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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에 산재 되어있는 많은 이종의 자원으로 구성된 그리드 컴퓨팅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
학자와 연구자들이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에 따라 동적으로 가상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기관의 자원을 협력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하는 기능은 필수적으
로 필요하다. 가상 조직을 구성할 때 각기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공통된 명세 방법 또한 필요하다. 그리드 자
원 명세를 새로운 방법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표현하면 자원의 공통된 특성을 개념화하고 의미 있게 그들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온톨로지로 자원을 나타내는 방법 또한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
문에 기관 사이의 상호호환성 문제를 갖게 된다. 기존의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톨로지 합병 방법
을 제안하였지만 개념 비교 기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을 연결시키는데 부족
함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자원을 온톨로지로 명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의 자원 온톨로지
합병 방법을 개선하여 동적으로 자원 가상화를 하고자 한다. 이때 여러 온톨로지를 비교하는 유사도 계산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동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가상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그리드 환경 시뮬레이션 도구인 그리드심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Abstract
Under grid computing environment comprising a number of heterogeneous resourc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scientists and researchers from various background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es to use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ecure and inter-operable virtual organization dynamically
according to user requirements. To build a virtual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et a common specification to
describe resources owned by each participants. Recently, grid resource specification using 'Ontology', which
conceptualizes the common properties of the resources and identifies their relationship semantically, has been
empowered. However, no interoperable standard for describing resources with ontology has been discussed yet. Even
though some researchers suggested ontology merging schemes to provide interoperability, the schemes were not
sufficient to make meaningful links created by comparing concepts, which could be expressed in a various ways,
because of lack of comparison rules. This paper introduces ontology specification of grid resources and provides
resource virtualization dynamically by improving resource ontology merging methods using a similarity computation
algorithm based on user requirements. For a proof-of-concept, GridSim, a grid environment simulation tool is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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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리드 컴퓨팅[1]의 주목적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기관의 자원을 협력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가상화한
가상 조직(Virtual Organization: VO)을 이루게 되며
[2]-[5], 목적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되고 그 내부 정
책에 따라 자원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전 세계에
다양한 환경의 자원들과 요구사항을 가진 사용자들
이 많은 그리드에서 사용자의 요구 환경의 자원을
선별하여 가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그리드에서 각 기관의 자원마다 자원 관
리 방법 및 특성 명세법의 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이용 시에 각 기관의 자원 명세법을 알아야 하는
복잡함이 따른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자원 명세를
하는 방법은 공통 특성을 개념화하고 의미 있게 그
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리드 자원
의 새로운 명세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6]-[8]. 그러
나 온톨로지 자원 명세 방법 또한 정해진 표준이
없어 여전히 기관 사이의 상호호환성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존재하는
온톨로지를 합병하여 전역 온톨로지를 생성하는 방
법이 있다[9]. 기존 연구에서는 고정된 개념만 비교
하여 합병을 하였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제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합병법은 그리드
상의 온톨로지를 가상화하여 사용자에게 그리드 자
원 이용의 복잡성 감소와 합병 시 고정된 개념 뿐
아니라 동의어 사전을 이용하여 높은 상호호환성
(interoperability)을 제공함으로 시맨틱스를 향상 시
켰다.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온톨로지로 표현하
여 등록되어있는 자원 온톨로지와 비교, 요구사항과
유사한 정도를 계산해서 그 자원을 가상 조직에 포
함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자원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장은 기존그리드 자원 선택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드 자원 온톨로지 연구와 합병에 대한 관련 연
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와 비교한다. 3장과 4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반 그리드 자원 관
리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소개, 5장에서는 유

사도 계산 결과로 선택ㆍ구성된 자원의 성능평가를
위해 실험 후 결과를 분석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6장은 결론을 정리한다.

Ⅱ. 관련 연구
그리드 상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자원 관리를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필수적인 그리드 개념과 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CGO(Core Grid Ontology)
를 제안한 연구[8], GT2, GT3, Unicore 같은 그리드
미들웨어 시스템에 의해 명세된 자원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개자에 의한 자원 명세 문제에 대한 연구
[2], 그리드 환경의 일반 사용자들 중 공유되는 일
반적 도메인 개념에 따른 온톨로지를 이용한 각각
의 가상 조직 간의 상호호환성 향상에 대한 연구
[3], 그리드 자원 온톨로지 합병 방법에 대한 연구
[4] 등이 있다. 이의 관련 연구들과 본 논문을 아래
서 비교하였다.
위의 관련 연구들에서 정의된, 온톨로지를 이용
한 자원 검색 여부에 대해 참고문헌[8]은 일반적인
그리드 자원 명세 표준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으므
로 검색은 가능하지 않다. 나머지 연구들과 본 연구
에서는 표현된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자원을 검색할
수 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환경을 가진 가상 조직으로
형성된 그리드 환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러 온톨
로지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연구 중 참고문
헌[4]와 본 연구에서만 다수의 온톨로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호호환성을 제공하도록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4]와 본 연구에서만 전역
온톨로지를 제공하여 할당 받은 자원과 유사한 자
원을 찾거나, 그 자원에서 오류가 발생 시 가장 유
사한 자원을 단시간에 온톨로지 추론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의 강점은 광역에
퍼져있는 다양한 그리드 자원들 가운데 최적의 결
과를 낼 수 있는 자원 환경을 동적 구성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자원의 특성
을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자원을 동적으로 선택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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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톨로지 기반 그리드 자원 관리 설계
온톨로지 기반 그리드 자원 관리 미들웨어 구조
는 그림 1과 같으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는 온톨
로지 등록 부분과 가상 조직 요청 부분, 생성된 전
역 온톨로지 가시화 부분, 전역 온톨로지 기반의 자
원 요청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맨틱 자원 관리는 온
톨로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자원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요청된 가
상 조직 자원을 찾기 위해 온톨로지의 유사도 측정
모듈과 선택된 온톨로지들로 전역 온톨로지를 생성
하는 모듈로 나뉜다. 유사도 측정모듈은 동명 찾기,
대소문자 구별 없이 동명 찾기와 동의어 사전에 정
의된 같은 이름을 찾는 법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온톨로지 기반 그리드 자원 관리 미들웨어
Fig. 1. Ontology-based resource management middleware
for grid computing

시맨틱 자원 검색은 시맨틱 자원 관리에서 생성
된 전역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사용자 응용 프로그
램으로부터 요청된 자원 조건을 가지고 검색한다.
질의로 들어온 조건을 분석하고 전역 온톨로지에서
해당 자원을 찾고 해당 자원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자원에 작업을 실행시
키고 그 자원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새로운 자원을 할당해야한다면 그 내용이 시맨틱
자원 검색에 알려지고 시맨틱 자원 검색은 전역 온
톨로지에서 오류가 난 자원과 가장 근접한 자원을

추론하여 재 할당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 및 구현한 부분은 시맨틱 자원
관리 부분이다. 3.1에서는 시맨틱 자원 관리를 위해
자원을 온톨로지로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3.2에서는 정의된 자원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자
원 가상화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자원 온톨로지 표현 방법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8]을 참고하여 자원 온
톨로지를 구성하였다. 온톨로지 요구사항을 모두 보
증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표현하는 컴포넌트 액시
옴(axiom)으로서 어휘를 설계하여 CPU의 속도나 디
스크의 크기, 운영체제의 종류와 같은 계산 자원에
대한 정보를 자원 온톨로지를 표현하였다.
온톨로지의 클래스들은 각 특성에 맞게 추상화하
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위로 구성하였다. 자원의
특성을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클
래스의 특성에 맞게 is-a 관계를 가진다. 하드웨어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들은 상위 클래스로 위치할수
록 더 추상화된 컴퓨터의 구성단위 정보를 표현하
고 하위 클래스일수록 제조사나 제품의 모델명 등
의 상세 정보를 나타낸다. 기존 모델의 경우 소프트
웨어 정보의 경우 그것을 표현하는 스키마가 많지
않아 정확한 검색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
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온톨로지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추가로 모델화하였
다. 4.1에서 실제 구현한 온톨로지에 대해 소개한다.

3.2 온톨로지를 이용한 자원 가상화 방법
자원을 온톨로지로 표현하더라도 타 조직에 속해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드 환경
에서는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온
톨로지 표현방법 때문에 사용자가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 문제가 야
기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원 온톨
로지를 합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 수많은 그리
드 자원 중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유
사도에 따라 자원을 선택해 자원 가상화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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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유사도를 계산법
은 참고 문헌[10]의 포함(inclusion) 테스트 알고리즘
을 참고하여 확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온톨로지와
스키마의 표현을 위해 사용한 그래프 이론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온톨로지 합병 기법을 정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의와 기호를 설명하고, 요
구사항과 온톨로지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 알고리즘
을 설명한다.

3.2.1 자원 유사도 계산 모델
온톨로지는 방향 그래프 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
방향 그래프 g=(V,E)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점
의 집합인 V와 연결선의 집합인 E로 각각의 선은
두개의 점을 높은 점으로부터 낮은 점으로 연결한
다. 만약 그래프 g에 대해 V집합에 v1, v2, ... vp의
점들이 있고 E집합에 e1, e2, ... eq의 선들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기본 형식은 g=(V,E) = {v1, v2, ...,
vp, e1, e2, ... eq}가 될 것이다. 만약 el = (vi, vj)이
면, vi이 더 높은 점이고 vj가 더 낮은 점으로 선 el
는 두 점을 연결한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점은 온
톨로지의 개념을 나타낸다.

3.2.2 자원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
자원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은 참고 문헌[10]으로
부터 확장된 포함 테스트는 같다. 온톨로지 G(Oi)와
G(Oj)를 대표하는 그래프 gi와 gj가 있을 때 두 그
래프 사이의 공통점들을 포함하는 교차부분은 gi∩
gj로 표현하고, 교차범위가 크면 두 온톨로지 사이
에 시맨틱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교차 범위의 크기
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인가할 수 있는 임계값 τ를
두고 포함 테스트를 적용시켜 나온 값을 σ로 둔다.
μ는 그래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μ(g)는 g에
있는 점의 개수를 나타낸다. σ를 계산하는 식은 다
음과 같다.

σ0(gi, gj) = μ(gi∩gj)/μ(gi∪gj)

(1)

σi(gi, gj) = μ(gi∩gj)/μ(gj)

(2)

식 (1)은 두 그래프의 전체 점 가운데 공통되는
점의 개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식 (2)는 그래프 gj의
전체 점 가운데 공통되는 점의 개수의 비율을 나타
낸다. 그래프 gi와gj 사이의 공통되는 부분을 새로
운 그래프로 생성하려면 σ0 값을 측정해야하고 gj
를 gi에 통합하려면 σi 값을 측정해서 적용해야한
다. 본 논문에서는 전역 온톨로지에 새로운 온톨로
지를 합하기 때문에 σi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고,
두 온톨로지의 유사한 정도를 계산하므로 유사도로
명명하였다. 유사도 계산 시 참고문헌[10]에서는 개
념의 이름이 똑같은 것만 동의어로 판단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의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동의어
로 정의된 범위는 이름이 같은 것이나 대소문자 구
별 없이 같은 것이나 사전에 동의어로 정의된 것은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수정한 유사도 계산식을
그리드 자원 선택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1
2
3
4
5
6
7
8
9

기본 온톨로지 G(Oi)
비교할 온톨로지 G(Oj)
합병된 온톨로지 M(O)
유사도 임계값 τs
필수 개념 EC
동일한 이름의 개념 수 SC
대소문자 구별 없이 동일한 이름의 개념 수 IC
사전에 정의된 동일한 이름의 개념 수 DC
동일한 개념의 전체 개수 TC
그림 2. 유사도 계산을 위한 변수 정의
Fig. 2. Variable definitions for similarity calculation

그림 2은 유사도 계산을 위해 추가 정의된 변수
들이다. 기본 온톨로지 G(Oi)는 사용자의 가상조직
구성 요구사항을 온톨로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원 정보를 표현하여 유사한 환
경의 자원 선택, 혹은, 온톨로지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온톨로지들에서의 선택도 가능하다. G(Oj)는
G(Oi)와 비교해 유사도를 계산할 온톨로지이다.
M(O)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온톨로지들을 합병하여
생성될 전역 온톨로지이다. τs는 사용자로부터 받아
들일 유사도 임계값이다. 변수 EC는 본 논문에서
추가한 부분으로 온톨로지 비교 시 포함하고 있어
야할 필수 개념(Essential Concept)을 의미한다. 나머
지 변수들은 각 기준에 따fms 유사 개념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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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 each gi ∊G(gi)
2
Check synonyms
3
For each gj ∊G(gj)

1.Start

YES

NO

2.Exist EC?

3.Find Synonyms
with EC in Oj

NO

4.Exist
synonyms?

YES

5.Check
synonyms

6.Calculate
similarity

NO

7.σi >= τs

4
Case 1: Find SameName; SC++
5
Case 2: Compare IgnoreCase; IC++
6
Case 3: Compare Dictionary; DC++
7
Endfor
8 Endfor
// 동일한 이름으로 찾은 개념 수 더하기
9 TC = SC + IC + DC
// 유사도 계산
10 σi = TC / μ(gi)
//유사도 임계값과 실제 계산 유사도 비교
11 If (σi >= τs)
12
M(O) = Merge(M(O), G(Oj)
13 Endif

YES

8.Select Oj

9.End

그림 3. 유사도 계산 흐름도
Fig. 3. Similarity calculation flow chart

그림 3는 자원을 선택하기 위해 유사도 계산을
위한 전체 흐름도이다. 먼저, 사용자가 EC를 설정
하였는지 검사하고, 설정하였으면 EC가 비교하려는
온톨로지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판단한다. 포함되어
있으면 유사도 계산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
으면 유사도를 계산 없이 종료하게 된다. 사용자가
EC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바로 유사도 계산 과정으
로 넘어간다. 사용자의 환경 구성 시 꼭 포함하여야
할 개념은 EC 개념으로 추가 정의하였다.
그림 3의 5단계 ~ 9단계는 유사도 계산 과정으
로, 이 과정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 4의 1~9은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두 온톨
로지를 비교하여 공통 개념을 찾는 과정이다. 10은
유사도를 계산하는 부분, 11~13은 계산된 유사도가
사용자가 정한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역 온
톨로지에 합병하는 함수를 부르는 부분으로 참고문
헌[9]의 방법을 이용하였다(4.2절 참조).

그림 4.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
Fig. 4. Similarity calculation algorithm

Ⅳ. 온톨로지 기반 그리드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4.1 온톨로지 구현

그림 5. 예: QLogic Corporation의 자원 온톨로지
Fig. 5. Example: resource ontology of QLog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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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설명한 자원 온톨로지 표현 방법에
따라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CPU2006[11] 결과를 기반으로
Protégé-2000을 이용하여 자원 온톨로지를 구현하
였다. SPEC CPU2006에서 제공하는 결과의 예는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된 온
톨로지는 그림 5과 같다.
표 1. 예: QLogic Corporation의 자원 정보
Table 1. Example: resource information of QLogic
corporation
QLogic Corporation
Hardware
Software
AMD Opteron
CPU Name
254
CPU MHz
2800
Operating
Integrated
FPU
System
2 c o r e s ,
C P U ( s )
2chips.
1
enabled
core/chip
C P U ( s )
1, 2chips
orderable
64KB I + 64 Compiler
Primary
KB D on chip
Cache
per chip
Secondary
Cache
L3 Cache
Other Cache
Memory

1 MB I+D on
chip per chip
None
None
8GB( 8x1 02 4
MB, DDR400,
CL3)

D i s k
IDE, 80 GB
Subsystem
O t h e r
None
Hardware

SuSE Linux 9.3,
64-bit
Kernel
2.6.11.4-20a-sm
p

Q L o g i c
PathScale
Compiler Suite,
Release 2.4

Multi-user,
System State
level 3
Auto Parallel No
File System ext3

run

Base Pointers 32/64-bit
Peak Pointers 32/64-bit
O t h e r
None
Software

4.2 온톨로지 합병 및 동의어 사전 정의
온톨로지 합병의 첫 단계로, 온톨로지 저장소로
부터 합병하고자하는 온톨로지를 불러온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념을 찾아 전역(기본)
온톨로지에 합병한다. 각 온톨로지는 그래프로 표현
되며 그래프 조작(graph manipulation)알고리즘을 적
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 그래프에서 중복된

“is-a" 관계를 삭제한다. 네 번째 단계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같은 이름으로 표현된 개념을 찾고,
OWL언어의 equivalentClass 프로퍼티를 이용해 둘
사이에 동의 관계를 추가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와 유사하지만 동의 관계의 개념을 찾을
때, 표 2에서 정의된 동의어 사전을 이용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자원의 위치에 대해 추가한다. 전역
온톨로지에서 resource클래스는 모든 다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로 자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표 2. 동의어 사전
Table 2. Dictionary of synonyms
Concept
hardware
software
ddr2
resource
other
windows
hdd

Synonym
hard, hw
soft, sw
pc2
resources
others
ms_windows
harddisk

Ⅴ. 실험 및 결과
그리드 환경을 주로 이용하는 과학 연구 분야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작업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작업 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많은 그리드 환경 구성 조건 중
작업 실행 시간이 최소가 되는 환경을 최적의 실행
환경으로 정의하였고, 그러한 환경 구성 성능 실험
을 위해 모든 자원 조건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CPU
속도와 개수에 대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고 자원 환
경을 구성하도록 실험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시뮬레이터 그리드심을 이용하였
다. 그리드심의 자원 엔터티 인스턴스는 멀티프로세
서인 각 그리드 자원과 자원의 프로세서의 수, 프로
세싱 비용 및 속도, 내부 프로세스 스케줄링 정책과
같은 특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프로세싱 속도 27.7
MIPS, 8개의 프로세서 수로 설정하여 두 가지로 수
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고정된 CPU 속도와 개수
를 갖는 그리드 자원들 상에서 유사도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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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를 구성하고 랜덤 스케줄링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그리드 자원의 CPU 속도와 개수를
랜덤하게 적용하고 그 상태에서 유사도를 계산하여
토폴로지를 구성한 다음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으로
작업 실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과 비교할 대
상은 J.Lopes의 알고리즘[9]으로, 이 알고리즘은 사
용자 요구사항과 유사도가 100%인 자원만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험은 기본적으로 유사
도 100% 일 때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의 알고리즘보다 약 52.77%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J.Lopes의 알고리즘과 같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100% 일치하는 환경에서의 실행 완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실행 완료 시간은 작업 실행 시
간과 실행을 위해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포
함하므로 우수한 성능의 자원의 수가 너무 적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전체실행 완료 시간에 영향을
준다. 60% 보다 유사도가 낮고 프로세서의 수가 더
많은 환경에서 저하된 작업 실행 시간은 성능이 좋
지 않은 머신에 종속된 결과이다.

5.1 [실험 1] 랜덤 스케줄링 적용
본 실험에서는 작업의 길이는 100000MIPS, 작업
의 수는 1000개로 설정하고 작업 간에 실행 의존도
가 없이 병렬로 실행하였다. 자원 환경은 표 3과 같
이 1 ~ 30 MIPS 사이의 프로세싱 속도를 5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별로 동일한 수의 프로세서를 갖도
록 클러스터를 분포하였다.
표 3. 실험1 토폴로지
Table 3. Topologies of 1st experiment
속도 개수 속도 개수 속도 개수 속도 개수 속도 개수 속도 개수
27.7

8

24.0

8

20.1

4

14.9

2

11.0

4

4.0

1

27.7

8

23.9

4

18.5

2

13.5

8

10.9

8

4.0

8

27.1

1

23.3

2

18.1

8

12.9

4

10.8

4

3.8

1

27.0

2

22.7

8

16.9

1

12.7

1

10.8

8

3.5

4

26.9

4

21.8

4

16.7

8

12.5

2

10.7

4

3.1

2

26.8

2

21.6

1

16.6

4

12.5

8

10.2

1

2.2

4

26.7

4

21.4

1

16.3

2

12.3

1

10.1

2

1.5

8

26.3

1

21.3

2

16.2

1

11.4

2

6.4

1

1.0

2

그림 6은 스케줄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랜
덤 스케줄링을 반복한 평균 실행 완료 시간의 그래
프이다. x축은 유사도와 선택된 프로세서의 개수이
고, y축은 실행 완료 시간이다. 본 논문과 비교한
J.Lopes의 알고리즘은 요구사항과 100% 일치하는
자원만을 찾아 환경을 구성하고, 평균 실행 완료 시
간은 약 211308.24초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을 적용한 실행 완료 시간은 유사도가 60%
일 때 평균 완료 시간이 약 99810.84초 로, J.Lopes

그림 6. 랜덤 스케줄링을 적용한 결과
Fig. 6. 1st experimental result

5.2 [실험 2] 랜덤 토폴로지 적용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토폴로지에서 실험을 함으
로써 알고리즘과 실험조건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스케줄링 방법은 모든 조건에서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을 적용하였다.
랜덤 토폴로지 생성을 위한 환경 설정 범위는,
프로세싱 성능은 1~30 MIPS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클러스터 내의 자원의 수는 1/2/4/8개를
랜덤하게 선택하였다. 작업 조건은 100000MIPS/100
개, 100000MIPS/10000개로 주어 작업의 개수가 실
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은 총 30
개의 랜덤 토폴로지 하에 실시되었고, 1개의 토폴로
지에서 유사도는 100%~0% 까지 10%단위로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작업을 10회씩 반복 실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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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00개의 작업 실행 결과
Fig. 7. 2nd experimental result about 100 jobs

첫 번째 실험은 작업의 개수가 100개일 때 각 토
폴로지별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유사도를 찾는
실험이다. 그림 7은 x축의 값이 최적의 환경을 구성
하는 유사도 결과로 나온 토폴로지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80% 유사도로 최적의 환경이 구성되는
토폴로지는 1개이고, 60%의 유사도로는 2개, 50% 의
유사도는 16개, 40%의 유사도는 7개, 30% 의 유사도
는 4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선택된 유사도는
50%의 유사도로 실험 토폴로지 중 약 53.3% 가 해
당되었다. 어떤 토폴로지에서도 100%의 유사도를
가진 환경이 최적의 환경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그림 8. 10000개의 작업 실행 결과
Fig. 8. 2nd experimental result about 10000 jobs

그림 8은 위와 같은 토폴로지에서 10000개의 작
업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이다. 80%의 유사도가 최
적인 토폴로지는 1개, 50% 의 유사도는 20개, 40% 는
7개, 30%는 2개의 결과를 보였다. 50%의 유사도가
최적으로 나타난 토폴로지는 전체의 약 66.7%를 차

지하였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변한 경우는 약 36.7% 였고, 결과적으
로 50% 의 유사도 결과가 그림 8의 결과보다 약
13%늘었다. 10000개의 작업을 가진 실험에서도 유
사도 100%가 최적으로 나온 결과는 없었다.
그림 7의 결과에서 50% 보다 더 높은 유사도를
선택했던 토폴로지가 50%로 변한 이유는 늘어난
작업의 개수로 인해 높은 유사도의 환경에서 프로
세서를 사용하기 위해 큐에서 대기 시간이 늘어났
기 때문이다. 반면, 더 낮은 유사도에서 50%의 유
사도로 조정된 것은 작업의 개수의 증가로 낮은 성
능의 프로세서에 할당 되는 작업이 늘어나서 실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위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J.Lopes의 알고리즘처럼
100%의 유사도 환경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일부만 만족하는 자원이
라도 확장하여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그리드 컴퓨팅에서 목적에 따라 가상 조직을 구
성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기종의 분산된 자원들을 관리할
때 자원 정보 관리의 어려움, 자원 요구 사항의 표
준화된 정의, 자원 할당의 적합성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온
톨로지 기반의 자원 모델 정의와 이를 이용한 자원
가상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산재되어있는 많은
그리드 자원 중 사용자가 요구하는 환경과 유사한
자원을 찾기 위해 온톨로지간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
해 가상 조직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기
존 알고리즘과 가장 최적화된 유사도 환경에서의
실행 결과를 비교 했을 때 약 52.77%까지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양한 토폴로지를 적
용한 실험에서는 작업의 특성과 토폴로지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자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유사도
를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온톨로지 합병 방법
에 따라 생성된 전역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특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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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찾아 작업을 매치하는데 뿐만 아니라, 할당된
자원에서 오류 발생했을 시 빠르고 정확하게 가장
유사한 환경의 새로운 자원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자원 온톨로지는 정적인 정
보만을 가지고 자원을 표현하였다. 차후 동적인 자
원 정보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표현한다면 자원 사
용자와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는 미들웨어 사이에 보
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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