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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 코어 시스템의 보 으로 일반 시스템에서도 로그램의 병렬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 코어를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에서 분자 동역학 코드인 LAMMPS를 상으로 병렬 수행 성능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효과 인 실행 조건을 살펴보았다. LAMMPS의 구조 인 특징과 공간 분할 방식의 

사용으로 인하여 단일 시스템에서도 메시지 달 방식에 의한 병렬 수행이 보다 효율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하드웨어 시스템 기술의 발달로 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이 

멀티 코어 기반의 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집 도 

한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스템에서도 병렬성을 

요구하는 로그램들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멀티 코어 시스템

에서 분자 동역학 시뮬 이션 코드인 LAMMPS의 병렬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 다. LAMMPS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뮬 이션을 MPI와 OpenMP를 활용하는 형태로 

수행하여 멀티 코어 환경에서 어떤 병렬 효율성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 다.    

2. 분자 동역학 시뮬 이션과 LAMMPS

분자 동역학은 고체,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분자들의 운동을 분석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Hard Sphere 

System 연구를 하여 1950년 에 Alder와 Wainwright에 

의해 고안되어, 기에는 은 수의 입자들만 계산이 가능

하 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입자에 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여러 분야의 

시뮬 이션에 활용되고 있다[1].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의 상이 되는 물질을 구성

하는 N개의 입자들에 한 운동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여 

각 입자들의 속도와 치들을 구한다. 이 과정을 반복 수행

하여 최종 으로 해당 물질의 여러 가지 물리 인 성질을 

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자 동역학을 한 시뮬 이션 소 트웨어

들 ,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LAMMPS(Large-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는 1990

년  반 규모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병렬화된 분자

동역학 코드를 목표로 미국 샌디아 연구소와 로 스 리버모어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오  소스 기반의 분자 

동역학 패키지로 재는 샌디아 연구소가 주도 으로 개발

하고 있다[2,3].

   원자, 고분자, 생물학, 속, 알갱이  coarse-grained 

system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기에는 FORTRAN으로 

개발되었으나 재는 객체 지향 언어인 C++ 언어로 작성

되어 MPI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지원한다. 공간 인

(spatial) 작업 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수 만개의 로세서

까지 활용이 가능하다[2,3].

   그림 1은 LAMMPS의 기본 구조를 보여 다. MPI를 

이용한 병렬 로세스들에 한 기화 후, LAMMPS 객체가 

생성되며, 일 입력 처리 루틴을 통해 LAMMPS용 입력 

스크립트를 읽어 환경 설정을 하고 계산 방법을 결정한 뒤, 

시뮬 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main

MPI_Init

lammps 객체 생성

lammps->input->file();

lammps 객체 제거

MPI_Finalize

(그림 1) LAMMPS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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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코어 시스템에서의 LAMMPS 성능 측정

실험을 하여 두 종류의 멀티 코어 시스템을 사용하 다. 

표 1은 시스템들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주며 표 2는 두 

시스템에 공통 으로 사용된 소 트웨어 구성을 기술하고 

있다.

System I System II

CPU
Intel Core i7-960 

3.2GHz

Intel Xeon X5650

2.67GHz

no. of CPUs 1 2

no. of
cores/CPU

4
(quad-core)

6
(hexa-core)

no. of
cores/node 4 12

memory 24 GB 24 GB

<표 1> 하드웨어 구성

OS CentOS 6.3 (linux 2.6.32)

Compiler Intel Compiler 13.0 (icc, icpc, ifort)

MPI MPICH2 1.4.1p1

LAMMPS lammps-3Feb13

FFT fftw-2.1.5

<표 2> 소 트웨어 구성

   LAMMPS 시뮬 이션은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입력 

스크립트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계산 방법론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7 종류의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한 LAMMPS 시뮬 이션의 실행 시간을 결정

하는 2가지 요소는 문제의 크기와 시뮬 이션 시간(스텝)

이다. 즉 얼마나 많은 입자를 얼마나 오랜 시뮬 이션 스텝 

만큼 계산을 반복하는가에 따라 시뮬 이션 실행 시간이 

달라진다. 이러한 시뮬 이션 특징을 고려하여 은 입자

들을 오래 찰하는 경우(Test I)와 상 으로 많은 입자

들을 짧게 시간 동안 찰하는 경우(Test II)로 나 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시뮬 이션 내용
Test I Test II

입자수
시뮬 이
션 스텝

입자수
시뮬 이
션 스텝

colloid
용액과 콜로이드 
입자를  MD로 해석

900 100000 14400 10000

crack 고체의 균열 해석 2071 100000 32281 10000

flow(c) Couette 유동 해석 420 100000 6480 10000

flow(p) Poiseuille 유동 해석 420 100000 6480 10000

indent 고체의 패임 상 해석 420 100000 6720 10000

nemd 불균형 MD 해석 160 100000 2560 10000

srd
용액과 콜로이드 입자를 
SRD와 MD로 해석

14716 100000 92013 10000

<표 3> 성능 측정에 사용된 시뮬 이션 구성 

   MPI와 OpenMP를 사용하는 LAMMPS를 이용하여 

실험하 으며 각 시스템이 하이퍼쓰 딩을 지원하므로 

물리 인 코어 수의 두 배보다 많은 수까지 병렬 확장성을 

확인하 다.

(a) System I, MPI 이용

(b) System I, OpenMP 이용

(c) System II, MPI 이용

(d) System II, OpenMP 이용
(그림 2) Test I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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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I, MPI 이용

(b) System I, OpenMP 이용

(c) System II, MPI 이용

(d) System II, OpenMP 이용
(그림 3) Test II의 결과

4. 실험 결과 분석

모든 실험에서 단일 노드내에서의 병렬 수행임에도 MPI를 사용

하는 경우의 성능이 OpenMP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MMPS가 각 시뮬 이션의 상인 각 입자들을 분할하여 병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 이션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OpenMP 방식이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4]. 한 LAMMPS가 

기본 으로 메세지 달 방식의 병렬 로그래  기법을 

감안하여 설계되어 있어서 루  벨 병렬화를 주로 고려한 

LAMMPS용 OpenMP 패 지가 성능을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모든 실험에서 

OpenMP를 이용한 경우, MPI를 이용했을 때 보다 하회하는 

성능을 보 고 특히 OpenMP 버 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SRD 시뮬 이션이 OpenMP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하되는 결과만을 보 다.

   Test I의 경우, 두 시스템 모두 물리 인 코어 수와 

비슷한 숫자의 로세스( 는 쓰 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문제의 크기가 큰 Test II의 

경우, 좀 더 많은 로세스 수까지 병렬성이 증가되거나 

성능 개선 정도가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멀티 코어를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에서 분자 동역학 코드인 

LAMMPS의 성능을 분석하 다. 일반 으로 단일 시스템

에서는 메세지 달 방식을 이용하는 MPI보다 OpenMP가 

보다 합한 병렬 수행 환경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LAMMPS의 경우, 그 구조 인 특징으로 인하여 MPI를 

이용하는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일 시스템만 사용하여 노드간 통신이 무하므로 

MPI가 갖는 단 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멀티 코어 노드를 사용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의 

경우, 모든 코어들이 M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드간 통신 

오버헤드가 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 인 OpenMP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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