상관식으로

계산되고

2개의

세부영역에

대하여

4개의

canonical 함수를 사용하여 specific volume, specific entropy 및 specific enthalpy를 계산
하게 된다.
IFC Formulation에서 사용하는 주요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 K-function (Reduced Saturation Prssure)
K-function은 포화 line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며 세부 영역 간의 경계에 있으며 사용
하는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5
⎤
⎡
k v (1 − θ ) v
∑
⎥
⎢1
(1 − θ )
v =1
⎥
β k (θ ) = exp ⎢
−
2
k 8 (1 − θ ) 2 + k 9 ⎥
⎢θ 1 + k 6 (1 − θ ) + k 7 (1 − 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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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β = reduced pressure, p / p c1

θ = reduced temperature, T / Tc1
k i = correlation constants
- A-function (Reduced Free Enthalpy)
A-function은 세부 영역 1에 대해 reduced free enthalpy (Gibbs function)을 계산하
는데 사용하며 상관식 형태는 다음과 같다.

17 ⎞
⎛ 17
Z − Y ⎟ Z 12 / 17
29 ⎠
⎝ 29
v =1
+ A12 + A13θ + A14θ 2 + A15 (a6 − θ )10 + A16 (a7 − θ 19 ) −1 β
10

ζ A (θ , β ) = A0θ (1 − ln θ ) + ∑ Avθ v −1 + A11 ⎜

{

− (a8 + θ )

11 −1

(A

17

{

− A20θ (a9 + θ ) (a10 − β ) + a11
18

2

−3

}

)
β}

β + A18 β + A19 β
2

3

+ A21 (a12 − θ ) β 3 + A22θ − 20 β 4
where
1

Z = Y + (a3Y 2 − 2a4θ + 2a5 β ) 2
Y = 1 − a1θ 2 − a2θ − 6
Ai = correlation constants
ai = correlation constants
- B-function (Reduced Free Enthalpy)
B-function은 세부 영역 2에 대해 reduced free enthalpy (Gibbs function)을 계산하
는데 사용하며 상관식 형태는 다음과 같다.

ζ B (θ , β ) = I1θ ln β + B0θ (1 − ln θ ) + ∑ B0 vθ v −1 − (B11 X 13 + B12 X 3 )β
5

(
− (B
(B
−

v =1

)

(

)

− B21 X

18

+ B22 X + B23 X β 2 − B31 X 18 + B32 X 10 β 3

X

25

+ B42 X

41
61

2

14

51

X + B62 X
1 + b61 X 14 β 4
12

10

⎛ β ⎞
+ β ⎜⎜ ⎟⎟
⎝ βL ⎠

)β − (B
)β − (B
4

11

X

4

71

32

+ B52 X

28

)

+ B53 X 24 β 5

)

(

)

X + B72 X β
B81 X 24 + B82 X 18 β 6
−
1 + b71 X 19 β 5
1 + b81 X 54 + b82 X 27 β 6
24

18

5

(

)

9

∑B
v =0

9v

Xv

where
X = exp{b(1 − θ )}
β L = β L (θ )

- C-function (Reduced Free Ennergy)
C-function은 세부 영역 3에 대해 reduced free energy (Helmholtz function)을 계산
하는데 사용하며 상관식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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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

⎫

v=2

⎩

v=2

⎭

ψ C (θ , χ ) = C00 + C01 χ + ∑ C0v χ 1−v + C012 ln χ + ⎨C11 χ + ∑ C1v χ 1−v + C17 ln χ ⎬(θ − 1)
7
⎧
⎫
2
+ ⎨C21 χ + ∑ C2v χ 1−v + C28 ln χ ⎬(θ − 1)
v=2
⎩
⎭
7
⎧
⎫
3
+ ⎨C31 χ + ∑ C3v χ 1−v + C310 ln χ ⎬(θ − 1)
v=2
⎩
⎭
−5
− 23
+ C40 + C41 χ θ (θ − 1) + C50θ ln θ

(

)

4

8

v =0

v =0

+ χ 6 ∑ C6vθ − 2−v + ∑ C7 v (θ − 1) v +1
- D-function (Reduced Free Ennergy)
D-function은 세부 영역 4에 대해 reduced free energy (Helmholtz function)을 계산
하는데 사용하며 상관식 형태는 다음과 같다.
4

4

2

ψ D (θ , χ ) = ∑∑ Dµv y µ χ −v + y 32 ∑ D5v χ v
µ =3 v =0

v =0

where
y = (1 − θ ) /(1 − θ1 )

그림 3.2.4.1 물/증기 IFC Formulation의 세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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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pas의 앞부분에는 function의 declaration 과 앞에서 기술한 여러 상관식들의 상
수가 다음의 list와 같이 코딩되어 있다.
Unit ASME;
Interface
Type
realtype = extended;
hprop
= Record
P, T, v, h, s, surften, cp, expan, compress : Realtype;
subreg
: Integer;
end;
satprop = Record
Psat, T, surften
: Realtype;
vf, hf, sf, cpf, ef, cf
: Realtype;
vg, hg, sg, cpg, eg, cg
: Realtype;
subreg
: Integer;
end;

Procedure Calc_Prop (P, T : realtype;
var v, h, s, cp, expan, compress : realtype );
Procedure T_sat_Prop (Tsat : realtype;
var P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 Realtype );
Procedure P_sat_Prop (Psat : realtype;
var Tsat, vf, vg, hf, hg, sf, sg, cpf, cpg,
ef, eg, cf, cg : Realtype );
Function SurTen (TTemp : RealType) : Realtype;
Function satT (P : Realtype) : Realtype;
Function satP (T : Realtype) : Realtype;
function th_k (P, T, rho : realtype) : realtype;
function visc (P, T, rho : realtype) : realtype;

Implementation
{ type
hdat = record
pp, tt, ccp, vv, hh, ss, ee, cc : single;
end;
hsdat = record
P, T, cpf, cpg, vf, vg, hf, hg, sf, sg, ef, eg, cf, cg
: single;
end; }
Const
Gibb2On =
False;
delt
= 0.0000025; { delt = step size for differentials
deltheta = 0.0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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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1 =
pc1 =
R1 =

611.2; Tc1 =
647.3;
22120000.0; vc1 =
0.00317;
461.51; I1 = R1*Tc1/Pc1/vc1;

Thetat =
Theta2 =

273.16/Tc1;
863.15/Tc1;

Theta1 = 623.15/Tc1;
Theta3 = 1073.15/Tc1;

Beta2 = 1000.0/221.2;

{
{
{
{

L0 = 15.74373327;
L1 = -34.17061978;
L2 = 19.31380707;
L
= 7.160997524;
---------------------------------------------------------------- }
Constants for Sub-region 1
}
Reference : p20 of ASME Steam Tables 1967
}
---------------------------------------------------------------- }
A : Array [0..22] of RealType =
( 6.824687741E+03, -5.422063673E+02, -2.096666205E+04,
3.941286787E+04, -6.733277739E+04, 9.902381028E+04,
-1.093911774E+05, 8.590841667E+04, -4.511168742E+04,
1.418138926E+04, -2.017271113E+03, 7.982692717E+00,
-2.616571843E-02, 1.522411790E-03, 2.284279054E-02,
2.421647003E+02, 1.269716088E-10, 2.074838328E-07,
2.174020350E-08, 1.105710498E-09, 1.293441934E+01,
1.308119072E-05, 6.047626338E-14);
aa : Array [1..12] of
( 8.438375405E-01,
7.342278489E-02,
1.150000000E-06,
7.002753165E+00,

RealType =
5.362162162E-04,
4.975858870E-02,
1.510800000E-05,
2.995284926E-04,

1.720000000E+00,
6.537154300E-01,
1.418800000E-01,
2.040000000E-01);

{ ---------------------------------------------------------------- }
{ Constants for Sub-region 2
}
{
Reference : p20 of ASME Steam Tables 1967
}
{ ---------------------------------------------------------------- }
Nmu : Array [1..8] of Integer = (2, 3, 2, 2, 3, 2, 2, 2);
Zmu : Array [1..8, 1..3] of Integer =
((13, 3, 0), (18, 2, 1), (18, 10, 0), (25, 14, 0),
(32, 28, 24), (12, 11, 0), (24, 18, 0), (24, 14, 0));
Lmu : Array [6..8] of Integer = (1, 1, 2);
Xmu : Array [6..8, 1..2] of Integer =
((14, 0), (19, 0), (54, 27));
B0 : Array [0..5] of realtype =
( 1.683599274E+01, 2.856067796E+01, -5.438923329E+01,
4.330662834E-01, -6.547711697E-01, 8.565182058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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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rray [1..8, 1..3] of Realtype =
(( 6.670375918E-02, 1.388983801E+00, 0.000000000E+00),
( 8.390104328E-02, 2.614670893E-02, -3.373439453E-02),
( 4.520918904E-01, 1.069036614E-01, 0.000000000E+00),
(-5.975336707E-01, -8.847535804E-02, 0.000000000E+00),
( 5.958051609E-01, -5.159303373E-01, 2.075021122E-01),
( 1.190610271E-01, -9.867174132E-02, 0.000000000E+00),
( 1.683998803E-01, -5.809438001E-02, 0.000000000E+00),
( 6.552390126E-03, 5.710218649E-04, 0.000000000E+00));
B9 : Array [0..6] of RealType =
( 1.936587558E+02, -1.388522425E+03, 4.126607219E+03,
-6.508211677E+03, 5.745984054E+03, -2.693088365E+03,
5.235718623E+02);
bb0 = 7.633333333E-01;
bb : Array [6..8, 1..2] of RealType =
(( 4.006073948E-01, 0.000000000E+00),
( 8.636081627E-02, 0.000000000E+00),
(-8.532322921E-01, 3.460208861E-01));
C0 : Array [0..12] of Realtype =
(-6.839900000E+00, -1.722604200E-02, -7.771750390E+00,
4.204607520E+00, -2.768070380E+00, 2.104197070E+00,
-1.146495880E+00, 2.231380850E-01, 1.162503630E-01,
-8.209005440E-02, 1.941292390E-02, -1.694705760E-03,
-4.311577033E+00);
C1 : Array [1..7] of Realtype =
( 7.086360850E-01, 1.236794550E+01,
-1.203890040E+01, 5.404374220E+00, -9.938650430E-01,
6.275231820E-02, -7.747430160E+00);
C2 : Array [1..8] of Realtype =
(-4.298850920E+00, 4.314305380E+01,
-1.416193130E+01, 4.041724590E+00, 1.555463260E+00,
-1.665689350E+00, 3.248811580E-01, 2.936553250E+01);
C3 : Array [1..10] of Realtype =
( 7.948418420E-06, 8.088597470E+01,
-8.361533800E+01, 3.586365170E+01, 7.518959540E+00,
-1.261606400E+01, 1.097174620E+00, 2.121454920E+00,
-5.465295660E-01, 8.328754130E+00);
C4 : Array [0..1] of Realtype =
( 2.759717760E-06, -5.090739850E-04);
C5 : Array [0..1] of Realtype =
( 2.106363320E+02, 0.00000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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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 Array [0..4] of Realtype =
( 5.528935335E-02, -2.336365955E-01, 3.697071420E-01,
-2.596415470E-01, 6.828087013E-02);
C7 : Array [0..8] of Realtype =
(-2.571600553E+02, -1.518783715E+02, 2.220723208E+01,
-1.802039570E+02, 2.357096220E+03, -1.462335698E+04,
4.542916630E+04, -7.053556432E+04, 4.381571428E+04);
D : Array [3..5, 0..4] of Realtype =
((-1.717616747E+00, 3.526389875E+00, -2.690899373E+00,
9.070982605E-01, -1.138791156E-01),
( 1.301023613E+00, -2.642777743E+00, 1.996765362E+00,
-6.661557013E-01, 8.270860589E-02),
( 3.426663535E-04, -1.236521258E-03, 1.155018309E-03,
0.000000000E+00, 0.000000000E+00));
K : Array [1..9] of realtype =
(-7.691234564E+00, -2.608023696E+01, -1.681706546E+02,
6.423285504E+01, -1.189646225E+02, 4.167117320E+00,
2.097506760E+01, 1.000000000E+09, 6.000000000E+00);
chi0 : Array [0..40] of realtype =
{ 0
25
50
75 }
(0.8500, 0.0400, 0.0460, 0.0140,
0.0120, 0.0090, 0.0060, 0.0060,
0.0060, 0.0050, 0.0047, 0.0040,
0.0034, 0.0033, 0.0032, 0.0032,
0.0031, 0.0028, 0.0026, 0.0026,
0.0027, 0.0028, 0.0029, 0.0028,
0.0027, 0.0026, 0.0025, 0.0024,
0.0023, 0.0022, 0.0022, 0.0023,
0.0024, 0.0023, 0.0022, 0.0022,
0.0021, 0.0021, 0.0020, 0.0020,
0.0020);

{0-90
{100{200{300{400{500{600{700{800{900{1000

}
}
}
}
}
}
}
}
}
}
}

나. 가스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HyPEP 프로그램의 가스 물성치 계산 루틴은 W.C. Reynolds의 “Thermodynamic
Properties in SI"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Reynolds의 물성치 상관식은 총 40개의
물질에 대하여 PvT 관계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 되었으며 PvT 관계식은 각 물질에 따
라 다른 형태의 식이 적용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아르곤, 이산화 탄소, 수소, 헬륨, 질소, 산소 등 총 6개의 기체 와 부탄,
프로판 등 총2개의 organic 물질에 대하여 코딩을 수행하였다. Internal energy 와 엔트로
피 값은 PvT 관계식으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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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ρ

T0

0

u = ∫ cv0 (T ) dT + ∫

1 ⎡
⎛ ∂P ⎞ ⎤
P −T⎜
⎟ ⎥ dρ + u0
2 ⎢
ρ ⎢⎣
⎝ ∂T ⎠ ρ ⎥⎦

h = u + pv
ρ 1 ⎡
cv0 (T )
⎛ ∂P ⎞ ⎤
dT − R ln ρ + ∫ 2 ⎢ ρR − ⎜
⎟ ⎥ dρ + s0
0 ρ
T0
T
⎝ ∂T ⎠ ρ ⎦⎥
⎣⎢
T

s=∫

코딩은 “ThProps.pas"에 되어 있으며 ThProps.pas 는 Delphi은 한 unit으로 코딩되어
Library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ThProps.pas 가 제공하는 물
성치 계산 함수 및 프로시져를 나열하였다.
- procedure GetProps (Substance, P, T, v, h, s, u)

주어진 압력 과 온도 상태에서 원하는 물질의 물성치를 구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압력 (P), 온도 (T)
￭ 계산치 : v (비체적), h (엔탈피), s (엔트로피), u (internal energy)
- function PvT_eqn (Substance, T, rho) : real

주어진 온도와 밀도로 원하는 물질의 압력을 구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rho (밀도)
￭ 계산치 : 물질의 압력 (함수 값)
- function u_eqn (Substance, T, rho)

주어진 온도와 밀도로 원하는 물질의 internal energy를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rho (밀도)
￭ 계산치 : 물질의 internal energy (함수 값)
- function s_eqn (Substance, T, rho)

주어진 온도와 밀도로 원하는 물질의 엔트로피를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rho (밀도)
￭ 계산치 : 물질의 엔트로피 (함수 값)
- function dPdT_eqn (Substance, T, rho)

주어진 온도와 밀도로 원하는 물질의 ∂P/∂T derivative를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rho (밀도)
￭ 계산치 : 물질의 ∂P/∂T derivative (함수 값)
- function dPdRho_eqn (Substance, T, rho)

주어진 온도와 밀도로 원하는 물질의 ∂P/∂ρ derivative를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rho (밀도)
￭ 계산치 : 물질의 ∂P/∂ρ derivative (함수 값)
- function rho_P_T (Substance, P, T)

주어진 온도와 압력으로 원하는 물질의 밀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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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압력 (P), 온도 (T)
￭ 계산치 : 물질의 밀도 (함수 값)
- function Rliq_Eqn (Substance, T)

주어진 온도에서 원하는 물질의 액체 밀도를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 계산치 : 물질의 액체 밀도 (함수 값)
- function Psat_Eqn (Substance, T)

주어진 온도에서 원하는 물질의 포화 압력을 계산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온도 (T)
￭ 계산치 : 물질의 포화 압력 (함수 값)
공기의 경우 molar fraction을 사용하여 각 구성 기체의 분압으로 물성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의 루틴이 설계되어 있다.
- procedure AirProps (Substance, P, T, v, h, s, u)

주어진 압력 과 온도 상태에서 공기의 물성치를 구한다.
￭ 입력 : 물질 종류 (substance), 압력 (P), 온도 (T)
￭ 계산치 : v (비체적), h (엔탈피), s (엔트로피), u (internal energy)
각 물질은 “recSubstance" 라는 레코드형 변수로 정의 되며 변수내에는 PvT 관계식의
종류 와 각종 상수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ThProps.pas 의 Declaration 부
분을 적어놓았으며 이곳에거 각 물질의 상수를 확인할 수 있다 :
unit THProps;
interface
Uses math, HyPEPComp;
const
H2O
= 0;
Ar
= 1;
CO2
= 2;
H2
= 3;
He
= 4;
N2
= 5;
O2
= 6;
Butane = 7;
Propane = 8;
// Forward Declarations
Procedure AirProps (P, T : RType; var v, h, s, u : R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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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RType);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GetProps (Substance : recSubstance; P, T : RType; var v, h, s, u :
PvT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rho : RType) : RType;
u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rho : RType) : RType;
s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rho : RType) : RType;
dPdT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rho : RType) : RType;
dPdRho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rho : RType) : RType;
rho_P_T
(Substance : recSubstance; P, T : RType) : RType;
Rliq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 RType) : RType;
Psat_Eqn (Substance : recSubstance; T
: RType) : RType;
T_from_P_h (Substance : recSubstance; P, h0 : RType) : RType;

var
//+++ ARGON +++++++++++++++++++++++++++++++++++++++++++++++++++++++++
Subs_Argon : recSubstance
// Argon
=(subsname : 'Argon';
PvT_Index : 3;
Psat_Index : 2;
Cv0_Index : 0;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208.128;
M
: 39.948;
Tc : 150.70;
Pc : 4.8649e6;
rhoc : 513.00;
T0 : 83.8;
PvTData :
(alpha : 0.0; gamma : 3.5e-6;
A :( 1.9825921e-1, -8.1733119e1,
3.1666098e7,
-4.4202671e-5,
4.7797520e-7, -1.9645227e-4,
-2.8142112e-11, 8.2532059e1,
-3.3858136e-3, 1.5532886,
0.0,
0.0,
0.0,
0.0,
0.0,
0.0,
0.0,
0.0,

1.7777470e3, -8.2406544e5,
6.216142e-2,
1.1443248,
-2.1572754e-10, 1.6544141e-7,
-9.1538377e3, -1.8340752e6,
-6.7479568e1,
0.0,
0.0,
0.0,
0.0,
0.0,
0.0,
0.0,
0.0);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100.0;
F : (-5.340410,
-2.371280e-1,
-9.490142e-1, 1.187040,
-5.889895,
5.627790,
2.674117e1, -6.661814e1,
0.0,
0.0);
alpha : 0.0; gamma : 0.0; Tt : 0.0; Pt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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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ata :
(cv : 312.192; u0 : 1.4935540e5;
s0 : 2.2706700e3; T1 : 0.0;
T2 :0.0;
beta : 0.0;
G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5.1299940e2, 8.3581370e2, 1.1958780e3, -3.1968580e3,
4.5022760e3, -2.0863750e3, 0.0));
);
//++++++++++++++++++++++++++++++++++++++++++++++++++++++++++
Subs_CO2 : recSubstance
// CO2
=(subsname : 'CO2';
PvT_Index : 3;
Psat_Index : 2;
Cv0_Index : 6;
Rliq_Index : 2;
// GenData
R
: 188.918;
M
: 44.01;
Tc : 304.21;
Pc : 7.3834e6;
rhoc : 464.00;
T0 :216.54;
PvTData :
(alpha : 0.0; gamma : 5.0e-6;
A :( 2.2488558e-1, -1.3717965e2, -1.4430214e4, -2.9630491e6,
-2.0606039e8,
4.5554393e-5, 7.704284e-2,
4.0602371e1,
4.0029509e-7, -3.9436077e-4, 1.2115286e-10, 1.0783386e-7,
4.3962336e-11, -3.6505545e4, 1.9490511e7, -2.9186718e9,
2.4358627e-2, -3.7546530e1, 1.1898141e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250.0;
F : (-6.5412610, -2.7914636e-1, -3.4716202, -3.4989637,
-1.9770948e1, 1.3922839e2, -2.7670389e2, -7.0510251e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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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 0.0; gamma : 0.0; Tt : 0.0; Pt : 0.0);
CvData :
(cv : 0.0; u0 : 3.2174105e5;
s0 : 2.1396056e3; T1 : 0.0; T2
G : ( 8.726361e3, 1.840040e2,
7.30595e-7, -1.255290e-10,
0.0,
0.0,
0.0,
0.0,
0.0));

:0.0; beta : 0.0;
1.914025,
-1.667825e-3,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4.6400009e2, 6.7938129e2,
3.6397656e3, -1.3437098e3,
);

1.4776836e3, -3.1267676e3,
0.0));

//++++++++++++++++++++++++++++++++++++++++++++++++++++++++++
Subs_H2Para : recSubstance
// H2
=(subsname : 'H2Para';
PvT_Index : 4;
Psat_Index : 3;
Cv0_Index : 5;
Rliq_Index : 4;
// General Data
R
: 4124.299539;
M
: 2.0159;
Tc : 32.938;
Pc : 1.2838e6;
rhoc : 31.3600;
T0 : 13.80;
PvTData :
(alpha : 0.0; gamma : 1.008854772e-3;
A :( 1.150470519352900e1,
1.055427998826072e3,
-1.270685949968568e4,
7.287844527295619e4,
-7.448780703363973e5,
2.328994151810363e-1,
-1.635308393739296e1, 3.730678064960389e3,
6.299667723184813e5, 1.210920358305697e-3,
1.753651095884817,
-1.367022988058101e2,
-6.869936641299885e-3, 3.644494201750974e-2,
-2.559784772600182,
-4.038855202905836e-4,
1.485396303520942e-6, 4.243613981060742e-4,
-2.307910113586888e-6, -6.082192173879582e5,
-1.961080967486886e6, -5.786932854076408e2,
2.799129504191752e4, -2.381566558300913e-1,
8.918796032452872e-1, -6.985739539036644e-5,
-7.339554179182899e-3, -5.597033440289980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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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130160884514e-8, -2.655507264539047e-12,
-4.544474518140164e-12, 9.818775257001922e-11,
0.0,
0.0,
0.0);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0.0;
F : (3.05300134164, 2.80810925813, -6.55461216567e-1, 1.59514439374,
0.0,
0.0,
0.0,
0.0,
0.0,
0.0);
alpha : 1.5814454428; gamma : 0.0; Tt : 13.8; Pt : 7042.09);
CvData :
(cv : 0.0; u0 : 3.9275114e5;
s0 : 2.3900333e4; T1 : 35.0; T2 : 400.0;
beta : 0.0;
G : ( 6.1934792e3, 2.9490437e2, -1.5401979e3, -4.9176101e3,
6.8957165e4, -2.2282185e5, 3.7990059e5, -3.7094216e5,
2.1326792e5, -7.1519411e4, 1.2971743e4, -9.8533014e2,
1.0434776e4, -3.9144179e2, 5.8277696e2, 6.5409163e2,
-1.8728847e2));
RliqData :
(alpha : 0.3479;
D : ( 4.8645813003e1, -3.4779278180e1, 4.0776538192e2,
-1.1719787304e3, 1.6213924400e3, -1.1531096683e3,
3.3825492039e2));
);
//++++++++++++++++++++++++++++++++++++++++++++++++++++++++++
Subs_Helium : recSubstance
// Helium (T > 15 K)
=(subsname : 'Helium';
PvT_Index : 5;
Psat_Index : 5;
Cv0_Index : 0;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2077.22578699;
M
: 4.0026;
Tc : 5.2014;
Pc : 0.22746e6;
rhoc : 69.6400;
T0 : 2.177;
PvTData :
(alpha : 0.0; gamma : 3.12094145751e-5;
A :(-2.63717841606e-4, -5.79620044301e-2, 6.04727743809,
3.86500111589e1, -2.75796664744e2, -4.96960774707e2,
2.04341052964e3, -2.66595676810e3, 1.07968703317e3,
-5.69281410539e-2, 2.54082433493,
-4.3361276449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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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01880818e2, -6.88289870860e2, 2.12493828516e3,
-2.69258356337e3, 1.42625846393e3, 7.76178949940e-4,
6.75967782095e-2, 9.09992115812e-2, -3.81211874106e-1,
-2.30068006523e-5, 4.02950826349e-5, 1.07511466109e-3,
-4.93747339170e-3, 1.11576934297e-2, -1.23679512941e-2,
-3.64745210287e-7, 1.02807881652e-5, 8.98703364016,
-2.28140026278e2, 5.33588707469,
1.06067862115e-4,
-4.46441499497e-3, 3.80683087199e-3);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0.0;
F : (-3.9394635287,
1.3925998798e2, -1.6407741565e3,
1.1974557102e4, -5.5283309818e4, 1.6621956504e5,
-3.2521282840e5,
3.9884322750e5, -2.7771806992e5,
8.3395204183e4);
alpha : 0.0; gamma : 0.0; Tt : 0.0; Pt : 0.0);
CvData :
(cv : 3115.85; u0 : 1.8712207e4;
s0 : 1.0812833e4; T1 : 0.0;
T2 : 0.0;
G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eta :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6.9640000000e1, 1.2874326484e2, -4.3128217346e2,
1.7851911824e3, -3.3509624489e3, 3.0344215824e3,
-1.0981289602e3));
);
//++++++++++++++++++++++++++++++++++++++++++++++++++++++++++
Subs_N2 : recSubstance
// H2
=(subsname : 'N2';
PvT_Index : 4;
Psat_Index : 4;
Cv0_Index : 4;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296.790515164171;
M
: 28.0134;
Tc : 126.200;
Pc : 3.4000e6;
rhoc : 314.03;
T0 :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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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TData :
(alpha : 0.0; gamma : 7.13602531283233e-6;
A :( 1.75889959256970e-01, 1.38197604384933e+01,
-3.14918412133921e+02, 4.40300150239380e+03,
-5.45358971644916e+05, 4.84413320182919e-04,
-5.18964416491365e-02, 6.57265859197103e-04,
8.51299771713314e+04, 1.33459405162578e-08,
3.83381319826746e-04, -8.35421151028455e-02,
2.84874912286191e-07, -2.38296116270360e-07,
-1.48321912935764e-04, 5.62605853190540e-10,
-2.98201050924595e-13, 9.85319087685241e-11,
-1.92002176056468e-14, -7.82250103373122e+04,
-5.51801778744598e+05, -5.72781957607352e-01,
3.25760529488327e+02, -1.34659309828737e-06,
-1.92036423064911e-05, -3.94564337674524e-12,
-2.44388245328965e-09, -1.50970602460077e-18,
1.25854885346038e-16, -8.34271144923969e-24,
-1.17299202018417e-22, 9.06544823455730e-22,
0.0,
0.0,
0.0);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0.0;
F : ( 8.3944094440e+03, -1.8785191705e+03, -7.2822291650e+00,
1.0228509660e-02, 5.5560638250e-04, -5.9445446620e-06,
2.7154339320e-08, -4.8795359040e-11, 5.0953608240e+02,
0.0);
alpha : 1.95;
gamma : 0.0; Tt : 0.0; Pt : 0.0);
CvData :
(cv : 0.0; u0 : 1.9662281e5;
s0 : 3.2882374e3; T1 : 0.0; T2 : 0.0;
beta : 3353.40610;
G : (-2.18203473713518e+05, 1.01573580096247e+04,
-1.65504721657240e+02, 7.43175999190430e+02,
-5.14605623546025e-03, 5.18347156760489e-06,
-1.05922170493616e-09, 2.98389393363817e+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3.1402991e+02, 4.4111015e+02, 9.4622994e+02, -2.9067111e+03,
4.4785979e+03, -2.2746914e+03,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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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_O2 : recSubstance
// H2
=(subsname : 'O2';
PvT_Index : 4;
Psat_Index : 4;
Cv0_Index : 4;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259.820853437877;
M
: 31.9994;
Tc : 154.581;
Pc : 5.0429e6;
rhoc : 436.15;
T0 : 54.34;
PvTData :
(alpha : 0.0; gamma : 5.46895508389297e-6;
A :(-4.26396872798684e-01, 3.48334938784107e+01,
-5.77516910418738e+02, 2.40961751553325e+04,
-1.23332307855543e+06, 3.73585286319658e-04,
-1.70178244046465e-01, -3.33226903068473e-04,
8.61334799901291e+03, -6.80394661057309e-07,
7.09583347162704e-04, -5.73905688255053e-02,
-1.92123080811409e-07, 3.11764722329504e-08,
-8.09463854745591e-06, -2.22562296356501e-11,
9.18401045361994e-15, 5.75758417511114e-12,
-2.10752269644774e-15, 3.62884761272184e+03,
-1.23317754317110e+06, -5.03800414800672e-02,
3.30686173177055e+02, -5.26259633964252e-08,
5.53075442383100e-06, -2.71042853363688e-13,
-1.65732450675251e-09, -5.82711196409204e-20,
4.42953322148281e-17, -2.95529679136244e-25,
-1.92361786708846e-23, 9.43758410350413e-23,
0.0,
0.0,
0.0);
a_ : 0.0; b_ : 0.0; c_ : 0.0; d_ : 0.0;
A0 : 0.0; B0 : 0.0; C0 : 0.0; D0 : 0.0; E0 : 0.0;
Tau_c : 0.0);
PsatData :
(Tp : 0.0;
F : (-5.5819320390e+02, -1.0966262185e+02, -8.3456211630e-02,
2.6603644330e-03, 1.6875023830e-05, -2.1262477120e-07,
9.5741096780e-10, -1.6617640450e-12, 2.7545605710e+01,
0.0);
alpha : 1.91576;
gamma : 0.0; Tt : 0.0; Pt : 0.0);
CvData :
(cv : 0.0; u0 : 2.2826740e5;
s0 : 3.2714925e3; T1 : 0.0; T2 : 0.0;
beta : 2239.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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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1.29442711174062e+06, 5.98231747005341e+04,
-8.97850772730944e+02, 6.55236176900400e+02,
-1.13131252131570e-02, 3.49810702442228e-06,
4.21065222886885e-09, 2.67997030050139e+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4.3615175e+02, 7.5897189e+02, -4.2576866e+02, 2.3487106e+03,
-3.0474660e+03, 1.4850169e+03, 0.0));
);
//++++++++++++++++++++++++++++++++++++++++++++++++++++++++++
Subs_Butane : recSubstance
//
=(subsname : 'Butane';
PvT_Index : 2;
Psat_Index : 2;
Cv0_Index : 6;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143.0797;
M
:
58.12;
Tc :
423.95;
Pc : 3.7180959e6;
rhoc :
204.00;
T0 :
200.00;
PvTData :
(alpha : 4.968935e-9; gamma : 8.700251e-6;
A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_ : 6.081677e-1; b_ : 1.054551e-5; c_ : 1.846013e5; d_ : 1.728889e2;
A0 : 2.588747e2; B0 : 1.681913e-3; C0 : 3.374153e7; D0 : 4.544053e8;
E0 : 1.749633e9; Tau_c : 0.0);
PsatData :
(Tp : 300.0;
F : (-6.4773780,
-5.7943269,
0.0,

-3.0579064e-2, -2.0756011,
-5.2770385,
2.6036457e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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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5364e-1,
6.2752788e1,

alpha : 0.0; gamma : 0.0; Tt : 0.0; Pt : 0.0);
CvData :
(cv : 0.0; u0 : 4.2760753e5;
s0 : 1.8916540e3; T1 : 0.0; T2 :0.0; beta : 0.0;
G : ( 9.4817634e3, 3.9633418e2, 2.8576075,
4.8802965e-3,
-6.4100047e-6, 2.0651236e-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2.0399757e2, 5.0903116e2, 7.0925596e2, -1.9959517e3,
1.7838737e3, -3.6126335e2, 0.0));
);
//++++++++++++++++++++++++++++++++++++++++++++++++++++++++++
Subs_Propane : recSubstance
// CO2
=(subsname : 'Propane';
PvT_Index : 2;
Psat_Index : 2;
Cv0_Index : 6;
Rliq_Index : 2;
// General Data
R
: 188.7326;
M
:
44.09;
Tc :
369.82;
Pc : 4.23593e6;
rhoc :
197.38;
T0 :
200.00;
PvTData :
(alpha : 5.728034e-9; gamma : 9.157270e-6;
A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_ : 7.856721e-1; b_ : 1.096523e-5; c_ : 1.661103e5; d_ : 1.639769e2;
A0 : 2.579108e2; B0 : 1.366892e-3; C0 : 3.401044e7; D0 : 1.076728e9;
E0 : 3.375879e10; Tau_c : 0.0);
PsatData :
(Tp : 300.0;
F : (-6.2309993,

-4.4226860e-1, -1.883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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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3362e-1,

1.5177354e1, 1.1216551e2, 2.7635849e2,
0.0,
0.0);
alpha : 0.0; gamma : 0.0; Tt : 0.0; Pt : 0.0);

2.3585357e2,

CvData :
(cv : 0.0; u0 : 4.2027216e5;
s0 : 2.1673997e3; T1 : 0.0; T2 :0.0; beta : 0.0;
G : ( 2.0582170e5, -1.9109547e3,
1.1622054e1, -9.7951510e-3,
4.5167026e-6, -8.6345035e-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liqData :
(alpha : 0.0;
D : ( 1.9738193e2, -2.1307184e1, 3.3522024e3, -7.7040243e3,
7.5224059e3, -2.5663363e3, 0.0));
);

다. 기타 보조 루틴 개발
HyPEP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윈도우 API 루틴, 그라픽, 스트링,
GUI 등의 제반 보조 루틴은 "HyPEPUtil.pas"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 HyPEPUtil.pas는
Delphi Unit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 Delphi 프로그램의 USES 문에 HyPEPUtil을 첨가함
으로써 보조루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HyPEPUtil.pas에 코딩된 보조 루틴에
대해 기술하였다.
- function HSV2RGB (Hh, Ss, Vv : single) : TColor;
본 함수는 색상의 Hue-Saturation-Value 를 입력으로 받아 RGB 값으로 변환하여 돌
려준다. 값은 Delphi VCL에서 정의된 32bit 값인 TColor 형태로 변환되며 TColor
값은 3개의 8bit color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least significant byte (8 bit)로부터 R
(red), G (Green), B (blue) 순서로 저장된다.
- function Gauss (N : integer; var A : Matrix; var B, x : vector; var errMess :
string) : Boolean;
본 함수는 [A]∙x = b 로 표현되는 simultaneous 방정식 세트의 해를 구한다. 입력
은 Matrix 변수 형태 (Array of Array of Real) 로 제공되는 A 와 vector 변수 형태
(Array of Real)로 제공되는 b 이며 결과는 x vextor로 저장된다. 계산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Gauss 함수는 ‘true'를 돌려주고 실패하면 ’false'를 돌려준다. Matrix의 최
대 크기는 500 x 500 으로 HyPEP으로 모사할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크기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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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IntegSimpson (a, b : extended; nx : integer; fx : Tfx) : extended;
본 함수는 Simpson's Rule에 의거하여 주어진 함수 fx의 a,b 값 사이의 적분값을 계
산한다. 입력 함수 fx는 ‘x' 변수의 함수를 나타내는 Tfx type으로 정의 된다.

즉,

‘Tfx = function (x : Real)'로 정의된다. 입력 변수 a, b는 적분 구간을 정의한다.
- function IntegGauss_Quad (a, b : extended; nx : integer; fx : Tfx) : extended;
본 함수는 Gauss Quadrature에 의거하여 주어진 함수 fx의 a,b 값 사이의 적분값을
계산한다. 입력 함수 fx는 ‘x' 변수의 함수를 나타내는 Tfx type으로 정의 된다.

즉,

‘Tfx = function (x : Real)'로 정의된다. 입력 변수 a, b는 적분 구간을 정의한다.
- procedure ZoomCanvas (var dxCanvas : TdxFlowChart; xImages : TImageList;
Zoomfactor : integer);
본 프로시져는 HyPEP 의 Drawing Canvas에서 콤포넌트의 확대 및 축소를 실행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입력은 Drawing Canvas 객체인 dxCanvas 와 콤포넌트 아이콘
을 모아논 xImage 그리고 ZoomFactor (1에서 5 사이)이다.
- procedure SetLinkPoints (var xLink : TLink; nPoints : Integer);
본 프로시져는 링크 객체의 연결 포인트를 바꾸자 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는
링크가 생성되거나 링크 객체의 모양이 변경될 때 발생할 수 있다.
- procedure SnapCoord (var xx, yy : Integer; SnapSize : Integer);
본 프로시져는 'Snap' 옵션이 설정되었을 경우 SnapSize에 따라 콤포넌트의 위치 값
을 계산하여 xx, yy에 저장한다.
- procedure MoveNode (var xNode : TNode; dx, dy : Integer; SnapOn : Boolean;
SnapSize);
본 프로시져는 노드 객체 (노드의 child 객체형 포함)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위치 변
경 할 경우 실행 되도록 고안 되었다. 입력은 노드 객체 변수인 xNode, 위치 변경
변수 dx, dy 그리고 snap 관련 변수인 SnapOn 과 SnapSize로 정의된다. 노드의
Child 객체형의 경우 TNode 로 typecasting을 하여 입력한다.
- procedure Move_Link (var xLink : TLink; dx, dy : Integer; SnapOn : Boolean;
SnapSize);
본 프로시져는 링크 객체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위치 변경 할 경우 실행 되도록 고안
되었다. 입력은 링크 객체 변수인 xLink, 위치 변경 변수 dx, dy 그리고 snap 관련
변수인 SnapOn 과 SnapSize로 정의된다.
- procedure Move_Node_Link (var xNode : TNode; dx, dy : Integer; SnapOn :
Boolean; SnapSize);
본 프로시져는 노드 객체 (노드의 child 객체형 포함) 와 노드 객체에 연결된 링크
객체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위치 변경 할 경우 실행 되도록 고안 되었다. 입력은 노
드 객체 변수인 xNode, 위치 변경 변수 dx, dy 그리고 snap 관련 변수인 SnapOn
과 SnapSize로 정의된다. 노드의 Child 객체형의 경우 TNode 로 typecasting을 하여
입력한다. 노드에 연결된 링크 객체는 노드 객체의 property에 주어져 있어 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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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된다.
- procedure MoveNode_n_Link_Point (var xNode : TNode; dx, dy : Integer; SnapOn
: Boolean; SnapSize);
본 프로시져는 노드 객체 (노드의 child 객체형 포함) 와 노드 객체에 연결된 링크
객체 및 링크 객체의 연결 포인트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위치 변경 할 경우 실행 되
도록 고안 되었다. 입력은 노드 객체 변수인 xNode, 위치 변경 변수 dx, dy 그리고
snap 관련 변수인 SnapOn 과 SnapSize로 정의된다. 노드의 Child 객체형의 경우
TNode 로 typecasting을 하여 입력한다. 노드에 연결된 링크 객체는 노드 객체의
property에 주어져 있어 이를 사용하면 된다.
-

procedure

getCopyList

(var

dxCanvas

:

TdxFlowChart;

var

xCopyList

:

recCopyList; x, y : Integer);
본 프로시져는 사용자가 현재 모사 중인 계통의 일부 또는 전체의 복제를 하고자 할
때 복제가 필요한 콤포넌트 객체의 list를 작성하여 준다. 복제 list는 recCopyList 변
수형의 xCopyList 변수에 저장된다. recCopyList 변수형은 ‘HyPEPutil.pas'에 정의되
어 있으며 TNode 의 array, TLink의 array, 노드 개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
외 콤포넌트에 대해서는 객체 프로그램의 장점인 ’Typecasting'을 사용하면 쉽게
access 할 수 있다.
- function GetPtCoords (var xNode : TNode; nPt : Integer) : TPoint;
본 함수는 노드 콤포넌트의 연결점의 좌표를 계산하여 TPoint 변수형으로 돌려준다.
입력으로 제공하는 nPt는 연결점을 표식하는 index로 노드 콤포넌트에 있어 연결점
표식 index는 그림 3.2.4.2에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3.2.4.2 노드 콤포넌트 연결점 표식 Index
- function MakeANode (var dxCanvas : TdxFlowChart; idx, x, y, wid, heit :
Integer) : TNode;
MakeANode 함수는 dxCanvas의 좌표 x, y에 가로 세로 wid x heit pixel 크기의 노
드 콤포넌트 객체를 생성하여 함수의 return 값으로 노드를 돌려준다. 본 함수는
drawing canvas에 노드 콤포넌트가 drag-drop 되었을 때 작동한다. 노드의 child 객
체는 본 함수를 inheritance를 통해 물려받는다.
- function MakeALink (var dxCanvas : TdxFlowChart; var fObj, tObj : Tdxfc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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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 tpt : integer; IdxStyle : integer; xColor : TColor) : TLink;
MakeALink 함수는 새로운 링크를 생성할 때 작동하며 상위 GUI 루틴에 의해 작동
되며 입력으로 링크 객체가 생성될 dxCanvas, 링크의 from- 객체 와 to-객체, 각개체
의 연결 표식 index, 연결선의 style 그리고 연결선의 색상등이 입력으로 주어진다.
- function NodeAtXY (var dxCanvas : TdxFlowChart; x, y : integer) : TNode;
NodeAtXY 함수는 Drawing Canvas의 좌표 x, y에 있는 콤포넌트 객체를 함수 값으
로 돌려준다. 콤포넌트 객체가 없는 경우 함수는 ‘nil' 값을 가진다.
- function LinkAtXY (var dxCanvas : TdxFlowChart; x, y : integer) : TNode;
LinkAtXY 함수는 Drawing Canvas의 좌표 x, y에 있는 링크 객체를 함수 값으로 돌
려준다. 콤포넌트 객체가 없는 경우 함수는 ‘nil' 값을 가진다.
- function ConnectedNode (Node1, Node2 : TNode) : Boolean;
ConnectedNode 함수는 Node1 과 Node2 객체가 직접 링크로 연결되었는지 시험
해 보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true'를 함수 값으로 돌려주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
우 ‘false'를 함수 값으로 돌려준다.
- function Wa (nx, R, Ts, Ps, Pd, eff : extended) : extended;
Wa 함수는 가스 순환기가 요구하는 work를 함수값으로 돌려준다. 입력변수는 다음
과 같다.
nx

: Polytropic index

R

: Gas constant (J/kg/K)

Ts

: Suction temperature (K)

Pd : Discharge pressure

-

Ps

: Suction pressure

eff

: Polytropic efficiency

procedure

Calc_gas_Pump_power

(var

Pump

:

TGasCirculator;

R,

mdot

:

extended);
본 프로시져는 주어진 유량 mdot 과 기체의 gas constant R 에 대해 가스 순환기가
요구하는 전기적 및 열적 파워를 계산한다. 계산치는 직접 TGasCirculator의 멤버 변
수 값으로 저장된다..
- procedure EquiPotential (T : extended; var dH, Tds, dG, EV : extended);
본 프로시져는 전기분해에 필요한 equipotential을 주어진 전기분해 온도에 대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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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yPEP 프로그램 실증 체계 개발
HyPEP 프로그램은의 실증은 연구의 HyPEP 베타 버전 개발 이후인 연구 개발의 제 3
차년도에 수행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이는 HyPEP 베타부터 수치해석에 대한 코딩 구
현이 되어 있어 실제 계산에 대한 실증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제의 중도 중
단으로 실증 체계가 setup 되지 못하였다. 다만, HyPEP 베타 개발 시 프로그램의 GUI
체계 및 물성치 계산 루틴, 메트릭스 계산 루틴등은 몇가지 수행을 하였다. 또한, HyPEP
제 3차년도 프로그램 실증업무에 대비하여 pressure matrix viewer 및 계통 변수의 값을
확인 할수 있도록 개발자용 프로그램 루틴을 작성하였다. 베타버전 작성시까지 수행한 프
로그램 실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UI를 통한 열수력 계통의 건실한 setup 여부에 대한 실증
- 가스 열수력 물성치 루틴에 대한 실증 시험
- 수치 해법에 대한 실증시험
GUI에 대한 실증은 HyPEP 개발 전체 기간중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실증을 하였다.
-

콤포넌트 파레트로 부터 drag-drop시 콤포넌트 객체의 올바른 생성 과 이에 따른
계통의 올바른 변화 (노드 총 개수의 증가 등)

-

콤포넌트 객체의 올바른 제거 와 이에 따른 계통의 올바른 변화 (노드 총 개수의
감소 등)

-

콤포넌트 입력 창의 올바른 작동.

-

콤포넌트의 이동 및 수정의 올바른 작동.

-

링크 객체의 올바른 생성 과 이에 따른 계통의 올바른 변화.

-

링크 객체의 올바른 제거 와 이에 따른 계통의 올바른 변화.

-

링크 객체 생성 입력 창의 올바른 작동

-

HyPEP 파일의 load, open, save, copy, print등 메뉴의 올바른 작동

-

각종 옵션 및 메뉴의 올바른 작동

-

On-screen 계통 build-up의 시연 및 올바른 작동 여부

GUI를

사용한

On-screen

build-up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Layout

Information' 체계를 개발하여 구현하였다. 본 체계하에서 사용자가 Drawing Canvas 에
콤포넌트 또는 링크 객체를 생성 및 제거 시 Layout Information에 새로운 계통의 배치
에 대한 HyPEP의 topology 와 TH 변수의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3.3.1은 HyPEP 프로그
램의 Layout Information 위도우 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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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HyPEP 프로그램의 Layout Information 윈도우
Layout Information 창은 크게 'Topology' 와 'T/H Params'의 두 개의 tabsheet로 나
누어져 있고 ‘Topology' Tabsheet에는 다시 ’Systems', 'Nodes', 'Links' 및 ‘Hea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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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sheet로 구분되어 있다. 각 tabsheet에는 TStringGrid가 있으며 이곳에 해당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개발자는 여기의 정보와 Drawing Canvas에서 GUI를 사용하여 만들고자
한 플랜트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의도대로 계통의 모사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T/H Params tabsheet에는 현재 각 콤포넌트 및 링크의 열수력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사
용자는 쉽게 HyPEP 을 사용한 플랜트 모사의 검증을 알아 볼 수 있다. HyPEP beta 개
발시 상당한 시간이 이러한 검증에 사용되었으며 파일 관련 루틴의 검증도 이루어 졌다.
그림 3.3.2는 HyPEP 으로 system build-up, 파일의 읽기 쓰기 등의 검증이 수행되었던
계통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3.3.2 HyPEP GUI의 실증 예
수치해석에서 열수력 물성치의 올바른 계산은 수치해석 결과 및 과정에 큰 영향을 준
다. 따라서, 물성치 루틴을 개발 할 시 일차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일차적인 검증은 열
수력 물성치의 계산값이 smooth 하여 수치해석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특정한 값의 급
격한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검증을 위해 물성치의 3차원 surfac를 그려
볼 수 있도록 독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독립 프로그램은 OpenGL에 기반한 Delphi
Library 인 GLScene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에는 주요 기체 물성치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헬륨 물성치 루틴 시험
헬륨 물성치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bar)

: 1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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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K)

: 200 ~ 1650

엔탈피 (kJ/kg)

: 1050.9 ~ 8665.0

밀도 (kg/m3)

: 0.01488 ~ 28.90

엔트로피 (kJ/kg/K) : 30.14 ~ 85.25
그림 3.3.3 은 헬륨의 물성치 surface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성치 루틴은 헬
륨에 대하여 smooth한 표면을 결과로 보이고 있다.

밀도 표면, ρ (P,T)

엔탈피 표면, h (P,T)

엔트로피 표면, s (P,T)

그림 3.3.3 헬륨 열수력 물성치 표면
H2 Para 물성치 루틴 시험
H2 Para 물성치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bar)

: 1 ~ 300

온도 (K)

: 200 ~ 1650

엔탈피 (kJ/kg)

: 2971 ~ 25207.0

밀도 (kg/m3)

: 0.01488 ~ 28.90

엔트로피 (kJ/kg/K) : 30.24 ~ 85.25
그림 3.3.4 은 H2 Para의 물성치 surface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성치 루틴은
H2 Para에 대하여 smooth한 표면을 결과로 보이고 있다.

엔탈피 표면, h (P,T)

밀도 표면, ρ (P,T)

엔트로피 표면, s (P,T)

그림 3.3.4 H2 Para 열수력 물성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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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물성치 루틴 시험
이산화탄소 물성치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bar)

: 1 ~ 300

온도 (K)

: 200 ~ 1650

엔탈피 (kJ/kg)

: 288.6 ~ 2038.2

밀도 (kg/m3)

: 0.325 ~ 769.2

엔트로피 (kJ/kg/K) : 1.472 ~ 4.132
그림 3.3.5 은 이산화 탄소의 물성치 surface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급작한 변화를 보
이는 부분은 이산화탄소의 triple point 부근으로 대부분의 플랜트에서 이 영역의 고
려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치 해석 상에서는 충분히 영역의 계산이 필요함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차년도에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할 예정으
로 있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물성치 루틴은 이산화 탄소에 대하여 smooth한 표면
을 결과로 보이고 있다.

엔탈피 표면, h (P,T)

밀도 표면, ρ (P,T)

엔트로피 표면, s (P,T)

그림 3.3.5 이산화 탄소 열수력 물성치 표면
질소 물성치 루틴 시험
질소 물성치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bar)

: 1 ~ 300

온도 (K)

: 200 ~ 1650

엔탈피 (kJ/kg)

: 272.6 ~ 2046.6

밀도 (kg/m3)

: 0.207 ~ 476.2

엔트로피 (kJ/kg/K) : 2.2152 ~ 6.31
그림 3.3.6 은 질소의 물성치 surface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성치 루틴은 질
소에 대하여 smooth한 표면을 결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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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표면, ρ (P,T)

엔탈피 표면, h (P,T)

엔트로피 표면, s (P,T)

그림 3.3.6 질소 열수력 물성치 표면
산소 물성치 루틴 시험
산소 물성치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bar)

: 1 ~ 300

온도 (K)

: 200 ~ 1650

엔탈피 (kJ/kg)

: 257.9 ~ 1928.4

밀도 (kg/m3)

: 0.236 ~ 714.3

엔트로피 (kJ/kg/K) : 1.0249 ~ 6.0729
그림 3.3.7 은 산소의 물성치 surface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성치 루틴은 산
소에 대하여 smooth한 표면을 결과로 보이고 있다.

엔탈피 표면, h (P,T)

밀도 표면, ρ (P,T)

엔트로피 표면, s (P,T)

그림 3.3.7 산소 열수력 물성치 표면
HyPEP 베타 버전에는 수치 해법의 주요 요소가 설치되어 있어 개발자가 수치해법의
기능을 test할 정도 수준의 계산 수행이 가능하다.

베타 버전의 수치해법은 3차년도의 개

발 과 검증을 걸쳐 최종 버전에서는 full 작동이 가능 하도록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베타 버전에서 수행한 검증은 구현한 수치 해석 루틴 주요요소의 작동 여부 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간단한 검증이다.
HyPEP 수치해석 루틴에 있어 최우선 작동 여부는 계통의 build-up 여부이다. 이는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UI를 통하여 비교적 검증이 많이 된 부분이다. 계통의 buil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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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HyPEP 수치해석 방법은 pressure 메트릭스를 생성하고 각 메트릭스 요소에 장 방
정식에 의한 값을 넣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확인은 개발자용인 SolverDisplay 화
면창을 HyPEP 프로그램에 구현하여 on-screen으로 그때 그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3.8은 SolverDisplay 창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3.3.8 SolverDisplay 화면 창의 작동 예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SolverDisplay 창을 통해 각 계통의 콤포넌트, 링크 등의 현재
계산치를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low network 수치해석 방법의 중심인 pressure
matrix의 모양 및 값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베타 버전 개발중 여러 플랜트 배치에 대해
시험을 해 보았으며 수치 해석 setup은 잘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Pressure 메트릭스의 해를 구하는 matrix solver는 Gauss elimination 방법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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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루틴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500 x 500 메트릭스의 해를 구해 준다. 이 방법의 test를
위해 독립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random matrix에 대한 해를 반복해서 구한후 원래 값
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matrix solver가 평균적으로 10
값을 구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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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준의 정확도로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는 총 3년간 (‘05.10 ~ ’08.10) 수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나 과제 수행 2차년
도 종료 시점에서 조기 종료 됨에 따라 과제의 최종목표인 원자력 수소생산효율 계산용
HyPEP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의 개발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2년간 과제 수행으로 HyPEP
예비버전 HyPEP 베타 버전이 2007.10에 개발되었으며 HyPEP 베타버전에는 작동하는
GUI 와 prototype 수치해법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문서로써 Draft HyPEP User's
Manual 과 Draft HyPEP Models and Correlation Manual 등이 완성되어 HyPEP 베타와
함께 package 형태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세부연구목표와 달성내용 및 달성도는 아래
의 표에 요약 기술하고 있다.
번호

세부연구목표

1

GUI 체계 개발

2

콤포넌트 모델 개발

3

수치해석 방법 개발

4

HyPEP 프로그램 실증

5
6

콤포넌트 사이징 모듈 개발
콤포넌트 비용 모델 개발

7

문서 작성

달성내용
-

콤포넌트 파레트 개발
콤포넌트 그라픽 체계 개발
Drag-drop 콤포넌트 생성 체계 개발
콤포넌트 제거 체계 개발
Drawing Canvas 개발
콤포넌트 간 연결 체계 개발
On-screen 계통 build-up 체계 개발
계통 “Topology" 설립 체계 개발
코딩, 구현 및 실증 수행
콤포넌트 Object Class 체계 개발
기본 콤포넌트 개발
응용 콤포넌트 개발
수소생산 특수 콤포넌트 개발
코딩 및 구현
Flow Network 기본 보존 방정식 개발
보존 방정식 이산화 방법 개발
수치해석 algorithm 개발
증기/물 물성치 루틴 개발
가스 물성치 계산 루틴 개발
메트릭스 solver 개발
수치 해법 실증을 위한 체계 개발
연구의 중단으로 부분적인 수행
단위시험 체계 개발
기초 수치해법 실증
기초 물성치 계산 루틴 결과 시험
연구의 중단으로 미수행
연구의 중단으로 미수행
연구의 중단으로 부분적인 수행
"HyPEP Introduction : Features and
Development Path", 2006.02
- "[Draft] HyPEP Models and Correlation",
2007.09
- "[Draft] HyPEP User's Manual", 2007.10

각 세부연구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86 -

달성도
(%)

100

100

100

100
-

100

(1) GUI 체계 개발
HyPEP의 개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 되었으며 HyPEP 베타 버전에서는 최종
버전의 예상 기능의 약 90% 가량이 완성되어 실제 작동하고 있다. 베타 버전으로
GUI 기능을 확인 한 바 계통의 쉬운 모사가 가능한 것을 실증하여 보였고 GUI를
통하여 생성되는 계통의 topology, 즉 콤포넌트 간의 연결성 및 유체로 연결되어 하
나의 독립된 열수력 계통의 설립등이 오류없이 수행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GUI
체계의 개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콤포넌트 모델 개발
콤포넌트 모델 개발은 객체 지향적 언어의 특성 과 실제 수소생산 설비의 콤포넌트
를 고려하여 hierarchical 체계를 구축하였다. Hierarchical 체계를 구축한 주요 이유
는 객체 지향적 언어에 있어 ‘inheritance"라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면 복잡한 형태
의 콤포넌트를 기초적인 콤포넌트로부터 생성 할 수 있다는 것 과 이는 다시
typecasting 과 같은 technique를 사용하여 복잡한 콤포넌트를 마치 간단한 콤포넌트
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
서는 기초 콤포넌트로 노드, 링크 및 heat block 등이 정의되어 flow network 계산
의 기본 콤포넌트로 사용되고 복잡한 특수 콤포넌트는 이들을 ’parent'로 inheritance
를 통해 생성하고 각 콤포넌트의 특수 모델을 첨가하는 방식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프로그램 시 이러한 체계의 편의성을 확인하였다. 원자력 수소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계통에 콤포넌트 모델들이 개발 되었으며 코딩 되었다. 현재 HyPEP beta 버전에
서는 모든 코딩 된 모든 콤포넌트 들의 구현은 되어 있지 않고 3차년도의 프로그램
검증시 업무로 기획되어 있었다. 이로써 2차년도 까지의 콤포넌트 개발 업무는 성공
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수치해석 방법 개발
Flow-Network에 기반한 질량, 에너지 및 모멘텀 보존 방정식을 설립하였고 이를 이
산화 하였다. 이산화한 방정식의 수치적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 해석 algorithm을 개
발하였고 이때 필요한 계통 유체의 물성치 계산 루틴 과 메트릭스 solver 루틴을 개
발 하였다. 수치해석 algorothm을 커딩하여 HyPEP 베타 버전에 구현하였으며 GUI
로부터 생성되는 열수력 계통의 설립과 수치해법을 일치시켰다. 물성치 계산 루틴에
대한 기초 검증, 수치해석에 대한 기초 검증, 그리고 메트릭스 solver에 대한 성능
검증 등이 수행 되었다. 수치 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은 콤포넌트 모델 검증 과
더불어 3차년도에 수행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2차년도까지의 수치해석
방법의 개발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4) HyPEP 프로그램 실증
2차년도의 결과물인 HyPEP 베타에 대한 실증은 3차년도에서 가능하며 그렇게 기획
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HyPEP 프로그램의 실증은 beta 버전까지의 중간 버전으로
수행되었고 주로 GUI의 작동 여부 및 수치해법의 작동 여부에 국한 되었고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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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위시험으로 물성치 계산 루틴의 겁증, matrix solver 루틴의 검증 및 특수 콤포
넌트 모듈의 단위 검증등이 체계적인 방법 없이 수행되었다. GUI는 완성도가 높은
관계로 GUI의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기초 검증을 수행하였고 수치해법의 경우에는
수치해법이 실제로 GUI로부터 계통의 설립을 얻어 물성치 루틴등 과 어우러져 수치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내는 수준까지 검증을 하였다. 결과의 정확성 타당성등은 3
차년도 업무 scope로 기획되어 있다. 이상으로 2차년도까지의 HyPEP 프로그램 실증
은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다고 평가한다.
(5) 콤포넌트 사이징 모듈 개발
과제의 조기중단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6) 콤포넌트 바용 모델 개발
과제의 조기중단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7) 콤포넌트 바용 모델 개발
과제의 조기중단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8) 문서 작성
개발 기간 중 3건의 문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들 문서의 주목적은 최종버전
의 개발시 까지 주요 사항을 문서로 남기기 위한 것으로 최종 문서에 Feedback 할
예정이었다. 2차년도까지의 문서 작성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수소생산 설비에 대한 계산 방법의 개발에 Feedback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에서 개발 중인 NHDD 원자력 수소생산 플랜트 설계 계산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HyPEP은 국내 열수력의 연구경험과 기술로 최첨단 프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
된 프로그램으로 기타 독자적인 국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GUI 루틴은 기타 프로그램 개발에서 비슷한 기능을 요구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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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최종 결과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조기 중단 되었다. 따라서, 원래
활용계획인 NHDD 및 기타 수소생산 설비의 계산에 활용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러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개발 경험 및 여러 개발 루틴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유 열수력 코드의 개발시 개발 경험 및 주요 루틴 Feedback.
(2) NHDD 원자로 수소생산 설비 설계에 필요한 계산 수행시 단위 루틴으로 HyPEP 루
틴의 제공.
(3) 타 프로그램에서 GUI 체계 개발시 GUI 개발 경험 및 루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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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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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bject Pascal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Delphi 언어를 사용하였다. 수치해법은
Flow-Network를 기반으로 전체 계통에 대한 보존 방정식을 세워 이를 풀고 이후
각 콤포넌트의 세부 모델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체계를 설립하여 HyPEP 베타 버
전에 구현하였다. HyPEP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고 연구 중단으로 최
종 버전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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