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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우주 분야는 공력(aerodynamics), 구조(struc- 

ture), 추진(propulsion), 제어(control)의 결합을 통

하여 단일 시스템을 이루는 통합 시스템 학문이다. 항공

우주 분야의 연구자들은 업을 통해 단일 환경에서 연

구를 수행하고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연구

의 주요한 활동이 된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 환경은 

각 연구 기 마다 독자 으로 필요 기자재를 구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항공우주 분야는 생성물의 규모

가 거 하고, 결과물 생산 비용  실험 장비(풍동) 구

축 비용이 고가이므로 실험  수치해석 장비와 가시화 

장비들을 모든 연구 기 에서 구비하기는 실 으로 어

려운 일이다. 더욱이 연구 기 들도 지리 으로 산재해 

있어, 공동 연구나 업을 해서는 몇 주 동안 다른 지

역의 연구 기 에 상주해야 하는 일이 잦고, 원격 력

을 한 커뮤니 이션도 e-mail이나 화 등의 통신 수

단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리  제약을 극복

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규모 연구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하는 것은 매우 요

하다. 한 부분의 연구자들은 수치해석과 실험을 모

두 수행하기보다는 둘  하나를 주된 연구 방향으로 하

고 있어, 수치해석 연구자는 실험에 해 실험  연구자

는 수치해석에 해 이해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치해석과 실험을 모두 지원하여 사용자로 하

여  쉽게 양측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연구

의 신뢰도와 상의 측면에서 높은 정  효과를 야

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기반 기술을 이용하

여 수치 해석과 실험 연구가 모두 가능한 통합 연구 환경

으로서 e-Science Aerospace Integrated Research 

Systems(e-AIRS)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의 특성에 

해 서술한다. 

그리드(Grid)는 산재되어 있는 이 기종 환경에서 

용량의 컴퓨  자원과 고성능 연구 장비, 용량 데

이터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자 연구에 필요한 자원들

을 효율 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 라로, 해석하는 문

제  방법에 따라 계산(Computational) 그리드, 데

이터(Data) 그리드, 액세스(Access) 그리드로 구분된

다[1,2]. 계산 그리드는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

퓨  워를 공유해 한 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사용

할 수 있어 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그리

드는 페타 바이트 의 용량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자료를 분산 장하고 활용하기 한 

그리드이다. 액세스 그리드는 분산된 지역의 다수의 연

구자들이 가상 실 기반에서 공동으로 로젝트를 진

행할 수 있는 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리드이다. 즉 

고속의 네트워크 인 라 에 컴퓨터 장비, DB, 풍동

(風洞), 천체 망원경과 같은 고가의 첨단 기자재뿐만 

아니라 문 인력 자원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리드를 이용하여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그리드 환경을 이용

하기 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

존의 자신들의 어 리 이션과의 연동도 쉽지 않다. 이

러한 사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사용자에게 쉽

고 투명성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 혹은 기존 어 리

이션 인터페이스 등을 가지는 포탈 환경이 개발되어

야 한다. 한 연구 자원에 한 근성을 높이고 실질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그리드 포탈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리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작업 환경으로 인터넷 웹 라우 를 통

해 근할 수 있으며, 기존 인터넷 사용자에게 쉽고 편

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 을 가진다. 포탈은 각 

자원들과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으며 이 

포탈을 통하여 다양한 어 리 이션 분야에 활용하기 

해서 각 분야의 고유한 문제 해결 환경(PSE: 

Problem Solving Environment)[6]을 제공한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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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은 연구자들이 항공우주 세부 지식 없이도 수치해석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 문제 해결 환경으로

서의 가상 풍동 환경을 제공하며, 그리드 상에서의 정

보 리, 작업 수행, 작업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

하는 통합 환경으로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웹 포탈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그리

드 환경의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공하여 역 

분산 병렬환경인 그리드 환경에 익숙지 않은 어 리

이션 사용자에게 유용한 작업환경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FD 병렬화 어 리 이션 로그램

의 제작, 수행, 모니터링  가시화 기능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PSE 포탈에 해 논의한다. 한 실제 풍동 

실험을 원격으로 요청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풍동 

실험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치 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고 수치 해석 연구자와 풍동 실험 연구자

가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한다. 

끝으로, 연구자들 사이의 종합 인 업을 지원하기 

한 액세스 그리드 환경을 구축하여, 단순한 토론을 능

가하는 본격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련 연구를 2장에서 설명하고, 3장

에서는 항공 우주 기반의 e-AIRS의 체 구조  기

능을 설명한다. 4,5,6 장에서는 e-AIRS 웹 포탈을 기

반으로 한 수치 해석 서비스에 한 세부 인 설명과 

원격 풍동 실험 리 서비스  업 연구 환경 서비

스데 하여 차례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2. 련연구

기존 e-Science 연구 사례  ST 분야 련 연구

로는 GECEM(Grid-Enabled Computational Electro- 

magnetics)[9], GEODISE[10], DAME(Distributed 

Aircraft Maintenance Environment)[7,11] 등이 

있다.

GECEM 로젝트는 과학  공학 해석을 해 그

리드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수치 시뮬 이션  가시

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리드 기반의 격자 제작, 

조작 서비스 구   활용, 다수 계산 자원 상에서의 

원격 CEM 시뮬 이션의 실행, 그리고 시뮬 이션 결

과에 한 원격의 업 사용자들 간의 공동 가시화  

분석이 이루어진다. 

국의 e-Science 일럿 로젝트  하나인 

GEODISE는 다양한 툴박스를 제공하여 공학분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Matlab 환경에서 그리드 서비스

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어 리 이션 개발자가 이

에 작업한 내용을 공유,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새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다. 작업 내용을 검색하기 해 EDSO(Engineering 

design search and optimization)분야의 디자인 검

색에 시멘틱 개념을 사용하여 보다 지능 으로 검색한

다[8]. 그러나 타인의 작업 로그를 확인하거나 결과를 

공유, 재사용시의 보안, 권한 설정  데이터에 한 

신뢰성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DAME는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의 지원 아래 진행 인 

e-Science 로젝트로 항공기 엔진의 원격 상태 모니

터링을 그리드 컴퓨  환경에서 실패 진단  상시스

템을 구 한다. 즉, 원격지의 계산 자원과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단일 기  내의 상태 정을 지원하고, 시스

템 상에서 엔진의 상태 진단  유지 보수를 가능하도

록 한다. 이를 해 규모의 데이터 유지  데이터 

마이닝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워크 로우 유지, 

QoS 유지  상태 정 지원 도구들에 한 연구를 통

해 항공우주 어 리 이션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사

후 검색  재사용을 해 분산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장 시 사용되는 패턴과 검색 시스템은 병렬 패턴 매

칭 기술인 AURA(Advanced Uncertain Reasoning 

Architecture)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거 한 데이터

에 있어 고속 패턴 매치를 제공한다. 패턴 매치 서비스

는 포탈 기반의 데이터 라우 와 검색 인터페이스로 

SDE(Signal Data Explorer)를 사용한다.

3. e-AIRS의 체 구조

본 논문에서 다루는 e-AIRS는 산유체역학(Com- 

putational Fluid Dynamics; CFD)[4]에 기반한 

유동 수치해석 서비스와 PIV(Particle Image Veloci- 

metry)에 기반한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를 통합 환경

에서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 

e-AIRS 포탈은 그리드스피어(GridSphere)[3]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 으로 사용자 리, 세션 

리, 그룹 리, 이아웃 리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

가 포탈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환경 구축을 돕는다. 그리드스피어는 인터넷 포탈의 

개발 랫폼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 페이지 내에서 소

규모 어 리 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포틀렛 방식 모델

에 기반을 두고 각각의 서비스 별로 재사용이 가능하

도록 구 되었다. 웹 포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드 

상의 여러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무 하게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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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뿐 아니라 포탈에 속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소 트웨어 자원에 근하여 자원의 체계 인 리

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산 유체역

학  계산에 사용되는 클러스터 컴퓨터와 풍동 실험 

장비와 같이 모든 연구소나 학에서 보유하기 힘든 

장비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규모 계산 자원  실험 장비에 한 직  제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사용자가 자원에 직 으

로 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e-AIRS 전체 구조도

e-AIRS 시스템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체 

시스템은 포탈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CFD 서

비스,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  업 시스템의 3가지 

요소로 나  수 있다. CFD 서비스는 수치 풍동 서비

스로, 사용자가 웹 포탈에 속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상을 모델링하고 격자계를 구성하는 격자 생성

(mesh generation) 서비스, 수치해석자(CFD solv-

er)를 이용한 계산 서비스, 계산 과정에서의 수렴도를 

모니터링 하기 한 모니터링 서비스  계산 결과를 

가시화하는 가시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격자 생성 기술

은 KAIST에서 개발한 격자 생성 응용 로그램인 

K-Grid를 확장하여 높은 공간 정확도, 빠른 계산 시

간, 복잡한 형상의 용, 로드 밸런싱으로 인한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고성능 수치

해석자를 개발하 다. 가시화 기술은 KISTI에서 개발

한 응용 로그램인 K-view[13]를 확장 개발하여 이

용하 다.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는 풍동이 있는 연구소를 직

 방문하거나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풍동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향후 일반 인 

풍동 실험의 원격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논문

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12]에서 개발하고 있는 smart 

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실험을 우선

으로 구 하 다. 이는 PIV 실험에 기 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음속 풍동을 이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시스템의 해석  실험 서비스와 별도로 업 토의 

 데이터 공유를 한 액세스 그리드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 다. 액세스 그리드 기반 환경은 다수의 사용자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고, 그룹 내 사용자들간의 

데이터 공유  연구자 간의 원격 토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4. 가상 수치 풍동 서비스

일반 으로 CFD 수치해석 과정은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요약하면 [격자의 생성]→[경계 조

건과 유동 조건의 입력]→[CFD solver에 의한 반복 

계산]→[수렴성 체크]→[결과의 후처리  가시화]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처리 과정은 계산을 수행하

기 한 해석 상의 형상의 모델링  공간 격자계 생

성(mesh generation) 과정을 의미한다[15]. 

격자란 산 유체역학의 수치 인 계산을 통하여 해

석하고자 하는 유동 상이 나타나는 역을 기하학

인 형상 형태로 분할한 것이다. 유동의 해석에 사용되

는 격자는 기하학 으로 매우 복잡하고, 단순하더라도 

곡선의 형태를 취할 때가 많아 별도의 격자생성기

(Mesh generator)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이 게 제

작된 격자계(mesh system)는 여러 개의 셀(cell)로 

구성되며, CFD 해석자는 이들 각 셀에 기 조건

(initial condition)을 부여하고 주어진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과 지배 방정식(governing 

equations)의 제약에 따라 럭스(flux)를 계산하여 

반복 으로 각 셀의 물성치를 변화시킨다. 기 조건은 

임의 으로 부여하여 물리  상을 반 하지 않은 상

태이므로, 물리  법칙을 표 하는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에 따라 계산된 럭스의 크기는 기에 매우 큰 

값을 갖게 된다. 이후, 계산이 차 진행됨에 따라 

럭스의 크기는 계속 어들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게 된

다(실제로는 이산화된 방정식과 실제 방정식에 trun-

cation error가 존재하여 0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반복계산(iteration)을 통해 각 셀의 물성치는 최종

으로 물리  특성을 정확히 반 하는 해로 수렴한다. 

일반 인 CFD 해석자는 그 특성을 지배 방정식, 경계

조건, 강건성(robustness), 안정성(stability), 계산 

효율(efficiency) 등으로 단할 수 있으며, 해석의 

상이 난류(turbulence)와 같은 복잡한 상을 포함하

거나 규모 계산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병

렬해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5]. e-AIRS에 사용된 

CFD 해석자는 서울 학교 공기역학 연구실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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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것으로,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Navier- 

Stokes 방정식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난류 모델, 럭

스 산출 기법, 어떤 문제에도 용 가능하도록 일반화

된 경계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에 자동으로 티

셔닝(partitioning)을 수행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 

범 한 병렬 계산에 용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한 복잡한 형상을 여러 개의 격자계로 나 어 병렬처

리 하는 다 블록 방식의 계산을 지원한다. 

CFD를 통한 계산 과정은 술한 바와 같이 정상해

(steady solution)에 근 해 갈수록 각 셀의 물성치 

변화가 어들기 때문에, 매 계산 회 차마다 이  값과

의 차이(residual)을 계산하여 0에 가까운 값에 근 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수렴성(convergency)

이라고 하며, 계산 도 에 수렴과 발산 여부를 살피기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AIRS에서는 간 결과

와 계산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치해

석에 한 정보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치해석자의 계산 결과는 가시화 서비스를 통해 웹 

상에서 도시되며, 사용자는 직 으로 자신의 계산 결

과가 물리 으로 타당한지 단할 수 있다. 

그림 2 CFD 수치 해석 과정

4.1 격자 생성 서비스

격자 생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된 기능은 유체역

학을 수치 으로 계산하기 해서 필요한 격자계를 생

성하는 부분이다. 해석의 상이 되는 물체의 형상 데

이터와 유동장의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선→면 

등의 기하학 구조 생성 작업을 통하여 한 형태로 

생성하는 과정이다. 격자 생성 서비스는 수치 해석을 

처음 하거나,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형상을 해

석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GUI 환경을 제공한

다. GUI환경은 수치 풍동의 개발을 하여 사용자의 

입력 작업을 최소화 하면서 계산에 필요한 격자 생성

을 손쉽게 할 수 있는 2D  3D 기반 요소들로 구성

된다. 격자 생성 시 필요한 격자 템 릿  기존에 작

업했던 데이터와 생성 과정을 통해 나오는 데이터들은 

원격지의 장 서버(storage server)에서 통합되어 

리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로 새로운 라이 러

리를 만들거나 기존 라이 러리를 변경할 수 있다. 데

이터베이스화의 주된 목 은 어 리 이션 수행 시 그

리드 상에서의 데이터를 리하기 한 모듈러 컴포

트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기 함이다.  다른 목 은 

부가 인 메타데이터들과 함께 VO(Virtual Organi- 

zation)안의 사용자들을 한 간단하고 투명한 방법을 

제공하기 함이다. 

4.2 CFD 솔버 서비스

CFD 솔버 서비스의 해석 수행과정은 한 경계

조건  유동조건을 통해 질량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

존의 법칙, 에 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인  역과의 결과 값을 비교하면서 반복

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계산 과정은 

기 입력 정보와 격자  역분할 등과 같이 체 노

드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기 한 모듈, 작업 리 모

듈, 결과 값의 수렴여부 단, 결과의 조합을 한 모

듈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의 실행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CPU의 개수를 지정한 후 사용자의 명령

에 따라 작업이 시작된다. e-AIRS에서는 사용 가능한 

CPU의 개수를 직  확인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정보 리는 로버스[5] 툴킷의 MDS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산 과정은 여러 자원을 사용하여 작업을 

병렬 처리하기 해 등록되어 있는 자원의 상태 정보

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사용자는 각 자원의 CPU, 메

모리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각 로세서의 

성능 분석을 하고, 성능에 최 화된 작업 할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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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니터링  가시화 서비스

사용자는 CFD 솔버 서비스를 통하여 계산이 진행

되는 동안 계산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기 해 계산되는 

작업의 상태  간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다. 다양한 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상태는 

로버스 툴킷에서 제공하고 있는 GRAM(Globus 

Resource Allocation Manager), MDS(Monitoring 

and Discovery System)를 이용하여 각 상태  자

원의 상태를 악한다. 일반 으로 계산자원으로 작업

이 할당되면 각 작업 별로 고유 ID가 할당되는데, 이 

ID를 통하여 사용자는 재 계산이 진행 인 작업은 

물론 기존의 여러 작업에 한 모니터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ID에 따른 계산 시작  완료 시간, 각 

작업의 상태(PREPARE, DONE, INRPT, ERR, 

FAILED)  계산이 실행되는 호스트이름 등의 정보

가 제공된다. 한 재 계산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기 

해 사용자가 작업 제출 시 입력하는 에러 히스토리 

데이터의 최 값과 최  반복계산 횟수를 통하여 에러 

히스토리 그래 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계산 

반복 횟수에 따른 수렴 정도를 확인  함으로써 진행

되고 있는 계산이 수렴할 수 있는지, 잘못된 연산을 수

행하고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사용자가 해당 계

산을 지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계산에 수

반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일 수 있도록 기능한

다. 만약 간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어느 시 에

서 문제 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 반복 

횟수에 따른 간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3의 (c) 참조).

CFD 솔버를 통해 계산된 수치 인 결과는 연구자

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산 격자수가 매우 방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결과 일 내의 숫자만 보고 각 치에서의 상을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형식뿐 아니

라 이미지 형식의 일을 통하여 3차원 구조와 색상 

등을 동시에 표 하는 다차원의 데이터 가시화는 데이

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 인 환경을 제공한다. 가시화하는 상은 사용자

가 격자 생성 서비스를 통하여 제작한 격자 형상, 티

셔닝 서비스를 통해 분할된 다양한 다 블록 격자 형

상, CFD 솔버를 통한 계산 결과 등이며 이는 가상 풍

동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 3차원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해 주요 컨트롤 기능과 세부 데이터 분

석 기능을 제공한다. 

5.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는 포탈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풍동이 있는 연구소를 직  방문하지 않거나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풍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이다. 풍동 실험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웹 

포탈을 인터페이스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풍동과 

실험 조건 등을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 오퍼

이터가 실제 풍동을 작동시켜 실험을 수행하게 된

다. 클라이언트가 포탈을 통하여 요청하는 실험은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음속 풍동을 이용하여 테스트

를 수행하 다. 

PIV 방식은 풍동 내부에 미세한 입자를 뿌리고 유

동을 일으킨 다음, 실험 모델 주 에서 CCD 카메라 

등을 이용해 입자에서 산란된 빛을 일정 시간 간격(Δ

t)으로 여러 번 촬 한 후, 이들 상들의 상  함수

(correlation function)를 구해 가장 많이 겹쳐지는 

방향을 찾아 그 변 (Δx, Δy)를 산출하고, 이를 두 

상의 시간간격으로 나 어 유동의 속도 벡터 (Δx/Δt, 

Δy/Δt)를 구하는 기법이다[16]. 유동 역 체의 속

도와 와류도(vorticity) 등의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으며, 유동의 시간  흐름을 살펴 보기에 좋은 실험 

방법이다. 재, PIV 방식의 실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험 시 CCD 카메라를 통해 촬 된 입자 상은 

PIV 서버로 옮겨지고, PIV 서버는 이를 통해 속도 벡

터장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는 한 장 공간에 

장되게 되며, 사용자는 자신의 실험이 수행되고 있는

가에 한 정보와 실험 결과를 포탈상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험 세션은 진행되는 차에 따

라 new/on-going/finished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된

다. 사용자가 실험을 요청하면 ‘new’상태가 되며, 오퍼

이터가 실험 정 일자를 입력하고 ‘on-going’ 상태

로 바꾸게 된다. 실험이 수행된 후 오퍼 이터가 실험 

결과를 포탈로 업로드하고 특정 버튼을 르면 

‘finished’ 상태로 바 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요청한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포탈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이 끝난 경우에는 e-mail로 

실험 완료를 통보 받게 된다. 

6. 원격 업 시스템의 구축

e-AIRS에서 최종 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환경은 사

용자가 웹 포탈상에서 수치풍동 서비스를 통하여 수치

해석 결과를 얻고, 실험이 가능하다면 실험 수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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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 수치해석 결과와 풍동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사용자

는 수치해석 결과와 풍동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

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연구와 다른 연구자와의 복 연구를 방지하고 

력 연구를 이루기 한 가시 인 원격 회의의 필요

성도 함께 두된다. 이는 포탈 사이트를 이용함과 별

도로 여러 연구 그룹 간에 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액세스 그리드(Access Grid; A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연구  사용자 그룹의 효율 인 력을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요한 목표로 하

고 있다. 액세스 그리드의 구축을 해서는 각 연구 기

에 AG 노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크게는 회의

실 규모의 room 노드로부터 작게는 개인 PC 의 

PIG(Personal Interface to access Grid)에 해당하

는 기자재의 구비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액세

스 그리드를 근간으로 ‘해석  실험 결과의 비교’라는 

개인  활용도와 ‘다른 연구자/그룹과의 연구 결과 공

유  토론’이라는 집단  활용도를 모두 포 할 수 있

는 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재 Access Grid 

Toolkit(AGTk)을 이용하여 KISTI-서울 -항공우주

연구원-숙명여 에 설치  테스트를 통해 업환경 

구성의 기 인 단계를 수행하 으며 향후 연구  

개발을 통하여 업환경에서의 일  정보 공유, 가

시화 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확장된 상호 력 환

경을 구축할 것이다.

7. 데모 로토타입 구

e-AIRS에서는 사용자가 포탈을 통하여 e-AIRS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자원에 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드 상의 여러 자원

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무 하게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

라 포탈에 속하는 것만으로 자원의 이용에 한 체

계 인 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산 유체역학  계산에 사용되는 클러스터 컴퓨터와 

풍동 실험 장비와 같이 모든 연구소나 학에서 보유

하기 힘든 장비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에 포탈 

서비스의 장 이 있다. e-AIRS 포탈은 그리드스피어 

포틀릿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확장성이나 재사용성 

등이 뛰어나다. 포탈은 JSR-168형태의 포틀릿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포틀릿은 제공할 기능을 구 하는 자바 

빈즈 페이지 객체들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JSP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로부터 송되는 

서비스 요청의 처리 과정은 포탈에서 제공되는 JSP페

이지를 통하여 서버로 요청사항이 입력되고, 포탈 서버

가 요청에 해당하는 자바 빈즈 페이지 객체를 찾아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JSP페이지로 보여 주는 것으로 

완료된다.

e-AIRS에서 제공되는 e-AIRSmesh(그림 3의 (a) 

참조)는 웹 상에서 격자생성과정이 질 수 있도록 자바 애

릿(Java applet)과 JOGL(Java APIs for OpenGL)

으로 구 된 격자 생성기다. 객체지향언어인(Object- 

Oriented Language)인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추상화, 

상속, 다형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하 다. 

(Point), 선(Edge), 면(Face), 공간(Volume)의 표 

객체를 정의하고, 유사한 형식들은 표 객체에서 상속

을 받아 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로그램을 더욱 

구조 이고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 격자 생성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이 반 되는 부분이므로 

e-AIRSmesh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

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 격자 생성 작업은 일종

의 그래픽 작업이기 때문에 화면 컨트롤 기능의 편리

성이 매우 요하다. 그 기 때문에 기존의 격자 생성

기(K-Grid)의 기능을 넘어서서 상용 로그램들이 구

하고 있는 편리한 3D 그래픽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

다. 사용자는 회 , 확 , 축소, 평행이동 등의 기능

을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3의 (b)는 CFD 솔버 서비스 인터페이스이며, 

계산과정을 시작하기 해서 사용자로부터 유동조건을 

입력 받아 마하수, 받음각(AOA : Angle of attack), 

이놀즈 수 등에 한 정보를 하나의 일로 장한

다. 경계조건 정보는 격자의 생성 과정에서 미리 입력

을 하고, 격자 일에 그 정보가 담겨 있다. 유동조건

이 장된 일과 격자  경계조건 정보가 장된 격

자 일을 가지고 계산을 시작한다. 계산 과정은 여러 

자원을 사용하여 작업을 병렬 처리하기 해 등록되어 

있는 자원의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사용자

는 각 자원의 CPU, 메모리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각 로세서의 성능 분석을 하고, 성능에 최

화된 동 인 작업 할당을 할 수 있다. 

e-AIRSview는(그림 3의 (d) 참조) 웹 포탈 상에

서 수치 해석 과정을 통한 결과를 가시화해주기 한 

툴이다. e-AIRSmesh와 마찬가지로 자바 애 릿으로 

구 되어있으며, GUI 기반의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통하여 상용 로그램들이 구 하고 있는 편리한 3D 

그래픽 컨트롤을 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하여 

3D 데이터를 확 /축소, 평행이동, 회  등이 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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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격자 생성 인터페이스

(b) CFD 솔버 인터페이스

(c) 모니터링 서비스 인터페이스

(d) 가시화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림 3 CFD 프로토타입 구성 화면

도록 하 다. CFD 솔버를 통해 결과 일에 계산결과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각 데이터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르므로, 계산된 결과 일의 데이터 값이 표 하는 블

록, 격자 을 갖고, 가시화 알고리즘이 용된 격자 데

이터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된 객체는 결과데이터의 분

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UI를 통한 선택 등에 따라 가시화

된 객체를 제어할 수 있고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8.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e-Science를 기반으로 하는 CFD 솔

버를 이용한 가상 풍동 서비스  원격 실험 서비스가 

제공되는 e-AIRS 포탈을 구축한 내용을 서술하 다. 

포탈은 재 개발되어 있는 임 워크인 그리드스피

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리와 각종 세부 서비스에 필

요한 모듈을 개발하 다. 항공우주 수치해석 련해서

는 처리 과정, 계산 과정, 후처리 과정을 모두 웹 포

탈을 통해 제공하며,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병

렬 계산, 티셔닝 서비스, 작업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련 로그램을 구축하 다. 실험  

연구를 지원하기 해, PIV 방식의 스마트 무인기 실

험을 내용으로 하는 원격 풍동 실험 서비스를 구축하

여, 수치해석과 실험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연

구 시스템을 구 하 다. 

여러 연구자 간의 실질  력을 도모하고 연구 결

과의 공유와 분석을 수행하기 한 업 시스템으로 

Access Grid의 노드 구축을 추진하 다. 서울 , 숙명

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AG 노드를 구축하고 테스

트를 수행하여 기본 인 PIG 시스템을 구성하 다.

향후 e-AIRS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 인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 풍동 실험 결과를 가시화하고 

포탈에 연동하는 기술을 확장 개발하여, 웹 포털 서비

스에 실험 결과 비교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다. 이를 통

하여 사용자는 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1:1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는 항공우

주 연구자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원격

지의 다른 연구자 간의 활발한 공동 연구  원격 토

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기나 발사

체와 같은 결과물의 설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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