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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계통 안전해석 코드 구조의 객체지향적 설계 및 검증 

 

요 약 

 

MARS 안전해석코드는 RELAP5/MOD3.2.1.2로부터 Fortran 90 현대화를 통해 

구조적인 난해성을 제거하고 국내에 필요한 열수력 및 신형로 모델을 개발하여 적

용시킨 코드로 독자적인 기술자립화를 달성한 코드이다. 코드 현대화 작업은 

Fortran77로 작성된 RELAP5/MOD3의 독해성을 높이고 개발자의 편이를 위하여 

변수 및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으로 각 계산 단위별로 모듈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다. 그러나 본 열수력 코드의 향후 코드의 유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전산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기 위하여는 독자적인 입출력의 설계와 

Solver 그리고 현대적인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는 객체향적인 구조 설계가 불가피

하다. 본 연구에서는 KAERI에서 개발된 3-Field Pilot 코드인 PiCOD-TF Solver를 

바탕으로 한 계통안전해석코드의 일반적인 객체지향적 설계를 시도하였다. Two-

fluid, Three-field Pilot코드의 C++ 언어를 이용한 객체지향적 개념 설계” (정법동 

외, KAERI/TR-3241/2006)의 후속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는 TH Solver의 일반화 

뿐 아니라 계통해석코드로서 가져야 하는 입력과 출력, Component model과 

special TH model의 처리 방법, Heat Structure Solver 및 경계 처리방법, General 

Table, Trip & control 그리고 그래픽처리까지 계통코드에 필수적인 개념을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SYSTF로 명명하였다.  사용한 객체지향언어로는 문법적으

로 C++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용이 간편한 C#을 사용하였으며 Visual 

Studio 2008 IDE환경하에서 개발하였다. 다음은 개발된 SYSTF의 여러 특징을 요

약한 것이다.  

 

1) Component-wise의 입출력이 가능한 Text 입력의 Data Parsing 설계 

2) Pump, Valve, Separator등의 Special Component에 대하여 General 

abstract component의 상속으로 구현하고, 간단한 component 모델 적용 

3) Branch 등 Network 구성과 multi-loop 시스템의 해석이 가능토록 입력설

계 및 Solver의 일반화  

4) 1D Heat Structure Model 구조설계 및 Steady Solver 설계 

5) Point Kinetics source의 Heat structure연계 설계 

6) Control, Trip, Plot의 설계 

7) 기존 방정식에 Horizontal stratification force 및 펌프헤드 term 추가 

 

본 코드는 비록 아주 간단한 Models & Correlation, Special Component 

Model, Special TH model, 그리고 Heat Structure model이 있지만, 여러가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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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나리오에 대한 입력모델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구조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열수력 조건의 경우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1차 및 2차 계통

을 갖는 non-LOCA 및 LOCA 계통해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SYSTF-C#코

드가 최적코드로서 해석 결과의 물리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는 열수력 모델상관

식 및 특수 component 및 열수력 모델에 대하여 향후 본격적인 상세 설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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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Oriented Design of System TH analysis code architecture and 

verifications 

 

 

 

Summary 

 

MARS code has been developed from USNRC RELAP5/MOD3.2.1.2 code 

utilizing modernization technique in Fortran 90 features. The FTB package, 

which results in complex memory management during input and transient, has 

been removed and necessary thermal hydraulic models related to advanced 

reactor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has been developed during the past 

many years. Every common block variables have been replaced with the 

derived typed variables, and all functions have been grouped as several 

modules to enhance the readability and maintenance. However there are strong 

needs to get an ownership of design safety analysis code. In order to secure the 

full ownership of code, the development in the area of input/out feature, solver 

and models and correlations have been followed with the precise developmental 

documentation. The modernization structure of code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to get the ownership and technical superiority.  

In this work, objective oriented design of generic system analysis code has 

been tried based on the previous works in KAERI for two phase three field Pilot 

code. It has been performed to implement of input and output design, TH solver, 

component model, special TH models, heat structure solver, general table, trip 

and control, and on-line graphics. All essential features for system analysis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final product SYSTF code. The computer 

language C# was used for implementation in the Visual studio 2008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since it has easier and lighter than C++ 

feature. The main characteristic of developed code is as follows. 

1) Design of data parsing for component wise text input and output feature  

2) Inheritance of abstract component class to special component such as 

Pump, Valve, Separator 

3) Generization of TH solver for the application of multi-loop system 

network. 

4) Design of heat structure model and solver 

5) Implement of kinetic source to hea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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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sign of Control, Trip and Plot 

7) Add horizontal stratification force and pump head  

 

The code has simple and essential features of models and correlation, special 

component, special TH model and heat structure model.  However the input 

features is able to simulate the various scenarios, such as steady state, non 

LOCA transient and LOCA accident. The structure validity has been tested 

through the various verification tests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developed 

code can treat the non LOCA and LOCA simulation. However more detailed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odels are required to get the physical validity of 

SYSTF cod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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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자력 발전소 설계나 연구에 필요한 공학적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70, 80 년대

에 완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학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공

학이론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현화하는 도구로서 개발언어도 중요하다. 70, 80 년

대에는 공학적 프로그램 언어로 FOTRAN이 유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

에 대부분의 공학프로그램은 FORTRAN으로 작성되어 있다. FOTRAN언어가 주로 

공학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어 타 분야의 적용에는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

는 동안에 C나 Basic, Pascal 등 다른 언어는 많은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요

구에 부응하여 객체지향 기법을 도입하고 Visual-C++, Delphi, Visual-Basic 등의 

언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출시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편이를 위한 다양한 Library와 더불어 객체지향적 언어 사용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어 FORTRAN사용자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학프로그램도 

점차 복잡하여지고 다양해 짐에 따라 전산코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비용이 개

발비용을 상회함으로써 객체지향적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그램은 통상 분석-설계-구현-테스트(검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개발 경험에 의하면 절차지향적인 방법에 의하면 10%-15%-45%-30%의 비율로 

소요되며 객체지향적인 방법으로는 30%-35%-20%-15% 비율로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즉 초기 분석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객체지향적 방법이 구현과 

검증 단계에서 대단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공학해석 프로그램도 코드간 연계, 프로그램의 재사용, 그리고 GUI구

현이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이를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그래픽 구현이 자유롭고 많

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 언어로는 C++ 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ERI Pilot코드 개발” 및 “Visual C++ 를 이용한 객체지향

적인 개념설계”[1,2,3]의 이전연구의 후속연구로 좀 더 실질적인 안전해석코드의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구현단계에서는 C++ 언어의 특유의 복잡성과 난해

성으로 인하여 오류수정에서 많은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나 

좀 더 사용이 간편하고 엄격한 문법을 사용하는 C# 언어를 사용하였다. 개발환경은 

Visual Studio 2008 IDE 환경[4]을 택하였으며 내부에 있는 Visual C# 2008 언어

로 구현화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안전해석코드의 객체지향적 설계에 

필요한 모든 설계 정보를 수록하여 향후 차세대 코드 개발 및 MARS코드 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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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분석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 시스

템의 분석이다. 분석단계는 프로그램의 요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기능적 요건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분석단계는 

설계단계와는 구분되는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행

히 안전해석코드는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비교적 프로그램 요건 사항의 정의가 

잘되어 있으며 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과 달리 메시지-응답 등의 동적 모델링이 필

요 없기 때문에 “행위분석”도 필요 없다. 그러나 향후 GUI를 고려한다면 요건사항

과 사용자 행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절에서는 MARS코드를 대상으

로 기술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재 해석하였다.  

객체 지향적인 설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할 것은 프로그램 요건서나 기

술서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클래스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를 바탕으로 명사를 

찾는 방법으로 대상 명사는 전부 후보 클래스가 될 수 있다[5].  통상적인 열수력 

프로그램 기술서에 보면 열수력학적 체적, Special Component, Solver, Steam 

Property, 열 구조물, Trip & Control, Kinetics 그리고 프로그램 등의 명사가 나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전부를 후보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추상적

인 개념인 TH Solver는 행위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일단 클래스에서 제

외하고 전체 코드시스템을 클래스로 분류하였다.  

그림 2.1은 이러한 과정과 MARS코드의 모듈구조를 바탕으로 도출된 클래스이

며 Pump, Accumulator 등의 구체적인 클래스는 좀더 상위 level인 추상적이고 일

반화된 클래스인 Component로부터 상속받게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그 자체도 하

나의 명사이므로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이는 추후 GUI등의 구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C# 언어의 중요한 개념이다. 본 과정에서 time step size 등과 

같은 많은 후보 클래스가 나왔지만 클래스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 하에 Program 

class에 딸린 structure type으로 표현하는 등 많은 간략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

러나 실질 적인 구현과정에서는 모든 모듈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point class등 유용

하게 사용되는 것 몇 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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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통안전해석코드에 필요한 클래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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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래스의 설계 

 

3.1 Program 클래스  

 

그림 3.1 의 설계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클래스는 실질적인 안전해석 프로그램 

그 자체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모든 메소드 (혹은 함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안전해석코드가 본질적으로 이벤트나 메시지에 의하여 작동하는 프로그

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이

며 객체화 시킬 대상도 그림 2.1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물에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변수인 필드를 보면 time step, file name 등 여러 변수와 더불어 각 명시된 

클래스로부터 도출된 input card, control, trip, component, volume, junction 등의 

객체를 필드 (혹은 변수)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현화 하기 전의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클래스, 메소드 

및 필드의 명명법이다. C#언어는 Microsoft .NET 의 library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library 구축에 사용되었던 명명법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여러가지 편리하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Microsoft사의 .NET Framework Developer Center의  

http://msdn2.microsoft.com/en-us/library/xzf533w0(VS.71).aspx guideline을 따

라 클래스 이름과 내부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설계하려고 노력하였다.  

 

[ .NET Framework Library 명명법 및 채택 여부] 

Identifier Case (*) Example 채택여부 

Class Pascal AppDomain YES 

Enum type Pascal ErrorLevel YES 

Enum values Pascal FatalError Upper case

Event Pascal ValueChange N/A 

Exception class Pascal WebException  N/A 

Read-only Static field Pascal RedValue YES 

Interface Pascal IDisposable  YES 

Method Pascal ToString YES 

Namespace Pascal System.Drawing YES 

Parameter Camel typeName YES 

Property Pascal BackColor N/A 

Protected instance field Camel redValue  N/A 

Public instance field Pascal RedValue  N/A 

* Examples of Case Sensitive Name: PascalCase, camelCase, lower_case, UPPER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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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rogram 클래스의 메소드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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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olume 클래스  

 

  볼륨클래스는 열수력 체적의 기본단위로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열수력학

적인 필드(혹은 변수) 와 메서드(혹은 함수)를 갖는다. 볼륨클래스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압력, 온도 등의 볼륨의 열수력학적 특징과, 체적, 길이 등의 기하학적인 

속성 그리고 방정식의 수치 해법 중에 도출되는 함수와 변수까지도 포함되게 설계

하여야 한다. 또한 볼륨에 연결되어 있는 Junction의 정보도 볼륨 클래스내에 포함

되어 사용이 가능하여야 된다.  본 설계에서는 연결된 Junction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객체의 point를 array로 나타내어 여러 개의 junction이 볼륨의 inlet, outlet

에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1개의 Cross flow junction 에 대한 정보도 허용하여 

main stream line에서 수직을 이루는 cross junction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1차원적인 열수력 볼륨만 다루고 있으나 3차원 볼륨은 변수를 추가

함으로써 쉽게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Pump, Accumulator, TmdpVol 에 대한 정

보는 시스템 Pressure matrix를 구현화 할 때 특수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Boolean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볼륨은 질량 및 에너지 보존 식의 기본 단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상관식과 변수를 담고 있어야 한다.   

 
partial class Volume 

    { 
        static public int nVols; 
        public int volNo; 
        public double vol, area, length, diam, incAngle;  
        public double alphav,alphal,alphad; 
        public double avgvelv,avgvell,avgveld ; 
        public double p,ul,uv; 
        public double rho,rhov,rhol; 
        public double hl,hv,hlsat,hvsat,ulsat,uvsat,quals; 
        public double hl2, hv2, eps; 
        public double gammaw,qwv,qwld,dissv,dissl,dissd; 
        public double gammaE, gammaC; 
        public double tv,tl,ts; 
        public double cpl,cpv; 
        public double sigma,condl,condv,viscosl,viscosv; 
        public double drhovdp,drhovdU,drholdp,drholdU; 
 

(………………………………) 
         
        public double coefS, delp; 
        public double mflux,vmix,regime,strat; 
        public int[] regimeNo = new int[2]; //!1 SPL; 2 BBL; 3 SLC; 4  
        public bool wPack; // water packing 
        //public Junction[] fromJun; 
        public Junction[] toJun;      
        public int[] junFace;  // junction coonection face : -1 : inlet,  
        public Junction crossJun; 
        //public bool isMultiD; 
        public bool isPump; 
        public bool isTmdpVol; 
        public bool isAccum; 
        public Volume() 
        { 
            volNo = nV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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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ols++; 
        } 
    } 
 

볼륨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Volume 생성자 및 관

련 모델-상관식 그리고 Solver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cell matrix, update, init 등

이 전부이다. C# 에서는 Class생성시 default 초기값으로 0을 정해주기 때문에 초

기화 과정이 필요 없으나, 생성자에서 (static public int) nVols 변수를 한 개씩 증

가 시켜 전체볼륨의 개수를 알 수 있게 하였고 각 객체 생성시에 마다 순차적으로 

volNo를 지정하게 하였다.  

 
 

 
그림 3.2 볼륨 클래스의 메소드 

 

3.3 Junction 클래스  

 

   Junction 클래스는 열수력 체적의 기본단위인 volume을 연결하는 구조로 기하

학적인 속성과 더불어 유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junction의 

연결볼륨 2개(fromVol, toVol) 에 대한 정보도 객체 포인터로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볼륨의 연결 방향이 junction기준에서 어떠한 방향(+ or -)으로 연결되어 있

는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하므로 fromOrient, toOrient, fromCross, toCross 를 

integer로 사용하였다. Junction클래스는 운동량보존식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게 

wall friction과 interfacial friction, 그리고 pump Head 에 대한 변수도 정의하였다. 

운동량 보존식에서 사용될 critical flow, CCFL등의 특수 열수력모델 및 fill 경계조

건을 위한 identification을 Boolean 으로 정의하였다.  

 
namespace KAERI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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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al class Junction  
    { 
        static public int nJuns; 
        public int junNo; 
        public double aJun,aThroat,diamj,velv,vell,veld; 
        public double mflowl,mflowd,mflowv,mflow; 
        public double k_forward,k_reverse; 
//         double mmm(3,3),vexpv,vexpl,vexpd  
        public double vexpv,vexpl,vexpd;  
        public double dvvdp,dvldp,dvddp; 
//        double dvvdpF,dvldpF,dvddpF,dvvdpT,dvldpT,dvddpT  
        public double fwv,fwl,fwd,fvl,fvd,fvl_o,fvd_o,gravZ,gravX, 
pumpHead; 
 
 
(중략) 
 
 
//public double[] cfl = new double[5]; 
        //public double[] cfd = new double[5]; 
        public double[] cev = new double[5]; 
        public double[] cel = new double[5]; 
        public double[] ced = new double[5]; 

private double velv_o,vell_o,veld_o; 
 public bool wPack; 
 public Volume fromVol, toVol; 
        public int fromIndex, toIndex, fromOrient, toOrient, fromCrossNo, 
toCrossNo; 
        public bool isTmdpJun; 
        public bool isFromVolCross; 
        public bool isToVolCross; 
        public bool isAccum; 
        public bool isCritical; 
        public bool isCCFL; 
        public bool isOnCrit; 
        public Junction() 
        { 
            junNo = nJuns; 
            nJu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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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Junction 클래스의 메소드 

 
 

3.4.  Heat Structure 클래스  

 

   Heat Structure 클래스는 시스템의 열구조물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이다. 본 보

고서에서는 1차원적인 열구조물에 국한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reflood module은 

확장 적용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열구조물의 열수력학적인 속성은 온도 뿐이다. 경

계면에서 나타나는 heat flux나 열전달 계수등은 2차적인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클래스의 설계에서 실질적인 복잡성은 열구조물의 경계조건볼륨, 열구조물의 내

부노딩과 material property를 어떻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계는 생략을 하고 다만 경계볼륨과의 연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Volume객체를 좌, 우측에 각 한 개씩을 설정하여 간단한 1차원 slab구조로 설계하

였고 열전달계수 등 필요한 변수는 간단한 열전달 상관식으로 대치하여 구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namespace KAERIPilot 
{ 
     partial class HeatStruct 
    { 
        static public int nHtstrs; 
        public int htstrNo; 
        public int meshNo; 
        public int geomType; 
        public double qFract; // internal heat source 
        public int[] compindex = new int[2]; // component connection 
number 
        public int[] vindex = new int[2]; // volume connec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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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lume[] v = new Volume[2];//! Left=1, Right=2 Connection 
        public double[] surface = new double[2]; 
        public double[] htdiam = new double[2]; 
        public double[] surfTemp = new double[2]; 
        public int[] heatMode = new int[2]; 
        public double[] heatFlux = new double[2]; //! Scalar 
Geometry 
        public double[] heatCoeff = new double[2]; 
        public double[] meshTemp; //! Mesh temperatur 
        double[] rey = new double[2]; 
        double[] pr = new double[2]; 
        public HeatStruct() 
        { 
            htstrNo = nHtstrs; 
            nHtstrs++; 
        } 
     } 

 
그림 3.4 Heat Structure클래스의 메소드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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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ponent 클래스 및 상속 클래스 

 

   열수력 계통코드의 기본요소인 Volume, Junction, Heat structure로 구성된 

Component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펌프로 1

개의 volume, 2개의 junction그리고 금속구조물인 heat slabs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외 펌프고유의 특성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다. 밸브도 같은 개념으로 volume이 

없고 junction한 개를 갖는 component로 생각할 수 있다. ECCMIX, Separator, 

Pipe 등도 마찬가지며 열 수력 경계조건을 설정해 주는 Time dependent volume과 

flow 경계조건을 설정하는 time dependent junction도 component라 간주할 수 있

다. 여러 개의 volume과 junction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pipe와 multidimensional 

vessel 도 component로 분류하였다. 각 component는 공통적으로 volume과 

junction을 참조하고 있으며 또 자기만의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공통 부

모클래스인 “Component”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곳에서 상속받아 각 클래스를 정의

하였다. 여기에서 heat structure는 특성 상 열수력 component끼리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Component클래스에 연계시키는 것을 제외시켰다.   

 

 

 

그림 3.5 Component 추상클래스의 필드 및 상속 Accum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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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omponent 추상클래스로부터 상속된 각종 Component 클래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pe는 Volume과 Junction외의 다른 속성이 없으므로 추

가적 속성이 없는 단순 상속이며 다른 component의 경우는 각 특성에 맞는 속성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밸브 클래스는 공통 component 클래스속성을 상속받

고 밸브 고유의 기하학적구조인 Disk area, inertia 등 특성을 filed로 갖고 있으며, 

각 1개의 control과 trip 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에에 대한 object 연계도 field

로 갖고 있다. 펌프의 경우도 유사하게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특수 component 모

델이 필요한 클래스인 경우에는 method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3.6.  Steam Property 클래스 

 

   Volume의 property를 계산하는 steam table은 volume의 한 속성으로 간주 하

여 볼륨 클래스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 특성상 따로 분리하는 것이 향후 계통 

내 이종 유체유동해석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클래스로 분류하였다. 클래스 내에는 

steam table에 필요한 data set을 field로 갖고 각 method를 구현하였다. Steam 

property계산에 필요한 method는 기존의 MARS가 사용하는 Fortran의 부 프로그

램을 DLL화 시켜 재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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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Text; 
using System.Runtime.InteropServices; 
 
namespace KAERIPilot 
{ 
    class StmTable 
    { 
        static public int ns; 
        static public int[] index = new int[ns]; 
        static public double ttrip, ptrip, vtrip, tcrit, pcrit, vcrit,  
        static public int nt, np, nst, nsp, it3bp, it4bp, it5bp, nprpnt,  
        static public double[] data; 
        static public int nfluid, ndxstd; 
        static public int[] sth2xc = new int[9];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TH2X1(double[] a, double[] s, ref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TH2X2(double[] a, double[] s, ref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TH2X3(double[] a, double[] s, ref int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TH2X6(double[] a, double[] s, ref int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TH2XF(double[] a, double[] s, ref int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SURFTN(ref int ifluid, int[,] ihld,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VISCOS(ref int ifluid, int[,] ihld,  

[DllImport("SteamProperty.dll")] 
        public static extern void THCOND(ref int ifluid, int[,] ih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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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teamTable 클래스의 메소드와 필드 

 

3.7.  기타 클래스 

 

   그 외 클래스의 설계는 전체 코드의 구현 시 필요할 때 마다 정의하여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Kinetics 클래스는 volume과 heat structure의 feedback 효과를 고

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volume과 heat structure object을 배열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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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계하였다. ControlData, Trip, PlotData 등 3종의 클래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

라 어떠한 type의 클래스와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므로 Class의 

Reflection 기법을 통하여 구현화 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기법은 C# 언어의 특징

으로 Garbage collection feature로 인하여 pointer를 범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

문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C++에서는 pointer로 좀 더 간단히 구현화 할 수 있다).  

 

 

 

 

 

 

그림 3.8 기타 계통해석코드에 필요한 클래스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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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수력 계통 안전해석 코드의 구현화 

 

코드의 구현화 과정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모두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4.1 Main Program 

 

모든 계통코드와 마찬가지로 메인프로그램에서는 입력화일과 수증기표 테이블 

읽고 (openFiles, steamTableRead) transient run (transientControl)을 하게 구현

화 하였다. 이때 Program 전체에서 필요한 Global 변수는 각 method 외부에 정의

하였으며 read, write하는 file name 외에 시간 control 등의 변수가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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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력구조 구현 

 

SYSTF코드의 구현화 과정에서의 첫 단계는 입력구조의 정립이며 어떻게 각 객

체의 입력을 하여 연관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과정이다. 

입력구조의 정립은 Hydraulic Solver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

서는 Staggered 1D 시스템에 국한하여 정립하였다. 시스템은 열수력 체적으로 구

성된 Component로 일차적으로 구성되며 이와 더불어 열구조물, 트립과 제어 계통

이 연관되어 전체 입력이 구성된다.  열수력 계통의 모델의 개념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노드와 링크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 노드 및 링크가 일련번호를 갖게 한다. 이

러한 노드와 링크의 집합 외에 각 component별로 Loop을 구성하여 component별 

모델이 가능하게 하였다. C#언어에서는 .NET class library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collection형태로 다룰 수 있는 ArrayList, List 등의 C# Generic으로부터 유도된 

Collection library 를 제공하고 있다. 본 콜렉션을 사용하면 객체의 삽입과 제거 그

리고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입력의 처리와 Restart시 component의 대치, 삽입 

등에 유익하다.  

 

0 1 2 3

8 9 10 11

46 5

7
Loop1

Loop212

13
 

 

그림 4.1 시스템 모델 입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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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과정에서 가장 기초인 노드 정보는 파일에서 읽고 vlist의 collection으로 

저장 관리 하게하였다. 링커 정보도 jlist에, component 정보는 다양한 다른 type의 

클래스 (Pump, Valve, Separator etc.)를 담아야 하므로 ArrayList로 관리한다. 그

리고 그 ArrayList를 담고 있는 loops로 구성하여 열수력 계통전체를 Collection으

로 구현화 하였다. 이외의 Heat structure 등 필요한 클래스는 아래와 같이 구현화 

하여 collection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static List<Volume> vlist;   
static List<Junction> jlist; 
static ArrayList components;  
static List<ArrayList> loops;  
static List<LoopInfo> lplist;  
List<HeatStruct> hlist;  
List <ControlData> cntrlist; 
static Trip[] trip; 
static Kinetics kin; 
public static List<PlotData> plotlist; 
static List<GenTable> g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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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입력화일의 구조  

 

MARS의 입력화일 구조와 유사하게 구현화하였다.   

 

1) Title card  

   Started from = character at 1st column 

2) Comment card 

   Started from * character at 1st column 

3) Continuation card 

   Started from + character at 1st column 

4) Problem control card  

   Started from Problem string as first word 

5) Component input card 

   Started from Loop string as first word 

   Started from Component name string as first word, i.e. Pipe, Pump, etc 

6) Heat structure input card 

   Started from Heat string as first word 

7) Control, Kinetics, Trip, Plot input card 

 

아래는 이와 같은 구조의 입력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입력 설명

은 부록 A에 수록하였다.  

 

= Test of Plant SBLOCA Transient 

* 

*   PROBLEM DESCRIPTION 

* 

*   Heat Source : Fraction of Constant heat 1% of 100 Mw Nulcear Heat 

*   Heat exchange between Loop1 & Loop2 

* 

*   Trip Sequence 

*   20 sec steady state calculation 

*   20 sec Break valve open & close PZR valve 

*   22 sec Pump Trip 

***************************************************************** 

* Problem control CARD 

***************************************************************** 

*         Endtime dtmax dtmin edittime print  

Problem    20.0    0.01  1.0e-6  10.0  false 

+ 1000.0    0.01  1.0e-6  10.0  false  

* 

**************************************************************** 

*   PRIMARY LOOP COMPONENT INPUT 

**************************************************************** 

Loop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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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   000   Core  5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2.0     4.00  0.0   0.1  90.0  15.0e6  57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4.0    0.01  0.0   0.0  0.0 

* 

Valve  001   CoreOut   0,1   2,0   1.0  0.0  0.0   0.0  0.0 

*       name Head  tripNo 

Pipe   006  SGOut  5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2.0     2.00  0.0   0.0  -9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2.0     0.01  0.0   0. 

Pump   013  PCP2 100.00   0 

+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0 & 1 

+ 12,1  1.0  0.01    0.0   0.0  0.0 

+ 14,0  1.0  0.01    0.0   0.0  0.0 

Loop  Secondary 

* 

Pipe   100  SGR   8 

+        6  2.0  10.00  0.0  0.0  90.0  8.0e6  0.0 

+        8  2.0  10.00  0.0  0.0  90.0  8.0e6  1.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7   1.0    0.01 0.0   0.0  0.0 

 

******************************************************************* 

*    HEAT STRUCTURE INPUT 

******************************************************************* 

Heat 

* No    MeshNo  Source  L_Area  L-Dh   L_vol    R_Area  R-DH  R-Vol 

+   1       15  5.0e-3  0000.0  0.01   00,00   10000.0  0.01  00,00 

+   2       15  5.0e-3  0000.0  0.01   00,01   10000.0  0.01  00,01 

+   3       15  5.0e-3  0000.0  0.01   00,02   10000.0  0.01  00,02 

******************************************************************** 

*   CONTROL TEST INPUT 

********************************************************************* 

Control 

+ 3 Volume,1,uv Junction,1,vell  Program,0,probTime 

********************************************************************* 

*  KINETICS INPUT 

********************************************************************* 

Kinetics  100.0e+6   0 

* 

********************************************************************* 

*  TRIP INPUT 

********************************************************************* 

Trip 

* No   TripTime 

+ 0     50.0      * trip 

+ 1     50.0      * break 

********************************************************************* 

*  PLOT INPUT 

*********************************************************************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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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00 p      0       0.0   20.0e+6    0    0 

+ Volume     41 p       0      0.0   20.0e+6    0    1 

+ Volume     50 p       0      0.0   20.0e+6    0    2 
 

 

4.2.2 입력의 구현  

 

입력화일을 읽을 때는 미리 메모리에 string type의 collection인 slist로 저장하

였다. Slist array의 첫 이름에 의해 각 해당 component를 읽을 수 있게 구현화하

였으며 변수 Type에 따라 각 저장된 slist[]를 parsing하면 된다. 이때 type이 맞

지 않으면 error가 발생하므로 쉽게 입력오류를 찾을 수 있다. C# 의 간단한 data 

parsing기능은 MARS 등의 입력 inp package를 대체할 만큼 편리한 기능이다.  
 

 

 

 

 

 

 

 

 

 

 

 

 

 

 

 

 

 

 

 

 

 

 

 

 

 

 

 

 

 

 

 

 
private void readPump(Volume[] v, Junction[] j, List<string> slist) 

        { 
            // 
            // geometry input 
            // 
 
            //double PI = 3.141516; 
            int ix = 4; 
            v[0].length = Double.Parse(slist[ix+1]); // 0.4627; 

 

유사한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입력자료를 객체 별로 읽어 계산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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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Collection에 저장하여 둔다. 입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 간의 상관

관계 및 각 객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력고려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산을 수

행하기 전 초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노드 간 연결방법은 부록 A의 입력 

매뉴얼을 참고하면 어떠한 과정으로 입력을 설계하고 구현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

다.  

 

 

4.3 초기화 구현 

 

코드의 초기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객체간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인적 

오류 등을 찾는 것으로 Hydraulic Solver, Component Model, Kinetics 등 각 모델

과의 연계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열수력 조건 등의 타당성도 체

크하고 넘어가야 하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용자의 노력이 얼마나 절

약되는 가는 본 초기화 과정에서의 체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nitComponent()에서는 Junction connection시 Component index 입력을 실질적인 

계산에 필요한 volume index로 변환하는 과정, 각 component별로 junction, 

volume index를 실질적인 junction및 volume 객체로 전환하고 trip 등의 index도 

실질적인 trip객체로 전환하는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비로서 계산에 들어

가기 전 단계인 모든 객체에 대한 생성과 연관 변수의 setting이 완료된다.  

 

 

4.4 Transient Control 구현 

 

Transient control은 이미 초기화 과정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 또한 객체 연결과정에서 필요하였던 입력과정의 각종 index가 객

체 그 자체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이 필요 없고 이후 구현화 과정

에서 인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volume 객체에 붙어 있는 

junction수는 초기화가 끝나야 알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transient 과정에 들어가지 

전 단계인 TansientSet()에서 volume cell matrix구성에 필요한 matrix coefficient 

dimension을 결정하였다. 이후 TransientAdvance()에서는 통상적인 열수력코드와 

마찬가지로 timeStepControl(), HeatStrAdvance(), HydroSolve(), 

ReactorKinetics(), ControlVar(), PlotVar()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계

산이 fail 되었을 경우 약간의 복잡한 logic 을 거치게 된다.  그 중에서 

HydroSolve()의 구현화는 아래그림과 같다.  

 



 - 23 -

 

HydroSolve()는 Program 클래스에 속해 있으며 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단계

별로 구성된 Program클래스의 method를 호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

우 Volume과 junction 클래스에서 method를 구현화하고 이를 호출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구현화 과정에서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HydoSolve()는 수

치해에 필요한 SteamProperty, Component model과 모델 및 상관식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수치해법 전에 ComponentCall(), HydroModelCorr()을 호출한다. 그러나 

CCFL, Critical flow모델 등 특수 열수력모델은 수치해법 중간과정인 

EqMomentum() 이후 호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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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StrAdvance() 나 HydroSolve()에서 사용되는 Matrix 해법은 비효율적이

지만 가장 간단한 Matrix invers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Math.NET mathematical 

open source library ( http://www.cdrnet.net/projects/nmath/numerics/iridium )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HydroSolve()에서 Loop 수에 상관 없이 단일 matrix를 구

성하여 수치 해를 간단한 방법을 택하였다. 이에 대한 효율성은 추후 sparse 

matrix solver 를 사용하게 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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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스템모델 (그림 4.1) 에 따른 압력 행렬의 구조 

 

 

4.5  Component 모델의 구현 

 

Component 모델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열수력 모델과 연계되어 있지만 독립

적인 모델이므로 전체적인 구조와 달리 독립적인 구조로 구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component모델을 클래스로 구현화하였으며 각종 필요한 field 

및 method (혹은 변수 및 함수)를 클래스 내에서 구현화 하였다. 그러나 

component model 자체는 HydroSolve()에서 부르는 함수로서 ComponentCall()내

에서 아래와 같이 구현화 하였다. 즉 전체 시스템을 loops -> component -> 순으

로 호출하고 각 type에 따라 적절한 시각에 필요한 method를 부르게 구현화하였다. 

현재는 간단히 act()의 method만을 구현화하여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Pump 클래스의 act() method에서 pump trip 시 head가 점차 coastdown 되는 간

단한 기능을 구현화 하였다. 다른 component인 accumulator, valve, separator에 

대하여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간단한 수학식으로 구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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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 열수력 모델의 구현 

 

Critical flow, CCFL 등과 같이 특수 열수력 모델은 일반적인 보존 

방정식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모델이므로 입력과정에서 미리 당 모델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보존 방정식의 대체 수치해법으로 구현화 하여야 한다.  그 예로 Critical 

flow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구현화 하여 나타내었다.  Critical flow model 자체는 

간단하게 junction 클래스 내부에서 구현화 하였고, 현재 해당되는 junction이 

critical flow인지 아닌지는 그 위의 level인 SpecialTHModel()에서 판단할 수 있게 

구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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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 

 

4.7.1   수력학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 

수력학에 관련된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은 volume이나 junction클래스에 국

한 되어 있으며 열전달에 관련된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도 열구조물에 국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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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다른 특수모델이나 입력구조와는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력학적 Staggered, Non staggered, Implicit, Semi-implicit 등의 근원적인 수치 

해법이 틀려지면 그 구현방법이 틀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

서에서는 수치해법이 Staggered, Semi-implicit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

게 구현화 하였다. 본 모델 및 상관식은 모든 열 수력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모델로 열수력 코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타 모델보다도 중요하지만 본 보고서

는 구조적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가장 간단한 열수력 모델

들로 구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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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열전달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 

열전달에 관련된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은 벽면 열구조물 클래스와 구조물과 경

계를 이루는 volume 클래스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수력학에 관련된 모델 및 

상관식의 구현보다 더 복잡하다. 본 절에서는 간단한 1차원 열구조물에서의 모델 

및 상관식을 heat structure solver와 같이 구현하였다. 열전달모델은 liquid와 

vapor fraction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teady 

state를 가정하여 내부 온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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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Ouput, Plot 및 On-line Graphics 의 출력 구현 

SYSTF-C# 의 출력은 MARS코드와 유사하게 Major output file, Plot file 그리

고 필요한 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위한 On-line Graphics을 위해서 time step 

control card와 plot variable request입력에 의하여 제어되도록 구현화 하였다. 

On-line graphic program은 SYSTF-C#과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으며 

SYSTF코드를 DLL형태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록 B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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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증 계산 

 

SYSTF-C# 코드는 비록 물리적 모델 및 상관식이 간단하여 실험자료 대비 평

가는 수행할 수 없지만, 3 Field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Steam Table과 입력구

조 등을 일반화 하였기 때문에 시스템모델이 가능하다. 본 검증계산에서는 구현화

의 타당성과 현상학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산하

였다. 검증 문제로는 간단한 1D pipe와 Hydraulic Network, 그리고 펌프 및 밸브 

트립의 작동까지 필요한 전 계통의 Non LOCA Transient및 LOCA 모사까지 다루

었다.   

 

5.1 개념 검증문제  

 

1) Single phase pipe problem 

   다양한 경계조건하에 수직관, 수평관에 대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

으로는 압력-압력, 유량-압력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증하였다. Pipe의 단면적이 변

하는 경우데 대하여도 검증하였으며 Momentum flux, gravity term의 구현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2) Single phase network problem 

   System을 구성하기 위한 flow network를 검증하였다. Close loop problem, 

multiple-branching problem, T-junction problem 등에 검증하였다.  

 

3) Two phase pipe problem 

   Vertical pipe nine volume problem, Stratification flow oscillation in horizontal 

pipe, vertical pipe fill problem, vertical pipe spray problem, smooth pipe area 

change problem, 3-field specific problem, T-junction water drain problem 등 이

상유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4) Multi-loop network problem 

   Primary, secondary loop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계산을 검증하였다. 이때 

primary loop에는 펌프를 모델하여 유량이 발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5) 기타 problem 

   Heat transfer problem, pump trip, fill with general table input, valve model, 

separator model, critical flow model test problem등 다양한 trip과 component 및 

special TH model 에 대한 분리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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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합 검증문제 

 

본 SYSTF코드는 발전소 계통계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모델링

을 가정하고 정상상태, non LOCA, LOCA 사고에 대한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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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발전소의 개념적 모델 

 

위 발전소 모델링은 간단한 개념문제이지만 AP1400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

게 하였다. Core -> Hot leg -> U-tube -> Cold leg -> 2 Suction Legs -> 2 

Pumps -> 2 Discharge legs -> Core 순서로 기본 primary loop을 구성하고 

reactor fuel 을 reactor kinetics source로 모델하며, 부속장치로 accumulator와 

pressurizer를 모델 하였다. 2차 측 모델로 recirculation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two phase boiler top에 separator를 설치하여 separation이 되게 하였다. 경계조

건으로 primary side 에 15Mpa, secondary side에 8 Mpa의 압력조건을 택하였으

며 LOCA 사고를 모델하기 위해서 pump discharge 에 1 Mpa의 압력경계를 모델

하고 트립 밸브로 discharge를 제어하게 하였다. 또한 1차 측과 2차 측의 열 전달

을 모델하기 위하여 U-tube와 boiler 사이에 열전도체를 모델하였다.  

본 모델은 비록 개념적이지만 실질적인 응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모델과 개

념이 필요한 모델이다. 문제를 일단 설정한 뒤 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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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입력과 모델의 실질적인 구현을 점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모델의 구현과정

에서 필요한 component로는 TmdpVol, TmdpJun, Pipe, Pump, Valve, Separator, 

Accumulator등 6개의 요소가 필요하였고 이는 이미 설계단계에서 고려된 

component 만으로 모델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의 입력은 부록 B.1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다. 

 

1) 정상상태 계산 

 

   본 검증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지 못했던 cross flow junction이 추

가되었다. 즉 pressurizer surgeline pipe가 hot leg 임의의 node와 cross flow 

junction 연결 할 수 있게 입력 및 초기화 과정에서 일반성을 확장하였다.  정상상

태계산은 약 200초의 transient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졌는데 primary pump 

head에 의한 유량, fuel heat 에 의한 열 증가, U-tube를 통한 열 제거 등에 검증

을 하였다. Secondary loop은 자연순환에 의하여 유량이 발달하게 되는데 

separator를 통한 증기유량 등 정상상태 여부를 검증하였다.  

 

2) Non LOCA transient 

 

   50초 정상상태 계산 후 pump trip, steady pressure control valve close, 

subcooled liquid spray in pressuirizer 의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검증계산하였

다. 펌프 헤드의 감소로 인한 유량감소, spray로 인한 primary pressure감소 등 현

상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  

 

3) LOCA transient 

 

   Non LOCA와 유사하게 50초간 정상상태 계산 후 steady pressure control 

valve close, break at pump discharge, pump trip, reactor trip 의 사고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파단면적은 SBLOCA정도인 0.002 m2 ( ~ 2 in diameter pipe)로 하였

지만 전체 냉각재 재고량이 실질적인 발전소보다 작기 때문에 사고 진행속도는 중

형파단에 속한다. 축압기가 일찍 작동하며 사고 후 20초 내에 accumulator가 작동

하고 100초에 isolation된다.  

  아래 그림은 주요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plotfl file로부터 그린 것이다. 그림 5.2에

서와 같이 Primary /secondary 압력의 변화 및 accumulator의 압력변화를 볼 수 

있고 각 loop의 mass inventory 변화 (그림5.3)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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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압력변화 (primary/secondary/accu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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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total/secondary/primary mass inventory 

 

 

그림 5.4 는 LOCA후 곧 바로 reactor inlet volume 에서 감압에 의한 void 가 

발생하고, 간단한 critical flow model 에 의하여 파단면에서 냉각재 누출이 모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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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void fraction at the reactor inl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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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break mass flow rate 

 

 

 

 

그림 5.6의 정상상태 볼 수 있듯이 냉각재 유량은 펌프 헤드 (m)가 일정하므로 

냉각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손실 증가에 의하여 차츰 낮아지다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LOCA 후에는 펌프 트립에 의하여 감소하였다 

break flow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7에서는 간단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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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모델에 의하여 accumulator flow가 형성되고 100초의 isolation signal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6 loop mass flow rate 

 

그림 5.7 Accumulator discharge mass flow rate 

 

    

2차 계통은 속도가 정지상태의 유체상태에서 열 전달에 의한 자연순환으로 boiler 

내에 유량이 형성되어 점차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0초 후 

steam isolation에 의하여 곧 정체상태가 된다. 핵연료 중심온도도 reactor tri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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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곧 표면온도와 같아 짐을 알 수 있다. Post LOCA Heatup은 post CHF의 물리

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5.8 Boiler/ recirculation/ steam mass flow rate at secondary side 

 

그림 5.9 Fuel center/surface temperature and het exchanger left/right surface 

temperature 

 

 

 

그림 5.10은 위 LOCA 시나리오에 대하여 X-Y graphic 을 window화면에서 On-

line으로 구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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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On-line graphics features for SYSTF LOCA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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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잘 알려져 있는 One-dimensional, transient, two-fluid, three-field model의 

Hydraulic solver를 기반으로 시스템 해석코드 SYSTF-C#의 작성을 시도하였다. 

본 시도의 목적은 계통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입, 출력 및 모델의 구현을 

객체지향적으로 작성하고 그 해석 범위를 검증함으로써 객체지향화에 따르는 이득

과 문제점을 아는데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MARS의 국산화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새로운 안전해석코드의 프로그램의 작성에서 타 안전해석코드가 갖지 

않고 있는 고유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본 시도로부터 얻은 최종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계통분석코드는 코드개발요건에서 명사화 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객체 지향

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MARS코드의 대부분의 중요 Module이 객체대상이 된

다.  

 

2) 일반적인 안전해석코드가 필요한 기능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메인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소드로서 대부분의 함수가 절차식으로 구현된다.  

 

3) 구현화된 각 클래스의 메소드(혹은 함수)는 전체적인 코드구조의 파악이 없이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세 프로그램 작성과 유지보수에 유

리하다. 또한 객체끼리의 연계관계는 필요한 클래스를 참조하게 나타낼 수 있어 직

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모델 및 상관식 그리고 component모델의 경우

는 독립적인 작성 및 유지가 통상적인 절차식 구현방법 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았

다.  

 

4) 계통해석 모델에 필요한 Pump, Valve, Accumulator 등의 여러component는 하

나의 공통적인 추상 component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구현화 하였기 때문에 새

로운 component 추가 시 구현이 용이하였다.  

 

5) 전체 시스템을 volume, junction 객체의 집합으로 나타내었고, loop은 

component객체의 집합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loop의 집합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기존의 MARS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 직관적인 방법으로 각 component 및 

volume-junction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restart 시 원하는 객체의 대치, 삽입, 

제거 등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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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YSTF-C# 코드의 입력 매뉴얼 

 

Input deck organization 

 

Title Card 

 

A title card must be entered for each problem. A title card is identified by an 

equal sign (=) as the first nonblank character.  

 

Comment Cards 

 

An asterisk (*) appearing as the first nonblank character identifies the card as a 

comment card. Comment cards may be placed anywhere in the input deck. 

 

Data Cards 

 

Data cards may contain varying numbers of fields that may be integer, real 

(floating point), or alphanumeric. Blanks preceding and following fields are 

ignored. 

The first field on a data card is a problem identification number that must be 

an alphanumeric. The value for this number depends upon the data being 

entered and will be defined for each type.  

A numeric field must begin with either a digit (0 through 9), a sign (+ or -), or a 

decimal point (.). A comma or blank (with one exception, subsequently noted) 

terminates the numeric field. The numeric field has a number part and 

optionally an exponent part. A numeric field without a decimal point or an 

exponent is an integer field. 

Alphanumeric form is a field that begins with a letter and terminates with a 

blank, a comma, or the end of the card. After the first alphabetic character, any 

characters except commas and blanks are allowed.  

 

Continuation Cards 

 

A continuation card, indicated by a plus sign (+) as the first nonblank character 

on a card, may follow a data card or another continuation card. Fields on each 

card must be complete, that is, a field may not start on one card an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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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on the next card.  

 

Upper/Lower Case Sensitivity 

 

Computer systems have upper and lower case alphabetic characters, and is 

case sensitive. 

 

Data Card Requirements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the data cards, the card number is given with a 

descriptive title of the data contained on the card. Next, an explanation is given 

of any variable data that are included in the card number. Then, the order of the 

data, the type, and the description of the data item are given. The type is 

indicated by A for alphanumeric, I for integer, R for real, B for Boolean( true or 

false) 

 

1. Time step control card 

 

At least one card of this series is required and should be appear before the 

other data card. 

 

W1(A) : Problem (identification word) 

W2(R) : Time end for this set (sec) 

W3(R) : Maximum time step size (sec) 

W4(R) : Minimum time step size (sec) 

W5(R) : Editing time step size (sec) 

W6(B) : Editing every time step (true or false) 

W7(R) ~ : Other set of time step control card 

 

2. Component input card 

 

2.1 Loop identification card 

 

W1(A) : Loop (identification word) 

W2(A) : Name of loop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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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ponent input card 

 

W1(A) : Component type idenification Pipe, Valve, Pump, Accum, TmdpJun, 

TmdVol  

 

If Type is Pipe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I) : Number of volumes in pipe 

 

 

W5(I) : Volume number 

W6(R) : length 

W7(R) : Area 

W8(R) : Volume ( If zero, it calculate from previous two values) 

W9(R) : Hydraulic Diameter (If zero, it calculated from W7(R) area) 

W10(R) : Vertical angle (degree) 

W11(R) : Initial Pressure (Pa) 

W12(R) : Initial value, If value > 10000.0 the following values are internal 

energy, Ug, Uf. If 1.0 <value < 10000.0,  the value is temperature and 

single phase, if value < 1.0, the value is quality and saturated two 

phase 

The following 4 cards are required if W12 is energy input. 

W13(R) : liquid internal energy (KJ/kg) 

W14(R) : vapor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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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5(R) : liquid fraction 

W16(R) : droplet fraction 

 

Repeat W5(I) input until the end of volume number in pipe 

 

Wn(I) : Junction number in pipe 

Wn(R) : Junction area (m2) 

Wn(R) : Junction diameter (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n(R) : vapor velocity (m/sec)  

Wn(R) : liquid velocity (m/sec) 

Wn(R) : droplet velocity (m/sec) 

 

If Type is Valve (cross flow connection is allowed)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I) : From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5(I) : From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If W5 > 100, i.e. W5= NNNXX, cross flow connection from pipe internal 

node NNN. Connection face XX is reserved for later use. 

W6(I) : To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7(I) : To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If W7 > 100, i.e. W7= NNNXX, cross flow connection to pipe internal 

node NNN. Connection face XX is reserved for later use. 

W8(R) : Junction area (m2) 

W9(R) : Junction diameter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10(R) : vapor velocity (m/sec)  

W11(R) : liquid velocity (m/sec) 

W12(R) : droplet velocity (m/sec) 

 

If trip is associated to valve, the following cards are required 

W13(I) : trip number 

W14(R) : Junction throat ratio 

W15(B) : false if closed, and true if opened as initial condition 

 

If choking flow model is using, the card is required, If not, no chok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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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 using for this valve 

 

W16(A) : choke 

 

If type is TmdpJun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I) : From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5(I) : From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6(I) : To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7(I) : To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8(R) : Junction area (m2) 

W9(R) : Junction diameter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10(R) : vapor velocity (m/sec)  

W11(R) : liquid velocity (m/sec) 

W12(R) : droplet velocity (m/sec) 

 

If general table is associated to valve, the following cards are required 

W13(I) : table number 

W14(R) : full open area fraction 

 

If Type is TmdpVol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R) : length 

W5(R) : Area 

W6(R) : Volume ( If zero, it calculate from previous two values) 

W7(R) : Hydraulic Diameter (If zero, it calculated from W7(R) area) 

W8(R) : Vertical angle (degree) 

W9(R) : Initial Pressure (Pa) 

W10(R) : Initial value, If value > 10000.0 the following values are internal 

energy, Ug, Uf. If 1.0 <value < 10000.0,  the value is temperature and 

single phase, if value < 1.0, the value is quality and saturated two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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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4 cards are required if W10 is energy input. 

W11(R) : liquid internal energy (KJ/kg) 

W12(R) : vapor fraction 

W13(R) : liquid fraction 

W14(R) : droplet fraction 

W15(R) : liquid fraction 

W16(R) : droplet fraction 

 

If Type is Accum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R) : Accumulator liquid level 

W5(I) : Accumulator isolation trip number 

W6(R) : length 

W7(R) : Area 

W8(R) : Volume ( If zero, it calculate from previous two values) 

W9(R) : Hydraulic Diameter (If zero, it calculated from W7(R) area) 

W10(R) : Vertical angle (degree) 

W11(R) : Initial Pressure (Pa) 

W12(R) : Initial value, If value > 10000.0 the following values are internal 

energy, Ug, Uf. If 1.0 <value < 10000.0,  the value is temperature and 

single phase, if value < 1.0, the value is quality and saturated two 

phase 

The following 4 cards are required if W12 is energy input. 

W13(R) : liquid internal energy (KJ/kg) 

W14(R) : vapor fraction 

 

Wn(I) : From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From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I) : To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To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R) : Junction area (m2) 

Wn(R) : Junction diameter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n(R) : Forward junction loss coefficient  

Wn(R) : Reverse junction loss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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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ype is Pump 

 

W2(I) :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3(A) : Name of component 

W4(R) : Pump head (m) 

W5(I) : Pumptrip number 

W6(R) : length 

W7(R) : Area 

W8(R) : Volume ( If zero, it calculate from previous two values) 

W9(R) : Hydraulic Diameter (If zero, it calculated from W7(R) area) 

W10(R) : Vertical angle (degree) 

W11(R) : Initial Pressure (Pa) 

W12(R) : Initial value, If value > 10000.0 the following values are internal 

energy, Ug, Uf. If 1.0 <value < 10000.0,  the value is temperature and 

single phase, if value < 1.0, the value is quality and saturated two 

phase 

The following 4 cards are required if W12 is energy input. 

W13(R) : liquid internal energy (KJ/kg) 

W14(R) : vapor fraction 

W15(R) : liquid fraction 

W16(R) : droplet fraction 

 

[Pump inlet junction] 

 

Wn(I) : From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From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I) : To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To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R) : Junction area (m2) 

Wn(R) : Junction diameter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n(R) : vapor velocity (m/sec)  

Wn(R) : liquid velocity (m/sec) 

Wn(R) : droplet velocity (m/sec) 

 

[Pump discharge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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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I) : From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From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I) : To component identification number 

Wn(I) : To component connection face ( inlet face =0, outlet face =1) 

Wn(R) : Junction area (m2) 

Wn(R) : Junction diameter (if zero, calculate from junction area) 

Wn(R) : vapor velocity (m/sec)  

Wn(R) : liquid velocity (m/sec) 

Wn(R) : droplet velocity (m/sec) 

 

3. Heat structure input card 

 

W1(A) : Heat (identification word) 

W2(I) : Heat structure number 

W3(I) : number of internal nodes include the surface node 

W4(R) : Heat source fraction 

W5(R) : Left surface area (m2), if zero, the insulation boundary is assumed 

W6(R) : Left side heated equivalent diameter 

W7(I) : Left side component id number 

W8(I) : volume number in the component 

W9(R) : Right surface area (m2), if zero, the insulation boundary is assumed 

W10(R) : Right side heated equivalent diameter 

W11(I) : Right side component id number 

W12(I) : volume number in the component 

 

W13(I) ~ : Heat structure number, repeat the W2(I), until the end of input of 

heat structure set 

 

4. Reactor Kinetics input card 

 

W1(A) : Kinetics (identification word) 

W2(R) : Power (W) 

W3(I) : power trip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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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ip input card 

 

W1(A) : Trip (identification word) 

W2(I) : trip identification number 

W3(R) : trip time (sec) 

W4(I) ~ : trip identification. Repeat until the end of trip input 

 

6. General table input card 

 

W1(A) : GenTable (identification word) 

W2(I) : table identification number 

W3(A) : Table type. time, position, etc. 

W4(R) : Scaling factor 

W5(R) : activation trip number  

W6(R) : argument value (time, normalized value, etc) 

W7(R) : table value  

W8(R) ~ : argument value. Repeat W6(R) until the end of table values 

 

Wn(I) : table identification number. Repeat W2(I) until the end of general table 

 

 

7. Plot request input card 

 

W1(A) : Plot (identification word) 

W2(A) : Plot request name of object 

W3(I) : Plot request object number 

W4(A) : Plot request name of member variable in the object 

W5(I) : Plot request dimension of member variable in the object. If scalar, it 

should be 0 

W6(R) : min Y axis value for X-Y graphics 

W7(R) : max Y axis value for X-Y graphics  

W8(I) : Graphic window identification number 

W9(I) : Color id number 

W10(A) : Repeat W2(A) until the end of plot inpu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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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name of Object (case sensitive input) 

 

Volume 

Junction 

Kinetics 

HeatStruct 

LoopInfo 

Program 

 

(component Related) 

 

Pump 

Accum 

Valve 

 

Request name of Member variable of each object (case sensitive input) 

 

All public member of each class 

 

Example)  

 

Volume class 

 

p, ul, uv, rho , rhov, rhol, hl, hv, hlsat, hvsat, ulsat, uvsat, quals, gammaw, qwv, 

qwld, dissv, dissl, dissd etc…   

 

Junction Class 

 

aJun, aThroat, diamj, velv, vell, veld, mflowl, mflowd, mflowv, mflow, fwv, fwl, 

fwd, fvl, fvd, fvl_o, fvd_o, gravZ, gravX, pumpHead, etc.  

 

Pump Class 

 

Head,headNorm,torque,motorTq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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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SYSTF-C# 코드의 입력 및 출력 예제 

 

 

1. LOCA 입력화일 구조  

 

 

= Test of Plant SBLOCA Transient 

* 

*   PROBLEM DESCRIPTION 

* 

*   Loop1 : Core -> Pipe -> (PZR) -> U Tube -> Pipe -> Splitted 2 Pipes ->  2 Pumps -> Core 

*   Loop2 : Pipe with water level -> Pressure BC 

*   Heat Source : Fraction of Constant heat 1% of 100 Mw Nulcear Heat 

*   Heat exchange between Loop1 & Loop2 

* 

*   Trip Sequence 

*   20 sec steady state calculation 

*   20 sec Break valve open & close PZR valve 

*   22 sec Pump Trip 

***************************************************************** 

* Problem control CARD 

***************************************************************** 

*         Endtime dtmax dtmin edittime 

Problem    20.0    0.01  1.0e-6  10.0  false 

+          200.0    0.01  1.0e-6  10.0  false 

* 

**************************************************************** 

*   PRIMARY LOOP COMPONENT INPUT 

**************************************************************** 

Loop  Primary 

* 

Pipe   000   Core  5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2.0     4.00  0.0   0.1  90.0  15.0e6  57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4.0    0.01  0.0   0.0  0.0 

* 

Valve  001   CoreOut   0,1   2,0   1.0  0.0  0.0   0.0  0.0 

*       name Head  tripNo 

Pipe   002   HotLeg  5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1.0     2.00  0.0   0.00 0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1.0     0.0   0.0   0.0  0.0 

* 

Valve  003  SGIn  2,1   4,0  2.0   0.0  0.0   0.0  0.0 

* 

Pipe   004  Utube  10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2.0     4.00  0.0   0.1  90.0  15.0e6  580.0 

+        10  2.0     4.00  0.0   0.1 -9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9   4.0    0.01  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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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005  SGOut 4,1  6,0   4.0  0.0  0.0   0.0  0.0 

* 

Pipe   006  SGOut  5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5   2.0     2.00  0.0   0.0  -9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2.0     0.01  0.0   0.0  0.0 

* 

Valve  007  RCP1In  7,1 9,0   2.0  0.0  0.0   0.0  0.0 

* 

Valve  008  RCP2In  7,1 12,0   2.0  0.0  0.0   0.0  0.0 

* 

Pipe   009  RCP1In  2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2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1   1.0     0.01  0.0   0.0  0.0 

* 

*                head (m) trip 

Pump   010  PCP1 100.00   0 

+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0 & 1 

+  9,1  1.0  0.01    0.0   0.0  0.0 

+ 11,0  1.0  0.01    0.0   0.0  0.0 

* 

Pipe   011  RCP1Out  2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2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1   1.0     0.01  0.0   0.0  0.0 

* 

Pipe   012  RCP2In  2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2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1   1.0     0.01  0.0   0.0  0.0 

* 

*                head (m) trip 

Pump   013  PCP2 100.00   0 

+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0 & 1 

+ 12,1  1.0  0.01    0.0   0.0  0.0 

+ 14,0  1.0  0.01    0.0   0.0  0.0 

* 

Pipe   014  RCP2Out  2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2   1.0     1.00  0.0   0.0    0.0  15.0e6  58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1   1.0    0.01  0.0   0.0  0.0 

* 

Valve  015  Core1In  11,1  0,0   1.0  0.01  0.0   0.0  0.0 

* 

Valve  016  Core2In  14,1  0,0   1.0  0.01  0.0   0.0  0.0 

* 

Valve  017  Surge  02,020   18,0   1.0  0.0  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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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018  PZR   5 

+        3  4.0  2.00  0.0  0.0  90.0  15.0e6  0.0 

+        5  4.0  2.00  0.0  0.0  90.0  15.0e6  1.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4   4.0     0.0  0.0   0.0  0.0 

* 

Valve  019  steady   18,1   20,0   1.0  0.0  0.0   0.0  0.0 

+        1  1.0   false 

* 

TmdpVol 020 PZRBC   1.0  1.0  0.0  0.0  90.0  15.0e6  1.0 

* 

Accum  40   acc1    5.0  3 

+      10.0  1.00  0.0  0.0  -90.0  10.0e6 0.0 

*      to-vol area  dia   kf   kr 

+      000,0  0.1   0.01 10.0  10.0 

***************************************************************** 

* Break at RCP out 

***************************************************************** 

* 

Valve   50  break   11,1   60,0   0.0000  0.0  0.0   0.0  0.0 

+        1       0.002   true   choke 

* 

TmdpVol 60 Contain  1.0  1.00  0.0  0.0   0.0  1.0e6  1.0 

* 

* 

**************************************************************** 

*   SECONDARY LOOP COMPONENT INPUT 

**************************************************************** 

Loop  Secondary 

* 

Pipe   100  SGR   8 

+        6  2.0  10.00  0.0  0.0  90.0  8.0e6  0.0 

+        8  2.0  10.00  0.0  0.0  90.0  8.0e6  1.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7   1.0    0.01 0.0   0.0  0.0 

*  name id         from  to   Area  Diam  velv  vell veld 

* 

Separator 101 sep#1 0.9  0.1 

+           2.0  10.00 0.0   0.0  90.0  8.0e6  1.00 

* Junction 0 & 1  &3 

+ 100,1       10.0  0.0  0.0   0.0  0.0 

+ 102,0        5.0  0.1  0.0   0.0  0.0 * steam outlet 

+ 103,0        5.0  0.1  0.0   0.0  0.0 * return 

* id  name  length  area  vol   diam angl   p  

* 

TmdpVol 102 1   1.0  1.00  0.0  0.0  0.0  8.0e6  1.0 

* 

Pipe   103  SGR   9 

+        2  2.0  10.00  0.0  0.0  -90.0  8.0e6  1.0 

+        9  2.0  10.00  0.0  0.0  -90.0  8.0e6  0.0 

* Junction   Area   Dia  Velv  vell veld 

+        8   1.0    0.01 0.0   0.0  0.0 

* 

Valve  104 return   103,1  100,0  1.0  0.0    0.0   0.0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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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STRUCTURE INPUT 

******************************************************************* 

Heat 

* No    MeshNo  Source  L_Area  L-Dh   L_vol    R_Area  R-DH  R-Vol 

+   1       15  5.0e-3  0000.0  0.01   00,00   10000.0  0.01  00,00 

+   2       15  5.0e-3  0000.0  0.01   00,01   10000.0  0.01  00,01 

+   3       15  5.0e-3  0000.0  0.01   00,02   10000.0  0.01  00,02 

+   4       15  5.0e-3  0000.0  0.01   00,03   10000.0  0.01  00,03 

+   5       15  5.0e-3  0000.0  0.01   00,04   10000.0  0.01  00,04 

+   6        7  0.0e-7 50000.0  0.01   04,00   50000.0  0.01 100,00 

+   7        7  0.0e-7 50000.0  0.01   04,01   50000.0  0.01 100,01 

+   8        7  0.0e-7 50000.0  0.01   04,02   50000.0  0.01 100,02 

+   9        7  0.0e-7 50000.0  0.01   04,03   50000.0  0.01 100,03 

+   10       7  0.0e-7 50000.0  0.01   04,04   50000.0  0.01 100,04 

+   11       7  0.0e-7 50000.0  0.01   04,05   50000.0  0.01 100,04 

+   12       7  0.0e-7 50000.0  0.01   04,06   50000.0  0.01 100,03 

+   13       7  0.0e-7 50000.0  0.01   04,07   50000.0  0.01 100,02 

+   14       7  0.0e-7 50000.0  0.01   04,08   50000.0  0.01 100,01 

+   15       7  0.0e-7 50000.0  0.01   04,09   50000.0  0.01 100,00 

******************************************************************** 

*   CONTROL TEST INPUT 

********************************************************************* 

Control 

+ 3 Volume,1,uv Junction,1,vell  Program,0,probTime 

+ 3 Volume,3,ul Junction,2,vell  Program,0,dtime 

+ 2 Volume,5,p  Junction,3,mflow 

********************************************************************* 

*  KINETICS INPUT 

********************************************************************* 

Kinetics  100.0e+6   0 

* 

********************************************************************* 

*  TRIP INPUT 

********************************************************************* 

Trip 

* No   TripTime 

+ 0     50.0      * trip 

+ 1     50.0      * break 

+ 2     100.0     * steam isolation 

+ 3     100.0     * accum isolation 

********************************************************************* 

*  PLOT INPUT 

********************************************************************* 

Plot 

+ Volume     00 p      0       0.0   20.0e+6    0    0 

+ Volume     41 p       0      0.0   20.0e+6    0    1 

+ Volume     50 p       0      0.0   20.0e+6    0    2 

+ Volume     00 alphav 0       0.0   1.0        1    0 

+ Junction   04 mflow  0       0.0   20000.0    2    0 

+ Junction   00 mflow  0       0.0   20000.0    2    1 

+ Junction   42 mflow   0      0.0   1000.0     3    0 

+ Pump       13 head   0       0.0   100.0      4    0 

+ Kinetics    0 totalPower 0   0.0   2.0e+9     5    0 

+ HeatStruct  1 surfTemp 0      0.0   1000.0    6    0 

+ HeatStruct  1 surfTemp 1      0.0   1000.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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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Struct 10 surfTemp 0      0.0   1000.0    6    2 

+ HeatStruct 10 surfTemp 0      0.0   1000.0    6    3 

+ Program     0 massT   0      0.0   2.5e+5     7    0 

+ LoopInfo    0 massT   0      0.0   2.5e+5     7    1 

+ LoopInfo    1 massT   0      0.0   2.5e+5     7    2 

+ Accum      21 level   0      0.0   10.0       8    0 

+ Junction   43 mflow  0       0.0   1000.0     9    0 

+ Junction   51 mflow  0       0.0   5000.0     10   1 

+ Junction   52 mflow  0       0.0   5000.0     10   2 

+ Junction   53 mflow  0       0.0   5000.0     10   3 

+ Junction   43 isOnCrit  0    0.0   1.0        11   0 

* End of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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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화일 구조  

 

Output file 

 

Test Date:2008-02-11 ?ㅼ쟾 10:09:47 

 

00000    Problem,200.0,0.01,1.0e-6,10.0,false, 

00001    Loop,Primary, 

00002    Pipe,000,Core,5, ,5,2.0,4.00,0.0,0.1,90.0,15.0e6,570.0, ,4,4.0,0.01,0.0,0.0,0.0, 

00003    Valve,001,CoreOut,0,1,2,0,1.0,0.0,0.0,0.0,0.0, 

00004    Pipe,002,HotLeg,5, ,5,1.0,2.00,0.0,0.00,00.0,15.0e6,580.0, ,4,1.0,0.0,0.0,0.0,0.0, 

00005    Valve,003,SGIn,2,1,4,0,2.0,0.0,0.0,0.0,0.0, 

00006    Pipe,004,Utube,10, ,5,2.0,4.00,0.0,0.1,90.0,15.0e6,580.0, ,10,2.0,4.00,0.0,0.1,-90.0,15.0e6,580.0, ,9,4.0,0.01,0.0,0.0,0.0, 

00007    Valve,005,SGOut,4,1,6,0,4.0,0.0,0.0,0.0,0.0, 

00008    Pipe,006,SGOut,5, ,5,2.0,2.00,0.0,0.0,-90.0,15.0e6,580.0, ,4,2.0,0.01,0.0,0.0,0.0, 

00009    Valve,007,RCP1In,7,1,9,0,2.0,0.0,0.0,0.0,0.0, 

00010    Valve,008,RCP2In,7,1,12,0,2.0,0.0,0.0,0.0,0.0, 

00011    Pipe,009,RCP1In,2, ,2,1.0,1.00,0.0,0.0,0.0,15.0e6,580.0, ,1,1.0,0.01,0.0,0.0,0.0, 

00012    Pump,010,PCP1,100.00,0, ,1.0,1.00,0.0,0.0,0.0,15.0e6,580.0, ,9,1,1.0,0.01,0.0,0.0,0.0, ,11,0,1.0,0.01,0.0,0.0,0.0, 

00013    Pipe,011,RCP1Out,2, ,2,1.0,1.00,0.0,0.0,0.0,15.0e6,580.0, ,1,1.0,0.01,0.0,0.0,0.0, 

00014    Pipe,012,RCP2In,2, ,2,1.0,1.00,0.0,0.0,0.0,15.0e6,580.0, ,1,1.0,0.01,0.0,0.0,0.0, 

00015    Pump,013,PCP2,100.00,0, ,1.0,1.00,0.0,0.0,0.0,15.0e6,580.0, ,12,1,1.0,0.01,0.0,0.0,0.0, ,14,0,1.0,0.01,0.0,0.0,0.0, 

00016    Pipe,014,RCP2Out,2, ,2,1.0,1.00,0.0,0.0,0.0,15.0e6,580.0, ,1,1.0,0.01,0.0,0.0,0.0, 

00017    Valve,015,Core1In,11,1,0,0,1.0,0.01,0.0,0.0,0.0, 

00018    Valve,016,Core2In,14,1,0,0,1.0,0.01,0.0,0.0,0.0, 

00019    Valve,017,Surge,02,020,18,0,1.0,0.0,0.0,0.0,0.0, 

00020    Pipe,018,PZR,5, ,3,4.0,2.00,0.0,0.0,90.0,15.0e6,0.0, ,5,4.0,2.00,0.0,0.0,90.0,15.0e6,1.0, ,4,4.0,0.0,0.0,0.0,0.0, 

00021    Valve,019,steady,18,1,20,0,1.0,0.0,0.0,0.0,0.0, ,1,1.0,false, 

00022    TmdpVol,020,PZRBC,1.0,1.0,0.0,0.0,90.0,15.0e6,1.0, 

00023    Accum,40,acc1,5.0,3, ,10.0,1.00,0.0,0.0,-90.0,10.0e6,0.0, ,000,0,0.1,0.01,10.0,10.0, 

00024    Valve,50,break,11,1,60,0,0.0000,0.0,0.0,0.0,0.0, ,1,0.002,true,choke, 

00025    TmdpVol,60,Contain,1.0,1.00,0.0,0.0,0.0,1.0e6,1.0, 

00026    Loop,Secondary, 

00027    Pipe,100,SGR,8, ,6,2.0,10.00,0.0,0.0,90.0,8.0e6,0.0, ,8,2.0,10.00,0.0,0.0,90.0,8.0e6,1.0, ,7,1.0,0.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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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8    Separator,101,sep#1,0.9,0.1, ,2.0,10.00,0.0,0.0,90.0,8.0e6,1.00, ,100,1,10.0,0.0,0.0,0.0,0.0, ,102,0,5.0,0.1,0.0,0.0,0.0, ,103,0,5.0,0.1 

00029    TmdpVol,102,1,1.0,1.00,0.0,0.0,0.0,8.0e6,1.0, 

00030    Pipe,103,SGR,9, ,2,2.0,10.00,0.0,0.0,-90.0,8.0e6,1.0, ,9,2.0,10.00,0.0,0.0,-90.0,8.0e6,0.0, ,8,1.0,0.01,0.0,0.0,0.0, 

00031    Valve,104,return,103,1,100,0,1.0,0.0,0.0,0.0,0.0, 

00032    Heat, ,1,15,5.0e-3,0000.0,0.01,00,00,10000.0,0.01,00,00, ,2,15,5.0e-3,0000.0,0.01,00,01,10000.0,0.01,00,01, ,3,15,5.0e ,0000.0,0.01,0 

00033    Control, ,3,Volume,1,uv,Junction,1,vell,Program,0,probTime, ,3,Volume,3,ul,Junction,2,vell,Program,0,dtime, ,2,Volume,5,p,Junction,3,mfl 

00034    Kinetics,100.0e+6,0, 

00035    Trip, ,0,50.0, ,1,50.0, ,2,100.0, ,3,100.0, 

00036   Plot, ,Volume,00,p,0,0.0,20.0e+6,0,0, ,Volume,41,p,0,0.0,20.0e+6,0,1, ,Volume,50,p,0,0.0,20.0e+6,0,2, ,Volume,00,alphav,0,0.0,1.0,1,0,  

 

Component     Type     CompId       Name   Volume Start   Last     Number  Jun Start       Last     Number 

     0        Pipe          0       Core          0          4          5          0          3          4 

     1       Valve          1    CoreOut          5          4          0          4          4          1 

     2        Pipe          2     HotLeg          5          9          5          5          8          4 

     3       Valve          3       SGIn         10          9          0          9          9          1 

     4        Pipe          4      Utube         10         19         10         10         18          9 

     5       Valve          5      SGOut         20         19          0         19         19          1 

     6        Pipe          6      SGOut         20         24          5         20         23          4 

     7       Valve          7     RCP1In         25         24          0         24         24          1 

     8       Valve          8     RCP2In         25         24          0         25         25          1 

     9        Pipe          9     RCP1In         25         26          2         26         26          1 

    10        Pump         10       PCP1         27         27          1         27         28          2 

    11        Pipe         11    RCP1Out         28         29          2         29         29          1 

    12        Pipe         12     RCP2In         30         31          2         30         30          1 

    13        Pump         13       PCP2         32         32          1         31         32          2 

    14        Pipe         14    RCP2Out         33         34          2         33         33          1 

    15       Valve         15    Core1In         35         34          0         34         34          1 

    16       Valve         16    Core2In         35         34          0         35         35          1 

    17       Valve         17      Surge         35         34          0         36         36          1 

    18        Pipe         18        PZR         35         39          5         37         40          4 

    19       Valve         19     steady         40         39          0         41         41          1 

    20     TmdpVol         20      PZRBC         40         40          1         42         41          0 

    21       Accum         40       acc1         41         41          1         42         42          1 

    22       Valve         50      break         42         41          0         43         43          1 

    23     TmdpVol         60    Contain         42         42          1         44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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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1    Secondary Total Volume 3.600000e+002, Total Mass 1.920787e+005  

 

Component     Type     CompId       Name   Volume Start   Last     Number  Jun Start       Last     Number 

    24        Pipe        100        SGR         43         50          8         44         50          7 

    25   Separator        101      sep#1         51         51          1         51         53          3 

    26     TmdpVol        102          1         52         52          1         54         53          0 

    27        Pipe        103        SGR         53         61          9         54         61          8 

    28       Valve        104     return         62         61          0         62         62          1* 

 

 
 

 

 

time=  200.010 dtime= 1.000000e-002  dt_Courant=9.191978e-001 , Mass=(T/V/L/D) 1.873833e+005, 6.502838e+003, 1.838043e+005, 0.000000e+000,    20001 

 

 Total Power = 1.000000e+006, Gamma Power= 1.000000e+006 

 

Volume Data Block 

 

  i      Pres (Pa)        Liquid       Droplet      Vapor        rho          rhov         rhol         Tsat         Tliq         Tvap        Gamma         entr        dentr 

 Loop 0  Total Mass =    6748.8816 

 Core  Pipe  0  

 00-00  3.3057e+006       0.0000       0.0000       1.0000      15.7982      15.7982     814.6139     512.4306     512.4306     525.1300       0.0000       0.0000       0.0000  

 00-01  3.3054e+006       0.0000       0.0000       1.0000      16.3757      16.3756     814.6217     512.4250     512.4250     512.6075       0.0000       0.0000       0.0000  

 00-02  3.3051e+006       0.0000       0.0000       1.0000      16.5458      16.5458     814.6297     512.4202     512.4202     513.3121       0.0000       0.0000       0.0000  

 00-03  3.3048e+006       0.0007       0.0000       0.9993      17.1264      16.5436     814.6370     512.4149     512.4149     512.4645       2.8088       0.0000       0.0000  

 00-04  3.3045e+006       0.0013       0.0000       0.9987      17.5793      16.5420     814.6444     512.4096     512.4097     512.4590       2.7994       0.0000       0.0000  

 HotLeg  Pipe  2  

 02-00  3.3043e+006       0.0004       0.0000       0.9996      16.8689      16.5443     814.6492     512.4062     512.4062     512.4058      -0.0192       0.0000       0.0000  

 02-01  3.3043e+006       0.0024       0.0000       0.9976      18.4473      16.5443     814.6490     512.4064     512.4064     512.4060      -0.0164       0.0000       0.0000  

 02-02  3.3043e+006       0.0017       0.0000       0.9983      17.9175      16.5443     814.6489     512.4066     512.4066     512.4062      -0.0168       0.0000       0.0000  

 02-03  3.3043e+006       0.0016       0.0000       0.9984      17.8288      16.5443     814.6489     512.4067     512.4068     512.4064      -0.0165       0.0000       0.0000  

 02-04  3.3043e+006       0.0013       0.0000       0.9987      17.5541      16.5441     814.6489     512.4069     512.4069     512.4097       0.1638       0.0000       0.0000  

 Utube  Pipe  4  

 04-00  3.3041e+006       0.0000       0.0000       1.0000      13.8790      13.8790     814.6535     512.4037     512.4037     568.2815       0.0000       0.0000       0.0000  

 04-01  3.3038e+006       0.0000       0.0000       1.0000      13.8649      13.8649     814.6601     512.3990     512.3990     568.6399       0.0000       0.0000       0.0000  

 04-02  3.3036e+006       0.0000       0.0000       1.0000      13.8669      13.8669     814.6666     512.3944     512.3944     568.5487       0.0000       0.0000       0.0000  

 04-03  3.3033e+006       0.0000       0.0000       1.0000      13.8698      13.8698     814.6731     512.3898     512.3898     568.4317       0.0000       0.0000       0.0000  

 04-04  3.3030e+006       0.0000       0.0000       1.0000      13.8727      13.8727     814.6797     512.3851     512.3851     568.3155       0.0000       0.0000       0.0000  

 04-05  3.3030e+006       0.0000       0.0000       1.0000      13.8726      13.8726     814.6797     512.3852     512.3852     568.3193       0.0000       0.0000       0.0000  

 04-06  3.3033e+006       0.0000       0.0000       1.0000      13.8695      13.8695     814.6732     512.3899     512.3899     568.4393       0.0000       0.0000       0.0000  

 04-07  3.3036e+006       0.0000       0.0000       1.0000      13.8667      13.8667     814.6666     512.3946     512.3946     568.5533       0.0000       0.0000       0.0000  

 04-08  3.3039e+006       0.0000       0.0000       1.0000      13.8673      13.8673     814.6601     512.3993     512.3993     568.5717       0.0000       0.0000       0.0000  

 04-09  3.3041e+006       0.0000       0.0000       1.0000      13.9488      13.9488     814.6536     512.4040     512.4040     566.3420       0.0000       0.0000       0.0000  

 SGOut  Pipe  6  

 06-00  3.3044e+006       0.0006       0.0000       0.9994      17.0001      16.5448     814.6464     512.4091     512.4092     512.4089      -0.0159       0.0000       0.0000  

 06-01  3.3048e+006       0.0010       0.0000       0.9990      17.3502      16.5465     814.6386     512.4148     512.4148     512.4145      -0.0153       0.0000       0.0000  

 06-02  3.3051e+006       0.0013       0.0000       0.9987      17.5642      16.5481     814.6307     512.4203     512.4204     512.4201      -0.0151       0.0000       0.0000  

 06-03  3.3054e+006       0.0022       0.0000       0.9978      18.2988      16.5498     814.6228     512.4259     512.4259     512.4256      -0.0143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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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  3.3057e+006       0.0002       0.0000       0.9998      16.7139      16.5515     814.6150     512.4314     512.4314     512.4311      -0.0168       0.0000       0.0000  

 RCP1In  Pipe  9  

 09-00  3.3060e+006       0.0304       0.0000       0.9696      40.8302      16.5528     814.6077     512.4357     512.4363     512.4354       0.0177       0.0000       0.0000  

 09-01  3.3060e+006       0.0307       0.0000       0.9693      41.0428      16.5528     814.6076     512.4355     512.4362     512.4352       0.0187       0.0000       0.0000  

 PCP1  Pump  10       0.0000 

 10-00  3.3059e+006       0.0338       0.0000       0.9662      43.5054      16.5528     814.6074     512.4351     512.4359     512.4348       0.0240       0.0000       0.0000  

 RCP1Out  Pipe  11  

 11-00  3.3059e+006       0.0304       0.0000       0.9696      40.8543      16.5528     814.6076     512.4347     512.4354     512.4343       0.0210       0.0000       0.0000  

 11-01  3.3059e+006       0.0019       0.0000       0.9981      18.0411      16.5524     814.6087     512.4344     512.4344     512.4394       0.2880       0.0000       0.0000  

 RCP2In  Pipe  12  

 12-00  3.3075e+006       0.6752       0.0000       0.3248     555.3463      16.5604     814.5542     512.4618     512.4744     512.4617       0.7109       0.0000       0.0000  

 12-01  3.3086e+006       0.4505       0.0000       0.5495     376.0505      16.5661     814.5330     512.4813     512.4898     512.4811       0.4690       0.0000       0.0000  

 PCP2  Pump  13       0.0000 

 13-00  3.3091e+006       0.3119       0.0000       0.6881     265.4806      16.5686     814.5253     512.4894     512.4953     512.4892       0.3218       0.0000       0.0000  

 RCP2Out  Pipe  14  

 14-00  3.3086e+006       0.4675       0.0000       0.5325     389.5945      16.5658     814.5341     512.4798     512.4888     512.4797       0.4981       0.0000       0.0000  

 14-01  3.3072e+006       0.7170       0.0000       0.2830     588.7435      16.5591     814.5592     512.4565     512.4706     512.4564       0.7934       0.0000       0.0000  

 PZR  Pipe  18  

 18-00  3.3039e+006       0.0005       0.0000       0.9995      16.9444      16.5423     814.6584     512.4004     512.4004     512.4001      -0.0164       0.0000       0.0000  

 18-01  3.3033e+006       0.0004       0.0000       0.9996      16.8542      16.5390     814.6742     512.3893     512.3893     512.3890      -0.0160       0.0000       0.0000  

 18-02  3.3026e+006       0.0003       0.0000       0.9997      16.7943      16.5357     814.6899     512.3781     512.3781     512.3778      -0.0160       0.0000       0.0000  

 18-03  3.3020e+006       0.0002       0.0000       0.9998      16.7229      16.5324     814.7055     512.3670     512.3670     512.3667      -0.0161       0.0000       0.0000  

 18-04  3.3013e+006       0.0001       0.0000       0.9999      16.6419      16.5291     814.7211     512.3558     512.3558     512.3555      -0.0163       0.0000       0.0000  

 PZRBC  TmdpVol  20 

 20-00  1.5000e+007       0.0000       0.0000       1.0000      96.7094      96.7094     603.1667     615.2807     615.2807     615.2807       0.0000       0.0000       0.0000  

 acc1  Accum  40       4.0278 

 40-00  7.7978e+006       0.8056       0.0000       0.5972     317.0410      41.2747     725.9290     566.3358     566.3358     566.3358       0.0000       0.0000       0.0000  

 Contain  TmdpVol  60 

 60-00  1.0000e+006       0.0000       0.0000       1.0000       5.1469       5.1469     887.0230     453.0344     453.0344     453.0344       0.0000       0.0000       0.0000  

 Loop 1  Total Mass =  180634.4350 

 SGR  Pipe  100  

100-00  8.0811e+006       1.0000       0.0000       0.0000     722.2167      43.0050     722.2167     568.8227     568.2837     568.8227       0.0000       0.0000       0.0000  

100-01  8.0669e+006       1.0000       0.0000       0.0000     721.3529      42.9181     721.3529     568.7001     568.6570     568.7001       0.0000       0.0000       0.0000  

100-02  8.0528e+006       1.0000       0.0000       0.0000     721.5252      42.8313     721.5252     568.5774     568.5666     568.5774       0.0000       0.0000       0.0000  

100-03  8.0387e+006       1.0000       0.0000       0.0000     721.7570      42.7445     721.7570     568.4545     568.4495     568.4545       0.0000       0.0000       0.0000  

100-04  8.0245e+006       1.0000       0.0000       0.0000     721.9952      42.6577     721.9952     568.3314     568.3294     568.3314       0.0000       0.0000       0.0000  

100-05  8.0103e+006       1.0000       0.0000       0.0000     722.2235      42.5709     722.2359     568.2081     568.2081     568.2081       0.0000       0.0000       0.0000  

100-06  8.0023e+006       0.0843       0.0000       0.9157      99.8484      42.5214     722.3756     568.1377     568.1377     568.1377       0.0000       0.0000       0.0000  

100-07  8.0014e+006       0.0000       0.0000       1.0000      42.5158      42.5158     722.3913     568.1298     568.1298     568.1298       0.0000       0.0000       0.0000  

 sep#1  Separator  101 

101-00  8.0005e+006       0.0000       0.0000       1.0000      42.5107      42.5107     722.4058     568.1225     568.1225     568.1226       0.0000       0.0000       0.0000  

 1  TmdpVol  102 

102-00  8.0000e+006       0.0000       0.0000       1.0000      42.5074      42.5074     722.4151     568.1178     568.1178     568.1178       0.0000       0.0000       0.0000  

 SGR  Pipe  103  

103-00  8.0005e+006       0.0000       0.0000       1.0000      42.5116      42.5107     722.4058     568.1225     568.1225     568.1225       0.0000       0.0000       0.0000  

103-01  8.0014e+006       0.0000       0.0000       1.0000      42.5158      42.5158     722.3913     568.1298     568.1298     568.1298       0.0000       0.0000       0.0000  

103-02  8.0023e+006       0.0861       0.0000       0.9139     101.0892      42.5214     722.3755     568.1378     568.1378     568.1378       0.0000       0.0000       0.0000  

103-03  8.0104e+006       0.9999       0.0000       0.0001     722.1969      42.5710     722.2356     568.2082     568.2082     568.2082       0.0000       0.0000       0.0000  

103-04  8.0245e+006       0.9999       0.0000       0.0001     721.9442      42.6578     721.9905     568.3315     568.3315     568.3315       0.0000       0.0000       0.0000  

103-05  8.0387e+006       1.0000       0.0000       0.0000     721.7264      42.7446     721.7455     568.4546     568.4546     568.4546       0.0000       0.0000       0.0000  

103-06  8.0528e+006       1.0000       0.0000       0.0000     721.5015      42.8314     721.5015     568.5775     568.5772     568.5775       0.0000       0.0000       0.0000  

103-07  8.0669e+006       1.0000       0.0000       0.0000     721.2637      42.9182     721.2637     568.7002     568.6968     568.7002       0.0000       0.0000       0.0000  

103-08  8.0811e+006       1.0000       0.0000       0.0000     721.0272      43.0050     721.0272     568.8227     568.8158     568.8227       0.0000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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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tion Data Block 

  i  From    To        T. Flow        L. Flow      D. Flow      V. Flow      L. Vel       D. Vel       V. Vel        JArea        Athroat       Fwl           Fwv           Fwd         dpdx 

 Loop 0 

 Core  Pipe  0 

 00-00 00-01 01-00     -11.3697       0.0000       0.0000     -11.3697      -0.0001      -0.1736      -0.1736       4.0000       1.0000 

 00-01 01-01 02-00     -11.9399       0.0000       0.0000     -11.9399      -0.0001      -0.1804      -0.1804       4.0000       1.0000 

 00-02 02-01 03-00     -11.5065      -0.1420       0.0000     -11.3645      -0.0597      -0.1719      -0.1719       4.0000       1.0000 

 00-03 03-01 04-00     -11.4879      -0.4214       0.0000     -11.0665      -0.0995      -0.1675      -0.1675       4.0000       1.0000 

 CoreOut  Valve  1 

 01-00 04-01 05-00     -11.4693      -0.7000       0.0000     -10.7693      -1.0562      -0.3256      -0.3256       2.0000       0.5000 

 HotLeg  Pipe  2 

 02-00 05-01 06-00     -11.1218      -0.6607       0.0000     -10.4611      -0.1701      -0.3169      -0.3169       2.0000       0.5000 

 02-01 06-01 07-00     -10.7303      -0.5769       0.0000     -10.1534      -0.2058      -0.3074      -0.3074       2.0000       0.5000 

 02-02 07-01 08-00     -10.3604      -0.5068       0.0000      -9.8536      -0.1933      -0.2983      -0.2983       2.0000       0.5000 

 02-03 08-01 09-00      -9.9974      -0.4353       0.0000      -9.5620      -0.2111      -0.2894      -0.2894       2.0000       0.5000 

 SGIn  Valve  3 

 03-00 09-01 10-00      -3.7608       0.0000       0.0000      -3.7608      -0.6982      -0.1355      -0.1355       2.0000       1.0000 

 Utube  Pipe  4 

 04-00 10-01 11-00      -3.7468       0.0000       0.0000      -3.7468       0.0000      -0.0676      -0.0676       4.0000       1.0000 

 04-01 11-01 12-00      -3.7329       0.0000       0.0000      -3.7329       0.0000      -0.0673      -0.0673       4.0000       1.0000 

 04-02 12-01 13-00      -3.7190       0.0000       0.0000      -3.7190       0.0000      -0.0670      -0.0670       4.0000       1.0000 

 04-03 13-01 14-00      -3.7052       0.0000       0.0000      -3.7052       0.0000      -0.0668      -0.0668       4.0000       1.0000 

 04-04 14-01 15-00      -3.6915       0.0000       0.0000      -3.6915       0.0000      -0.0665      -0.0665       4.0000       1.0000 

 04-05 15-01 16-00      -3.6778       0.0000       0.0000      -3.6778       0.0000      -0.0663      -0.0663       4.0000       1.0000 

 04-06 16-01 17-00      -3.6642       0.0000       0.0000      -3.6642       0.0000      -0.0661      -0.0661       4.0000       1.0000 

 04-07 17-01 18-00      -3.6507       0.0000       0.0000      -3.6507       0.0000      -0.0658      -0.0658       4.0000       1.0000 

 04-08 18-01 19-00      -3.6372       0.0000       0.0000      -3.6372       0.0000      -0.0652      -0.0652       4.0000       1.0000 

 SGOut  Valve  5 

 05-00 19-01 20-00      -3.6271       0.0000       0.0000      -3.6271       0.6113      -0.1097      -0.1097       2.0000       1.0000 

 SGOut  Pipe  6 

 06-00 20-01 21-00      -3.0317       0.0794       0.0000      -3.1111       0.0855      -0.0941      -0.0941       2.0000       1.0000 

 06-01 21-01 22-00      -2.4286       0.1685       0.0000      -2.5971       0.1027      -0.0786      -0.0786       2.0000       1.0000 

 06-02 22-01 23-00      -1.8182       0.2623       0.0000      -2.0805       0.1265      -0.0630      -0.0630       2.0000       1.0000 

 06-03 23-01 24-00      -1.1778       0.3758       0.0000      -1.5536       0.1052      -0.0469      -0.0469       2.0000       1.0000 

 RCP1In  Valve  7 

 07-00 24-01 25-00       0.7831       0.3560       0.0000       0.4271       2.1476       0.0258       0.0258       1.0000       1.0000 

 RCP2In  Valve  8 

 08-00 24-01 30-00      -1.3547       0.0919       0.0000      -1.4466       0.5544      -0.2689      -0.2689       1.0000       1.0000 

 RCP1In  Pipe  9 

 09-00 25-01 26-00       1.2892       0.6974       0.0000       0.5918       0.0281       0.0369       0.0369       1.0000       1.0000 

 PCP1  Pump  10 

 10-00 26-01 27-00       1.8524       1.0895       0.0000       0.7629       0.0436       0.0476       0.0476       1.0000       1.0000 

 10-01 27-01 28-00       2.4534       1.5036       0.0000       0.9499       0.0547       0.0594       0.0594       1.0000       1.0000 

 RCP1Out  Pipe  11 

 11-00 28-01 29-00       2.7805       1.6285       0.0000       1.1520       0.0657       0.0718       0.0718       1.0000       1.0000 

 RCP2In  Pipe  12 

 12-00 30-01 31-00      -0.8097      -0.1018       0.0000      -0.7079      -0.0002      -0.0778      -0.0778       1.0000       1.0000 

 PCP2  Pump  13 

 13-00 31-01 32-00      -0.1047       0.0735       0.0000      -0.1782       0.0002      -0.0156      -0.0156       1.0000       1.0000 

 13-01 32-01 33-00       0.6581       0.4306       0.0000       0.2274       0.0017       0.0200       0.0200       1.0000       1.0000 

 RCP2Out  Pipe  14 

 14-00 33-01 34-00       1.4249       0.6373       0.0000       0.7876       0.0013       0.0893       0.0893       1.0000       1.0000 

 Core1In  Valve  15 

 15-00 29-01 00-00     -13.0687       0.0000       0.0000     -13.0687      -0.0778      -0.8272      -0.8272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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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2In  Valve  16 

 16-00 34-01 00-00       1.6164       0.0000       0.0000       1.6164      -0.1836       0.3450       0.3450       1.0000       1.0000 

 Surge  Valve  17 

 17-00 09-01 35-00      -5.8945      -0.7365       0.0000      -5.1580      -0.8971      -0.1560      -0.1560       2.0000       0.5000 

 PZR  Pipe  18 

 18-00 35-01 36-00      -4.6741      -0.5818       0.0000      -4.0923      -0.9042      -0.1238      -0.1238       2.0000       1.0000 

 18-01 36-01 37-00      -3.4961      -0.4297       0.0000      -3.0664      -0.8138      -0.0928      -0.0928       2.0000       1.0000 

 18-02 37-01 38-00      -2.3285      -0.2817       0.0000      -2.0468      -0.7245      -0.0619      -0.0619       2.0000       1.0000 

 18-03 38-01 39-00      -1.1627      -0.1383       0.0000      -1.0244      -0.6005      -0.0310      -0.0310       2.0000       1.0000 

 steady  Valve  19 

 19-00 39-01 4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acc1  Accum  40 

 40-00 41-01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1000 

 break  Valve  50 

 50-00 29-01 42-00      16.0544       1.3522       0.0000      14.7022       0.8899       0.8899       0.8899       1.0000       0.0020 

 Loop 1 

 SGR  Pipe  100 

100-00 43-01 44-00       0.0005       0.0005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100-01 44-01 45-00      -0.0167      -0.016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100-02 45-01 46-00      -0.0218      -0.0218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100-03 46-01 47-00      -0.0263      -0.026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100-04 47-01 48-00      -0.0302      -0.0302       0.0000       0.0000       0.0000       0.0094       0.0094      10.0000       0.1000 

100-05 48-01 49-00      -0.0679      -0.0702       0.0000       0.0023       0.0000       0.2996       0.2996      10.0000       0.1000 

100-06 49-01 50-00      -0.0018       0.0000       0.0000      -0.0018      -0.5803       0.0000       0.0000      10.0000       0.1000 

 sep#1  Separator  101 

101-00 50-01 51-00      -0.0018       0.0000       0.0000      -0.0018      -0.0001       0.0000       0.0000      10.0000       1.0000 

101-01 51-01 52-00      -0.0215       0.0000       0.0000      -0.0215       0.0000      -0.0005      -0.0005       1.0000       1.0000 

101-02 51-01 53-00       0.0197       0.0000       0.0000       0.0197       0.0000       0.0000       0.0000      10.0000       0.5000 

 SGR  Pipe  103 

103-00 53-01 54-00       0.0197       0.0000       0.0000       0.0197       0.0002       0.0000       0.0000      10.0000       0.1000 

103-01 54-01 55-00       0.0197       0.0000       0.0000       0.0197       0.5859       0.0000       0.0000      10.0000       0.1000 

103-02 55-01 56-00       0.4495       0.4568       0.0000      -0.0073       0.0001      -0.2995      -0.2995      10.0000       0.1000 

103-03 56-01 57-00       0.3577       0.3593       0.0000      -0.0016       0.0000      -0.0546      -0.0546      10.0000       0.1000 

103-04 57-01 58-00       0.3391       0.3397       0.0000      -0.0005       0.0000      -0.0438      -0.0438      10.0000       0.1000 

103-05 58-01 59-00       0.3283       0.3283       0.0000       0.0000       0.0000      -0.0143      -0.0143      10.0000       0.1000 

103-06 59-01 60-00       0.3281       0.328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103-07 60-01 61-00       0.3279       0.3279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return  Valve  104 

104-00 61-01 43-00       0.3280       0.328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0       0.1000 

 

Heat Strcuture Block 

  i    Left Flux   Right Flux   Left Coeff  Right Coeff  << Right.Fluid Temp  -  Heat Structure Inner Temperatures  -  Left.Fluid Temp. >>   

 01  0.0000e+000  5.0000e+005  0.0000e+000  1.0000e+001  No Volume            533.5205     533.5026     533.4491     533.3598     533.2348     533.0741     532.8776     532.6455     532.3776     

532.0741     531.7348     531.3598     530.9491     530.5026     530.0205     512.4306( 00) 

 02  0.0000e+000  5.0000e+005  0.0000e+000  1.0000e+001  No Volume            523.6135     523.5957     523.5421     523.4528     523.3278     523.1671     522.9707     522.7385     522.4707     

522.1671     521.8278     521.4528     521.0421     520.5957     520.1135     512.4250( 01) 

 03  0.0000e+000  5.0000e+005  0.0000e+000  1.0000e+001  No Volume            521.0219     521.0040     520.9504     520.8611     520.7361     520.5754     520.3790     520.1469     519.8790     

519.5754     519.2361     518.8611     518.4504     518.0040     517.5219     512.4202( 02) 

 04  0.0000e+000  5.0000e+005  0.0000e+000  1.0358e+001  No Volume            520.7975     520.7796     520.7261     520.6368     520.5118     520.3511     520.1546     519.9225     519.6546     

519.3511     519.0118     518.6368     518.2261     517.7796     517.2975     512.4149( 03) 

 05  0.0000e+000  5.0000e+005  0.0000e+000  1.0637e+001  No Volume            520.6654     520.6475     520.5939     520.5047     520.3797     520.2189     520.0225     519.7904     519.5225     

519.2189     518.8797     518.5047     518.0939     517.6475     517.1654     512.4097( 04) 

 06  3.3946e+002 -3.3946e+002  1.0000e+001  5.0000e+002 ( 10)    512.4037     568.2833     568.2834     568.2835     568.2835     568.2836     568.2837     568.2837     568.2837( 43) 

 07  4.9322e+003 -4.9322e+003  1.0000e+001  5.0000e+002 ( 11)    512.3990     568.6509     568.6519     568.6528     568.6538     568.6548     568.6558     568.6568     568.657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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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5.1914e+003 -5.1914e+003  1.0000e+001  5.0000e+002 ( 12)    512.3944     568.5601     568.5612     568.5622     568.5633     568.5643     568.5653     568.5664     568.5666( 45) 

 09  5.1814e+003 -5.1814e+003  1.0000e+001  5.0000e+002 ( 13)    512.3898     568.4431     568.4441     568.4451     568.4462     568.4472     568.4482     568.4493     568.4495( 46) 

 10  4.0086e+003 -4.0086e+003  1.0000e+001  5.0000e+002 ( 14)    512.3851     568.3244     568.3252     568.3260     568.3268     568.3276     568.3284     568.3292     568.3294( 47) 

 11  2.8805e+003 -2.8805e+003  1.0000e+001  5.0000e+002 ( 15)    512.3852     568.3258     568.3264     568.3270     568.3275     568.3281     568.3287     568.3293     568.3294( 47) 

 12  2.9444e+003 -2.9444e+003  1.0000e+001  5.0000e+002 ( 16)    512.3899     568.4458     568.4464     568.4470     568.4476     568.4482     568.4488     568.4494     568.4495( 46) 

 13  3.9048e+003 -3.9048e+003  1.0000e+001  5.0000e+002 ( 17)    512.3946     568.5617     568.5625     568.5633     568.5641     568.5649     568.5656     568.5664     568.5666( 45) 

 14  2.6168e+004 -2.6168e+004  1.0000e+001  5.0000e+002 ( 18)    512.3993     568.6245     568.6298     568.6350     568.6402     568.6455     568.6507     568.6559     568.6570( 44) 

 15  5.9621e+005 -5.9621e+005  1.0000e+001  5.0000e+002 ( 19)    512.4040     567.5445     567.6637     567.7829     567.9022     568.0214     568.1407     568.2599     568.2837( 43) 

 

Control Block 

 00  2.6026e+006  0.0000e+000  0.0000e+000 

 01  1.0301e+006  0.0000e+000  0.0000e+000 

 02  3.3043e+006  0.0000e+000  0.0000e+000 

 

Trip Block 

 00  00  5.0000e+001  

 01  01  5.0000e+001  

 02  02  1.0000e+002  

 03  03  1.0000e+002  

Elapsed time: Total  =  411200 

Elapsed time: SteamPrperty=  10953 

Elapsed time: Model &Corr =  2734 

Elapsed time:  Pre matrix =  20906 

Elapsed time: matrix solve =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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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file file 

 
time         Volume0p    Volume41p    Volume50p Volume0alphav Junction4mflow Junction0mflow Junction42mflow   Pump13head Ki 

 0.0000e+000  1.5000e+007   1.0000e+007   8.0000e+006   0.0000e+000   0.0000e+000   0.0000e+000   0.0000e+000   1.0000e+002  

 1.0000e-002  1.5378e+007   1.0000e+007   7.9996e+006   0.0000e+000   5.8270e+002   3.9794e+002   0.0000e+000   1.0000e+002  

 1.0010e+001  1.5234e+007   1.0000e+007   8.0038e+006   0.0000e+000   9.7228e+003   9.7222e+003   0.0000e+000   1.0000e+002  

 2.0000e+001  1.5234e+007   1.0000e+007   8.0118e+006   6.2656e-022   9.5520e+003   9.5516e+003   0.0000e+000   1.0000e+002  

 3.0000e+001  1.5234e+007   1.0000e+007   8.0143e+006   1.2568e-021   9.4367e+003   9.4364e+003   0.0000e+000   1.0000e+002  

 4.0000e+001  1.5233e+007   1.0000e+007   8.0143e+006   1.4609e-021   9.3595e+003   9.3593e+003   0.0000e+000   1.0000e+002  

 5.0010e+001  1.5222e+007   1.0000e+007   8.0137e+006   0.0000e+000   9.2905e+003   9.2895e+003   0.0000e+000   9.9000e+001  

 6.0010e+001  1.1651e+007   1.0000e+007   8.0105e+006   4.2230e-021   4.3582e+002   4.3565e+002   0.0000e+000   0.0000e+000  

 7.0010e+001  9.8076e+006   9.8489e+006   8.0072e+006   1.4051e-001   8.9973e+002   9.0144e+002   2.8560e+001   0.0000e+000  

 8.0000e+001  8.8763e+006   8.9111e+006   8.0083e+006   1.3368e-001   2.7166e+001   2.6121e+001   2.4537e+001   0.0000e+000  

 9.0000e+001  8.2415e+006   8.2681e+006   8.0055e+006   1.2755e-001  -1.4076e+002  -1.6116e+002   1.9108e+001   0.0000e+000  

 1.0000e+002  7.7721e+006   7.7978e+006   8.0030e+006   3.2391e-001  -5.4665e+001  -5.5350e+001   0.0000e+000   0.0000e+000  

 1.1000e+002  7.2650e+006   7.7978e+006   8.0015e+006   5.5007e-001  -4.2833e+001  -4.2914e+001   0.0000e+000   0.0000e+000  

 1.2000e+002  6.7137e+006   7.7978e+006   8.0014e+006   9.3904e-001  -6.3626e+001  -6.4006e+001   0.0000e+000   0.0000e+000  

 1.3000e+002  6.1595e+006   7.7978e+006   8.0014e+006   9.5674e-001  -4.2791e+001  -4.3275e+001   0.0000e+000   0.0000e+000  

 1.4000e+002  5.6336e+006   7.7978e+006   8.0014e+006   9.7565e-001  -2.8434e+001  -2.8717e+001   0.0000e+000   0.0000e+000  

 1.5000e+002  5.1497e+006   7.7978e+006   8.0014e+006   9.8733e-001  -2.1741e+001  -2.1945e+001   0.0000e+000   0.0000e+000  

 1.6001e+002  4.7059e+006   7.7978e+006   8.0014e+006   9.9487e-001  -1.8024e+001  -1.8170e+001   0.0000e+000   0.0000e+000  

 1.7001e+002  4.3032e+006   7.7978e+006   8.0014e+006   9.9932e-001  -1.5806e+001  -1.5913e+001   0.0000e+000   0.0000e+000  

 1.8001e+002  3.9380e+006   7.7978e+006   8.0014e+006   1.0000e+000  -1.4091e+001  -1.3941e+001   0.0000e+000   0.0000e+000  

 1.9001e+002  3.6064e+006   7.7978e+006   8.0014e+006   1.0000e+000  -1.2453e+001  -1.2537e+001   0.0000e+000   0.0000e+000  

 2.0001e+002  3.3057e+006   7.7978e+006   8.0014e+006   1.0000e+000  -1.1469e+001  -1.1370e+001   0.0000e+000   0.0000e+000  

 2.0001e+002  3.3057e+006   7.7978e+006   8.0014e+006   1.0000e+000  -1.1469e+001  -1.1370e+001   0.0000e+000   0.0000e+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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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Line Graphic의 구현 

 

SYSTF코드는 C#으로 구현화 되어 있기 때문에 DLL Class Library로 사용하

기가 쉽다. 즉 Main Program을 Public으로 선언하여 외부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Build option의 output type을 class library로 하여 compile하면 

SYSTF의 DLL form이 생성된다. 이때 On-line monitoring 하고자 하는 plotlist 를 

public 으로 선언하여 외부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쉽게 구현화 할 수 

있다.  

On line graphic을 위한 Window program은 Visual Studio 2008이 제공하고 

있는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Window Application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여 main Menu, OpenFileDialog, 여러 개의 child window를 갖는 MDI 

window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timer의 작동에 의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plotlist에

서 시간과 값을 취하여 child window에서 graphic으로 나타내게 하였다.  

Window Program에서는 SYSTF를 1개의 thread로 running하도록 하였으며 

main window 메뉴에 의하여 사용자가 pause, resume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On-line graph는 timer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너무 window가 많을 경우 그리기 완

료 전에 또 다시 timer에 의하여 Paint 명령이 올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

제는 Timer의 작동 시간 간격을 1 변수 당 10 msec 을 할당함으로써 해결하였으

나 기기 의존적이기 때문에 필요시 조절하여야 한다. 한 Window당 총 6개까지의 

변수를 동시에 그릴 수 있게 하였으며 색깔로 구분이 되게 하였다. Window y-axis

의 min, max값은 사용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입력한 plot 변수의 지정 값을 따르게 

하였으며 x-axis는 problem starting 와 end timing 을 축으로 그리게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graphic을 구현화하는 child window graphics plot을 제외한 

중요한 부분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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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 발전소 정상상태 계산 입력 dialog및 On-line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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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nline Graphic Programming  

 * similar child window form of MARS code 

 * by Bub Dong Chung (December 11, 2007) 

*/ 

 

// m.cs -- Demonstrates hiding a form and then doing background 

//                processing in a second thread.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Windows.Forms; 

 

namespace SimpleWindowRun 

{ 

    static class Program 

    { 

        /// <summary> 

        /// The main entry point for the application. 

        /// </summary> 

        [STAThread] 

        static void Main() 

        { 

            Application.EnableVisualStyles(); 

            Application.SetCompatibleTextRenderingDefault(false); 

            Application.Run(new Form1()); 

        } 

    }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ComponentModel; 

using System.Data; 

using System.Drawing; 

using System.Text; 

using System.Windows.Forms; 

using System.Timers; 

using System.Threading; 

 

namespace SimpleWindowRun 

{ 

    public partial class Form1 : Form 

    { 

       KAERIPilot.Program my = new KAERIPilot.Program(); 

       public Form1() 

        { 

           InitializeComponent(); 

 

        } 

        void ProgramThread() 

        { 

           string[] str = { "Start", inputFile }; 

           KAERIPilot.Program.Main(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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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void cascade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his.LayoutMdi(MdiLayout.Cascade); 

        } 

 

        private void tile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his.LayoutMdi(MdiLayout.TileHorizontal); 

        } 

 

        Thread t1; 

        public Child[] child; 

        private void start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1 = new Thread(ProgramThread); 

            t1.Start(); // run program  

            // 

            // wait until plot is available 

            // 

            while (KAERIPilot.Program.plotlist == null) 

            { 

                Thread.Sleep(10); 

            } 

            while (KAERIPilot.Program.plotlist.Count == 0) 

            { 

                Thread.Sleep(10); 

            } 

            int ncount = KAERIPilot.Program.plotlist.Count; 

            // 

            // find max child window  

            // 

            int nmax = 0; 

            for ( int i=0; i< ncount; i++) 

            { 

                nmax = Math.Max(nmax, KAERIPilot.Program.plotlist[i].win); 

            } 

            child = new Child[nmax+1]; 

            for (int i = 0; i < nmax + 1; i++) 

            { 

                Point[] pt = new Point[5]; 

                child[i] = new Child(); 

                child[i].title = new List<string>(); 

            } 

            for (int i = 0; i < ncount; i++) 

            { 

                for (int j = 0; j < nmax + 1; j++) 

                { 

                    if (KAERIPilot.Program.plotlist[i].win == j) 

                    { 

                        child[j].Text = KAERIPilot.Program.plotlist[i].field + 

KAERIPilot.Program.plotlist[i].node.ToString(); 

                        child[j].yMin = (float)KAERIPilot.Program.plotlist[i].yMin; 

                        child[j].yMax = (float)KAERIPilot.Program.plotlist[i].y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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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j].title.Add(KAERIPilot.Program.plotlist[i].field + 

KAERIPilot.Program.plotlist[i].node.ToString()); 

                    } 

                } 

            } 

            for (int i = 0; i < nmax+1; i++) 

            { 

child[i].MdiParent = this; 

                child[i].DrawBox(); 

                child[i].Show(); 

            } 

 

// Set the Interval to 100 milliseconds. 

            // 

            // if it's too short to process all graphics window process, it cause some 

problems 

            // 

            timer1.Interval = 10*ncount; 

            timer1.Enabled = true; 

            timer1.Start(); 

            this.startToolStripMenuItem.Enabled = false; 

            this.close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this.pause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 

        private void pause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imer1.Enabled = false; 

            t1.Suspend(); 

            this.pauseToolStripMenuItem.Enabled = false; 

            this.resume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this.fileToolStripMenuItem1.Enabled = false; 

        } 

 

        private void close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1.Abort(); 

            this.Close(); 

        } 

 

        private void open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 

        string inputFile = "input"; 

        private void openToolStripMenuItem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if (openFileDialog1.ShowDialog() == DialogResult.OK) 

            { 

                inputFile = openFileDialog1.FileName; 

                this.openToolStripMenuItem1.Enabled = false; 

                this.close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this.run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this.windows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 

        } 

 

        PointF[] pt1 = new Point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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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F[,] data = new PointF[2, 100]; 

 

        private void timer1_T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for (int i = 0; i < KAERIPilot.Program.plotlist.Count; i++) 

            { 

                data[1, i].X = (float)KAERIPilot.Program.probTime; 

                data[1, i].Y = (float)KAERIPilot.Program.plotlist[i].x; // 

KAERIPilot.Program.plotx; 

            } 

            for (int i = 0; i < KAERIPilot.Program.plotlist.Count; i++) 

            { 

                pt1[1] = data[1, i]; 

                pt1[0] = data[0, i]; 

                child[KAERIPilot.Program.plotlist[i].win]. 

                    Draw(pt1,KAERIPilot.Program.plotlist[i].color); 

                data[0, i] = data[1, i]; 

            } 

            this.Invalidate(); 

            if (t1.IsAlive) 

            { 

            } 

            else 

            { 

                timer1.Enabled = false; 

                this.runToolStripMenuItem.Enabled = false; 

                MessageBox.Show("Program stop successfully at the end of time"); 

            } 

 

        } 

 

        private void resumeToolStripMenuItem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timer1.Enabled = true; 

            t1.Resume(); 

            this.pauseToolStripMenuItem.Enabled = true; 

            this.resumeToolStripMenuItem.Enabled = false; 

            this.fileToolStripMenuItem1.Enabled =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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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SYSTF코드의 구현언어에 대한 고찰; C++ 언어로의 구현 

 

본 업무는 이전의 C++ Pilot 코드 작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그러

나 수행도중에 C 혹은 C++에서는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배열은 pointer 개념이기 때문에 index오류 또는 잘못된 reference 선정에 의해 

메모리침범이 발생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배열 인덱스 오류 체크가 불가능하여 오

류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대안으로서의 문법이 더 엄격한 C#으로 작성하여 각

종의 run time 오류를 찾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작성시에도 pointer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류체크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

지만 실수계산에서 계산속도가 타 언어의 최적화 된 경우에 비하여 2배 정도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대중적인 언어이지 못하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5년 후의 전산환경을 고려하면 전산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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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도입하여 Platform에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고 완성품을 쉽게 부품화하여 다

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에도 Mono Open Source 

Project로 (http://www.mono-project.com/Main_Page) 진행 중인 compiler를 사

용하면 Unix, Mac, Linux 등에 소스의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Windows환경하에 개발한 코드의 이식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점차 대중화 속도도 빨

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중적인 언어인 C++로 SYSTF 계통해석 코드를 다시 재 작성하여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C# 과의 주요 차이점을 인식하고 출발하여야 작성시 실수가 

없다.  

 

1) 배열 

C++에서의 배열은 단순한 pointer이다. C#에서는 배열은 객체이며 여러가지 

method와 property를 갖고 있다. 

2) 상속 

   C++에서는 struct와 class는 같은 개념으로 동일하며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C#에서는 구분이 되며 struct는 value type, class는 reference type으로 data 

type이 다르다. 

3) 매개변수  

   C++에서는 모든 매개변수는 explicit하게 선언하지 않는 한 value type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C#에서는 data type에 따라 value혹은 reference 형으로 전달된

다.  

4) Mem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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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서는 C#과는 달리 garbage collection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생성된 객

체는 반드시 delete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객체 누적

에 의하여 memory leak이 발생하여 문제를 야기한다.  

5) Container  

SYSTF-C#는 Data 및 객체를 담을 수 있는 ArrayList, List 등의 container를 

사용하고 있는데 C++에는 이러한 keyword가 없다. 그러나 STL (Standard 

Template Library)의 vector 를 사용하면 이와 유사하게 container를 구성할 수 

있다.  

6) Homogeneous, Heterogeneous Container  

C++ STL vector는 다만 같은 type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homogeneous 

container이다. 그러나 계통은 펌프, 분리기, 파이프, 밸브 등 여러 다른 type을 담

고 있어야 한다. 현재 C++ standard library에서는 이러한 container가 없기 때문

에 Open source library의 일종인 boost C++ Library (http://www.boost.org/)의 

boost::any type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7) foreach iterator 

배열이나 객체를 iteration 할 때 필요한 foreach keyword가 C++에는 없다. 

이도 boost C++ library 에서 제공하는 BOOST_FOREACH 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일단 입력 부분을 구현화하면 나머지는 SYSTF-C#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화

가 가능하며 C++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배열의 사용시 인덱스 사용 실수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코드는 전체 시스템 container인 lplist 로 부터 각 

component 객체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접근하는 방법은 까다롭게 보

일 지 모르지만 각 component별 개별 모델 구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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