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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라 스 일의 용량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는 그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PC에서는 가시화

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자가 이 데이터에서 vortex와 같은 요한 정보를 뽑아서 가시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PC에서 가시화하기 어려운 거 용량의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를 고성능 

가시화 클러스터와 VTK를 이용해서 빠르게 가시화하고자 한다. 한 의 PC를 이용해서 가시화했을 

경우에 비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병렬처리를 했을 경우 약 20배의 성능 향상을 보 다.

1. 서론

 가시화는 복잡한 과학 상을 연구할 때 그 의미를 이해

하기 한 매우 요한 과정  하나이다. 다양한 과학 분

야에서 가시화 과정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는데, 유동 데이터 가시화 역시 여러 방

법들이 발표되고 있다[1,2]. 한편, 많은 종류의 유동 데이

터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는 최근 많은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분야이다. 로터 시뮬 이션은 헬리콥터나 풍력 

발 기 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요한 연구인데, 

그 거 한 크기로 인해 풍동이나 장에서 실제로 실험하

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최근 컴퓨  성능의 격한 발

으로 인해 로터 블 이드 실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

행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생성되는  

거 한 데이터를 빠르게 가시화하기 한 연구는 무하

다. 특히, 일반 으로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 자체는 매

우 거 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자가 이 데이터에서 

보고자 하는 정보는 체 데이터의 극히 일부일 뿐인데, 

이들 정보를 표출하는 작업은 체 가시화 시간의 부분

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한다. 특히 거

한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의 경우 일반 인 PC에서는 

체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데

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 어 작업해야 해서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테라바이트 단 의 거

용량 데이터를 고성능의 가시화 용 클러스터를 이용

해서 빠르게 가시화하고자 한다.

2. 테라 스 일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는 다  블

록(multi-block) 구조로 된 시변환(time-variant) 데이터로 

로터 블 이드와 그 주변 유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록은 구조화된 격자(structured grid)로 되어 있고 로터 

블 이드 데이터는 총 16개, 유동장 데이터는 총 200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각 격자에는 격자 좌표 정보와 함께 

여러 스칼라  벡터 정보가 장되었고, 데이터 타입은 

모두 배정도 부동소수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이다. 

블록 번호 블록 개수 크기 스텝 MBytes

홀수 8 1 X 79 X 81 98 96.59

짝수 8 1 X 79 X 49 98 57.89

합계 16 - 98 154.47

<표 1> 블 이드 데이터 크기 정보

블록 번호 블록 개수 크기 스텝 GBytes

타입 1 32 4 X 381 X 381 98 169.59

타입 2 152 5 X 381 X 381 98 1006.9

타입 3 16 49 X 103 X 81 98 59.7

합계 200 - 98 1236.19

<표 2> 유동장 데이터 크기 정보

 

3. VTK를 이용한 가시화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는 그 특성상 로터 블 이드가 회

하면서 생기는 wake가 다른 블 이드들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악해서 최 한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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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하다. , 블 이드가 회 하면서 생기는 각종 힘에 

견딜 수 있는지를 단하는 것도 요하다. 이를 단하기 

해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에서 반드시 표출해야하는 데

이터는 다음과 같다.

 1. 블 이드 데이터에서의 Pressure 분포

 2. 유동장 데이터에서의 vorticity iso-surface

 3. 유동장 데이터에서의 vortex 역

 4. 유동장 데이터에서의 cutting plane

 체 데이터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필터링

(filtering)이라고 하는데, VTK[3]는 이러한 필터링을 용이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 러리다. 본 논문에서는 

VTK를 이용해서 에서 설명한 데이터를 표출하도록 했다. 

2장에서 설명한 유동장 데이터 정보를 보면 vorticity 정보는 

장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로드를 

하고 바로 vorticity 정보를 계산하도록 했다. velocity 벡터를 

(u, v, w)라고 할 때 vorticity 값은 다음과 같다.

  






 






 


 이를 해 각 격자에서의 velocity 벡터에 한 편미분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는 vtkCell 클래스의 Derivativ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vortex 역을 표출하

는 것 역시 매우 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4]에서 사용한 

Q-Criteria 방법을 사용했다. Q-Criteria는 체 유동장에

서 vorticity가 strain보다 큰 부분을 vortex라고 정의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 값 역시 vorticity를 계산할 때 Derivative() 함수를 이

용해서 함께 계산할 수 있다.

  한편, cutting plane 역시 체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만

을 강조해서 자세히 보고자 할 때 필요한 요한 가시화 

알고리즘이다. Cutting plane이란 데이터를 임의의 plane으

로 자른 뒤 그 plane이 치한 좌표의 데이터 값을 plane

에 입히는 것이다. VTK에서는 vtkCutter  클래스를 사용해

서 데이터를 자르는 것이 가능하다. vtkCutter는 기본 으

로 vtkImplicitFunction을 cutting function으로 사용하는

데, cutting function으로 vtkPlane을 입력하면 cutting 

plane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cutting plane은 plane 상

의 스칼라 값을 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plane 에서

의 contour line을 표출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Iso-surface가 3차원 데이터에서 같은 값을 갖는 면을 찾

는 반면, contour line은 2차원 데이터에서 같은 값을 가지

는 선을 찾는 것이다. 에서 설명한 cutting plane 결과는 

vtkPolyData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다시 

vtkContourFilter를 용하면 contour line이 생성되게 된

다. Contour line은 cutting plane된 결과에 추가 인 

contour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cutting 

plane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림 1) Contour line 결과 

4. 가시화 병렬화

4.1. 데이터 필터링 병렬화

 2장에서 설명했듯이 본 논문에서 가시화하고자 하는 데이

터는 1.2TB의 크기를 가지는 거 용량 데이터이다. 이 데

이터는 한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리기는 무 크기 때문에 

컴퓨터 한 에서 가시화하기 해서는 out-of-core 방법

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데

이터 크기가 무 커서 I/O에 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다. ,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린 뒤에도 처리해야 하는 데

이터 크기가 무 크기 때문에 한 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16 코어로는 데이터 처리 시간이 무 오래 걸

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여러 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장한 뒤 각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를 합치는 방법으로 데이터 가시화를 병렬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가시화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총 98 스텝의 

시변환(time-varying) 데이터이다. 3장에서 설명한 가시화 

방법들은 모두 한 타임스텝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인  

타임스텝들 간에 정보의 교환이 필요 없다. 한, 한 타임

스텝을 구성하는 각 데이터 블록들도 역시 인  블록과 통

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가시화가 끝나고 난 뒤 각 컴퓨터

에 장된 가시화 결과를 하나도 합치는데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타임스텝이 서로 다른 컴퓨터에 분산

되지 않도록 타임스텝별로 데이터를 나 어 장하면 가시

화 결과를 합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 할 경우 한 타임스텝에 한 

가시화 작업이 병렬화되지 못하여 로드(load)가 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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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타입스텝을 여러 컴퓨터에 히 나 되, 무 잘게 나뉘

지 않게 해서 성능을 최 화하고자 했다.

  각 컴퓨  노드에서의 계산 결과는 MPI를 이용해서 합

칠 수 있다. MPI의 collective communication  하나인 

MPI_Gather()를 이용하면 0번 rank인 마스터 노드로 계산 

결과를 송할 수 있다. MPI는 일반 인 char, int, float, 

double 등의 배열이나 유 가 정의한 struct의 송을 지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VTK를 이용해서 가시화를 진

행하고, 각 가시화 결과는 모두 vtkPolyData 타입의 클래

스라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tkPolyData

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각 정보들을 인코딩해서 송하고 

다시 디코딩하도록 했다. vtkPolyData를 생성하는데 필요

한 정보들은 표3과 같은데, 여기서 각 배열의 크기는 헤더

에 장하고 각 배열들은 순서 로 unsigned char로 변환

해서 장했다. 디코딩은 물론 인코딩을 거꾸로 따라 하면 

된다. vtkPolyData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간단한 압

축 알고리즘을 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 구 한 

클러스터 시스템의 내부 네트워크가 매우 빨라서 이는 구

하지 않았다.

내용 데이터 타입

point 개수 int

point 배열 double

vertex 개수 int

vertex 배열 double

line 개수 int

line 배열 double

polygon 개수 int

polygon 배열 double

strip 개수 int

strip 배열 double

attribute 개수 int

attribute 타입 unsigned char

attribute 배열 double

attribute 배열의 속성 unsigned char

<표 3> vtkPolyData 생성을 해 필요한 정보

4.2. Transfer Function 계산

 Transfer function이란 데이터의 각 수치 값을 특정 색깔

로 변환하는 함수를 말한다. 를 들면 데이터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할 때 0에 가까울수록 란색, 1에 가까

울수록 빨간색, 간 값인 0.5에 가까울수록 록색이 되도

록 할 수 있는데, 이 게 수치 값을 특정 색깔로 변환하도

록 하는 함수이다. 일반 으로 데이터 값들의 분포가 선형

(linear)일 경우에는 transfer function도 선형으로 생성하면 

되지만 부분 그 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데이터 값의 분

포가 로그 함수 는 지수 함수일 경우에는 transfer 

function 역시 이들 함수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즉, 데이

터 값의 분포를 알아야 여기에 맞는 transfer function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에 최 화된 transfer 

function은 데이터 값을 모두 정렬한 뒤 최소값부터 최

값까지 최 한 조 하게 샘 링해서 선형으로 transfer 

function을 용하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가시화하고

자 하는 데이터는 테라 스 일의 거 용량 데이터로 정렬

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상 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히스토그램

(histogram)을 생성한 뒤 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transfer 

function을 생성하고자 했다. 

5.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가시화하고자 하는 테라 스 일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의 한 스텝 크기는 약 12.64GB이다. 이정도 

크기의 데이터는 최근의 고성능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에

서 메모리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체 데

이터  90스텝을 90개의 컴퓨  노드에 각각 로드한 뒤 

가시화한 경우와 체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한 뒤 가

시화한 경우의 성능을 비교했다. , 한 타임 스텝만을 가

시화하는 경우와 여러 타임 스텝을 애니메이션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실험을 한 컴퓨  환경은 표 4와 같다.

총 노드 수 90

노드 당 CPU 코어 4 (Xeon X5450 3.0GHz)

총 CPU 코어 수 360

노드 당 메모리 용량 32GB

총 메모리 용량 2880GB

<표 4> 실험 환경

  실험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타임 스텝

만을 가시화하는 경우에는 한 타임 스텝을 체 컴퓨  노

드에 분산한 경우가 가장 빨랐지만 체 타임 스텝을 애니

메이션한 경우는 타임 스텝을 분산하지 않고 한 컴퓨  노

드에 집 한 경우가 빨랐다. 이는 한 컴퓨  노드가 한 타

임스텝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컴퓨  노드가 생성한 가

시화 결과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 필요없이 최종 결과만 

송하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른 두 경우는 모

두 한 임의 가시화가 종료될 때마다 MPI_Gather()를 

통해 마스터 노드로 부분 결과를 송한 뒤 마스터 노드에

서 합치는 과정을 필요로 했는데 이 과정은 체 컴퓨  

노드들의 동기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 성능을 하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체 타임스텝을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만을 가시화하는 경우에는 여

러 노드에 한 타임 스텝을 분산하는 경우가 약 20배 빨랐

다. 90배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20배 밖에 빨라지지 않은 

것은 각 노드에 계산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체 데이터 블록은 200개 인데 가시화 

노드는 90개 기 때문에 노드마다 가시화하는 블록의 개수

가 2개 는 3개로 다르게 되어 계산량이 불균등하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  할당 방식이 아닌 동  할당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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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so-surface 결과 (타임스텝 1)

 

(그림 3) Iso-surface 결과 (타임스텝 5)

 

(그림 4) Iso-surface와 contour line 결과

  

(그림 5) Iso-surface 결과 (타임스텝 7, top view)

타임스텝 당 노드 수 1 16 90

노드 당 타임스텝 수 1 12∼13 2∼3

가

시

화

시

간

단일 

타임

스텝

Iso-surface 20.46 2.3 0.9

Cutting plane 20.24 2.38 1.55

Contour line 21.69 2.7 1.83

체

타임

스텝

Iso-surface 25.21 32.24 54.98

Cutting plane 26.04 38.91 60.01

Contour line 29.26 40.14 62.32

<표 5> 실험 결과 (단 : sec)

  그림 2∼5는 최종 가시화 결과이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테라 스 일의 용량 데이터를 여러 컴

퓨  노드로 구성된 고성능 클러스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가시화했다. 한 의 컴퓨터로는 처리하기 어

려운 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장한 뒤 병렬로 가시화하도록 했고 약 20배 빠른 속도를 

보 다. 데이터 처리 작업이 각 노드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렬화 효율이 그리 높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배분된 데이터 블록의 개수도 완 히 같지는 못했지

만 각 데이터 블록 마다 크기나 포함한 변수의 내용이 다

르기 때문에 가시화 작업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이 

더욱 큰 문제로 단된다. 즉,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데이

터 블록의 개수도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지만 균등하게 

분배되었더라도 실제 가시화 작업량은 균등하지 못했을 것

이다. 실제 작업량은 가시화하고자 하는 작업 내용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구 한 정  배분 방법

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서 향

후에는 동  배분 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겠다. 한 병

렬로 가시화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를 master 노드로 합치

는 과정에서 작업이 직렬화(serialize)되는데 이 작업도 병

렬화 효율을 떨어트리는 요소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노드에서 마스터 노드로 한 번에 송한 뒤 마스터 

노드에서만 데이터를 합쳤는데 향후에는 binary-swap 기

법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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