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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리다이나믹(peridynamics)은 비국부 연속체 기반 해석 기

술로서, 운동방정식의 응력 미분을 대신하여 유한영역 내 절

점 간 상호작용력의 적분을 사용한다(Silling, 2000). 따라서 별

도의 이론적 혹은 수치적 보완이 없이도 불연속 현상을 동일한 

지배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다양한 연구

를 통해 페리다이나믹이 단일 물체에 대한 재료 모델링 및 동

적 파괴 해석을 통해 재료 균열 및 손상 등의 불연속 현상을 분

석하는데 유용함이 확인되었다(Ha and Bobaru, 2010; Ha and 

Cho, 2011; Hu et al., 2012; Bobaru et al., 2012; Ha et al., 2015). 

Bobaru 등(2012)은 페리다이나믹을 통해 다중적층 유리구조

물의 손상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적층구조물은 적층판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매우 얇은 층간구조가 반복되는 복합구조

물로서, 적층구조물 전체를 정밀하게 수치모델링하려면 막대

한 계산용량과 해석 시간이 요구된다. Bobaru 등(2012)에서는 

목적하는 다중 적층구조물의 층간구조를 모두 생략하고 개

별 적층구조가 직접 접촉하도록 간략하게 모델링하여 실험

과 다른 동적 파괴 패턴도 함께 관측되었다. 최근에는 적층구

조물에 대한 다물체 충돌 파괴 모델링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수행되었다(Ha and Ahn, 2018; Ha, 2019; 2020). 해당 연구들

에서는 가상 절점을 이용한 가상 층간 구조 모델링을 통해 층

간 재료를 생략하지 않고 다중 적층구조물을 효율적으로 모

델링하였다. 또한 충돌체와 적층구조물 등을 별도의 물체로 

모델링하고 비국부 접촉 모델을 통해 충돌 파괴 해석을 수행

하였다.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3(3)

pp.171∼178, June, 2020

https://doi.org/10.7734/COSEIK.2020.33.3.171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을 위한 MPI-OpenMP 혼합 병렬화

이 승 우1
․하 윤 도2†

1모아시스(주) 책임연구원, 2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MPI-OpenMP Hybrid Parallelization for Multibody Peridynamic Simulations

Seungwoo Lee1 and Youn Doh Ha2†

1Senior Research Engineer, Moasys Corporation, Seoul, 06746, Korea
2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 Gunsan, 54150,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 MPI-OpenMP hybrid parallelization for multibody peridynamic simulations. Peridynamics is suitable for 

analyzing complicated dynamic fractures and various discontinuities. However,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finite element method, nonlocal 

interactions in peridynamics cost more time and memory. In multibody peridynamic analysis, the costs increase due to the additional 

interactions that occur when computing the nonlocal contact and ghost interlayer models between adjacent bodies. The costs become excessive 

when further refinement and smaller time steps are required in cases of high-velocity impact fracturing or similar instances. Thus, high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performance can be achieved by parallelization and optimization of multibody peridynamic simulations. The 

analytical code is developed using an Intel Fortran MPI compiler and OpenMP in NURION of the KISTI HPC center and parallelized through 

MPI-OpenMP hybrid parallelization. Further parallelization is conducted by hybridizing with OpenMP threads in each MPI process. We also 

try to minimize communication operations by model-based decomposition of MPI processes.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impact fracturing of 

multiple bodies show that the computing performance improves significantly with MPI-OpenMP hybrid parallelization.

Keywords : peridynamics, MPI-OpenMP hybrid parallelizati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ghost interlayer model, nonlocal 

contact model

†Corresponding author: 

Tel: +82-63-469-1856; E-mail: ydha@kunsan.ac.kr

Received February 18 2020; Revised March 25 2020;

Accepted April 14 2020

Ⓒ 2020 by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을 위한 MPI-OpenMP 혼합 병렬화

172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3호(2020.6)

페리다이나믹 해석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동적 파괴 현상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절점 기반 비국부 해석법이지만, 유한요소

법과 같은 국부 해석법에 비해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 또

한 고속 충돌 시 발생하는 고주파수 영역의 응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절점 간격과 짧은 시간 간격이 요구되어 

계산 시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본 연구에서는 Ha(2019)와 

Ha(2020) 등에서 제안된 다중 적층구조물의 고속 충돌 파괴 해

석 기술을 수치적으로 구현하고 최적화 및 병렬 처리를 통해 

현실적인 모델링 및 분석이 가능한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 개발을 시도하였다. 해석 코드는 Fortran 90/95를 이용해

서 개발되었으며 병렬 처리 및 실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센터 슈퍼컴 5호기 누리온(Nurion)

의 Intel Fortran MPI compiler와 OpenMP를 사용하였다. 다물

체 모델링 및 가상 층간 결합 모델링 등이 고려된 다물체 해석 

코드를 최적화 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모델 의존

성 발생 서브루틴 분석 및 프로세스 통신 데이터 분별을 통해 

최적성능을 가지는 MPI-OpenMP hybrid 병렬 처리 구조를 적

용하였다. 다물체 충돌 파괴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 

모델을 통해 병렬 처리 코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본 장에서는 병렬화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다물체 페리다이

나믹 해석 코드에 적용된 페리다이나믹 이론 및 가상 층간 결

합 모델과 비국부 접촉 모델에 간략히 설명한다. 해석코드는 

절점 기반 외연적 시간 적분(explicit time integration)을 통해 

구현되었다.

2.1 페리다이나믹 이론(Peridynamics)

시간 에서 물체 에 속하는 절점 의 위치를 로 정

의할 때, 이에 대한 페리다이나믹 운동방정식(감쇠 무시)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Silling, 2000).

 




′
′
  (1)

여기서, 는 재료 밀도이고 는 체적력 밀도를 의미한다. 

는 절점 와 일정 거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의 집합으

로 식 (2)와 같이 정의되는 비국부(nonlocal) 영역이다.



′∈  ′  (2)

페리다이나믹 이론은   내에서 유효한 상호작용력을 적

분하여 운동방정식 (1)에서 응력의 미분을 대신한다. 결합 기

반 페리다이나믹 모델에서 미소탄성 균질 등방성 재료에 대한 

상호작용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3)

여기서, 미소재료상수는 3차원 모델에서  





로 유도

되며 결합 신장량  
′

′′
이다(Silling and Askari, 

2005). PMB(Prototype micro-brittle) 모델(Silling and Askari, 

2005)에서 각 결합은 최대 신장량  





 이상에서 손상된다

(식 (4)). 여기서 는 최대 에너지 해방률(critical energy 

release rate)이다. 

′   i f ′′   for ≦ ′  

 
(4)

따라서 절점 에서 국부 손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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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합 기반 페리다이나믹 상세 이론은 Silling(2000), 상태 기

반 이론은 Silling 등(2007)을 참조할 수 있다.

2.2 가상 층간 결합 모델 및 비국부 접촉 모델

일정 두께를 가지는 판형 구조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얇은 

두께의 층간 구조(interlayer)로 접합되어 구성되는 다중적층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층간 구조를 가상 절점을 

통한 결합으로 대체하는 비국부 가상 층간 결합 모델이 Ha와 

Ahn(2018)과 Ha(2019)에서 연구되었다(Fig. 1 참조). 층간 구

조로 결합된 인접 물체는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고 가상 

층간 절점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가상 절점들의 위치는 인

접한 두 층 경계의 중간점으로 가정하며 인접 물체와 상호작용

은 층간 재료 물성에 대해 계산되어 다음과 같이 페리다이나믹 

운동 방정식에 간단히 추가된다.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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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in ply material A

: Interaction with interlayer material

     : Particle of interlayer material(fictitious particle)

     : Integral area of particle x in ply material A

     : Volume of interlayer material

Fig. 1  Ghost interlayer model(Ha, 2019)

두 물체 A와 B에 대한 충돌/접촉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비국부 접촉(nonlocal contact) 모델을 도입한다. 





  




 





(7)

여기서 는 두 물체의 최소 절점 거리 중 큰 값으로 두 물체의 

접촉 거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는 무차원수이며 


는 

두 물체의 미소재료상수의 평균이다. 는  에서 1이

고 다른 경우는 0인 계단함수이다. 접촉력의 방향은 두 물체의 

사이의 방향 벡터 


 








로 정해진다.

비국부 접촉 모델은 인접한 두 물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

직일 때만 적용하며, 층간 구조로 결합된 영역에는 비국부 접

촉 모델을 계산하지 않는다. 전산코드 구현 측면에서는 층간 

재료와 상호 작용하는 영역에 있는 절점이 해당한다. 이를 제외

한 내부 절점들은 재료 손상 및 관통 등으로 인해 상대 물체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비국부 접촉 모델이 적용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접촉 거리를 절점 간격이 아닌 층간 재료 두께로 설

정하였다. 가상 층간 결합 모델 및 비국부 접촉 모델에 대한 보

다 상세한 내용 및 수치적 검증은 Ha(2020)에 수록되어 있다.

2.3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 구성

앞서 소개된 핵심 모듈들의 상호 구성을 다음의 의사코드

(pseudocode)로 표현하였다(Algorithm 1). 비국부 접촉 상호작

용(nonlocal contact interactions)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

형된 위치 에서 한 모델의 절점의 접촉 영역에 속하는 상대 모

델의 이웃(neighbor) 절점들을 구성한 후, 식 (7)의 접촉력을 계

산한다. 가상 층간 결합 상호관계(ghost interlayer interactions)

는 각 모델 별로 가상 층간 절점들과 상호작용을 계산한다. 이

때 가상 층간 절점들은 모든 모델에서 공유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 각 모델에서 개별 절점들에 대해 비국부 영역   내에서 

속한 이웃 절점들을 모두 찾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계산한다. 

이 때 이웃 절점 리스트는 절점들의 초기 위치 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는 저장 공간 절약을 위해 반복 계산 순환문 내에서 

개별 절점 별로 이웃 절점들을 찾아서 계산에 사용한다.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산 도메인을 적절히 분할해 두고, 개별 

절점 인근의 분할 영역들에 대해서만 근접 검색(proximity 

search)을 수행한다.

Algorithm 1  Pseudocode for the core peridynamic computations

3. MPI-OpenMP 혼합 병렬 처리

본 장에서는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핵심 최적화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MPI-OpenMP 혼합 병렬 처

리에 대해 설명한다. 해석 코드는 Fortran 90/95를 이용해서 개

발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

센터 Nurion의 Intel Fortran MPI compiler와 OpenMP를 사용

하였다. 개발 코드의 성능 평가를 위해 Intel Vtune Amplifi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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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OpenMP 병렬 처리 및 최적화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의 핵심 최적화 요소를 분석

하고 OpenMP 병렬 처리를 수행하였다. MPI-OpenMP 혼합 병

렬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절점 계산 순환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OpenMP 병렬 처리를 적용하였다. Algorithm 

1에서는 5~6번째 줄, 9~11번째 줄, 14~17번째 줄, 21~22번째 

줄 등이 병렬 처리되었다(original OpenMP code). OpenMP

는 기존의 Serial 코드에 간단한 명령어 추가만으로 병렬화가 

가능하다. 병렬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구문의 전후에 !$OMP 

PARALLEL와 !$OMP END PARALLEL을 선언해 주고, 순환

문의 시작과 끝에 !$OMP DO와 !$OMP END DO를 선언해준

다. PUBLIC와 PRIVATE 변수선언 및 기타 상세한 OpenMP 

병렬화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에 수록하지 않았다. Fig. 2는 

OpenMP 병렬 처리 코드의 성능을 intel Vtune Amplifier를 통

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 사용된 테스트 모델 1(Model 1)은 

3개의 물체가 총 187,011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3차원 다물체 

충돌 파괴 해석 모델(Fig. 3a)로서, 각각 88,641개 절점을 가진 

두께와 폭이 0.4m이고 길이 4m인 두 보 구조체가 0.04m의 층

간 구조(가상 절점 4,221개)로 결합되어 있으며, 양 끝단이 고

정되어 있다. 총탄(9,729개 절점)의 재료물성치는   

   이며 초기속도 로 보에 수직 충

돌한다. 보와 층간 구조의 영률()은 각각 와 이며 

재료밀도와 에너지방출률은    

로 동일하다. 사용된 재료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며 

수치해석적 검토를 위해 임의로 배정하였다. 고정된 시간 간

격 0.001초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모델 설명은 본 논문

의 목적에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모델 1의 다물체 충돌 파괴 해

석 결과(4초)를 Fig. 3b에 표시하였다. ‘DAM’은 손상지수이며 

Fig. 2  App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original OpenMP code

(a) model description (2 plies, 1 bullet) (b) damage pattern at 4 second

Fig. 3  Multi-body peridynamic simulations for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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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를 통해서 0(no damage)과 1(fully damaged) 사이의 값으

로 표현된다. 8개의 OpenMP 쓰레드(thread)를 사용하여 4,000

회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는데 약 3,453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물체 동적 해석에서는 모델 수 및 절점 수의 증가로 이웃 

절점 검색에서 소요되는 시간 부담이 가중되어 전체 해석의 효

율성을 저하시킨다. Algorithm 1의 15번째 줄에 기술된 이웃 

절점 검색은 반복 계산 순환문에 독립적인 절점 초기 위치 정

보()에만 의존하므로, 반복 계산 순환문 이전에 모든 모델의 

모든 절점들에 대해 이웃 절점들을 미리 찾아서 저장하도록 수

정한다. 반복 계산 순환문 내에서는 이웃 절점 목록 갱신 없이 

저장된 목록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모델 별로 (총 절점 수)×(이웃 절점 수)의 정수 배열

(integer array)을 위한 추가 저장 공간이 요구된다. Algorithm 1

의 4번째 줄의 이웃 절점 목록 계산도 최적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변형된 위치()에 의존하여 매 반복 계산마다 갱신이 되

어야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 할당에 비해 성능 향상 정도가 크

지 않아서 최적화하지 않는다. 최적화 코드(optimized OpenMP 

code 1)는 동일한 조건에서 약 1,663초의 계산 시간(48%)이 소

요되어 상당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OpenMP 

불균형(imbalance)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Fig. 4). 이는 병렬 

처리된 절점 계산 순환문의 내부 계산량이 각 절점 별 이웃 절

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문 작업을 

균등 분배(OpenMP 기본설정)하여 부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

로 파악된다. “schedule(runtime)” 설정을 해당 순환문에 추가

Fig. 4  App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optimized OpenMP code 1

Fig. 5  App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optimized OpenMP co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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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러 스케쥴 정책들을 테스트한 결과 “guided” 혹은 “auto” 

정책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Fig. 5에서 추가 최적화된 코드

(optimized OpenMP code 2)가 1,386초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

타내고 부하 불균형도 대폭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MPI-OpenMP 혼합 병렬 처리

단일 물체에 대한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는 비국부 영역 

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절점 의존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

복 계산 1회 당 절점 계산 순환문을 병렬 처리해서 성능 개선을 

의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에서

는 절점과 모델 의존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절점 계산 

순환문을 MPI 병렬 처리해서 얻은 성능 이득과 더불어 모델 

간 의존성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비국부 접촉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두 물체가 서로 상대방 절점의 속도 및 변위 정보를 알

아야 한다. 가상 층간 결합 모델의 가상 절점 정보도 구속된 

두 물체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모델 간 데이터 통신을 최대

한 제한하기 위해 반복 계산 순환문에서 각 모델 계산은 개별 

프로세스에 할당(MPI 병렬화)하고 모델 내부 절점 계산은 

OpenMP 쓰레드를 이용하여 병렬 계산을 한다. 또한 반복 계산 

순환문 이전의 계산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동시 실행하여 통신 

부하를 최대한 방지하였다. 각 프로세스에서 계산된 절점 정

보(변위, 속도, 손상지수 등)는 계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수합(reduce)되어 다음 시간 정보로 업데이트가 된 후 각 프로

세스로 할당된다. 이 때 변위, 속도, 손상지수를 동시에 전달

(broadcasting)하지 않고 ‘mpi_waitall’을 이용하여 전달 게이

트를 열어두고 계산이 먼저 완료되는 절점 정보(본 해석 코드

에서는 손상지수, 속도, 변위 순)부터 다른 계산을 기다리지 않

고 논블로킹(non-blocking) 통신을 이용하여 각 통신을 계산과 

동시에 처리하여 통신 효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반복 계산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동적해석 결과는 사용자가 

지정한 수준의 간격 별로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00회

의 반복 계산 결과를 100회마다 기록하면 총 40개 해석 결과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저장된다. MPI 병렬 코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기를 담당한 프로세스가 각 프로세스가 계산한 데이터를 통

신해서 모은 후 파일 쓰기를 한다. 따라서 여러 모델에 대한 많

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다물체 모델의 경우 데이터를 모으

기 위해 요구되는 통신 부하가 많이 발생한다. 본 병렬 코드에

서는 결과를 기록하는 파일을 각 프로세스에서 추가(‘append’)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열고 기록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개별 

프로세스가 개별 모델의 계산을 담당하여 해석 결과도 개별 프

로세스 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통해 먼저 계

산을 완료한 프로세스부터 다른 프로세스와 통신 없이 파일에 

순차적으로 쓰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결과 파일을 작성할 수 

있었다.

3개의 물체로 구성된 테스트 모델 1에 대해 MPI-OpenMP 

hybrid 병렬 처리로 개선된 해석 코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Table 1). 하나의 프로세스 당 OpenMP 쓰레드는 64개로 사용

하였으며, MPI 프로세스는 모델 수인 3개가 사용되었다. 

OpenMP 병렬 최적화를 통해 약 1.9배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 MPI-OpenMP hybrid 병렬 처리를 통해 약 2.7배의 성

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테스트 모델 2는 각 1,365,912개 절점

으로 구성되는 (가로, 세로, 높이)=(0.267m, 0.0534m, 0.0073m)

인 소다라임 유리판 4개가 0.0006m 두께의 층간 재료(폴리우

레탄)를 통해 적층되었으며, 최하단 유리판은 동일 평면 구조

와 0.0058m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탄성판(1,062,376개 절점)

에 0.0006m 두께 층간재료로 적층되어 있다(Fig. 6a). 최상단 

(a) model description (b) damage pattern at 6 microsecond (quarter view)

Fig. 6  Multi-body peridynamic simulations for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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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판은 강철 충돌체(16,400개 절점)와 고속(880m/s)으로 충

돌한다. 따라서 모델 2는 6개의 물체로 구성되며 모델 1에 비

해 약 35배 많은 총 6,542,424개 절점으로 구성된다. 균일한 시

간 간격 2.0e-8초를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모델 설명 및 고속 

충돌 파괴 현상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과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생략한다. 300회의 반복 계산을 수행한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6b와 같다. 개별 프로세스 당 OpenMP 쓰레드

는 68개를 사용하고, MPI 프로세스는 6개가 사용되었다. 참고

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Nurion 슈퍼컴퓨터는 2020년 현재 각 

프로세스 당 최대 68개의 쓰레드를 사용할 수 있다. 최적화 전 

OpenMP 코드(original)와 비교하여 MPI-OpenMP 코드를 통

해 약 5.6배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다(Table 2). 또한 결과 파일

을 1회 기록하는데 최적화 전 OpenMP 코드는 약 130초가 소

요된 반면, MPI-OpenMP 코드는 약 29초만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MPI-OpenMP 병렬 처리는 다물체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Table 1  Runtime of Model 1 (4,000 iterations)

Elapsed time(sec) Speedup

Original OpenMP 2260.696 1

Optimized OpenMP 1165.584 1.94

MPI-OpenMP 830.021 2.724

Table 2  Runtime of Model 2 (300 iterations)

Elapsed time(sec) Speedup

Original OpenMP 137187.571 1

MPI-OpenMP 24186.942 5.67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충돌 파괴 시뮬레이션을 위한 페리다

이나믹 해석 코드를 최적화하고 병렬 처리하였다. 핵심 계산 

모듈에 대해 소개하고 의사코드를 제공하였다. 매우 많은 수

의 반복 계산이 필요한 고속 충돌 해석 코드를 위해 반복 계산 

순환문 내 계산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OpenMP 스케쥴 정책을 

조정하여 절점 간 비국부 영역 계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부하 

불균형을 해결하였다. 다물체 해석 코드에서는 모델 간 의존

성이 강화되어 모델 간 데이터 통신 부담이 급증하는 절점 기

반 MPI 병렬화 대신 각 모델 계산을 개별 프로세스에 할당하

는 모델 기반 MPI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별 모델 내 절

점 계산은 OpenMP 쓰레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MPI-OpenMP 

hybrid 병렬 처리 구조를 선택하였다. 다물체 해석을 위해 불가

피한 프로세스 간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논블로킹 통신을 

이용하였다. 테스트 모델들을 통해 개발된 병렬 처리 해석 코

드의 성능을 검토하고, 다물체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수가 많

을수록 더욱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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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 코드의 MPI-OpenMP 혼합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페리다이나믹 해석 모델은 복잡한 동적 

파괴 거동 및 불연속 특성을 모사하는데 적합하지만, 비국부 영역을 통한 절점 간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한요소 모델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다중적층구조물의 다물체 페리다이나믹 해석에서 추가된 비국부 접촉 모델과 가상 층간 결합 모델

을 통한 여러 물체 간 상호작용으로 계산 부담이 증가한다. 더불어 고속 충돌 파괴와 같은 복잡한 동적 파괴 거동 해석을 위해 세밀한 

절점 간격과 작은 시간 간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코드 최적화와 병렬화를 통한 고성능 해석 코드 개발이 필수적이다. 해석 코드는 Intel 

Fortran MPI compiler와 OpenMP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의 슈퍼컴퓨팅센터 누리온(Nurion)으로 실

행되었다. 다물체 해석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모델 의존성 발생 서브루틴 분석 및 프로세스 통신 데이터 분

별을 통해 MPI-OpenMP 혼합 병렬 처리 구조를 적용하였다. 다물체 충돌 파괴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된 병렬 처리 코드의 성능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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