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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슈퍼 컴퓨터 시스템의 가용 계산 자원이 증가하면서 시뮬레이션 대상의 길이와 시뮬레이션 시간의 
스케일을 확장할 수 있는 멀티스케일 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자 
동역학과 전산 유체 역학을 결합하는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대상으로 두 분야의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조합한 프로토타입의 개발 과정과 고려 사항을 소개한다. 

 

1. 서론 

슈퍼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계산 자원의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각 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여러 
계산 과학 분야의 모델링 방법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시뮬레이션 대상의 길이와 시뮬레이션 시간의 스케일을 
확장할 수 있는 멀티스케일 모델링(Multi-Scale Model-
ing)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자 동역학

(Molecular Dynamics)과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결합하는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분자 동역학 분야의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인 LAMMPS(Large-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와 오프 소스 기반의 전산 유체 역학용 
프로그램인 NaSt3DGP(A Parallel 3D Flow Solver)를 
결합하여 하나의 시뮬레이션 패키지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두 분야의 문제에 대한 선택적인 시뮬

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과 두 계산 과학 
분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프로토

타입의 개발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소개한다. 4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의 실행 결과를,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의 제약 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멀티스케일 모델링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여러 물리적인 현상을 직접적인 실험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은 현재 거의 모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표 1> 분야별 시뮬레이션 방법 및 특징 
 

방법론 길이
(meter) 

시간 
(sec) 

양자 모델링 밀도 범함수론(DFT) 
분자 궤도함수 방법 

10-10 ~ 10-8 10-16 ~ 10-12

원자 모델링 분자 동역학 (MD) 
몬테칼로 (MC) 

10-9 ~ 10-6 10-13 ~ 10-10

연속체  
모델링 

유한요소법(FEM) 
유한차등법(FDM) 
유한체적법(FVM) 

≥ 10-6 ≥ 10-10 

 
활용되고 있으며 이론적인 모델링과 실험 결과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방법과 
그 특징을 보여준다 [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슈퍼 컴퓨터 시스템의 대규모 
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산 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멀티스케일 모델링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표 1과 같이 서로 다른 시간과 
거리 스케일을 갖는 서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결합하여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수행하면서도 
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 

그림 1은 멀티스케일 모델링의 개념을 보여준다. 
우선, 분자 동역학 같은 작은 스케일의 문제들을 
다루는 모델링 기법 관점에서 멀티스케일 모델링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분자 동역학 
프로그램의 경우 104개 정도의 입자를 다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시뮬레이션 대상의 크기에 대한 
제약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대상이 큰 경우, 
분자 동역학 단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물리 현상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진동 운동은 10-12초(피코 초)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 동역학에서는 보통 10-15초(펨토 초)의 시간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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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방법       (b) 멀티스케일 모델링 

(그림 1) 멀티스케일 모델링의 개념도 

 
사용해야 한다. 이는 10-6초(마이크로 초) 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경우 109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은 대부분 밀리 
초에서 수시간에 이르는 시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분자 동역학만으로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a)와 같은 하나의 문제 영역을 분자 동역학 
기법만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b)처럼 전산 유체 역학과 같은 
좀더 큰 시공간 스케일을 다루는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큰 스케일의 문제를 다루는 연속체 
모델링 측면에서 멀티스케일 모델링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단일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시뮬레이션 영역을 한가지 방법만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계산 자원과 
계산 시간의 제약으로 풀고자 하는 지배 방정식의 
일부 항을 대략적인 상수 값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그림 1(b)과 같이 멀티스케일 
모델링에서는 시뮬레이션 영역별로 적합한 모델링 
방법을 정하고, (2)와 같은 중첩 영역을 유지 한다. 이와 
같은 중첩 영역을 계산하는 경우, 기존 단일 모델링 
기법에서 사용하던 대략적인 상수 값 대신, 함께 
사용된 모델링 기법의 도움을 받아 매번 정확하게 
계산된 값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분자 동역학 

분자 동역학은 물질의 분자들 간의 존재하는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분자들의 운동을 연구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개략적인 절차는 
우선,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구성하는 N개의 
입자들에 대한 운동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여 각 입자

들의 속도와 위치들을 구한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물질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을 파악하게 된다. 초기에는 적은 수의 입자들만 
계산이 가능하였으나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입자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분자동역학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들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MMPS는 미국 샌디아 
연구소에서 개발된 오픈 소스 기반의 분자 동역학 

패키지로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MPI를 사용하여 
병렬처리를 지원한다. 공간적인(spatial) 작업 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수 만개의 프로세서까지 활용이 가능

하다 [4,5]. 
 
2.3 전산 유체 역학 

전산 유체 역학(CFD)은 유체의 유동 문제를 푸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체나 
기체등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체 
현상을  표현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나비에-
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을 이산화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이 용이한 형태로 바꾸어 유동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 [2]. 

NaSt3DGP는 비압축성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MPI를 이용한 병렬화를 
지원한다. LAMMPS와 마찬가지로 C++ 언어로 개발 
되었으며 , 유한차등법(Finite Difference Method)를  
이용하여 이산화를 수행한다 [6]. 

 
 

3. LAMMPS 기반 프로토타입 구현 

작업 스케쥴러(Job Scheduler)가 복수개의 작업을 그룹

으로 묶어서 스케쥴링하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경우, Loosely-coupled 방식과 유사하게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다 [7]. 즉, 하나의 그룹에 할당된 
계산 자원에서 두 종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서로 필요한 값들을 주고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이 기존의 두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스케쥴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의 작업 스케쥴러에 
대한 수정이나 교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케쥴러에 대한 수정없이 실행이 가능하도록 두 
프로그램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3.1 기본 구조 

LAMMPS를 단일 프로그램의 형태로 타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LAMMPS를 
라이브러리(liblammps.a)로 생성하고 상위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CFD 프로그램 
즉, NaSt3DGP가 상위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NaSt3DGP가 LAMMPS의 
일부 기능으로 포함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LAMMPS의 fix 형태로 수정되어 추가 될 
수 있다. 이미 제3자가 기존 LAMMPS의 기능을 수정

하거나 추가할 때 fix 구조를 활용하는 점과 두 프로

그램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 2와 같이 
NaSt3DGP를 fix 형태로 LAMMPS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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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AMMPS 기반 프로토타입의 기본 구조 

 
A. 초기화 

 원자에 대한 정의전에 초기화가 필요한 항목 

 역장(Force Field) 정의 

 

B. 원자 정의 

 각 원자들의 위치 및 초기 값 설정(방법) 

 

C. 시뮬레이션 설정 

 역장 계수, 시뮬레이션 파라메터, 출력 방법 

 fix들: 기존 계산 방법에 대한 변형 설정 

 

D. 시뮬레이션 실행 

 수행횟수(시뮬레이션 스텝) 
(그림 3) LAMMPS 용 입력 파일 구조 

 
NaSt3DGP 의 실행 명령 예: 

mpirun –np 4 ./navcalcmpi –b ./in.bin –p3 
 

LAMMPS 용 입력 파일에서의 fix_nast3 예: 
fix 7 all nast3 –b ./in.bin –p3 

 

(그림 4) NaSt3DGP 와 fix_nast3 의 실행 방법 비교: 

밑줄 친 부분이 입력 매개 변수 

 
3.2 fix_nast3 

LAMMPS의 fix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 LAMMPS의 
실행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AMMPS는 작업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입력 파일을 차례대로 파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입력 파일은 그림 
3과 같은 구조로 기술된다. 

이와 같이 fix는 이미 정의된 계산 방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에 사용된다. 이후 시뮬레이션이 실행될 때 
기존에 정의된 계산 방법들을 참조하여 해당 스텝 만큼 
반복 수행된다. 내부적으로는 fix 커맨드가 파싱되는 
시점에 그림 2와 같이 실제 실행 루틴이 fix의 특징에 
따라 미리 준비된 fix 테이블들 중에서 적합한 테이블에 
등록되고 시뮬레이션 수행 시 참조된다. 

이러한 fix 규칙에 맞게 수정된 NaSt3DGP(fix_nast3)는 
LAMMPS에서 생성된 MPI Communicator를 그대로 
사용하여 병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림 4와 같이 
NaSt3DGP에서 사용하던 입력 매개 변수 또한 그대로 
호환되도록 하였다. 
 

   
 

  
(그림 5) Lid-driven cavity 결과: t=2 와 t=250 에서의 p 

 
 

4. 실험 결과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현재 프로토타입은 평소에는 
LAMMPS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지만 fix_nast3가 선언된 
경우에는 NaSt3DGP 루틴을 실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CFD 예제를 기존의 NaSt3DGP와 fix_nast3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에서 각각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Linux 시스템에서 4개의 프로세스를 사용

하여 Lid-Driven Cavity 예제를 수행하였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의 논리적인 시간(t)이 2초와 250초인 경우의 
압력장을 보여 주는 그림으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동일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는 각 테스트의 실제 수행 시간과 NaSt3DGP를 
기준으로 한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NaSt3DGP를 fix
구조로 수정하면서 일부 인터페이스가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계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LAMMPS루틴에서 발생되는 오버헤드 
이외에 CFD 계산 과정에서의 성능 저하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행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LAMMPS루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오버헤드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각 테스트의 수행 시간 및 오버헤드 

 t = 2 t = 250 

NaSt3DGP  (sec) 8.99 390.56 

fix_nast3   (sec) 9.55 392.66 

overhead    (%) 6.2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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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분자 동역학과 전산 유체 역학을 조합하는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LAMMPS기반의 fix_ 
nast3를 구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두분야의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프로토타입이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되어야 할 기능이 
많이 남아있다. 즉, 두 분야의 계산이 중첩되어 적용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의 수정, 두 계산 
루틴간의 데이터 교환 기능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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