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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분산된 자원을 효과 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드 기반의 과학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로 국내에서는 건설  토목 분야의 원격실험 측과 제어를 포함한 공동연구 환경의 구축을 내
용으로 하는 KOCED(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 로젝트가 진행 에 있다. 본 논문
에서는 KOCED에서 구축 인 실험센터의 하나로써, 지리 으로 떨어진 실험 시설과 수치시뮬 이션을 
연동하여 실험할 수 있는 하이 리드 실험센터를 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 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
터를 표 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데이터 간의 계를 명확하게 하여,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험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과학실험에 필수 이다. 그리드에 기반한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
델링은, 기존의 건설  토목실험의 부분이 독립 인 실험 형태 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측
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먼  하이 리드 실험의 축소 모형인, 로토타입 실험체를 만들고, 이에 
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 토목공학 연구자에 의해 사용하게 하 다.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갖고, 이에 
한 회의를 통해 향후 구축될 하이 리드 실험센터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재 하이 리드 실험

의 데이터 모델을 그리드 포탈 기반의 데이터 리 서비스로 구  에 있다.

1. 서  론

  그리드란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자원과 규모 데이터

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1]. 그리드 기술

을 이용하면 고성능  용량의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

는 과학 연구에서 상호 력 작업을 가능하게 해 다.

  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과학 연구는 다양하고 이질 인 

데이터를 생산한다. 생산된 과학 데이터는 실험 결과 데

이터뿐만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데

이터를 포함한다. 그래서 각 실험마다 산출 데이터의 형

식  내용이 다른 것이 일반 이다. 서로 다른 데이터

의 표 이 없을 때, 많은 노력과 물질 인 비용이 소모

된 과학 데이터의 재사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과학 데

이터의 통합  검색을 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2]. 

  과학 데이터의 데이터 모델이란 실험 구성 요소 간 

계에 해 정의하고, 실험 구성 요소를 표 하는 용어를 

통일하며, 이 들을 구조 으로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개념 으로 설명하고, 논리 으

로 표 할 수 있다[3]. 

  본 논문은 KOCED(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에서 구축 인 물리  실험 노드와 수치

시뮬 이션 노드로 구성될 하이 리드 실험센터를 상

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 다. KOCED는 그리드 기술을 

토목  건설 분야에 용한 로젝트이다[4]. KOCED는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형 실험시설을 연결하

고, 해당 분야 연구자들  일반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격실험 측  제어를 포함한 공

동연구 환경의 구축을 목 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의 형실험 시설은 부분이 독립 인 실

험 형태로 구축되어, 그리드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실험 

시설을 연동한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을 측하

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 다. 

  첫 번째 단계로 하이 리드 실험의 축소 모형인, 로

토타입 실험체를 만들고, 이에 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

하 다. 설계된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은 토목 공학 

연구자에 의해 일정기간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로토타입 실험을 경험한 토목공학 

연구자와의 다수의 회의를 통해 문제 과 개선안을 악

한 후 향후 구축될 하이 리드 실험센터의 데이터 모델

을 설계하 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하이 리

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에 하여 설명한다. 4장은 설계

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구  인 데이터 리 서비

스와 시스템에 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

론에 하여 기술한다.

2. 련연구

  

  과학 연구의 실험결과 는 실험과 련된 여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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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리와 문서화과정뿐만 아니라, 실험에 한 데이

터 모델도 필요하다. 데이터 모델은 연구자 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데이터 간의 계에 해 명확하게 표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통합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

해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NEES(Network 

for Earthquake Engineering Simulation)[5]의 Reference 

NEESgrid 데이터 모델[6]과 GISER(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ntity Relational) 데이터 모델[7]이 

그 이다.

  NEES는 미국의 지진 공학 련 실험장비들을 그리드 

기술을 용하여 연결한 망으로써, 컨소시엄에 의하여 

운 되는 하나의 공유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 NEESgrid 데이터 모델은 지진 공학 실험과 

수치해석 실험 등의 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해 개발되

었다. 개발 동기는 NEESgrid 시스템 통합 과 NEES 

커뮤니티 간 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각 실

험의 데이터 모델 기 안을 제시한다. Reference 

NEESgrid 데이터 모델은 엔티티 간의 연  계를 기반

으로 SiteInformation, Activity, Apparatus, DataElement, 

ApparatusSetup, ComplexDataType의 6가지 클래스로 

나뉜다. SiteInformation는 실험 외 인 정보를 담는 엔

티티를 포함하고, Activity는 실험의 흐름과 련된 계층

계의 엔티티를 포함한다. Apparatus와 ApparatusSetup

는 실험 시설에 한 정보와 설정에 한 엔티티의 집합

이다. DataElement는 실험입력  결과 일에 한 엔티

티를 포함하고, ComplexDataType은 Integer나 Boolean 

등 단순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낼 수 없는 엔티티의 집합

이다.

  GISER 데이터 모델은 Space/Time, Features, 

Coverages, Spatial Objects의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설

계되었고, EER(Enhanced Entity Relationship)[8] 다이어

그램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표 한다. 지리정보시스

템은 복잡한 공간과 비공간 데이터의 조작, 장, 분석은 

물론, 처리된 결과를 지도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한 데이터 모델은 실세계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다 공간표 이 가능한 스키

마 정의  리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9].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은 

그리드 포탈 기반의 데이터 리 서비스로 구  에 있

다. 

  그리드 포탈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성능 컴퓨터와 장

비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응용 로그램의 개발  실행

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분산된 

환경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 실험

마다 새로운 응용 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리드 포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 소스 기반의 그리드 포탈 

개발 도구인 Gridsphere Portal Framework가 표 인 

이다[10].

  Gridsphere Portal Framework은 웹 포탈 구축을 한 

포틀릿(portlet) 기반의 표  틀로써 그리드 포틀릿을 이

용한 웹 응용 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이다[11]. 

  Gridsphere Portal Framework이 제공하는 기본 기능

은 사용자의 로그인, 근 리 등이 있고, 작업 리 

GridFTP를 이용한 일 리, 그리드 정보 서비스, 

MyProxy를 이용한 인증 리 등도 지원한다.  XML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는 포탈의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 재 GridSphere Portal 

Framework를 사용하는 포탈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

을 한 연구를 지원하는 CCT(Center for Computation 

& Technology) HPC Portal[12], 해양 측과 측을 

한 SCOOP(SURA Coastal Ocean Observing and 

Prediction) Portal[13] 등이 있다. 

   

3.  데이터 모델링

  

  그림 1은 향후 구축될 정인 하이 리드 실험 센터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이다. 하이 리드 실험 센터의 원

격 사용자는 크게 3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 

째로 원격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지에서 

사 에 합의된 실험 계획을 통해 실험 시설의 조작을 허

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둘째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원격 모니터링은 실험에 심이 있는 사용자가 

실험 장비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진행되는 실험을 찰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원격 모니터링 이용자는 비디오 

장비의 조작을 통해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실험결과를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장소에 데이터 모델

을 통해 분류된 실험결과 데이터  실험 련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모델은 실험결과에 한 데이터

와 실험을 구조 으로 표 하는 데이터 등을 정의하여 

통합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1 하이 리드 실험의 유스 이스

  본 논문의 하이 리드 실험 센터는 서로 다른 실험시

설을 연동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립 인 형태

의 건설  토목 실험을 한 데이터 모델을 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 다. 

  우선 하이 리드 실험의 로토타입 실험체를 만들고,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이 데이터 모

델은 로토타입 실험시 토목공학 연구자들에 의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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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용되었다. 이 후 토목공학 연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3.1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링

 

  하이 리드 실험은 체 실험 상이 되는 구조물의 

일부를 실제로 제작하여 물리  구조 실험을 하는 부분

과 나머지 구조물에 해 수치 해석 컴퓨터를 이용한 시

뮬 이션을 하는 부분을 합성한 의사동 실험

(Pseudodynamic test)에 기반을 두고 있다[14]. 따라서 

하이 리드 실험은 물리  실험 노드(Experimental 

Node)와 수치 시뮬 이션 노드(Numerical Simulation 

Node)로 구성된다.

  그림 2는 하이 리드 실험의 로토타입 모델이다. 기

본 인 아이디어는 미국 NEESgrid의 Mini-MOST 실험

이고, 이 모델은 철골 구조의 단층 건물이다[15]. 

Mini-MOST 실험은 지진 에 한 건물의 반응을 조사

하기 한 MOST(Multi-site Online Simulation Test)의 

규모를 축소한 형태의 실험이다. Mini-MOST 실험에서

는 세 개의 하부 노드  1개는 물리  실험 노드로 제

작되었고, 2개의 수치 시뮬 이션 노드로 제작되었다. 하

지만 본 논문의 하이 리드 실험 모델의 로토타입은 

이를 확장하여 물리  실험 노드 2개(그림 2에서 ①과

③)와 수치 시뮬 이션 노드 1개(그림 2에서②)로 구성하

다.   

           그림 2 로토타입 실험의 모델

   

  그림 3은 로토타입을 수행한 실험의 이아웃을 나

타낸 것이고, 그림 4는 Reference NEESgrid 데이터 모

델의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한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

이다. 그림 3은 그림 4의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이 

Task는 Project에 포함되고, Trial은 Task에 포함되는 

계층 구조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 Root를 이루는 Project

는 로토타입명이고, 하  엔티티인 Task는 로토타입 

모델의 실험 구성에 따라 다르다. 

  물리  실험 노드와 수치 시뮬 이션 노드로 이루어지

는 하이 리드 실험의 특성상 두 종류의 실험 노드가 조

합하는 형태에 따라 여러 Task로 나뉘게 된다. Task의 

하  엔티티인 Trial은 Task보다 세부 인 환경설정 정

보를 표 한다. 를 들어 Task인 Single Site 

Experiment가 사용실험시설  실험 인원 등의 정보를 

표 하는 반면 Trial은 사용하는 지진 정보, 모터 가동 

범  등을 표 한다. 

      그림 3 로토타입을 수행한 실험의 이아웃

            그림 4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

   

3.2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링

  

  앞 서 언 한 로토타입의 데이터 모델은 토목공학 

연구자에 의해 약 4개월 정도 사용되었다. 사용기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된 데이터 모델링 워크샵과 비정기

인 사용자회의를 통해, 문제 과 개선 을 악하여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데이터 모델의 설계 시 실험과정의 분석은 필수 이

다. 일반 인 하이 리드 실험은 그림 5와 같이 계획수

립, 기본정보입력, 실험 약신청, 비실험(수치 시뮬 이

션), 비실험결과분석, 실제실험정보입력, 실험수행(실험

시설이용)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이 리드 실험의 첫 번째 단계인 계획수립은 실험의  

목 과 일정, 그리고 실험 내용  장비사용계획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기본정보입력 단계는 실험 계획  

사용 장비에 한 정보 입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근거

로 실험 센터에서 실험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실험자

는 약 신청 승인 후 수치해석 컴퓨터를 통한 비실험

을 할 수 있다. 비실험의 결과에 한 분석 후 실험 

시설을 사용하기 한 입력 데이터, 센서의 치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이 리드 실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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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하이 리드 실험 과정
  

  그림 6은 앞서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이 리드 실

험을 구성하는 엔티티를 도출하고, 그들의 계를 표

한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7은 도출된 엔티티의 속성을 

표 하고, Cardinality를 설정하여 하이 리드 실험의 데

이터 모델을 표 한 다이어그램이다.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은 실험수행정보 클래

스, 실험장비정보 클래스, 기 정보 클래스 그리고 실험

결과정보 클래스로 나뉜다.

 

그림 6 하이 리드 실험의 엔티티 계도

  

  그림 4의 로토타입 실험의 데이터 모델이 실험수행

정보 클래스를 나타내며, Project, Task, Trial 엔티티가 

포함된다. Project는 Task를 포함하고, 승인코드  책임

자 등의 정보와 실험의 목 을 담고 있다. Task는 Trial

을 포함하고, 사용 실험 시설을 지정하며 실험 비와 

련된 간단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Task 벨에서는 

실제 실험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에 앞서 수치해석 시뮬

이션을 통해 비 결과를 얻고 분석한다. Trial은 실제 

실험과 련된 센서의 선택  치 지정 등 세부 인 

실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7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

    

  실험장비정보 클래스는 실험 시설에 한 정보를 담은 

엔티티의 집합으로, 실험 시설의 소속기 , 제품명, 제품

특징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엔티티는 Facility와 

Equipment 이다. Facility는 실험 센터의 정보를 담고, 

Equipment는 Facility에 속한 비디오장치, 실험장치, 소

트웨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기 정보 클래스는 실험자의 정보와 기 의 정보를 담

은 엔티티의 집합으로 Person과 Organization 엔티티를 

포함한다. Person은 연구원의 연락처  직  등의 정보

를 나타내고 Organization은 기 명, 책임자, 연락처 등

의 정보를 나타낸다. 

  실험결과정보 클래스는 실험 수행 결과와 련이 있는 

엔티티의 집합이다. 실험시설을 Video로 기록한 Video 

Data와 센서로부터 얻은 Raw Data,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Derived Data 등의 엔티티가 포함된다. 

이런 결과 데이터의 경우 실험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으

므로 이를 한 추가 인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하다.

4.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리 시스템

  

  그리드 포탈은 그리드 환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 그리드 포탈의 사용자는 웹 라우 를 

통해 그리드 자원에 근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은 그리드 포탈 기반의 

데이터 리 서비스로 구  이다. 데이터 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체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리드 포탈은 포틀릿 컨테이 인 GridSphere Servlet

과 사용자에게 한 결과화면을 제공하는 Portal 

Layout Engine 그리고 사용자의 로그인, 작업 리, 

GridFTP를 이용한 일 리 등을 지원하는 Core 

Service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인 그리드 포탈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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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이 리드실험의 데이터 리 시스템 구조도

자의 웹 라우 로부터 요청을 받은 GridSphere 

Servlet은 요청과 연 된 portlet을 활성화 시킨다. 

 portlet은 해당 Service와 연동되어 Grid Resources로 

근한다. 요청된 데이터의 처리 후 Portal Layout 

Engine을 통해 사용자의 웹 라우 로 송한다[16].

   그림 9 자바 애 리 이션 형태의 데이터 입력기

  그림 9는 3.1 의 로토타입 데이터 모델  Project

에 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이 에디터

는 자바 애 리 이션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토목 공학 

연구자와의 회의와 워크샵을 통해 유 인터페이스가 직

이지 않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 을 받았다. 이

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입력을 

한 유 인터페이스는 직 성과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웹 페이지 형식을 채택하 다.

  그림 10은 본 논문이 그림 7의 Project 엔티티에 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포틀릿 기반의 웹페이지이다.

  하이 리드 실험의 포탈을 통한 실험등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인증 차를 거쳐 로그온한 사용자는 심이 있

는 실험을 검색한다. 검색 후 새로운 실험의 등록이 필

요하다고 단되면, Project 페이지를 작성해야한다. 사용

자는 실험시설 스  등을 고려하여 Project 페이지의 

모든 입력 값을 지정한 후 등록 버튼을 른다. 입력데

이터는 그림 8의 Data Management Service가 처리한 

뒤 DB에 장한다. 이를 실험 센터의 리자가 실험승인 

결정을 내리면, 사용자는 Task  Trial 정보를 입력하

여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10 데이터 입력을 한 포틀릿과 XML 기반의 웹페이지

  

  

5.  결론

  본 논문은 KOCED에서 구축 인 하이 리드 실험 센

터를 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 다. 

  지리 으로 떨어진 실험 시설과 수치시뮬 이션이 연

동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하이 리드 실험 센터는 기존의 

독립 인 형태의 건설  토목 실험의 데이터 모델을 

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데이

터 모델링을 진행하 다. 

  첫 번째 단계로 하이 리드 실험의 로토타입 실험체

를 만들고, 이에 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다. 로토타

입의 데이터 모델은 로토타입 실험시 토목공학 연구자

에 의해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로토타입 데이터 모델에 한 토목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회의를 통해 개선 을 악하

고, 일반 인 하이 리드 실험의 과정을 분석하여 하이

리드 실험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재 제시한 데이터 모델은 그리드 포탈 기반의 데이

터 리 서비스로 구  에 있다. 

  하이 리드 실험을 상으로 한 본 논문의 데이터 모

델은 다른 실험의 데이터 모델에 참조될 수 있고, 하이

리드 실험 포탈의 구축 완료 시 하이 리드 실험의 데

이터 검색  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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