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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분할기법을 이용한 포화 다공질매체의 혼합유한요소해석

The Mixed Finite Element Analysis for Porous Media

using Domain Decompo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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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포화된 다공질매체의 수치해석에서는 일반 으로 고체 역과 유체 역을 동시에 고려한 혼합유한요소해석(Mixed 

Finite Element Analysis)이 쓰인다. 여기서 고체 역과 유체 역에서의 변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직 법(Direct Method) 

는 반복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구성물질의 상이한 물리  특성 때문에 수치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부분 스태거드 방법(Staggered method)이 제안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안정성을 높인 스태거드 방법에서 역 

분할기법  하나인 FETI(Finite Element Tearing and Interconnecting)기법을 고체 역에 목시켜 수치효율성을 증 시

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고체 역에서 라그랑지 승수와 Conjugated Gradient Method를 이용해 역 분할이 진행되고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수치 효율성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다공질매체, 스태거드 방법, 역 분할기법, 혼합유한요소 

Abstract

The mixed finite element analysis is the most widely used method for saturated porous media. Generally, in this method, direct 

method and iterative method are proposed to obtain unknown variable, however, the iterative method is recommended because the 

method provide numerical stability and accuracy under the material properties for solid and fluid are different. In this paper, we 

introduce staggered method which has strong numerical stability, and FETI(Finite Element Tearing and Interconnecting) which is 

one of decomposition methods are applied into the method in order to obtain numerical efficiency. In which, Lagrange Multipliers 

and conjugated gradient method to solve decomposed domain are proposed, and then,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numerical 

efficiency by point to point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library. 

Keywords : porous media, staggered method, decomposition method, mixed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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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질매체는 고체, 액체, 기체등과 같은 구성 물질로 이

루어져 있는 다상의 재료이다. 그래서 그 구성 물질들은 서

로 다른 물리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인 고체이론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공질매체의 이론식은 

1941년 Biot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는 앞서 연구된 

Terzaghi(1925)의 지반압 이론을 연속체 역학  개념을 

도입한 Poroelasticity 이론을 통하여 3차원 지배방정식을 

제안하 다. Biot이 제안한 이론은 재까지 포화된 다공질

매체 해석에 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1차원 해석에서는 

Terzaghi가 제안한 압 이론 정해와 거의 일치한다.

지배방정식을 이용한 Biot의 수치해석 모델은 고체와 유체

의 거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 리드 요소를 사

용한 유한요소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Zienkiewicz 등

(1980)은 변 , 간극수압의 거동을 한 지배방정식을 정식화

하고 혼합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압 해석에 용하여 왔다. 

그 후, Borja(1986), Voyiadjis와 Abu-Farsakh(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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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등(2005a; 2005b; 2005c)에 의해 혼합유한요소해

석은 그 범 가 지반역학 분야에서 고체역학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유한요소 해석방법에는 선형방정식을 해

석함에 있어서 직 법(Direct Method 는 Monolithic)의 

사용은 다공질매체 내에서의 고체 역과 액체 역의 형상함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역에서의 연속성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혼합유한요소해

석에서는 방정식에서 요구되는 차수에 맞는 하이 리드 요소

를 사용하 다. 그러나 다공질매체 내에서 고체가 비 압축이고 

유체의 흐름이 매우 느리다고 가정(비 투과성)한다면 해석진

행에 있어서 요소 잠김(Element Locking) 상이 발생하며 

하이 리드 요소 차수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단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서는 요소가 Patch Test를 통과 

하거나 Baduska-Brezzi Condition(Baduska 1978; 

Zienkiewicz 등, 2000) 이 만족되어야 한다. 직 법에서 나

타나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스태거드 방법이 제

안되었다. 최근 Park and Tak(2010)은 동차수 요소와 스태

거드 방법을 사용한 비 압축, 비 투과성 포화 다공질매체를 해

석하 는데, 1차원 압 이론과 2차원 압 이론에 의한 결과에 

매우 근 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에서는 스태거

드 방법에 하나이상의 반복계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효

율성 하가 발생하게 된다. 유한요소해석에서의 수치  효율

성을 하여 이 성 등(2009)은 역 분할기법을 도입하여 해

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rk and Tak(2010)이 제안

한 비 압축, 비 투과성 포화 다공질매체 해석 기법에 수치  효

율성을 한 역 분할기법  하나인 FETI 기법 목방법이 

제안된다.

Farhat(1991)에 의해 처음 소개된 FETI 기법은 병렬 해

석을 하기 한 효과 인 역 분할기법이다. 주어지는 공간상

의 도메인은 겹쳐지지 않는 여러 개의 하  도메인으로 나 어

지고 기본 인 하  도메인의 해석은 직 법 는 반복법을 통

해 이루어진다. 하  도메인끼리의 연속성은 하  도메인 사이

에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s)를 통하여 해석된

다. 여기서, 라그랑지 승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

은 PCPG(Preconditioned Conjugate Projected Gradient) 

알고리즘이다. 

지 까지의 다공질매체 해석 연구에서는 역 분할기법의 

목이 미비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태거드 방법과 FETI 

기법의 목을 통하여 포화된 다공질매체 해석이 진행되며 

리 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MPI  통신을 통한 제안

된 방법의 수치효율성이 검증된다.

2. 지배방정식

다공질매체의 지배 방정식은 Biot(1941)에 의해 처음 유

도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의 흐름을 한 질량평형방정

식(Mass Balance Equation)과 변형을 한 운동량평형방

정식(Momentum Balance Equation)으로 나타내며 유체

의 흐름과 고체 역은 거시  에서 선형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2.1 질량평형방정식

포화된 다공질매체 내에서 액체 역의 질량평형방정식을 

유도할 경우 고체 역을 기 으로 액체입자의 움직임을 상

속도개념으로 표 한다. 포화된 다공질매체 내에서의 유체입

자 움직임만을 고려하고 유체의 연속방정식을 용하여 나타

내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  

여기서, 첨자 s와 f는 각각 고체와 유체를 나타내고 는 

재좌표, 는 시간, 은 간극률, 그리고 는 유체입

자의 도, 는 고체 역에 한 액체입자의 상 속

도, 는 고체입자의 속도를 나타낸다. 의 식 (1)은 

유체 역만 고려된 포화 다공질매체의 질량평형방정식이다. 

한편 고체 역의 연속방정식은 식 (2)와 같이 결정 되어진다.




∇∙   (2)

여기서, 첨자 s는 고체 역, D는 물질시간도함수, 그리고 

는 고체 역의 도이다.

식 (1)에 식 (2)를 입하면 포화 다공질매체 체 역의 

지배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지배방정식에서 고체와 유체 

도의 물질시간도함수(material time derivative), 구성방

정식을 입하여 나타내면 식 (3), 식 (4)와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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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Biot 상수(1957)이고, 는 고체 역의 

압력, 는 온도확장계수, 는 고체입자의 체  탄성률, 

는 온도, 는 유체입자의 체  탄성률이다. 

그리고 완 히 포화된 다공질매체의 경우, 고체와 유체입

자의 상 속도를 Darcy 법칙에 용하여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 (5)





∇∙




∇  

여기서, 는 투수텐서이고, 는 동 성계수, 는 

력 벡터이다.

2.2 운동량평형방정식

다공질매체에 한 운동량평형방정식은 고체, 액체 역을 

포함하는  역에 하여 표 된다. 포화 다공질매체가 연

속체로 가정 될 경우, 연속체의 평형방정식은 아래의 식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여기서, 는  응력 텐서, 는  역 도, 그

리고 는 체 력 벡터이다.  응력 텐서를 Cauchy 응

력 텐서″ 와 간극 수압 와의 계로 나타내어 

주면 식 (6)은 포화 다공질매체의 운동량평형방정식으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2.3 기조건, 경계조건

고체와 액체의 체 역에 한 기조건은 식 (8)과 같

이 정의된다.

  
 (8)

  


여기서, 는 변 벡터이고, 
와 

는 기변 벡

터와 기간극수압이다. 는 기좌표를 나타낸다.

포화 다공질매체에서 고체와 액체 역의 경계조건은 Dirichlet 

조건과 Neumann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Dirichlet 조건

 

 (9)

 



Neumann 조건

∙  (10)





∇∙




의 식에서 은 노멀(normal)벡터, 는 경계(trac-

tion)벡터, 는 유체에 한 mass flux를 나타낸다.

에서 소개된 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weak 

form 형태로 변환하고 행렬 형태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11)


 

  (12)

여기서, 덜트(~)는 근사치 변수이고, 는 강성행렬, 는 

투과행렬, 는 압축행렬, 는 커 행렬을 나타낸다.

2.4 스태거드 방법(Staggered Method)

포화 다공질매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고려할 부분

은 수치  안정성이다. 본 논문에서 포화 다공질매체의 수치해

석은 거시  에서의 고체와 액체의 이동을 동시에 고려한 

혼합유한요소방법(Mixed Finite Element Method)이 사용

되고 동차선형요소가 용된다.

그러나 비압축, 비투과성 다공질매체의 경우 동차선형요소 

형상함수들이 같다면 식 (11)과 식 (12)가 조합된 식은 연

속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고체의 형상함수는 C0 연속이지

만 유체의 형상함수는 C-1 연속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  불

안정성을 내포한다. 

Park and Tak(2010)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스태거드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스태거드 방법

은 다 시간단계, 요소재배열단계를 반복단계를 통해 수치  

불안정성을 해결하 다. 

식 (12)와 식 (11)을 스태거드 방법으로 나타내기 해 변

와 간극수압으로 재배열하고 시간해석을 해 Belytsch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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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79)이 개발한 다 시간단계를 목하면 식 (13)과 식 

(14)로 나타낼 수 있다. 


   

  
  (13)


  




∆










(14)

 
 ∆




 

∆


   

여기서, 는 변 , 는 간극수압, ∆ ∆는 각각 변

와 간극수압의 시간 증가량을 나타낸다. 

식 (13)과 식 (14)는 수치  안정성을 만족하지만 역마

다 다른 시간간격이 용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 값들을 

얻는다. 즉 시간에 따른 변 와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차

이는 동시간 간격 해석과 다른 결과 값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요소재배열과 반복단계를 통하여 결과 값의 정확성을 높

여야 한다. 임의의 mesh 좌표를 라고 가정하면 재배열된 

요소의 변 는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15)

여기서, 아래첨자 는 반복계산 횟수로 정의 된다.

가정한 임의의 좌표 는 공간좌표 x와 같고 평형조건을 

만족하기 해 반복계산 단계를 표 하면 식 (14)는 최종 으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6)

  
 ∆


 


 


 


 


 

∆


 
 

3. FETI 기법

FETI 기법은 Farhat(1991)의해 제안된 역 분할기법으로 

이산화된 미분방정식을 풀기 해 개발되었다. 기존의 역 분

할기법에서는 역의 경계에서의 연속성을 직 으로 구 하

지만 FETI 기법에서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

를 용하여 간 으로 풀고 있다. 다음은 고체에 한 FETI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3.1 FETI 기법

역 에서 힘의 평형방정식은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여기서, 는 강성행렬, 는 변  벡터 그리고 는 외력 벡

터이다.

체 역 의 평형방정식 (17)은 분할된 각각의 하 도

메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 도메인 평형방정식의 합은 경

계면에서 변 는 같아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라그랑지 승수

를 사용한 평형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8)

여기서, 첨자 는 치행렬, 는 라그랑지 승수 그리고 

는 Boolean 행렬로 역사이의 합조건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체의 도메인을 여러 개의 하 도메인으로 나

고 그  경계조건이 없는 경우 floating 도메인이 발생하

게 되는데 특이강성행렬(singular stiffness matrix) 성질

을 갖는다. 그러므로 경계조건이 있는 역과 경계조건이 없

는 역을 변 에 해 나 어 정리하면 각각 식 (19), 식 

(20)과 같다.

 
 

  


 (19)

 


  


  (20)

여기서, 


는 pseudo-inverse 행렬, 은 행렬의 null 

space 기 를 나타낸다. 

의 식 (18), (19), (20)을 조합하여 체의 system 

equation으로 나타내어 주면 아래의 식 (21)과 같다.




 


 

 


 






 



 (21)

여기서,






  




이경재․탁문호․강윤식․박 효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2010.8) 373

그림 1 스태거드 방법의 병렬 해석 차

Initialization

 
 

  

Iterations n=1,2, . . . until convergence

     

   

    

      

 
   

  
   

  

           

 


  
   

    
     

표 1 PCPG 알고리즘

      

 













 
 



 


 




 


의 system equation을 풀기 한 합한 방법으로는 

PCPG(Preconditioned Conjugate Projected Gradient) 

알고리즘이 사용 되어진다. PCPG 알고리즘은 CG(Conjugate 

Gradient)알고리즘에서 확장된 반복계산법이다. 반복계산

을 통하여 최 화된 값에 수렴해가는 알고리즘인데, PCPG 

알고리즘은 CG 알고리즘에 선조건(Precondition)과 로

젝트(Projector)값을 용함으로써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빠르

게 수렴하는 반복계산법이다. PCPG 알고리즘은 orthogonal 

projector 가 용되어 반복계산이 이루어진다. orthogonal 

projector 는 식 (22)와 같다.

  (22)

여기서, 첨자 는 치행렬을 나타낸다.

식 (21)을 풀기 한 PCPG 알고리즘은 표 1과 같은 순

서로 진행 되어진다.

4. 스태거드 방법과 FETI 기법의 용

앞에서 소개되었던 Park and Tak(2010)이 제안한 스태

거드 방법에서는 수치  효율성이 높지 않으므로 수치  효

율성의 향상을 해 FETI 기법을 용하 다.

다공질매체에 한 스태거드 방법에서는 식 (13)에서 변

가 계산된 후 식 (16)을 통해 간극수압이 계산된다. 그러

나 하 을 통하여 다공질매체의 변형이 발생할 때 변 의 계

산시간이 간극수압의 계산시간보다 상 으로 길다. 특히 

고체 역이 재료비선형이나 기하학  비선형으로 계산될 시

에는 시간 차이는 크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체 역에서만을 FETI 기법을 용하 으며, 그 효율성에 

해 검증된다. 고체 역에 한 역분할을 수행하면 식 

(21)에서  벡터와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식 (23)과 스태거드 방법, MPI 라이 러리를 이용한 병

렬 해석 차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MPI 통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태거드 방법과 FETI 기법

은 MPI 통신규약에 의해 진행된다. 로그램에서는 시작과 

더불어 MPI 라이 러리가 호출되고 병렬 해석을 한 CPU 

가 할당된다. 여기서 제안한 스태거드 방법의 필요 CPU 개

수는 역분할 개수에 한 CPU + 스태거드 방법 1 CPU 



역 분할기법을 이용한 포화 다공질매체의 혼합유한요소해석

374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2010.8)

50

10
0

F F

그림 2 수치해석 모델

물성치 값

E 3.0×10
7 

Pa

υ 0.3

ρ 1000kg/m3

n 0.3

α 1

F 100kN

표 2 재료 물성치

그림 3 스태거드 방법과 역 분할기법이 용된

스태거드 방법의 간극수압 비교

+ PCPG 알고리즘, 집합  송 1 CPU이다. 일반 인 

MPI 라이 러리에서는 효율 이고 통신간 교차를 없애기 

해 논블록킹통신(MPI_Isend, MPI_Irecv 등)과 집합통신

(MPI_Scatter, MPI_Reduce 등)을 사용하지만 본 스태거

드 방법에서는 변 계산 후 간극수압 계산이 순차 으로 이

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 MPI 라이 러리  가장 기

본인 MPI_Send와 MPI_Recv(블록킹통신)를 통한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 

4.2 스태거드 방법(CPU 0)

스태거드 방법에서는 CPU 0가 일 입력과 FETI 기법

의 모듈로의 데이터 송수신, 간극수압 계산, 요소재배열을 통

한 결과 정확성 검증을 담당한다. FETI 기법의 모듈로의 데

이터는 입력된 노드 좌표, , , ,  행렬과  벡터가 

송신되며 FETI 기법으로부터 계산되어진 변 를 수신 받는

다. 그리고 수신된 변 를 이용하여 간극수압이 계산되는 

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수렴성 검증을 통하여 스태거드 

차에서의 반복계산 여부를 단하고 변 와 간극수압을 결정

한다. 그러나 본 스태거드 방법에서 계산된 변 와 간극수압

은 다 시간간격이 용된 평형상태에서의 결과 값으로 정확

성 단 여부는 요소재배열과 반복계산을 거쳐 평가된다.

4.3 FETI 기법(CPU 1~CPU n)

FETI 기법에서는 식 (21)을 계산하고 변 를 계산하기 

해 병렬 해석이 도입된다. 병렬 해석은 식 (21)과 식 (23)에서 

역합계들로 표 된 와 가 계산된다. 여기서 각 CPU 별 

역행렬과 의사역행렬(pseudo-inverse)이 얻어진다. 이 때 의

사역행렬은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통해 

얻어지며 식 (21)에서의 nullspace 기   한 계산되어진

다. 그리고 CPU1에서는 표 1에서 소개되어진 PCPG 알고리

즘을 통하여 라그랑지 승수 가 계산되고, 식 (21)을 이용하여 

 값이 계산된다. 최종 으로 식 (19)와 식 (20)을 통한 각 

역에서의 변 를 계산하고 스태거드 방법으로 변 벡터를 

MPI_Send 통신을 이용해 송한다.

5. 수치검증

에서 소개되어진 FETI 기법을 용한 스태거드 방법의 

수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다공질매체에 한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과 역 분할된 2차원 모델이 사용되어졌다(그

림 2 참조).

5.1 시스템 구성

다공질매체에 한 병렬해석을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10

노드의 Neahlem CPU(2.4GHz, 8Core)와 QDR  송속

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리 스 클러스터 시스템

을 사용하 고 MPI 통신을 하여 MPICH2(2010)에서 제공

하는 라이 러리와 GCC 컴 일러(2010)가 사용되었다. 

5.2 2차원의 포화된 다공질매체 모델

본 수치 실험에서는 가로 50cm, 세로 100cm크기의 다공

질매체 모델이 사용된다. 수치 해석에 사용된 다공질매체는 

완  포화되었다고 가정하고 4  요소라는 가정아래 해석

이 진행되었다.

먼 , 스태거드 방법과 여러 개의 하 도메인으로 분할하

을 때의 수치 정확성을 해 간극수압을 비교하 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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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개 요소 (b) 300개 요소 

(c) 500개 요소 (d) 700개 요소 

(e) 900개 요소

그림 4 수치실험 요소 모델

mesh

domain
100 300 500 700 900

1 94.933 826.51 3509.6 8605.4 17690

2 29.678 182.02 726.09 1930.0 10809

3 23.516 120.78 573.55 1547.4 3927.3

4 17.354 104.50 421.02 1164.9 2977.4

5 16.087 99.520 419.85 1246.0 2434.4

6 15.986 97.619 413.25 1232.8 2424.2

7 15.885 97.146 406.65 1219.6 2361.2

8 15.785 96.672 400.06 1228.1 2298.1

9 15.684 96.199 393.46 1215.1 2235.1

10 15.583 95.726 386.86 1223.7 2491.9

표 3 요소 개수에 따른 하 도메인별 해석시간(단 : sec)

그림 6 CPU 개수별 Speedup

그림 5 역 개수별 해석시간

그림 7 CPU 개수별 Efficiency

의 스태거드 방법의 간극수압을 1개의 도메인에서 해석하

을 때부터 10개까지의 도메인을 나 어 해석한 간극수압의 

결과 값은 0.1 내외로 오차범 에 만족하는 값이다(그림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  정확성에 하여 만족하는 다

공질매체의 모델에 하여 수치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해석

을 수행하 다.

5.3 병렬해석검증

해석은 2차원 동차선형 다공질 매체의 요소개수를 100, 

300, 500, 700, 900로(그림 4) 나 고 각 요소개수 별 

역분할을 1에서부터 10까지 나 었다. 수치효율성을 검증하

기 하여 로그램 시작부터 검증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

간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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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개 요소
(b) 300개 요소

(c) 500개 요소
(d) 700개 요소

3

(e) 900개 요소

그림 8 역 개수별 고체  액체 역의 해석시간

그림 5는 역 개수에 따른 변 와 간극수압 계산을 시간

에 한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 요소의 개수가 클수록 역

분할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개수가 

4개 이후로는 간극수압의 계산에 걸리는 시간에 의해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난다. 하 도메인에 따른 해석시간은 표 3과 

같다.

여기서 병렬해석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하여 speedup과 

efficiency 값을 비교하 다. Speedup은 병렬알고리즘과 일

반알고리즘을 비교한 값으로 일반 으로 하나의 CPU를 이

용해 계산한 알고리즘보다 병렬 해석기법을 이용해 여러 개

의 CPU를 사용하여 계산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른지 수치

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Speedup은 아래의 식 (24)와 같

이 정의된다.

 


(24)

여기서, 는 CPU의 수, 은 한 개의 CPU가 사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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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시간, 는 개의 CPU가 사용되었을 때의 수행시간

을 나타낸다. 가장 이상 인 speedup은 와 가 같을 때 가

장 이상 인 speedup이라 하고 이것을 Linear speedup이라

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수행되었던 수치실험결과를 식 (24)

에 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Efficiency는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통신과 동기화의 

과정에서 낭비되는 소요 시간들을 비교하여 수치 으로 나타

낸 값이다. 일반 으로 Efficiency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식 (25)와 같이 정의된다.

 


(25)

Linear speedup과 한 개의 CPU를 사용하여 수행된 알

고리즘과의 efficiency값은 1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하는 

CPU가 증가할수록 efficiency값은 와 같은 추세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의 efficiency값을 나타내어 보면 그림 

7과 같다.

각각의 요소에서 하 도메인별 해석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

래의 그림 8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고체 역에서의 해석시

간은 하 도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병렬해

석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해 speedup과 efficiency를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CPU가 4개 이상 사용할수록 speedup 

값은 거의 일정함을 볼 수 있다. 이유는 유체 역의 계산과

정이 포함되어 있고 분할된 역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

체 역의 해석시간은 어들지만 유체 역의 해석시간은 동

일하기 때문에 체의 해석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큰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그림 7과 같이 efficiency도 

분할 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낭비되는 소요시간이 거의 

없이 효율 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다공질매체의 해석기법인 스태거드 방법과 역 분할기법 

 하나인 FETI 기법의 목을 제안하 다. 포화된 다공질

매체에서 고체 역에 FETI기법을 용하 고, 수치 제를 

통한 효율성의 검증도 실시하 다. 그 결과 하  도메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수치  효율성이 높아졌다. 다공질매체의 

크기가 클수록, 도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제안된 기법의 

용이 효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공질매체 내의 고체 역

은 탄성거동이라는 가정아래 수치 해석을 수행하 다. 다공

질매체 내의 고체 역이 비선형으로 환 될 때 수치  효율

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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