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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Python이란 무엇인가?

FORTRAN90, C, C++, Java처럼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 언어이다. 1990년 Guido van Rossum (http://www.python.org/~guido/)

에 의해 개발된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사전적으로 Python을 알아 보면 아래와 같다. 컴퓨터 산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나

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게 태어난(?) 언어이다.

발음 기호 [pái n | - n]

1 【동물】 비단뱀, 이무기 
2 [P~] 【그리스신화】 거대한 뱀 ((Apollo 신이 Delphi에서 죽인)) 

3 신탁(oracle); 신탁을 받는 신관(神官); 예언자무당 등에 붙는 귀신[심령] 

컴퓨터 언어의 특징을 말하자면 각 언어들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언어 선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FORTRAN90 (객체지향; 대상중심, 간결한 수치 처리 기능 지원이 과학기술용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이다. 사용해보면 이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물리학 관련 일들을 하다 보면 약간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서 약간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해야 할 경우 새로 FORTRAN90을 만들어서 하자니 부담되

고 그리고 shell 스크립트를 사용하자니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조금은 답답할 때가 있다. 

특정한 일은 한번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인 파일관리와 입력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코드개발 기간동안에 미
쳐 구현해 두지 못한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 (현 코드상에서의 추가할 항목의 위
치 선택, 코딩, 디버깅할 필요를 못느낄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후-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체계적인 계산들의 나열과 관련된 정리 노트가 필요하다.

왜, Python인가?

전산 물리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산 물리

학에 있어서 통상의 주화력은 FORTRAN90이나 C (C++)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신 분께는 
드릴 말씀이 진정 없습니다.

본 웹 페이지에 모셔진 Python을 이용한 전산 물리학 (computational physics)은 기존의 전산 물리학을 Python으로 하지는 이
야기는 아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그리고 검증이 끝난 여러 코드들은 더욱더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새로운 언어 
Python을 이용하여 전산 물리학을 더욱 즐기고 업계의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주지하는 데로, 우리의 진정한 object/
goal/target 은 전산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나오는 자기 언어 자랑. 정말 지겹지만, 안 적을 수 없지만,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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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코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말에는 귀가 솔깃하다.

셀(shell)보다 많은 구조와 기능제공
초고수준의 언어 (very-high-level language)이다. (기계보다는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운 것이 수준이 높다고 정의함.)
응용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말!)
표준모듈이 많이 있다.
대상중심 (객체지향; 대상중심; object-oriented) 언어이다.
배우기 쉽다.
확장성이 높다.
다른 언어와의 접착력이 강하다.
무료 언어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스템들에서 잘 작동한다. (M$에서도!)
 
객체지향(대상중심)이란 ?: 특정한 응용을 위한 오브젝트 (객체;대상)를 기술하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형, 데이터 형 
처리 방법들을 정의 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다른 부 프로그램들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하면
서 독립적으로 ...).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른 부분 사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확장과 변경이 용이한 
코드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나의 전산 물리학에 도움이 되는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sad.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것을 여러 번 (2000 번) 실행해야 한다고 합시다. 물론, 서로 다른  입력 파일 2000개의 만들어야 한다. sad.x는 sad.i라는 입
력 파일 하나로 약 8분 정도 실행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multi_sad.py (실행가능 파일 속성 유지라는 파일을 하나 만든다. 
(차차 익숙해지면, 대부분 복사해서 하기 때문에 일도 아니다.) 

컴퓨터 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복사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기본 가정: sad.x란 프로그램의 소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위에

서 할 일을 직접 FORTRAN 90으로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 즉,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여러 번의 계산 결과

를 체계적으로 저장할 필요를 느낄 경우. 일련의 linux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오랜 만에 떠오른 간단

한 아이디어를 빨리 체크하고 싶을 경우. 파이썬을 이용하는 부분이 전체 계산수행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경우.) 이 웹 페이지

에 나온 기본적인 것들만 잘 알면 전산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상당한 수준의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시작

#!/usr/bin/env python
from Numeric import  *    #      몇 가지 선언들 (필요한 모듈들 불러오기); Numeric python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 Python 설치 후
from string import atof,atoi,split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shutil import copyfile
import os,sys,time,random
__version__="1.0.0"

def prtjobid():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첫 번째 사용자 함수 정의
  f=open('JOB_ID_PRINTED','w')
  f.write('%15d \n' % os.getpid())    # 실행될 python 프로그램 process id를 적는 함수    
  st=time.asctime()                            # 날짜 알아내기
  f.write('%23s \n' % st)
  f.close()
  return

def gen_sad_input():
   natom=60                                                            #  두 번째 사용자 함수 정의
   ktmax=2000
   delrr=1.e-1
   xs_local=  4.  -random.random()*2.
   xf_local=  8.  +random.random()*2.
   ys_local=-1. -random.random()*2.
   yf_local=  1.  +random.rand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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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s_local=-3. -random.random()*2.
   zf_local=  3.  +random.random()*2.
   iseed1= int( (random.random())*31327.0e0+0. )
   iseed2 = int( (random.random())*30080.0e0+0. )
   g=open('sad.i','w')                                              # 파일 sad.i 만들기 시작
   g.write('%16d   %16.8f %s  \n' % ( natom,delrr, 'natom,delrr' ))
   g.write('%16d   %16d  %16d  %s  \n' % ( iseed1,iseed2,ktmax, 'iseed1,iseed2,ktmax'))
   g.write('%16.8f %16.8f %s  \n' % ( xs_local,xf_local, 'xs_local,xf_local'))
   g.write('%16.8f %16.8f %s  \n' % ( ys_local,yf_local, 'ys_local,yf_local'))
   g.write('%16.8f %16.8f %s  \n' % ( zs_local,zf_local, 'zs_local,zf_local'))
   g.close()
   return

중략--중략  (여러 개의 독립적인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배치시킨다.)

if __name__ == "__main__":   
#                     comment                                          사용자 메인 함수 정의 시작
    print time.asctime()                             
    prtjobid()
    iseed=2003
    print iseed, ' iseed in python'
    random.seed(iseed)                             # 랜덤 함수 씨드 지정하기
    for i in range(10):
      print random.random()                       #  랜덤 함수 10 번 출력하기

    for i in range(2000):                                      # 2000번 반복하기

      gen_sad_input()                                         # 파일 sad.i 만들기

      system('sad.x >TMPFILE')                           # 코드 sad.x 실행하기
      copyfile('dim.dat', ascnum('dimer.',i))
      copyfile('mid.xyz', ascnum_xyz('midpt.',i))    # 파일 복사하기

      system('rm  dim.dat')                                  # 파일 지우기
      system('rm  TMPFILE')  

-----------]-------끝

위의 sad.py (위에서 보인 내용을 저장하는 파일명이라고 가정)라는 실행파일을 실행하면 (위에서 보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짐), 2000번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아래 부분을 보면은  랜덤 넘버 10개를 프린트하고 
2000번씩 사용자 저의 함수 gen_sad_input() 실행, sad.x 실행, 화일 복사, 지우기를 한다. 그 다음 모든 작업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한다.

2000번의 input화일은 함수 gen_sad_input()이라는 함수가 직접 disk에 적는다. system()이라는 함수는 당연히 linux prompt 상
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일을 지우고 (rm),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sad.x>TMPFILE)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

는 것들 모두 가능합니다.

sad.x를 실행하면 mid.dat와 mid.xyz라는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들을 어떻게 잘 저장할 것인가 ? 이것도 간단

하지만 중요한 기술입니다. mid.dat라는 것들은 파일 이름 끝에다 네 자리로 이루어진 번호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xyz라
는 파일 확장자가 필요한 파일들은 네 자리 번호 뒤에다 xyz라는 확장자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dimer.0000, dimer.0001, 
dimer.0002, dimer.0004............2000천개. midpt.0000.xyz, midpt.0001.xyz, midpt.0002.xyz,............2000천개. 이러한 일들을 위하

여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개의 함수들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컴퓨터의 강력한 기능 복사를 이용해서 처리했습니

다. 좀 더 간결하고 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시행된 상태에서 C언어에서처럼 한 줄에 ;를 사용

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아래의 3줄 표현은 한 줄로 줄여질 수도 있습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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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c=3.
    a=1. ; b=2. ; c=3. 
 
 
au2ang=0.529177e0 ; au2ev=2.0*13.6058e0 ; ev2kelvin=1.e0/8.617342e-5 au2kelvin=au2ev*ev2kelvin ; au2sec=2.4189e-17 ; 
 au2cmi=2.1947e5
au2kcalpmol=627.50956e0
 
 
if 문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if a > 0 :
   a=0
if a> 0 : a=0
 
위의 예에서 보여지지 않고 생략된 함수 2개를 아래에 나타내었습니다.
def ascnum(ichar,number):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i=int(float(number)/1000.)
  j=int((number-i*1000.)/100.)
  k=int((number-j*100.-i*1000.)/10.)
  l=int(number-k*10.-j*100.-i*1000.)
  ic='0'  ;  jc='0'  ;  kc='0'  ;  lc='0'
  if i == 1 : ic='1' 
  if i == 2 : ic='2' 
  if i == 3 : ic='3'
  if i == 4 : ic='4' 
  if i == 5 : ic='5' 
  if i == 6 : ic='6'
  if i == 7 : ic='7' 
  if i == 8 : ic='8' 
  if i == 9 : ic='9'
  if j == 1 : jc='1' 
  if j == 2 : jc='2' 
  if j == 3 : jc='3'
  if j == 4 : jc='4' 
  if j == 5 : jc='5' 
  if j == 6 : jc='6'
  if j == 7 : jc='7' 
  if j == 8 : jc='8' 
  if j == 9 : jc='9'
  if k == 1 : kc='1' 
  if k == 2 : kc='2'  
  if k == 3 : kc='3'
  if k == 4 : kc='4' 
  if k == 5 : kc='5'  
  if k == 6 : kc='6'
  if k == 7 : kc='7' 
  if k == 8 : kc='8'  
  if k == 9 : kc='9'
  if l == 1 : lc='1'  
  if l == 2 : lc='2' 
  if l == 3 : lc='3'
  if l == 4 : lc='4'  
  if l == 5 : lc='5' 
  if l == 6 : lc='6'
  if l == 7 : lc='7'  
  if l == 8 : lc='8' 
  if l == 9 : lc='9'
  fname=ichar+ic+jc+kc+lc                              #    abc.0001 형태의 파일 이름 만들기
  return fname
 
 
def ascnum_xyz(ichar,number):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fname=ascnum(ichar,number)+'.xyz'              #    abc.0001.xyz 형태의 파일 이름 만들기
  return fname

위의 예에서 프로그램 sad.x를 2000번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면 sad.py이라는 linux 상의 job은 process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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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디렉토리에 프린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며칠씩 job이 돌아가는 데 이것

의 process ID를 모르면 아주 난감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하나의 함수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실제로 python job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 ps -u ihlee로 확인하면 모두 python이 수행된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혼돈

을 불러일으킨다. 보통 독립적인 일들은 각각 자기 디렉토리에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에 job id를 적어두면 
아주 편리합니다.

앞에서는 파이썬이 포트란 프로그램을 부르는 형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번에는 포트란 프로

그램의 일부로서 파이썬이 사용되는 경우이다.물론 시스템으로 잠시 나가 있는 경우이다.

 포트란에서 `시스템 콜하기`; 파이썬과의 결합?

포트란 프로그램에서 CALL SYSTEM('application.py')처럼 파이썬 스크립트를 직접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call system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해둔 다음 시스템으로 잠시 나간 다음 시스템에서 준비된 파이
썬 스크립트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물론 외부의 프로그램들 (스크립트에서 준비된 일련의 명령들) 등으
로 자료처리 또는 계산을 수행한 다음 다시 포트란 프로그램으로 되돌아 오는 방법이 있다. 물론 돌아오기 전에 포트란 프
로그램에서 자료를 읽어들일 수 있도록 파일들을 미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물론 파이썬 스크립트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포트란 프로그램에서는 준비된 자료들을 읽어들여서 계속하여 포트란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자료 적어두기: 파일열기/적기     ==포트란 명령으로 수행
call system('python_driver.py')   ==포트란에서 빠져 나와서 파이썬 스크립트 실행하기.
자료 읽어들이기: 파일 열기/읽기 ==포트란 명령으로 수행
유닉스 프롬프트 상에서 아래와 같이 abc.exe라는 실행화일을 실행시키면
nohup abc.exe >output_file_name &
로그아웃해도 프로그램 실행이 죽지 않는다.

 

기본 사항 정리--===============

*몇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모듈들  불러다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앞 부분에 특정한 방법으로 몇 가지 선언들을 해둔

다. (예를 들어, system(), random(), copyfile(),.................수치 계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둔 훌륭한 모듈들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면, Numeric python은 파이썬 설치한 다음 따로 설치해 두어야 한다.그 전에 ATLAS (Automatically Tuned 

Linear Algebra Softwar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한다. (포트란과 달리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한다.)

*메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한다.

python프로그램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문법들

* 들여쓰기 (indentation)는 python언어의 일부이다. 멋이 아니다!

* #을 이용하여 commen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쉬입니다.

* 다음 줄로 이월할 때 확장 표시는 \로 한다.) "빽슬러쉬" 입니다.

* 변수형 (정수형,배열,실수형, 문자형을 선언하지 않고 사용한다.

* 컴파일하지 않는다. #!/usr/bin/env python를 첫 줄에 넣어서 바로 실행가능한 코드로도 만든다.

* 함수 선언은 "def" 와 ":"를 사용함. 선언된 함수 다음 줄 뒤부터는 들여쓰기 필요함. if와 for뒤에도 다음 명령어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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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 줄로 넘어갈 경우 들여쓰기가 반드시 필요함.

* for i  in range(100):  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서 i는 0부터 시작하여 0,1,2,3,4, 과 같이 ...99까지 달리면서 for loop의 안쪽의 내
용을 100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range를 range(1,101)처럼 사용하면 1부터 100까지 i가 달립니다. 사실 range(10)는 리스트 
(배열과는 차이가 있음)를 의미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 FORTRAN90하던 사람 입장에서 화일 읽고 쓰기가 약간 불편하다. 복사를 잘 활용하면 이 또한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 함수는 return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반환되는 것들은 return뒤에다 줄줄이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return a,b,c,d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a는 실수형, b는 1차원 배열, c는 2차원 배열, 그리고 d는 문자열일 수
도 있습니다. 함수를 부르는 곳에서 제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abcd()라고 가정하면 함수를 부르는 곳에서 aa,
bb,cc,dd=abcd()라고 하면 됩니다. 

* 파이썬 언어 안에서는 한국사회에서와 달리 과학기술이 천대받지 않습니다. Numeric Python (Numpy)이라는 강력한 모듈

이 있습니다. 인스톨했다면,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필요한 배열은 array1=zeros(100,Float) 와 같이 쉽게 
0.0e0으로 초기화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umeric-20.3를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100 (인덱스는 0,1,2,....99)인 일차

원 배열이 0.0e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python에서는 0.0과 0.0e0는 같은 실수형입니다. FORTRAN식으로 이야기하면 실
수형 real*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0.d0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double precision 수준으로 정확한 계산을 합니

다. 2차원 배열 생성 및 0.0으로 초기화는 array2d=zeros((100,100),Float)와 같이 합니다. 원주율은 pi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

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Numeric이라는 모듈을 불어다 놓은 상태여야합니다.  " from Numeric 
import  *"를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Numeric이라는 모듈에서 사용가능한 것들 모두 (*)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수입하다"입니다. 마찬가지로 "from LinearAlgebra import solve_linear_equations"를 동원하여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선형

대수학 문제를 solution_vector=solve_linear_equations(a_matrix,b_vector) 아주 간결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들은 
python이 제법 빨리 수행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알려진(그리고 잘 검정된) 수학 package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은 다른 언어 (예를 들어 C나 FORTRAN)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Numeric python이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에 ATLAS 

(Automatically Tuned Linear Algebra Software; fast linear algebra routine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면 설

치해야 한다.ATLAS는 각종 소프트웨어들 MAPLE(v7 and higher), MATLAB(v6.0 and higher), Mathematica(forthcoming), 

MAPLE(v7 and higher), Octave 등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다.

행렬 (matrix) 대각화 (diagonalization)를 한번 해봅시다. H는 2차원 배열이면서 정방 행렬 (n by n)입니다.

H=T+V                          # Hamiltonian setup
val,vec=eigenvectors(H) # matrix diagonalization (해당 eigenvalue/vector를 찾아라!)
val,vec=ev_sort(val,vec) # solution sorting에 필요한 함수

def ev_sort(eigval,eigvec):
  newval=zeros(len(eigval),Float)
  newvec= zeros(eigvec.shape,Float)
  index=argsort(eigval)
  for i in index:
    newval[i]=eigval[index[i]]
    newvec[i,:]=eigvec[index[i],:]         # FORTRAN90에서처럼
  return newval,newvec

 FORTRAN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

.and.             =======     and

.or.                =======      or

.gt.   (>)         =======       >

.ge.  (>=)       =======      >=

.le.   (<=)        =======      <=

.eq.  (==)        ========    ==

.n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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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a is less than b, which is less than c
2의 제곱은 2**2 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를 이용합니다.
not은 논리적으로 부정을 표지합니다. not logical_variable처럼 사용.
sqrt()
exp()
log()
log10()
sin()
cos()
tan()
asin()
acos()
atan()
floor()
fabs()
pi

and append apply assert break class clock complex conjugate continue def del dir dot 
eigenvectors elif else except exec finally for from global identity if import in is 
lambda matrixmultiply max mkdir min maximum minimum not or pass path print raise random 
reduce return remove rename rmdir shape sleep split string system sum time try wait 
while Data Float Int Numeric array open write close float int input range type zeros 위에 
나타낸 단어들은 "넓은 의미로 예약된 이름"들로 일반 사용자들은 변수 이름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듈을 부를 때
from 모듈 import 변수나 함수처럼 사용하면 정확히 필요한 것들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from Numeric import sin, cos, tan, 
sqrt
 
내장함수 int(),round(),floor(),ceil()은 각각, 소수부분 없애기, 반올림하여 정수화하기,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로 만들기, 크거나 같은 수 중 가장 작은 정수를 취한다. floor와 ceil은 math 모듈에 있는 것이다. 정수를 실수형으로 바꿀 때
는 float()을 사용한다.

내장된 유용한 함수dir(module_name)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모듈의 이름이 넘겨지면, 그 모듈에서 유효한 이름들의 목
록을 - 때로는 함수 - 되돌려 준다.

>>> dir(Numeric)
['ArrayType', 'Complex', 'Complex0', 'Complex16', 'Complex32', 'Complex64', 'Complex8', 'DumpArray', 'Float', 'Float0', 'Float16', 'Float32', 'Float64', 'Float8', 'Int', 'Int0', 
'Int16', 'Int32', 'Int8', 'LittleEndian', 'LoadArray', 'NewAxis', 'Pickler', 'PrecisionError', 'PyObject', 'StringIO', 'Unpickler', 'UnsignedInt8', '__builtins__', '__doc__', '__file__', 
'__name__', '__version__', '_numpy', 'absolute', 'add', 'allclose', 'alltrue', 'arange', 'arccos', 'arccosh', 'arcsin', 'arcsinh', 'arctan', 'arctan2', 'arctanh', 'argmax', 'argmin', 'argsort', 
'around', 'array', 'array2string', 'array_constructor', 'array_repr', 'array_str', 'arrayrange', 'arraytype', 'asarray', 'bitwise_and', 'bitwise_or', 'bitwise_xor', 'ceil', 'choose', 'clip', 
'compress', 'concatenate', 'conjugate', 'convolve', 'copy', 'copy_reg', 'cos', 'cosh', 'cross_correlate', 'cumproduct', 'cumsum', 'diagonal', 'divide', 'divide_safe', 'dot', 'dump', 
'dumps', 'e', 'equal', 'exp', 'fabs', 'flo
or', 'fmod', 'fromfunction', 'fromstring', 'greater', 'greater_equal', 'hypot', 'identity', 'indices', 'innerproduct', 'invert', 'left_shift', 'less', 'less_equal', 'load', 'loads', 'log', 'log10', 
'logical_and', 'logical_not', 'logical_or', 'logical_xor', 'math', 'matrixmultiply', 'maximum', 'minimum', 'multiarray', 'multiply', 'negative', 'nonzero', 'not_equal', 'ones', 
'outerproduct', 'pi', 'pickle', 'pickle_array', 'power', 'product', 'put', 'putmask', 'ravel', 'remainder', 'repeat', 'reshape', 'resize', 'right_shift', 'sarray', 'searchsorted', 'shape', 'sign', 
'sin', 'sinh', 'sometrue', 'sort', 'sqrt', 'string', 'subtract', 'sum', 'swapaxes', 'take', 'tan', 'tanh', 'trace', 'transpose', 'typecodes', 'types', 'where', 'zeros']

 

 
눈으로 확인하면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간결한 수학적 기법들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FORTRAN90에서 처럼 vector와 matrix 처리가 간결해졌습니다.
 >>> range(1,10,2)
[1, 3, 5, 7, 9]
>>> range(10,1,-1)
[10, 9, 8, 7, 6, 5, 4, 3, 2]
>>> range(10,0,-1)
[10, 9, 8, 7, 6, 5, 4, 3, 2, 1]
>>> 
>>> istart=1; ifinish=9 ; idirection=1
>>> for i in range(istart,ifinish+1,idirection):
...     print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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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 istart=9; ifinish=-1; idirection=-1 
>>> for i in range(istart,ifinish+1,idirection):
...     print i
... 
9
8
7
6
5
4
3
2
1
>>> 
 
 
 
from Numeric import  *

>>> a=array((1,2))
>>> b=array((3,4))
>>> dot(a,b)
11
>>> a=array(((1,2),(3,4)))
>>> b=a
>>> matrixmultiply(a,b)                                        #   매우 간결합니다!
array([[ 7, 10],
       [15, 22]])
 
>>> sin(complex(1,3.))
(8.4716454543001483+5.4126809231781934j)
>>> 
>>> for i in [1,2,3,4]:
...   print i
... 
1
2
3
4

>>> z=complex(1.,2.)
>>> z.conjugate()
(1-2j)
>>> z.real
1.0
>>> z.imag
2.0

>>> arange(0.,1.,0.20)
array([ 0. ,  0.2,  0.4,  0.6,  0.8])
>>> arange(0.0,1.2,0.20)
array([ 0. ,  0.2,  0.4,  0.6,  0.8,  1. ])
 
>>> 
>>> q=arange(0.0,1.0,0.2)
>>> sin(q)
array([ 0.        ,  0.19866933,  0.38941834,  0.56464247,  0.71735609])
>>> 
>>> max(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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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maximum(0.,2.)
2.0
>>> min(0.,-1,-3.)
-3.0
>>> minimum(-3.,3.)
-3.0
>>> a=[1,2,3.,4]
>>> sum(a)
10.0
>>> b=[4,3,7,9]
>>> sort(b)                    
array([3, 4, 7, 9])             #  리스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다름.
>>> amat=zeros((2,2),Float)
>>> amat[0][0]=1
>>> amat[1][1]=1
>>> trace(amat)
2.0
>>> from LinearAlgebra import *
>>> determinant(amat)
1.0
>>> eigenvalues(amat)
array([ 1.,  1.])
>>> eigenvectors(amat)
(array([ 1.,  1.]), array([[ 1.,  0.],
       [ 0.,  1.]]))
>>> b=inverse(amat)
>>> print b
[[ 1.  0.]
 [ 0.  1.]]
>>> 
>>> b=zeros(2,Float)
>>> solve_linear_equations(amat,b)
array([ 0.,  0.])
>>> 
>>> transpose(amat)
array([[ 1.,  0.],
       [ 0.,  1.]])
>>> 
>>> argmax(b)
0
>>> argmin(b)
0
랜덤 permutation을 구하고 싶을 경우
#!/usr/bin/env python
from RandomArray import permutation
__version__="1.0.0"
for i in range(9):
   p = permutation(3)
   print 'p=',p
출력
p= [2 0 1]
p= [1 0 2]
p= [0 2 1]
p= [0 1 2]
p= [1 2 0]
p= [1 0 2]
p= [0 2 1]
p= [2 1 0]
p= [0 2 1]
 
 
중요 정보를 파이썬 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import Numeric을 선언한 다음 help(Numeric)을 치면. 많은 정보를 보여 준
다. 역시 익숙하지 않다면 import LinearAlgebra 한 다음 help(LinearAlgebra) 로 모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잘 정
리해 둔 곳을 알고 있어도 된다. 
http://pfdubois.com/numpy/html2/numpy.html
http://starship.python.net/~hinsen/
http://python.kwangwoon.ac.kr:8080/python/Modules/nu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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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에서는  www.netlib.org에서 찾아볼 수 있는 C나 FORTRAN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검정이 끝난 루틴들을 이용하여 계

산을 한다. 이들을 python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디어 일뿐만 아니라 디버깅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
간을 잡아먹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C나 FORTRAN으로 돌아 가야한다. 다만 python 쪽으로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넘나

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프리터 언어의 한계인 느린 계산으로부터 생기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은 
상당히 효율적인 (C나 FORTRAN 속도도 유지하면서 very-high-level 언어의 특징은 여전히 살아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

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굉장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초보자 (물리학자, 물론 항상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가 프
로그램을 해도 숙련자 (전산 전문가)가 한 것과 거의 같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 느리지만 뱀처럼 유연한 몸 동작 (유연한 
사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 선수를 보면, 그의 몸 동작은 결코 남들보

다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 선수는 유연한 몸 동작과 확실한 볼키핑, 그리고 빠른 동료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환상

적이고 정확한 패스워크와 골을 이끌어 내기 위한 탁월한 찬스-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관련 프로그

래밍에서 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파일관리 생각하니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 os.path.exists('CHG') :
       존재할 경우 할일들

os.path.exist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금 디렉토리에 파일 이름 CHG라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

니다. 즉, os.path.exists('CHG') 값이 0 (거짓을 의미함)이면 'CHG'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system()명령어

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system('qsub work.0003/pbs_script_file')에서처럼 변수형태의 pbs파일 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과 같이 한다. j=3 ; f_name=ascnum('work.',j)+'/pbs_script_file' ; system('qsub '+f_name+'')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취할 때는 glob 모듈의 glob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다.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보
면 아래와 같다.

import glob,time
import os.path
file_list=glob.glob('*')
for f_name in file_list:
      if os.path.isfile(f_name):
          print f_name,' is a regular file'
          print os.path.getsize(f_name)
          print os.path.getatime(f_name)
          print time.ctime(os.path.getatime(f_name))
      elif os.path.isdir(f_name):
          print f_name,' is a directory'
      elif os.path.islink(f_name):
          print f_name,' is a symbolic link'
 
 
glob.glob('*.gif')
glob.glob('*.dat') 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os.listdir('.') 도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세스의 작업 디렉토리 이름:os.getcwd()
 

여기서 설명 못드린 파이썬의 많은 기능들 또는 함수들은 www.google.com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시

던 기능 대부분이 파이썬에 있습니다. 보통 "키워드 + python"하시면 될 것입니다("python -snake -monty" 진짜 뱀과 티비 프
로그램은 제외). 또는 www.python.org/doc/current/lib를 직접 방문하세요.  os.getcwd() os.getuid() os.getuname() os.path.getsize
(file_name) os.path.split(file_name)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제어구조라고 하여 if,for,while등이 필요합니다.

http://krissol.kriss.re.kr/~ihlee/compphys/pfphysics.htm (10 of 37)2005-11-22 오후 4:10:41

http://www.netlib.org/
http://www.google.com/
http://www.python.org/doc/current/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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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절 구조 익히기:

if x < 0: 
     print 'negative' ... 
elif x == 0: 
     print 'zero' 
elif x == 1: 
     print 'one' 
else: 
     print 'more' 
 
import sys 

print "Start"
j = 5
j=11
if j > 10:
    print j,"printing"
else:
    sys.exit()
 
 
def renexp(tmp):

# written by In-Ho Lee, KRISS, March 6 (2003)

    if tmp <= -745.0 :

       tenexp=exp(-745.0)

    elif tmp >=709.0 :

       tenexp=exp(709.0)

    else :

       tenexp=exp(tmp)

    return tenexp
 

for 절 구조 익히기:

for  n  in range(2,10):
      for x in range(2,n):
           if n%x == 0:
                print n, 'equals', x, '*', n/x
                break
      else:
          print n,' is a prime number'
 

for i in range(1,13):
   print "%d x 12 = %d" % (i, i*12)

 
 
while 절 구조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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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0
 while x < 10:
       print x
       x = x + 1
 
j = 1
while j <= 12:
    print "%d x 12 = %d" % (j, j*12)
    j = j + 1
 

루프가 break 문으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else 문이 실행된다. 마찬가지로 while 문에서도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 종료하면 뒤
따르는 else 문이 실행되게 할 수 있다. break는 가장 안쪽의 for 또는 while 루프를 빠져 나올 때 사용합니다. 계산 중간에 프
로그램 수행을 끝내고 싶으면 sys.exit()를 사용하면 된다. 도스 창에서는 <Ctrl-Z>

전역변수는 함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변수는 특정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보통 
주 함수에서 선언된 것들은 전역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설치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Python-2.2.2.exe를 다운받아서 (www.python.org)그냥 클릭 계속하면 됩니다.

Python-2.2설치 와 Numeric-20.? 추가하기 (linux에 설치하기)

슈퍼-유저 입장에서 다운로드 받은 관련화일들 (Python-2.2.tar.gz 와 Numeric-20.?.tar.gz)을 /usr/local/PYTHON_INSTALL에 
두고 아래와 같이 한다. (http://www.python.org, www.python.or.kr 참조)

./configure
make
make install

Python-2.2 설치 후 Numeric-20.?를 설치한다.

python setup.py install

설치 후 일반 유저 입장에서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해 보세요. 

python 
Python 2.2 (#1, Nov 27 2002, 15:26:20)
[GCC 2.95.4 20011002 (Debian prerelease)] on linux2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처럼 나오면 성공입니다.1+2라고 입력하고 enter를 치십시오. 3이 나오면 성공적으로 더하기를 하신 것입니다. from 
Numeric import  *라고 입력하고 enter를 치십시오. 다음 원주율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pi를 입력하여3.1415926535897931 
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이 상태에서 python 모드 탈출하기 위해서 quit라고 하니까 control D를 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썬은 훌륭한 계산기도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각각 *와 /로 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도 아래에서와 같
이 간단히 처리됩니다. 보시면 즉시에 아실 정도로 간단합니다. 또한 a=complex(1.,2.)이라면 이 복소수의 실수, 허수 부분

은 각각 a.real, a.imag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complex(0.,1.)*complex(0.,1.)
(-1+0j)                                                     # 복소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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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를 포함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과학 기술 지원 module은 SciPy입니다.

 http://www.scipy.org/    Scientific tools for Python

SciPy is a set of open source scientific/numeric tools for Python. It currently supports special functions, integratio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solvers, gradient optimization, genetic algorithms, parallel programming tools, an expression -> C++ 
compiler for fast execution, and others. SciPy also has plotting functions for quickly visualizing data. 

http://sourceforge.net/projects/pympi/  pyMPI

MPI를 이용한 parallel python 프로그래밍

 스크립트(Script) : 스크립트는 때로, 명령어들이 파일 내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이름을 마치 하나의 명령어처럼 입력했을 때, 
운영체계의 명령어 인터프리터에 의해 파일 내의 내용이 차례로 수행되는 명령어 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MS-DOS의 배치파일) 멀티미디어 개발 프로그램들에서 말하는 "스크립트는 상영될 멀티미디어 파일의 순서를 지칭하기 위해 입력

된 명령어 순서를 의미한다. 게임에서는 매크로 연출, 매크로 씬으로 사용된다.

 

예제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프린터할 때 a2ps -o output.ps <input.py처럼 a2ps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기 좋은 PS파
일이 생긴다. 키워드들이 굵은 문자체로 나타난다. http://www.gnu.org/software/a2ps/
 
 

예제 (1) finite-difference method를 이용하여 (Schroedinger 방정식 풀기)

#!/usr/bin/env python
#
# written by In-Ho Lee, KRISS, 26 Dec. 2001
# one-dimensional Schroedinger solver
# one-dimensional box, harmonic oscillator
# variational FD method; Phys. Rev. B 64, 193101 (2001).  진정한 의미의 variational은 아님
#
import os,sys,time
from shutil import copyfile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time import *
from Numeric import *
from LinearAlgebra import *
 
def ev_sort(eigval,eigvec):
 newval=zeros(len(eigval),Float)                    #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 len을 사용했다.
 newvec= zeros(eigvec.shape,Float)
 index=argsort(eigval)
 for i in index:
  newval[i]=eigval[index[i]]
  newvec[i,:]=eigvec[index[i],:]                     # 현란한 인덱싱
 return newval,newvec

http://krissol.kriss.re.kr/~ihlee/compphys/pfphysics.htm (13 of 37)2005-11-22 오후 4:10:41

http://www.scipy.org/
http://sourceforge.net/projects/pympi/
http://www.gnu.org/software/a2ps


물리학자를 위한 Python

   
def gen_T_op_vfd1(N,hh):
 print '-----vfd1-is-used-----'
 fac0=-pi*pi/2.e0                                          # 원주율 pi는 Numeric에서 제공된다.
 fac1=pi*pi/4.e0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return T
 

def gen_T_op_vfd2(N,hh):
 print '-----vfd2-is-used-----'
 fac0=-0.5-3.0*pi*pi/8.0
 fac1=pi*pi/4.0
 fac2=0.25-pi*pi/16.0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if i < N-2:
   T[i,i+2]=T[i+2,i]=fac2/hh2*(-0.5)
 return T

def gen_T_op_vfd3(N,hh):
 print '-----vfd3-is-used-----'
 fac0=-5./6.-5.0*pi*pi/16.0
 fac1=1./12.+15.*pi*pi/64.0
 fac2=5.0/12.0-3.0*pi*pi/32.0
 fac3=-1.0/12.0+pi*pi/64.0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if i < N-2:
   T[i,i+2]=T[i+2,i]=fac2/hh2*(-0.5)
   if i < N-3:
     T[i,i+3]=T[i+3,i]=fac3/hh2*(-0.5)
 return T

def gen_T_op_vfd4(N,hh):
 print '-----vfd4-is-used-----'
 fac0=-77./72.-35.0*pi*pi/128.0
 fac1=8./45.+7.*pi*pi/32.0
 fac2=23.0/45.0-7.0*pi*pi/64.0
 fac3=-8.0/45.0+pi*pi/32.0
 fac4=17.0/720.0-pi*pi/256.0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if i < N-2:
   T[i,i+2]=T[i+2,i]=fac2/hh2*(-0.5)

http://krissol.kriss.re.kr/~ihlee/compphys/pfphysics.htm (14 of 37)2005-11-22 오후 4:10:41



물리학자를 위한 Python

   if i < N-3:
     T[i,i+3]=T[i+3,i]=fac3/hh2*(-0.5)
     if i < N-4:
       T[i,i+4]=T[i+4,i]=fac4/hh2*(-0.5)
 return T

def gen_T_op_vfd5(N,hh):
 print '-----vfd5-is-used-----'
 fac0=-449./360.-63.*pi*pi/256.
 fac1=4./15.+105.*pi*pi/512.
 fac2=59./105.-15.*pi*pi/128.
 fac3=-82./315.+45.*pi*pi/1024.
 fac4=311./5040.-5.*pi*pi/512.
 fac5=-2./315.+pi*pi/1024.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if i < N-2:
   T[i,i+2]=T[i+2,i]=fac2/hh2*(-0.5)
   if i < N-3:
     T[i,i+3]=T[i+3,i]=fac3/hh2*(-0.5)
     if i < N-4:
       T[i,i+4]=T[i+4,i]=fac4/hh2*(-0.5)
       if i < N-5:
        T[i,i+5]=T[i+5,i]=fac5/hh2*(-0.5)
 return T

def gen_T_op_vfd6(N,hh):
 print '-----vfd6-is-used-----'
 fac0=-2497./1800.-231.*pi*pi/1024.
 fac1=26./75.+99.*pi*pi/512.
 fac2=493./840.-495.*pi*pi/4096.
 fac3=-103./315.+55.*pi*pi/1024.
 fac4=2647./25200.-33.*pi*pi/2048.
 fac5=-31./1575.+3.*pi*pi/1024.
 fac6=1./600.-pi*pi/4096.
 hh2=hh*hh
 T=zeros((N,N),Float)
 T=T+identity(N)*fac0/hh2*(-0.5)
 for i in range(N-1):
  T[i,i+1]=T[i+1,i]=fac1/hh2*(-0.5)
  if i < N-2:
   T[i,i+2]=T[i+2,i]=fac2/hh2*(-0.5)
   if i < N-3:
     T[i,i+3]=T[i+3,i]=fac3/hh2*(-0.5)
     if i < N-4:
       T[i,i+4]=T[i+4,i]=fac4/hh2*(-0.5)
       if i < N-5:
        T[i,i+5]=T[i+5,i]=fac5/hh2*(-0.5)
        if i < N-6:
          T[i,i+6]=T[i+6,i]=fac6/hh2*(-0.5)
 return T

def gen_T_op(N,hh):
 hh2=hh*hh
 T=zeros((N,N),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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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identity(N)/hh2
 for i in range(N-1):
  T[i,i+1]=T[i+1,i]=-0.5/hh2           # 운동에너지 operator는 실공간에서 대각화되어 있지 않다.
 return T

def gen_V_op(N,xs,xf,well_width):    # 사용자 정의 포텐셜 함수 
 dx=(xf-xs)/float(N-1)
 V=zeros((N,N),Float)
 for i in range(N):
  xx=xs+(i)*dx
  if abs(xx) <= well_width/2.0e0:
   V[i,i]=0.0e0
  else:
   V[i,i]=800.0e0
 return V

def gen_V_op_ho(N,xs,xf,springk):   # 사용자 정의 포텐셜 함수 
 dx=(xf-xs)/float(N-1)
 V=zeros((N,N),Float)
 for i in range(N):
  xx=xs+(i)*dx
  V[i,i]=0.5e0*springk*xx*xx            # 포텐셜 함수는 실공간에서 대각화되어 있다.
 return V

def write_xmgr_data(filename,xs,xf,vec):
 dx=(xf-xs)/float(N-1)
 file=open(filename,'w')
 nvec,nel = vec.shape
# print nvec,nel
 for j in range(nvec):                         # j 번째 eigenstate 그림 그리기 준비
  for i in range(nel):
   xx=xs+dx*i
#  file.write('%f '  % xx)
#  file.write('%f \n' % vec[j][i])
   file.write('%f %f \n'  %( xx, vec[j][i] ))
  file.write('& \n')
  file.write('# \n')
 file.close()
 return

############### main part of the program

N=4000
#N=1500
N=1000
N=500
#N=100
#N=50
well_width=10.e0   # 10.d0 is not allowed in python
border_width=5.e0
springk=1.e0       # spring constant for harmonic oscillator potential
xs=-abs(well_width+border_width)/2.0e0
xf=-xs
hh=(xf-xs)/float(N-1)
print '----------------------------------------------'
print '1D Schroedinger solver with Python'
print 'current working directory :',os.getcwd()
print 'processor id :',os.getpid()
print ''
t_start=clock()
sec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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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     time :',secs
print '   gmtime :',gmtime(secs)
print 'localtime :',localtime(secs)
tuple_input=localtime(secs)
tuple_output=asctime(tuple_input)
print 'timetuple :',tuple_output
print '[---------------------------------------------'
print 'the number of grid points :', N
print 'xs,xf in a.u.', xs,xf
print 'dx in a.u.', hh
print '---------------------------------------------]'

path_to_xmgr='xmgr'

#T=gen_T_op(N,hh)
#T=gen_T_op_vfd1(N,hh)
#T=gen_T_op_vfd2(N,hh)
#T=gen_T_op_vfd3(N,hh)
#T=gen_T_op_vfd4(N,hh)
#T=gen_T_op_vfd5(N,hh)
T=gen_T_op_vfd6(N,hh)            #  운동에너지 operator는 사용자 정의 포텐셜과 무관함.

#V=gen_V_op(N,xs,xf,well_width)
V=gen_V_op_ho(N,xs,xf,springk)

H=T+V                     # Hamiltonian setup
val,vec=eigenvectors(H)   # matrix diagonalization
val,vec=ev_sort(val,vec)  # solution sorting

print '[---------------------------------------------'
print "6 lowest eigenvalues in a.u."
print val[:6]
#print val[1]/val[0]
#print val[2]/val[0]
#print val[3]/val[0]
#print val[4]/val[0]
#print val[5]/val[0]
print '---------------------------------------------]'
dat_filename='tmp1.dat'
write_xmgr_data(dat_filename,xs,xf,vec[:6]) # data file generation for Xmgr

t_final=clock()
print 'CPU-TIME (sec):',t_final-t_start

#
SENDMAIL="/usr/lib/sendmail"
p=os.popen("%s -t" % SENDMAIL, "w")
p.write("To: kfr@netian.com\n")
p.write("Subject: python test\n")
p.write("\n")  # a separator between header and body
p.write("IHL's 1d S solver program\n")
p.write("It is working on pegasus\n")
sts=p.close()
if sts != 0:
 print "Sendmail exist status",sts
#
copyfile('tmp1.dat','tmp11.dat')
#mkdir('/home/ihlee/python/test')
#rmdir('/home/ihlee/pyth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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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ls -l *.dat')
print 'a.out'
system('a.out <a.i>a.o')
print ''
rename('tmp11.dat','tmp99.dat')
system('ls -l *.dat')
remove('tmp99.dat')
print ''
system('ls -l *.dat')
#

os.system('%s tmp1.dat' % path_to_xmgr)  # Xmgr plot

 

예제 (2)   지정화일에서 "숫자, 숫자, midpoint"를 포함하는 라인에서 첫 번째 숫자 뽑아내기 여러 개의 파일들에 흩어진 정
보를 뽑아낼 때 아주 유용한 함수 예

def read_energy(fname):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f=open(fname,'r')
    for line in f:
      for i in range(len(line.split())):
          if line.split()[i] == 'midpoint':
            energy= atof(line.split()[i-2])
    f.close()
    return energy

python 2. 이하에서는 아래의 함수를 이용해야 함.

 def read_energy_saddle(fname):
# written by In-Ho Lee, KRISS, March 6, 2003.
    select=1
    f=open(fname,'r')
    while select :
      line=f.readline()
      for i in range(len(line.split())):
        if line.split()[i] == 'midpoint':
            energy= atof(line.split()[i-2])
            select=0
            break
    f.close()
    return energy
 
 
특정한 줄 뒤에 나타나는 3*natom 개의 실수를 읽어들이기

def read_mode_saddle(f_name,natom):
# written by In-Ho Lee, KRISS, March 3, 2003.
    kount=0
    spectra=zeros(3*natom,Float)
    on_off=0
    f=open(f_name,'r')
    for line in f:
      for i in range(len(line.split())):
          if on_off :
             spectra[kount]=atof(line.split()[1])
             kount=kount+1
             break
          if not on_off  and  line.split()[i] == 'i' and  line.split()[i+1] == 'cm-1' :
                 on_off=1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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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kount == 3*natom :
         break
    f.close()
    return spectra

 

예제 (3)   지정화일에 형식에 맟추어서 적는 기술

def gen_pos(title,ssx,ssy,ssz,a11,a12,a13,a21,a22,a23,a31,a32,a33,\                    idy,ico,l1,l2,l3,ntype_input,natom_j_type,natom,x):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au2ang=0.529177e0
   f=open('POSCAR','w')
   f.write('%s \n' % title.split()[0] )
   f.write('%20.15f %19.15f %19.15f \n' % (ssx,ssy,ssz) )
   f.write('%20.12f %19.12f %19.12f \n' % (a11,a12,a13) )
   f.write('%20.12f %19.12f %19.12f \n' % (a21,a22,a23) )
   f.write('%20.12f %19.12f %19.12f \n' % (a31,a32,a33) )
   for i in range(ntype_input):
       f.write('%4d'  % (natom_j_type[i]))
   f.write('\n')
   f.write('%s %s \n' % (idy.split()[0],idy.split()[1]) )
   f.write('%s \n' % ico.split()[0] )
   for i in range(natom):
     f.write('%20.12f %19.12f %19.12f %3s %3s %3s \n' %(x[3*i+0],x[3*i+1],x[3*i+2],l1[i],l2[i],l3[i]) )
   f.close()
   return

 

예제 (4)   append 기능 공부하기 (list와 array의 차이점 공부하기)

def xmassft(jele):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21 2002.
       nnn=57
       aarray=zeros(nnn+1,Float)
       aarray[1]=    1.008e0
       aarray[2]=    4.002e0
       aarray[3]=    6.941e0
       aarray[4]=    9.012e0
       aarray[5]=   10.811e0
       aarray[6]=   12.011e0
       aarray[7]=   14.007e0
       aarray[8]=   15.999e0
       aarray[9]=   18.998e0
       aarray[10]=  20.180e0
       aarray[11]=  22.990e0
       aarray[12]=  24.312e0
       aarray[13]=  26.982e0
       aarray[14]=  28.086e0
       aarray[15]=  30.974e0
       aarray[16]=  32.060e0
       aarray[17]=  35.453e0
       aarray[18]=  39.948e0
       aarray[19]=  39.098e0
       aarray[20]=  40.080e0
       aarray[21]=  44.956e0
       aarray[22]=  47.90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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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rray[23]=  50.941e0
       aarray[24]=  51.996e0
       aarray[25]=  54.938e0
       aarray[26]=  55.847e0
       aarray[27]=  58.933e0
       aarray[28]=  58.710e0
       aarray[29]=  63.540e0
       aarray[30]=  65.370e0
       aarray[31]=  69.720e0
       aarray[32]=  72.610e0
       aarray[33]=  74.920e0
       aarray[34]=  78.960e0
       aarray[35]=  79.904e0
       aarray[36]=  83.800e0
       aarray[37]=  85.4678e0
       aarray[38]=  87.6200e0
       aarray[39]=  88.9059e0
       aarray[40]=  91.2200e0
       aarray[41]=  92.9064e0
       aarray[42]=  95.9400e0
       aarray[43]=  97.0000e0
       aarray[44]= 101.0700e0
       aarray[45]= 102.9055e0
       aarray[46]= 106.4000e0
       aarray[47]= 107.8680e0
       aarray[48]= 112.4000e0
       aarray[49]= 114.8200e0
       aarray[50]= 118.6900e0
       aarray[51]= 121.7500e0
       aarray[52]= 127.6000e0
       aarray[53]= 126.9045e0
       aarray[54]= 131.3000e0
       aarray[55]= 132.9054e0
       aarray[56]= 137.3400e0
       aarray[57]= 138.9055e0
       elem=[]
       elem.append('H')
       elem.append('He')
       elem.append('Li')
       elem.append('Be')
       elem.append('B')
       elem.append('C')
       elem.append('N')
       elem.append('O')
       elem.append('F')
       elem.append('Ne')
       elem.append('Na')
       elem.append('Mg')
       elem.append('Al')
       elem.append('Si')
       elem.append('P')
       elem.append('S')
       elem.append('Cl')
       elem.append('Ar')
       elem.append('K')
       elem.append('Ca')
       elem.append('Sc')
       elem.append('Ti')
       elem.appen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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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append('Cr')
       elem.append('Mn')
       elem.append('Fe')
       elem.append('Co')
       elem.append('Ni')
       elem.append('Cu')
       elem.append('Zn')
       elem.append('Ga')
       elem.append('Ge')
       elem.append('As')
       elem.append('Se')
       elem.append('Br')
       elem.append('Kr')
       elem.append('Rb')
       elem.append('St')
       elem.append('Y')
       elem.append('Zr')
       elem.append('Nb')
       elem.append('Mo')
       elem.append('Tc')
       elem.append('Ru')
       elem.append('Rh')
       elem.append('Pd')
       elem.append('Ag')
       elem.append('Cd')
       elem.append('In')
       elem.append('Sn')
       elem.append('Sb')
       elem.append('Te')
       elem.append('I')
       elem.append('Xe')
       elem.append('Cs')
       elem.append('Ba')
       elem.append('La')
       i=0
       for name in elem[:]:      # 리스트
          i=i+1
          if jele == name:
             xmass=aarray[i]*1836.152701e0
             break
       else :
          print 'WARNING xmassft has problem'
          xmass=1836.152701e0
       return xmass

 

예제 (5)  sleep 기능 공부하기 (응용하면: 기타 일들의 종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60. 초 동안 잠자기.

 def wwait(file_name):
  while 1 :
     time.sleep(60.)                         #  60초 동안 잠자기 
     if os.path.exists(file_name) :
        remove(file_name)
        break                                    #  파일 발견되면 지우고 루프 탈출하기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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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PBS 스크립트 작성하기 (응용하면: 여러 개의 계산을 PB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wwait 함수를 동시에 잘 이용하면 
된다. PBS는 여러 개의 CPU를 자동으로 선택해주기 때문이다.)  

 system('qsub ursa_vasp') 
 time.sleep(10.)
 wwait('DONE_VASP')

하나의 PBS job이 끝날 때 touch DONE_VASP를 동원하여 DONE_VASP라는 파일을 만들면 해당 계산이 끝났음을 python프

로그램 (주기적으로 끝나기를 기다리는)에게 알려줄 수 있다. (touch 는 유닉스 명령어로서 파일을 생성한 것과 같은 효과

를 만들 수 있다. 위의 경우 파일 크기가 0 이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 파일을 하나 생성한다.) 이 때 python프로그램은 wwait함
수를 동원하여 DONE_VASP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위의 예에서는 60초 단위로 확인한다.) 다음 일들을 할지 기다릴

지를 판단하게 된다. 물론, 존재하면 그 파일을 지우고 다음에 할 일들을 하면 된다. 위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job은 물론, 병
렬job일수도 serial job 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system('qsub work.0003/pbs_script_file')에서처럼 변수형태의 pbs파일 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j=3 ; f_name=ascnum('work.',j)+'/pbs_script_file' ; system('qsub '+f_name+'') 

 

def gen_que_pbs(n_dir):
  for j in range(n_dir):
    char=ascnum('test_dir.',j)+'/ursa_vasp'
    f=open(char,'w')
    f.write('##This script file was PBS running script. \n')
    f.write('#!/bin/sh \n')
    f.write('#PBS -S /bin/sh \n')
    f.write('###Job Name \n')
    f.write('%s %s \n'   % ('#PBS -N ', ascnum('job.',j)))
    f.write('###Queue Name \n')
    f.write('#PBS -q  default \n')
    f.write('###Number of nodes \n')
    f.write('#PBS -l nodes=4:venus \n')
    f.write('###limted walltime \n')
    f.write('###PBS -l walltime=01:00:00 \n')
    f.write('###Mail to.... \n')
    f.write('###PBS -M ihlee@kriss.re.kr \n')
    f.write('###configure for Mailing to user \n')
    f.write('###PBS -m ae \n')
    f.write('make_gm_conf $PBS_NODEFILE \n')
    f.write('# Define number of processors \n')
    f.write('NPROCS=`wc -l < $PBS_NODEFILE` \n')
    f.write('echo This job has allocated $NPROCS nodes \n')
    f.write('%s %s \n'  % ('cd ',ascnum('~/py_devel/test_dir.',j)))
    f.write('mpirun -np $NPROCS vasp.4.4.5.gm.x > VASP_OUTPUT \n')
    f.write('touch DONE_VASP \n')
    f.close()
  return

 

 기능은 거의 같지만 조금 다른 script를 만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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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gen_que_pbs(n_directory):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for j in range(n_directory):
    char=ascnum('./work.',j)+'/taurus_dimer'
    f=open(char,'w')
    f.write('##This script file was PBS running script. \n')
    f.write('#!/bin/sh \n')
    f.write('#PBS -S /bin/sh \n')
    f.write('###Job Name \n')
    f.write('%s %s \n'   % ('#PBS -N ', ascnum('dimer.',j)))
    f.write('###Queue Name \n')
    f.write('#PBS -q  default \n')
    f.write('###Number of nodes \n')
    f.write('#PBS -l nodes=2 \n')
    f.write('###limted walltime \n')
    f.write('###PBS -l walltime=01:00:00 \n')
    f.write('###Mail to.... \n')
    f.write('###PBS -M ihlee@kriss.re.kr \n')
    f.write('###configure for Mailing to user \n')
    f.write('###PBS -m ae \n')
    f.write('make_gm_conf $PBS_NODEFILE \n')
    f.write('# Define number of processors \n')
    f.write('NPROCS=`wc -l < $PBS_NODEFILE` \n')
    f.write('echo This job has allocated $NPROCS nodes \n')
    f.write('$NPROCS=$NPROCS-1 \n')
    f.write('%s %s \n'  % ('cd ',ascnum('~/dimer/work2/work.',j)))    #  ABSOLUTE PATH
    f.write('/usr/local/INSTALL/mpich_gm/bin/mpirun.ch_gm -np $NPROCS ~/dimer/sad_p.x > out1 \n')
    f.write('touch DONE_SADDLE\n')
    f.close()
  return

 

예제 (7)  directory 만들기  (여러 파일들이 연관된 일들의 경우 directory 별로 일들을 독립시켜 준다.) 물론, 각각의 일들은 
serial 또는 parallel 일들이 될 수 있겠다.

def mkdir_series(n_dir):
  for j in range(n_dir):
     char=ascnum('test_dir.',j)              #     test_dir.0001  과 같은 형식으로 n_dir 개의 디렉토리 만들기
     mkdir(char)
  return

 

예제 (8)  abs,min,max,int 함수 이용하기

def anint_made(x):
    tmp=abs(int(x+0.)-x)
    tmq=abs(int(x-1.)-x)
    tmr=abs(int(x+1.)-x)
    test=min(tmp,tmq,tmr)             # 인수가 두 개일 때는 minimum(1.,2.)처럼 사용
    if abs(test-tmp) < 1.e-10 :
       xx=int(x+0.)
    if abs(test-tmq) < 1.e-10 :
       xx=int(x-1.)
    if abs(test-tmr) < 1.e-10 :
       xx=int(x+1.)
    return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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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9) dictionary 공부하기, 사전 기능 익히기 \를 사용하여 줄 이월하기 질량의 atomic units라는 것은 전자의 질량을 1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proton의 질량은 1836.152701 a.u.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1 atomic unit = 2.x13.6058 
eV=627.50956 kcal/mol입니다. 거리 1 atomic unit=0.529177 Angstrom입니다. 시간 1 atomic units는 2.4189x10^{-17}초입니

다. 

def amu_dic(x_element):
# written by In-Ho Lee, KRISS, Feb. 1 2002
    amu={'H' :    1.008e0 ,   'He':   4.002e0 ,   'Li':   6.941e0,      \
         'Be':    9.012e0 ,   'B' :  10.811e0 ,   'C' :  12.011e0,         \
         'N' :   14.007e0 ,   'O' :  15.999e0 ,   'F' :  18.998e0,         \
         'Ne':   20.180e0 ,   'Na':  22.990e0 ,   'Mg':  24.312e0,      \
         'Al':   26.982e0 ,   'Si':  28.086e0 ,   'P' :  30.974e0,          \
         'S' :   32.060e0 ,   'Cl':  35.453e0 ,   'Ar':  39.948e0,          \
         'K' :   39.098e0 ,   'Ca':  40.080e0 ,   'Sc':  44.956e0,        \
         'Ti':   47.900e0 ,   'V' :  50.941e0 ,   'Cr':  51.996e0,          \
         'Mn':   54.938e0 ,   'Fe':  55.847e0 ,   'Co':  58.933e0,       \
         'Ni':   58.710e0 ,   'Cu':  63.540e0 ,   'Zn':  65.370e0,         \
         'Ga':   69.720e0 ,   'Ge':  72.610e0 ,   'As':  74.920e0,        \
         'Se':   78.960e0 ,   'Br':  79.904e0 ,   'Kr':  83.800e0,          \
         'Rb':   85.4678e0,   'St':  87.6200e0,   'Y' :  88.9059e0,       \
         'Zr':   91.2200e0,   'Nb':  92.9064e0,   'Mo':  95.9400e0,      \
         'Tc':   97.0000e0,   'Ru': 101.0700e0,   'Rh':  102.9055e0,    \
         'Pd':  106.4000e0,   'Ag': 107.8680e0,   'Cd':  112.4000e0,   \
         'In':  114.8200e0,   'Sn': 118.6900e0,   'Sb':  121.7500e0,    \
         'Te':  127.6000e0,   'I' : 126.9045e0,   'Xe':  131.3000e0,      \
         'Cs':  132.9054e0,   'Ba': 137.3400e0,   'La':  138.9055e0 }
    if amu.has_key(x_element):
       xmass=amu[x_element]
#      print xmass,' atomic mass unit for',x_element
       xmass=xmass*1836.152701e0
    else:
       print 'FATAL: amu_dic has problem'
    return xmass

 

예제 (10) flush 기능 공부하기 (출력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while else 절 공부하기, format을 지정하여 print 하기 
공부

 def vvm(x,ftol,itmax,nn,xmass1,deltat,lkntar,natom,nk):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30, 2002.
    file_conv=open('convergence_admd_vv','w')
    file_onma=open('onma_vv','w')
    derg=zeros(nn,Float) ; lowest_x=zeros(nn,Float)
    vv=zeros(nn,Float) ; aa=zeros(nn,Float) ; vh=zeros(nn,Float)
    lowest_x=x ; lowest_object=1.0e20 ; testold=1.e20
    if deltat < 0.0e0:
       deltat=1.e-5    # it's different
#
    iteration=0
    while iteration <itmax:
     lfirst=0 ; llast=0
     if iteration == 0:
        lfirst=1
##   test,derg,onma=FUNC(x,nn)
     test,derg,ac,cc,zz,onma,etar=pp(x,lfirst,llast)
     file_conv.flush()
     file_onma.flush()
     file_conv.write('% 6d % 20.10e  \n' % (iteration,test))
     file_onma.write('% 6d % 20.10e  \n' % (iteration,onma))
     if test < lowest_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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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st_object=test ; lowest_x=x
#
     aa=zeros(nn,Float)
     for iatom in range(1,natom+1):
         kp=3*nk*(iatom-1)
         for k in range(1,nk+1):
             aa[kp+3*(k-1)+0]=-derg[kp+3*(k-1)+0]/xmass1[iatom]
             aa[kp+3*(k-1)+1]=-derg[kp+3*(k-1)+1]/xmass1[iatom]
             aa[kp+3*(k-1)+2]=-derg[kp+3*(k-1)+2]/xmass1[iatom]
     if not lkntar :
        fmass=xmass1[1]
        aa[3*natom*nk+0]=-derg[3*natom*nk+0]/fmass
     vv=vh+aa*(deltat*0.5)
#--------------------------------[  velocity modification for minimization
     tmp=0.0e0
     for i in range(nn):
         tmp=tmp+derg[i]*derg[i]
     tmp=sqrt(tmp)
     if tmp < 1.0e-8:
        tmp=1.0e0
     tmp=1.0e0/tmp
     derg=-derg*tmp
     tmp=0.0e0
     for i in range(nn):
         tmp=tmp+vv[i]*derg[i]
     vv=zeros(nn,Float)
     if tmp > 0.e0:
        vv=tmp*derg
     ediff=test-testold
     if (ediff > 0.0e0) and (iteration > 0):
        vv=zeros(nn,Float)
#--------------------------------]  velocity modification for minimization
     x=x+vv*deltat+aa*(0.5*deltat**2)
     vh=vv+aa*(deltat*0.5)
     if iteration == 0:
        ediff=1.e20
     tmp=2.*abs(ediff)/(abs(test)+abs(testold)+1.e-10)
#    format='%5d %16.8e %8.3e %16.8e object,diff,lowest_object %8.3e'
#    print format %(iteration,test,ediff,lowest_object,tmp)
     format='%16.8e %16.8e %16.8e %16.8e %12.5e %12.5e %22s'
     print format %(ac+cc+zz,ac,cc,zz,onma,etar,'o,a,p1,p2,onma,etarget')
     if tmp < ftol :
        print iteration,' iteration, converged result'
        break
     iteration=iteration+1 ; testold=test
#
    else:
       print 'WARNING: not a converged result'
    print lowest_object,' lowest object'
    file_conv.close()
    file_onma.close()
    return test,x,iteration

 

 예제 (11) sort 기능 공부하기

#!/usr/bin/env python
import os,sys,time
from shutil import copyfile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time import *
from Numeric import *
from LinearAlgebra import *

def test_sort():
  n=5
  arrin=zeros((n),Float)
  arrin=array([1., 3., 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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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x=argsort(arrin)
  print indx
  for i in range(5):
    j=indx[i]
    print arrin[j]
 return
 
test_sort()
 
출력 
[0 4 1 2 3]
1.0
2.0
3.0
4.0
5.0
 
 
 
 
#!/usr/bin/env python
from Numeric import *
from time import *
from string import atof,atoi,split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shutil import copyfile
import os,sys,random
__version__="1.0.0"

if __name__ == "__main__":
 nnn=5
 at=zeros(nnn,Float)
 s_at=zeros(nnn,Float)
 at[0]=-3.
 at[1]=3.
 at[2]=-4.
 at[3]=-5.
 at[4]=-6.
 print at,' before'
 index=argsort(at)
 for i in range(nnn):
    s_at[i]=at[index[i]]
 print s_at,' after'
 print index,' index'
 

[-3.  3. -4. -5. -6.]  before
[-6. -5. -4. -3.  3.]  after
[4 3 2 0 1]  index

 

 
 

예제 (12) 함수 최적화, BFGS algorithm  다운로드 받은 것인데 상당히 유용한 루틴이다. 여기서 한 수준 높은 기법들이 나오

기 시작합니다. 

 

#!/usr/bin/env python
# fminBFGS: with my object function
# downloaded by In-Ho Lee, KRISS, Dec. 29, 2001.
# http://pylab.sourceforge.net/
# Original source contains fmin,fminBFGS, fminNCG, and others as shown in origin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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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optimize.py module by Travis E. Oliphant
#
# You may copy and use this module as you see fit with no
# guarantee implied provided you keep this notice in all copies.
# *****END NOTICE************
# A collection of optimization algorithms.  Version 0.3.1
# Minimization routines
"""optimize.py
A collection of general-purpose optimization routines using Numeric
fmin        ---      Nelder-Mead Simplex algorithm (uses only function calls)
fminBFGS    ---      Quasi-Newton method (uses function and gradient)
fminNCG     ---      Line-search Newton Conjugate Gradient (uses function, gradient
                     and hessian (if it's provided))
"""
import Numeric
import MLab
from string import atof,split
Num = Numeric
max = MLab.max
min = MLab.min
abs = Num.absolute
__version__="0.3.1"
 
 
def harmo(x):
# written by In-Ho Lee, KRISS, Dec. 29, 2001.
# test function  1/2
 ff=0.5*(x[0]-0.0)**2 +0.5*(x[1]-1.0)**2 +0.5*(x[2]-2.0)**2  \
   +0.5*(x[3]-3.0)**2 +0.5*(x[4]-4.0)**2 +0.5*(x[5]-5.0)**2  \
   +0.5*(x[6]-6.0)**2 +0.5*(x[7]-7.0)**2 +0.5*(x[8]-8.0)**2
 der = MLab.zeros(x.shape,x.typecode())
 der[0]=x[0]-0.0
 der[1]=x[1]-1.0
 der[2]=x[2]-2.0
 der[3]=x[3]-3.0
 der[4]=x[4]-4.0
 der[5]=x[5]-5.0
 der[6]=x[6]-6.0
 der[7]=x[7]-7.0
 der[8]=x[8]-8.0
 f=open('data_temp','w')
 for i in range(len(x)):
  f.write('%f \n'  % x[i])
 for i in range(len(x)):
  f.write('%f \n'  %der[i])
 f.close()
 return ff
 
 
def harmo_der(x):
# written by In-Ho Lee, KRISS, Dec. 29, 2001.
# test function  2/2
 xold=MLab.zeros(x.shape,x.typecode())
 der=MLab.zeros(x.shape,x.typecode())
 f=open('data_temp','r')
 lines=f.readlines()
 i=0
 for line in lines:
  line=split(line)
  try:
      number=string.atof(line[0])
  except ValueError:
      pass
  else:
       if(i < len(x)):
        xold[i]=number
#       print 'x',i,xold[i]
       else:
        j=i-len(x)
        der[j]=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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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f',j,der[j]
  i=i+1
 f.close()
 diff=0.0
 for i in range(len(x)):
  diff=diff+(xold[i]-x[i])**2
 diff=diff**0.5
 if(diff < 1.0e-6):
  diff=0.0
 else:
  der[0]=x[0]-0.0
  der[1]=x[1]-1.0
  der[2]=x[2]-2.0
  der[3]=x[3]-3.0
  der[4]=x[4]-4.0
  der[5]=x[5]-5.0
  der[6]=x[6]-6.0
  der[7]=x[7]-7.0
  der[8]=x[8]-8.0
 return der

 

def line_search_BFGS(f, xk, pk, gfk, args=(), c1=1e-4, alpha0=1):
# written by Travis E. Oliphant
    """alpha, fc, gc = line_search(f, xk, pk, gfk,
                                   args=(), c1=1e-4, alpha0=1)
    minimize over alpha, the function f(xk+alpha pk) using the interpolation
    algorithm (Armiijo backtracking) as suggested by
    Wright and Nocedal in 'Numerical Optimization', 1999, pg. 56-57
    """
    fc = 0
    phi0 = apply(f,(xk,)+args)               # compute f(xk)
    phi_a0 = apply(f,(xk+alpha0*pk,)+args)     # compute f
    fc = fc + 2
    derphi0 = Num.dot(gfk,pk)
    if (phi_a0 <= phi0 + c1*alpha0*derphi0):
        return alpha0, fc, 0
    # Otherwise compute the minimizer of a quadratic interpolant:
    alpha1 = -(derphi0) * alpha0**2 / 2.0 / (phi_a0 - phi0 - derphi0 * alpha0)
    phi_a1 = apply(f,(xk+alpha1*pk,)+args)
    fc = fc + 1
    if (phi_a1 <= phi0 + c1*alpha1*derphi0):
        return alpha1, fc, 0
    # Otherwise loop with cubic interpolation until we find an alpha which satifies
    #  the first Wolfe condition (since we are backtracking, we will assume that
    #  the value of alpha is not too small and satisfies the second condition.
    while 1:       # we are assuming pk is a descent direction
        factor = alpha0**2 * alpha1**2 * (alpha1-alpha0)
        a = alpha0**2 * (phi_a1 - phi0 - derphi0*alpha1) - \
            alpha1**2 * (phi_a0 - phi0 - derphi0*alpha0)
        a = a / factor
        b = -alpha0**3 * (phi_a1 - phi0 - derphi0*alpha1) + \
            alpha1**3 * (phi_a0 - phi0 - derphi0*alpha0)
        b = b / factor
        alpha2 = (-b + Num.sqrt(abs(b**2 - 3 * a * derphi0))) / (3.0*a)
        phi_a2 = apply(f,(xk+alpha2*pk,)+args)
        fc = fc + 1
        if (phi_a2 <= phi0 + c1*alpha2*derphi0):
            return alpha2, fc, 0
        if (alpha1 - alpha2) > alpha1 / 2.0 or (1 - alpha2/alpha1) < 0.96:
            alpha2 = alpha1 / 2.0
        alpha0 = alpha1
        alpha1 = alpha2
        phi_a0 = phi_a1
        phi_a1 = phi_a2
 
epsilon = 1e-8
 
def approx_fprime(xk,f,*a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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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Travis E. Oliphant
    f0 = apply(f,(xk,)+args)
    grad = Num.zeros((len(xk),),'d')
    ei = Num.zeros((len(xk),),'d')
    for k in range(len(xk)):
        ei[k] = 1.0
        grad[k] = (apply(f,(xk+epsilon*ei,)+args) - f0)/epsilon
        ei[k] = 0.0
    return grad
 
 
def fminBFGS(f, x0, fprime=None, args=(), avegtol=1e-5, maxiter=None, fulloutput=0, printmessg=1):
# written by Travis E. Oliphant
    """xopt = fminBFGS(f, x0, fprime=None, args=(), avegtol=1e-5,
                       maxiter=None, fulloutput=0, printmessg=1)
    Optimize the function, f, whose gradient is given by fprime using the
    quasi-Newton method of Broyden, Fletcher, Goldfarb, and Shanno (BFGS)
    See Wright, and Nocedal 'Numerical Optimization', 1999, pg. 198.
    """
    app_fprime = 0
    if fprime is None:
        app_fprime = 1
    x0 = Num.asarray(x0)
    if maxiter is None:
        maxiter = len(x0)*200
    func_calls = 0
    grad_calls = 0
    k = 0
    N = len(x0)
    gtol = N*avegtol
    I = MLab.eye(N)
    Hk = I
    if app_fprime:
        gfk = apply(approx_fprime,(x0,f)+args)
        func_calls = func_calls + len(x0) + 1
    else:
        gfk = apply(fprime,(x0,)+args)
        grad_calls = grad_calls + 1
    xk = x0
    sk = [2*gtol]
    while (Num.add.reduce(abs(gfk)) > gtol) and (k < maxiter):
        pk = -Num.dot(Hk,gfk)
        alpha_k, fc, gc = line_search_BFGS(f,xk,pk,gfk,args)
        func_calls = func_calls + fc
        xkp1 = xk + alpha_k * pk
        sk = xkp1 - xk
        xk = xkp1
        if app_fprime:
            gfkp1 = apply(approx_fprime,(xkp1,f)+args)
            func_calls = func_calls + gc + len(x0) + 1
        else:
            gfkp1 = apply(fprime,(xkp1,)+args)
            grad_calls = grad_calls + gc + 1
        yk = gfkp1 - gfk
        k = k + 1
 
        rhok = 1 / Num.dot(yk,sk)
        A1 = I - sk[:,Num.NewAxis] * yk[Num.NewAxis,:] * rhok
        A2 = I - yk[:,Num.NewAxis] * sk[Num.NewAxis,:] * rhok
        Hk = Num.dot(A1,Num.dot(Hk,A2)) + rhok * sk[:,Num.NewAxis] * sk[Num.NewAxis,:]
        gfk = gfkp1

    if printmessg or fulloutput:
        fval = apply(f,(xk,)+args)
    if k >= maxiter:
        warnflag = 1
        if printmessg:
            print "Warning: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has been exceeded"
            print "         Current function value: %f" % fval
            print "         Iterations: %d" % k
            print "         Function evaluations: %d" % func_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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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         Gradient evaluations: %d" % grad_calls
    else:
        warnflag = 0
        if printmessg:
            print "Optimization terminated successfully."
            print "         Current function value: %f" % fval
            print "         Iterations: %d" % k
            print "         Function evaluations: %d" % func_calls
            print "      
   Gradient evaluations: %d" % grad_calls
    if fulloutput:
        return xk, fval, func_calls, grad_calls, warnflag
    else:
        return xk
 

# written by Travis E. Oliphant
if __name__ == "__main__":
    import string
    import time
    from Numeric import *
    times = []
    algor = []
#   x0 = [0.8, 1.2, 0.7]
    problem_size=9
    x0=zeros(problem_size,Float)
    test=harmo(x0)
#
    start = time.time()
    x = fminBFGS(harmo, x0, fprime=harmo_der, maxiter=80)
    print x
    times.append(time.time() - start)
    algor.append('BFGS Quasi-Newton\t')
#   print "\nMinimizing the Rosenbrock function of order 3\n"
    print "\nMinimizing user supplied function\n"
    print " Algorithm \t\t\t       Seconds"
    print "===========\t\t\t      ========="
    for k in range(len(algor)):
        print algor[k], "\t -- ", times[k]
 
출력

Optimization terminated successfully.
         Current function value: 0.000000
         Iterations: 1
         Function evaluations: 2
         Gradient evaluations: 2
[ 0.  1.  2.  3.  4.  5.  6.  7.  8.]

Minimizing user supplied function

 Algorithm                             Seconds
===========                           =========
BFGS Quasi-Newton                --  0.00305497646332

 

 

예제 (13) 선형대수학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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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bin/env python
#
import os,sys,time,random
from Numeric import *
from LinearAlgebra import solve_linear_equations
from string import atof,atoi,split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shutil import copyfile
__version__="1.0.0"
def gen_ak_path(np,xvec):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29, 2003.
    us=0.0 ; uf=1.0 ; du=(uf-us)/float(np)     #  한 줄에 여러 개의 표현식을 적을 수 있다.
    bvec=zeros(np-1,Float)
    for j in range(1,np):
        uu=us+du*float(j)
        bvec[j-1]=xvec[j]-xvec[0]-uu*(xvec[np]-xvec[0])
    amat=zeros((np-1,np-1),Float)
    for j in range(1,np):
      uu=us+du*float(j)
      for k in range(1,np):
          amat[j-1,k-1]=sin(float(k)*pi*uu)                     # 행렬 구성
    ak_vec=solve_linear_equations(amat,bvec)               #내 방정식을 풀어도 !
    return len(ak_vec),ak_vec
def gen_path(np,ak_vec,x0,xp):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29, 2003.
    path1=zeros(np+1,Float)
    us=0.0 ; uf=1.0 ; du=(uf-us)/float(np)
    for j in range(0,np+1):
      uu=us+du*float(j)
      if j == 0 :
         path1[j]=x0
      if j == np :
         path1[j]=xp
      if j > 0 and j < np  :
         tmp=0.0e0
         for k in range(1,np):
             tmp=tmp+ak_vec[k-1]*sin(float(k)*pi*uu)
         path1[j]=x0+uu*(xp-x0)+tmp
    return path1
 
def prtjobid():
# written by In-Ho Lee, KRISS, Jan. 12, 2002.
  f=open('JOB_ID_PRINTED','w')
  f.write('% 15d \n' % os.getpid())
  st=time.asctime()
  f.write('% 23s' % st)
  f.close()
  return
 
 
 
################real space path <---->sine expansion############
if __name__ == "__main__":
    print time.asctime()
    prtjobid()
    np=10
    qq_one=zeros(np+1,Float)
    iseed=1318
    random.seed(iseed)        # 씨드를 설정하기
    amp=1.e-1
    print ' r space'
    for j in range(np+1):
        qq_one[j]=3*j+amp*(random.random()-0.5)   # 랜덤함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반환한다.
        print qq_one[j]
#
    nk,ak_vec=gen_ak_path(np,qq_one)
    print np,nk,' np,nk'
    print ' q space'
    print ak_vec
    qq_one_0=qq_on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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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_one_p=qq_one[np]
    path1=gen_path(np,ak_vec,qq_one_0,qq_one_p)
    print path1
 
 

 

 

예제 (14) 사용자 정의 factorial 함수 만들기

#!/usr/bin/env python
import Numeric
def factorial(n):
  if type(n) != type(1):
    print "factorial is only defined for positive integers."
    return -1
  elif n < 0:
    print "factorial is only defined for positive integers."
    return -1
  elif n == 0:
    return 1
  else:
    return n * factorial(n-1)
print factorial(0)
print factorial(1)
print factorial(2)
print factorial(3)
print factorial(-33)
print factorial('a')

출력 

1
1
2
6
factorial is only defined for positive integers.
-1
factorial is only defined for positive integers.
-1

예제 (15) prime (솟수) 숫자 찾기

#!/usr/bin/env python
import Numeric
# Prime algorithm No.3(Ertosthenes's sieve)
def prime3(nnn):
    prime_list = []
    for i in xrange(2, nnn + 1):
        prime_list.append(i)
    for i in xrange(2, nnn + 1):
        j = i
        j = j + i
        while ( j <= nnn):
            if j in prime_list:
                prime_list.remove(j)
            j = j + i
    print prime_list
prime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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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예제 (16)  PBS와 연동하여 여러 개의 directory를 만들고 각각의 디렉토리상에서 병렬 실행들을 수행하고 
각각의 결과물을 정리하면서 계속하여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일들을 수행한다. main 함수만 나타내었다.

if __name__ == "__main__":
#
    print time.asctime()
    prtjobid()
    iseed=2911
    print iseed, ' iseed in python'
    random.seed(iseed)
    for i in range(10):
      print random.random()

    natom=120
    number_saddle=10
    n_directory=4

    for i in range(n_directory):
      mkdir(ascnum('./work.',i))
      f_name_1='confi.a' ; f_name_2=ascnum('./work.',i)+'/confi.a'
      copyfile(f_name_1, f_name_2)
    for i in range(n_directory):
       f_name=ascnum('./work.',i)+'/sad.i'
       gen_sad_input(natom,f_name)
    gen_que_pbs(n_directory)                   # PBS script generations

################################## for your test run---------------------
#   print 'before exit'
#   sys.exit()
#   print 'after exit'
################################## for your test run---------------------
#
# eventually, we are going to perform number_saddle jobs.
# initial spread of Parallel Jobs (including input file generations)
    global_runs=0
    for i in range(n_directory):
       f_name=ascnum('./work.',i)+'/DONE_SADDLE'
       if os.path.exists(f_name) :
            remove(f_name)
       f_name=ascnum('./work.',i)+'/sad.i'
       gen_sad_input(natom,f_name)
       f_name=ascnum('./work.',i)+'/taurus_dimer'
       system('qsub '+f_name+'') ; global_runs=global_runs+1
       time.sleep(60.)
    global_count=-1
    while global_runs <  number_saddle :
       time.sleep(60.)
       for i in range(n_directory):
         f_name=ascnum('./work.',i)+'/DONE_SADDLE'
         f_name_1=ascnum('./work.',i)+'/dim.dat'
         if os.path.exists(f_name) and os.path.exists(f_name_1) :
            remove(f_name) ; global_count=global_count+1
            f_name_1=ascnum('./work.',i)+'/dim.dat' ; f_name_2=ascnum('dimer.',global_count)
            copyfile(f_name_1, f_name_2)
            f_name_1=ascnum('./work.',i)+'/mid.xyz' ; f_name_2=ascnum_xyz('midpt.',global_count)
            copyfile(f_name_1, f_name_2)
            f_name_1=ascnum('./work.',i)+'/dim.dat' ; f_name_2=ascnum('./work.',i)+'/out1'
            f_name_3=ascnum('./work.',i)+'/mid.xyz' ; remove(f_name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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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f_name_1) ; remove(f_name_2)
            f_name=ascnum('./work.',i)+'/sad.i'
            gen_sad_input(natom,f_name)
            f_name=ascnum('./work.',i)+'/taurus_dimer'
            system('qsub '+f_name+'') ; global_runs=global_runs+1
            time.sleep(60.)
            if global_runs >= number_saddle : break
    while global_count <  number_saddle-1 :
       time.sleep(60.)
       for i in range(n_directory):
         f_name=ascnum('./work.',i)+'/DONE_SADDLE'
         f_name_1=ascnum('./work.',i)+'/dim.dat'
         if os.path.exists(f_name) and os.path.exists(f_name_1) :
            remove(f_name) ; global_count=global_count+1
            f_name_1=ascnum('./work.',i)+'/dim.dat' ; f_name_2=ascnum('dimer.',global_count)
            copyfile(f_name_1, f_name_2)
            f_name_1=ascnum('./work.',i)+'/mid.xyz' ; f_name_2=ascnum_xyz('midpt.',global_count)
            copyfile(f_name_1, f_name_2)
            if global_count >= number_saddle-1 : break

                                                                  

예제 (17) xy 좌표에서 polar 좌표로 변환 함수

#!/usr/bin/env python
from Numeric import *
def xy2rphi(x, y):
    r = sqrt(x**2+y**2)
    phi = arccos(x/r)
    if y < 0.0 :
        phi = 2.0*pi-phi
    return r, phi
xx=11.
yy=11.
radius, angle = xy2rphi(xx, yy)
print radius,angle

15.5563491861 0.785398163397

 

 

예제 (18) line에서 단어의 수 세기/파일에서

 #!/usr/bin/env python
from string import *
def how_many_words(s):
    list = split(s)  
    return len(list) 

s='energy = -100.000  eV'
print how_many_words(s)

4

import string
def how_many_words(s):

    list = string.split(s) 
    return l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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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 = open("menu.txt","r")
total = 0 
 
for line in inp.readlines():
    total = total + how_many_words(line) 
print "File had %d words" % total
 
inp.close()
 
 

  def find(str, ch): 
    index = 0 
    while index < len(str): 
      if str[index] == ch: 
        return index 
      index = index + 1 
    return -1 

 

 

예제 (19) cmp 함수와 리스트의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리하기

>>> mk_list=range(0,-10,-1)
>>> mk_list
[0, -1, -2, -3, -4, -5, -6, -7, -8, -9]
>>> mk_list.sort()
>>> mk_list
[-9, -8, -7, -6, -5, -4, -3, -2, -1, 0]
 m_list=[]
for i in range(10):
    m_list.append(i)
cmp(a,b)
a<b 일 때  -1
a==b    0
a> b     1
 
 
 
#!/usr/bin/env python
def mycmp(a1,a2):
    return cmp(a2,a1)
list_my=[]
for i in range(10):
   if i%2 :
      list_my.append(i*2)
   else :
      list_my.append(-i*2)
list_my.sort(mycmp)                  # 내 리스트를 거꾸로 소트해도, 오빠 못민나!
print list_my

[18, 14, 10, 6, 2, 0, -4, -8, -12, -16]

#!/usr/bin/env python
def mycmp(a1,a2):
    return cmp(a2,a1)
list_my=[]
for i in range(10):
   if i%2 :
      list_my.append(i*2)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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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_my.append(-i*2)
list_my.sort()
print list_my

[-16, -12, -8, -4, 0, 2, 6, 10, 14, 18]

 

 

예제 (21) exp 함수와 if 절 익히기

 def renexp(tmp):
# written by In-Ho Lee, KRISS, March 6 (2003)
    if tmp <= -745.0 :
       tenexp=exp(-745.0)
    elif tmp >=709.0 :
       tenexp=exp(709.0)
    else : 
       tenexp=exp(tmp)
    return tenexp
 

 

 예제 (22) .bin으로 끝나는 파일이름들을 읽어서 .bin을 없애고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기

#!/usr/bin/env python
from Numeric import *
from string import atof,atoi,split
from posix import getpid,rename,remove,mkdir,rmdir,system
from shutil import copyfile
import os,sys,time,random
__version__="1.0.0"
 
if __name__ == "__main__":
#
#       이 프로그램은 현재 디렉토리내에 있는 *.bin 파일의 목록을 읽어
#          convert.x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다른 파일로 변환되는 기능을 가지고
#          있습니다.  convert.x의 사용법은 "convert.x test.bin test" 입니다.
#
#       작성자 yeskim98, 작성일 March/26/2003
#
  system('ls *.bin >namelist')    # 리스트를 파일속에 저장하기
  f=open('namelist','r')
  for line in f:
      name=line.split()[0]
      name1=name[:-4]             #  뒤에서부터 4개의 문자를 없애기
      system('./convert.x '+name+' '+name1+'')
  f.close()
 
 
 
 

참고 프로그림 예제:

Richard P. Muller, 12/99  tight-binding program  (band-structure)

 http://www.wag.caltech.edu/home/rpm/projects/wurtz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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