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DAIR 표준 기반 그리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인터페이스 구현 

안선일, 김남규, 황순욱, 허태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iahn@kisti.re.kr, ssgyu@kisti.re.kr, hwang@kisti.re.kr, tshuh@kisti.re.kr

 

Implementation of a Grid Metadata Catalog Interface based on the 

WS-DAIR standard

Sunil Ahn, Namgyu Kim, Soonwook Hwang, Taesang Hu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  약

  본 논문은 AMGA 그리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위한 WS-DAIR 표준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구현 방안
을 제시한다. AMGA WS-DAIR 구현은 기존 TCP 인터페이스 기반 AMGA 구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
을 제공하면서도, WS-DAIR 표준 스펙 기반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그리드 상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스템들 간의 상호호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기존 AMGA 구현과 비슷한 수
준을 목표로 구현되었다. 
  

1. 서  론

  AMGA(Arda Metadata Grid Application) [1]는 

EGEE [2] gLite [3] 미들웨어의 공식 컴포 트로써, 그

리드 상에 장된 일들에 한 메타데이터에 한 

근을 제공한다. AMGA는 LHC 실험 [4]의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을 연구하기 한 실험  로젝트로 시작되었

으나, 재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에 의해 메타데이터 카

탈로그 서비스로써, 혹은 그리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써 리 활용되고 있다.
  OGF(open grid forum) [5]의 DAIS(data access and 
integration) 그룹은 그리드 상에서 데이터 근과 통합

을 한 서비스 타입과 인터페이스 표 화를 해 구성

되었다. DAIS 그룹은 데이터 근과 통합을 한 상  

표 으로 WS-DAI(web service data access and 
integration) [6] 스펙을 정의하 고, 세부 으로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WS-DAIR(web service data 
access and integration - relational realization) [7] 스

펙과, WS-DAIX (web service data access and 
integration - xml realization) [8] 스펙을 정의하 다. 
  AMGA는 다양한 사용자 툴들과 통신을 해 AMGA 

용의 TCP 스트리  기반 로토콜과 메시지 패턴을 

사용한다. AMGA는 한 웹 서비스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기존의 어떤 표  스펙에도 기반을 두

지 않은 것이어서, 그리드 상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근 

시스템들과 통합되어 활용될 수 없는 상호호환성 문제를 

갖는다. 그러므로 AMGA를 해 WS-DAIR 표  인터

페이스를 구 하는 것은 그리드 상의 데이터베이스 근 

시스템들 간의 상호호환성을 키울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연구 기 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를 진시키는 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2. 련 연구

  국 Edinburgh 학의 OGSA-DAI 은 OGSA-DAI 
3.1 임워크를 기반으로 OGSA-DAI WS-DAIR 스

펙을 구 하 다 [9]. Java와 Axis SOAP 툴을 사용하

으며, rpc/literal 바인딩을 이용하여 구 하 다. 
OGSA-DAI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여러 

후  DB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재는 MySQL DB
에 해서만 시험되었다. 구 이 Java와 Axis 그리고 

Apache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랫폼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반면 처리율이 낮다는 단 이 있다. 

3. 설계

  그림 1은 AMGA WS-DAIR 구  아키텍처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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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을 단순화하고 로세스간 불필요한 통신을 피

하기 해 WS-DAIR 스펙의 모든 포트 타입과 인터페

이스들을 하나의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AMGA 
WS-DAIR 구 은 WS-DAIR 스펙의 18개 연산 

(operation)  15개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AMGA
는 데이터베이스의 로시져 (Procedure)를 지원하지 않

고, WS-DAIR 스펙의 3개 인터페이스가 로시져와 

련되어 있어 구 되지 않았다. 
  AMGA는 WS-DAI 스펙에서 제시한 두 타입의 데이

터 자원 근 방법을 지원한다. 첫 번째는 "direct data 
access" 방법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질의에 해 바로 

결과를 돌려 다. 두 번째는 "indirect data access" 방법

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질의에 해 새로운 데이터 자원

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원에 한 퍼런스를 반환한다. 
사용자는 이 퍼런스를 이용하여 신규 생성된 데이터 

자원의 일부 는 부에 해 다시 질의할 수 있다. 이 

두 타입의 데이터 근을 지원하기 해 AMGA 
WS-DAIR는 두 타입의 리소스를 정의하 다. 첫 번째는 

”direct data access“를 지원하는 SQLAccess [7] 타입으

로, AMGA WS-DAIR 구 의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해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두 번째는 

“indirect data access”를 지원하는 SQLResponse [7] 타
입으로, 사용자 질의 (SELECT)에 의해 SQLAccess 타

입 자원으로부터 신규 생성되는 자원을 말한다. 

Operations Client Tools

SQLAccess

Resource

SQLResponse
SQLRowset

SQLAccessPT

PortType

SQLAccess
FactoryPT

SQLResponsePT

SQLResponse
FactoryPT

SQLRowsetPT

CoreDataAccessPT

CoreResource
ListPT

mdsoapsever

wsdair_access_execute

wsdair_access_cli

SQLExecute

GetSQLPropertyDocument

SQLExecuteFactory

GetSQLResponse
PropertyDocument

SQLResponseItem

SQLResponseRowset

SQLResponseUpdateCount

SQLRowsetFactory

GetSQLRowset
PropertyDocument

GetTuples

DestroyDataResource

GetDataResource
PropertyDocument

GenericQuery

GetDataResourceList

Resolve

wsdair_access_factory

wsdair_rowset

wsdair_destory

wsdair_list

wsdair_property

Direct
Access

Indirect
Access

Operations Client Tools

SQLAccessSQLAccess

Resource

SQLResponse
SQLRowset

SQLAccessPTSQLAccessPT

PortType

SQLAccess
FactoryPT
SQLAccess
FactoryPT

SQLResponsePTSQLResponsePT

SQLResponse
FactoryPT

SQLRowsetPTSQLRowsetPT

CoreDataAccessPTCoreDataAccessPT

CoreResource
ListPT

CoreResource
ListPT

mdsoapsever

wsdair_access_execute

wsdair_access_cli

SQLExecute

GetSQLPropertyDocument

SQLExecuteFactory

GetSQLResponse
PropertyDocument

SQLResponseItem

SQLResponseRowset

SQLResponseUpdateCount

SQLRowsetFactory

GetSQLRowset
PropertyDocument

GetTuples

DestroyDataResource

GetDataResource
PropertyDocument

GenericQuery

GetDataResourceList

Resolve

wsdair_access_factory

wsdair_rowset

wsdair_destory

wsdair_list

wsdair_property

Direct
Access

Indirect
Access

그림 1 AMGAWS-DAIR 인터페이스 구  아키텍처

  

  WS-DAIR 데이터 리소스 근을 해서는 데이터 자

원에 한 추상화된 이름이 필요하며, WS-DAI 스펙은 

URI [10] 형식을 따를 것을 명세하 다. URI는 URL과 

URN의 두 타입이 있으며, AMGA는 데이터 리소스 이름

으로 URL 형식을 채택하여 데이터 리소스 이름만으로 

데이터 리소스의 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

게 하 다. 데이터 리소스 이름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https://<hostname>:<port>/<resource type>/<identifier>

  WS-DAIR 스펙은 사용자 질의 결과를 표 하는 방법

으로 WebRowSet [11] 형식을 최소한 지원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이에 AMGA WS-DAIR 구 은 결과 데이

터셋 (dataset)의 형식으로 JDBC의 WebRowSet 형식을 

채택하 다. 
  WS-DAIR 스펙은 질의를 한 언어를 강제하지 않는

다. AMGA WS-DAIR 구 은 기존 AMGA 응용들의 지

원을 해 AMGA 언어를 지원하고, 다른 그리드 데이터

베이스 응용들이 쉽게 AMGA를 활용하여 통합될 수 있

도록 기본 인 SQL 언어를 지원한다. 부분의 데이터

베이스 구 들은 SQL을 지원하지만, 지원하는 SQL이 조

씩 다르며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의 데

이터베이스들이 최근 SQL 표 을 수하지 않지만 기존 

표 인 SQL-92을 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MGA WS-DAIR 인터페이스는 SQL-92의 엔트리 

벨 <direct data statements>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

도록 구 하 다. 그리고 사용자 커뮤니티의 요청에 따

라 JOIN과 LIMIT, OFFSET에 한 지원을 추가하 다. 

4. 구

  AMGA WS-DAIR 서버는 단독 실행이 가능한 멀티 

스 드 모델의 데몬 로세스로 구 되었다. 로세스가 

시작되면 마스터 스 드와 설정된 수만큼의 일꾼 스 드

가 시작된다. 마스터 스 드는 사용자로부터 연결 요청

을 태스크 큐에 넣는 역할을 하고, 일꾼 스 드는 태스

크 큐로부터 연결을 꺼내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해

진 수의 일꾼 스 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동시 속

이 많아져서 리소스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피하기 

해서이다. 각 스 드는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하기 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기화하는 것은 부하가 큰 연산이므로, 기에 여러 연결

을 생성하여 풀로 장하고, 각 일꾼 스 드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어 사용한다. 기존 AMGA 구 과 같이 

후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ODBC (Open DataBase 
Connectivity)를 이용하 다. 
  구 에는 SOAP 로토콜의 구 인 gSoap [12] 라이

러리와 C++ 언어를 이용하 다. gSoap 라이 러리와 

툴을 이용하면 웹 서비스 구 을 해 필요한 스 톤 

(skeleton)과 스터  (stub)를 생성한다.  WS-DAI와 

WS-DAIR 스펙에서 주어진 WSDL 일은 수정 없이 

그 로 사용되었다. WS-DAI와 WS-DAIR의 모든 인터

페이스들은 하나의 서비스에 포함되어 구 되었고, 
document/literal 바인딩을 활용하 다. 모든 인터페이스

들을 하나의 서비스에 포함하여 구 하는 경우 

PropertyDocuement와 련된 4개 인터페이스들에 해 

클라이언트가 주는 메시지의 형식이 같아서 서버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AMGA 
WS-DAIR 구 에서는 데이터 자원을 근하는 주소를 

활용하여 이 4개 인터페이스를 구분하며, 이를 해 

gSoap이 자동 생성한 코드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 다. 
  AMGA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된 리를 해 DB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D)



테이블을 디 터리에 맵핑하여 유닉스의 일 시스템과 

같은 계층 구조의 뷰 (view)를 제공한다. AMGA는 내부

으로 마스터 테이블을 두고 어떤 테이블이 어떤 디

터리에 맵핑되는지를 리한다. AMGA WS-DAIR 구

은 새로 생성된 SQLResponse 타입 자원과 URL의 맵핑

을 장하기 해 이 마스터 테이블을 활용한다. 
  SQLAccessFactory 인터페이스는 SQLAccess 자원으

로부터 새로운 SQLResponse 타입의 자원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가 SQLAccessFactory 인터페이

스를 통해 질의하면 그 질의는 후  데이터베이스에 실

제 VIEW를 하나 생성하고, VIEW에 해 추상화된 데이

터 자원 이름이 사용자에게 반환된다. 추상화된 데이터 

자원 이름은 마스터 테이블과 연계된 시 스를 활용하여 

생성되고, 실제 VIEW의 이름과 추상화된 이름의 매핑은 

마스터 테이블에 장된다. 
  SQLResponse 자원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셋을 포함

하는 자원이며, SQLRowsetFactory 인터페이스는 

SQLResponse 타입의 자원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의 생성

을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이다. SQLRowsetFactory 인터페

이스를 통해 SQLRowset 타입 자원의 생성이 가능하고, 
SQLRowset 타입 자원은 SQLResponse의 여러 데이터 

셋  한 데이터 셋만을 갖는다. SQLResponse 자원에 

한 질의는 데이터 셋 단 이며, SQLRowset 자원에 

한 질의는 데이터 셋에 포함된 튜 (tuple) 단 이다. 
  AMGA WS-DAIR 구 에서는 SQLRowsetFactory 인

터페이스 호출에 해 신규로 SQLRowset 자원을 생성

하는 신, 기존 SQLResponse 자원에 한 데이터 리소

스 이름을 바로 반환한다. Stored Procedure가 지원되는 

경우에만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셋이 존재할 수 있으며, 
AMGA의 경우 로시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QLResponse 자원은 항상 하나의 데이터 셋만을 갖는

다. 이때문에 SQLRowset 자원이 생성된다면 이 자원은 

SQLResponse 자원과 항상 동일하므로 새로 생성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AMGA WS-DAIR 구 에서는 

SQLResponse 자원만을 생성하고 이 자원이 SQLRowset 
련 인터페이스들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 wsdair_access_cli "SELECT EMPNUM FROM STAFF LIMIT 1" 
STAFF.EMPNUM 
E1 

$ wsdair_access_factory "SELECT EMPNUM FROM STAFF" 
https://localhost:8844/SQLResponse/responses284_5 

$ wsdair_rowset -P 0 -C 1 https://localhost:8844/SQLResponse/response
s284_5 
/SQLResponse/responses284_5.EMPNUM 
E1 

$ wsdair_list
https://localhost:8844/SQLResponse/responses284_5 
https://localhost:8844/SQLAccess/Metadata 

$ wsdair_destroy https://localhost:8844/SQLResponse/responses284_5 
Success !! 

그림 2 AMGA WS-DAIR 클라이언트 툴 사용

  AMGA WS-DAIR 클라이언트는 8개 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의 wsdair_access_execute 툴은 AMGA 
WS-DAIR를 속을 한 쉘과 유사한 툴이다. 이 툴을 

통해 AMGA 언어나, SQL 언어로 질의하고 결과를 출력

할 수 있다. wsdair_access_cli 툴은 한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툴로 스크립 에 유용하게 활용된

다. wsdair_access_factory 툴은 간  데이터 자원을 새

로 생성하며, wsdair_destroy 툴은 간  데이터 자원을 

제거한다. wsdair_list는 모든 데이터 자원들을 열거하는 

툴이며, wsdair_property는 데이터 자원의 속성을 출력

한다. wsdair_rowset은 간  데이터 자원으로부터 일부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툴이다. 마지막으로 

AMGA에서는 직  활용되지는 않지만 다른 WS-DAIR
와의 호환성을 해 SQLResponse 자원으로부터 

SQLRowset 자원을 생성하는 wsdair_response_factory 
툴도 개발되었다. 그림 2는 이들 클라이언트 툴들의 활

용 를 보여 다. 이들 툴 이외에도 사용자 응용 로그

램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C++ API를 제공한다. 

5. 성능 평가

  이 장에서는 AMGA WS-DAIR 구 의 성능을 측정하

고 평가하고, TCP 기반 AMGA 구 과 비교하여 성능 

차이를 평가하 다. 성능 측정을 해 사용된 데이터와 

질의문은 신약후보물질탐색 로젝트인 WISDOM [13] 
환경에서 실제 사용되는 를 기반으로 하 다.
  WISDOM 환경에서는 수만 개의 그리드 작업들이 실

행할 태스크를 얻고, 입력 화합물 메타데이터를 얻고, 그
리고 도킹 결과에 한 메타데이터를 장하기 해 

AMGA를 이용한다. 한 사용자는 필요한 화합물 메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검색하고, 도킹 결과를 분석하기 

해서 AMGA를 활용한다. 표 1은 성능 측정을 해 사

용된 질의를 보여 다. 처리율의 측정을 해서는 작업 

번호를 입력으로 화합물 번호를 돌려받는 가장 간단한 

질의를 활용하여 당 몇 개의 사용자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 다. 

질의

처리율

SELECT ligand_id FROM
  /drugscreenerg/project/simulation 
  WHERE simulation_id=??

표 1 WS-DAIR 구  성능 측정에 사용된 질의

  AMGA WS-DAIR 성능 측정을 해 활용된 기계는 8 
GByte 메모리와 네 개 코어를 가진 Xeon 2.1GFlop 이

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LAN으로 연결된 2 의 동일한 

사양의 기계를 사용하 다. 서버에는 AMGA와 

PostgreSQL을 설치하 고, AMGA와 PostgreSQL의 최

 연결 수는 128로 설정하 다. 
  처리율의 측정은 클라이언트 기계에서 스 드의 수를 

늘리면서 AMGA TCP 로토콜 기반 구 과 WS-DAIR 
구 이 당 몇 개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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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클라이언트 스 드는 매번 질의를 해 새로운 

연결을 요청하 고, 서버는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

도록 설정하 다. 그림 3은 클라이언트 스 드의 증가에 

따른 TCP 로토콜 기반 AMGA 구 과 WS-DAIR 구

의 처리율을 비교하여 보여 다. 그림 3을 보면 TCP 
구 과 WS-DAIR 구 에서 처리율의 차이가 거의 없으

며, 최  당 1400개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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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라이언트 스 드의 증가에 따른 처리율

6. 결론과 향후 연구

  상호호환성 문제는 여러 그리드 로젝트들의 핵심 이

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본 논문은 AMGA를 한 

WS-DAIR 스펙의 구 과, 성능에 해 설명하 다. 
AMGA WS-DAIR 구 은 기존 TCP 인터페이스 기반 

AMGA 구 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면서도, 
WS-DAIR 표  스펙을 지원하여 다른 WS-DAIR 구

들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한다. 
  AMGA WS-DAIR 구 은 OGSA-DAI WS-DAIR 구

과 더불어 WS-DAIR 표  참조구 의 하나로, 
WS-DAIR 구 들의 상호호환성 시험결과와 경험은 문

서로 정리되고 OGF에 의해 표 화 문서로 공식 채택되

었다. 향후 이 문서를 바탕으로 WS-DAI 스펙과 

WS-DAIR 스펙이 다소 수정될 정이다. 
  향후, 표 안 측면에서는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 

스트리  (streaming)을 지원하는 WS-DAIR 스펙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MGA 
WS-DAIR 구  측면에서는 용량 데이터 처리에 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먼  

WebRowSet 양식으로 메시지가 송되는 경우 실제 

송하려는 데이터에 비해 메시지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메시지 양식의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한 AMGA WS-DAIR 구 을 한 C++ API 이외의 다

양한 API 구 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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