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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t..,

I. 제 목

화학공정 돔특성 모사기 DYNSIR.

II. 연구개발 목척 및 중요성

화학공점에 대한 기획， 설계 및 운전에 있어서 전산기를 이용한 효

율적인 공정모사기를 캐발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임의의 화학공정을 대상으로 돔특성 모사를 하기 위한 program

code인 DYNSIR를 개발하였다. 이 code는 상미분방정식으로표현되

는 단위공정들이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시스템을 모자할 수 있다.

Code~ 구조늠 모률화되어 있고 입출력 루틴， 메모리와 데이타 관

리， 수치적분， 서로 다른 적분방식간의 조정， 물리적 특성의 계산， 단위

공정 모델， 그리고 모사도중에 파라미터 값의 변경을 처리하는 루틴으

로구성된다.

개개의 모델운 모률라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관리하기가 쉽고 적분

루틴은 cubic spline을 이용한 모률라 척분 알고리줌을 개발하여 효율

성을 증대시켰다. 데이타 구조는 index 방식이 아닌 pointer 방식을

채용하여 모든 변수를 dynamic하게 allocation 한다. 이 dynamic

memory allocation 방식의 도입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용변수의 갯수에 제한을 극복하였다. 또한 input preprocessor나

효과적인 error 처리 루틴， 도표나 보고를 위한 출력 등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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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하고 있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여러 캐의 단위공정이짐약된큰화학공정 또는 공장을단위로동특

성을 모사하기 위한 Code로 DYNSIR를 제작하였다. 앞으로 원자력

공정에 응용할 수 있는 physical property systemO I 개발되고 제반 원

자력 단위공정에 대한 모델링이 추가되면 파이로트 규모이상의 공정의

설계 및 시운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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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YNSIR : A Dynamic Simulator for the Chemical Proc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0 f the Project

The objective 0 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0 f effective

dynamic simulator fo r the planning , design, and operation 0 f the

arbitrary chemical processes using a digital computer.

川.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 program code fo r dynamic simulation 0 f arbitrary

chemical process , called DYNSIR, is developed. The code can

simulate rather arbitrary arrangements of individual chemical

processing units whose models are described by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The code structure is highly modular, and consists of major

routines to handle input/output, memory and data management ,

numerical integration, coordination 0 f individual processes , and

interactive or predetermined changes in parameter values during

the simulation.

Individual model is easy to maintain since the modular

approach is used. The integration routine is highly effective

because 0 f the development 0 f algorithm fo r modular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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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using the cubic spline. DYNSIR’s data structures does

not have the index but the pointer structure. This pointer

structure allows the dynamic memory allocation 10 r the memory

management. The dynamic memory allocation method is to

minimize the amount of memorie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variables to be used. Finally , it

includes various functions , such as the input preprocessor, the

effective error processing , and plotting and reporting routine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eveloped code , called DYNSIR, can simulate the large

process or plant which contains the individual chemical unit

processes. Later , it wi II be utilized fo r the design and initial

operation of the pilot plants or larger when the physical property

system for the nuclear processes is developed and the

modeling fo r the nuclear unit processes is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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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장 서 료훌
'--

전산기의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화학공정에 대한기획，설계 및 운전에

있어서 전산기를이용한효과적인모사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이

로 말미암아효율적인공정모사기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화학공정모사기는여러개의화학단위공정이집약된큰공정의

정상상태특성을모사하도록개발되었다.따라서모사기의핵심 기능은물

질과 에너지수지식으로표현되는수많은 비션형 식들을 연립해서푸는것

이었다. 그러나공정의운전이라는관점에서볼때는이러한정상상태특성

보다도운전개시 또는중단시에 나타나는특성과제어계의 특성 그리고 여

러 변수들에작용되는많은외란의 영향등공정의동특성이 오히려 더 중요

한요소로작용하게되므로효과적인동특성 모사기의개발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었다.

이 연구에서논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동특성모사기인 DYNSIR

(DYNamic SImulatoR in chemic외 process)를 개발하였고 추후 기능보강과 아

울러 소내 따이롯트규모의 공정의 운전데이타를 가지고 DYNSIR의 효용성

을입증할계획이며 향후건설될공정에 대해서셜계 및시운전 자료로활용

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화학공정은 여러개의 단위공정들과 이 틀을상호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특성모사기논 개개의 단위공정

에 대해서 물리적/화학적 법칙에 의거하여 시간이라는독립변수에 대해 종

속변수들의 변화를표시하는미분방정삭 형태의수학적모델이 펼요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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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정들이 어떻게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표시하는정보가

필요하다. 동특성 모사기는 외부환경에서 공정으로유입되는 압력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단위공정의 ouψut을 계산하고 이 output은 또 다른 단위공정

의 input이 되므로 이러한모사에서는 단위조작， 반응공학， 열역학， 공정제어

등의 원리 및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전산기 및 데이타구조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모사기의 개발은 화학공학분야의 총체적 학문이라 할수

있다.

한개의 단위공정이 아닌집약된큰공정의모델을세우는데는크게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는개개의 단위공정의 집합을하나의 커다란한

공정으로 간주하여 동시에 전 공정을 모델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각각의

단위공정을독립적으로모텔렁하여 전체공정으로통합하는순차적 방식이

다. 후자는모텔들이 모율화되어 있어코고복잡한공정을작은단위로분

할하여 취급할수 있기 때문에 모델령뿐만 아니라분석 및 프로그램의 작성

에 있어서도효율성을 기할수 있다. 따라서 DYNSIR에서도 이와같은모률

라접근방식을사용하였다.

모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델 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공정을 한

공정으로취급하여 특정한적분방식을사용하여 한꺼번에 적분하는방식과

개개의 단위공정을 따로적분하여 전체 공정으로통합하는 방식이 있다. 후

자논 전자와 비교하여 각 단위공정에 대해 가장 적합한 적분방식을사용하

고 독립적인 eπOf conσ010 1 가능한 반면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input을 일정한 시간구간동안 일정한 값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개되고

recycle 라언에서 들어오는 input의 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

한 보정이 필요하다. DYNSIR에서는 user의 션택에 의해 적합한 적분방식

을사용할수 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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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시스댐관리， 업출력， 데이타관리， 단위공정모델， 적분계산，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계산하는 루틴들로 구성하며 임의의 공정에 적용01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범용성을갖는 수행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요구에 부응하는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DYNSIR에서는

단위공정모텔과적분루틴에서는FORTRAN 언어를사용하였고나머지는 C

언어를사용하였다. FORTRAN은수치적 계산에는탁월한성능을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데이타구조의 처리에는 제약이 많고 dynamic storage를 이용

할수 없는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언어의 선택이 가장이상적이고효

율적이라할수있다.

임의의 화학공정의 배치를 전산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특수한 형태의 데이타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데이타

구조로는다음과같은것을들수 있다.

• Topology of Process

개개의 단위공정에대해 입력되는 sσ'earn과출력되는stream의

관계를표시한다. 이 topology에 의해 공정의 전체적인 배치가 표

현될수있다.

• Unit Parameters

해당 unit 모텔에서 펼요로 하는파라미 터， 즉 칼럼을 예로틀면

직경，용적，플레이트수등을들수있다. 이파라미터틀은 직접적

으로 적분의 종속변수는 될 수 없지 만 적분 종속변수의 계산 결과

하

에따라불연속적으로조정，보완될수있는시간의 함수일 수도있

고영원히 변하지 않는상수일수도있다. 또한이파라미터는입력

데이타 file에 수록된 어떤 시간에서 자동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user의 요청에 의해 수동으로 임의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껴J



지만이 값을임의적으로 변경하였을경우적분계가불안정하게 되

어 적분이 실패하거나스랩코기의 감소로 적분시간이 상당히 걸어

질수 있A묘로 주의를 요한다. DYNSIR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적분을 cold start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

고 있고 C이d st때를 하지않고 적분계의 안정성을 도모효}는 알고리

즘을개발하는것도좋은연구과제가될 수 있다.

.Sσ'eam Parameters

각 sσ'eam에 대해서 적분 종속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이

다. 적분이 필요없는 stream에서논 unit parameter.와 같은 성격을 갖

는파라미터로이용된다. 처음세개의 파라미터는유량，옴도， 압

력으로고정되어 있고이후따라미터는각성분의농도등양적 파

라미터로사용된다. 만일 네번째 이후의 변수중질적 변수를 사용

할때는이에 관한정보를필요로하는루턴에 unit parnmeter를이용

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Sσ'eam은 크게 material, utility, infonnation

stream으로 분류할수 있다. Material stream은통상적 인 물질의 흐름

이 폰재하는 sσeamol 고 utility논 시스댐에 공급되는 스탬， 냉각수，

전력등을 일컬으며 infonnation sσ'eam은 콘트롤러， 콘트롤 밸브， 기

록계등에사용되는신호션을의미한다.

• αmponent Codes

Stream p없meter 중 화학성분의 농도에 대해서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catalogued c여e를 기 억한다. 이 코드는 해당 성분의 물리

적 특성이 필요할 때에 출력시 에 이용된다.

• Physical안operty Data Base

화학성분에 대한 물리적 특성 (enth떠py， acti년ty coefficient,

- 4 -



density, viscosity, αitical data, equilibrium coeffici ，εnt 등)에 관한 정보

를저장한다.

• Integration Method

적분방삭을 규정하며 적분 시작 unit, 끝 unit, 적분방법，

tolerance, 변수의 수， work vector의 크기 및 주소등의 정보를 갖고있

다.

• Auxil1iary P없ameters

그 밖에 모사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사용되

는 많은 데이타구조가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언

급하도록하겠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비정상상태의 공정을효율적으로모사할수 있

는전산시스댐의 특성을결정하고전산프로그램의 형태로이를개발하며 이

시스댐이 적합하게그기능을발휘하는지를검증하는것이다. 특히 중요

한점은최근급속히 발달하고있는전산기의 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시스

렘을개발하고공정분석，설계 및 제어분야에 실제적으로활용할수 있는공

정모사거법을개발하는것아다.

연구의 션행단계에서공정모사기 개발을위한설계 개념을간추려보

면다음과같다.

• User가 모사공정을완벽하게 콘트롤할수있는최상의 시스댐

구조를 개발한다. 이 구조를사용하여 usεr눈 자동또는 수동4로

제어되는 한 공정을 모사할수 있고 어떤 시간에서든지 공정상의

변수를조장할수있다. 즉 user는실제공정에서 운전되는똑같

은상황을모사할수있다.

• Input preprocessor (Data fIle generator)를 개발하역 공정을 표현

「”u



하는 데 필요한 데이타구초를 user가 쉽게 eπ'Or 었이 입력시킬 수

있는도구를제공한다.

• 모사에 요구되는 정확도나 모델의 stiffness 및 안정성에 따라

적분방삭을선택할수있도록한다.

• Material, infonnation, utility sσ않m을분류한다 .

• 실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step, sinusoidal, exponential, pulse, ramp

와 같은 perturbation을 발생시키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력 데이타에서 tabular function의 형태를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

perturbation 의 형태를 규정하므로서 임의적으로 functional change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제어기를 사용하여 공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Fe려

back, feed-forward, cascade and ratio등의 다양한 제어방식을 수위 ,온

도， 유량， 압력， 농도등 적합한 변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정상의 unit나 sπearn parameter들의 상호관계를 만족시키도록

파라미터의 값은자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수행도중 10휠C때 I/O device를 변경할수 있도록 한다.

• 화학성분의 물리적 특성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 Plotter나프린터를통한 graphic 기능을제공한다.

• Error 처리를효율적으로수행한다.

• 모델의 추가나 변경이 용야하도록 modular execu-tive system

을 구성한다. 특히 user가 새로운 unit 루턴이나 function generator등

을 작성하여 컴파일하면 모사기에서는 자체의 수정없이 load

module의 일부로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한다. 또한새로운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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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삭과불리적 특성 생성 시스댐을삽입할수 있어야하며 공정의 르

기에 따라달라지게 되는 DIMENSION의 변화를해결해야한다.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coding파 system

librarian,그리고전산기 OS에 관련된 여러 지식이 펼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연구를개시하여 ’89 연구년도에는DYNSIR의

약70% 정도를수행하였다.또한위에 언급된 개념외에 modular integration을

수행하기 위한새로운 알고리즘을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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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YNSIR의 구조

1. 개 요

DYNSIR는 임의의 화학공정에 대해 동특성모사와 제어를 위한 C와

FORTRAN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공정모사시 적분방식에 따라 전 공정

이 몇개의 블럭으로 나뉘어 지며 각각의 블럭내부에서는 연립형태

(simultaneous).로 계산되며 블럭과 블럭간은 순차적 (sequen뼈)으로 계산된

다. 데이타의구조는 FORTRAN으로는표현할수없는여러가지 복잡한형

태가 사용되며 주로 dynamic pointer를 사용하여 메모리의 이용을 극대화하

였으며 배열크기에 따른프로그램의 제약성을 극복했다. 그림 2-1에서 보

는바와 같이 DYNSIR는 다양한모률로구성되어 었다. 프로그램 자체는극

도로모률화되어 있어모률의 갯수가 150여개에 이르고한모률이 50 문장을

넘지 않는다.

Input preprocessor φata file generator)는 DYNSIR와는 별도로 제작된 프

로그램￡로공정에 관한정보를 DYNSIR로전달해 주는 업력 데이타 ile을

손쉽게 오류없이 작성하는데사용된다. 입력 데아타 file은일반 text editor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았다. DYNSIR는 코게 startup, sim띠ator， coodinator,

m뿔atl혜 네모률로구성된다. Startup 모률은초기화와입력 데이타 tue에

의거하여 모사에 펼요한적붙환경을조성하고펼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

한다. Simulator모률은 한 단계썩 적분을수행시키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ree뼈를 처리하며 user interrupt에 의 한 수동조작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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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reprocessor Input File Text Editor

Startup Initialize
Module Build Integration Environments

Memory Allocation

• Change

Sim비ator

Module
One Step 0띠put‘ • Recipes
Integration"

success

Coordi-
One time horizon fan Tear streamnator

Module Integration Convergence

Integrator
Integration

Module

Unit caller Unit Routines

~
Physical Properties Disturbances

Fig.2-1 structure of DYN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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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dinator 모률은 m여ularintegration 시 t않 S뾰am의 수렴도를 측정하여 주

어진 허용오차한계에 맞는적분이 되도록 조정하는모률로통상적인 적분

시에는사용되지 않는다. Integrator 모률은모사에 있어서 심장부라 할수

있는적분을수행하는모률이다. 이 모률에서 각각의 단위공정 루단을호출

하며 단위공정 루턴에서 물리적 특성 생성계률 이용할 수 있고 적당한

disturbance도 가해질 수 있다.

2. 데이타구조 및 주요변수

DYNSIR의 데이타구초는 일반적 인 FORTRAN 배열 구조와는상이하

다. DYNSIR는 메모리 관리를 dynamic memory allocation 방식에 의 한다. 즉

프로그랩의 loading 시에는 배열들의 po피ter만이 배당되고 배멸의 요소들의

영역은배당되지 않는다. 이 영역은 loading이 끝나고프로그램이 수행된후

입력 데이타 file에 의해 펼요한 갯수 만큼만 배당된다. 그렴 2-2는 이러한

dynamic memory 방식과종래의 fIxed memory 방식의 차이를보여준다.

Dynamic memory 방식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 꼭 필요한 양 만콤의 메모

리를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사용을최소로줄일수 있다. 또한fIxed 방

식에서는 처음에 assIgn한 크기보다 큰 배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DIMENSION을 수정한 후 재컴파일해야 하는 반면 dynamic 방식에서는 컴

퓨터 용량을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다. (즉

FORTRAN에서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않은 배열에 대해 ’DIMENSION

A(10이’과 같은 삭으로 충분한 크기 100을 미리 정해주어야 하는 반면

dynamic 방식에서는 A의 코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00

이 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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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Memory Dynamic Memory

Code Area I I I Code Area

Pointer Area

Data Area

Fig.2-2

~ Dynamically !!
I A\\ocated - I I

I II Data I I
L J土

Loading
--- Run time

Memor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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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ynamic memory allo잃tion 기 법을사용하는 경우 배열의 구조는

1차원 배열 (vector)의 경우는비슷하나 2차원 이상에서는크게 달라지게 된

다. 그림 2-3은 2차왼 배열의 경우를 예로들어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2-3에서 S가 strearn 변수라하고특정한 한공정에 대해서 sσ'earn이 모두

10개가 있고 각 sπ않m에는 각각 2，5 ，3 ， 10，4，7 ， 1 ，9，6，3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

하자. Fix려 방식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DIMENSION 5(10， 10)’으로모두 100개의 변수 영역을확보해야한다. 물론

실제로사용되는 영역은 507ij 변수만으로 빗금친 부분뿐이다. 나머지 50개

변수영역은 waste가되는것이다. 또한다른공정에 대해서 적용할때에도

sσeam의 갯수가 107ij 이하고총변수갯수도 50개 이하라도총 100개의 메모

리는 항상 필요하게되고 만약 sσ'earn 이 10개를 넘는다든지 어느 한 sσearn에

포함된 변수의 갯수가 107ij를 넘게되 면 프로그램의 DIMENSION을 수정한

후 재컴파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이 stream 변수들아 적분변수

로사용될 때 더욱심각하게 제기된다. 배열의 구조때문에 적분변수의 수도

50개가 아닌 100개로 되는 것은불가피하다. 따랴서 필요없논 50개의 변수

는 ’dx/dt=O, x(O)=O’의 무의미한 식의 형태로 폰재하게 되고 펼요없는 계산시

간을 허비하게 된다. Stiff한 적분시 rnaσIX의 decomposition 과 substitution 에

소요되는시간은 변수갯수의 세제곱에 비혜하므로이러한무의미한변수의

추가로 적분시간은 8배로 걸어지게 된다. 이에반해 dynamic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loading시 '**s'라는 pointer 변수만이 배당된다. (여기서 *는 pointer

를가료키는 C 언어의 identifier 이다. 즉 **s는 *(*S)로 S는 pointer를요소로

갖는 vector의 pointer가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 수행되 면 입력 데이타 fJle

에서 sσ'earn의 갯수(위의 예에서 10)를입력받아그갯수에 해당하는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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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r 변수의 영역(그램에서 S[이-S[9])을 할당하고 각 sσ'earn에 해당하는

이 빼t하 변수에 그 S따am에서 필요로하는 변수의 갯수 만큼 다시 할당한

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변수 갯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양만을사용하여 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할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하에 고안된 DYNSIR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데이타구조와역할에 대해 셜명하겠다. 변수중에는위에 셜명한 것과같은

배열도 있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특수한 형태도 있으나 dynamic memory

외location 기법을사용한다눈사실에는차이가 없다.

가. Topology Matrix

Topology rna미x는 입력데이타 ile에서 제공되는 process topology를 기

억하기 위한 변수이다. 선언문에서 빠 **mp로 션언되고 element의 호출은

mp[j][i]의 형태로 호출된다. 즉 i번 unit의 j번째 topology가 된다. 공정상의

unit와 sσ'earn은일련번호에 의해구분되므로 i번 unit의 topology는다음 형태

가된다.

mp[이 [i] =삶st input or ouφutsσ'eamnumber

mp[1][i] = second input or output sσeamnumber

mp(n-l](i] = last input or output sσ'eamnumber

여기서 n은 i번 unit에 연결된 최대 입출력 sσ않m의 갯수가 된다. 그럼

2-4같은사스햄을 예로들면 topology matrix는 다음과 같이 된다.

때 월현괴 I 1 1-2 1-4 1MI앓Ru띠t

월평 댐펀 CON’fRL뻐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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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텔 I 21 5 1-3 1 VALVE unit

물론 각 unit에 대해 입출력 S뾰뻐1이 기술되는 순서는 미리 결정되 어 있

어야한다. 즉 VALVE unit를 예로들변 첫번째 topology element는 압력 stream

이고두번째는 control signal,세번째는 ouφut sσ'eam이 되어야 한다.

나· Stream Parameters

Sσ'earn parameters는 공정상에 존재하는모든sσ'earn의 특성과관련된 정

보를저장하는배열로 **s로선언되고 S[j] [i]로호출된다. 즉 i번 S없m에포

함된 j번 변수를표시한다. 이 변수중처음세개는유량，온도， 압력으로고정

되어 있다. 이 sπeam parameter들은 적분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적분변수

구별은뒤에 설명될 model iden뼈cation d따a에 의해 결정된다.

다· Unit Parameters

Unit parameters 변수는 공정상에 폰재하는 각각의 unit의 unit p없없neter

들을저장한다. 이 변수도마찬가지로 **ep로션언되는 2차원 배열이다.

라· Derivative Array

De디vative array, D는 S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어떤 특정시간 t에서

stream 변수의 시간에 대한미분치를표시한다.

마· Unit Identification Data

이 데이타는각각의 UI따가갖고있는특성을저장하는데이타로다음과

같은구조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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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modeLindex {
int flag;
mt component;
tnt mp_slze;
mt ep_slze;
mt one;
mt two;
int length;
int *1;

} unicindex[numbecoCmodel];

각각의 모텔에 대해서 model_indεx structure를 갖는 unit identification data

는통상 DYNSIR의 내부적으로만사용되며 user가새로운 unit에 대한모델

을 압력할때 이 데이타를 업력해야한다. 각요소의 의미를살펴보면 flag는

mp나 ep의 요소의 갯수가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화될 때 1로 놓는다.두번째

변수 component는그 unit에 포함된 화학성분의 갯수이고 mp_Slze와 ep_Slze는

각각 mp와 ep의 요소갯수이다. 그 다음에 있는。ne은 streamp따amet하S 중고

정된 처음세개 (유량，온도， 압력) 변수중어느것이 적분변수인지를지정한

이 변수의 값은다음표와같은의미를갖는다.다.

PRESSURETEMPERATUREFLOWRATEVALUEOFONE

X
X
X
O
X
O
X
O

x
x
o
x
o
x
o
o

X
O
X
X
O
O
O
O

nU

1i

끼
4

껴
j

A4T

IJ

‘
U

?l

0: 적분변수 X: 비적분변수

Sσucture model_index 중 length 변수는 그 모델의 top이ogyelement 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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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수로작용하는 sσearn이 되는요소의 갯수를표시한다. 이 갯수에 의해

다음변수인 *i에 메모리가 할당되고 i 배열에 이 요소틀의 index가들어가게

된다. 이 unit identification data는 model.idx라는 me에 수록되어 있어

DYNSIR의 초기화시점에서 읽혀지며 user가 새로운모델을제공하였을 때

에는 user의 션택에 의해 m여el.idx가 update될 수 있다.

바. Integration Data

Integration data눈적분과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저장하는 데

이타로다음과같은구조를 갖는다.

struct integration (
mt
mt
mt

method;
start;
end;

mt par;
double eps;
mt n:
int *sπ￠따n:

unsigned size;
double **dwork:
double **backu따

int *iwork:
int *backupi;
void *common_space;
void *backupc;

} *intgl;

Integration 없띠 변수 피tgl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열로 되어있다다.

즉한공정에 대해서 여러 개의 inte

시말해 한공정을여러부분으로나누어 각부분마마다른적분 방식을사용

하여 독차적인 eπor control을 할수 있는 modular integration이가능하다. 여

기서 user가 압력해야하는 변수는처음 다섯개이다.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계산 또는 결정된다. 입력이 필요한 다섯개 변수는 순서대로 적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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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gorithm)， 이 적분방법A로 적분되는 첫 unit와 마지 막 unit, 적분에 필요한

파라미터， 앉아 tolerance이다. 그다음에 있는 변수 n은 이 적분방법으로 적

분되눈 변수의 갯수이고 *sσ짧n은 이 적분에 관계되는 sπearn의 번호들이다.

**dwork와 *iwork논 각각 설수와 정수의 작엽영역이고 *common_space는

FORTRAN으로 짜여진 적분수행루탄에서 필요로 하는 COMMON space아

다. 그리고 **backupd, *backupi, *backupc는 m여띠ar 적분시 iteration을 위해

전회 적분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SIze는

적분변수의 갯수가 너무 많아 작업영역을 huge array로 처리해야 할 경우

memory 외location에 펼요한 16 byte paragraph 단위의 크기를표시 한다.

사. Stream Identification Data

이 데이타는각각의 sσearn에 대해모두 4개의 정수 변수배열로구성된

다. (즉 int *ist[쩨) 각 sσ'earn에 대해 네개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Modular integration시 전 공정은 적분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개의 적분

subsystem..으로나뉘어 진다. 즉공정의 일부는 1 번 subsystem에서 계산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subsystem에서 계산되는등으로 분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한 subsystem에서 다른 subsystem으로 연결되는 stream의 정보가 필요하

다. 따라서 sσ'earn identification의 첫번째 변수는 이러한 interconnect stream의

갯수를표시한다. 두번째 변수는 이 sσ'earn이 적분되는 subsystem 번호이다.

마지막두 변수는이 sσ않m에포함된 적분변수및 변수의 갯수에 관한정보

를포함한다. (Unit iden뻐cation data의 변수 one과 two를 참조.)

- 19 -



3. 주요 DYNSIR 루턴

가. 루턴 main

루틴 main은 프로그램 2-1에 수록되어 있요며 역할은 먼저 프로그램어

시작되는 시간을조사한 뒤 업출력 장치를 open하고프로그램 종료루턴을

설정한 뒤 I뼈el.idx fIle.로 부터 빼t identification data를 읽어들인다. 그 후

user가 제공한 입력데이타 file.로부터 공정에 관한 정보를 읽어들여 필요한

메모리를할당한후 user가수행중지를요청하였을경우이를처리하기 위한

han이er를 셜정한 후 simulator.로 control을 넘낀다. 여기서 종료루턴과

interrupt han버er를 살펴보면 표로그랩 2-2와 같다. 종료루턴인

terminate_pro햄m에서는모든 heap space와 huge array를 DOS로 반납하고모

든 open fue을 close한 후적분시간과보사시간을기록한후프로그램을종료

한다. Interrupt 처리루틴인 handler에서는프로그램의 종료를 다시한번 확

인한후 현재까지의 모사결과를기록하고프로그램을종료한다.

나. 루턴 simulator

루틴 simulat아는주어진 시간간격에 따라모사를수행하는역할을하

며 프로그램 2-3어l 수록되어 있다. 또한주어진 시간간격에 따라모사결

과를출력하고모사완료후plotter를통한출력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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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1 Routine main

I*m획n function*I
void main (int argc,char *argv[])

regtster mt lJ;
ftime(&timebuffer); /*start time set*/
gointeg.mode=false;
/*open devices (input,output,error,status)*/
for (j=O; j<4; j++) (

i=j+l;
표 (argc<=i) strepy(tempol 야y[j] ,prinework(j»;
else strcpy(temp이ary [j]，sσlwr(argv[i]»;

switch (j) {
case 3: if (sσcmpi(tempol따y[j]，tempo1따y[2])==O) {

ftle [j]=ftle[2];
br，않k;

case 2 : if (strcmpi(tempol따y[j]，tempol따y[I])==O) {
ile [j] =file[l];brl않k;

default: if (strempi(tempol따y[j],"nu1")!=0)
fI1e[j]=file_open(j，않mpol따yU]);

brl않k;

/*program termination address set*/
atexit(tem피late_program);

/*print start time*/
starctime=time_print("SIMULATION STARTED AT");
strcpy(data‘fI1εname，tempol없y[O]);

read_data(); /*read m여el identification 없~*/
inpuedata_read(); /*read input data*/
I*Cπl-C handler set*/
if (signa1(SIGINT,handler)==(int (*)0)-1)
printf(’새Ctrl-C handler set failed!에Default han버er is used.'\n")

if (num_tear<=O) πf=마lC;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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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2 Routine terminate_program and handler

/*close 외I open file and free allocated memory and quit*/
void tenninate_program(void)

regIster tnt 1;
struet _heap피fo finfo;
finfo._pentry=NULL;
while «i=_fbeapwalk(&finfo»!=_HEAPEND) if (i==_HEAPOK)

if (finfo._useflag==_USEDENTRY) free(fmfo._pentry); else;
else if (if=~뾰APEMP1Y) (
fp피ltf(status，’、퍼.eap spacε %pd없naged"， finfo._penσy);

break;

if (i==_HEAPEND) fprintf(status ，’、lAlI");

else fprintf(status,’\nOnly");
fprintf(status,II consistent heap spaces are freed.");
for (i=O; i강nteg; i++) if (intgl[i].method!=O) free_memory(intgl[i].dwork)
fprintf(status，’재Allhuge 빠ay are freed.'\에.\n"’”’')

p파It따t('’、셰1πTot떼a외I Integra때tion Time i압s %13.5g앓se야e.\에n’”’，꾀integra때t디ion_time터);

i표f (st앙tar없C1꾀time=t때1m빼e빼bu따ffi따e하r.t따따Ie히e히)
end_time_print("PROGRAM TERMINATED ATtl);

fprintf(status,’'\nAIl open me않sa없ree미close혀d.\.\n'’”’')
fclos않ea왜no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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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 2-2 (Continue)

1* Crtl-C (or Break) handler*1
void handler(void)

int ch:
if (gointeg.m여e) integration_마ne+=((double)clock(ν1000 ‘O-gointeg.time)

signal(SIGINT,SIG_DFL);
πi피n빠tf("’”’‘、M‘\n엔IπT，’enninat않，e snnu삐1\삐삐u띠lla'때tion processing? ’”’')
c며h=ge하tc띠c미h(π0;

ch=tolower(ch);
if (ch==’y’) (
p파1tf(’、tR않lly? ’끼

ch=getehO;
ch=tolower(ch);
if (ch=='y') (
puteh(、1');

save_res띠180;

exit(이;

signal(SIGINT,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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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3 Routine simulator

I*simulator*/
void simulator(void)

mt count;
double ouetime;
iniesimulator();
oue마ne=sim버arion....:마ne;

do {
do {
for (count=O; count<nprt; count++) (
ouetune +=tmc;
coordinator(ouetime.히히);;
key_int않errup야teO);

표 (outpueflag) prinestep_resultsO;
if (plotter_flag) step_writeO;
}w퍼Ie (simulation_time<tmax- 마lcll.O);

end_time_print("SIMULATION ENDED AT’끼

memcpy(S[l] ，S[이，max_vars*max_sσ않ms*sizeof(double»;

if (plottecflag) {
close(plotter_file);
plotter-Naphic();

p파ltf ("All simulations were performed.'\nIfyou wish to stop siro버ation ， \
then press ’Q’.에Otherwise ， press any other key");
}w피Ie (key_interrup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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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펀 coordinator

이 루틴은 mod띠ar integration시에만 필요하며 통상 적분시에는 바로

integrator.로 들어간다.프로그램는프로그램 2-4에 수록되어 았으며 m여비ar

integration시 없 S뾰없1 변수의 수렴도를검사한다. 과정은 먼저 초기 빼e

horizon을 가정하여 이 시점까지 적분한다. 이때 t않r stream 변수는 cubic

spline exπapolation에 의해 추정 계산한다. 그 다융 계산결과와추정치를벼

교하여 수렴도를 판정하고 time horiwn 간격을조정한후 수렴이 실꽤하였

을경우에는iteration을수행하고성공시에는다음시간으로진행한다.이와

아울러 이 루턴에서 적분소요시간을산정한다.

라. 적분루턴

적분루턴은 total_integration과 피tegrator의 두 루턴으로 구성된다. 루

턴 tot어_integrator에서는 전체 공정을 subsystem 순서에 따라모두 적분한다.

이렇게 하여 앞션 subsystem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interconnect sσearn의

spline data를 update하여 뒤에 계산된 subsystem의 input에 이 결과를 활용하

도록 조치한다. 루턴 integrator에서는 한개의 적분 subsystem의 계산을수

행한다. 여기서는 user가 제공한 적분방법， 적분 unit,적분 파라미터， eπor

tolerance에 따라적합하게 적분을수행한다. 이 루턴들은표로그램 2-5에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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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랭 2-4 Routine Coordinator

1*α>ordinator*I
void coordinator(double ouctime)

double time;
gointeg.time=(double)clock()/lα)().O;
gointeg.mode=true;
do {

memcpy(S[ I]，S[O] ，max_s뾰ams*max_vars*sizeof(double»
backup_work(O);
do {
마ne=simulation_따ne+π{;

if (time>ouctirne) 마ne=ouc마ne;

tota1_integration(time);
}w뻐Ie (tear_check(time)>O);
siro띠ation_마ne=따ne;

피itial_u며ateO;

}w피Ie (time<ouctime);
integration_파ne+=((double)clockO/lα삐.0-gointeg.time);
gointeg.mod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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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 2-5 Routine integrator and total_integration

l*integrntor*1
void integrator(double out....:파ne)

int i,n,eppar,ier,mm; char *routine="integrator";
double start,eps;
struct verk *vv; struct g않r *vg; struct episode *ve;
i=COM1.INTFL;
IS=intgl[i].start;
IE=intgl댄 .end;
if (intgl[i] .meth어>0) (

start=simulation_time;
eps=int앙[i].eps;

n킥ntgl[i].n;

make_integration_variable«double huge *)y,S[O]);
switch (intgl[i).method) {
C잃e 1 : vv=(struct verk *)intgl[i].common_space;
ier=dverk«struct block_verk *)vv,n,&start,y,out....:time,eps,&vv->index,

intgl[i].dwork[O]);
if (vv->index<O) eπor( l퍼dex error in dverk. II ，rou피le);

if (ier>O) iererror(routine,"dverk",ier);
break;

case 2 : case 3 :
mm=(intgl[i].method-l)*10+intgl[i].par;
vg=(sσuct gear *)intgl[i].common_space;
memcpy(&INCOMl,&vg->a,sizeof(struct block3ncoml»;
memcpy(&INCOM2,&vg->b,sizeof(struct block_incom2»;
ier=DRIVE(&n，&st따t，&vg->h ，y,&ou t....:time,&eps,&mm,&vg->index,&spd

intgl[i].dwork[O] ,intgl[i] .dwork[ I] ，intgl[낀 .dwork[2],
intgl[i].dwork[3] ,intgl[i].dwork[4] , intgl[i].dwork[5],intgl[i].iwork);

if (ier>O) iereπor(routine ，"drive" ，ie끼;

memcpy(&vg->a,&INCOMl ,sizeof(struct block3ncoml»;
memcpy(&vg->b，&INCOM2，sizeof(sσuctblock_incom2»;
if (hused<INCOM1.d[7]) hused=INCOM l.d[7];
break;

case 4 : case 5 :
mm=(intgl[i].method%2+l)*lO+intgl[i].par;
ve=(struct episode *)intgl[i].common_space;
memcpy(&INCOM1,&ve->a,sizeof(struct block_inc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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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5 (Continue)

memcpy(&INCOM3,&ve->b,sizeof(struct block，꽤∞m3»;
eppar.:::3;
ier=EDRIV(&n,&start,&ve->h,y，&ouC따ne，&eps，&eppar，&mm，&ve->index

&spd,intgl[i].dwork[O],intgl[i].dwork[1],intgl[i].dwork[낀，
intgl[i].dwork[3] ,intgl[i].dwork[4],intgl[i].dwork[5],intgl[i].iwork);

if (ier>O) iererror(routine ，"잉riv" ，ier);

memcpy(&ve->a ，&INCOMl ，sizeof(sσuct 비ock_incoml»;

memcpy(&ve->b,&INCOM3,sizeof(struct block꾀∞m3»;
if (hused<INCOM l.d[7]) hused=INCOM l.d[7];
break;

restore_integration_variable«double huge *)y,S[O]);

I*integration of all subsystem*I
void total_integration(double 마ne)

mt lJ;
hused=horg;
for (COM l.INTFL=O; COM1.INTFL<integ; COM 1.INπL++){

if (num_nonte따>0) nx[COM l.lNTFL]=l;
integrator(time);
for (i=O; i<num_nontear; i++) {
j=tear[i];
if (ist[l] [j]==COM l .INπL) {
J=Slze_Sσeam(j);

ICSICU(&j ，xdata[COMl.IN1'FL]껴ata[i] ，de:디v[i] ，

&nx[COMl.INTFL],bpar[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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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루틴 FeN

이 루틴은적분루턴에셔 호출되며 현재의 적분 subsystem에 속하는 unit

루틴을차혜로호출하여 포댈에 의거한미분치를계산혜 내도록하는 역할을

하며 프로그햄 2-6에 FCN과 이에 필요한 UNTCAL과 i띠cfunction루턴의 내

용이 수록되어있다. 루틴 inicfuction은 DYNSIR의 초기화시점에서 호출되

며 library에 저장되어있는각각의 unit 루턴의 수행시작주소를 ψoid (fortran *
fn디)();’ 형태의 function array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unit 루턴을루티이륨이 아닌 index 숫

자를 가지고 호출할 수 있다. (즉 10번 u띠t 루단은 FORTRAN

SUBROUTINE SPLπ인데 이의 호출을 ’CALL SPLπ’으로 하지않고 ’(*

fn[10])O; ’ 식으로 할 수 있다.) 루탄 UNTCμ은 。I와같은 방삭으로 한개의

unit루탄을호출하여체산한 후마음 unit 루탄을계산하기 위해 UNTeAL

을 recursive하째 호출한다. 이 UNTCAL은 현재 적분 subsystem의 마지막

unit 루틴이 계산되면 종료된다. 따라서 루틴 FCN에서논 현재 적분

subsystem의 첫번째 unit의 번호를 인자로 UNTCAL을호출하면 UNTCAL에

서 마지막 unit까지 계산한후 FeN으로 return된다. 계산된 마분치는 변수D

에 저장되고 이를 make_integration_variable 루틴에서 ydot array에 옮겨서 적

분루턴으로 전달하쩨 된다.

바. 루틴 error

루탄 error는 입출력， momory allocation, 입력 데이타 file 상의 오류가 발

생했을때 이를처리하기 위한루틴이다. 이 루틴은프로그램 2-7에수록되

에 았다. 표Tor는코채 鋼 error.와 w빼n양로구분되고 fa때 error 발생시에

는프로그랩의 수행이 중지되며 warning의 경우에는 user에게 메세지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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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랭 2-6 Routine FeN and related routines

/*버fferentia1 equation caller. called from integrator*1
void fortran FCN(int *n,double *t,double huge *yp,double huge *ydot)

mt 1;
presenctime=*t;
/*σansferwork vector to indi피du떠 S뾰am*1

restore_integration_v따iable(yp，S[이);

gecspline(presenctime);
for (i=O; i<*n; i++) ydot[i]=O.O;
UNTCAL(IS-l );
make_integration_v없iable(ydot，D);
make_integration_v따iable(yp，S[O]);

/*individua1 unit caller*/
void fortran UNTCAL (int unicnum)

int model;
if (urucnum>=IE) return;
model=up[unicnum][l];
COMl.NCOMP=unicindex[model].component;
COMl.N2=unicindex[model].two;
(*fn[model])«int *)&v짜qimension，(double *)&presenu뼈e，(double *)S[O] ,

(double *)D,(int *)mp[unicnum], (double *)ep[unicnum]);
UNTCAL(++unicnum);

/*ini없피re function address to correct address*1
void inicfunction(void)

fn[O]=STGIDL; fn[l ]==CONTl‘R; fn[2]=PIPE; fn[3]=PUMP; fn(4]=EXTRTR;
fn[5]=PRECIP; fn[6]=EVAPOR; fn[7] =GNTRNS; fn[8]=VALVE;fn[9]=CSTR
fn[l이=SPLTI’; fn[ll]=CONVAL; fn[12]=RESVAL; fn[13]=PREVAL;
fn[14]=PIDCON; fn[15]=CASCON; fn[16]=TOTAL; fn[l7]=D타.JAY;

fn[18]=LAG; fn[19]=TYPE20; fn[20]=TYPE21; fn[21]==TYPE22;
fn[22]=TYPE23; fn[23]=TYPE24; fn[24]==TYPE25; fn[25]==TYPE26;
fn[2이=TYPE27; fn[27]=TYPE28; fn[28]==TYPE29; fn[29]==TYP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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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 2긴 Routine error

I*print error message and quiν'or continue*I
void error(int first,...)

register int error_number;
va_list ar~ptr;

errocnumber--errno;
va_start(ar~pσ ，바8t);

if (first) sσcpy (temp2，"피Fatal Error: Routine %s:\nil)
else sσ'cpy (temp2，’~W따ning: Routine %s.'\nil);
streat (temp2，va_arg(ar~pσ，char *»;
if (err--NULL) err=stdout;
vfprintf(eπ，temp2，ar~ptr);

va_end(ar~pσ);

fputc(、1’，eπ);

if (error_number) fprintf(eπ，sσ'error(errocnumber»;
if (first) ex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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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다. 루틴 eπor는 variable argument를 갖으며 첫번째 ar웰ment는 삶tal

gπ'Of와 warning을구별하는파라며터이고두번째 ar웰ment는 error가 발생한

루턴의 이름이다. 셰번째 이후의 argument는 발생된 eπor 특유의 메세지를

전달하며 따웰ment의 갯수에는제한이 없다. 이와같이 적합한메세지를출

력한후만일 발생된 짜or가 os 고유의 error를포함할경우 os에서 제공하

는메쩨지를 합째 출력하게 된다. 메세지의 출력이 끝나면 fatal eπor의 경우

에는 프로그랩을 종료시커고 warning의 경우에는 eπor가 발생한 루틴으로

돌아가수행을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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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적분방식

1. 개 요

비정상상태에서 동착하는화학공정은공정상의 장치를표현하는단위

모델의 난이도에 따라 일련의 상미분방정식이나 펀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공정의 동특성모사시 각각의 단위모텔에 대해서 몇가지 가정

을 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댐의 전체적인응답에 큰 영호t을주지않

고 상미분방정식으로표현할수 있다. 또한 편미분방정식의 형태로만 가

능하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수학적 기법을 동훤하여 야를 상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DYNSIR 에서는 상미분방정식의 적분루

탄만 이용된다.

공정모사에서제기되논 상미분방정식은곧 각 유니트에 대한물질

수지식과에너지수지식이다. 즉 한유니트에 축적되는물질과 에너지는

그 유니트로 들어오는양과내부에서생성되논양그리고외부flux의 합에

서 흘러나가는%￥을제외한양이된다는물질 및 에너지 보존법칙에의해 생

성된다. 이러한불질 빛 에너지의수지에서생성되는미분방정식은대부분

비션형도가높아궁긍적으로해석적방법에 의한해법은불가능하다. 따라

서 수치적인 해법을이용해야하고좋은해법을선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

같온 요소를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 정확도 : 계산상의 오류는 각 적분 시간구깐마다 발생하는

truncation과 round-off error어l 의존하고 01 error는 모사를 계속 진행

함에 따라어떻게 전개되는가하는것이 중요하다.

• 각스탤마다 truncation eπ야를 펑가하는것이 쉽고적분시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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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온 펑가된 tnmcation eπOf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 계산속도.

• 안정도.

DYNSIR는 일반적 목적의 모사기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좋아야하고

m여띠ar integration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variable 뻐le step을 이용

하는것이 좋다는관점에서 다음의 다섯가지 알고리즘을채택했다.

• Runge-Kutta-Verner 5th and 6th order method

• Adamsprl혀ictor-co:π'ector method: semi-variable 따ne step

• Gear's backward 따잠eren뼈 formular : semi-variable time sκp

• Adamspr혀ictor-corrector method: variable뼈le step

• Ge따’s backward differential form따ar: variable 따ne step

다음 절에서는위의 각 적분 알고리즘을 셜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점

에서 몇가지 개념을설명하기로하겠다.

2. 개 볍

가. 정규형태의 상미분방정식

먼저 canonic떠 형태의 1차 초기치 문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깥은 식으로

표시할수었다.

y= f(t,y), to ~ t ~ tfinal

y(to) =Yo.

여기서

t는시간과잘은독렵변수.

y = [y1,y2,...，yNlT는종속변수를 표시하는 column N-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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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dt

f는 y와 t의 N-vector valued function.

to는 t의 초기값.

tfin외은 t의 마지막구간값.

Yo는 y vector의 초기값.

N은 ￡따따미분방정식의 갯수.

식 (3.1)과 (3.2)를백터형태가아닌요소형태로표시하면

ii = 션(t，y l ，y2， ...,yN)

y1(to) = Yo1 for i = 1,2,...,N

몇가지 문헌에 등장하는 화학반응 모델을 여l로들어 다음과 같은 반웅

메카니즘과상미분방정식을 가정하자.

Al -톨· A2 , 0.04

A2 + A3 .. Al + A2 , 104

2A2 -를· 2A3 , I ‘ 5xl07

뀐 = -0.04y1 + l04y2y3

y2 = O.04yl - l04y2y3 - 3xI07y2y2 (3.3)

y3 = 3xI07y2y2

yICO) = 1

y2(O) = 0 (3.4)

y3(O) = O.

이 반응은 반응속도상수의코기가 9차 범위로 넓게 변화된다는 사실이 흥미

롭다. 또한정상상태로 접근하면 yl=y2=O 이고 y3=1이다. 또한시스탬을

잘살펴보면 펑형상태에서 우세한식은아=-104y2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시스댐윤초기값이 무엇이든상관없이 stiff 시스랩에서 전형적으로나타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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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납'ongly 없m뼈exponenti싫 형태의 해를 갖는다.

나. Stiffness

먼저 상미분방정식외 수치해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stiffness의 개념을

살펴보자. 이 절에서는 간단한정의를 내리고뒤에서 다시 보다 명확한정

의를하도록하겠다.

전형적인 stiff방정식을하나소개하면

y= -103[y웠.p(-t)] - [exp(-t)], 0 $ t $ tfinal (3.5)

y(O) = 0 (3.6)

이문제의정확한해는

y(t) = exp(-t) - exp(-103t) (3.7)

이다. 여기서우리는 exp(-t)라는항과이와비교해서 t에따라급속히 변화

되는 exp(-103t)의 항을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두개의 시간상수인 't l =10

3과 't2=1을도입할 수 있다. t각1 일 때 뼈}른 성분은 exp(-l)의 값을 갖고느

런 성분은 t=τ2일 때 이 값을 갖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stiffness는적은 decay

뻐le constant, 't l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tl에 몇 배 안되는작은 t값에 대해서 뼈}른성분은 해외 값에 상당한 기

여를한다. 이 범위에속하는 t를없nsient inte때이라부른다. 적분범위가

πansient interval에 제한되어 있다면 어헌 특별한 수치해법을 도입할 펼요도

없고 해의 값도 stiff하지 않다. 그러나 01 transient 피te때을 넘어서면 해는

본질적으로 느련 성분의 값이 우세하게 된다. 이 때 존재하는 뼈}룬 성분

(완전히 감쇠되었다할지라도)이 종래의 explicit 방법으로 이 식을풀것인

아니면 다른 stiff solver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말해

transient를 넘어서면 그문제는 stif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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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stiffness는 적분의 범위，즉 tfin외에 의해 결정된다. 't2의 값으

로볼때 이 문제의 완전한해는 tfinal ~ 1일 것으로추측되나보다적은값일

수도 있다. 어햇든 01 문제의 stiffness를측정하는 양적인 방법윤

S = t마1떠 /τ1

이다. S가 1000 이상의 0펴er를가지면 이 문제는확실히 stiff하다고말할수

있다. 또 S가 10보다적으면이문제는 non-stiff하다고할수 있다. 만일

S가 이 중간값에 속한다면 mil버y stif랜}고 표현할수도 었다. 여기서 수치

적 값은타당하다 할지라도 non-stiff에서 stiff로의 전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식 (3.3)과 (3.4)의 반응문제에서도 비슷한관찰을 할수 었지만 stiffness

는 보다 멸 명확하다. 명형근처에서 두번째 식은 근사적으로 τ=10-4의

exponential decay time constant를 갖는 y2=_104y2의 형태로표시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평형에 도달되는모든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 t=107까

지 적분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스햄은 tfin와과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빠른 decay 따le constant를 갖기 때문에 stκf 시스탱으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

르다. 위의두경우에 있어서 이들은다음과같은 stiff 시스댐의 본질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time constant들의 값이 차이가코고 가장 작은

빠 cons때t와비교할때 적분시간이 길고정상상태로접근하는모양이 빠

른 oscillation을보이지 않는다는것이다.

상미분방정식의 stiffness에 관한 정의나묘사는 여러 문헌에 나타나 았

다. 가장 실용적 인 방법은 non-stiff 방법으로 적분해보고 다시 stiff방법으로

계산해보는것일젓이다. 그리고두방법으로풀때들어간비용을서로

벼교하는것이다. 비용의 계산은 CPU time이나함수계산횟수등을통하여

할수 있다. 만일 실재적으로 stiff solver가 non-stiff solver 보다싸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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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stiff이고 non-stiff solver가싸다면 그 문제는 non-stiff이다. 이 두 극

한사이에 존재하는 mil버y stiff 문제논다른부류에 속한다고할수 있다. 여

기서 어떤 적분구간에서논 non-stiff s이ver가 적합하고 또 다른 구깐에서는

stiff solver가유리하다는문제에 대해서는무엇야라 말할수 없다. 그러나

현재 stiffness detector를통하여 스위치 방법을사용하는꽤키지가등장하고

있다.(1)

다. Stiffness와 안정도와의 관계

Stiffness와 안정도와의 관계를설명하기 위해 (3.1)식의 두 개의 서로다

른해로y와w가있다고가정하자. 그러연

y - w = f(t,y) - f(t,w)

반얼 높은야der의 항을무시한다면다음과같이된다.

y-w== fy(t,w)(y - w).

여기서또한y-w가충분히 작다고가정하면

y -w = J(y-w)

가된다. 여기서 J=fy로 Jacobianmatrix.이고다음과같이표현된다.

8 f1
Jij =-(t,w)

8yJ

J가 l없l 하게 상수라 가정하자. 만일 J가 안정한 rnaσix (J의 모든 eigenv려ue

가음의 실수부를 갖는다‘) 라면 t가무한대로 접근할때 y-w는 0으로 접근한

다. t가 증가함에 따라 J를 다시 계산하고 각 J가 lac따하게 상수고 안정한

matrix라면 t가무한대로감에 따라y와w는같은 finite 함수로 접근할것이다‘

즉 식(3.1)은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딸은 식(3.1)의 어떤 특별해 y와w가 주

어졌을 때 t가무한대로 감에 따라그들을 갚은 finite 함수로 접근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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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stiff 시스댐은극히안정하다. 왜냐하면

최소한 한개의 아주큰음의 실수부를갖고 있기 때문이다. Stiffness에 관한

보다명백한정의로 Shampine어 적은글이 있어소개한다.(지

By a stiff problem we mean one for which no solution component is

unstable (no eigenvalue [of the Jacobian matrix] has a real part which is at

alllarge and positive) and at least some component is very stable (at least

one eigenvalue has a real p빠 which is I따ge and negative). Further, we

will not call a problem stiff unless its solution is slowly varying whith

respect to the most negative p따t of the eigenvalues.... Consequently a

problem may be stiff for some intervals and not for others.

이 정의에 의하면 Jacobi뻐 matrix의 스펙트럼속에 음01 아닌 실수부가

있다하더라도그것이 수학적 모텔에서 중렵적이거나느리게 성장하는성질

을가지고 있는 한 전체 시스햄의 안정성에는 상관 없다. 물론 01는 이상적

인 어떤 시간간격 구깐에만국한되어야하고 가장강한 damped m여양} 비교

해서 상대적으로느리게 변화해야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식(3.5)를 보면 이 식은 -103이라는 하나의

ei뚱빼ue를 갖는다. 삭(3.7)에 의해 없nsient밖에 존재흩}논 해는 exp(-t)이다.

게다가 이는 exp(-103t)와 비교할 때 느리게 변화한다. 이와는 대조적인 한

예로 forcing function exp(-t)가 sin(l OOt)라면 이것의 해는 sπongly damped

mode와비교해서 더이상느리게 변화하지 않을것이고따라서 이문제는 stiff

하지 않을것이다.

이러한 정의를근거로 앞서 사용한 예제에 적합한 stiffness ratio의 양적

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단순히 가장 큼음의 실수부를갖는 eigenv때ueλ를

사용하여 가장 작은시간상수를 t=-llRe(A，)로 정의하고 stiffness ratio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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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이정의한다.

S = (tfinal - to) I τ. (3.8)

불행히도이것은명확한정의가아니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 t는해에따

라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8)은 loc외 sense로만사용할수 있다. 즉 t는

어떤 subinterval 에서 상수이 다.

이제 식 (3.3)과 (3.4)의 kinetic m여el로 돌아가자. 간단한 계산을 통하

여 이 식은 항상 0인 밍genv떠ue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펑형상태

에서 eigenv떠ue들은 0, 0, -104-0.04이다. 안정도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서

잉genv떠ue가 0 일 때도 (neutrally) 안정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수치적으로

zero eigenvalue가 양의 수로 perturb되면 이 시스댐은 불안정해 질 것이다. 이

러한불안정성은수치적 round-off에 의해서나불완전한 error control에 의해

제기될수있다. 이러한성질때문에이문제는큰 t에대해풀때는많은어려

움이따르게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수치해법에 관해 언

급하겠다.

3. 상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이 절에서 수치해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소프트

웨어들이 그소프트웨어가경제적으로선뢰성있는해를 얻가위해 저변에 사

용된 여러가지 수학적 개념을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마. 사

용자는단순히주어진사용법에따르기만하면된다. 즉만족스러운혜를얻

기까지 압력 파라미터를작성하는법만알면된다. 물론 이러한단순작업도

solver에 따라서 코게 다르다. 다른 이유는 각 solver의 저변에 깔려있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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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즘의 특성과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과적으로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사용한방법에 정통하다면문제를해결하는데 있어 큰도움을얻을수있마.

또한특이한특성을갖는문제의 경우에는기존의 소프트웨어를수정해야

만가능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해법에 대한 지식은 매우중요하다고 할수 있

다.

이러한 이유에서 DYNSIR에서사용된 수치혜법과소프트웨어 꽤키지

를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식(3.1)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를

소개하였다. 또한 linearly implicit fonn으로수정된 형태는다음과같다.

Ay = g(t,y), y(1o)=Yo (3.9)

가. Linear Multistep Method

Linear multistep method 부류는 크기가 크고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은

계산되는 해가 불연속적 시간 to,t1,···,tn,..·에서 y(t)의 근사값 Yo，Yl ，···，Yn，···의

형태로나타나기 때문에 ’discrete’라고말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y의 disσ'ete

한값은다음과같은 형태의 공식으로주어진다.

K1 K2

끼1 = L 여fYn-i +h L f3i Yn-i.
i==1 i=O

(3.10)

여기서 피는띠，피)를표시하고h는시간스웹크기를표시한다. 계수αi와f3i

와 음이 아난 정수 K] , K2는 주어진 방법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 K=

max(K]，K2)는 관련된 과거의 값의 수로 step numb하라부르고 식(3.10)을 K

step method2f 한다. 만일 스랩크기 가 variable 이 면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K1 K2

)h=I. 여1i)h-i +hn I.f3ni Yn-i.
i=1 i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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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간단한 linear multistep meth어로 forward Euler method를들수 었다.

yn = Yn-l +h Yn-l·

BackwardE비ermeth여는

)h = Yn-l +h 까1·

이것들은one-step method (K =1)이나 multistep이라 할수는 없다.

Stiff문제를풀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방법으로Backward Differentiation

Fonnulas (BDF)가 었다. 이것들은식(3.1 0)과 (3.11)에서 K2=O이고Kl =q 인

경우로각각의경우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

q

Yn = L 여;Yn-i +h/3oyn .

q

Yn = L 여1iYn-i +hnf3noYn.

(3.12)

(3.13)

Non-stiff method로 가장유명한 Adams method눈 (3.10) 이나 (3.11) 식의

첫번째 sum 이 오직 한개의 항만을갖는 경우이다. 즉 order 가q 인 explicit

와 implicit Adams meth여는각각다음과같이 표현된다

q-l

yn = Yn-l +h 'L[3iYn-i.

q-l

yn = Yn-l +h r. PiYn-i.
i=O

(3.14)

(3.15)

Order 라눈 말은 linear multistep meth여 에서는 명확히 정의된다. (3.11)

식에서 order 는 yet) 가 임의의 smooth function 일 때 h 가 0 으로 접근함에 따

라다음식을 만족하는가장큰 정수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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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K2

y(tn) - ε 여fy(tn-i) -h '£{3iY(tn-i) =OQJQ+l). (3.16)
i=l i=O

일반적으로 orderq 인 방법은 b에서고정된 예=t까지 적분할때 h가0으후 접

근함에 따라 global error yo - y(tn) =O (Jlq)를 갖는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linear multistep method의 가장 종요한 개념은 implicit

와 explicit 의 차이점이다. 식 (3 .10) 과 (3.11) 에서{3o=O면 explicit이고아니 면

impli，따t이다. Implicit 시스댐에서 대수계는다음과같이 표시된다.

)h =h{3 of'(tn,yn)+,£(ai )h-iib{3i'Yn-i) =h{3 of(tn ,yn) -+an. (3.17)
i>O

이 식을각스랩에서 Yo01I 대해서 풀어야만한다. 이 푸는과정을어떻게 수

행하는 가에 따라 알고리즘또는 solver의효율에 큰 영향을준다- 함수 f는

일반적으로 비션형이기 때문에 대개 특정한 반복계산 과정이 사용된다. 가

장간단한 방법은 functional (or fIxed-point) iteration이 다.

Yo(m+1) =hPof(to,yn(m»+an (m=O, l ,…),

여기서 Yn(O)눈 YO에 대한 초기 가정값이고 m은 반복계산 횟수이마. 이 작

업은 oonstiff문제에서는 이상적으로 잘 적용되나 stiff 문제에서는h가시스

댐의 가창작은시간상수보다작거냐비교할만할때에만수렴한다. 그리

고 이러한스랩코기의 제한으로 과도한 계산시간이 요구되어 이 방법이 불

합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functional iteration과조합된 implicit

method는 explicitJ로 분류하기도 한다. 스랩크기의 제약때문에 확실히

oonstiff method이 다.)

Stiff문제에 대해서는 (3.17)식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Newton method를

많이사용한다. 즉

F(Yn) = Yo -h{3of(to,yn) -110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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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 iteration은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Yn(m+l) = Yn(m) - [Fy(Yn(m»]-lF(Yn(m»

D:~
.....1-.\듀

[J.hj3ofy(tn,Yn(m»](Yn(m+l)-Yn(m» = -F(Yn(m». (3.18)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나 그 자체에 시조L을 많이 소모하는

두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Ja∞bian matrix의 계산과저장이고둘

째는 correction Yn(m+ l)-Yn(m)의 NxN linear system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반복계산 방법이나 matrix 구조를수정함으로서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한가지 예로 Jacobian은 매 반복시간마다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물론한시간스랩내에서 반복계산시 고정된 Jacobian을사용함으로서 수렴

속도에서는손해가 있다.) 또한같은이유로 Jaco뼈을다시 계산해야효}눈

시점을검사함으로서 몇 번의 시간간격동안고정된 Jacobian을 이용할수도

있다.

반복계산방법과는상관없이 초기 가정값 Yn(o)는항상필요하다. 이것

은 일반적 인 explicit linear multistep method를사용하면 쉽게 얻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linear multistep fonnulas는 이상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산에 펼요한스탱크기나 method order를사용자가선택할펼요가 없다. 이

역할을하는 알고리즘이 최근사용되는소프트웨어와과거의 것과의 차이이

다. 설재로 이러한 알고리즘을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노력을 필요

로 하고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았으며 이것이 코드의 정확성과 경

제성에 미치는영향은대단하다. Step과 order의 결정운대개수치해법에서

생기는 실재 eπor의 계산에 의거한다.

이러한 error control algorithm의 기본적인 특성은 상당히 단순하다.

Orderq 에서 크기 h의 step을 취하면 loe떠 eπor theory어l 의해 그 스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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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는 풀고자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점근적으로 Ot q+ l y(q+ 1)(tn)으로 주어

진다. 여기서 사용자가규정한오차허용치 e에 대해 다음을 만쪽하는h와q

의조건을찾을수있다.

II E(q /1)lI <e (3.19)

미분 y(q+l)은 이미 계산된값을사용하여師te difference 에 의해 펑가될 수

있다. 그러묘로 식 (3‘ 19)가 만족되는접에서 하나의 스랩코기 h'q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코기가 현재 스댐과 다음 몇 스랩에서 사용될 orderq의 가장 적

합한스랩으로간주된다. 비슷한방법으로 E(q’/1)는다른 orderq’에 대해 산

정되고 (대개는q±1로 제한된다.)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h'q’이 얻어진다. 이

것이 완료되면 orderq와q’중에스웹크기가 큰것을선택한다. 만일 이렇게

선돼펀 스랩이 (3.1 9)의 eπor test에 실패하면 그 스랩은 원래대로 환원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스랩 에서는:order 를 I로 놓고 계산하고 (앞서 계

산된 y 값을사용할펼요가 없으므로) 몇개의 값이 계산된 연후에 order룰 증

가시킨다. 세부적으로들어가서 여러가지 결정 방법이나근사법，조정가능

한 요소의 조정등은 코드마다 툴리고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나위에 설명한기본개념에는큰차이가없다.

DYNSIR에서는 linear multistep meth때로 nonstiff한 경우에는 Adams

predictor-corrector method를사용하고 stiff한 경우에는 backward differentiation

fonnulas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꽤키지로 Lawrence Livennore Nation떠

Laboratory에서 개발된 GEAR와 EPISODE의 알고리즘을사용한다. 이 두패

커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잠깐살펴보면원조는 1968년에 C.W.Ge맘에 의해

고안된 DIFSUB(3)이 다. 그 후 R.J.Gelinas는 그의 과제 인 어떤 kinetic model

을풀기위해 이코드를수정，보완하여 STIFF라는코드를만들었고이 때그

의 동료이었먼 A.C.Hindmarsh는 Gear의 도움을 받아 1974년에 현재의

랬’
f



GEAR(4)라는패키지를만들었다. 이 코드의 특정은몇 개의 스랩동안에고

정된 스댐크기를사용한다는 것이다. (Semi-variable step) 몇 스랩을 적분한

후 보다효과적으로 정확한 해를 얻도록 이렇게 계산된 혜를 내삽함으로서

스랩크기와 적분공식의 order를 재결정한다. EPISODE는 D.W.Byrne의 과

제였먼 dium외 kinetics를풀기위해 Hindmarsh와 Gelinas,그리고 R.P.Dickinson

에의해고안되었다. 이때etics는낮에는부반응이 일어나고밤에논일어나

지 않는 특수한 kinetics로 Gear의 fixed-step-interpolate sσategy로는 stable하지

않아 매 적분스랩마다 스댐크기를재결정하는 방식을개발하였다. (Variable

step) 이 기능을 적분공식에 첨가한코드가 EPISODE(5)암perimental Pak:age

for the Integration of Systems of or버nary Dκferen뼈 Equations)로 이 후 2년여

간의 검증을거쳐 이룹의 첫번째 약자 E(xpe디mental)가 E(ffective)로 변경 , 정

착되었다.(6) 이 두패키지중 EPISODE가 GEAR로풀수 없는문제를 풀도

록고안된 만큼 일반적인 성능은GEAR보다우수하다고 할수 있으나GEAR

가 더 좋은 결과를나타낸 예도 있다. 이 두 꽤키지의 사용으로 DYNSIR의

적분루턴은거의 모든단위모델의 적분을무리없이 수행할수 있다.

나. Runge-Kutta Methods

Runge-Kut없 부류의 방법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오랜 역사를가지고 있

다. 그러나최근의 소프트웨어에서는 stiff 시스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DYNSIR에서는 sti단문제만이 다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유니트루틴들이 간단한 적분 알고리즘으로 해

결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채택하고 있다.

Runge-Kutta method는 one-step method이나 한 스랩안에 몇개의 중간 단

계를 거친다. 이 방법도 explicit와 i때

- 46 -



stage expli다1 Runge-Kut없는다음과같이 표현된다.

kl =hf(tn-l.Yn-l)

i-l

ki =h f(tn-l + cll.Yn-l + L a:젠현) (i=2,... ,r)
I

Yn = Yn-1 + 1: hiki,

(3.20)

(3.21)

(3.22)

여기서 a핀， hi, ci논 C냥i-I찌를 만족하는 상수이다. 비교적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정확도의 orderq를 결정할수 있고 이 order에 맞는 계수의 값을 얻을

수 있다.(q는 r을초과할수 없다.) 또한 order q인 방법속에 orderq+l 인 방법

을 포함시킬 수 있어 이 두가지로 계산된 Yn 값을 비교하여 어렵지 않게

dynamic error control을 할수 있다.

Stiff문제에 대해서는ζxplicit 방법은부적합하기때문에 implicit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데 일반적인 r-stage implicit Runge-Kutta meth여는 다음과같이

주어진다.

I

ki = h f(tn-l + ell ,yn-l + 1: aij헌) (i=l ,...끼

r

Yn = Yn-l + 1: biki.

(3.23)

(3.24)

따라서 rN개의 미지수를갖눈 연립방정식을풀어야 한다. Maπix aij가 lower

πiangular 형태인 semi-implicit인경우나 ali가모두 갈은 diagonally implicit의 경

우에는 Newton과같은 방법으로 쉽게 풀수 있으나완전한 implicit 형태에서

는이 것을푸는것이 쉽지 않아여러가지 복참한알고리즘을사용한다. 한

예로 singly implicit Runge-Kutta method(7)는 matrix aij가 하나의 r-fold

elgenv외ue를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diagon때Y implicit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변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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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ge-Kutta method의 또다른 변형된 형태로 Rosenbrock method의 형태

를 사용하는 것도 었다.(8 ，9) 이 방법에서는 lac야'1anma띠X를 (3.23)식에 첨

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눈다.

r

ki=h힌(tn-l + c힘，Yn-l + ε a젠kj) +hI 1: dijki.

여기서 I 는 Yn 에서 7헤 안된arlay 이거나 Jacobian 의 근사식이고계수 dij

눈 order와안정성을최적화하도록션택된다. 이 계수의 모픈요소값을 같게

놓으면 행열 계산시간을최소화할수있다.

이와같이 Runge-Kutta method에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으며

DYNSIR 에서는 IMSL 의 DVERK인 Runge-Kutta-Vemer method 를사용하

였다.

4. Modular Integration

공정단위의 대규모모사를수행하는 방법에는 앞에서도잠시 언급했듯

이 다양한 subsystem 전체틀 한 알고리즘i로 적분하는 방법 (Ordinary

Integration)과 각 subsystem을 자체에 맞는서로다른 알고리즘￡로적분하는

방법 (Modular Integration)이 었다. 전자의 방법을 사용한 모사기로

MIMIC(10), CSMP(ll), DYNSYS(l2,13), DYNSYL(l4), SPEEDU~15)，

ASCEND(16)둥이 있다. 후자는 각 subsystem를 독립된 error conσ01 하에서

독립적으로 적분한다. Nonstiff subsystem에는 explicit 방법을 적용하고 stiff

subsystem에 대해서는 implicit 방법을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을사용하는예

로MODCOMP(l7)를들수 았다.

일반적으로 mod띠ar integration은다음과같은 장점을 갖눈다.

- 48 -



O 각 subsystem에 대해 그 subsystem에 가장 적합한 적분 알고리즘

과 error control을사용할수 있어 효율적이다.

O소프트웨어가완전하 모률화되어 있어 관리하기가쉽다.

대부분의 화학공정은 각 단위공정별로 stiff system과 nonstiff system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변수의 갯수는 상당히 많으나 Jacobi때의 형태는 sparse

하기 때문에 통상적 인 적분방식으로 전체를 stiff solver를 사용해서 푸는 것

은 바능률적이고비경제적이다. 하지만m여ular integration에서는해결해야

만하는 중요한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int하connect s뾰am의 처리이다.

즉 한 유니트에서 나와 다른 유니트로 들어가는 sσearn운 앞션 유니트의

dynamics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된다. 이 때 뒤에 있는 유니트에서는 이

input stream의 동적 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적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유니트가서로다른 알고리즘에 의해 적분이 되게 되면 이 sσeam은독립된

sσ않m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이 sσearn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

게된다.

Modular integration 떠gori뻐n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과제로부각되어 많은사람이 이에 관한 연구를진행중에 았으며 실제 모사

기에 응용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DYNSIR에서는 cubic spline interpolation

에 의한 sequenti외 m여ular integration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과정으로 표현된다.

1. Predict tear-sσeam variables at tn+1(by cubic spline extrapolation)

2. Repeat for all unit modules.

CD Integrate over time horizon.

@ Update interpolation splines using intennediate integration results.

® Equate these splines to the input of the succeeding mαJ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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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ute relative error between predicted and calculated tear-s뾰없n

variables.

4. Update time horizon using the following formular.

Th=Th*(바없 Ie:π'Or)~.

IIWp -Wc ll

error =
IIWc ll

where 끼1 = time horizon,

Emax = user supplied error tolerance,

Wp=pf려icted tear-stre없n variable vector,

Wc = calculated tear-stream variabl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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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단위공정루턴

1. 개 요

단위공정루턴윤화학공정에서 각종장벼의 비정상상태 거동을묘사하

는미분방정식 형태의 개별적인모델을의미한다. 각각의 단위공정루턴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unit number의 순서대로무작위로호출되므로 어

떤 청해진호출규칙에 맞게 작성되어야한다. 단위공정 루턴은매우간단할

수도있고매우복잡할수도있다. 또매우특별할수도 있고매우일반적일

수도 있다. 같은종류의 장비라 할지라도 개발된 모텔에 따라서 세멸하고

복잡한 형태와 간략화된 간단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간

단한 모텔은 2차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고려한 정밀모델보다 계산시간은 적

게 툴 것이나 정확도는 떨어질 것이다. 또 예를들어 같은 반응기모텔이라

할지라도특정한반응과특정한반응기 형태，특정촉매에 적용할수있도록

만틀어진 모델이 있을수 있고 일반적인 반응기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전자

에 해당하는 반응기모텔을 후자로 계산한다면 대개는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

다. 그러나모든모텔을 전자와같은 형태를 취한다면 모델의 갯수는 엄청

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가급적 후자의

형태를우션고려해야할것이고후자의 방법이 이상적으로충분한정확도

를 얻을수 없는경우에는전자를택해야한다.

각 단위공정 루틴은 unit parameter와 sσ'eamp따ameter가 어떤 변수를 표

시하는지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하고사용자는 입력데이타fl1 e을통해 이 변

수들의 초기값을 입력해야 한다. 각 루단들은 FORTRAN으로 짜여지며

0피ectcαIe.로 컴파일 된 후 U없ry에 저장된다.n‘YNSIR는 link시 이 litπar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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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펼요한단위공정 루턴을n파

2. 호출방식

단위공정루턴은다음과강은양식에의거작성된다.

SUBROUTINE unit (N,T,S,D,MP,EP)
DIMENSION S(N,l),D(N,1),MP(l),EP(l)
COMMON /COMl/ IN’fFL,M ,NCOMP,HH

D(KI ,1)==derivative of frrst variable of fIrst output
D(Kl ,2)==derivative of second variable of frrst output

· .· .· .· .
· .· .

D(Kl ，M)~e더vative of last variable of first output
D(K2, l)==derivative of first variable of second output
D(K2,2)==derivative of second variable of second output

· .· .
· .· .

D(K2,M):;::{\erivative of last variable of second output
D(Ki, l)=derivative of frrst variable of last output
D(Ki,2)=derivative of second v없iable of last output

· .· .
· .· .

D(Ki，M):::de더vative of last variable of last output

RETURN
END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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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ame of the unit routine,

N=l따gest number of variables for process stre없ns，

T = present time,

S = stream v따iables ，

D = derivative variables,

MP = process topology,

EP = equipment par없neter，

INTFL = integration subsystem number,

M = number of variables for output stre없n，

NCOMP = number of chemical components,

HH = present integration step size,

Ki = output sπeam number.

이 모든 변수의 값은 해당 단위공정 루턴이 호출되기 직전 DYNSIR에 의해

적당한 값으로 셜정되므로 단위공정 루턴에서는 미분값을 계산하는 식만을

표시하면된다. 압력 sσearn과출력 sσearn의 결정은 process topology 에 의거

해야한다. 프로그램 4-1은생플단위공정루틴의 예를보여준다.

띠
싸



프로그랭 4-1 Sample unit routine

SUBROUTINE STGIDL (NMAX ,TIME,S,YDOT,MP,EP)
DIMENSION S(NMAX,l) ,YDOT(NMAX,l) ,EP(1),MP(l)
REAL*8 LRATIO,LIN,LOUT,KV,KEXT
DIMENSION XSLF(4),X(8 ,4),W(8),T(8) ,XOUT(4),DERY(4),
1 YOUT(4),DISCO(4)'p(8),DERX(4),XX(8 ,7),TEM(2)
m ’fEGER*2 OUT(4)
EQUIVALENCE (XX(1 ,1),W(1» ,(XX(1,2),T(1»,(XX(1 ,3),P(1»
1 (XX(l,4),X(1, l»
COMMON /COM1/ IN’fFL,N2,NCOMP,HH
IF (INTFL.LT.O) RETURN
DO 11=1,4

J=2+(1-1)/2*2+1
OUT(I)=IABS(MP(J))

1 CONTINUE
3 VOLl=EP(2)

VOL2=EP(3)
XTBP=EP(6)
KV=EP(4)
KEXT=EP(5)
NST=8
DO 25 J=l ,NST

IA=IABS(MP(J»
DO 25 1=1,N2

IF (IA.NE.O) THEN
IF (S (I,IA).LT.O.O) S(I,IA)=O.O
XX(J,I)=S(I,IA)

ELSE
XX(J,I)=O.O

ENDIF
25CONTlNUE

LIN=O.O
LOUT=O.O
IF (VOL2.EQ.O.O) GO TO 41
LIN=W(5)+W( 이

LRATIO=LIN/(W(7)+W(8»
W(7)=Wη)*LRAπo

W(8)=W(8)*LRA’no
LOUT=W(7)+W(8)

41 VIN=W(l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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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 4-1 (Continue)

VRATIO==VIN/(W(3)+W(4»
W(3)==W(3)*VRATIO
W(4)=W(4)*VRATIO
VOUT=W(3)+W(4)
TIN=π(l)*W(l)+T(2)*W(2)+T(5)*W(5)+T(6)*W(6»1αIN+VIN)
TOUT=σ(3)*W(3)+T(4)*W(4)+T(7)*W(7)+T(8)*W(8»/(LOUT+VOUη
DERT=«VIN+LIN)*πN-(YOUT+LOUT)*TOUT)κVOLl+VOL2)

DO 40 I=l ,NCOMP
YIN==(X(1 .I)*W(1)+X(2,I)*W(2»NIN
YOUT(n=(X(3 ,I)*W(3)+X(4,I)*W(4»NOUT
DERY(I)=(YIN*YIN-YOU1’*YOUT(I»NOLl
DERX(I)=O.O
IF (YOL2.EQ.O.0) GO TO 40

XIN=(X(5,I)*W(5)+X(6,I)*W(6»ILIN
XOUT(I)=(X(7，암W(7)+X(8，I)*W(8» /LOUT

DERX(I)=ιIN*XIN-LOUT*XOUT(I»NOL2

40CONTlNUE
IF (YOL2.NE.O.0) 깐fEN

CALL CONVTl (XTBP,T,X,W,DENOMA,DENOMO,NCOMP)
DO 421==1 ,NCOMP

42 XSLF(I)=X(8,I)
CALL OROPH(XTBP,TOUT,XSLF,DISCO)
DO 49 I=l ,NCOMP

YIDEAL=XOUT(I)*DISCO(I)*DENOMO/DENOMA
TRANS==YIDEAL-YOUT(I)
DERY(I)=DERY(I)+KEXT*TRANSNOLl
DERX(I)=DERX(I)-KEXT*TRANSNOL2

49 CONTINUE
ENDIF

103 DO 110 J=l ,4
K=OUT(J)
IF (K.EQ.O) GO TO 110
YDOT(2,K)=DERT
DO 105 I=l ,NCOMP

IP3=I+3
IF (1.0E.3)깐ffiN

YDOT(IP3,K)=DERX(I)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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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4-1 (Continue)

YDOT(IP3,K)=DERY(1)
ENDIF

105 CONTINUE
110 CONTINUE

DO 1201=1,2
TEM(I)=O.O
K=I*2
J=OUT(K)
IF (J.EQ.O) GO TO 120

TEM(I)=S(5,J)
120 CONTINUE

EP(l)=’TEM(I)*VOLl+TEM(2)*VOL2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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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YNSIR의 단위공정 루턴들

가. 루틴 STGIDL

이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열이 혼합되어 았는 상태에서 U+6와 Pu+4를

coex없crion하는 한 개의 id없1 s뻐ge를표현한다. 이 stage는 유기상과수용상

의 두개의 feed와두 개의 effluent s뾰뻐1을 갖는다. 두상의 부피는미리 정해

진 상수이다. 그러므로부따기춘으로 압력되는 S뾰arn의 %판흘러나가는

sσ'earn의 양과같다. 만일 수용상의 부피가0이라면 그루턴은단상의 완전

혼합 stage 를표시하게 된다. 추후 Pu+3과 U+6의 분리와 화학반응항을 쉽

게 첨가할수있게 하였다.또한 SUBROUTINE ORGPH와펑형 프로그램，그

리고 U와 Pu의 분자량을 계산효}는 문장을 수정하면 어떤 다른 liquid-liquid

exσaction에도적용할수 있다.

TOPOLOGY

1. Organic phase input

2. Organic phase feed

3. Organic phase product

4 ‘ Organic phase output

5. Aqueous phase input

6 ‘ Aqueous phase feed

7. Aqueous phase product

8. Aqueous phase output

STREAM VARIABLE

3. U concenσarion

4. Pu ∞ncentra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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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N03 concenσation

7. N03-sa1t concentration

EQUIPMENT PA_RAME]ER

1. Pu holdup

2. Organic phase volume

3. Aqueous phase volume

4. Rate constant for volume change

5. Rate constant for approach to equili바ium extraction

6. Volume fraction TBP in organic phase

나. 루턴 CONTLR

이 모률은 PI 제어기를표시한다. 입력 sπ'eam은온도，농도，유량과같

은 제어될 sσ않m의 정보(X로 표시)이고 출력은 밸브와 같은 제어기기에 보

내는신호이 다. 설정점으로 부터 이탈량이 E:::(X-seφ이nt)1 range라면 출력신

호 Y는 dY/dt:::Kp(dE/dt+K 1E)로 주어진다. 여기서 Kp와 Kl은 proportional

g떠n과피te햄1 constant이다.

TOPOLOGY

1. Input controlled variable

2. Output control signal

EQUIPMENT PARAME1ER

1. Controlled variable number

2. Range of controlled variable

3. Set point

4. Proportional g없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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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gral constant

다. 루턴 PIPE

이 루턴은파이프를통한유체의 흐름을모사한다. 다시말해 dynamic

pI뻐tm여eling의 관점에서 dispersion을고려한 time delay 이다. 만일 파이프

의 길이가 내경에 비해 상대적으로충분히 길다면 dispersion운 무시하고 순

수한지연이 될 것이다. 이 모률은적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일정한시

간간격으로 입력 S따am의 값을 저장한다.

TOPOLOGY

1. Input s뾰am

2. Output stream

EQUIPMENT PARA~TER

1. Value of a fixed delay time or negative ofpipe volume for variable delay

tlme.

2. Fraction stream not delayed.

3. Number of storage spaces in delay vector.

4. Flag: zero (flow rate may vary), one (flow rate remains constant at input

value.

라. 루턴 PUMP

이 모델운 inlet liquid sσ'eam의 압력 PI를 P2로증가시키는펌프를표시

한다. 이 모텔은유량 F와 펌프의 characte:다stic curve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또한펌프의 모든동력은유체의 압력을증가시키는데모두사용된다

고가정하고 이 과정에서 유체의 온도는 일정하다고가정한다. 사용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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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다음과칼다.
-F-r

터

,
V
‘

1J+

B

W채

개

w
F
‘

여기서

W = Work supplied by the pump,

A,B =Constants in the characteristic c따ve ofpump

p :::.liquid density

TOPOLOGY

1. Input stream

2.0uφut S뾰am

EOUIPMENT PARAM따'ER

1. Constant A

2. Constant B

3. Pump Head W (calculated by routine PUMP)

마. 루턴 EXTRTR

이것은 multistage ex없etion과 화학반응을 모사하는 모율이다. 이는

Iowa State University의 L.E.B따뼈an외 모델(18)에 근거한다. Pu-U 분리나

phase volumeol 변화하는 coexσation를 모사할 수 있다. 이 모텔은 back

tn1퍼ngo)나 dispersion을 고려하지 않았다. Stage volume은 균일하고 주어진

column volume에서 결정된다. 또 phase volume ratio의 변화에 따른시간상수

의 값을규정할 수 있다. 유기용매는 ’TBP와 순수한 hydrocarbon으로 가정한

다.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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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ganic feed

2. Organic product

3. Aqueous input

4. Aqueous output

5. Organic input

6. Aqueous feed

STREAM VARIABLE

4. U+6concenσation

5. Pu+4 concentration

6. HN03 concentration

7. H+ concentration

8. Hydrazine concenσation

9. HN02 concenσation

10. Hydroxyl amine concentration

11. Pu+3 concentration

12. Pseudo aqueous phase flow rate

13. Pseudo organic phase flow rate

EOUIPMENT PARAMETER

1. Plutonium holdup

2. Number of equilibrium stages

3. Feed stage number

4. Column volume

5. Interstage time constant for phase volume change

6. Weight fraction ’fBP in organ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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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루틴 PRECIP

이 모률은 plutonium ox와ate의 침전을수행하는 precipitator- reactor의 동

특성을 모사한다.(19) 계산되는 주요요소는 침전된 Pu(C204)2 업자의

nucleation과 growth rate의 계산이다. Nucleation과 glowth뾰 constant는프로

그램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기 부픽만을규정해 주변된다. Plutonium

용액을포함하는 sπ없n과 ox머ate 용액을포함하는sσeam이 입력 S따am이다‘

Ouφut stream은 하나로 tilσaκ와 precipitate의 혼합물을포함한다.

TOPOLOGY

1. Input Sσ'earn containing plutonium solution

2. Input stream containing oxalate solution

3. Output stream

STREAM VARIABLE

4. Rate of change of feed flow rates

5. Rate of change of plutonium concentration in tilσate

6. Rate of change of N03--concentration in tilπate

7. Rate of change of C204-2-concenσation피 fJlσate

8. Rate of change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moments

사. 루틴 EVA판’R

이 모률은 Plutonium용액 농촉에사용되는간단한형태의증발기이다.

TOPOLOGY

1. Input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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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put stream

3. Vapor stream

4. Steam line

EQUIPMENT PARAMETER

1. Plutonium holdup

2. Volume

아. 루틴 GNTRNS

이것은 열전달과 화학반응이 수반된 이상펑형을 모사한다. 이 모률은

현재 완전하지 못하나 완성되 면 id않1 extraction and distillation stages, mixed

reactors, evaporatoπ， heat exchangers 또는 condenser의 동특성을 모사할 수 있

다.

EQUIPMENT PARAMETER

1. Plutonium holdup

2. Total Volume

3. Aqueous or liquid phase volume

4. Rate constant for volume change

5. Rate constant for aproach to equilibrium

6. Volume fraction TBP

7. External heat transfer coefficient

8. Extern떠 heat σansu앙. coefficient

9. Stage type : 0 for extraction, 1 fl야 flash

자. 루턴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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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률은 가장간단한 형태의 콘트롤 밸브이다. 출력은 간단하게 제

어기 신호에 비례하거나최대 제어선호에서 현재신호를뺀 값에 비혜한다.

TOPOLOGY

1. Input signal from controller (CONTLR)

2. Conσ011어 stream flow rate

EOUIPMENT PARAMETER

1. Proportionally constant fl야 valve action

2. Positive causes proportional action

neganve causes reverse acnon

차. 루턴lliXER

이 모률은 여러개의 입력 stream아 들어와서 완전히 혼합되어 한 개의

sσearn이 되어 나가는혼합기를표현한다. 따라서 압력 sπearn은여러개가

있을수있고출력은한개이다. 추가로혼합기의수위와총칠량，그리고온

도블 내보내는 inf야marion stream이 한 개 있다.

TOPOLOGY

1. First input s뾰am

2. Second input stream

i. Last (ith) input sσearn

i+1 Output stream

i+2 Infonnation sσ않m

EOUIPMENT PARAMETER

1. on하n]야~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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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sure

3. Total mass

4. External heat flux

5. Mole fraction of frrst component

6. Mole fraction of second component

4+j Mole fraction of last (jth) component

카. 루턴 SPLIT’

이 루턴운한개의 파이프가여러개의 따이프로갈라지는경우에사용

한다. 즉 한개의 입력 stream이 정해진 분률에 따라 여러개의 출력 strea~

로 갈라진다. 모든 출력 sσearn은 유량을 제외하고는 압력 stream과 같은 특

성을갖는다.

TOPOLOGY

1. Input stream

2. F뇨st output s뾰뼈

3. Second output stre따n

i+1 Last (ith) output stre없n

EOUWMENTPARAMETER

1. Fraction out in first output

2. Fraction out in second ouφut

i. Fraction out in last (ith) ouφ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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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루턴 CONVAL

이 루턴은 유량이 밸브에서의 압력강하와 제어기신호에 벼례하는

linear또눈 여U외 percentage conπ01 v외.ve를 표시하며 액체와 기체에 모두사용

할수 있다. 밸브는 아주 뼈}른 응답속도 (모터의 시간상수는 0)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그랴므로 정규화된 stem 위치 (범위는 0--100)는제어기에서 나

오는신호 y(t)에 비례 한다. Equ떠 percentage valve는 stem 위치의 변화는 현재

유량의 절대값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percentage 만큼만 유량을 변화시킨다.

Linear valve는 stem 위치가유량의 절대값에 직접벼례한다. 실제 콘트롤 밸

브눈완전히 닫을수 없다. 즉신호가 0 일 때 minimum opening Ao가존째한

다. 이 값은 밸브의 조정할 수 있는 최소유량과 최대유량의 비인 range

ability Ro에서 얻어전다. 정의에 의해서

Ao = l/R。

이다 Equ떠 percentage valve의 경우 range-ability는 대개 50 정도이고 line따

V떠ve의 경우는 35 정도이다.

밸브를통과하는액체나기체에 대한일반식은다음과같다.

F::::CA· 즙F

여기서

F = flow rate

C = valve constant

A= 잠actionalopening (0 ,.. 1)

A의 값은밸브에 따라다르고 일반적￡로다음과같이 쓸수 있다.

Lin않r : A = Ao + (l-Ao)y/l00

Equ외 %: A = Aoexp(y/k), k=-l00/1n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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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은다음식에의해계산된다‘

For liquids :

마-eet action: F = A· Cv· "DP

inv앙se action: F = (I-A)· Cv· ""DP

For gases:

direct action;

F = 0.7071· A· Cv· ppf I-(P2/Pl)2

F = (0.085)· 0.7071· A· Cv· PI

Inverse actIOn ;

if P2 > 0.53Pl

if P2 < 0.53Pl

F = 0.7071· (I-A) Cv· PI에 I-(~νPl)2 if P2 > O.53PI

F = (0.085)- 0.7071' (I-A)· Cv· PI ifP2 < 0.53Pl

TOPOLOGY

1. Input sπ'earn

2. Conσoller signal

3. Output s뾰따n

EQUIPMENT PARAMETER

1. Valve constant (Cv)

2. Action; + fl야 띠reet， - fl아 inverse

3. Type; 0 fl아 파lear， 1 for equal percentage

4. Range-ability (Ro)

5. Phase; 0 for liquid, I D야 gas

파. 루턴 RES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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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루틴은 유량이 밸브앞에 있는 유니트의 액위나 head에 비례하도록

조절하는 간단한 resis빼ce v떠ve를 표시 한다. 일반적으로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은다음과같이 표시한다.

F =b1' 닝 Pressure drop through valve

앞유니트의표면 압력이 밸브출구압력과같을때 압력강하는앞유니

트의 액위 (h)에 비례한다. 즉

F=b· 닝 h

여기서 b는 밸브의 형태와유체밀도에좌우되는상수이다. 이 식은어

펀특정한펑균액위에대해션형화할수있고앞유니트내의총질량M의 함

수로표시할수있다.(말도는상수라고가정)

F = (df/dh)aver h = M/R

R = Valve resistance

TOPOLOGY

1. Input to valve

2. Output from valve

EOUIPMENT PARAMETER

1. Valve resistance (R)

2. Unit connected

3. Total mass variable number for the connected unit

하. 루턴 PREVAL

이 루틴은 액체 또는 기체에 대한 press따'e reduction v떠ve를 표시 한다.

Stre없1의 형태와 밸브의 ope띠ng， 유량등의 정보를 가지고 밸브의 출구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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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계산한다. 기본식은다음과같다.

For liquids:

P2 = Pl- (FINCv)2

For gases:

P2= 에 한-1:..(F/0.70711N Cv)'Z

여기서

F =flow rate,

Cv ::: valve constant,

A::: 단actional opening (0 ‘ 1),

P 1-P2 =pressure drop.

TOPOLOGY

1. Input stream

2. Output stream

EQUIPMENT PARAκffiTER

1. Valve constant, cv
2. Fractional opening, A

3. Phase: 0 for liquid, 1 for gas

거. 루턴 PIDCON

이 루틴은 일반적인 PID콘트롤러이다. 콘트롤러 압력 h(t)는 conσ이led

variable의 값이고 eπor E(t)는 이 값과 set point~ 차이 다. 출력 yet)는 제어루

프상의 최종셰어요소를동작시키는신호이다. 콘트롤러에서는물질이동은

없고 오직 infonnation stream만이 폰재한다. 콘트롤러에서 계산되는 eπO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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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서 50의 범위로 normalize되고출력은 0에서 100으로제한된다. PID 콘

트롤러의 일반삭은다음과같다.

{1 ~(t)

yet) = KcE(t) + KI IE(t엉t+Kn +C

Jo dt

여기서

Kc = controller g없n，

Kr = rest constant,

Kn = derivative constant,

C = manual reset.

이 식을 두 개의 연속적인 시간 (딘 and ti+ 1)에 적용하고 적분항은

없.pezoida1 rule를 적용하고 미분항운 finite difference를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6t Ei+1-Ei Ei-Ei-1

Yi+l=Yi+Kc' (Ei+1-Ei)+Kr' (Ei+l+Ej) IKD'
2 ti+l-ti ti-딘-1

TOPOLOGY

1. Input controlled variable

2. Output control signal

EOUIPMENT PARAME’fER

1. Proportional band

2. Derivativ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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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t constant

4. Set p이nt

5. Range of controll려 variable

6‘ ConσoIled variable number

7. Ei+l , calculated by PIDCON

8. (Ei+ l-Ei)j(ti+ 1-띠， 혜C띠ated by PIDCON

너. 루틴 CASCON

이 루턴은 cascade control 1∞p에서 사용되는 cascade conσoller를 표시한

다. Slave controller (아 cascade conσoller) 는 pnmary conπoller에서 나오는 0에

서 100 범위의 신호 x(t)를 받는다. 이 신호가 cascade conσoller.의 새로운 set

point가 된다. Primary element로 부터의 신호 h(t)는 먼저 nonn외Ize되 어 0에서

100의 범위의 H(t)로 사상된다. 이것은 S하 point와 비교되어 주어진

proportional b없ld， derivative constant, reset constant를 사용하여 새로운 신호

y(t)가계산된다.

Cascade conσoller도 일반적언 PID conσoller인 PIDCON의 모델식을 λ}

용한다. Primary element h(t)의 신호를 H(t)로사상하기 위해서 h(t)의 펑균값

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다음식으로체산된다.

have =(hmin + hmax) j 2

TOPOLOGY

1. Input set point sσearn

2. Input controlled variable

3. Output control signal

EQUIPMEN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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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Proportional band

2. Derivative constant

3. Reset constant

4. Range of controlled variable

5. ConσoIled v따iable number

6. Average value ofR(t)

더. 루턴 TOTAL

이 루틴은한 sσearn에서 흘러간누적유량，한성분의 총량，스팀의 총사

용량. utili잉 line의 냉각수량등을계산한다. 이 루틴은equipme따 P없meter를

통하여 어떤시간에서계산을on/off시킬수있다.

TOPOLOGY

1. Stream to be calcuted.

EOUIPMENT PARAMETER

1. Stream parameter number to be integrated

2. TOTAL is ON of OFF: 1 for ON. 0 for OFF

3. Total mass

4. ’r1IIle TOTAL was last set on

5. ’I‘ime TOTAL was last set off

러. 루틴 LAG

이 루단은 materi외 또는 infonnation stream에 대해서 first order lag를계산

이 lag는다음과같은삭으로표시된다.

dy/dt = (G/τ)x -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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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response function,

t= ttme,

G = gain of the fu칭t order system

't = ttme constant,

x =input or forcing function.

TOPOLOGY

1. Input stream

2. Output stream

EOUWMENTPARAMETER

1. Gain

2. Tim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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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5 장 Physical Property Systεm

DYNSIR에서 사용된 불리적 특성의 계산 루틴은 CHESS physic떠

properties system을수정한것이다 (20，21) 이 루턴을사용하는 데 펼요한 화

학성분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catalogu엉 code가 표 5.1과 5.2에 수록되어 었

다. 이 프로그랭은세가지 주요루턴으로구성되어 있는데 이는다음과같

이호출한다.

PROP =PPCP(NPC,VAI ,VA2,NCC,IER) : Pure substance property

PROP = PPCF(NPC,VA1 ,VA2,FRA,IER): ’Average’ mixture property

CALLPPCS (NPC,VAI ,VA2,FRA,IER) : Mixture component property

Argument틀의 의미는다음과 같다.

NPC = Number code for property,

VAl =Value of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VA2 = Vatue of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Nce =Number code for chemical component,

FRA =Mole fraction values xI ,...xNcomp stored in one dimensional 없Tay

variable for the Ncomp chemicals,

RES = Estimated property value (Results)

IER = Completion code; the property system returns a non-zero v떠ue when

unusual circums없nces occur during the data retrieval and estimation;

otherwise it returns a value equ외 to zero.

Physical prop뼈 system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영국단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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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ure Component Codes.

1. Hydrogen
2. Methane
3. Ethane
4. Propane
5. iso-Butane
6. nor-Butane
7. iso-Pentane
8. nor-Pentane
9. neo-Pentane
10. nor-Hexane
II. nor-Heptane
12. nor-Oc떠ne

13. nor-Nonane
14. nor-Decane
15. nor-Undecane
16. nor-Dodecane
17. nor-Tridecane
lB. nor-Tetradecane
19. nor-Pentadecane
20. nor-Hexadecane
21. nor-Heptadecane
22. Ethylene
23. Propylene
24. 1-Butene
25. cis-2-Butene
26. trans-2-Butene
27. iso-Butene
28. 1,3-Butadiene
29. l-Pentene
30. cis-2-Pentene
31. σ없ls-2-Pemene

32. 2-Methyl-l-Butene
33. 3-Methyl-l-Butene
34. 2-Methyl-2-Butene
35. l-Hexene
36. Cyclo-Pentane
37. Methyl-Cyclo-Pentane
38. Cyclo-Hexane
39. Methyl-Cyclo-Hexane
40. Benzene
41. Toluene
42. ortho-Xylene
43. meta-Xylene
44. P따a-Xylene

45. Ethyl-Benzene
46. Nitrogen
47. Oxygen
48. Carbon Monoxide
49. Carbon Dioxide
50. Hydrogen Sulfide
51. Sulfur Dioxide
52. 2-Methyl-C5
53. 3-Methyl-C5
54. 2,2-DI-CI-C4
55. 2,3-DI-CI-C4
56. l-Heptene
57. Propadiene
58. 1,2-Butadiene
59. C2-Cyclo-C5
60. C2-Cyclo-C6
61. Isoprene
61. Wate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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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Physic따 Property Codes.

Indeoendent Vmiables
l Prooertv Code

'lARl VAR2

101 Vapor Density, T(R) P(psia)
(lb/ft 3)

102 Liquid Density, T(R) P(psia)
(lb/ft 3)

305 Equilibrium Constant, T(R) P(psia)

401 Vapor Enthalpy,
(Btu/1bmole)

402 Liquid Enthalpy,
(Btu/lbmole)

515 Bubble Point Temperature
T(R)

516 Dew Point Temperature,
T(R)

517 Temperatur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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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부터 만들어 지는 component code data는 공정

상에 폰재하는 각 성분의 ca떼ogued CI여C를 변수 순서대로 저장한다. 한

sσ'earn에 대한물리적 특성이 펼요할때는그 sσearn의 phase가기체인지 액체

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materi떠 S뾰짧1의 phase에 관한 정보는 1차원 행렬 변

수에 기 억된다. 이 phase에 관한 정보와 component code data는 COMMON

block를통해 DYNSIR에 연결된다.

Physical property system과는 독립적인 루틴으로 PPIS와 ENTHD가 있

다. PPIS는공정상의 모든 stream에 관한 정보가 입력된 이후단한번만호

출되는루탄으로 모든 materi외 sσearn과 utiliη stre없n의 초기 엔탈피를 계산한

다. Mate뼈 S뾰am에 대해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엔탈피를 계산하기 위해

402또는 401 코드로 루틴 PPCF를 사용한다. 냉각수나 스탐 라인인 utility

sσ'earn의 경우에는루틴 EN깐ill를사용한다. EN판ill에서는 냉각수의 경우

에 32°F, 14.7psia를 reference con이tion으로사용한다. 스탐의 경우에는 주어

진 압력에서 saturat잉 stl않m에 대한 엔탈피를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먼저 스

탑에 대한다음과 같은 Atoine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saturation temperature를

계산한다.(22)

T=1.8· (388.5/(14.4658-ln P) - 230.16) + 32.0

Heat of vaporization λ은 14.7에서 500 psia의 압력범위를 세 구간

(14.7-83, 83-220, 220-500)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직선으j로료 corrπrre기'e없e

다음과같은식을사용한다.(23)

λ = [970.3-1.956· (P-14.7)] for 14.7 < P < 80.

λ = [898.8-0.4623· (P-83.5)] for 80.0 < P < 220

λ = [835.7-0.2830· (P-14.7)] for 220 < P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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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Btu/lb 단위이므로 이를 Btψlb· mole 단위로환산하여 이 값에 32°F와

saturation 온도사이의 sensible heat를더해서 최종엔탈피를계산한다.

DYNSIR에서 사용된 이 physical property system은 모두 hydrocarbon에

관한데이타만을 얻을수 있어 원자력 산업에서는큰효용성이 없다. 그래

서 이 시스댐은 폐기하고 앞으」료 원자력 산업에서 많아 사용되는 화학성분

이나성분계에 관한 physical propeπy system을구성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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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로L

여러 개의 단위공정이 집약된 큰화학공정 또는공장을단위로풍특성

을 모사하기 위한 dynamic simulator로 DYNSIR를 제작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완벽하게 완성되 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프로그램의 기능

을기준으로약 70% 정도수행되었다고할수있다. 앞으로미비한기능이

보강되고소내 파이롯트규모의 공정을대상으혹운전데이타와벼교작업이

끝나면그효용성이 확연히 들어날것이다.

DYNSIR는 모델 링을 개개의 단위공정으로 모률화하여 수행하는 모률

랴접근방식을사용하여 모델의 추가및 변경， 삭제가용이하여 관리하기가

쉽고 적분방식에서도 C배k spline을 사용하는모률라 적분방식의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도 기존의 fIxed

memory allocation 방식에서 탈피하여 dynamic memory allocation 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메모리의 사용량을 최소화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갯수의 제 얻t을극

복하였다. 즉 컴퓨터띄 용량이 허용하는 뱀위에서 무한정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력 데이타 file을 작성해 주는 input preprocessor와효율적 인

error 처리루틴， 계산결과의 plotting 기능등， 가급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펀려

한 simulator가되도록노력하였다.

앞으로원자력 공정에 응용할수 있는 physic떠 prope따’ system의 개발이

가장시급하며 원자력 공정의 제반단위공정에 대한모델링 작업이 병행되

어야하며보다효과적인적분방식의 개발과공정상에서 발생되는다양한

형태의 disturb때ce를 적분의 안정성에 영횡t을 주지않고처리할수 있는 알고

리즘의 개발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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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 동특성 모사기 DYN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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