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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영역 분할법( DDM ), Neumann 전처리된 DDM , BDD 법, 병렬 CG 법이 알
려져 있지만, 발산해서 해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으로서, 영역 분할을 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를 하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
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
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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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2
색인어
허용 변위장, 유한 차원 내적 벡터 공간, 공역 사영 구배법, 자유도, 정정치 대칭 선형 변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초대규모 병렬 유한 요소법 솔브 알고리
즘(solve algorithm)에 관한 것이다. 병렬 C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영역 분할(Domain Decomposition)에 기초
하는 공역 사영 구배법 알고리즘을 도입한 것이다. 해당 알고리즘을 「CGCG법」(Coarse Grid CG method, CGCG
method)라 한다. K를 해당 구조 문제의 강성 행렬로 하여, 영역 분할에 의한 부분 영역 단위의 자유도의 공간을 coar
se 공간, 그것에 K– 직교한 보공간(complementary space)을 fine 공간이라 한다. CGCG법은 사영으로서 fine 공간
으로의 K– 직교 사영을 채용한 공역 사영 구배(Conjugate Projected Gradient algorithm: 이하, 사영 CG법이라 함)
를 병렬 처리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배경기술
구조 문제는 통상,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먼저, 대상으로 되는 구조물을 연속체로서 정식화하여, 연속체의 운동 방정
식(정적 문제의 경우에는 균형 방정식)을 정한다. 이 방정식은 대부분의 경우 엄밀히 푸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치 해
석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한, 연속체 문제의 이산 근사적 재정식법이 필요해진다. 그 방법 중 하나로서
, 유한 요소법(일본 기계 학회 계산 역학 핸 드북 ( I 유한 요소법 구조편) 일본 기계 학회 1998)이 있다. 유한 요소법
에서는, 먼저 연속체가 차지하는 공간 영역을 복수의 요소(유한 요소법의 요소)로 분할하여, 비제로인 값을 취하는 영
역이 각 요소에 국재(局在)한 함수(형상 함수)를 도입하여, 연속체 변위장을 이들 함수의 중첩으로 표현되는 것에 한
정하는 근사에 의해, 연속체의 변위장 및 그 운동 방정식(혹은, 균형 방정식)을 이산화한다. 이 이산화에 의해, 방정식
은 하나(정적 선형 문제의 경우) 혹은 복수(예를 들면, 비선형 문제의 경우 증분 단계마다, 동적 문제의 경우 시간 단
계마다)의 선형 방정식으로 귀착된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연속체 영역의 요소 분할의 분할수에 의해 선형 방정식이
취급하는 자유도(차원) 수가 달라서, 일반적으로 근사를 좋게 하기 위해 분할수를 증가시키면 자유도 수는 증가하고,
대응하는 선형 방정식의 구해(救解)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미소 변형의 정적 구조 문제는 유한 요소법에서는 수학식 1과 같은, 유한 차원 내적 벡터 공간 V 상의 선형 문제로 귀
착된다.

수학식 1

여기서, V 는 허용 변위장(변위장의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장)의 공간, K 는 V 의 차원 dimV 차 강성 매트릭스
(stiffness matrix)(정정치(正定値) 대칭), u 는 V 의 변수 벡터, F 는 외력을 나타내는 <스캔; 2면 13행>의 정(定)벡
터이다. V 의 차원 dimV 는 문제의 자유도 수와 동일하다. V 중에서 수학식 1을 만족하는 벡터 u 를 찾기 내는 것이
솔브의 과제가 된다.
먼저, 본 발명의 기반으로 되는 공역 사영 구배법(CPG:Conjugate Projected Gradient Algorithm : C.Farhat F.–X.
Roux : Implicit Parallel Processing in Structural Mechanics, Computational Mechanics Advances 2,1–124, 1
994)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유한 차원 내적 벡터 공간 V 상의 선형 방정식인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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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를 생각할 수 있다. K 는 정정치 대칭 선형 변환이다. V 의 부분 공간 Y 를 하나 선택한다. V 를 Y 로 K– 직교 사영
하는 K– 직교 사영자 P

(Y)

,

가 일의적으로 결정된다.

는P

(Y)

의 전치이다. 또한,

조건 P (Y) + P (a) =1을 만족하는 K– 직교 사영자 P (a) ( P (Y) 의 보사영자(補射影子)),
가일
의적으로 결정되어, 전체 공간 V 는 P (Y) 와 P (a) 의 상(像) 공간 Y , V (a) 로 수학식 3과 K– 직교 직합(直和) 분해
된다.

수학식 3

또한, P

(Y)

와P

(a)

의 K– 직교성을 통합하여 쓰면 수학식 4이기 때문에,

수학식 4

선형 방정식인 수학식 2는

수학식 5

수학식 5로 분해되어, F의 KY -성분
와 KV (a) -성분
, 혹은 u 의 Y -성분 P (Y) u 와 V (a) -성
분 P (a) u 는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즉, 방정식인 수학식 2는 독립적인 2개의 방정식인 수학식 6, 수학식
7에 수학식 8과 K– 직교 직합 분리된다. 편의를 위해, 이하 Y 를 직접법 공간, Y 의 K– 직교 보공간으로 되는 V (a)
를 반복법 공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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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수학식 7

수학식 8

직접법 공간 Y 의 부분 공간 W 를 특별히 설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W 를 이하 coarse 공간이라 한다. W 의
K– 직교 보공간을 fine 공간이라 한다. Y 를 W 와 W 의 K– 직교 보공간 W c 에 K– 직교 직합 분해하면, 방정식인
수학식 6과 마찬가지로, W 상의 방정식인 수학식 9

수학식 9

가 설정된다. 여기서, P

(w)

는 W 로의 K– 직교 사영자이다. 이 방정식은 coarse grid 문제라 한다. W 가 그 기저

의 설정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경우, 수학식 9는 구체적으로, 수학식 10으로 정식화된다.

수학식 10

여기서, 수학식 11로 정의한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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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j

(w)

는 coarse grid 매트릭스라 한다. 제2식의 등호는 W 와 fine 공간

의 K 에 의한 상(像) 공간

가 직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K– 직교 직합 분해한 방정식 중 수학식 6을 직접법에 의해, 수학식 7을 반복법에 의해 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방
정식인 수학식 7에 반복법을 적용하면 제n 단계 반복식을 수학식 12 및 수학식 13으로 쓸 수 있다.

수학식 12

수학식 13

은 제n 단계의 잔차(殘差)이다.
포함하는 전처리(前處理)된 CG법:

이다. 반복법으로서

( G 는 대칭)를 전처리 행렬을

-CG법, 수학식 14 ～ 수학식 16을 채용한다.

수학식 14

수학식 15

수학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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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n 은
–CG법 탐색 방향 벡터이다.
에 주의. 이와 같이, K– 직
교 직합 분해한 방정식 중 한 쪽에 대하여 전처리된 CG법에 의해 푸는 방법을 공역 사영 구배법(CPG법)이라 한다.
다른 한쪽 방정식을 직접법에 의해 푸는 것도 포함시켜서, 편의상 이하, 이것을 사영 CG법이라 한다.

부분 공간
지만, P

(W+a)

으로의 K– 직교 사영자를 P

(w+a)

는 계산 가능하므로 W의 기저

학식 14 및 수학식 16에서의 전처리
있으며,

로 기재한다. P

(a)

자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

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수
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은 수학식 17로 쓸 수

수학식 17

수학식 4로부터
착시킨다.

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처리 계산

을 coarse grid 문제의 수학식 18로 귀

수학식 18

coarse grid 문제는 수학식 10의 수순에 따라 풀 수 있다.
CGCG법의 특징을 위한, 기존의 유한 요소법 병렬 솔브 알고리즘 DDM, BDD법, 병렬 CG법을 설명한다. 이하에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영역 분할에 기초한 기존의 유한 요소법 병렬 솔브 알고리즘 DDM, BDD법은 K– 직교 직합 분해법
에 기초한 사영 CG법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하, 유한 요소법에 따라 정식화된 구조 문제의 전체 자유도의 공
간을 V로 하여, 풀어야 할 선형 방정식을 수학식 19로 한다.

수학식 19

여기서, K는 강성 매트릭스라 한다.
초대규모의 (자유도가 100만 정도 이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특히, 병렬 처리에 의해) 푸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방법 중 하나로서 영역 분할법(DDM : Domain Decomposition Method)이 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해 분할된 각 요소
를 상호 인접하는 것끼리 적당히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차지하는 공간 영역을 부분 영역(subdomain)이라 한다(
도 1 참조). 이것에 의해, 전체 영역이 먼저 부분 영역으로 분할되고, 다음으로 각 부분 영역의 유한 요소로 분할된다
는 상황에 공간 이 계층적으로 분할 이산화되는 것으로 된다. 이것에 따라, 영역 전체에 관한 처리를 각 부분 영역마다
의 처리와 부분 영역간 처리의 2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각 부분 영역마다의 처리는 병렬로 행할 수 있다. 상기 처
리의 2 단계 분리는 구체적으로는, 영역 전체의 변위장을 부분 영역 내부에 작용하는 외력에 응답하는 부분 영역 내부
의 변위장과, 부분 영역간 경계(내부 경계라 함) 상에 작용하는 외력에 응답하는 나머지 변위장으로 나누어서 따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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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함으로써 실현하고 있다. 후자의 변위장은 또한 부분 영역 내부의 변위장과 내부 경계 상의 변위장으로 나누
어지며, 전자는 후자의 종속 변수가 된다. 독립 변수인 내부 경계의 자유도에 대해서는 CG법에 의해 푼다. 내부 경계
에 대하여 풀면, 부분 영역 내부의 변위장은 그 경계 상의 변위를 경계 조건으로 하여 부하 제로의 변위장으로서 정해
진다.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구조물이 차지하는 공간 영역 전체
및 내부 경계

로 나눈다.

와

를 그 경계

는 일부 중복된다.

도 공간 V 를 이룬다. 규격 직교 기저로서 형상 함수열

, 부분 영역 내부 전부의 합병 영역

상의 허용 변위장의 자유도 공간이 전체 자유

를 취함으로써 V 에 내적을 정의한다. 이 내적은

에 의존하여, 이산화의 방법에 의해 변하는 계산의 편의상 설정되는 것이며, 물리적 혹은 객관적 의미는 없
다. 영역
는
를 포함한다.
상의 허용 변위장의 자유도의 공간 V i 와 내부 경계
상
s
의 허용 변위장의 자유도의 공간 V 는 직교하여, 전체 자유도 공간 V 는 수학식 20과 같이 V i 와 V s 에 직교 직합
분해한다.

수학식 20

이 직합 분해에 기초하여 V 상의 정정치 대칭 선형 변환 K 는
여 수학식 21에서 블록 대각화(對角化)된다.

로 블록 분해되지만, 이것에 기초하

수학식 21

S 는 Schur 의 보원(補元)이라 한다. 사영자 P

(i)

,P

(a)

를 수학식 22로 정의한다.

수학식 22

P (s) 는 내부 경계
상의 변위장을, 그것을 경계 조건으로 하여 외력을 받지 않는
시킨다. 정의로부터 수학식 23 및 수학식 24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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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3

수학식 24

수학식 25로 되며,

수학식 25

P (i) , P (s) 는 조건 P (i) + P (s) =1을 만족하는 K– 직교 사영자이다. 특히,
따라서, 이들 사영자에 의해 V 가 수학식 26으로

에 주의.

수학식 26

K– 직교 직합 분해된다.

와

의 관계는 수학식 27이다.

수학식 27

V

(s)

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제2식은 V

위장의 공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제3식은 V

(s)

(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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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위장의 공간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V (s) 에 대하여 2개로 특징지어진 것은 등가이다. 또한, 사영자 P (s)
의 고유값 0에 속하는 고유 공간 즉, kerP (s) 에 대하여 kerP (s) = V (i) = V i 이므로 V s 와 V (s) 는 선형 동형이
다. 따라서, P (s) 의 V s 로의 제한 V s -> V (s) 는 선형 동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V (s) 가 변수 공간인 경우,
대신 V 를 변수 공간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공간 및 방정식의 K– 직교 직합 분해의 직접법 공간 Y 와 반복법 공간 V

(a)

를 수학식 28로 두며,

수학식 28

수학식 14 ～ 수학식 16의 전처리 행렬 G 를 단위 행렬 G =1로 취하여 사영 CG법(J.Mandel, M.Brezina : 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 Theory and Performance in two and Three Dimensions, MGNet, http//casper.cs.yal
e.edu/mgnet/www/mgnet-papers.html)을 적용한 것이 영역 분할 법(DDM)이다. V
(s)

위장의 자유도의 공간, V

는

(i)

는

상의 허용 변

상의 허용 변위장과 그것을 경계 조건(정확하게는, 변위 구속 조건)으로서 갖는

상의 외력을 받지 않는 변위장의 자유도의 공간을 나타낸다. KV (s) 는 V (s) 의 변위장에 대응하는 내부 경계 상
의 반력의 자유도의 공간이다. 통상의 DDM 알고리즘은 상기에 따라 V (s) 대신 V s 를 변수 공간으로 취한다.
단위 행렬 이외의 G를 설정함으로써 전처리된 DDM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전처리 행렬 G 에 대하여,

일 때 전처리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DDM의 CG법에 이용되는 전처리로서, Neumann 전처리(P.Le.Tallec : Domain decomposition methods in compu
tational mechanics, Computational Mechanics Advances 1 (2) (1994) 121-220)가 있다. 이것은 상기의 전처리
행렬 G를 단위 행렬 I 가 아니라 Neumann 전처리 행렬로 취한 것이다. Neumann 전처리 행렬은 각 부분 영역 I 의
국소 강성 매트릭스 K I 의 Schur 보원 S I (국소 Schur 보원이라 함)의 일반 역행렬
상당하는 블록 분해 표시에 의해 수학식 29로 정의된다.

를 사용하여 수학식 24에

수학식 29

여기서, I 는 영역 분할에 의한 부분 영역의 인덱스, N

– 1 성분 행렬, { D
역행렬

I

}

I

I

는 부분 영역 I 의 자유도를 영역 전체의 자유도로 사상하는 0

는 1 인 각 부분 영역으로의 분해 행렬의 집합

선택 방법에 의해서는 조건

이다. 이 전처리는 일반

을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DM에 Neumann 전처리를 적용하면,
의 선택 방법의 임의성에 의해 부분 영역마다의 부정(不定)의 강체 변위
가 반복 처리마다 혼입한다. 이것은 부분 영역마다 제각기 부유 운동을 생기게 하여, 반복 수속 효율을 악화시키는 원
인으로 된다. 앞에서 설명한, 조건
를 만족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BDD법(Balancing Domain Decomp
osition method, J.Mandel : 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Communications on Numerical Methods in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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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ring 9 (1993) 233–341., J. Mandel, M. Brezina : 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 Theory and Perform
ance in Two and Three Dimensions, MGNet, http://casper.cs.yale.edu/mgnet/www/mgnet–papers.html, ARA
SOL An Integrated Programming Environment for Parallel Sparse Matrix Solvers (Project No. 20160), Delive
rable D 2.4 e Final report Domain Decomposition Algorithms for Large Scale Industrial Finite Element Probl
ems, July 30,1999.)은 DDM에 기초하여, 내부 경계 상의 변위에 대하여 전처리된 CG법을 이용하여 푸는 해법이며,
특히, 선형 재료 미소 변형의 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경계 상에 작용하는 외력에 응답하는 변위장을 부분 영역마
다의 강체 변위와 나머지 변형 변위로 나누어서, 전자의 자유도만 먼저 직접법으로 풀고, 후자의 자유도를 다음의 전
처리된 CG법에 의해 푸는 것이다. 즉, Neumann 전처리에, 앞서 푼 부분 영역마다의 강체 변위의 자유도의 혼입을 배
제하는 사영을 반복할 때마다 추가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 사영은 부분 영역에 불규칙한 부유 운동을 발생시
키게 한 외력을 삭제한다는 형태로 행해지며, K– 직교 직합 분해된 방정식인 수학식 7 및 수학식 8에서 F
F (a)
의 대응되며, 사영 CG법 알고리즘이라 한다면 잔차 사영 r -> r (a) 이다. 이와 같이, Neumann 전처리된 DDM을 개
선하여 부분 영역마다의 부유 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상기 사영 처리를 balancing 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DDM에서의 부분 공간 V (s) = P (s) V s 를 또한 다음과 같이, K– 직교 직합 분해한다. kerS I 를 포
함하는 부분 공간의 I 에 걸친 합 공간, 예를 들면 부분 영역마다의 강체 변위를 부분 영역 전부에 대하여 정합시킨 운
동을 생각하고, 그 자유도의 공간을 coarse 공간 W 로 한다. W 는 V (s) 의 부분 공간이다. V (s) 를 W 와 그 V (s) 에
서의 K– 직교 보공간 V (t) 로 K– 직교 직합 분해한다. 대응하는 K– 직교 사영자 의 쌍을 P (w) , P (t) 로 한다. 수
학식 30이 성립한다.

수학식 30

전체 자유도 공간 V 는 수학식 31 및 수학식 32로 K– 직교 직합 분해된다.

수학식 31

수학식 32

공간 및 방정식인 K– 직교 직합 분해의 직접법 공간과 반복법 공간을 수학식 33으로 하며,

수학식 33

수학식 14～수학식 16의 전처리 행렬 G 를 Neumann 전처리 행렬로 취하여 사영 CG 법(J. Mandel, M. Brezina : B
aIancing Domain Decomposition : Theory and Performance in Two and Three Dimensions, MGNet, http://cas
per.cs.ya1e.edu/mgnet/www/mgnet-papers.html)을 적용한 것이 BDD법이다. 특히, 수학식 17 및 수학식 18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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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전처리는 P

(W+a)

=P

(s)

인 것으로부터 수 학식 34 및 수학식 35로 된다.

수학식 34

수학식 35

사영 처리
BDD법의 반복법 공간 V

의 계산은 수학식 22를 그대로 계산한다.
(t)

는 동시에, 이후에 국소 coarse 공간인 W

I

의 정의 부분에서 함께 정의되는 balanced

공간이기도 하다. balanced 공간의 상 공간 SV (a) 로의 K -I –직교 사영
를 ba
lancing 으로 한다(J. Mandel : 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Communications on Numerical Methods in En
gineering 9 (1993) 233-341., J. Mandel, M. Brezina : 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 Theory and Perform
ance in Two and Three Dimensions, MGNet, http://casper.cs.yale.edu/mgnet/www/mgnet–papers.html」. Ba
lancing 은 BDD법에 적용한 사영 CG법의 알고리즘 수학식 14 ～ 수학식 16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K– 직교 사
영

수학식 14 및 수학식 16이 그것에 대응한다. DDM의 경우와 대조적

으로 BDD법의 경우에는, G는
이어도
이면 전처리로서 유
효하다. Neumann 전처리 행렬 수학식 29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본절 첫머리에서 제시한 Neumann 전처리된 D
DM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병렬 CG법은 영역 분할을 행하지 않고, 전체 자유도 공간 V를 그대로 CG법에 의해 처리한다. V 의 K– 직교 직합 분
해도 행하지 않는다. 직접법 공간을 Y ={0}으로 취하는 것에 상당한다. 문제가 대규모이고, 벡터 공간 V의 차원이 큰
경우에는 해석 대상의 공간 영역을 몇가지로 분할하여(이것을 부분(part)이라 함), 그것에 수반되는 V 의 분해(경계가
중복된 분해)에 따라 각각의 부분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별개의 프로세서가 처리한다. 벡터의 내적이나 행렬 벡터곱(
외적)과 같이 부분 공간 상호의 정보 교환이 필요한 계산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프로세스간 통신이 필요해진다.
이상,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영역 분할법(DDM : Domain Decomposition Method), Neumann
전처리된 DDM, BDD법(Balancing Domain Decomposition Method), 병렬 CG법의 해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
나, 이들 방법에서는,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경우, 발산하여 해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매우 길어
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도가 100분 이상인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풀 때, 해가 발산되지 않고 구해져, 반복 계산의 횟수가 적어지므로, 단시간의 계산 시간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시스템 CGCG법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시스템, 해당 시스템을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CGCG법은 영역 분할을 행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부분 영역의 내
부와 경계의 구별을 행하지 않고 coarse 공간을 설정하여, 전처리로서 간편한 대각 스케일링을 채용한 전처리된 사영
CG법을 이용하는,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위한 유한 요소법 솔브 알고리즘이다.
본 발명은,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으로서, 영역 분할을 행하
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
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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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 유한 요
소법 계산 시스템이다.
또한,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
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LU 분해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을 판정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시스템을 기능시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즉,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
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으로서, 영역 분할을 행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
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
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
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LU 분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으며,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
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
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고,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
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을 판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시스템을 기능시키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이기도 하다.
즉,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으로서, 영역 분할을 행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
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이며,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
를 LU 분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으며,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
단이,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
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
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으며,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이,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
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을 판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영역 분할을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CGCG법의 계산 흐름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CGCG법은 영역 분할을 행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분 영역의 내부와 경계의 구별을 하지 않고 coarse 공간을 설정
하여, 전처리로서 간편한 대각 스케일링을 채용한 전처리된 사영 CG법을 이용하는,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위한 유한
요소법 솔브 알고리즘이다. DDM, BDD법과 마찬가지로, CGCG법은 영역 분할에 기초한 사영 CG법을 기반으로 한다
. 먼저, Y = W 로 취하고, 사영 CG법에 의해 수학식 3에 준거하여 전체 자유도 공간 V 를 수학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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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6

으로 K– 직교 분해한다. 이 때, coarse 공간 W 로서 V 의 어느 부분 공간을 선택할지가 문제가 된다. CGCG법에서
는 W 로서 영역 분할에서의 부분 영역마다의 임의의 한정된 운동(예를 들면, 강체 운동)을 나타내는 V 의 부분 공간
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W로서 BDD법과 마찬가지로, 부분 영역마다의 강체 변위를 부분 영역 전부에 대하여 정합시킨 운동의 자
유도의 공간을 채용한 경우, V (a) 는 부분 영역 내부의 변형 운동을 나타내는 변위장의 공간을 이룬다. 즉, BDD법의
설정식인 수학식 33에 비해 직접법 공간과 반복법 공간을 수학식 37으로 취한 것이 된다.

수학식 37

이 경우, BDD법이 V (i) 의 자유도에 대해서는 직접법으로 푸는 데 대하여, CGCG법에서는 그것도 포함시켜 CG법으
로 푼다. 이 의미에서, CGCG법 쪽이 BDD법보다 CG법의 부담이 많고 직접법의 부담이 덜하다. 사영 CG법 전처리에
서도 CGCG법에서는 BDD법에서의 수학식 34의 사영 처리
이 적다.

이 없는 분직접법(分直接法)의 역할

Coarse 공간 W 의 실장면에서의 취급도 DDM법과 병렬 CG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DDM법에
서는 V s 를 변수 공간에 취하기 위해, 영역 전체의 변위장을 부분 영역 내의 변위와 내부 경계 상의 변위로 나누어서
취급한다. 병렬 CG법에서는 부분 영역을 그 내부와 내부 경계로 나누지 않고, 부분 영역은 그 내부 와 경계를 일체로
서 취급한다. BDD법에서의 coarse 공간 W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각 부분 영역의 경계(내부 경계 중 일부)의 강
체 변위를 먼저 정식화하고, 그 부분 영역 전부에 걸친 중첩 공간 W s 를 설정한다. 그것을 수학식 22의 P (s) 에 의해
K– 직교 사영하여 부분 영역 내의 강체 변위로 확장하여 W로 한다
. 한편, CGCG법에서의 coars
e 공간 W 는 각 부분 영역마다 그 내부와 경계 전체의 강체 변위를 직접 정식화하여 그 부분 영역 전부에 걸쳐 중첩시
켜 설정한다. 이것에 따라, 사영 CG법의 전처리에서는 공간 W s 의 자유도의 구해(求解) 이외에 부분 영역마다의 직
접법 처리의 수고를 하게 되는( Shur 보원의 계산을 위해) BDD법에 대하여, CGCG법에서는, 그 내부도 포함시킨 부
분 영역마다의 강체 변위의 자유도에 대하여 풀기만 하여도 된다.
방정식인 수학식 1을 수학식 6 ～ 수학식 8에 준거하여 수학식 38, 수학식 39 및 수학식 40

수학식 38

수학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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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0

으로 분해한다. 수학식 38은 변위장 W -성분 u (W) 를 결정하는 COARSE GRID 문제, 수학식 39는 변위장 V (a) –
성분 u (a) 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다. CGCG법에서는 사영 CG법에 준거하여 수학식 38을 직접법인 수정 콜레스키(ch
olesky)법, 수학식 39를 사영 CG법의 전처리된 CG 반복 처리에 의해 푼다. 전처리된 CG 반복 처리의 전처리 행렬
는 수학식 14～수학식 16에서

로 선택하여 수학식 41

수학식 41

로 설정한다. 여기서,

는D

렬)이다. 잔차
케일링과 반복법 공간 V

(a)

K

의 역행렬, D

K

는 K 의 대각 행렬(대각 성분이 K 의 대각 성분과 동일한 대각 행

로의 작용은 실질적으로는,
로의 K– 직교 사영 P (a) 의 합성이다.

즉, CGCG법의 전처리는 K 의 대각 스

BDD법에서는 Neumann 전처리라는 각 부분 영역에서 국소 Schur 보원 S I 의 일반 역행렬
계산을 행한다는 복
잡한 전처리를 행하는 데 반하여, CGCG법에서는 대각 스케일링이라는 간편한 전처리에 의해 계산 비용과 메모리 사
용량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CGCG법에서의 K– 직교 분해 수학식 36에서의 coarse 공간 W 의 정의를 설명한 다. I 를 영역 분할에 의한 부분 영
역의 인덱스로 한다. 부분 영역 I 내의 자유도가 이루는 벡터 공간을 V I 로 한다. V I 의 부분 공간 W I 를 정한다. 이
것을 국소 coarse 공간이라 부르기로 한다. coarse 공간 W 를

의 가중 중첩시켜 수학식 42를 정의한다.

수학식 42

여기서,
는 Neumann 전처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각 부분 영역으로의 분해
는 부분 영역 I 의 규정된 운동(예를 들면, 강체 운동)을 나타내는 변위장의 공간이다. m
를W

I

의 기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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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3

수학식 43은 W 의 기저를 이루고, W 의 차원은

이다.

특히, W I 가 조건 kerS I ⊂ W I 를 만족할 때, 대응하는 fine 공간의 부분 공간을 balanced 공간이라 한다. BDD법
에서는 Neumann 전처리를 행하기 위해, W I 는 kerS I ⊂ W I 를 만족할 필요가 있지만 CGCG법에서는 그와 같은
제약이 없다. 즉, CGCG법의 반복법 공간 V (a) 은 balanced 공간일 필요가 없다.
부분 영역 I 의 규정된 운동으로서 강체 운동을 생각한다. 이 때 W

I

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부

분 영역 I 의 강체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를 부분 영역 I 상의 절점 α 의 초기 좌표,
후의 좌표로 하여, 수학식 44, 수학식 15, 및 수학식 45로 된다.

수학식 44

수학식 45

수학식 46

미소 변형을 생각하면, 수학식 47 및 수학식 48이다.

수학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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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8

따라서, W I 를 다음의 조건으로 정의되는 부분 영역 I 상의 6개의 변위장
공간으로 정의한다. 즉, 수학식 49 및 수학식 50이다.

을 기저로 하는, 6차원 벡터

수학식 49

수학식 50

단, 수학식 50에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부분 영역에 의해서는 그 강체 운동의 자유도가 5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의 번호 j를 반복하여 바꾸어서, 그 기저가
도록 한다. 번호 j의 반복 변경에는 Gram-Schmidt 의 직교화법을 이용한다.

BDD법에서는, 수학식 49에서 정의되는
의 변위장을 정하는 부분이 CGCG법과 서로 다르 다.

으로 되

으로서 부분 영역 I 상에서가 아니고, 그 내부 경계 상의 6개

상기의 규정된 운동으로서의 강체 운동의 정식을 미소 변형 문제 솔리드 모델의 강체 운동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솔리드 모델인 경우, 수학식 49에서 정의되는 부분 영역 I 상의 6개의 변위장
수학식 51로 된다.

수학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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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부분 영역 I 상의 절점 α 의 초기 좌표이다.

이어서, 미소 변형 문제 셸 모델로의 적용을 설명한다. 절점 α 에서의 셸 중립면이 접하는 공간의 규격 직교 기저를
하나 선택하여

로 한다.

을 절점 α 의 초기 디렉터로 한다. 임의의 셸(shell) 요소 상의 점의 좌표

은 수학식 52로 쓸 수 있다.

수학식 52

여기서,

은 해당 셸 요소의 국소 좌표이다. 또한,

는 절점 α의 각각 셸 중립

면 상에서 정의된 형상 함수, 초기 절점 좌표, 현절점 변위, 현 디렉터의 회전량이다.
는 절점에 걸친 합을 나타낸다.

는 해당 셸 요소에 포함되

먼저, 셸의 미소 평행 이동 x -> x+a 는 수학식 53이다.

수학식 53

즉, 절점 변위 U

α

와 현 디렉터의 회전량

의 변화에 의해 정리하면 수학식 54이다.

수학식 54

다음으로, 셸의 미소 강체 회전을 생각한다. 변위 U

α

및 현 디렉터의 회전

에 미소 강체 회전
서 정의된 매트릭스,
현 디렉터

는 미소하다고 한다. 좌표

을 작용시킨다. 여기서,

은 수학식 46에

는 회전 방향 벡터이다. 미소 강체 회전에 의한 현 절점 좌표 X
의 변화량은 미소량 1차까지 생각하여 수학식 5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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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5

여기서, θ α 은 θ 를 절점 α 에서의 셸 중립면의 접공간(
벡터인 수학식 56이다.

에 의해 연장되는 부분 공간)으로 사용한

수학식 56

따라서, 미소 강체 회전에 의한 좌표 x 전체의 변화량은 수학식 57로 된다.

수학식 57

따라서, 셸의 미소 강체 회전은 절점 변위 U

α

와 현 디렉터의 회전량

의 변화로 정리하면 수학식 58이다.

수학식 58

미소 평행 이동 x -> x+a 와 미소 강체 회전

를 합하면 수학식 59 이다.

수학식 59

추가분

를 성분으로 쓰면 수학식 60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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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0

으로 된다. 즉, 수학식 49에서 정의되는 부분 영역 I 상의 6개의 변위장 <스캔; 23면 10행>은 그 절점 α 의 성분이
수학식 61로 된다.

수학식 61

은 부분 영역 I 상의 절점 α 의 초기 좌표이다.
부분 영역 I 의 규정된 운동으로서 아핀(affine) 변환(직선을 직선에 전사하 고, 그 위의 유향 성분비를 바꾸지 않는다
고 특징지어지는 변환)으로 표현되는 운동(이하, 아핀 변환 운동이라 부르기로 함)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상술한 강체 운동을 일반화한 것이며, 병진 운동과 일반 선형 변환 운동의 합성이다. 이 경우 W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부분 영역 I 의 아핀 변환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변형 후의 좌표로 하여,

수학식 62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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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3

수학식 64

혹은, 수학식 65, 수학식 66, 수학식 67, 및 수학식 68이다.

수학식 65

수학식 66

수학식 67

수학식 6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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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변형을 생각할 때, 수학식 69 및 수학식 70이다.

수학식 69

수학식 70

따라서, W I 를 다음의 조건으로 정의되는 부분 영역 I 상의 12의 변위장
원 벡터 공간으로 정의한다. 즉, 수학식 71에 의해

를 기저로 하는, 12차

수학식 71

수학식 72이다.

수학식 72

강체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학식 72에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부분 영역에 따라서는, 그 아핀 변환
운동의 자유도가 11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의 번호 j를 다시 매겨서, 그 기저가

로 되도록 한다. 번호 j를 다시 매길 때에는 Gram–Schmidt 의 직교화
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CGCG법에 의한 병렬 유한 요소법 솔브의 구체적인 계산 수순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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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 분할
해석 영역 전체를 복수의 부분 영역으로 분할한다.
2. 부분 영역의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의 분배
분할한 부분 영역의 각 계산 노드(CPU)로의 할당을 정한다. 즉, 각 계산 노 드(CPU)는 1개 또는 복수의 부분 영역을
담당한다. 각 노드가 담당하는 부분 영역 전체를 부분으로 칭한다(도 1 참조).
3. 강성 매트릭스의 작성
각 노드에서, 담당 부분 영역에 대한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4.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설정
4.1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 작성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추출하기 위한 전체 자유도 표시의 coarse 공간의 기저(부분 공간의 기저는 그 부분 공
간으로의 사영자로 간주할 수 있음)

를 각 노드의 담당 부분 영역에 대하여 작성한다.

4.2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

의 작성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
를 작성한다. 이 계산은 각 부분 영역의 강
체 매트릭스 K I 을 유지하는 노드에서 그 부분 영역으로부터의 기여를 구하여, 그것을 전체에 걸쳐 가산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4.3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
다. 이 LU 분해된

,

의 LU 분해

의 대하여, LU 분해

를 행한

를 모든 노드에서 유지하여 둔다.

5.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 초기 설정
5.1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 설정
5.1.1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μ
다음 방정식인 수학식 73을 μ

(w)

(w)

에 대하여 푼다.

수학식 73

여기서,
서
이용하여 μ

이다. F 는 각 노드가 담당 부분 영역에 관하여 유지되어 있으며, 각 노드에

(W)

를 구한 후 통신하여 영역 전체에 걸친 우변 벡터를 작성하고, 모든 노드에서 LU 분해한
를 구한다. 수학식 10의 u (w) 에 상당하는 것은 u (w) = NDZμ (w) 이다.

5.1.2 초기 변위 u

0

의 설정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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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변위 u

0

를 수학식 74에 의해 설정한다.

수학식 74

이u

0

는 각 노드의 담당 영역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한다.

5.2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 g
초기 잔차 g

0

0

의 계산

를 수학식 75에 의해 구한다.

수학식 75

이 잔차 벡터는 각 노드의 담당분만을 유지한다. 수학식 14～수학식 16에서 설명한 잔차
주의.

과 부호가 역인 것에

5.3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

잔차 g 0 에 대하여
를 구하는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여기서,
은 D K 의 역행렬, D
행렬(대각 성분이 K인 대각 성분과 동일한 대각 행렬)이다. 각 노드에서 담당 부분에 대하여 구한다.
5.4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

이하와 같이, Coarse Grid 전처리

를 행한다.

5.4.1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변수 μ
다음 방정식인 수학식 76을 μ

(w)

(w)

에 대하여 푼다.

수학식 76

우변 벡터는 통신하여 모든 노드에서 전체 영역에 걸쳐 작성하고, 모든 노드 에서 μ

5.4.2

의 설정

를 수학식 77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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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7

는 담당 부분만 유지한다.

5.4.3

의 계산

를 수학식 78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78

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한다.
5.5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 w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 w

0

0

의 설정

를 수학식 79에 의해 설정한다.

수학식 79

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한다.
6.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 반복 계산
6.1 전체 자유도의 변위 갱신
n≥1에 대하여, 이하의 수순으로 전체 자유도의 변위 u

6.1.1

n-1

을 갱신한다.

의 계산

을 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한다.
6.1.2 α

n

의 계산

통신을 행하여, 전 노드에서 α

n

을 수학식 80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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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0

6.1.3 u

n-1

의 담당 부분의 갱신

수학식 81에 의해 u

n-1

의 담당 부분을 갱신한다.

수학식 81

6.2 전체 자유도의 잔차 갱신
n≥1에 대하여, 전체 자유도의 잔차 g

n-I

의 담당 부분을 수학식 82에 따라 갱신한다.

수학식 82

6.3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5.3과 마찬가지로, 잔차 g

의 계산

n

에 대하여

6.4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5.4와 동일한 수순으로,
수학식 85로 한다.

을 각 노드에서 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한다.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의 계산

을 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한다. 즉, 2개의 방정식인 수학식 83 및 수학식 84를 풀어서

수학식 83

수학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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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5

6.5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w
다음과 같이, w
6.5.1 β
β

n

n

n-1

n-1

의 갱신

을 갱신한다.

의 계산

을 수학식 86과 같이, 통신하여 전체 노드에서 구한다.

수학식 86

6.5.2 w
w

n-1

n-1

의 갱신

을 수학식 87과 같이 담당 부분마다 갱신한다.

수학식 87

6.6 수속 판정
갱신한 잔차 g

n

으로부터 수속을 판정한다. 수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6.1로 되돌아가서 그 이후를 재차 실행한다.

7. 변위 해 u 의 출력
전처리된 CG법 수속 시점에서의 u n을 변위 해 u 로 한다. 필요하면 u 로부터 변형이나 응력을 구한다. 이 계산 수순
은 도 2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에 기초하여, CGCG법이 DDM , 병렬 CG 법, 및 BDD 에 비해, 계산 퍼포먼스가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한
다. 철도 대차를 모델로 하는 유한 요소법에서의 계산 퍼포먼스를 비교한다. 이 모델에서는 요소가 4면체 1차 요소,
절점수가 323,639, 요소수가 1,123,836, 자유도 수가 970,911(6 자유도만 구속)이며, 계산 환경은 계산기 Dual Pen
tium III 600MHz 4대, PE 수 4(각 머신에 1 프로세스), 계산 조건은 CG 법 톨러런스 1.0×10 -6 이었다. 계산 퍼포먼
스의 비교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로부터, 다음의 것을 알 수 있다. 즉, CGCG 법은 DDM 및 병렬 CG 법에 비해,
반복 단계 수, 계산 시간 모두 매우 적다. CGCG 법은 반복 단계 수에 대해서는 BDD 법에 뒤떨어지지만, 계산 속도에
대해서는 BDD 법이 3배 가까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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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교예 1>
표 1에는 Neumann 전처리된 DDM 과의 비교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DDM , 및 Neumann 전처리된 DDM 의 양자
의 계산 퍼포먼스를 비교한 계산 비교예가 있다. 비교예의 계산 퍼포먼스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비교예는 복수의
직방체를 조합하여 만든 간이 모델에서, 요소가 4면체 2차 요소, 절점 수가 1,029, 요소 수가 504, 자유도 수가 3,087
(저면을 완전 고정, 상면에 강제 변위)이며, 계산 환경은 계산기 Alpha21164 600MHz 1대, PE 수는 1, 계산 조건은
CG 법에 의해 톨러런스가 1.0×10 -7 이었다. 표 2는 DDM 과 Neumann 전처리된 DDM 의 계산 시간과 반복 단계
수를 나타 내고 있다. Neumann 전처리된 DDM 에서 단축된 시간은 13% 정도, 반복 단계 수도 기껏해야 1/2 정도이
다. 이 비교예 1과 실시예로부터, 본 발명의 CGCG 법은 초대규모 구조 문제의 해법으로서 종래 알려져 있는 DDM ,
병렬 CG 법, Neumann 전처리된 DDM 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매우 짧아서, 고속화 및 로버스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
여 개발된 BDD 법과 비교하여도 보다 빠르다. 반복 단계 수에 관해서는 BDD 법에는 뒤떨어지지만, DDM , 병렬 CG
법 및 Neumann 전처리된 DDM 과의 비교에서는 매우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GCG 법은 초 구조 문
제의 해법으로서 계산 퍼포먼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CGCG 법은 대규모의 문제를 유효하게 푸는 유한 요소법 솔브 알고리즘이며, 유한 요소법에 기초하는 해석 일반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유한 요소법에 의해 정식화되는 연속체 역학 전반, 고체 역학, 구조 역학, 유체 역학, 열전
도 문제, 전자장 문제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한 요소법은 미분 방정식을 지배(支配) 방정식으로 하는 경계값 문제
의 일반적 해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CGCG 법은 미분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하는 경계값 문제 전
반의 해법으로서 적용 가능하다. 어떤 문제에서도, CGCG 법의 적용은 대규모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것에 유효하
다. CGCG 법은 대규모의 문제를 푸는 유한 요소법 솔브 알고리즘으로서 종래에서부터 알려져 있는, DDM , 병렬 CG
법 및 Neumann 전처리된 DDM 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계산 반복 단계가 매우 적어진다는 특징을 갖는
다.
또한, CGCG법은 계산 시간에 대하여, 고속화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BDD 법에 비하여도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낸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으로서,
영역 분할을 행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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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剛性)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射影)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LU 분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殘差)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對角)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
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도의 CG 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이,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
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收束)을 판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

청구항 5.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에서, 영역 분할을 행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LU 분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殘差)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
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도의 CG 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
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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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
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을 판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
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

청구항 9.
자유도 100만 이상의 초대규모 구조 문제를 푸는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시스템에서, 영역 분할을 행하는 수단, 부분
영역을 각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분배하는 수단,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을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 및 변위 해를 출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을 설정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 표시의 사영자를 작성하는 수단,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수단 및 부분 영역 전체 중첩 운동 매트릭스를 LU 분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초기 설정을 행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의 초기 변위를 설정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초기 잔차를 계산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및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 초기값을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
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자유도의 전처리된 사영 CG 법의 반복 계산을 하는 수단을, 전체 자유도의 변위를 갱신하는 수단, 전체 자
유도의 잔차를 갱신하는 수단, 대각 스케일링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OARSE GRID 전처리 계산을
하는 수단, 전체 자유도의 CG법 탐색 방향 벡터를 갱신하는 수단 및 수속을 판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병
렬 유한 요소법 계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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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공개특허 10-2004-0016863
도면1

- 30 -

공개특허 10-2004-0016863
도면2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