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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해석에 
요구되는 계산량 또한 비례하여 증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계산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 FETI-local 병렬 기법을 이용한 
대용량 구조물 영역분할 구조해석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안된 
영역분할 해석기법은 local Lagrange 승수와 augmented Lagrangian 공식을 이용하여 
2차원 대형 구조물을 여러 개의 비 중첩 국부영역(sub-domain)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Local Lagrange 승수들은 상호 연결된 각 국부영역들의 변위에 따른 호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본 해석기법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2차원 정사각형 구조물에 
대하여 국부영역 개수 증가에 따른 변위를 비교할 예정이고, 계산 자원 증가에 따른 
해석시간, 메모리 사용량 변화를 비교하여 확장성(scalability)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석 결과

   이 장에서는 2차원 사각형 형상의 분할영역 수의 증가에 따른 해석 결과의 변위를 
검증하고 2차원 정적 병렬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CPU 수 증가에 따른 계산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비교하여 영역분할 구조해석 기법의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한 끝 단이 
고정된 2차원 정사각형 정적해석 결과를 이용해 확인한 병렬해석 확장성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Three-dimensional shell connected through localized Lagrange multiplier



Figure 3. 영역분할 구조해석 프로그램 확장성 확인

        (a) 2개 국부영역                      (b) 4개 국부영역                      (c) 6개 국부영역

Figure 2. 영역분할 구조해석 X축 방향 변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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