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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초고속 컴퓨팅 자원을 쉽게 활용하여 실세계의 여러 물리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웹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보다 편리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분석하는 전문

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편리한 데이터 검색을 위해 API를 설계한다.

이 논문에서는 열유체 및 화학분야에 사용된 웹 기반 시뮬레이션 수행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검색 API를 설계한다. 설계된 검색 API는 사용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이버랩

(cyberlab) 정보를 중심으로 사용자, 사용기간, 소속에 따른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을 손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API를 활용하여 웹 시뮬레이션 통계 서비스, 시뮬레이션 수행 경향 분

석, 자주 발생하는 오류 파악, 등 사용자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Web based simulation service is utilized to computationally analyze various phenomena in real

worl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network and computing technology. To provide suitable

simulation service, web based simulation service will be improved by analyzing execution data.

Especially, an API for data retrieval is designed, because every analyst needs different data.

In this paper, we design the retrieval API for a user to analyze the web based simulation

execution data, which is used on CFD (Cu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Chemistry. The

designed retrieval API provides an simulation execution data depending on an user requirement

such as a user type, an execution period, and an affili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re

information such as an user, a simulation program, and a cyberlab. Besides, a developer can

provides a suitable information for a user to execute a simulation well such as a simulation

statistics, an execution trend, and a frequ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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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팅 기술 및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의학, 환경,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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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한 수행 내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검색 API를

설계한다. 설계된 검색 API는 첨단 사이언스 교

육 허브 (EDISON,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Simulation On the Net) [1]에서 사용

된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 사이버랩(cyberlab) 이

용현황, 사용자 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검색

API를 이용하여 검색된 수행내역은 계산자원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 현황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시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 예

를 들어 AgentSheets (게임)[2], AnyLogic (모델

링)[3], Explore Learning (수학/과학), NetLogo

(프로그램 언어), OpenPlaG (그래프)[4], OpenEpi

(생물통계), SAGE (수치 분석)[5], Social

simulation (사회학)[6], VisSim viewer (데이터 흐

름 다이어그램), 등의 서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홍보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사용자 수 및 시뮬레이션 수행 현황, 등이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열유체 시뮬레이션 (e-AIRS)

그림 1은 웹 기반 열유체 시뮬레이션을 지원하

는 e-AIRS 서비스[7]의 수행 예를 보여준다. 이렇

게 수행된 내역은 사용자 만족도와 함께 수행 내

역을 분석하여 계산 자원 확장 및 네트워크 속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2는 화학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e-Chem

과 Chemworks[8, 9]의 수행 예를 보여준다. 매학

기 천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용하는 Chemworks

는 편리한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복

잡한 연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화학 시뮬레이션 (Chemworks)

Ⅲ. 웹기반 EDISON 시뮬레이션 서비스

그림 3.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

그림 3은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 (EDISON)

[10]의 간략화된 구성을 보여준다. 대학 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EDISON 플랫폼에선 최신의 연구결과를

연구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최

신의 콘텐츠에 대한 원활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 과학을 이용하는 대

학생 혹은 대학원 생들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최신의 연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어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Ⅳ. 검색 API

웹 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수행 내역을 검

색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검색 API를 설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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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색 API 설계

그림 4는 설계 검색 API의 호출 방법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다. 결과는 아랭

표 1처럼 Json과 XML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표 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자수 검색 결과

예

Result

HTTP codes

<solver>

  <query>

    <from>2012-01-01 +0000</from>

    <to>2012-01-01 +0000</to>

    <institute> OOOO, OOOO, OOOO </institute>

    <cyberlab> OOOO, OOOO, OOOO </cyberlab>

    <class> OOOO, OOOO, OOOO </class>

  </query>

  <user>

    <date>

      <from>2012-01-01 +0000</from>

      <to>2012-01-01 +0000</to>

    </date>

    <data>

      <researcher>20</researcher>

      <student>20</student>

      <tutor>20</tutor>

      <developer>20</developer>

      <total> 80</total>

    </data>

  </user>

</solver>

검색 API를 호출하고 표 1처럼 결과를 받아 파

싱하여 표 및 그래프의 형태로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5는 검색 API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그래프의 한 예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수행 내

역에 대해 사용된 프로그램과 성공, 실패 비율,

시뮬레이션의 대기 시간, 처리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 보기 예

Ⅴ. 결 론

이 논문에서 설계한 검색 API는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의 사용자, 시뮬레이션, 사이버 랩의 활

용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본 API로써 다양한

서비스 내역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보

다 다양한 API가 확장 설계될 수 있으며 보다 분

석을 위해 파싱 모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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