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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물질의 산란단면적은 표준모형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모의시늉 데이터가
필요하다[1]. 따라서 입자물리에서 암흑물질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CPU)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전자-양전자 충돌기 실험의
질량중심에너지에서 암흑물질을 연구하였다. 암흑광자(A')의 신호 프로세스는 e+ e- → μ+ μ- A'
이며, A'는 두개의 뮤온 경입자로 붕괴한다[2].
본 연구에서 암흑물질 연구를 위한 모의시늉 툴킷으로써 MadGraph5를 사용하였다. 질량중
심 에너지와 암흑광자 질량에 따른 산란단면적을 표준모형 뿐만 아니라 암흑물질과 암흑광자
를 포함하는 Simplified 모델을 사용하여 신호사건의 모의시늉 테이터를 생성하였다[3]. 생산된
모의시늉 데이터의 CPU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KISTI-5 슈퍼컴퓨터(누리온 KNL, SKL)과
KISTI 로컬 Linux 머신을 사용했다. 누리온 KNL은 노드당 68코어를 SKL은 노드당 40코어 그
리고 로컬 Linux 시스템에는 노드당 32개의 코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코어당 그리고 한
노드당 각 머신의 CPU 시간을 비교했다. 또한 작업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경과 시간을 조사하
여 서로 다른 머신에 대한 병렬 처리의 효율성을 비교했다[4,5]. 이 결과는 고성능 컴퓨팅을
사용하여 입자물리 모의시늉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입자물리 연구
자들에게 개선된 병렬처리 기반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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