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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VEM DataGrid[1]는 연구자들이 초고압 전자현미경(HVEM-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을 이
용한 실험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이종 저장소(heterogeneous storage)들을 포함할 수 있는 HVEM DataGrid 는 HVEM 실험결

과를 이들의 메타정보와 같이 동기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이런 HVEM DataGrid 의 특성을 고려한 트
랜잭션 관리는 트랜잭션의 ACID 성질을 만족하는 동시에 용량이 큰 e-Science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HVEM DataGrid 의 이종 저장소에 걸친 트
랜잭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HVEM DataGrid1는 HVEM Grid [2]시스템의 일부로 
초고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HVEM DataGrid 는 
초고압 전자현미경으로부터 얻은 고해상도로서 용량

이 큰 사진들을 이들의 관한 정보와 같이 이종 저장

소에 동기적으로 저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HVEM DataGrid 의 특성을 고려한 트랜잭션 관리

는 트랜잭션의 ACID 성질-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
속성-을 만족하면서 용량이 큰 e-Science 결과물을 효
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또한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은 HVEM DataGrid 의 이종 저장소에 걸친 
트랜잭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2. HVEM DataGrid 구조 

 (그림 1)은 HVEM DataGrid 의 구현구조를 보여준

다. 초고압 현미경으로부터 얻은 고용량의 사진은 파
일 저장소에, 이들 관련 메타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구조이다. 사진관련 정보들은 실험에 관
련된 사항 및 사진을 얻은 환경 정보, 실험이 속한 
프로젝트 관련 정보들과 실험자, 프로젝트 관리자, 
HVEM 오퍼레이터에 관한 정보도 포함을 한다. 프로

젝트 관련 문서는 실험 데이터 관련 정보이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자료로서 파일저장소에 저장되게 된다
[1].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지원을 받는 “HVEM 

Grid 구축” 프로젝트의 일부로 올해 총기간 3 년의 프로젝

트가 마무리 된다. 

 
(그림 1 ) HVEM DataGrid 구조 

 
(그림 2) HVEM DataGrid 서비스 

HVEM DataGrid 는 데이터 입력 및 갱신, 삭제 등의 
데이터에 직접 조작을 가하는 서비스는 접근자의 권
한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하는 개인적인 서비스로 제
공이 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검색은 (그림 
2)와 같은 웹서비스로 제공이 된다. 파일의 용량때문

에 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는 웹서버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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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일이 있는 곳에서 직접 데이터 그리드로 연결 
된다. 
 

 
(그림 3) HVEM DataGrid 스키마 

HVEM DataGrid 상의 데이터는 (그림 3)의 스키마에 
따라 저장이 되는데, 메타데이터를 나타내는 상단 블
록은 데이터베이스에, HVEM 으로부터의 사진(EM 2D 
image) 등 파일은 하단 블록의 스키마에 따라 저장 
된다.  
 

 
(그림 4) HVEM DataGrid 워크플로우 

 HVEM DataGrid 에의 데이터 저장은 (그림 4)의 워크

플로우에 따라 저장이 되며, 이들의 관계는 데이터베

이스의 외래키 관계로 설정이 된다. 한번에 모든 실
험 데이터나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HVEM 실험으로부터 얻은 사진 저장 전
에 프로젝트 정보, 실험 정보, 재료 정보, 재료 처리 
정보, 실험 환경 정보 들을 미리 저장해 둘 수 있다. 
그러나, 사진 파일과 이 사진에 대한 메타 데이터는 
한번에 파일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동기적으

로 저장되어야 한다.  
 
3. 이종 저장소에의 동기적 데이터 저장을 위한 효

율적인 트랜잭션 관리 

3.1. Notation 

 TnS : Transaction on Storage, 물리적인 저장소에의 
데이터 저장 트랜잭션으로 파일 저장소에의 파일 
저장과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나의 TnS 로 본다. TnS((i)j)는 Sj 에 매핑

이 된다. 인덱스 j 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의 TnS 를 포함 할 
수 있다. 

 TnW : Transaction on Workflow, (그림 4)의 워크플로

우 상의 트랜잭션 
 iSjS : i 번째 TnW 상의 j 번째 TnS 의 시작 
 iSjD : i 번째 TnW 상의 j 번째 TnS 에서 데이터베

이스에의 메타데이터 저장 완료 
 iSjE : i 번째 TnW 상의 j 번째 TnS 에서 파일저장

소에의 파일 저장 완료 
 iSjF : i 번째 TnW 상의 j 번째 TnS 의 완료 
 

3.2. HVEM DataGrid 상의 효울적인 트랜잭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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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트랜잭션 관리 
  

(그림 5)는 HVEM DataGrid System 의 워크플로우상

의 트랜잭션 관리를 나타낸다. (그림 4)의 워크플로

우 각 스텝에 대해 여러 TnS 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림 5)는 워크플로우 상의 스텝 4 에 대한 4 개의 

TnS 를 병렬수행하는 설계이다. 워크플로우 TnW(4)상

에서 각 Si 에 대응하는 TnS((4)i)는 TnS((4)1), 

TnS((4)2), TnS((4)3), TnS((4)4)의 순서대로 데이터 

그리드 상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 즉, HVEM 을 이용

한 실험으로 얻은 (그림 3)의 EM 2D image 로서 3D 

영상을 만들기 위한 Aligned 2D image 가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로 3D 영상인 Tomo 3D Image 가 만들어지는 

의존관계가 있다. 따라서, Aligned 2D image 를 만든 

EM 2D image 가 데이터 그리드 상에 저장이 되지 않

거나 다른 EM 2D image 가 저장이 되는 경우는 HVEM 

DataGrid 의 워크플로우에 어긋나게 된다. Tomo 3D 

image 역시 이를 만든 EM 2D image 와 Aligned 2D 

image 가 데이터 그리드 상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이 먼저 되고 이후에 다른 EM 2D image 

나 Aligned 2D image 가 저장이 된다면 이미지들간의 

일관성이 깨진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데이터 워크

플로우는 EM 2D image 가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같

이 업로드가 된 이후. Aligned 2D image 가 메타데이

터와 같이 업로드 되고 이후 Tomo 3D image 가 업로

드 되는 경로를 갖도록 했다. 이들로서 파생이 되는 

3D image reconstructed 와 animation 역시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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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미지들이 업로드 된 이후에 HVEM DataGrid 상

에 올라가도록 했다. 따라서, (그림 4)의 워크플로우 

스텝 중에 “Image Data”는 여러 개의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 TnS 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HVEM DataGrid 상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은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이 주가 되어, 업로드에 시간

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TnS 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경우는 그 시간이 업로드하는 파일의 개수와 용량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VEM DataGrid 의 트랜잭션 매니저는 TnS 의 병렬수

행으로 트랜잭션의 성능을 높인다. 각 TnS 는 파일업

로드와 DB 에의 메타데이터 저장을 포함하게 되기 때
문에, 트랜잭션의 병렬수행은 현재 어떤 저장소에 어
떤 데이터의 저장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수행중인 상
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표현

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각 TnS 는 트랜잭션 로그

에 iSjD, iSjE 를 모두 거쳐야 iSjF 가 되어 하나의 TnS
가 완료되게 된다. 한 TnW 에 속한 이런 모든 TnS 가 
다 완료가 되면 TnW 가 완료가 되는 구조를 가진다. 
병렬로 수행되는 TnS 는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늦게 
끝나는 것도 있는데, TnS 의 수행시간에 따라 TnW 의 
상태는 달라지게 된다. 즉, 4S4E 가 되는 순간 
TnS((4)1)과 TnS((4)2)는 완료가 되어, 실제 상태는 
TnS((4)3)을 수행 중인 상태로 건너뛰게 된다. 이런 
효과는 트랜잭션 수행에 실패가 생길 때도, 워크플로

우 상 실패가 생긴 TnS 바로 전 TnS 부터 체크해서 
가장 가까운 TnS 완료상태로 가게 된다. (그림 5)의 X
에서 실패가 생겼다면 TnS((4)2)까지는 완료가 된 것
으로 보게 되고, 재시도 시 TnS((4)3)을 다시 시작하

게 된다. 데이터 그리드는 로컬에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환경으로 인한 혹은 
물리적인 서버환경으로 인한 지연 및 문제로 데이터 
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각 TnS 와 TnW
는 시간 제약을 설정하게 되고, 이 시간 제약 안에 
각 서브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트랜잭션 실
패로 간주하고 정해진 회수만큼 재시도를 하게 된다. 
재시도 시에도 여전히 실패가 된다면, HVEM DataGrid
에서는 부분 저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TnS 만큼만 성공이 된 TnW 를 가지게 된다. 

HVEM DataGrid 의 트랜잭션 방안은 HVEM 
DataGrid 의 특성을 반영한 워크플로우의 의미를 깨지 
않으면서도 대용량 데이터의 업로드를 효율적으로 하
는 것으로 트랜잭션의 기본 ACID 성질을 만족시킨다. 
 
 
4. 결론 

본 논문은 이종 저장소에의 동기적인 데이터 저장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트랜잭션 관리 방안을 
HVEM DataGrid 를 대상으로 제안했다. eScience 의 
DataGrid 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저장이 많고, 실험 데
이터의 관리를 위해 관련 메타데이터의 저장이 데이

터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요구조건이 있다. 더구나, 
실험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저장소가 다른 경우 이종 
저장소에 걸친 트랜잭션 관리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HVEM DataGrid 에 국한되지 않는, 이
종 저장소에 걸친 트랜잭션을 다뤄야하는 eScience 
DataGrid 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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