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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형 안테나 해석에서 큰 화두는 안테나 수치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병렬 처리 방식인 OpenMP, 

MPI, CUDA를 이용하여 안테나 수치 계산을 병렬화할 경우 발생하는 단점을 제시하고, 각 병렬 처리법의 장점도 소개한다.

Ⅰ. 서론 

  현재 통신 환경은 무선화, 대용량화가 이루어지고 있

어, 밀리미터파 통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밀리미터파 통신에서는 늘어난 대역폭으로 인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전자파의 도달 거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형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도입되

어야 한다. 대형 안테나는 전기적으로 크기가 큰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안테나 설계법으로는 적절한 결

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

영역 최적화 방식을 대형 안테나 설계에 사용해야 한다. 

대형 안테나의 전영역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OpenMP, 

MPI, CUDA[1]-[3] 등의 병렬화 기법을 대형 안테나 수치

해석법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OpenMP, MPI, 

CUDA 등를 이용한 병렬 처리법의 장단점을 소개한다.

   

Ⅱ. OpenMP, MPI, CUDA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OpenMP(Open Multiple-Processing),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와 같은 다양한 병렬 처리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은 대형 안테나는 안테나의 

전기적 크기가 파장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 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그림 1과 같

은 안테나는 설계 변수가 매우 많으므로, 안테나를 구성

한 변수의 순차적인 변경만으로는 요구 규격에서 명시한 

설계 규격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양한 안테나 변

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전영역 최적화 기법[4]을 이용

하여 최적 설계를 찾을 수 있지만, 대형 안테나는 안테나 

설계를 위한 변수가 수천개에서 수만개가 될 수 있으므

로, 안테나 수치 해석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능한 해결책이다.

▶▶ 그림 1. 대형 안테나의 전형적인 구조

표 1. OpenMP, MPI, CUDA의 상호 비교

병렬 방식 장점 단점

OpenMP

- 프로그래밍이 매
우 쉬움

- 메모리 관리의 용
이성

- CPU에서 모든 처리

- CPU 코어수를 늘리기 
어려움

- 코어수로 인한 가속 
한계

- 반복문 구조에만 사용 
가능

MPI

- 매우 많은 노드 
구성 가능

- 통신 연결 속도가 
매우 중요

- 전역 최적화에 탁
월한 가속성

- 통신 기반 프로그
래밍 필요

- OS와 충돌 빈번
- 통신 연결 실패가 

빈번하게 나타남

CUDA

- 매우 많은 계산 
코어 가능

- 동일한 반복 구조 
연산의 가속성 탁월

- GPU와 CPU 동시 
사용 가능

- 프로그래밍의 어려움
- CPU와 GPU의 철

저한 구별
- 일반 구조의 코드는 

가속화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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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OpenMP, MPI, CUDA와 

같은 병렬 처리법을 쓰는 것이다. 대형 안테나 수치 해석 

과정에서 경험한 OpenMP, MPI, CUDA의 장단점은 표 1

에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안테나 수치 해석은 프로그램의 구조를 

숙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OpenMP, MPI, CUDA 등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안테나 수치 해석 구조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한 각 병렬 처리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한 프

로그래밍 방식으로 수치 해석을 설계해야 전역 최적화에 

필요한 가속화된 수치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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