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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보다 쉽게 실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이 공유/공개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수행해야하고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 (EDISON,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Simulation On the Net)의 열유체 분야 시뮬레이션 서
비스를 중심으로, 기존에 수행된 시뮬레이션 수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이력출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설계한다. 
공유 서비스를 위해 EDISON_열유체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을 “문제 → 계획, 설계 → Mesh → 시뮬레이션 수행 →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 보고서”로 정의하고 이에 맞게 기존의 시뮬레이션 수행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는 이력출
처 스토어의 검색/공유 API를 통해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을 검색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간과 계산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ABSTRACT

Web based simulation service is actively utilized to computably analyze various kinds of phenomena in real world 
according to progress of computing technology and spread of Network. However it is hard to share data and 
information among users on the services, because most of web based simulation services do not share and open 
simulation processing information and results. In this paper, we design a simulation provenance data sharing service on 
EDISON_CFD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Simulation On the Net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o share 
the calculated simulation performance information. To store and share the simulation processing information, we 
define the simulation processing step as “Problem → Plan, Design → Mesh → Simulation performance → Result → 
Report.” Users can understand a problem solving method through a computer simulation by searching the simulation 
performance information with Search/Share API of the store. Besides, this opened simulation information can reduce 
the waste of calculation resource to process same simulation jobs.

키워드 : EDISON,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 이력출처, 데이터 공개,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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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및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실생활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현상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

는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 

중, EDISON 서비스[1, 2]는 최신의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과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
히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웹을 통해 쉽게 이용하며 

가시화 도구를 통해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열유

체[3, 4], 계산화학[5], 나노물리[6] 분야에서 매학기 천

명이상의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다. 많은 사용자가 활발

히 사용함에 따라 시뮬레이션 작업 수도 증가하며 이를 

수행하는 계산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

션 수행 내역 및 결과 등을 공유/공개하는 기능이 없어 

동일한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도 각 사용자마다 모두 해

당 작업의 계산을 수행해야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뮬레이

션 수행 내역 중,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중

복적으로 자주 수행되는 작업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이

력출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설계한다. 이 서비스에선 

이력출처 저장소(Provenance Store)에 시뮬레이션의 

수행내역과 관련정보(문제, 배경지식, 계획, 설계, 레포

트, 등)을 저장하고, 데이터 검색 API를 통해 시뮬레이

션 수행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EDISON_열유체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중

심으로 공유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Ⅱ. 관련연구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게임[7], 모델링[8], 수
학/과학[9], 수치분석, 사회학, 데이터흐름 다이어그램, 
대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직관적 

인터페이스, 웹 기반의 전처리기 및 가시화 도구를 제

공하여 사용자들이 별다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웹 기반 시뮬레이션 응용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위

해 보다 많은 계산자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가시화 

도구, 등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수행과 분석을 돕는 서

비스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

과 그 결과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시뮬레이션 결

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아직 서

비스되고 있지 않다. 
정보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변화를 기록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력출처

(Provenance)[10-15]는 다양한 정보 (생성, 가공, 결과, 
소유주 정보, 가정, 등)를 분석하여 타겟을 좀 더 명확

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이력출처 시스템은 보통 

“실시간 사건 수집” → “Time series 데이터 저장소를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에 사건을 저장” → “데이터 검

색 및 활용” 과정을 거쳐 서비스되며, 마치 기록 저장

소처럼 보여진다[16]. 사건 저장을 위해 이력출처 그래

프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Open 
Provenance Model(OPM)이다. OPM은 객체(entity), 문
서(artifacts), 행위자 (actors)를 기본으로 데이터가 처

리되는 과정을 기록하며 이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한

다[17, 18]. 
이력출처 기술은 신약임상시험[19], 모바일, 클라우

드 서비스, 천문우주,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서 과거 이

력정보를 통해 지식을 얻고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된다. 개발 중인 신약의 경

우, 다양한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엄중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 

법적, 구조적, 과학적인 절차에 맞추어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기록한다[19]. 이를 위해 다양한 상세 수

준에서 참여자(임상의, 연구자, 임상시험 대상자, 보조

자, 등)와 각 처리 단계에 대한 진행 과정 (계획, 진행, 
평가, 분석), 특이사항, 등을 표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록한다. 이 기록은 이력출처 저장소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가 질의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질의는 데이

터의 상세 수준 (속성, 하위 수준 등), 각 데이터간의 관

계 (이전단계, 다음단계, 상위), 에 따라 기록된 임상 시

험 데이터를 다양하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검색

된 결과는 보통 그래프 형태로 정리되며 각 과정별로 

누가 참여했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술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력출처 기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 정보를 공개하는 이력

출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사용자가 다

른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을 검색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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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할 수 있어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Ⅲ. 웹 기반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 분석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 (EDISON, EDucation- 
research Integration Simulation On the Net)에서는 연구

자들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고

서, 논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매뉴얼, 등)를 웹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한다[1, 2].

그림 1. 시뮬레이션 작업 중복 횟수 및 비율

Fig. 1 Simulation job duplication and rate

시뮬레이션이 수행된 내역을 분석하여 그림 1과 

같이 중복 비율을 얻었다. 2012년 2학기엔 57~82% 
정도의 중복 비율을 보이고 2013년 1학기의 경우, 
EDISON_Airfoil_Design 프로그램만 약 8%의 중복을 

보이고 다른 프로그램은 84~99% 의 높은 중복 비율을 

보인다. 이는 전체적으로 EDISON 웹 시뮬레이션 서비

스가 아직 연구보다는 교육에 보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2D_comp-2.1, 2D_Incomp-2.1)
의 작업 중복 횟수 및 처리 시간

Fig. 2 Simulation job duplication and processing time

그림 2는 2012년 2학기와 2013년 1학기 EDISON_열
유체 서비스에서 활용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 가장 

중복 횟수가 많은 2D_Comp-2.1과 2D_Incomp-2.1의 

중복 횟수와 대기 시간,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2012년 

2학기 2D_Comp-2.1의 경우, 입력 파라메터가 73회 중

복된 시뮬레이션 작업들은 36832초 (약 10시간) 정도의 

총 계산 시간을 갖고, 1회 중복된 시뮬레이션 작업들은 

약 2,064일(day) 정도의 총 계산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파라메터 중복 시뮬

레이션 작업 내역을 이력출처 스토어에 저장하고 공유

한다면, 계산자원에서 동일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

하는 낭비를 줄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를 바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력 파라메터와 Mesh 파일이 동일한지 일일이 비교해

야 하는데, 모든 시뮬레이션 작업에 대한 Mesh 파일을 

비교하는 작업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유 서비

스를 구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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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동일 파라메터를 가진 작업에 대한 메쉬 정보

를 형상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가 직접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공개된 시뮬레이션 작업의 메쉬 파일 선택

Fig. 3 Selecting a mesh type on Provenance store to 
show the opened simulation job

Ⅳ. 이력출처 저장소 (Provenance Store) 

구축

그림 4. 시뮬레이션 공유 서비스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simulation sharing service

이력출처 스토어는 정의된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그
림 5)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이력정보는 시

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모듈과 API를 통해 일반 사용자

와 공유되고 검색된다. 이때 모든 시뮬레이션 수행 내

역을 공유하기 보다는 많은 시간 계산이 필요한 시뮬레

이션 작업이나, 중복이 많이 되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공유하면 계산자원의 낭비를 줄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시

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문제

들[2]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을 공개할 경우, 비
슷한 문제를 푸는 연구 및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공유를 위한 시뮬레이션 처리 과정 설계

Fig. 5 Design of simualtion processing steps for data 
sharing

그림 5에서 정의된 EDISON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 

(문제 → 계획, 설계 → Mesh → 시뮬레이션 수행 → 시

뮬레이션 결과분석 → 보고서)은 사용자가 공유된 시뮬

레이션 수행 내역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용이하다. 이중, 
“Mesh”, “시뮬레이션 수행 정보”, “시뮬레이션 결과”는 

EDISON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지만, “문
제”, “계획,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보고서” 부
분은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하여 넣어야 한다.

그림 5의 수행 내역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하여 그림 6과 같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행에 대

한 과정을 그래프를 작성했다. 이 그래프의 처리 과정

에 따라 EDISON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저장되며 정

해진 데이터 수행과정(워크플로우)에 맞게 추출한 시

뮬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

터 간의 관계나 각 단계별 속성 값을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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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그래프

Fig. 6 Simulation program execution graph

Ⅴ. 이력 출처 데이터 활용

시뮬레이션 이력출처 저장소에 저장된 시뮬레이션 

수행내역을 API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은 

이력출처 검색 API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내역을 

검색한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7. 시뮬레이션 리스트 및 정보 검색 API
Fig. 7 API for simulation list and information

그림 8. 이력출처 스토어에서 공개된 시뮬레이션 작업

Fig. 8 An opened simulation job of Provenance store

그림 8은 그림 5에서 정의된 6단계를 중심으로 사용

자에게 공개된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을 각 탭마다 분류

하여 보여준다. 그림 8에서는 “EDISON_CFD를 이용한 

에어포일의 두께에 따른 임계 마하수 비교 연구”[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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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문제와, 계획, Mesh,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를 정리하였다. 특히, “계획, 설계” 단계에 저장된 “임계 

마하수에 대한 에어포일 두께의 영향”과 같은 배경 이

론과 NACA0012, NACA0016에 대한 CFD 실험 조건, 
그리고 발표된 논문은 수행된 시뮬레이션이 계획에 따

라 어떻게 설정되고 수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

다. 이처럼 단순히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만 공개하기 

보다는 시뮬레이션 실험에 필요한 배경지식, 목적, 등
도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시뮬레이션 수행 정보는 사용자가 시뮬

레이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기 수행된 시뮬레이션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계획을 세워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공유를 지

원하기 위하여 이력출처 저장소를 설계하고 시뮬레이

션 수행내역과 함께 문제, 배경지식, 계획, 설계, 레포트, 
등의 관련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배경지식과 함께 시뮬레이

션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법과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향후 공유된 데이터의 효과를 분석

하여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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