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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_CFD: Web-based Educ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 for Flui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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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_CFD, an abbreviation of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s a web-based environment designed to support education and research for the
fluid engineering. Its goal is the construction of a virtuous cycle between education and research by utilization of
computational techniques. EDISON_CFD provides various simulation programs and contents for almost fluid
engineering problems. Since 2011, EDISON_CFD have been used in various undergraduate courses at several
universiti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EDISON_CFD, the simulation programs and contents, and the utilization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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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체공학은 공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설계 및 제작에 필요
한 매우 중요한 원천기술 중의 하나이다. 유체공학 연구는 크
게 이론, 실험, 수치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유동의 지배방정
식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론적으로 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도
록 간략화된 지배방정식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이때 정립된 이론들이 현재의 유체공학 교육 내용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험은 유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운용
환경의 구현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전산유체역학은 해석 대상을 자유롭게
모델링할 수 있고 설계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즉각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체공학 연구의 상당 부분
이 전산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산유체역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유동 해석에만 집중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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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동화된 최적 설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항력 저감
을 위한 자동차 동체나 비행기 날개의 형상 설계와 같은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유체공학 교육은 주로 이론 및 실험
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론 중심의 강의는 유체공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실험을 활용한 강의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
된 실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산유
체역학을 강의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수행
해보고 그 결과로 나온 유동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론을 통해서만 배우던 유동 현상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DISON_CFD의 목표는
이를 통해 유체공학에 대한 학생들의 교과 내용 이해도를 향
상시키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과 연구 간의 선
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공학 관련 교과과정에 대해, 전산유체
역학의 교육·연구를 위한 가상 환경인 EDISON_CFD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 및 콘텐츠, 그리고 이를 교육 및 연구에서 활용한 예들
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 3 Process of Educational Contents for Simulation

운영되고 있다.[1,2]

3. EDISON_CFD:
Fig. 1 System of EDISON_CFD

2. EDISON_CFD:

시스템 소개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EDISON_CFD 교육·연구 시스
템은 유체공학 분야에 대한 대학(원)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연
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및 연구에 활
용하여 교육과 연구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된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이 이론과 실험에 비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수치 시뮬레이션을 직접 접해봄으로써 수치 시뮬레이션
에 관한 기술 적응력을 제고한다.
EDISON_CFD는 Fig. 1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EDISON_CFD 포털에 접속하여 다양
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이용한 유동 해석을 수
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
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타 상용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EDISON_CF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온라인상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면 어디서든 제약 없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언제
든지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대학(원)생, 교수 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소, 산업체 연구자 간 커뮤니티 또한 구성하여

Fig. 2 Programs and Contents of EDISON_CFD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에는 EDISON_CFD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EDISON_CFD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유동 문제를 해석하는 핵심/범용 프로그
램과, 특정 유동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특화/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는 유체공학
분야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Fig. 3과 같이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DISON_CFD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구
조도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2

3.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교육·연구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사
용자가 접속하는 환경에서 다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유
체공학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범용 해석을 위
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특정한 유동에
대해서만 해석을 필요로 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
하고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특정 문
제에 특화된 응용 해석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핵심/범용 해석을 위해 2차원의 다양한 형상
에 대한 정렬/비정렬 격자 기반의 점성/비점성, 정상/비정상
상태의 해석이 가능한 압축성/비압축성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EDISON_CFD

Fig. 4 Schema of Simulation Program and Contents

Fig. 5 Examples using Simulation Programs of EDISON_CFD
Fig. 7 Example of Educational Content

Fig. 6 Examples using Simulation Programs of EDISON_CFD

제공한다. 또한 특화/응용 해석을 위해 2차원 비압축성 외부
층류 유동 해석 프로그램, 2차원 초음속 층류/난류 경계층 유
동 해석 프로그램, 2차원 포텐셜 유동 해석 프로그램, 압축성
천이 예측 프로그램, 1차원 비점성 충격파관 문제 해석 프로
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4]
본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예들
은 Fig. 5, 6과 같다. Fig. 5의 예들은 모두 유체공학 교육에
활용 가능한 전형적인 예들이며 유체공학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거나 자료를 통해 본 적이
있는 유동해석 결과이다. 본 시스템을 유체공학 관련 수업에
활용할 경우 이와 같은 예시를 보여주거나 학생들이 직접 해
석해봄으로써 해당 교과목 이론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Fig. 6의 예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
구에도 활용 가능한 예들이다. 과제 혹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논문을 쓰려는 학생들은 Fig. 6의 예들과 같이 본인들이 직접
특정한 유동 조건이나 형상 등을 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
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3.2

교육용 콘텐츠

EDISON_CFD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여러
콘텐츠들이 제공된다. EDISON_CFD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
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지 않
도록 EDISON_CFD 시스템을 소개하고 열유체 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생 또는 일반인을 위해 열유체 공학에 대한 전반
적인 소개를 해주는 콘텐츠가 제공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격자 생성을 위해 격자 생성 프로그램(eMEGA),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처리 프로그램(eDAVA)

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 자료도 콘텐츠로써 제
공된다. 특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해
당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Fig. 7 과 같이 이에 대
한 배경 이론을 제공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또한
제공되며, 이와 같은 콘텐츠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진행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4. EDISON_CFD:

교육 및 연구 활용

시스템은 전국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
상으로 열유체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EDISON_CFD 시스템의 활용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
2011년 2학기에서 2012년 1학기 까지는 전국의 16개 대학의
58개 강좌에서 총 1802명의 학생들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
였으며, 2012년 2학기에서 2013년 1학기까지는 전국의 20개
대학의 68개 강좌에서 총 2294명의 학생들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 하였고, 2014년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 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EDISON_CFD

Table. 1 Utilization Status of EDISON_CFD

활용 기간

활용 대학

강좌

'11년 2학기
~ ‘12년 1학기 16개 대학 58개 강좌
'12년 2학기
~ ‘13년 1학기 20개 대학 68개 강좌
총계
36개 대학 126개 강좌

학생 수

1802명
2294명
4096명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EDISON_CFD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열유체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학부생의 창의
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며 EDISON_CFD 커뮤
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의 학부생들을 대상으
로 EDISON_CFD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 참가
자들은 EDISON_CFD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열유체 분야의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
을 제출한 뒤,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학부생들은 열유체 분야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고, 특정 주제
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참가
자의 경우, 연구를 더 발전시켜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사례도 있다.[5,6]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의 교육·연구를 위한 가상 환
경인 EDISON_CFD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그리고 이를 교육 및 연구에서 활용한 예들을 소개하였다. 설
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로컬 컴퓨터상에서 계산이 수행되는
타 상용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EDISON_CFD 시스템은 온
라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EDISON_CFD가 사용되고 있으며, 유체공학 분야 교과과정에
서 EDISON_CFD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유체공학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키고, 학생들이 직접 유동 현상을 해석해봄으로
써 이론상으로만 배웠던 유동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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