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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각 분야의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혹은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

드가 등장하였다. 한국공학한림원의 4차 산업혁명공학교육보고

서(이용훈 등, 2018)와 융합교육보고서(강소연 등, 2018)를 통해 

데이터과학 및 공학 가상해석 교육이 부족함을 강조하였고, 복잡화

된 시스템과 지적 협력요구에 대응한 효과적인 융합 교육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부족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다른 영역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상준 등, 2016)은 국내 소프트

웨어(이하 SW) 경쟁력이 미흡한 이유로 인력이 매우 부족을 첫번

째로 들었다. 바로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는 강한 반면 

SW가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특히 고급 SW 인력(전문지식 

+ SW 개발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사회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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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이루려고 할 때 이를 주도할 SW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SW개발뿐만 아니라 사용 면에서도 기반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내 엔지니어링·과학용 SW는 대부분 외산이 

차지하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이유로 사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체의 정책에 종속되어 자유롭

고 수준 높은 공학SW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융합화 

되고 SW화 된 공학교육 요구상황에서 필요한 공학 SW 개발인재

를 양성하는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workflow management system, 

WMS)은 개별 SW 도구(tool)들을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전산 서비스를 지칭하고, 주로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cyberinfrastructure)나 e-Science 분야에서 이러한 서비스들

이 발전되어 왔다(wikipedia, 2018). 이러한 WMS는 과학연구에 

활용하면서 과학 워크플로우(scientific workflow)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특히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이나 계산생물학

(computational biology) 분야 중심으로 이미 일반명사화가 되

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레이저 간섭형 중력파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6, pp. 3~12, November 2018

연계적 공학해석 교육을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및 활용 고찰 
신정훈･김한기･채희승･전인호･이종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플랫폼센터 

Workflow-based Environment and its Use Scenario for the Education of 

Connective Engineering Simulation
Shin, Jung-Hun･Kim, Han-Gi･Chae, Hui-Seung･Jeon, In-Ho･Lee, Jongsuk Ruth† 
Center for Computational Science Platform,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BSTRACT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 the engineering field is increasing day by day, so the uti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imulation 
software in the engineering design stage has become the core competence of the engineer. This study presents a new software education 
method for multiple systems in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using a workflow execution environment as a sub-module of a 
computational platform (called EDISON platform) that can incorporate in-house software tools developed by many simulation tool developers. 
It can execute not only individual software tools such as fluid flow, structure, optimal design, but also conduct connective executions 
of multiple software tools. Based on this simulation environment, a methodology was proposed that can be applied to convergence 
types of engineering educations. By properly using this methodology, it is expected that beginning engineers could encourage their 
specialties understanding the big pictures of the analysi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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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 

LIGO) 연구(Abbott et al, 2017)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 이들 

과학분야 연구들은 주로 거대 데이터(주로 실험)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흐름을 구조화 및 자동화하는 활용이었는데, 최

근 이와는 다른 활용흐름으로 복잡한 전자회로설계를 협동으로 

수행(Brickman et al, 2018)하거나 공학에서의 최적설계에도 적

용한 특이한 사례(Nquyen, 2017)들도 나오고 있다. 상용 공학해

석 SW에서의 경우 CAD-격자-솔버-후처리로 이어지는 정형화

된 과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워크플로우툴 자동화 기능이 탑재

되었는데(ANSYS website, 2011), 아직 각 과정들에서 사용자

가 개입해야 하는 과정들이 많은 작업현실에서 워크플로우 기능

의 사용이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표적인 

과학 워크플로우로서 Taverna(Boulakia et al, 2018), 

Galaxy(Afgan et al, 2018), Kepler(Crawl et al, 2016), 

Pegasus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각기 다른 요구사항

(requirement) 기반으로 그 기능들도 다르게 발전되어왔다. 최

근에는 데이터 가시화를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

러리(python library) 활용 WMS인 OpenAlea와 VisTrails 등이 

발전하고 있고, 접근성을 증대시켜 웹기반 혹은 클라우드(cloud) 

기반 WMS들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1의 형태

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과학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워크플로우 시

제(prototype)들이 개발되었는데(김서영 등, 2013; Kim et al, 

2014), 다중 컴퓨팅 인프라와 웹 기반의 특성을 지녀서 연구분야

간 융합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Fig. 1 Examples of scientific workflow management system: 
SimFlow (ref. (12) and (13))

본 연구에서 개발된 WMS는 2011년부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하에 수행된 R&D 

사업의 산출물인 계산과학 플랫폼(일명 EDISON 플랫폼)(Jeon 

et al, 2017)의 서브시스템(subsystem)으로 만들어졌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워크플로우 SW는 Kim 등(Kim et al, 2014)이 개발한 

산출물 시제에 기반 하였고, 다년간 EDISON 플랫폼을 통한 대학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해석 SW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기능(조건, 루프, 포맷변환기 등)들과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 되였다. 또한 강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안 및 일부 현장 적용을 통해 실제 

공학교육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하였다.

II. 워크플로우 환경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조사

1. 공학SW 교육 현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엔지니어는 사이버적인 SW/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스템 모델링 등에 대한 지식도 겸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CPS)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국내 대학들에서 세부전공별로 이 사이버물리적 내용

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물리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비, 인력의 부족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수강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목을 세분화하는 교수설계적인 

접근 혹은 활용이 쉬운 도구 등의 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

다. 첫 번째 접근으로 연세대 기계공학과에서는 수학·기초과학→전

통 기계공학→고전CPS관련 과목→최신CPS관련 과목→인문·사

회·경제 과목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수립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로 대학에 저렴한 라이선스 비용으로 공급된 상용 해석SW를 

활용하거나, 그 외 각종 SW들을 모아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탑재 소프트웨어(in-house software)들을 통하

여 강의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꾸준한 사례로써 공개된 오픈소

스 SW를 활용하는 방식(Blunt, 2017; CFD with OpenSource 

Software, 2018)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2. 기능 요구사항

WMS 개발 아이템 도출을 위해 사용자들이 해석SW 활용 교

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EDISON 사업 과정에서 수행한 수업 

후 설문과 수시 요구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였고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WMS 기능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본 논문의 WMS는 각 대학 연구실에서 교육용으로 개발

한 다수 해석SW들을 탑재한 플랫폼 상에서 구동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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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다. 왜냐하면 상용 해석SW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흐름

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솔버(solver)들을 불러들여 다양

한 전·후처리 작업들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별도의 워크플로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대한 요구는 없다. 반면 EDISON 플랫폼이 보유한 학부 수

준 교육용 SW의 경우, 대부분 한 가지 기능 위주의 SW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SW들을 관계 지울 수 있는 

SW 연계(connective) 기능이 더 복합적인 수준의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 사용자 설문을 통해 여러 

SW들을 연계시킨 해석 케이스(case)가 있으면 해석SW의 작

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

다. 그러므로 SW들을 개체(entity)로 간주하여 그것들을 연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DISON 플랫폼 활용 SW교육에서 또 다른 특징은 플랫폼 사용

자들 다수가 해석SW 개발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개발하는 WMS가 사용자 교육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점들도 모색하였다. 앞서 언급한 

공학SW 개발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서의 지식, 수치해석 이론, 그리고 컴퓨터 언어에 대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현재 각 대학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

인 형태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업에서 행해지는 개발 교육은 시간

과 교육생 역량의 한계로 인해 단편적인 알고리즘의 구현에 그치거

나, 수준이 높다 해도 단순 기계 부품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학 사용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실전 현장에

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해석 대상, 다양한 해석 및 분석 

상황 처리, 그리고 단위 SW들 간의 상호 연계 등을 경험하고 

터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졸업 후 현장에

서 공학설계 관련 전공자로서 해석SW를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는 

단위 기능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WMS를 

통해 터득할 수 있다. Fig. 2는 개발 SW들의 연계를 통한 상위 

해석 기능 구현 예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해석SW 사용자와 개발자가 실전문제 대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위해 WMS를 이용한다

면 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3. 워크플로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요구사항 도출

앞 절에서 설명한 실제 현장 시스템을 가상공간에서 자유롭

게 다룰 수 있는 공학SW 개발 인재 교육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였는데, 위 사항들을 워크플로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에서 모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 요구사항들을 아래와 같

이 도출하였다. (Fig 2 참고)

(a) Sequential engineering SW’s developments

(b) WMS-based engineering SW’s integration

Fig. 2 Use cases of WMS for SW development education

1) 각 개발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SW들을 탑재 및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웹기반 서비스

2) 개발된 단위 SW들의 완전한 공유: 누구나 해당 SW들을 

찾고 실행

3) 공유된 단위 SW들의 각종 정보(입출력 포맷 등)의 용이

한 확인 및 자유로운 실행

4) 상위 기능 구현을 위한 단위 SW 사이의 다양한 연계(순

차, 포맷변환, 루프, 조건문, 정지 등) 

5) 각 단위 SW들의 연결 구조를 한 눈에 보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UI

6) 특정 목적으로 구축된 워크플로우 구조들의 저장/공유/수

정/실행

7) 원하는 지점에서 중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도구 

8) 낮은 SW 비용 및 환경적응에 필요한 시간

III. 워크플로우 기반 실습 환경 개발

1. EDISON 플랫폼 기반 웹 포털 서비스

가. 주요기능 설명 

Fig 3에 도시한 EDISON 웹 포털은 EDISON 플랫폼 기반으

로 구축된 웹 사이트로 시뮬레이션 SW 기반의 문제 해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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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다. EDISON 웹 포털은 공학 SW를 쉽게 등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이언스 앱스토어(ScienceAppstore)와 

등록된 공학 SW를 실행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실행환경은 아이스브레이커(IceBreaker, 이

하 IB)라고 불리는 모듈을 밑바탕에 두고 작동한다. 뿐만 아니

라 이론 및 실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모듈과 

수업 활용을 학과목 관리 시스템인 교육 모듈을 제공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복잡한 IT기술을 추가로 학습할 필

요 없이 실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제공한다.

App store

Octave

App 
developer

App store

Science Appstore

App store

Science WorkflowSimulation

App store App store

Workflow 
App A

Education Contents

Fig. 3 Web portal service based on EDISON platform

나. 시뮬레이션 SW 관리 및 실행 모듈

EDISON 웹 포털을 통해 개발자는 자신의 시뮬레이션 SW를 

등록 관리 할 수 있다. 사이언스 앱(Science App)이라는 형태

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이언스 앱은 사이언스 앱스토

어(Science Appstore)에서 관리된다. 시뮬레이션 SW는 리눅

스(Linux)에서 동작하는 실행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시뮬레이

션 수행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입력 받고 출력

해야 한다. 사이언스 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행 파일을 

웹을 통해 업로드 하고, 입력 파일과 출력 파일의 형식을 입/출

력 포트로 등록 해야 한다. 입/출력 포트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

고 있으며,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입/출력 포트를 워크

플로우에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타입에서 정의된 편

집기와 분석기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출력 데이터

의 결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입출력 포트와 실행 파일이 업로

드 된 시뮬레이션 SW는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입력하

여 사이언스 앱스토어에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관리자

가 등록 요청된 사이언스 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

이언스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된다. 

EDISON에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작업은 모두 작업 스

케줄러 및 시뮬레이션 작업관리 미들웨어(middleware)인 IB라

고 불리는 모듈에서 담당한다. Fig 4와 같은 아키텍처를 가진 

IB는 EDISON플랫폼의 핵심모듈로서 모든 시뮬레이션 작업

(job)이 IB의 작업 스케줄러 및 시뮬레이션 작업관리를 거쳐 

각 전산자원에 할당되며, 작업 모니터링 역시 IB를 통해 지원

된다. 또한 IB의 RESTful API를 통해 슈퍼컴퓨터 사용자에게 

전통적인CLI (Command-Line Interface)가 아닌 웹 기반 실

행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Fig 4 Layered architecture of IceBreaker 

서비스 공개된 사이언스 앱은 웹 포털에 접속한 다양한 사용

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편집기를 통해 입력 데이터

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제출 할 수 있다. 작업 수행이 

완료되면 분석기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다운

로드가 가능하다.

다. 교육 관리 모듈

학교 수업에서 EDISON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 관리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수업에 맞는 강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강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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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강의 공지사항을 통해 수업

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교수자에게 학생들의 시뮬

레이션 수행 이력 및 통계 정보를 제공해 과제 평가 및 학습 

지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Jeon et al, 2016).

2. EDISON 워크플로우 시스템

EDISON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지시 그래프(directed graph)

를 사용해서 워크플로우를 표현한다. 그래프 상의 각 블록

(block)은 EDISON 전문센터에서 개발된 해석SW이며, 에지

(edge)는 SW 간의 데이터 전달과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앱은 입

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가지며, 호환 가능한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 

간에만 에지로 연결이 가능하다. 서로 호환성이 없을 경우에는

SimFlow

Pre-processor

Post-processor

Science App.

WF Controller

Workflow Project

Workflow 
run/edit environment

PBS Pro

SuperComputer 5

Ready
Queue

Running
Queue

Job 3

Job 2

Job 1

Job 2

Job 3

Job 1

Scheduler
Abstraction
Interfaces

FIFO
Algo.

Model

DAO

DB

Job Scheduler & Simulation 
Management System

USER

User Interaction

Reuse

Workflow on Portal

Fig. 5 EDISON workflow system architecture

포맷 변환기(converter) 기능을 사용하여 두 SW 간의 입력과 

출력을 서로 맞추어 줄 수 있다. 또한 단위 SW 사이의 실행 순

서를 제어하기 위하여 조건문 실행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EDISON 워크플로우 실행 엔진 SimFlow는 EDISON 

포털에서 작성된 워크플로우를 JSON 포맷으로 받아서 이를 

해석하고 작업 스케줄러 및 시뮬레이션 작업관리 기능을 제공

하는 IceBreaker와 연동하여 워크플로우를 실행한다. 

SimFlow는 Spring Boot 기반으로 Java로 개발되었으며 워크

플로우 생성, 삭제, 일시 정지, 재 시작, 워크플로우 실행 상태 

확인, 시뮬레이션 및 작업의 상태 모니터링, 작업 결과 다운로

드 등의 기능을 Restful API 형태로 제공한다. 그리고 단위 앱 

사이의 다양한 연계를 지원하게 위해서 출력 포트와 입력 포트 

사이의 포맷 변환을 위한 변환기(converter)를 지원하고 있으

며, 제어기능으로서 루프(loop) 기능과 조건부 워크플로우 실

행 기능을 지원한다.

  EDISON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조는 Fig 5와 같으며, 사용

자 UI를 제공하는 EDISON 포탈과, 워크플로우 실행을 담당하

는 워크플로우 실행 엔진, 그리고 작업 스케줄러 및 시뮬레이

션 작업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로 구성되

어 있다.  

IV. 워크플로우 실행 및 교육활용 고찰

본 장을 통해 구현 크플로우 도구의 단위 기능들을 설명하

고, 공학문제 중 복합적인 SW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을 선정(구

조 최적설계, 다물리 시스템)하고, 구현된 워크플로우 기능들을 

활용하여 푸는 시나리오들을 발굴하였다. 

1. 구현 기능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워크플로우 시스

템은 웹기반에서 슈퍼컴퓨터와 같은 거대 계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그리드(Grid) 시스템 기반이다. Fig. 6은 워크플

로우 도구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

준다. EDISON 플랫폼에는 다양한 계산과학공학 SW들이 탑재

되어 있고, 그 중 연계가 가능하게끔 개발된 SW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1단계는 Fig. 6(a)는 필요한 SW들은 블록과 그것의 입/ 

출력을 뜻하는 에지 형태로 보여지고, 서로 다른 SW사이의 연

결이 가능하다면 Drag-and-Drop을 통해 화살표 연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저장(save)을 할 수 있는 Fig. 6(b) 과정

이 실행될 수 있다. 저장된 워크플로우 프로젝트들은 해당 사

용자의 고유저장소에 저장되고, 또한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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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저장소에 남길 수 있다. 다른 사용자는 본 워크플로우 프로

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불러들이기(import)를 통해 케이스를 불

러들여서 활용한다. Fig. 6(c)의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시작시점

부터 실행이 되고, Fig. 6(d)와 같이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워크플로우 블록에서

도 표시된다. 실행이 끝나면 Fig. 6(e), (f)와 같이 후처리기 지

원이 되는 경우 가시화(visualization)을 할 수 있고, 결과 파일

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복잡한 연계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몇 가지 제

어기가 개발되었다. 제어기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

적인 제어기는 Fig. 7(a)의 조건문(if)과 반복루프문(loop)이고, 

Fig. 7(b)에서와 같이 SW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마다 그 

포맷을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data format) 변환기 역시 

제어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어기는 해석마다 매우 다른 기능

(a) Loading SW’s

 

(b) Saving the workflow project

(c) Executing the project 

 

(d) Monitoring the project

(e) Viewing the simulation results

    

(f) Downloading the result files

Fig. 6 Example workflow case of a simple serial process for beam deflec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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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요하므로, Fig. 7(c), (d)의 형태로 그 때마다 파이썬 스

크립터(python scripter) 창을 통해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다.

2. 교육 시나리오(1) – 최적화 문제

최적화 기술은 다양한 공학분야에서 활용되고, 대표적인 SW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Fig. 8(a)는 직각 하중을 지

지하는 L-bracket의 최소한의 하중지지를 만족시키면서 중량

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푼 예시이다. 본 시나리오는 구조해석 

SW (Plate/shell analysi on edison website, 2017)와 유전 

알고리즘 기반 최적설계 SW (L bracket PSO WF on edison 

website, 2017) 2종으로 구현되었고, 최적화 설계변수는 3개 

지점들에서의 두께로 정하였다. 앞서 설명된 워크플로우 실행

을 통해 구해진 결과는 Fig. 8(b)에서처럼 결과파일 텍스트에

서 확인 가능하다. 본 시나리오에 사용된 SW들은 각각 다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되었고, 실제 대학수업에서 활용 중에 있다. 

이 문제는 현장에 적용하기에 그 변수 개수나 규모가 적지만 

기초 최적설계 교육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c)의 L-bracket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익형

(airfoil) 형상의 최적설계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았다. Fig. 8(d)

는 익형의 전산유동해석 SW (eair_WF on edison website, 

2017)와 전역 최적화 SW (Global_Design_WF on edison 

website, 2017) 2종을 활용하여 구현된 형상최적설계 시나리

오를 보여준다. 

반복루프로 구현되는 최적화 문제는 실제 조건문과 포맷변환

기를 활용하여 더 복잡하게 구현 가능하다. Fig. 8(e)는 물질의 

 

(a) If controllers

   

FlowSolver

Optimizer

(b) Loop controller

(c) Data format converter

   

(d) Scripter UI

Fig. 7 Example workflow case of a simple serial process for beam deflec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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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율(percolation)을 해석하는 몬테카를로 기법(Monte- 

Carlo method) SW (2-Dimensional percolation model on 

edison website, 2017)와 특정 파라미터를 변동하면서 최적치

를 찾아나가는 워크플로우 시나리오이다. 조건 제어기와 연결

선만으로도 루프를 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 시나리오(2) – 다물리 시스템 해석

워크플로우 환경을 활용한 2번째 교육 시나리오로서 다물리 협동 

해석을 들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시스템은 다물리(multi-physics) 

시스템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 대응한 융합교육에는 다물리 시스템 

(a) Problem definition of L-bracket thickness optimization

  

(b) Workflow built for shape optimizing loop

(c) Optimization results of L-bracket case

  

(d) Workflow case for airfoil shape optimizing loop

Optimization

Final
result

Result view

(e) Workflow practice for percolation parameter optimization

    

Fig. 8 Example workflow cases of optimiz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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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 9는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분야에서 만날 수 있는 심장의 거동 모형 문제를 보여준다. 

심장은 전기생리학적(electrophysiological) 시스템으로서 전기적 

해석SW (3D_Electrophysiology_HumanHF on edison website, 

2017)와 수축운동을 모사하는 역학적 해석SW (3D_Mechanical on 

edison website, 2017)의 연계가 필요하다. 시간과 능력이 허락한

다면 1인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나리

오의 경우에는 협동 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자 1인은 전기적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하고, 

나머지 1인은 역학적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시나리오에서는 원활한 실습을 위해 전체 시스템을 분해하고 

다시 통합하는 개발책임자 1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하나의 상위 시스템을 하위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Fig. 9 Workflow practice for electric-mechanical interaction 
simulation for heart electro-physiology research

작업을 분산하고 다시 합치는 방식은 여러모로 효율적일 수 있

다. 비단 다수의 물리영역을 가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간적으

로 거대한 시스템- 예를 들어, 항공기 전기체의 몸체, 앞날개, 

뒷날개 등으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석업무를 각 전문 연구자들에

게 배정하는 것은 시도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다물리/다영역 시

스템을 다룰 때 경계조건 처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개발 주제가 될 예정이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이학 분야의 거대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워크플로

우 관리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공학교육에서의 요구사항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실습교육 환경을 개발하였고, 웹

기반의 EDISON 계산과학공학 플랫폼에 탑재된 여러 분야의 SW

들을 바탕으로 활용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

서 몇 가지 발견한 사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블록(block)과 에지(edge)으로 표현되는 지시 그래프 방식의 

시뮬레이션은 다수의 공학 분야에서 이미 익숙한 방식이므로 

실습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또한 각 에지에서의 가시화 도구들이 풍부해야 교육 효율성

이 극대화 될 것이다.

특히 이미 대학 등에서 교육되고 있는 순차적 시스템, 다물

리 시스템, 거대 시스템 등을 대상 공학해석 실습교육에 워크

플로우 환경이 적용된다면 더 큰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물리/다영역 시스템에서의 연계 해석교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경계조건 처리 기능에 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첨단 사

이언스 교육 허브 개발(EDISON)사업(NRF-2011-0020576)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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