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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범용성이 높은 자계 시뮬 이터가 리 보 되어 왔으며, 안테나 설계, EMC 설계, 측정, 고주  소자 

설계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 밴드 역에서 다양한 자계 문제 해석을 목 으로 멀티 코어 기반 PC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TCP/IP 기반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을 통한 효율성 높은 자계 시뮬

이터 구 을 한 임워크 구축과 구  방안을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 다.

ABSTRACT

Current general-purpose electromagnetic field simulators have been widespread applied, and is being used to electromagnetic problems 

such as antenna design, EMC design, measurement, and microwave device design, etc. This paper is to solve various electromagnetic 

problems in X-band region for utilizing multi-core-based PC available network resources more efficiently. The electromagnetic field simulator 

based on TCP / IP-based network topology, configuration, and its framework design is proposed and its availability i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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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터넷  인트라넷의 보 으로 네트워크 기반

에서의 컴퓨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서로 다

른 동작 랫폼 사이에서의 분산 컴퓨 이 가능해지고 

있다[1]. 그러나 상이한 동작 랫폼, 데이터 교환을 

한 통신 로토콜의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  환경 

때문에 일 된 컴퓨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복잡

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련 업체 

 표 화 단체에서 분산 컴퓨 을 한 표 을 제안하

고 있지만 분산 응용 로그램의 요구가 차 다양화됨

에 따라 보다 일 이고 랫폼에 독립 인 개발 환경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Java 언어가 등장하면서 분산 응용 로그램 개발자

들은 이러한 개발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 Java언어가 제공하는 엔터 라이즈 랫폼

은 분산 컴퓨 을 한 다양한 API를 제공하며 응용 

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랫폼 독립성을 제공한

다[2,3].

최근 안테나, 통신 디바이스  자기기에 한 고도

의 집 화 과정을 통하여 소형화  고주  응용이 가능

해지고 있다[4,5]. 그러나 심 주 수 역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의 규모는 상 으로 커지고 있어 단일 PC상

에서 수치해석 알고리즘을 실 하고 설계에 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설계  해석 상으로 

하는 문제의 규모에 계없이 메모리의 공유, 데이터의 

효율  교환, 분산처리를 통한 연산 수행 등이 가능한 분

산 컴퓨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5].

본 연구에서는 넬 존 이트 안테나와 같은 

규모 안테나 설계 문제를 네트워크 기반에서 효율 으

로 해석할 수 있는 시뮬 이터 개발을 목 으로 통신 

로토콜, 데이터 공유 방법  구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다. Java 언어에서 제공하는 스 드(Thread)를 기반

으로 원격지에 있는 유휴 PC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연산 수행에 필요한 태스크를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공

유하는 방식으로 분산 컴퓨 이 가능한 병렬처리 방안

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PO법(물리 학 근사)

물리 학 근사법(PO: Physical Optics)은 산란체

(scatterer)의 표면에 입사되는 자계  면 류만이 기

여하고, 자계(Total electromagnetic fields)는 산란체의 

표면에서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근사 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법이다[4]. 따라서 그림 1에서 나타낸 계 

는 산란체의 표면에서 입사 계  와 산란 계 


  사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그림 1. 임의 산란체와 자계
Fig. 1 Arbitrary scatterer and electromagnetic fields

한 산란체의 표면에 입사되는 계  에 의해

서 도체 표면에 유기되는 표면 류 는 다음과 같

이 근사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2)

이로부터 산란 계  과  ′ 는 다음과 같이 

근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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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os⋅′ (4)

입사계와 산란 계는 식 (3)과 (4)를 이용하여 임의

의 산란체를 상으로 표면 분을 통하여 계산이 가능

하다. 그러나 산란체 표면 체에 하여 면 분을 수

행할 경우, 심 주 수가 리미터  이상이고 산란

체의 규모가 클수록 분에 소요되는 계산시간은 증가

하게 되며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효율 으로 산란체에 유기되는 면 류(Surface 

current density)를 계산하기 해서 가우스 분을 이용

하 다.

Ⅲ. 자바 스 드 기반 계산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Java 언어에서 제공하는 스 드를 활

용하여 메시지 패싱 모델(Message Passing Model)을 채

용하여 연산에 필요한 자원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

휴 PC 자원으로 작업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고속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렬처리 랫폼 구축

을 목 으로 한다.

그림 2. 네트워크 기반 작업 분배
Fig. 2 Task distribution based network

임의 산란체를 상으로 PO법을 용하여 자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주로 면 분에 소요된다. 따라서 

스 드 기반 병렬화를 통하여 문제의 기화를 제외한 

나머지 축차연산 과정을 하나의 작업 태스크 역으로 

분리하고, 이를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 자원에 연산 요

청을 하여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작업

단 의 규모와 분할방법에 따라서 연산의 규모가 결정

될 수 있으며 작업의 병렬화를 통한 고속화 연산이 가능

하다. 이를 실 하기 한 서버 스 드 PC와 클라이언트 

PC 사이의 통신 로토콜은 그림 2와 같이 수행된다[5].

그림 1의 역은 면 분 계산을 해 사각형 요소 

단 로 이산화를 수행하고, 각 행 단 로 작업 태스

크를 정의하여 네트워크 자원들에게 작업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림 3. 마스터-슬 이  모델에서의 데이터 흐름
Fig. 3 Data flow in Master-slave model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PC 자원들은 이들 작업 태스크

를 기본 단 로 요청받고, 구축된 계산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 작업결과를 처리하여 마스터 PC로 반환하게 된다

(그림 3 참조). 여기서 마스터 PC의 역할은 네트워크 PC 

자원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이를 취합하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한 네트워크에 있는 PC 자원들은 별도의 

스 드 단 로 기하고 있다가 마스터 PC의 작업요청

에 응답하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그림 2 

참조). 

최근 멀티코어 로세서들이 범용 PC 뿐만 아니라 임

베디드 시스템에 탑재되어 그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병렬화 방안에 한 성능을 시험

하기 해서는 그림 4  5와 같은 실험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2304

그림 4. 단일 PC에서 멀티 스 드 이용
Fig. 4 Multi-threads on single PC

그림 5. 네트워크 기반 실험 모델
Fig. 5 Experiment model on network

그림 4는 쿼드코어(Quad core) PC에서 네트워크의 클

라이언트 PC들의 역할을 멀티 스 드 환경으로 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CPU의 성능은 최  성

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CPU 코어의 개수가 많다

고 해서 모든 코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때 연산

에 참여하는 스 드의 개수에 의존하여 연산 수행 시간

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단일 PC에서의 병렬화 구 이 

가능하다. 단 발생시키는 스 드의 개수가 CPU의 코어

의 수를 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병렬화를 

기 하기 힘들다.

두 번째 실험환경(그림 5)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PC 

자원들이 동일 네트워크 그룹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인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실험환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산에 참

여 가능한 PC들은 동일 네트워크 그룹으로 제한하 다. 

이 경우에는 마스터 PC에서 분배하는 각 태스크의 요청

작업을 클라이언트 PC들이 분배받아 각 분연산을 처

리한 뒤 그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이다.

Ⅳ.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넬 존 이트 즈 안테나를 상으로 PO법

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기존의 Soret 타입 넬 존 이트 즈 안테나

(FZPL)의 기하학  구조는 그림 6과 같으며, 각 존을 구

성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6-9]. 




                (1)




        (2)

여기서 은 각 존을 구성하는 내부  외곽의 반경을 

의미하며, 는 설계 거리, 는 각 존의 번호, 는 

장을 나타낸다.

그림 6. FZPL 안테나의 기하학  모델
Fig. 6 Geometrical model of FZPL antenna

그림 6에서 거리   치에 수신 혼 안테나를 

치시키면 성으로부터의 신호를 최  감도로 수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GHz에서 동작하는 FZPL 

(Fresnel Zone Plate Lens) 안테나를 상으로  거리 

0.5m, 각 존의 수는 5개, 25개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입사 계는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즈면의 좌측에서 도래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180°;  polarized wave), 측은 면에서 근방계를 

계산하 다. 이때 입사 계의 력은 1W로 가정하 다. 

그리고 계산에 이용한 컴퓨  환경은 표 1과 같다.

먼  그림 4에 나타낸 계산모델을 기 으로 단일 PC 

상에서 5개의 존을 가지는 FZPL 안테나를 상으로 계

산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이때 설계 거리 는 

0.5m이며, 계산 결과에서도 설계 치에서 이득이 

최 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넬 호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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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원리에 의해 각 존을 통과한 계 성분이 거리 

치에 집 된 결과로서, 수신 용 안테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리 근방에 수신 용 혼 안테나를 설치

함으로써 이용 가능함을 보여 다.

다음으로 실험에 이용한 PC의 CPU는 쿼드 코어 로

세스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PO법을 용한 경

우와 코어의 개수에 맞춰 실험을 수행하 다. FZPL의 

넬 존 수는 25개로 늘리고, 거리는 0.5m로 설정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이때 병렬화

를 한 작업 태스크는 321개로 분할되고, 마스터 스

드에 의해 각 슬 이  스 드에게 작업을 분담하 다. 

그림 7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리 치에서 

이득이 최 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의 

결과와 비교되는 것은 각 존의 수가 증가한 것만큼 계 

성분이 거리 치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 즈에서 여러 개의 즈를 사용하면 보다 많

은 빛을 모을 수 있는 원리와 같다.

표 1. 컴퓨  조건
Table. 1 Computing specification

CPU Intel Core(TM)2 Quad CPU 2.40GHz

RAM 2.0GB

OS Windows 7 Professional K SP1

Java JDK 1.6.0_29

표 2. 계산시간 결과 비교
Table. 1 Computing time for comparison

CPU core 수 계산시간(sec) 단독실행(sec)

1 147.03 139.839

2 76.112

3 53.213

4 45.521

한 여러 개의 스 드를 이용한 계산이 병렬화 효과

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동일 PC 환경에서 

스 드 발생 수에 따른 계산시간을 검토한 결과는 표 2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쿼드 코어 CPU의 경우, 스 드 

4개를 이용한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스 드와 무 하

게 단독 실행을 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 3배의 성능 개선

을 나타내었다. 이를 Amdahl의 법칙[10]에 의거하여 계

산하면 속도 개선은  
 =3.072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7. FZPL 계산결과(존 수: 5개, =0.5m)
Fig. 7 Computing result for FZPL(Num. of zone: 5, 

=0.5m)

그림 8. FZPL 계산결과(존 수: 25개, =0.5m)
Fig. 8 Computing result for FZPL(Num. of zone: 25, 

=0.5m)

이상 인 경우라면 발생시키는 스 드의 수에 비례

하여 계산시간의 단축이 기 되지만, 마스터 스 드를 

심으로 계산에 참여하는 각 스 드와의 데이터 교환

(message passing)에 소비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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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PC

에서 단독으로 실행한 계산시간은 139.839sec이지만, 마

스터-슬 이  모델을 용하여 두 개의 스 드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147.03 가 소요되었다. 이것은 

마스터 스 드와 슬 이  스 드 사이에서 데이터 패

킷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허비된 시간만큼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계 문제 해석을 한 수단으로서 

PC의 성능을 최 한 이용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유

휴 컴퓨  자원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 드 기

반 병렬화 방안을 제시하 다. 병렬화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넬 존 이트 안테나 문제를 상으로 

PO법을 용하여 문제를 해석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 드 기반 데이터 통신 로토

콜을 기반으로 임의 구조를 가지는 자계 산란체로부

터의  모델링이 가능하며, FEM(Finite Element 

Method), MoM(Method of Moments)  BEM(Boundary 

Element Method)등의 해석방법의 경우에는 지배방정식

을 한 과다한 시스템 행렬의 확보에 따른 규모 문제 

용에 한 제약사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도 유력

한 수법이라고 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반환된 인터넷 환경에서 규

모 자계 문제를 해석하기 한 임워크 기반 시뮬

이터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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