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소음지도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기타 산업소음 등을 소음 예측식에 의해 계,

산된 소음도 에 따라 색깔로 표현한 것으로서 소음지(dB)

도 제작 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도시단위 소음지도S/W .

작성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이다.

향후 도시단위 소음지도 작성이 표준화되면 최소 인구,

만 명이상의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10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단위로 소음지도를 제작할.

경우 모델링 계산시간은 최소 수일이상이 소요되며 장기

간의 계산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

음지도를 작성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험 개요2.

계산지역의 설정2.1

대부분의 소음지도 제작 에는 분산계산S/W

기능이 있어 네트워크 병렬연결(distributed computing)

을 통한 소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 ,

지도 계산지역의 범위가 넒을 경우 동일지역을 여러 대

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계산하면 계산속도가 향상될 것이

라는 가정 하에 컴퓨터 연결 대수에 따른 계산속도 비교

실험을 하였다 계산지역은 인구 만 정도 되는 도시의. 100

중심가로서 계산면적은 0.423km
2

이(0.65km×0.65km)

다 계산시간의 표준화를 위해 계산지역의 이상이. 90%

건물인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계산 시 격자크기는 로, 5×5

설정하였고 계산 지점 수는 개이다 은 선정16689 . Fig. 1

된 계산지역을 소음지도로 작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Noisemap of the calculation area

컴퓨터 성능에 따른 비교2.2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동일3

한 사양이 아니므로 컴퓨터 사양에 따른 성능 분석도 수,

행하였다 다음의 은 각 컴퓨터의 사양을 정리. Table. 1

한 것이다.

컴퓨터명 사양

A

Intel(R) Core(TM)2 Quad

CPU Q8300 @ 2.5GHz,

2.5GHz, 3.00GB RAM

B

Intel(R) Pentium(R) 4 CPU

3.06GHz, 3.08GHz,

1.00GB RAM

C

Intel(R) Core(TM)2 Quad

CPU Q9400 @ 2.66GHz,

2.66GHz , 3.25GB RAM

Table 1 Options of the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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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및 고찰3.

계산시간 결과 비교3.1

는 컴퓨터 연결대수 또는 컴퓨터 사양에 따Table. 2

라 조합을 다르게 하여 같은 지역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연결대수 컴퓨터명 계산시간

1

A 분1876

B 분3184

C 분1640

2

A,B 분1176

A,C 분802

B,C 분1151

3 A,B,C 분705

Table 2 Result of the calculation time

계산시간을 비교한 결과 분산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의 컴퓨터로 분산계산할 경우 한 대3 ,

의 컴퓨터로 계산한 것 보다 평균 계산시간이 배2.3~4.5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의 컴퓨터를 동. 3

시에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분산계산 조합을 다르게 하

여 계산시간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면 동일 지역을 대, 3

의 컴퓨터가 분산계산한 것과 각각의 컴퓨터가 개별계산

을 수행한 것 또는 두 대의 컴퓨터가 분산계산을 하고,

나머지 한 대의 컴퓨터가 개별계산을 수행한 것의 결과

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산계산조합 계산면적분할 계산시간에 따른 비

[A],[B],[C] 등분3 1.02

A+B, [C] 등분2 1.02

A+C, [B] 등분2 1.11

B+C, [A] 등분2 1.00

A+B+C 전체면적 1.00

Table 3 Ratios according to combination

계산종류에 따른 결과 비교3.2

분산계산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면적을 분할하,

여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각 다른 지역을 동시에 계산할

경우와 한 대의 컴퓨터가 한 지역씩 순차적으로 계산했

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보고 네트워크 연결이 컴

퓨터 상호간의 계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계산시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앞서 선정한 계산지역을 추가 분할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계산시간을 비교한 결과 컴퓨터 한 대만을 이용. ,

해 순차적으로 개별계산을 했을 때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동시계산을 했을 경우 계산시간에 오차가 거의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인서버로의 접속을.

통한 네트워크 계산이 컴퓨터 계산 성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컴퓨터명 개별계산 동시계산

A 분1876 분1882

B 분3184 분3190

C 분1640 분1643

Table 5 Comparison between calculation types

결 론4.

소음지도 계산지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한 대의 컴퓨

터로 계산하는 것 보다 여러 대의 컴퓨터로 분산계산

하는 것이 계산속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계산면적을. , ,

분할한 후 각각의 컴퓨터로 다른 지역을 개별계산 하

는 것 또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을 유추해 낼 수 있

었다 분산계산 기능은 계. ( Distributed Computing)

산수행 이전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로딩하

는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분산계산

보다는 개별계산이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더 효과적인

계산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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