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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즈마는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을 보

이는 준중성(Quasi-neutrality)의 기체이다[1]. 기체

가 이온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합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플라즈마라고 하지 않는다. 플라즈마의 집합

행동은 외부의 전자기장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안의 

양이온과 전자들이 만드는 국소적인 전자기장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적인 PIC(Particle-in-cell)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플라즈마의 집합행동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내부의 전자기장을 관찰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매트랩(Matlab) 이나 매스매티카(Ma-

thmatica)를 통해 전기장을 계산한 뒤 계산된 전기장

을 단순한 그래프나 3D Vector field를 통해 나타내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고 해상도 에이터에서 

매트랩을 통해 렌더링된 벡터장은 직관적으로 그 형

태나 세기를 관찰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계산

에 CPU 만 활용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 또한 매우 

오래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Fig. 1은 Matlab을 통

해 3D Vector field를 렌더링 한 화면이다.

전하밀도 상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

서는 모든 점 전하에 대해 적분하고 이것을 모든 공

간에 대하여 반복해야 한다. 이 연산은   의 시

간 복잡도를 가지는 비용이 매우 큰 연산이다[2]. 또

한 고차원 3차원 볼륨 데이터와 벡터장은 가시화 없

이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먼저 플라즈마의 양이온과 전자의 밀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부터 플라즈마 내부에 생성되는 

전기장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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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시화 하는 방법을 다룬다.

2. 문제정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공간 안의 모든 점전

하에 의해 생기는 전기장의 합과 같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볼륨 데이터의 해상도에 따라 전기장

을 구하기 위한 계산량은 매우 커질 수 있다. 또한 

계산된 벡터장이 의미 있는 정보가 되려면 많은 공간

이 샘플링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합성곱 정리와 GPGPU(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or Unit)를 이용한 병렬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합성곱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와의 성능 비교도 수행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전

하 밀도, 합성곱 커널, 전위, 전기장 등, 4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직관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HDF5 포맷으로 저장되

어있는 양이온과 전자의 밀도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 크기의 3차원 그리드에 32bit 부동소수

점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Fig. 2는 전자와 양성자

의 밀도 값이 그리드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HDF

파일을 HDFViewer를 통해 읽어온 화면이다. 이 데

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HDF5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Raw 형식의 파일도 읽어올 수 

있게 하였다. 렌더링 방식으로는 볼륨 렌더링, 서피스

렌더링, 벡터장 렌더링을 지원하며 볼륨 데이터에 대

해서는 볼륨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

라 Isosurface를 구해 렌더링 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3. 제안된 방법

전기장  는 전위(Electric potential)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플라즈마를 입자의 집합으로 보면 플라즈마 내부

의 전위는 점전하 군에 의해 생기는 전위이므로 쿨롱 

포텐셜(Coulomb potential) 에 의해 다음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    


 (2)

여기서  은 위치  에서의 전하밀도함수, 

는 쿨롱상수(


≈×),  은 전위를 구하려는 

위치,  은 점전하의 위치이다. 수식 (2)를  에 대한 

합성곱(Convolution)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식 (2)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합성곱 정리에 의해 수식 (3)을 푸리에 변환(Fou-

rier transform)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4)

위 식에서  는 푸리에 변환,   은 역 푸리에 

변환이다. 이렇게 계산된 전위에 대해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전기장을 얻을 수 있다.

GPU (Graphic Processor Unit) 거대한 행렬이나 

벡터를 다루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위 계산 

과정에서 전하밀도를 구하는 과정과 푸리에 변환, 점

별(Pointwise) 곱 연산은 GPGPU를 이용하여 가속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DA C 와 CUDA Fast

Fourier transfor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위의 알

Fig. 1. Vector field rendered by Mathlab.

Fig. 2. Three Dimensional grid data of electric charg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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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가속화 하였다. CUDA 는 다수의 스레드

(Thread)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해 데이터 스트림

을 CUDA 코어라 불리는 GPU 의 프로세서에서 병

렬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5,6].

4. 전기장 가시화

전기장을 구할 공간을 샘플링 하는 방법으로는 보

간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조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보간 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지

만 보간에 필요한 연산량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간에 필요한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

해 1 로만 이루어진 커널과 전하 밀도 데이터의 합성

곱을 이용해 전하 밀도의 구간별 평균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전하 밀도 함수로 사용하여 “3. 제안된 방법”

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전기장을 계산하였다. 사용자

가 샘플링 할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가시화 

될 전기장 벡터의 세밀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

였다.

Fig. 2 은 Y=40에서 플라즈마 전하밀도의 단면이

다. 이 전하밀도와 Fig. 4의 커널을 각각 푸리에 변환

을 한 뒤 곱하고 다시 역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면 

Fig. 5의 전위가 구해진다. 이 데이터의 기울기를 취

하면 구하고자 하는 전기장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연

산에는 4차원(x, y, z, scalar, 예) 전하량, 커널, 전위)

의 전체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벡터장을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벡터 표기법을 통

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GPGPU에서 연산된 벡터를 

라인의 길이와 색상을 통해 크기를 표현하고 화살표

로 방향을 표현했다. 렌더링에는 OpenGL을 이용하

였으며 UI (User interface) 는 멀티플랫폼 사용 환경

을 고려하여 QT 프래임워크를 사용하였다.

스칼라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칼라 데이터의 크기

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텍스쳐 기반 볼륨 렌더링을 

이용해 렌더링 하였다. 또한 Fig. 3, 4, 5와 같이 볼륨 

데이터의 한 평면에서의 스칼라 값을 높이 값으로 

사용하여 3차원 공간에 렌더링 하는 방법도 사용하

였다.

5. 성  능

5.1 시간 복잡도

일반적인 3차원 합성곱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이다[1]. 합성곱 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에의 

시간 복잡도는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와 같다. FFT(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다.

Fig. 3. Electric charge density of plasma.

Fig. 4. Kernel used by convolution operation.

Fig. 5. Calculated electric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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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모리 사용량

합성곱 정리를 이용한 합성곱 계산에서는 이산

(discrete) 푸리에 변환의 주기성 때문에 출력 시그널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커널의 크기 만큼 시그널의 가장자리를 0으로 

채워 주어야 한다. 즉 패딩이 추가된 이미지의 크기

는     ×  ×  

이 된다.   ,   ,   ,   ,   ,   는 각각 이미

지의 넓이, 높이, 깊이, 커널의 넓이, 높이 깊이 이다.

점별곱 연산을 위해선 커널의 크기도 이미지의 크기

와 같아야 한다.

5.3 알고리즘 성능 비교

CPU에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지 않고 합성곱을 

계산한 결과와 GPU에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의 수행시간을 비교하였다. CPU 메모리에

서 GPU 메모리로의 데이터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하였다. 실험이 수행된 환경은 Intel i7 920 CPU,

8GB DDR3 RAM, Nvidia GTX980 GPU 이다.

Table 1과 같이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는 CPU 수

행시간이 더 빠를 수 있으나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수

록 CPU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GPU 메모리로의 데이터 

복사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6. 가시화

합성곱을 이용하면 샘플링의 정도를 적은 비용으

로 조절할 수 있다. Fig. 6은 원본 데이터의 1/10 의 

전하 밀도 값만 샘플링 하여 나타낸 전기장의 모습이

다. 매트랩이나 매스매티카를 이용한 렌더링과는 달

리 카메라의 구도나 샘플링 표본의 개수를 GUI를 통

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고차원 데이터를 색,

차원 축소, 동위면 검출 등을 통하여 다향하게 분석

할 수 있다. Fig. 7은 전자의 밀도를 색상과 불투명도 

값으로 하여 텍스쳐 기반 볼륨 렌더링 된 모습이다.

Fig. 8은 특정 편면에서 전하량의 변화를 관찰한 모

습니다. Fig. 9은 Marching cubes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동위면 검출을 통해 전하량이 같은 부분만 렌더

링 된 모습이다[7].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플라즈마 전하 밀도 데이터

Table 1.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for FFT algorithm and conventional convolution algorithm

N
conventional convolution

algorithm on CPU (ms)

FFT algorithm on

GPU (ms)

FFT algorithm on GPU + Time to copy data

from main memory to GPU memory (ms)

8k 290 815 815

64k 18.5k 801 803

125k 70k 796 801

5000k - 1693 1852

Fig. 6. Line representation of electric field.

Fig. 7. Visualization of electric charg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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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 값으로 하여 원하는 해상도의 전기장 데이터

를 GPGPU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

를 가시화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시화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용

량 플라즈마 데이터에서 전기장에 의해 플라즈마 입

자에 가해지는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예측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정적인 데이터에 시

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플라즈마 입자들의 운동 방향

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GPGPU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병렬화를 통해 GPU

의 코어 수 증가나 다중 GPU 환경에서 알고리즘의 

수정 없이 성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플라즈마 입자들의 모멘텀, 온도 등과 

같은 플라즈마의 다른 속성들의 가시화를 통한 관찰 

방법과 작용되는 힘의 계산을 통해 운동방향을 예측

하고 예상 운동 경로를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에서

의 실시간 동위면 검출을 통해 플라즈마 내부의 원하

는 입자의 위치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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