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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현대 산업과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암이나
에이즈를 위한 신약을 찾고 있으며, 공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새로운 자동차나 항공기를 디자인한다. 그러나,
100GFLOPS의 연산 속도를 가지는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과학자들
은 여전히 더 빠른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더욱 복잡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그리드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드(Grid)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대용량의 자원들과
첨단 장비들을 원격에서 동시적으로 사용하여 단일 시스템처럼 사
용하는 환경이다. 다시 말해 지역적으로 떨어진 컴퓨터, 데이터
저장공간, 기타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하
나의 거대한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형성하며, 가상 실
험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그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슈화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해 그리드의 편리
한 사용법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그리드 시스템
에 접근하여 연구를 해야하는 연구자들에게 웹에서 쉽게 그리드
시스템에 접근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ser
Interface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대부분의 그리드 시스템은 분산처리 및 대
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리눅스 또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리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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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또는 유닉스 환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을 하고 명령어
를 입력하여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드 시스템
을 사용하는 리눅스 및 유닉스 환경은 단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닌
분사처리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당한 지식의 사용법을 알아야 하
고, 사용할 시스템의 상태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드 시
스템 환경에서는 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선 여러 번의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HTML, PHP로 로그인 및 파일 업로드처리
PHP Shell script를 이용하여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인 CE,SE,
Worker Node를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 맞게 구성하고 작업 결과 가
져오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며 그리드 시스템의 이용을 단
순화하고 좀더 시각적인 효과를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없이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
하고 있다.

1. 서론
1.1. 연구배경
격자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그리드는 인터넷 확산에 공헌한
월드와이드웹(WWW)보다 더욱 발전한 인터넷 연결방식이다. 한 번
에 한곳에만 연결할 수 있는 www 와는 달리 신경조직처럼 작동하
는 정보통신 서비스망이다. 뇌가 신경을 통해 몸속 각 장기들의
정보를 모으고, 다시 각 장기들에 명령을 내리듯, 그리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세계 곳곳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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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을 서로 연결해 개인 컴퓨터로 원격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쉽게 말하면,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저장장치, 각종 정보통신 첨단장비 등을 네트웍으로 연동
하여 상호 공유하는 핵심기술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 그리드 시스템은 현재 여러 기초과학 분야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가 그리드 프
로젝트로 여러 대학들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User Interface란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프로그
램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
또는 기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User Interface 의 목적은 사용자
가 컴퓨터나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ser Interface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단순 터미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다면, 리눅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여 익숙해지는데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이질적인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어
다른 OS의 사용법도 익혀야 하고, 작업과정을 한눈에 보기가 힘들
다는 것이다. 물론 VUS(virtual User System) 처럼 GUI기반의 그
리드 환경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고 얼마전 경북대학교 유럽형
데이터 그리드 팀에서 웹 기반 UI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먼저 VUS(virtual User System)를 예를 들어 보자 VUS는 폴란드
국가 그리드 환경을 구축하면서 설계되었는데 각 센터의 모든 그
리드 계정을 소수의 가상 유저 서버(Virtual User's Server)를 통
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사이트의 그리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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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각 사용자도 그리드 환경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사이트에 의뢰하는 것
이 아니라 소수의 가상 유저 서버에게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런 UI들은 클라이언트 툴로서 개발된 User Interface들은
Java처럼 가상 머쉰(Virtual Machine) 이용하는 Python언어 개발
되어

있어

User

Interface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Python

Interpreter가 필요하다.
다음 경북대학교 유럽형 그리드 팀(EU-DataGrid)의 UI를 살펴보
자. 웹에서 연동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설계
방법에 있어 EU-DataGrid의 웹 서비스는 프락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으로 사용자는 유효한 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자의 로컬 머신
에 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웹을 사용하여 그리드
사용자를 위한 User Interface 를 개발, 그리드 상의 컴퓨터 자원
과 저장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글로버스를 통한 작업 실행
및 감시, 결과 확인 등을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그리드 컴퓨팅의 배경과 현재 연구
동향, 본 논문에서 다루는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1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User Interface 구현을 위한 Database 설계
및 작업처리 설계를 하고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논
문에서 구현한 그리드 User Inteface의 구현 환경과 구현과정 그
리고 시스템을 실행 해 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국가 그리드 Project의 일부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 대학교
Belle 실험 group에서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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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연구
2.1. 그리드 컴퓨팅의 배경 및 연구동향
2.1.1. Grid 의 출현배경
컴퓨터의 처리속도와 네트워크 대여폭은 무어의 법칙 이상으로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최신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
운 연산문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산된 자원을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됐으며, 이를 메타컴퓨팅, 또는 P2P 슈퍼컴퓨팅
이나 그리드(Grid)라고 한다.
또한, 인터넷의 대역폭 확장으로 인해 LAN이나 자체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는 클러스터링에서 벗어나 국가나 전세계를 포함하는 대
형 분산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단순히 컴
퓨터만 피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저장장치, 다양한
고성능 연구장비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된 형태를 그
리드(Grid)라 부른다.
현대의 기초과학 및 산업계 첨단기술 연구에서는

컴퓨터의 고

속연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첨단장비 공유 및 분산 협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근간을 구현하는
것이 그리드인 것이다. 그리드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용량 DB
및 첨단 장비 등의 정보통신자원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
호공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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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드는

다루는

문제

및

방법에

따라

계산

(Computational) 그리드, 데이터 그리드, 그리고 액세스 (Access)
그리드로 분류되는데, 특히 데이터 그리드는 Peta Byte의 자료를
분산 저장하고 활용하는 연구 분야에 해당된다.
대량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데이터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도 남는
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IT) 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추후 거의 전 분야에서 모든 자료들이 정보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추이에 맞추더라도, 도
처에서 생산되는 많은 자료들을 서로 공유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 새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월드 와이드 웹 (WWW)
기반의 정보제공 형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정된 관리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관리하면서, 제한
적이거나 또는 제한적이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이다. 데이터 그리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 요소이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그리드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에 훨씬 앞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환경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그리드 개념을 창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가장 구현하기가 힘든 데이터 그리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모든 그리드 관련 작업 중에서
가장 앞서있는 한 분야이기도 하다.

2.1.2. 국내 Grid 연구동향
정부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지식 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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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그리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 그리드 사업을 통해서 세계 제5대 지식정
보 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체의 연구능력
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국가 Grid 추진 계획에 따라, 국내 네트워크
는 KOREN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KOREN에서 Grid 관련 연
구 및 응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입기관은 다
음과 같다.
경북대 - 고에너지 물리 연구/ Grid 관련 연구
정보통신대 - Globus기반 고성능 네트워킹 실험
숭실대- Globus기반 메타컴퓨팅 및 고품질 화상회의 시스템 연
구
한국게임협회 - Grid 기술 기반의 그룹 Collaboration Site 구
축
또한 GFK(Grid Forum Korea) [www.gridforumkorea.org]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KOREN, KREONET2, APII테스트
베드, TEIN 및 상용ISP의 고속망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
되어 있어 GRID 응용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2.1.3. 선진국의 Grid 연구동향
가. 미국: SETI@Home, HGP, NASA IPG
글로벌 그리드 포럼(www.gridforum.org)은ANL과 미국의 NASA등
슈퍼컴퓨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리드포럼이 주축이 돼 구축된 포럼이지만, 현재 유러피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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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포럼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APGrid가 추가 되어 범
세계적인 그리드 포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트워크 : Abiliene, vNBS, 상용 ISP, NREN
나. 유럽: European Data GRID, Euro GRID
유러피안 그리드 포럼 (www.egrid.org) 대표적인 그리드 프로젝
트중 하나인 유러피안 데이터 그리드는 스위스의 CERN과 이론 물
리학자들이 중심이되 그리드로 일본의 TACC와 공동연구중이며 고
성능 컴퓨팅, 병렬 컴퓨팅, 분산 컴퓨팅, 스토리지 등의 분야집중
연구중에 있다..
네트워크 : TEN-155
다. 일본 : APGrid
APGrid 프로젝트는 현재 APA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Globus기반
의 컴퓨팅,디지털 라이브러리, 원격교육 등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
네트워크 : SINET/IMNET
라. 전세계 주요 Grid 프로젝트

미국

Globus

http://www.globus.org

Legion

http://www.legion.virginia.edu

Apples

http://www.infospheres.caltech.edu

NerSolve

http://icl.cs.utk.edu/netsolve/

NASA IPG

http://www.ipg.nasa.org

Condor

http://www.cs.wise.edu/condor

JAMELIN

http://www.cs.ucsb.edu/research/

Ninf

http://ninf.etl.go.jp

Bricks

http://matsu-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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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titech.ac.jp/~takefusa/bricks
Nimrod/G

http://www.dgs.monash.edu.au/~rajkumar/ecogird

DISCWorld

http://dhpc.adelaide.edu.au/Projicts/DISCWorld/

UNICORE

http://www.fz-juelich.de/unicore

MOL

http://uni-paderborn.de/pc2/projects/mol

Globe

http://www.cs.vu.nl/~steen/globe

MetaMPI

http://www.ifbs.rwth-aachen.de/~~martin/MetaMPI

JaWs

http://roadrunner.ics.forth.gr:8080/

DAS

http://www.cs.vu.nl/das

호주

유럽

표 1 전세계 주요 Grid 프로젝트

2.2. Grid의 파급효과
일례로 그리드가 상용화하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자신
의 연구실에 앉아 PC로 포항공대의 광입자가속기를 동작해 얻은
각종 수치를 대전 대덕단지의 슈퍼컴퓨터로 보내 연산하고 그 결
과를 다시 PC로 받아보며 연구할 수 있다. 그리드의 창시자인 이
안 포스터 시카고대 교수는 "그리드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형태의 단일 자원만 이용하는 WWW과 달리 여러 형태의 데이터베이
스(DB),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라 설
명하고 있다. 그리드는 인터넷의 '공유개념'이 최고로 발현된 형
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드가 상용화하더라도 현재의 WWW과 그
리드는 상당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퍼, FTP 등 인터넷
초기 서비스들이 WWW이 등장하면서 웹 기반으로 수렴된 것과 마찬
가지로 WWW도 좀더 진화한 그리드 기반에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리드 구축계획은 지난해 98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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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은 2004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인간게놈지도 작성 사업, 항
공기 통합 설계작업, 지진 예측분석 사업 등 다양한 그리드 프로
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각국의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연구시험망(155 Mbps)인 '`TEN-155' 기반의 유로피언 데
이터 그리드(기초과학 연구지원 사업), 유로 그리드(산업기술 연
구지원 사업) 등을 1999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일본도 오
는 2006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분자물리연구소(CERN)의 입자
가속기와 연동해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를 수행하는 그리드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국이 이렇게 그리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첨단 기초과
학 연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정보기술·생명공학·환경공학·미
세공학 등 첨단산업분야는 물론 반도체·자동차·철강·기계 등
기존 산업에 그리드를 응용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경쟁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현실감 있고 구동
속도가 빠른 그리드 기반의 온라인 게임, 과학 연구를 위한 오픈
넷 사업 등 그리드 활용계획이 나오고 있다. 그리드의 상용화가
본격화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좀더 가속화할 것이다. 데이비드 세
인즈버리

영국

과학혁신부

장관은

"그리드는

전자교육

(eEducation), 전자과학(eScience), 전자산업(eIndustry), 전자상
거래(eBusiness)

등의

기반이

되는

신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SOC)"이라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고성능 컴퓨터와 고가의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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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리드 네트워크를 완성하면 훨씬 저
렴한 비용으로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정보기술(IT), 나노
기술(NT) 분야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수행될 것이라고 정통
부는 설명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리드는 크게 4가지 요소(4As)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인터넷 기반의 고성능 정보통신망인 '그리드
네트워크(Advanced Network)', 고속연산 능력을 갖춘 '고성능 컴
퓨터(Advanced Computer)', 실제적인 산출물을 도출하는 '차세대
응용과제(Advanced Application)' '과학전문인력(Advanced User)'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리드 계획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성능 컴퓨터가 50여 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활용률은 40~80%에 지나지 않지만 그
리드 네트워크 구성으로 CPU 활용률을 70~95%로 향상시키면 연간
100억~300억 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그리드 계
획 중 3차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브라우저의 개
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3.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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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rean Belle Data Grid 시스템 전체

2.3.1. 시스템 구축 목적
고에너지물리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computing) 자원을
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실험에 참여, 연구, 분
석하는 인력 또한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각 지역별로
산재하여 실험의 효율성, 데이터 백업 및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저
장공간의 능률적인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새로운 컴퓨팅 개념인 그
리드(Grid)를 활용하려는 시도 중 이다.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의 목적은 고에너지물리 실험을 위한 클러스터(cluster)에
서의

데이터

분석

및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

(Simulation)을 위한 그리드 시스템구축이고, 일본 Belle 실험을
이용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일본

Belle실험의

컴퓨팅

팜

(Computing farm)과 경북대 고에너지물리센터의 클러스터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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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이 그리드 시스템은 다른 고에너지물리실험은 물론 다
른 분야에도 적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2.3.2.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의 구조 및 동작
경북대학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Clusters에는 globus2.0 기반의
EU Data Grid testbed 2 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EU Data Grid를 통
해서 몇몇 실험 group의 경우 globus기반의 데이터 analysis
system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EU Data Grid testbed의 정확
한 구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들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EU Data Grid testbed의 사용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Korea HEP Data
Grid에서는 globus toolkit의 구조를 분석하고, EU Data Grid
testbed와 같은 구조를 기존의 globus toolkit(globus 2.4)으로
만드는 과정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써, 좀더 충분한
EU Data Grid testbed의 이해와 독자적으로 EU Data Grid Testbed
와 같은 Grid application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
다.
2002년도에 수행한 globus tool kit(globus2.4) 의 분석 및 분
산처리 시스템의 구축 또한 Cluster의 구축을 통하여 우리는
Belle 실험에 가장 적합한 계산 및 저장방식을 찾았으며, 이를 바
탕으로 Grid시스템에 적합한 분산처리 도구를 개발 및 Grid환경
개발 진행 중이다.

2

현재 경북대학교 고에너지 물리연구소에서는 유럽 핵물리연구소인
CERN에서 개발한 EU-DataGri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고에너지물리
데이터 그리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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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세부 요소들은 HEP Data Grid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던
EUDG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Belle 실험에 알맞게 globus2.4를
가지고 재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외국의 실험의
Gird시스템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 중 이라는데
있다. 외국의 실험에 OS 및 globus tool kit등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종속되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단지 Belle 실험뿐만 아니
라 다른 실험 및 다른 응용분야에 사용되어지기 용이하게 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그림 2 Korean Belle Data Grid 시스템

가.

AICUS

(Auto

Installation

Configuration

and

Update

System)
AICUS는 현재 경북대학교의 연구원들에 의해 Redhat인스톨 툴
인 Kick Start에 대한 연구와 Belle 실험 Group에서 개발한
Globus tool kit 자동 인스톨 및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을 결합
하여 개발중이다. 이는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구성하도록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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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이 AICUS시스템는 서버로 동작되며 이 AICUS서버에서
Belle Data Grid에 등록 되고 시스템요소를 할당받으면 추상의 시
스템 구성 변수(Profile)들이 저장된다. AICUS 클라이언트들이 이
변수를 읽어들이고 통상적인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생성하게 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리눅스 커널과 글로버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Belle Library 및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을 레드햇의 패키지 형식인
RPM형식 및 소스파일의 형식으로 리눅스 OS에서 서버로 작동하고
있는 AICUS가 보관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를 부트 시킴으로서 클
라이언트

상에

리눅스,

글로버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Belle

Library 및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
존의 설치되어져있는 클라이언트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
한다.
나. 사용자 인테페이스, UI (User Interface)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그리드에 접근하는 리눅스이다.
그리드 상의 컴퓨터 자원과 저장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로그인
하여야하는 리눅스이며 글로버스 명령어나 한국 Belle 데이터그리
드에서 파생된 글로버스 명령어들은 이 UI에서 실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Web기반의 UI는 PHP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입력을 Web화면에서 입력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다. 계산 원소, CE (Computing Element)
계산원소라고 불리는 CE는 계산조직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해 주는 서비스 원소이다. 즉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작업노드(WN)
들의 CPU가 Job을 실행할 때 특정가상기관의 사용자를 할당하여
그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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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체제운영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특정 사
이트의 클러스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저장 원소, SE (Storage Element)
SE는 여러 종류의 대량 저장 관리자를 일반사용들에게 인지하
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공통의 interface를 제공하여 그리드에 참
여하고 있는 공동사용자들에게 대량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접
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 원소이다.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대량 데이터 저장 관리자와의 통합을 이런 interface와 정보공유
화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관심 있
는 대량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interface를

제

공하거나, 물리적 저장 매체와 대량 저장 장치에 대한 교환 원리
를 통하여 구현하거나 적절한 가상 데이터의 교환을 통하여 이룩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또한 SE는 virtual user와 Centeral Data
SE로 구분되어진다.
마. 자원 중개인,RB (Resource Broker)
한국 Belel 데이터 그리드의 RB는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접
근 가능하게 해 주는 자원 중개역할을 한다.
바. 작업노드, WN (Work Node)
WN은 CE에 의해 숨겨져 있으며 실질적인 CPU중심적인 일을 하
는 리눅스 기계이다. 따라서 WN에는 각 가상기관(VO)들 혹은 고에
너지 물리 실험들을 비롯한 다른 응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

너리와 Belle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해 두고 이들 바이너리 실행파
일들을 그리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행하여 실질적인 CPU를 사용
하는 호스트이다. 이는 가상 IP 또는 real IP를 사용한다.
사. GRI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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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Belle 데이터 그리드의 인증기관이다. 이것을 통해서
Belle Group의 모든 사용자 및 자원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3.3. Korean Belle Data Grid 구현
가. UI (User Interface)
현재 터미널 모드에 대해서 구현되어있다.

그림 3 현 KBDGS에서 UI에서 글로버스 환경 접속 후 BASF실행 화면

초기에

Grid환경으로

접속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간편한

script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을 /opt/globus-2.4/bin/에 설치하였
다. 파일명은
- globus-exit.sh
- globus-init.sh
이고 이는 각각의 사용자의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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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경우 사용자 인증 시 자동으로 각각의 사용자 디렉토리에
복사된다.
UI는 한국 Belle Data Grid의 인증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되
며, 단지 인증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인증을 획득 후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때에는 시간동기화 및 CE와 SE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만 가능하다.
나. CE (Computing Element)
CE(Computing

Element)는

컴퓨팅

서버로써,

Belle

실험의

batch job system인 openpbs의 서버가 작동되어야 한다.
현재

Belle의

computing

farm

을

이용하여

Monte

Carlo

Simulation과 데이터 analysis를 했던 user job 이 실행되는데 매
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job이 batch job
system을 통하여 실행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느낀다. 이는 Belle computing power가 한계
에 도달하였다는 증거이다. 현재 Belle은 computing power가 부족
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의 경우 Linux PC에서 수행되어 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보통신부 산하 KISTI주관으로 Korea Grid
Project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High Energy Physics Data Grid에
응용분야로써, Belle Library와 Data Grid를 연계하여 보다 효율
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Belle 실험에 부족한
computing power확보와 Grid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하여 Belle
Clusters라는 method를 개발하였고 fork 및 MPI 3 등의 병렬처리를
3

MPI 자체는 병렬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표준규약이다. MPI를 따르는 병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source level의 호환성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MPI는 약 40개 기관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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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라이브러리를 개발 중이다. 이것은 또한 Grid환경에 CE에 장
착되어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의 Batch Job 시스템의 작동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b script

PBS server

Node(PBS client )

그림 4 PBS 의 간단한 작업처리에 관한 그림

작업은 위의 그림과 같이 한개의 script당 한개의 node에서 작
업이 수행이 된다. 그리고 batch job system만 가지고서는 결코
분산처리를 할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Belle Data Grid 연구진은 job
scpript 와 PBS 서버사이에 Belle-Cluster2.0이라는 분산처리 시
스템을 개발 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
발하였다.

는 MPI forum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1992년 MPI 1.0 을 시작으로 현재 MPI 2.0까지 버전
업된 상태이며 이들 MPI를 따르는 병렬 라이브러리로는 Ohio supercomputer center 에서
개발한 LamMPI 와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에서 개발한 MPICH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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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E안에서 작동되는 Belle-Cluster2.0의 프로세스

CE의 경우에는 또한 세부적으로 시간의 동기화 및 grid-mapfile
등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고 globus-gatekeeper 서버등을 구동시켜
야 한다.
다. SE (Storage Element)
현재는 간단한 nfs와 scp 및 grid-ftp등을 이용하여 사용 중 이
다.
라. WN (Work Node)
일반적인 Redhat 리눅스 환경의 캄퓨터로서 globus tool kit은
설치 되어있지 않고 다만 openpbs client를 이용하여 CE로부터 작
업을 할당받아 수행한다.
마. RB (Resource Broker)
현재 간단한 갱글리아 모니터링 시스템만 설치하였으며, 갱글리
아의 정보 및 다른 장치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개발할 예정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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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재 작동중인 갱글리아 모니터링 시스템

바.

AICUS

(Auto

Installation

Configuration

and

Update

System)
AICUS 시스템에 구축을 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기본
이 되는 RedHat의 인스톨은 경북대 연구원들에 의해서 개발 중이
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구성요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globus-tool
kit 및 각각의 엘리먼트 구성에 대한 개발은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들에 의해서 개발 중이다. 구성요소들은 다음 그림처럼 패키지화
되어졌으며 초기에 인스톨시 자동으로 각각의 구성요소로써 설정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hepgrid.skku.ac.kr라는 호스트가 서버가
되며, 이는 모든 리소스를 prun을 통해서 update하고 설정한다.
사. Grid CA
한국 Belle 실험에서의 Grid 인증은 KISTI에서 개발되어진
gridca-1.0.0을 Data Grid에 맞게 수정하여 구축하였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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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UI에서 request없이 바로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고, host
의 경우에는 request를 하여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
문의 인증부분은 이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어려움 없이 구현
이 가능하였다.

3. UI 설계
3.1. UI를 위한 Database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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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A_PASSWD

GRIDCA_CERT

user CHAR(20) # user login name

id INT #certificate ID for database reference

uid INTEGER # user ID

certificate TEXT, #pem format text string

vid INTEGER#user virtual ID

privatekey TEXT, #certificate information

passwd CHAR(20) #encrypted password

issuer CHAR(255),

passwd1 CHAR(20) # account password

subject CHAR(255),

name CHAR(40)# user real name

not_before CHAR(100), #GMT time string

email CHAR(50)# email address

not_after CHAR(100),

lastlogin DATETIME # last login time

d_not_before DATETIME, #local time

lastip CHAR(15) # last login IP

d_not_after DATETIME, #local time

logincnt INTEGER # login counter

rdate DATETIME, #registration date

rdate DATETIME # registration date and time

signable CHAR(1), #if true, it can be an

org CHAR(80)# organization

issuer of other cert

user_yn ENUM('y','n') # accessable yn

issuecount INT, #serial number counter

#GMT time string

type CHAR(1), #certificate type
uid INTEGER NOT NULL, # user ID (integer)
csrid INT # CSR id

GRIDCA_CSR
id INT
csr TEXT, #pem format text string
privatekey TEXT, #CSR information
subject CHAR(255),
rdate DATETIME,#registration date
type CHAR(1),#CSR type ('u', 'h', or 'r')
uid INTEGER #user ID (integer)
certid INT #certificate id

그림 7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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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GRIDCA_PASSWD :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다. 웹 로긴 아이디는 서버의 로긴
아이디와 동일하며 회원승인과 동시에 서버에 사용자 계정이 생성
이 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사용자 버츄얼아이디(VID) 필드는 작업
실행 시 다른서버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Mapfile을 자동으로 생성
하기위해 필요하여 추가된 필드이다. 또한 사용자 승인여부는 서
버에 직접 접근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사용자만을 선별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3.1.2. GRIDCA_CSR : 인증서 신청 정보
사용자가 인증신청 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
이블이다. 인증서신청을 하게 되면 openSSL에서 1024비트의 보안
도를 가지는 RSA키를 비밀 키로 생성하고 생성된 비밀키로 CSR을
만들어 두 값을 텍스트로 넘겨받아 privatekey 필드 와 csr 필드
에 저장을 하게 된다.
이후 관리자가 인증서를 발행하면 GRIDCA_CERT 테이블에 인증서
가 저장되게 된다.

3.1.3. GRIDCA_CERT : 인증서 정보
인증서 신청 시 GIDCA_CSR 테이블에 저장된 비밀키와 CSR을 관
리자가 확인하고 공개키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가 담
기는 테이블 이며 그 외에도 인증서 유효기간 등 이후 그리드 시
스템에 접근하거나 다른 작업노드 또는 CE에 접근할 때 필요한 정
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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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발급된 사용자 인증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가 직접 자신의 계정아래에 복사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본 논문에
서 구현한 시스템에서는 이런한 단계를 줄였다 자세한 구현 방법
은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는 아직 처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적용될 부분이므로 데이터 베이스 구성에
는 적용이 되어있다.

3.2. 작업처리 설계
3.2.1.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 처리
Korean belle Data Grid를 사용하고 하는 사용자는 먼저 회원가
입 창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Belle 사용자 그룹으로 등록되
길 기다려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가능 한
사용자라 판단이 되면 그룹에 등록을 하고 알 수 없는 사용자라면
거절을 하여 회원테이블에서 삭제한다. 이때 관리자가 Belle 사용
자 그룹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서버에 해당 사용자의 작업공간 즉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Grid System에 접근하고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를 신청한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인증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RootCA로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이때 인증
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 계정아래로 인증서가 복사되어 들어감으
로써 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즉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Belle Data
Grid System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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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림은 위 내용에 대한 절차를 보여준다.

회원정보입력
관리자:회원승인처리
YES
관리자가 회원 가입

(계정생성 및
작업디렉토리 생성)

여부를 판단
NO
가입거절메일발송

종료

회원:인증서신청

관리자:인증서발행

그림 8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 순서도

3.2.2. 프로그램 실행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먼저 CE host, SE host, 작업파
일 등의 작업정보를 입력한다. 데이터 그리드의 특성상 작업파일
은 대용량이므로 FTP로 업로드를 하여야 한다. 이때 FTP 파일 전
송 성공 여부에 따라 다음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FTP 파일전송이 성공적이라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받는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Globus를 실행하여 그리드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하다. 입력 받은 비밀번호로 그리드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
하고 3회이상 오류가 났을시 오류메시지를 보여주고 logoff한다.
성공이라면 작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작업이 진행중임을 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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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그림은 위 내용에 대한 절차를 보여준다.

작업정보입력
logoff
작업정보 Upload

NO
성공 *3

성공

NO

YES
메뉴로이동

YES
인증서비밀번호입력
작업Host연결 및
작업파일 전송
Globus 실행

그림 9 작업실행순서도

3.2.3. 작업 결과 확인
작업이 실행이 되면 CE의 성능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실
시간 확인은 아직 구현전이며 작업 완료 시 작업결과는 직접 다운
로드 받아 확인해야 한다.

4. U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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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의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서버환경

OS : RedHat7.3
development tool : gcc-3.04
globus environment: globus 2.4
batch job system : OpenPBS2.3
PHP 4.0 , Mysql 3.0.1, Apache

CE환경

OS : RedHat 7.3
globus environment: globus 2.4
globus-gatekeeper

SE환경

nfs와 scp 및 grid-ftp

개발도구 및 언어

사용언어 : HTML, PHP, Shell Script,
사용툴 : SSH Terminal, Ultra Editor

사용자환경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0 이상
표 2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의 UI구현은 웹 서비스가 가능한 Host 서버와 기본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한 CE와 SE 를 위의 표와 같이 구성하여 구현하
였다. 구현된 UI환경에서 CE와 SE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UI환
경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 또한 UI테스트에서 위 표와 같이 각각
하나의 Host들이 사용 되었으나 실제 환경은 다양한 CE와 SE들이
동작하고 있고 이러한 연결은 글로버스 툴킷에서 담당하고 있음으
로 UI구현 환경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서버는 사용자가 웹으로 접근을 하므로 웹서버를 설치하였고 그
리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글로버스 툴킷(Globus Toolkit)이
설치되어 있고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을 위해 OpenPBS가 설치 되
어있다.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CE 또한 리눅스 기반으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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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스 툴킷으로 제어를 한다. SE는 단순 작업데이타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능의 없이 작업 데이타 전송 결과물 전송을 위
한 Grid-Ftp만을 설치 하였다.

4.2. 시스템 구현
본 논문의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는 웹에서 일부는 터
미널창에서 하던 작업을 이제 전부 웹으로 옮겨보자. 회원가입 등
일부 구현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고 작업을 수행할 부분은 새로 만
들어 적용하였다.
작업전체에 걸쳐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버스 환경에서 그리드 시
스템의 접근 및 실행은 모든 파일의 권한이 사용자로 제한이 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곳 사용자 계정 아래에 인증서, 작업
파일, 실행명령 스크립 등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웹의 특성상 접근하는 이는 모두 아파
치 또는 Nobody로 실행이 되므로 권한은 모두 사용자의 것이 아니
고 또한 사용자의 계정 디렉토리에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실행파
일을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첫째 아파치의 환경설정 중 사용자가 아파치가 아닌 로긴하는
사용자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문헌에 나
와 있는 정보로 구축을 한 곳은 없었고 실제로 적용도 잘 되지 않
아 포기 하였다.
둘째 프락시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락시 서버란 인터넷을
사용하는 PC사용자를 대신해서 WWW서버나 FTP서버에 접속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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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버로서 사용자가 많으면 속도 저하 현
상이 나타날 수 있고 프락시서버의 프로토콜 이나 IP, port등을
사용자가 설정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각 사용자의 계정아래 접근 가능한 사용자 목록을 만들어
목록 내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 실제 계정의 주인처럼 권한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접근 시 마다 한 단계를 더 거쳐가야 하
는 불편함이 있지만 UI에서 접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고 사
용자의 이용 시 이런 동작에 대해 알 수 없음으로 세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데이터 그리드의 특성상 업로드 되는 파일의 크기는 최대
500M정도 이다. 이것 또한 일반 http File Upload로는 해결이 안
되며 FTP를 사용하여 업로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상황
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이 달라지므로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했
다. 현재 안정적으로 업로드 가능한 용량은 100M 정도이다 그 외
작업결과를 가져오는 부분 또한 FTP로 구현 하려고 하였으나 PHP
로는 FTP로 가져오는 부분이 완전하지 않아 일반적인 Download를
사용하였다. 실제 결과파일 다운로드에는 오랜시간이 걸릴것이라
고 예상되나 본 논문 외적으로 차츰 해결을 해나갈 것 이다.

4.2.1. 회원가입 및 계정생성
그리드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과정
을 거쳐야 하고 회원가입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회원가입승인
은 Belle Grid를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이 확인 되는 사용
자에게만 이루어 진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면 관리자가 승인 처리
를 해줌과 동시에 Host 서버에 그리드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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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인 사용자 계정이 생성되고 사용자에겐 인증서를 만
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다
다음 스크립트는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스크립트이다. 계정이 생성되면 작업을
위한 공간도 미리 생성해 두어야 한다.파일을 업로드할 work_dir,
작업환경정보를 저장할 conf등을 미리 생성하고 사용자권한으로
설정하여 둔다.
⋯생략
if [ -z "`cat /etc/passwd | grep $USERNAME`" ]; then
UserControl [username]4 /usr/sbin/adduser $USERNAME -p $PASSWD -g
$GROUP -d /home/$USERNAME

UserControl [username] /usr/bin/passwd --stdin $USERNAME <<EOF
$PASSWD
EOF
생략⋯
표 3 File : add-user-www.sh

다음 스크립트는 회원 탈퇴 시 또는 사용자 삭제 시 계정을 삭
제하는 스크립트이다
⋯생략
if [ -n "`cat /etc/passwd | grep $USERNAME`" ];then
UserControl [username] /usr/sbin/userdel $USERNAME
UserControl [username] /bin/rm -rf /home/$USERNAME
fi
생략⋯

4

실행파일은 따로 존재하나 보안상 본 논문에서 상세 정보를 기술하지 않는다. 다음에 다
올 모든 File의 내용은 위와 같이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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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ile : del-user-www.sh

4.2.2. 인증서 신청 / 인증서 발급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Belle 사용자 그룹으로 등록이
되면 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인증서는 그리드 환경에 접근하
고 직접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서버간 사용자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인증서를 신청한 후 실행되는 스크립
트이다. 비밀키는 RSA키로 생성되며 openSSL5에서 처리된다. 생성
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인증서 발급시 공개키를 생성한다.
⋯생략
#비밀키파일 생성
openssl-0.9.6j/bin/openssl genrsa -des3 -passout file:passwd.txt
1024 > /tmp/gridca_01010222/key.txt

#csr 파일생성
openssl-0.9.6j/bin/openssl req -config script_path/openssl_config
-new -key key.txt -passin file:passwd.txt < data.txt > csr.txt
생략⋯
표 5 File : Makeusercsr.php

공개키는 관리자에 의해 인증서 발급이 될 때 생성이 되면 시간
을 X.509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개키를 생성하는 스크
립트이다.
⋯생략
5

OpenSSL은 Secure Sockets Layer와 Transport Layer Security프로토콜을 만족하는
Open Source 툴킷이다. OpenSSL은 Eric A. Young과 Tim J. Hudson에의해 만들어진
SSLeay 라이브러리를 기초로하여 만들어 졌고, 현재 OpenSSL-0.9.6이 사용가능하며,
Unix와 Windows, OpenVMS, MacOS등의 플랫폼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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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파일 생성
openssl-0.9.6j/bin/openssl x509 -req -CAserial
/tmp/gridca_01010222/serial.txt -CA /tmp/gridca_01010222/cacert.txt
-days 365 -CAkey /tmp/gridca_01010222/cakey.txt -in
/tmp/gridca_01010222/csr.txt -passin file:passwd.txt >
/tmp/gridca_01010222/cert.txt
생략⋯
표 6 File : Sign.php

이렇게 생성된 인증서는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각 사용자의
계정아래로 복사가 되어야 한다. 복사 후 임시 파일은 삭제되고
사용자는 그리드 환경에 접근 할 때 자신의 계정아래에 있는 인증
서를 사용할 수 있다.
⋯생략
UserControl [username] /bin/cp -Rf $USERCERT
/home/$USERNAME/.globus/usercert.pem
UserControl [username] /bin/cp -Rf $USERKEY
/home/$USERNAME/.globus/userkey.pem
생략⋯
표 7 File : cert-copy-www.sh

4.2.3. 작업실행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Korean Belle Data Grid System을 사용
해 작업을 실행 할수 있다. 작업실행을 위해 먼저 작업정보를 입
력한다. 작업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작업스크립
트 작성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환경설정을 직접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사용자라면 CE와 SE를 선택하고 업로드 파
일 중 실행파일 명을 적어줄 수 있다. 양쪽 모두 작업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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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용자의 계정아래에서 처리된다.
표 3의 스크립트와 같이 사용자 계정아래의 작업정도 디렉토리
를 설정해 놓았음으로 환경파일에서 업로드 디렉토리만 잡아준다
면 자동으로 사용자 계정의 작업공간으로 파일 및 작업환경 정보
가 업로드 된다. 그러나 데이터 그리드의 특성상 파일이 대용량이
므로 제대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다음은 FTP 업로드 스크립트이다.
# FTP로 파일저장하기
function SaveToFileAsFtp(서버파일명, 파일명, 사용자계정패스워드)
{
global $env;
$ftp_dir = 사용자계정/작업파일저장디렉토리;
$ftp_con = FTPConnect(사용자계정패스워드);
ftp_chdir($ftp_con, $ftp_dir);
$ftp_up = ftp_put($ftp_con,서버파일명,파일명,FTP_BINARY);
if(!$ftp_up)
{
FTPClose($ftp_con);
Error("Cannot Upload file!!");
}
FTPClose($ftp_con);
}
# 파일 삭제
function RmToFileAsFtp(사용자계정패스워드,파일명)
{
global $env;
$ftp_dir = 사용자계정/작업파일저장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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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_con = FTPConnect(사용자계정패스워드);
ftp_chdir($ftp_con, $ftp_dir); //디렉토리이동
$res = ftp_delete($ftp_con, 파일명);
FTPClose($ftp_con);
}
표 8 File : ftp.php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다면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 받아 작
업을 실행한다.
다음은 인증서를 입력 받은 후 그리드 시스템에 로긴하는 스크
립트이다.
사용자 계정아래에서 스크립트 파일은 각 사용자의 계정 아래에
있고 생성되는 과정은 표 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9의 스크립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드 시스템에 인증서로 로긴하는 동안 에
러가 난다면 /tmp/ 사용자.log에 에러를 기록한다. 이 과정은 인
증서로 로긴 시 3회 이상 실패하면 로그아웃처리 하기 위해서 이
다. 인증서 패스워드는 중요한 정보이고 이정보가 틀리다면 로긴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표 10의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략
UserControl [username] grid-proxy-init-bin -pwstdin <<EOF >
/tmp/init.$USERNAME.log
$USERKEY
EOF

if [ -z "`cat /tmp/init.$USERNAME.log | grep Done`" ]; then
echo "1" > /homepage/html/GridCA/tmp/init.$USERNAME.log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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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표 9 File : grid-init-www.sh
⋯생략
$i = 0;
$filename = "./tmp/init.사용자계정아이디.log";
⋯생략⋯
for ($i = 0; $i < 3; $i++) //3번실행을 하고 로그파일을 읽는다.
{
$cmd = "$shell_file 계정아이디 계정패스워드 > /tmp/aaa.out";
CommandExe($cmd, $out);

LoadFromFile($filename, &$array, &$content);
$arr_content = split("\n",$content);
if ($arr_content[0] == 0) break;
UnlinkFiles(array($filename));
}
if ($i >= 3 ) ErrorRedir("로그아웃됩니다..","logout.php");
$i = 0;
⋯생략
표 10 File : jobrun.php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면 UI에서의 작업은 완료한 것 이다. 나머
지 부분은 글로버스명령어를 실행하여 CE와 SE를 인증서를 통하여
로긴하고 연결하여 사용자계정아래의 작업파이를 Grid-Ftp를 통하
여 SE로 넘겨주고 CE에서 작업을 할당하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이부분은 글로버스환경에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 UI에서 명령어
만 실행해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4.3.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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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회원가입 및 계정생성
구현된 UI를 실행하여 보자.
다음 그림은 회원가입 및 회원승인 화면이다.

그림 10 사용자 – 회원가입
입력항목이 단순하여 사용자 접근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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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관리자 - 회원승인처리

그림 10의 회원승인 처리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삭제를 하면
계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삭제 메일이 발송된다. 또한
사용자 승인을 하게 되면 계정이 생성되고 사용자는 인증서를 신
청할 수 있다. 그림 12은 터미널 창에서 계정이 생성된 결과를 확
인해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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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용자계정이 생성 확인

Koy2025란 계정이 생성되고 기본적인 세부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Conf는 작업환경이 쓰여질 디렉토리이고 www-workdir은 작어파
일이 업로드될 디렉토리이다.

4.3.2. 인증서 신청 / 인증서 발급
성공적으로 계정이 생성 되었다면 사용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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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증서 발급신청

그림 14 인증서 신청 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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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관리자 - 인증서 승인을 위한 정보 확인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사용자 인증서 발급 화면
을 보면 신청 시 생성된 비밀키와 CSR정보를 볼 수 있다.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공개키가 생성이 되고 사용자의
계정아래에 파일로 생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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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용자 계정 아래 인증서 파일 생성 확인

그림

16에서와

같이

./globus

아래에

usercert.pem

과

userkey.pem이 생성된걸 볼 수 있다.

4.3.3. 작업실행
이제 인증서가 발급되었음으로 그리드 환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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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작업정보 및 작업파일 입력을 위한 화면 1

그림 17은 사용자가 스크립트 작성을 못할 경우 작업 환경만 설
정을 하고 작업파일을 던져주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작업
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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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작업정보 및 작업파일 입력을 위한 화면 2

그림 18는 사용자가 직접 작업내용이 담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작업파일을 업로드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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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작업환경 1을 실행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그림 17과 그림 18의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 되었
다면 사용자로부터 작업환경 및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받고 인
증서 패스워드를 입력 받아 그리드 환경에 접속을 한다. 이후 과
정은 UI에선 확인을 할 수 없으나 에러메시지가 없으면 정상적으
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작업실행은 터미널 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그리드 컴퓨팅은 초기단계이다. 시스템안정화에 많은 부분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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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고 있고 연구실적의 대부분이 그리드 네트웍 구성 부분에 치
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실제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
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막상 그리드 시스템이 구성된 리눅
스 등의 사용자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환경을 익혀야만 하다.
따라서 실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UI를 설계
하고 구현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 있는 KorBelle Data Grid System의 UI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웹 상에서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 진다. 여러 대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리드의 특성상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
존 UI위 경우 별도의 해석기가 필요하거나 유요한 Proxy를 다운
받아 사용하여야 하였다.
둘째 웹 상에서 Job을 그리드 자원으로 보내고 실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리드 시스템 사용자들은 리눅스 환경에서 Job-Run을
하여야 했으나 본 논문은 Job을 실행할 데이터를 업로드 하고 실
행까지 웹 상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5.2.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현재 테스트 중이며 앞으로 보완
및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첫째, 작업을 던지는 부분인 FTP 안정화이다. PC대 Server의
FTP 연결이 아닌 PHP가 구동되는 Server와 FTP서버와의 연결이므
로 실질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FTP연결보다는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또한 FTP로 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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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의 경우 PHP와의 연결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구현 할 수 없었
다.
둘째, 그리드 시스템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행 시킨 후 작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완료는 언제쯤 될지 사용자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시로 접근해 작업결과물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작업이므로 사용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따라서 메일로 작업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알려주거
나 간단한 작업의 경우 바로 결과를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리드 시스템과 UI가 연동되어
작업을 실행하고 결과를 얻는 과정이 쉬워지므로 그리드 시스템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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