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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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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융합체제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과학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데이터 연계·융합 체제 구

축 필요

¡ 국가 차원에서 과학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활

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 필요

¡ 정부, 전문연구기관, 개별 연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과학데이터 공유·활용 체제 구축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되고 검증된 과학데이터 공유 모델 개발

을 위해 국가차원의 추진 기구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분야별 전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국가 R&D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필요

¡ 과학데이터를 활용한 4세대 R&D를 선도함으로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하드웨어의 발달, 초고속 네트워크의 확산 등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

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

용이 용이

- 최근 연구자들의 20% 이상이 100GB가 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8% 정도가 1TB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데

이터 중심 R&D 패러다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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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및 법제도 개선 연구

¡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병렬 처리 기술 개발

- 데이터 집중형 및 계산 집중형 문제 해결을 위한 병렬 처리 기술 개발

- 대용량 위성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술 개발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P-CUBE 개발 및 빅데이터 분산 저장·관리 기능 개발

- P-CUBE 기획, 정책 개발 및 보급

-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개 이상 기관 보급

¡ 과학데이터 구축 및 보급

- 참조표준 데이터 구축

- Digital Korean 데이터 구축

- Visible Korean 데이터 구축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CODATA 한국위원회 운영

- 과학데이터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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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 Data Intensive Science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과학기술 빅데이터 응용을 위한 Hadoop 성능향상 기술 개발

 다차원 배열 DBMS 기반 DB-centric 인공위성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SGE 기반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 환경 구현

¡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공유 플랫폼 개발

 분야별 과학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Repository 시스템 고도화

 국가 차원의 과학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과학데이터 통합

Repository 시스템 고도화

 확장 개발된 내용은 스키마 관리 기능,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위치정

보 기반 검색, 시스템 모니터링, 무정지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지원,

대용량 파일 수집, 압축전송지원, 시맨틱 관계 기술 임

¡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마련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수집, 보존, 관리,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

관리 정책 제시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의 수집․관리․공개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체계적․단계적 정비 제안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 범위를 정

의하고,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제안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서비스간 체계적인 지원과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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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 Big Data 플랫폼 구

축 공동 연구 과제 발굴

 인공위성 원격 탐사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 해결 및 기후변동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대용량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분산병렬 처리 기술

확보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 사례 발굴 및 적용

¡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공유 플랫폼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생산한 과학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데이

터의 재사용을 위해 손쉬운 접근 방법을 제공

¡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 계획은 국가의 과학기술 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것을 촉진

 기술 동향 분석 및 국가별 추진 동향 분석, 국내 기술 수준 및 추진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추진 계획 수립 및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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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development on the scientific data sharing and utilizing system

Ⅱ. Objective of the study and its importance

¡ Growing need to manage scientific data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project as national assets and construct national utilization

system of the scientific data

¡ Construction of efficient and methodical sharing and utilization

system of scientific data via division of roles betwee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nd researchers

¡ Connecting sectoral data centers to national R&D programs and

collaborating with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Laying the groundwork for leaping to the world pow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leading 4th R&D utilizing scientific data

Ⅲ.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 Construction of governance system for national scientific big data

 Strategic planning for national scientific data governance

 Research on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scientific data

¡ Development of parallel processing technologies to utilize scientific

big data

 Development of parallel processing technology to solve data

intensive problems and computing intensi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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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 technology on remote

sensing big data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data sharing platform

 Construction of collaborative networks of scientific data repository

 Strategic planning fo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CUBE

 Distribution of the data repository

 Construc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human body data

¡ Construc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ve network

 Attending activiti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cientific data

 Strategic planning for CODATA task group in 2014

Ⅳ. Results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for data-intensive science

 Development of Hadoop extension technologies for scientific big

data applications

 Development of DB-centric remote sensing big data analysis

platform based upon multi-dimensional array DBMS

 Building an environment of processing remote sensing big data

using SGE

¡ Development of platform for scientific big data processing and

utilization (P-CUBE)

 Enhancing the scientific data repository system to efficiently manage

sectoral scientific data

 Enhancing the integrated repository system for national scientific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 Construction of governance system for national scientific big data

 Proposing the pan-governmental management policy for collecting,

preserving, managing and sharing scientific big data

 Proposing the systematic and phased way to reform current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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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o expedite collecting, preserving, managing, publishing,

sharing and utilizing national scientific big data

 Defining the management scope of national scientific big data for

interministerial sharing

 Proposing the interministerial standardizing for information linking

 Proposing the open platform to support national scientific big data

management systems, data, services ant it guarantees interoperability

among them.

Ⅴ. Application schemes

¡ Discovering joint research projects of development of S&T big data

platform for utilizing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Application to global problem solving and climate change researches

by developing and applying technologies for processing and

analyzing satellite remote sensing

 Applied case study in various fields on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 for handling and analyzing large S&T big data

¡ Researchers will get efficient tool to publish, preserve, reuse, and

share their scientific data with P-CUBE

¡ Strategy establishment of national governance system for commonable

utilization of S&T big data

 The comprehensive program in the strategic planning of governance

system will be adopted for commonable utilization of national S&T

big data

 Application to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national promotion plan

and direction of S&T big data by technology trends analysis,

promotion trends analysis in other countries, promotion project

discover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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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필요성

ㅇ 연구 환경 및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빅데이터 대량 생산

- IT 정보기술의 발달과 첨단 연구 장비로 인해 방대한 양의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R&D 연구 환경 구축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측․측정 장비의 정밀성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실험이 가능해 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

가능

·영국의 경우, 연구 데이터의 양이 1995년 400기가바이트 수준에서 2008년 수만 테

라바이트로 성장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CERN의 LHC는 매년 16페타바이트 정도

의 데이터를 생산

- 연구자의 연구형태 변화가 데이터 중심의 연구로 변화되었으며,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도 변화

·짐 그레이는 측정 장치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새롭게

얻은 지식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The Fourth Paradigm, 2009)

·사이언스 학술지의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의 약 20% 100GB가 넘는 데이터 활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의 약 43%는 다른 논문의 원시데이터를 자주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Science, Vol. 331, 2011, pp. 692-693)

1세대 연구 2세대 연구 3세대 연구 4세대 연구

실험 중심연구 이론 중심연구 컴퓨팅자원 중심연구 데이터 중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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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중요성 증대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대두

-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는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점

차적으로 확대될 전망

·빅데이터 활용은 현재 과학기술 R&D 부문에 국한되어 왔으나 2∼3년 후 공

공 및 산업, 서비스 전분야로 확산되고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

로 예상

·미국의 경우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 부분에 적용 시 각 부분별

로 1천억∼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예상(McKinsey, 2011)

·유럽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시 15∼20%(2,500억 유로)의 공공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의료 및 건강의 경우 매년 3,300억 유로의 생산성 증가 전망

(McKinsey, 2011)

- 이제 빅데이터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향후 미

래사회의 가치를 창출할 엔진으로 인식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은 민간 기업 주도에서 미국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간 2억 달러의 투자계획 발표

2. 정책적 필요성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과 정책 필요

-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각종 데이터는 연구자에게만 남아 있고, 이를 위해 투입

된 연구개발 비용에 비해 부가적 활용은 매우 미흡

·사이언스 학술지의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는 응답자의 약 50.2%가 개별 연구

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3%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Science, Vol. 331, 2011, pp. 692-693)

·우리나라는 2010년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의 약 65.9%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음(국가과학데이터 공유․융합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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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과학데이터 관리 및 예산

자료 : Science. (201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Vol. 331. pp. 692-693.

ㅇ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국가적인 자산으로써의 관리와 공동 활

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과 정책 필요

-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자원의 종합계획이 없으며, 이를 위해 법제도,

인력양성, 인프라, 연구문화 등 영역에서 국가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미국은 200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IWGDD(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igital Data)를 통해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연방기구들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수집 시행(박동진, 2011)

·영국은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및 DCC(Digital Curation

Centre)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

<그림 Ⅰ-2> 영국 연구관리기관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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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필요성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도메인 영역의 전문가이지만, 과학기술 빅데이터

를 활용하는 IT 관점의 문제점 해결은 미흡

- 많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요

구하고 있음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에 의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MPI와 같은 기존 병렬 처리 기술은 고성능의 컴퓨팅을 요하는 분야의 응용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HP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엔 적용에

문제가 있음

-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며, 노드간 데이터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산이 필요

- 과학응용분야에서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data-intensive computing)이 점차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

술 개발 필요

·하둡(Hadoop)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점차적

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그림 Ⅰ-3> Hadoop 빅데이터 처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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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개발의 목표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확보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Data-Intensive Science 연구 환경 구축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산․병렬 처리 기술 개발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 체제 구축

2.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사업 목표 연구사업 내용 및 범위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및 법제도

개선 연구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병렬

처리 기술 개발

데이터 집중형 및 계산 집중형 문제 해결을 위한 병렬 처리

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술 개발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및 보급

P-CUBE 개발 및 빅데이터 분산 저장·관리 기능 개발

P-CUBE 기획, 정책 개발 및 보급

국립보건연구원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개 기관 보급

과학데이터 구축 및

보급

참조표준 데이터 구축

Digital Korean 데이터 구축

Visible Korean 데이터 구축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CODATA 한국위원회 및 포럼 구축 및 운영

과학데이터 관련 국제기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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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해외 현황

1. 정책 및 제도

ㅇ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제시

-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 빅데이터에 대한 비전을 공표하고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유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

·미국은 200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IWGDD(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igital Data)를 통해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연방

기구들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수집 시행(박동진, 2011)

·영국은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및 DCC(Digital Curation

Centre)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

과학재단(NSF)이 지원하는

R&D 사업에서 발생한 데이

터에 대한 관리와 공동 활

용을 위한 지침 제정

연구수행책임법에서 과학기

술 빅데이터의 관리와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 규정

과학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를 위한 정책 수립

<표 Ⅱ-1> 과학데이터 관리와 공유 정책

<그림 Ⅱ-1> 영국 연구관리기관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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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원천으로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추진

- 과학기술 빅데이터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위원회, 포럼

등을 구성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도출하여 대규모 예산을 지원

·미국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에 2억 달러 투입 계획 발표(‘12.3월)

·유럽은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공공정책 관점, 사회전반

적인 관점, 데이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FP7(2007-2013), Horizon 2020

(2014-2020)을 통해 보존과 접근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강화

2.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ㅇ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활용과 공유․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빅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많은 프로젝

트 지원 및 운영

·미국은 Dataverse Network Project, SciDAC(Scientific Discovery through

Advanced Computing)-2 등을 통해 과학데이터 공유 및 다학제 기반의 협업연구

를 지원

·유럽 FP7의 e-Infrastructure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과학데이터와 컴퓨터 자원의 실

시간 공유 및 가상 연구 환경을 제공

·호주는 AND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빅데이터 수집, 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는 시

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저장, 시각화 및

분석 기술의 연구개발

Data 인프라 비전 설정 및

유럽의 협력적 데이터 인프

라스트럭처 구축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연구

기관, 정부조직, 대학에서 보

관중인 연구데이터의 발견과

접근을 지원

<표 Ⅱ-2> 과학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현황

- 선진국들은 논문과 동일하게 과학데이터를 연구 성과로 인정하고, 다른 연구자가

쉽게 인용할 수 있도록 과학데이터를 글로벌 유통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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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기술

ㅇ 빅데이터 핵심 원천기술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빅데이

터 시장을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 심화

- 빅데이터 관련 핵심 원천 기술들은 구글, 아마존, IBM 등 외국 글로벌 기업의 기

술에 의존

·IBM은 지능형 알고리즘 등의 연구개발에 200여 명의 수학자 투입하여 500개 이

상의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미래사업을 준비하고 있음(NIA, 2012)

·구글은 웹 검색 통계를 이용하여 28 개국의 독감 유행 수준 예측

- Hadoop, NoSQL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Apache Hadoop을 중심으로

커다란 에코시스템을 갖춤(정병권, 김학영, 최완, 2012)

-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빅데이터 관련 기업 인수 및 합병으로 빅데이터 시장 선

점을 위한 준비하는 반면에, 국내는 빅데이터 원천 기술을 가진 선도 기업이 드

물며, 대부분은 상용 솔루션 또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시장 중심으

로 논의가 전개

·오라클, IBM, HP, E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 신생기업들을 인수하고, 기

존 제품과 결합하여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출시

기업 피인수 기업 시기 규모

IBM 네티자 2010년 9월 17억 달러

HP 버티카 2011년 2월 비공개

EMC 그린플럼 2010년 7월 비공개

테라데이타 아스터데이터 2011년 3월
2억 6,300만 달러

(지분 89%)

<표 Ⅱ-3> 빅데이터 관련 대형 M&A 현황

출처 : IDG Kore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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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빅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에서 정부주도

의 기술 개발 추진

- 미국의 경우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발표하여 미국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진흥 정책을 통해 시장 확대, 인력 확충, 기술 요소 개발 등이 이루어질 전망

-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은 준비 중에 있으며, 부처 또는 기관차

원에서 계획 발표하거나 추진 중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안)” 발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국가 공동활용체제 구축” 사업

을 추진 중

ㅇ 과학응용분야에서도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data-intensive computing)이 점차적으로 주

목 받으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증대

- 하둡(Hadoop)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특히, 하둡은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하면서 결함탐지와 자동 복구기능이 우

수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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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현황

국내 연구개발비는 연간 약 13조원에 달하나,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많은 과학데이

터가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과학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관리의 부족으

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유실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

도로 과학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구분 데이터 생산기관 데이터 구축량

해양
- 한국해양연구원
-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수산과학원

多

극지 - 극지연구소 少
(시작단계)

생태계 - 국립환경연구원
- 수자원공사 多

대기과학 - 기상청 多
천문 - 한국천문연구원 多

3D영상  - 少
(계획단계)

생물정보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多
신 재생 에너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少

플라즈마
- 국가핵융합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中

인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기술표준원 中

뇌과학
- KAIST
- 가천의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少

의료
- 의학연구정보센터
- 보건연구정보센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中

화학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多

<표 II-4> 국내 과학데이터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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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1.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요구분석 및 목표 시스템 설계

ㅇ 위성 빅데이터 처리․분석 환경의 As-Is 분석 파이프라인

- 현재 위성영상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위성 빅데이터 처리․분

석을 위해 NASA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4km~9km 수준의 L3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자신들의 연구에 적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NASA 제공 1km 이

내의 고해상도 분석을 L1A 데이터를 다시 가공하여 L3 데이터 생산한 후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 NASA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SeaDAS는 순차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single core, single node 환경에서 운영됨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데이터 작업 및 분석을 위해 처리된 데이터나 분석된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이력 및 버전관리는 운영체제의 파일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backward 및 forward tracking이 불가능하여 연구의 재현과 검증을

위해 매 번 새롭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해야하며 이에 따라 데이터 버전 및

provenance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림 Ⅲ-1> 인공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 As-Is 분석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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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function fitting

▸ 식물성 플랑크톤의 계절적 주기 변동을 파악하고 데이터의 오류로부

터 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

coefficient of 
variation(CV) 

분석

▸ 특정 지역 및 기간 내에서 엽록소의 농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PAR 
분포를 파악하기 위함

cross 
correlation 

분석

▸ 특정 공간, 기간, 물리적 요인과 엽록소의 농도와의 관계 파악

EOF 분석

▸ 다수의 변수로 구성된 분석에서 소수의 주요 component를 도출하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

k-means 
clustering

▸ 엽록소의 농도 분포에 따른 지역적 구분과 엽록소의 농도를 분류

<표 Ⅲ-1> 데이터 셋> 위성영상 주요 분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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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인공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 As-Is 데이터 분석 환경

ㅇ 위성 빅데이터 주요 분석 알고리즘

- 위성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극지분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분석 알

고리즘은 gaussian function, CV, cross correlation, EOF, k-menas clustering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 gaussian fuction은 식물플랑크톤의 발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계절적 주기를 갖고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고 있다.

- CV의 경우 식물플랑크톤의 일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활용

하고 있으며, cross correlation은 식물플랑크톤과 외부 변수와의 선형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EOF 분석은 위성데이터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

으며 k-means clustering은 식물플랑크톤 농도가 유사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ㅇ 위성 빅데이터 처리․분석 환경의 To-Be 분석 파이프라인

- 전 지구 및 전 기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NASA의 MODIS L1A 수준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수준의 해상도로 데이터를 다시 생성한 후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NASA 제공 SeaDAS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 그러나 To-Be 분석 환경에서는 데이터 처리․분석 시 다차원 배열 DBMS에 raw

data를 loading 한 후 데이터 작업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AQL(array query language) 및 AFL(array functional language)로 대용량 위성데

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 데이터 처리․분석 시 다차원 DBMS를 활용한 클러스터 기반의 병렬 처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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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데이터 처리․분석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L1A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L3 데이터 변환 및 관련 데

이터 작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1km 이내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간단한 대규모 집계 연산은 DBMS의 AQL 및 AFL을 이용하여 신속히 분석할 수

있으며 고급 분석은 R, Matlab 등의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 다차원 array DBMS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규모 배치 처리 및 분석은 HDFS에 적

재하여 Hadoop을 통해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연구자의 모든 분석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 provenance 기능과 named version을 통해 데이터 재현

성, 신뢰성, 검증가능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Ⅲ-3> 인공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 To-Be 분석 파이프라인

- 한편 DB-centric 위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

석 환경에서는 다차원 배열 DBMS(MDA-DBMS)에서 제공하는 필수 기능을 활용

하여 공동작업과 데이터 공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된다.

- DB-centric 위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는 전 기간에 걸친 L1A 데이터를

로딩한 후 각 단계별 데이터 변환 작업을 AQL 및 AFL로 빠르고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전기간, 전지구 L3 영상을 활용하여 base array를 구축한 후 활용

목적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 등에 대한 subset 데이터를 작성하여 데

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NASA에서 제공하는 MODIS-Aqua나 MODIS-Terra 등의 기본 데이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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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C, JODC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GOCI 등의

기타 위성 데이터를 array DBMS에 동시에 업로드한 후 이를 경합한 다양한 분

석이 가능함에 따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Ⅲ-4> 인공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 To-Be 데이터 분석 환경

2. OpenMP 기반의 위성 빅데이터 병렬 처리 시스템 개발

ㅇ NASA에서 제공하고 있는 SeaDAS는 순차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SeaDAS 성

능 개선을 위한 병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성 빅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분

석을 통해 병렬 처리 가능한 프로세스를 선정하였다.

ㅇ 병렬화 작업은 L1B → L2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프로세스 중

대기보정 작업의 양방향 반사도 보정(BRDF) 알고리즘의 자료구조 변경 및 병렬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 기존 BRDF 알고리즘의 자료구조 변경은 라인 단위 작업을 파일 단위 작업으로

변경하였다.

ㅇ OpenMP 기반의 BRDF 알고리즘 병렬화 성능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험환경은 모두 리눅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CPU

2.66GHz 2Core, MM 4GB과 CPU 3.40GHz 4Core, MM 8GB 두 가지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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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 실험데이터는 MODIS-Aqua 위성영상 Level 1B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결과 2core

에서는 700%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4core에서는 1,500%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프로세스 개선 성능 실험 결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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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기존구조 병렬처리

2 Core 4 Core

※기존구조 : NASA에서 제공하는 SeaDAS

자료구조

※병렬처리 : 자료구조를 변경하여 OpenMP

적용

<그림 Ⅲ-5> OpenMP 기반 BRDF 알고리즘 성능평가

3. Data-Intensive Science 개발 목표 및 시스템 구조 설계

ㅇ 빅데이터 처리․분석을 SeaDAS를 활용한 파일단위 처리 환경에서 다차원 배열

데이터베이스(multi-dimensional array database)를 활용한 Database-Centric 아키

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였다.

- 연구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제 영역 도출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object array를 개발하고 고급 분석을 위한 외부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목표시스템 구조와 정형화되지 않은 분석이나 대용량 배

치처리 및 분석을 위해 raw data를 직접 사용하거나 array 데이터를 이용하여

Hadoop, MPI, CUDA 등 대규모 병렬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

록 목표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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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시스템 구조

<그림 Ⅲ-6> To-Be 시스템 설계

ㅇ 다차원 배열 데이터베이스(SciDB)를 활용한 위성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현

- 위성 빅데이터 분석과 처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차원 array DBMS에

서 제공하지 않는 사용자 정의 함수(UDF)를 구현하였다.

- 사용자 정의 함수(UDF) 구현을 위한 SciDB 소스 및 주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유형에 따른 UDF 구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 위성영상 연구자의 요구분석에서 도출된 Correlation, CV, Gaussian function 등

주요 분석 알고리즘을 UDF로 구현하였다.

<그림 Ⅲ-7> 다차원 Array DBMS 기반 분석 환경

- 다차원 array DBMS 기반 전 지구 MODIS L3 SMI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

경을 구현한 후 대규모 집계 연산은 다차원 array DBMS의 AQL 및 AFL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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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리할 수 있고 고급 통계 분석은 DBMS와 견동하여 R의 분석 library를 활

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그림 Ⅲ-8> Gaussian fitting UDF를 활용한 Chlorophyll-a concentration 분석

<그림 Ⅲ-9> 다차원 array DBMS 기반 전 지구 Chlorophyll-a concentration 분석

- 본 연구는 POC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4km 또는 9km의 L3 SMI 수준 위성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위해

서는 L1A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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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Hadoop 기반의 MapReduce 순환 처리 관리 시스템 개발

1. HadoopX 전체 시스템 구조

기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apReduce 순환 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로는 Y.

Bu et al.의 연구[YBM 10]인 HaLoop과 J. Ekanayake et al.의 연구[JHB 10]인 Twister

가 존재한다. 그러나 Twister는 순환 처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Hadoop MapReduce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HaLoop은 기존 Hadoop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 Hadoop

MapReduce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HaLoop은 순환 처리를 위해 Hadoop

MapReduce의 핵심 컴포넌트를 수정했기 때문에, Hadoop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업

데이트에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Hadoop 버전이 변경

될 때마다 소스를 수정해야만 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의 표현력 및 기존 Hadoop

프레임워크와의 용이성 재고를 위한 순환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 제안하는 Hadoop

순환 처리 기술은 Hadoop의 MapReduce 소스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Hadoop 버전

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Hadoop에서 제공되는

API를 기반으로 순환 처리 및 invariant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순환 처리 기술을 개

발한다. 제안하는 순환 처리 기술을 위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Ⅲ-10>과 같다. 제안하

는 순환 처리 기법은 기존 Hadoop 위에 Add-on 형태로 제공되며, 순환 처리 기능을

모듈화함으로써 Hadoop 내부의 수정을 최소화한다. 먼저 기존 Hadoop의 수정 컴포

넌트로는 Task Scheduler와 Task Tracker가 존재한다. Task Scheduler는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Job을 Task 단위로 관리한다. 아울러 각 Task를 slave node에 할당하며, 순환

처리를 위해 In-memory 캐싱 모듈과의 연동을 통해 invariant 데이터를 관리한다.

Task Tracker는 slave node에 할당된 Task들을 관리하며, 순환 처리 및 비순환 처리로

작업을 분리하여 수행한다. 순환 처리 작업의 경우, in-memory 캐싱 모듈과 연동하여

invariant 데이터를 처리한다. 제안하는 Hadoop MapReduce 기반 순환처리 기법의 추

가 컴포넌트로는 Iteration Job Tracker, Invariant 데이터 관리 모듈, 순환 처리

condition 및 종료 조건 검사 모듈, In-memory 캐싱 모듈이 존재한다. 첫째, Iteration

Job Tracker는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순환처리 job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

한다. 아울러 다수의 job을 step으로 관리하여 map 및 reduce 과정에 대한 초기 설정

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reduce의 output을 map의 input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써 순환 처리를 지원한다. 둘째, Invariant 데이터 관리 모듈은 Invariant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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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대한 자동 검출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검출된

Invariant 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shuffle 과정에서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순환 처리 condition 및 종료 조건 검사 모듈은 이전 수행

단계에서의 결과와 현재 수행단계의 결과 비교를 통해 반복 작업의 종료 여부를 검사

한다. 넷째, 노드-파티션 매핑 관리 모듈은 순환 처리를 위한 invariant 데이터를 관리

하는 인덱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가 항상 같은 machine에 할당되도록 지원한다. 마

지막으로 In-memory 캐싱 모듈은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in-memory 캐싱 정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Map Input Cache, Reduce Input Cache를

지원함으로써, 순환 처리 작업에서의 캐싱 성능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Fault

Tolerance 관리 모듈은 특정 상황에서 fault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step의 결

과를 hdfs에 저장한다. 만약 fault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step의 중간 결과물을 받아

옴으로써, 해당 job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의 재시작이 아닌 fault 이전 단계에서 작업

을 재수행하여 빠른 복구를 제공한다. 한편, 제안하는 순환 처리 기법은 비전문 개발

자가 순환 처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순환 처리 API

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순환 처리 구조에 대한 숙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API 호출을

통해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 및 캐싱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처

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API를 통해 상이한 입력 데이터 구조의 두수의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MapReduce 및 상세

데이터 구조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MapReduce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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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Hadoop MapReduce 기반 순환처리 기법 시스템 구조

2. HadoopX 순환처리 구조

반복 작업이 필요한 다수의 job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수의 job

에 대한 환경 설정, map 및 reduce에 대한 input/output 설정, invariant 데이터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순환 처리 condition 및 종료 조건 검사가 존재한다. 첫째,

다수의 job에 대한 환경 설정 측면에서 hadoop은 <그림 Ⅲ-11(a)>와 같이 하나의 job

만을 실행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job에 대해서는 하

나의 job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새로운 job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job이

라 할지라도 모든 job에 대해서 환경설정을 새로 설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모

든 데이터 또한 삭제되어 다음 job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

다. 이는 반복된 작업에 대한 불필요한 설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job 실행에 대한 큰

오버헤드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순환처리 모듈은 반복 작업이 필요

한 다수의 job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림 Ⅲ-11(b)>와 같이

HadoopX의 경우, 반복 수행을 위한 다수의 job을 job 이하의 step이라는 단계로 구분

하여 관리함으로써, map 및 reduce 과정에 대한 초기 환경 설정을 생략한다. 이를 위

한 알고리즘은 <그림 Ⅲ-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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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doop의 전체 흐름

(b) HadoopX의 전체 흐름

<그림 Ⅲ-11> Hadoop 및 HadoopX의 작업 실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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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onf conf1 = new JobConf();

...

conf1.setMapperClass(NaivePageRank.ComputeRankMap.class);

conf1.setReducerClass(NaivePageRank.ComputeRankReduce.class);

...

JobConf conf2 = new JobConf();

...

conf2.setMapp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Mapper.class);

conf2.setCombin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Reducer.class);

conf2.setReduc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Reducer.class);

JobConf conf = new JobConf(NaivePageRank.class);

conf.setJobName("PageRank");

conf.setNumReduceTasks(numReducers);

conf.setLoopInputOutput(RankLoopInputOutput.class);

conf.setLoopReduceCacheSwitch(RankReduceCacheSwitch.class);

conf.setLoopReduceCacheFilter(RankReduceCacheFilter.class);

conf.setLoopStepHook(PageRankStepHook.class);

conf.setInputPath(inputPath);

conf.setOutputPath(outputPath);

conf.setStepConf(0, conf1);

conf.setStepConf(1, conf2);

conf.setIterative(true);

conf.setNumIterations(specIteration);

conf.setInt("haloop.num.nodes", numNodes);

<그림 Ⅲ-12> 다수 Job에 대한 step 설정 알고리즘

둘째, map 및 reduce에 대한 input/output 설정 측면에서 hadoop은 모든 job이 독

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매번 map task가 수행될 경우,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삽

입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데

이터를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순환처리 모듈은 매 iteration에서 산출된 결과가 hdfs에 저장

되며, 다음 map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로딩하여 자신의 input으로 설정한다. 이로

써 input에 대한 삽입 과정을 생략하게 되어 데이터 로딩에 대한 오버헤드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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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함수는 <그림 Ⅲ-13>과 같다. getLoopInputs 함수는 이전

iteration의 결과 값을 hdfs에서 로딩하는 함수이며, getLoopOutputs 함수는 각

iteration에 대한 중간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함수이다.

public class RankLoopInputOutput implements LoopInputOutput {

@Override

public List<String> getLoopInputs(JobConf conf, int iteration, int step) {

List<String> paths = new ArrayList<String>();

int currentPass = 2 * iteration + step;

paths.add(conf.getOutputPath() + "/i" + (currentPass - 1));

if (currentPass == 0) {

paths.add(conf.getOutputPath() + "/count");

paths.add(conf.getInputPath());

}

return paths;

}

@Override

public String getLoopOutputs(JobConf conf, int iteration, int step) {

int currentPass = 2 * iteration + step;

return (conf.getOutputPath() + "/i" + currentPass);

}

}

<그림 Ⅲ-13> 제안하는 시스템의 iteration input/output 관리 함수

셋째, invariant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hadoop은 매 iteration 마다 invariant 데이터

가 재전송됨으로써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그림 Ⅲ-14>과 같이 총 노드가 3개인 클러스터에서 map-reduce를 실행한다고 가

정해보자. 이 때, R0은 변경되는 데이터이며, L은 변경되지 않은 invariant 데이터이다.

iteration 0의 경우, map의 결과값인 R0 및 L이 shuffle되어 각 reduce에 할당된다. 하

지만, 다음 iteration부터는 L 데이터가 이미 전송되었기 때문에, 전송할 필요가 없지

만, hadoop에서는 invariant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

iteration 마다 invariant 데이터를 재전송해야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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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Hadoop의 invariant 데이터 재전송 문제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순환 처리 모듈은 invariant 데이터의 자동 검출 알고

리즘을 지원한다.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 알고리즘은 iteration 0과 1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자동 검출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Ⅲ-15>와

같이 iteration 0과 1단계에서의 map은 hadoop과 동일하게 R0 데이터 및 L 데이터를

reduce로 전송한다. 이때, reduce는 iteration 0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invariant 데이터

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이에 따라 iteration 2단계 이상부터는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cach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접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invariant를 검출하기 때문

에, 비전문 개발자가 순환 처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Ⅲ-15> Hadoop의 invariant 데이터 재전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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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RankDistanceMeasure implements IDistanceMeasure<Text, Text> {

  @Override

  public float getDistance(Text key1, Text value1, Text key2, Text value2) {

 if (!key1.equals(key2))

throw new IllegalStateException("mismatched keys");

else {

float v1 = Float.parseFloat(value1.toString());

float v2 = Float.parseFloat(value2.toString());

한편, invariant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 iteration 마다 데이터가 동일한

reduce에 할당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데이터의 locality를 위

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Ⅲ-16>과 같이 모든 데이터의 키

를 hashcode로 변환하여 modular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각 데이터가 매 iteration 마

다 동일한 reduce에 할당된다.

1

2

3

4

5

6

7

8

public class FirstPartitioner implements Partitioner<TextPair, Writable> {

@Override

public void configure(JobConf job) { }

@Override

public int getPartition(TextPair key, Writable value, int numPartitions) {

return Math.abs(key.getFirst().hashCode()) % numPartitions;

}

}

<그림 Ⅲ-16> 데이터 locality 보장을 위한 데이터 할당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순환 처리 condition 및 종료 조건 검사 측면에서 기존 순환 처리 기법

은 순환 처리 job에 대해 사용자가 정해준 iteration 수를 통해서 실행된다. 즉, 사용자

가 원하는 결과 값이 이미 산출되었음에 불구하고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실행되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순환 처리 모듈은 이전 iteration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종료 조건을 검사한다. 이전 iteration 결과가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값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종료함으로써, 시스템의 의미없는 실행을 방지한다.

이를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Ⅲ-18>와 같다. 먼저, <그림 Ⅲ-17>와 같이 해당 응용

(pagerank)에 대한 distance 측정 함수를 작성한다. 이후, 해당 함수를 map-reduce 환

경 설정에 등록(8~10line)하고, 임계값을 설정(11line)함으로써, 매 iteration 결과마다

임계값을 비교하고, 순환 처리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검사한다.



- 27 -

9

10

11

return Math.abs(v1 - v2);}

   }

}

<그림 Ⅲ-17> pagerank 응용에 대한 distance 측정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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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onf conf = new JobConf(NaivePageRank.class);

conf.setJobName("PageRank");

conf.setNumReduceTasks(numReducers);

conf.setLoopInputOutput(RankLoopInputOutput.class);

conf.setLoopReduceCacheSwitch(RankReduceCacheSwitch.class);

...

if (fixpoint) {

     conf.setFixpointCheck(true);

     conf.setDistanceMeasure(RankDistanceMeasure.class);

     conf.setLoopReduceOutputCacheSwitch

         (RankReduceOutputCacheSwitch.class);

     conf.setDistanceThreshold(1.0f);

}

<그림 Ⅲ-18> 순환 처리 종료 조검 검사 알고리즘

3.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 및 관리

많은 순환처리 응용에서 매 iteration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Invariant 데이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Pagerank 응용의 경우 웹 페이지 간의 연결(link) 정보가 매

iteration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Invariant 데이터를 매 iteration

마다 전송할 경우 네트워크 전송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송받

은 Invariant 데이터를 캐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Invariant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설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Invariant 데

이터 설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각 응용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하여 어느 데이터가 매 iteration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구분해야만 한다. 즉,

사용자는 각 응용에서 어느 데이터가 Invariant 데이터인지를 파악한 후, Invariant 데

이터 설정 및 관리 메커니즘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Invariant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일반 사용자가 수행하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순환 처리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 없이도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자동 검출 기능을 지원한다. 즉, 순환 처리 수행 중에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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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Invariant 데이터를 검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용성(usability)을 극대화하고, 아울

러 순환 처리 응용에 대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또한, 자동 검출된 Invariant 데이

터에 대한 캐싱을 수행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

키고, iterative MapReduce 프로그램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Invariant 데이터를 자동 검출하기 위해 partitioner 기반의

data locality 정책을 사용한다. Hash 기반의 partitioner를 사용하여 동일한 key의 데

이터가 매 iteration마다 같은 machine에 할당되게 함으로써, 이전 수행단계에서 사용

된 데이터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매 수행단계에서 각 machine에 할

당되는 데이터들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이전 수행단계의 데

이터에 대한 빠른 검색을 위해 key 및 data_source 별로 그룹화를 수행하여 다수의

파일로 나누어 저장한다. 이를 통해, invariant 데이터 검출을 위해 탐색해야 하는 데

이터의 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기 모

든 데이터는 invariant 데이터로 간주하며, 순환 처리 수행 시 변경된 데이터를 파악하

여, 이를 invariant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캐싱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의 전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 수행단

계(iteration=0)에서 Mapper는 전송받은 split 데이터를 <key, value>쌍으로 추출하여

각 Reducer에게 전송한다. Reducer는 전송받은 <key, value>쌍의 데이터를 입력 데이

터의 경로(data_source)별로 나누어 캐싱한다. 첫 번째 수행단계에서는 초기 모든 데이

터를 invariant 데이터로 간주하기 때문에, Mapper 로부터 전송받은 모든 데이터를 캐

싱한다. 이때, 캐싱 탐색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key 및 data_source 별로 그룹화

를 수행하여 다수의 파일로 나누어 저장한다. 아울러, 해당 수행단계에서는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Reducer에서 연산된 모든 결과를 HDFS에 저장한다. 둘

째, 두 번째 수행단계(iteration=1)에서 Mapper는 이전 수행단계의 Reducer 출력 결과

를 입력받는다. 첫 번째 수행단계와 마찬가지로 Mapper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Reducer에게 전송한다. Reducer는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해 key 및 data_source를 판

단하여, 이전 수행단계에서 저장한 캐싱 데이터 중 상응하는 캐싱 파일을 선택한다.

선택한 파일 내 해당 key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위치에 접근하여 전송받은 데이터

와 동일한 value 값은 갖는 데이터가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동일한 데이터가 없다면

변경된(variant) 데이터로 간주하여 해당 데이터의 key 및 data_source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캐싱 파일에서 삭제한다. 만약,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invariant 데이터

로 간주하여, 출력결과를 다음 수행단계로 전달하지 않고 작업 machine 내에서 캐싱

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invariant 데이터가 재전송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그림 Ⅲ-19>은 Invariant data 검출 과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수행단계에서부터는 캐싱된 invariant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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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r에서 입력받게 되며, 이를 Reducer로 전송한다. Reducer에서는 해당 machine

에 캐싱된 invariant 데이터와 전송된 데이터를 통하여 연산을 수행하고, 다음 수행단

계로 invariant 데이터를 제외한 연산 결과만을 전송한다.

<그림 Ⅲ-19> Invariant data 검출 과정

<그림 Ⅲ-20>는 Reducer에서 Invariant 데이터를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다. 먼저, Mapper에서 파일에 기록한 현재 iteration 정보를 읽어온다(line 1). 다음으

로, Mapper에서의 output 결과를 읽어들인다. 해당 데이터(values)는 <key, value,

data_source>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plitInputDataForReducer()를 통해 key, value,

data_source를 분리한다. 이는 동일한 key에 대한 모든 value 및 data_source에 대해

반복 수행된다.(line 2~4). 입력 데이터가 Invariant 데이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

리된 key, value, data_source를 Invdata에 저장한다(line 5). Invariant 데이터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두 번째 iteration(iter==1)에서의 input 데이터와 첫 번째

iteration(iter==0)의 input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iteration에서의 input 데이터를 파일에 기록한다. 이 때, 하나의 파일에 대량의 데이터

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key 값 및 data_source에 따라 그룹핑을

수행하여, key 그룹 및 data_source에 값에 따라 각각 다른 파일에 작성한다(line 6~8).

이 때, 파일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input 데이터를 byte 형식으로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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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er = readCurrentIteration();

2 while(values.hasNext()) 

3 {

4 splitInputDataForReducer(values, key, value, data_source);

5 InvData = setData(key, value, data_source);

6 if(iter == 0)

7 {

8           Filename = getPartition(InvData.key)+Invdata.data_source;

9 WriteInvData(InvData);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을 따른다(line 9). 이 후, 첫 번째 iteration에서 수행하는 내용

은, Hadoop 및 HaLoop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즉, 해당 reducer에서 수행해

야 하는 Reduce job을 수행하고(line 10), output 데이터를 collect 한다(line 11). 두 번

째 iteration(iter===1)에서는 첫 번째 iteration(iter==0)에서의 input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Invariant 데이터 검출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Mapper에서의 output 결과

를 읽어들이고, key, value, data_source를 분리하여 저장한다(line 2~5). input 데이터

의 key 값 및 data_source를 기반으로 비교를 수행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를 찾는다(line 15). 만약, 해당 이름을 갖는 파일이 존재한다면, Invariant 검출 과

정을 진행한다(line 16). 해당 파일에서 InvData.key와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를 찾

는다(line 18). 이 때,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key에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byte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value 및 data_source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kip()

을 수행한다. 동일한 key 값을 찾으면, 해당 데이터의 value 값을 확인한다(line

19~21). 만약, key 및 value가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line 22), 해당 데이터는 첫

번째 iteration 및 두 번째 iteration에서 값이 변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따라서 해당 데

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Invariant 파일로 판단하여, 해당 파일명을 변경하고(line

24) Invariant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flag를 true로 셋팅한다(line 25). 이는 같은 속성을

갖는 데이터, 즉 같은 data_source를 갖는 데이터가 그룹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

에, 동일한 속성의 데이터에 대해 중복적으로 Invariant 판별을 수행하지 않기 위함이

다. 만약, 해당 Key에 대해 동일한 value를 갖는 데이터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line

30),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Invariant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

당 파일을 삭제한다(line 31). 이 또한, 동일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 중복적으로

Invariant 판별을 수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후, 수행하는 내용은 Hadoop 및

HaLoop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즉, 해당 reducer에서 수행해야 하는 job을

수행하고(line 32), 다음 수행단계에서의 연산을 위해 variant output 데이터를 collect

한다(lin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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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unReduceJob();

11 collect(InvData.key, InvData.value + InvData.data_source);

12 }

13 if(itre == 1)

14 {

15           Filename = getPartition(InvData.key)+Invdata.data_source;

16 if(Filename.isFile())

17 {

18 Data.key = searchKey(InvData.key);

19 while(Data.key == InvData.key) 

20 {

21 Data.value = ReadValue();

22 if(Data.value == InvData.value)

23 {

24 Filename.Renameto(InvariantFile);

25 flag = true;

26 break;

27 }

28 }

29 }

30 if(!flag)

31 File.delete();

32 RunReduceJob(Non-InvariantData, InvariantData);

33 collect(Non-InvariantData);

34 }

35 }

<그림 Ⅲ-20> Reducer에서의 Invariant data 자동 검출 알고리즘

4. Invariant Data 캐싱 정책

MapReduce에 사용되는 순환처리 응용은 사용되는 데이터 및 연산 과정이 서로 상

이하기 때문에, 각 순환처리 응용에 대한 최적화된 캐싱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Map Input Cache 및 Reduce Input Cache를 제공한다. 첫째,

Map Input Cache는 매 iteration 마다 동일한 input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non-local machine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한 Mapper 측에서의 Cache이다.

이를 통해, 매 iteration에서 반복 사용되는 input 데이터에 대한 전송 비용을 감소시

킴으로써, 처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Map Input Cache를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응용으

로는 k-means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둘째, Reduce Input Cache는 MapReduce의

shuffle 단계에서의 네트워크 전송 비용 감소를 위해, 중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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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한 Reducer 측에서의 Cache이다. 이를 통해, 매 iteration에

서 반복 사용되는 중간 데이터에 대한 전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단계로

구성된 응용에서 해당 데이터를 캐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단

계로도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educe

Input Cache를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인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Reduce Input Cache가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응용

으로는 PageRank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Hadoop MapReduce 프레임워크에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이터 전송 비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ap Input Cache 및 Reducer Input Cache를 사용함으로써 Iterative한 응용에 대한

처리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림 Ⅲ-21>은 제안하는 기법에서 제공하는 캐싱 정책을 통한 데이터 흐름을 나타

낸다. 그림에서 실선은 디스크를 통한 데이터 입출력을 나타내며, 점선은 memory를

통한 데이터 접근을 나타낸다. 먼저 Mapper는 job의 초기 수행단계에서 Input 데이터

를 Hadoop의 InputFormat, RecordReader, InputSplit를 통하여 입력받는다. 이때,

k-means 응용과 같이 수행단계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 Map Input

Cache를 통하여 입력 데이터를 캐싱한다. Mapper의 중간 연산 결과는 shuffle 단계를

거쳐 Reducer로 전달된다. 이때, 이전 수행단계에서 해당 machine의 Reduce Input

Cache에 캐싱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해당 캐싱 데이터를 불러와서 Mapper로부터

전달된 데이터와 함께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Reduce Input Cache는 캐싱 모듈을 통

하여 해당 작업 노드에 유지되며, shuffle을 통해 전달되는 Mapper의 중간 연산 결과

는 hash 기반 partitioner를 통하여 이전 수행단계와 동일한 machine에 할당된다.

Reducer의 연산결과는 다음 수행단계의 입력으로 전달되며, 이는 HDFS를 통하여 전

달된다. 이때, Mapper Input Cache가 존재할 경우, 이전 수행단계에서의 결과와 Map

Input Cache를 응용의 설정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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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Map Input Cache 및 Reduce Input Cache

본 연구에서 제안한 Map Input Cache 및 Reduce Input Cache는 응용의 특성에 따

라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캐싱 정책을 실제 응용에 적용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순환 처리 응용을 고려한다. 두 단계 이상의

MapReduce 과정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는 대표적인 순환처리 응용으로는 PageRank

알고리즘, Descendent query, k-means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각 응용에서 적용 가능한

캐싱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PageRank는 가장 대표적인 순환처리 응용으로써, 웹

상의 페이지 인용 횟수로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해당 응용에서는 웹 페이지

의 인용값(rank) 테이블과 인용(linkage) 테이블을 이용하여 반복 연산을 수행한다. 이

때, 인용 테이블의 경우 매 수행단계에서 변동이 없으며, 인용값 테이블만이 매 수행

단계에서 재계산되어 다음 수행단계의 입력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PageRank는 매 수

행단계마다 입력값이 달라지므로 Map Input Cache는 불필요하며, 인용 테이블의 불

필요한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Reduce Input Cache가 필요하다. 둘째, Descendent

query는 사용자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사용자 간의 간접 연관 관계를 측정한다.

해당 응용에서는 사용자 연결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용자 간의 새로운 연결 정보

를 탐색한다. 이때, Descendent query는 PageRank와 유사하게 이전 수행단계의 출력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므로, Reduce Input Cache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means는 전체 데이터에서 중심이 되는 각 포인트를 중심으로 비슷한 데이터 영역을

군집화(clustering)한다. 해당 응용에서는 매 수행단계에서 전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받기 때문에, 순환 처리 수행 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반복적인 디스크 입력이 발

생한다. 따라서 Map Input Cache를 통하여 초기 수행단계에서 입력 데이터를 캐싱함

으로써, 디스크 입출력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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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er = readCurrentIteration();

2 if(iter > 0) 

3 {

4 splitInputDataForReducer(values, key, value, data_source);

5 InvData = setData(key, value, data_source);

6 Filename = getPartition(InvData.key)+Invdata.data_source;

7 if(Filename.isFile())

8 {

9 Data.key = searchKey(InvData.key);

10 while(Data.key == InvData.key) 

11 {

12 Data.value = ReadValue();

13 ResultList ← Data.value;

14 }

15 }

16 RunMapReduceJob(Non-InvariantData, InvariantData);

17 collect(Non-InvariantData);

18 }

<그림 Ⅲ-22> 캐싱된 Invariant 데이터의 로딩 알고리즘

<그림 Ⅲ-22>는 캐싱된 Invariant 데이터의 로딩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캐싱 정책은 첫 번째 iteration에서 캐싱을 수행하고, 두 번째 iteration에서

Invariant 데이터의 자동 검출 및 로딩을 수행한다. 이 후 수행단계에서는 Invariant

데이터의 로딩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당 수행단계가 첫 번째 수행단계가 아닌지를 확

인한다(line 1~2). 다음으로, input 데이터(values)의 key, value, data_source를 분리하

여 저장한다(line 4~5). 이 후, input 데이터의 key 값 및 data_source을 기반으로, 캐

싱 데이터 로딩을 수행할 파일을 찾는다(line 6). 만약, 해당 이름을 갖는 파일이 존재

한다면, 해당 파일에서 InvData.key와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를 찾는다(line 7~9). 이

때,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key에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byte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value 및 data_source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kip()을 수행한다. 동일

한 key 값을 찾으면, 해당 key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value 값을 모두 리스트에 삽입

한다(line 10~13). 이 후, 수행하는 내용은 Hadoop 및 HaLoop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즉, 해당 mapper 및 reducer에서 수행해야 하는 job을 수행하고(line 16), 다

음 수행단계에서의 연산을 위해 variant output 데이터를 collect 한다(line 17).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Map Input Cache 및 Reduce Input Cache는 메모리 가용

량을 고려하여 디스크 혹은 In-memory 캐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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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sh -c “echo 1 > /proc/sys/vm/drop_caches”

<그림 Ⅲ-23> 캐쉬 메모리 초기화 명령어

sudo mount -t tmpfs -o size=4000m tmpfs /home/dblab/haloop/kistilogs 

<그림 Ⅲ-24> memory 드라이브 mount 명령어

sudo umount /home/dblab/haloop/kistilogs

<그림 Ⅲ-25> 캐쉬 메모리 초기화 명령어

캐싱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In-memory 캐싱을 지원한다. 이 후, 메모리 가용량이 부족

할 경우 디스크에 캐싱을 수행한다. 즉, 메모리 가용용량을 고려하여 in-memory 캐싱

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스크 접근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mory drive의 mount를 통해서 In-memory 캐싱을 수행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사

용자는 memroy drive의 mount만을 수행하면 된다. 즉, Invariant 데이터 검출,

Invariant 데이터의 캐싱, 캐싱된 Invariant 데이터의 로딩은 제안하는 HadoopX가 자

동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리눅스 환경에서 Invariant 데이터의 In-memory 캐싱을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In-memory 캐싱을 수행하기 위해 캐쉬 메모리를 초기화 한다(그림 Ⅲ-23).

둘째, Invariant 데이터를 캐싱시키기 위한 memory 드라이브의 마운트를 수행한다.

<그림 Ⅲ-24>은 memory 드라이브 마운트 예제를 나타낸다. 해당 명령어를 수행함으

로써, 4기가에 해당하는 파일 시스템(tmpfs)을 생성하여 Invariant 데이터가 저장이 되

어있는 “/home/dblab/haloop/kistilogs”디렉토리를 마운트한다. 이를 통해,

In-momory 캐싱을 수행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후,

“/home/dblab/haloop/kistilogs”경로에 작성되는 파일은 mount 된 메모리 드라이브

에 저장되며, 이를 통해 In-memory 캐싱을 수행한다.

한편, memory 드라이브의 unmount를 수행하는 명령어는 <그림 Ⅲ-25>과 같다.

5.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가.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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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 처리 기법은 단 하나의 입력 파일 형식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

용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

일 처리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술은 상이한 입력 데이터 구조의 다수의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주기 때문에,

MapReduce 상세 데이터 구조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MapReduce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Ⅲ-26>은 개발하는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기술의

수행 예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데이터 입력 파일의 컬럼 수 및 길이, 구

분자가 상이할 경우, 기존 순환 처리 기법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입력 파일을 통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변환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전

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기술에서는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다수의 입력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로 자동 변환함으로써, 입력 파일 포

맷이 상이한 다수의 파일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MapReduce 개발자가 자신의

데이터 분석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수 있도록 MapReduce의 고사용성을

제고한다.

<그림 Ⅲ-26>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 예제

제안하는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기술은 다중 데이터 입력, 데이터 구조

분석 및 변환, MapReduce 출력의 3단계로 구성된다(그림 Ⅲ-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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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 단계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다중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는 지정된 경로에 저장

된 사용자 입력 데이터들을 FileInputFormat.addInputPath() 함수를 통하여 입력받는

다. 이때, 변환될 입력 데이터 파일들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안에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각각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입력 데이터 파일들이 저장

된 HDFS 경로 및 변환된 파일이 저장될 최종 경로만을 입력한다. 아울러, 데이터 구

조 분석 및 변환 단계가 정의된 MapperClass를 지정해줌으로써, 입력받은 데이터 파

일에 대한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 ii) 데이터 구조 분석 및 변환 단계에서는 주어진 입

력 데이터를 (key, value)쌍으로 분리하고, parsing() 함수를 통해 전달된 value 데이터

를 지정된 형식으로 변환한다. 아울러, Context.getInputSplit() 함수를 통해 원본 데이

터 입력 파일의 이름을 추출하고, 이를 변환 결과 파일의 접두사로 지정한다. 이를 통

해 변환된 파일의 원본 경로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iii) MapReduce 출력 단계

는 데이터 구조 분석 및 변환 단계를 통해 변환된 (key, value)쌍의 데이터를 HDFS에

저장한다. 이때, 변환된 각 파일을 원본 입력 데이터 파일과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저

장하기 위하여, MultipleOutputs.addNamedOutput() 함수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변

환된 결과 파일들은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경로에 각각 저장된다.

나.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실행 예제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기술의 실행 예제는 다음과 같다. i)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입력 파일들을 HDFS에 저장한다. 만약 3개의 사용자 입력 데이터 파일

(input1, input2, input3)이 존재할 경우, 3개의 입력 파일을 Hadoop의 콘솔(console)

명령어를 사용하여 임의의 HDFS 경로(input_path)에 업로드한다. ii) Hadoop 콘솔 명

령어를 통하여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그림 Ⅲ

-28).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응용 프로그램의 class 파일은 jar 형태로 압축

되어 있으며, 이를 Hadoop jar 명령어를 통하여 실행한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입력

파일 및 최종 변환 파일의 저장 경로만을 입력받으며, 각 입력 파일에 대한 구분자 및

추가적인 정보는 입력받지 않는다.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지정된 형식에 따라 각 입력 파일을 동일한 형식으로 변환한다. 이때, 변환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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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파일의 각 레코드의 끝에 원본 데이터의 경로를 저장하며, 이는 순환 처리 응용

에서 invariant 데이터 판별을 위해 사용된다.

<그림 Ⅲ-28> 데이터 입력 파일 업로드

<그림 Ⅲ-29>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의 수행 결과는 <그림 Ⅲ-30>과 같다.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응용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Map 단계에서 모든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 파일 경로(hong)와 최종 변환 파일 저장 경로(hong_out)만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며, reduce 단계에서는 map 단계의 중간 결과 파일을 HDFS에 저장하는 과

정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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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0>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 결과

전처리 기반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을 통한 최종 변환 파일은 <그림 Ⅲ-31>과 같

다. 그림에서와 같이 원본 데이터 입력 파일의 이름이 각 변환 파일의 접두사로 지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1> 다중 입력 파일 처리 수행을 통한 최종 변환 파일

6. Fault Tolerance 메카니즘 설계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순환적인 작업에 대하여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invariant 데이터와 중간 산출 결과 데이터들을 재계산하지 않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fault가 발생하면 전체작업을 재시작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빅데이터를 위한 고확장성 및 고사용성 병렬 처리 기술은

fault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재시작이 아닌 중간 단계에서 작

업이 재개되어 소요시간의 단축을 추구한다.

가. 관련 연구들에서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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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doop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

현재 hadoop의 fault tolerance를 위한 메커니즘은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맵핑 단계에서의 fault, 리듀스 단계에서의 fault, 노드의 fault 발생에 따라 구분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하는 fault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맵핑 단계에서 fault가 발생하는 경우, hadoop은 모든 맵핑 테스크를 다시 수

행하도록 되어 있다. 맵핑 테스크가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jobtracker와

tasktracker사이의 통신으로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1분 동안 없으면 fault로 판단한

다. 하나의 맵핑 테스크가 실패하면 이후 다른 리듀스 테스크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전체를 재 수행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다음 리듀스 테스크에 대한 fault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패한 tasktracker에

해당하는 리듀스 테스크들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복구가 가능하다. 이 역시 jobtracker

와 tasktracer사이의 통신을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없으면 fault로 간주하고 재수행에

들어간다. <그림 Ⅲ-32>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리듀스 테스크 R11이 실패하

는 경우 이를 다른 노드에서 재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Ⅲ-32> Hadoop에서 리듀스 테스크 실패시 복구 과정

마지막으로 특정 노드 하나에 fault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노

드에서 수행되는 모든 맵 테스크와 리듀스 테스크를 재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은 랜덤

하게 선택된 다른 노드에서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Ⅲ-33>은 특정 노드 하

나가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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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3> Hadoop에서 노드 실패시 복구 과정

2) Haloop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

Haloop은 대부분의 fault tolerance를 위한 기능을 hadoop에서 그대로 가져다 사용

하고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haloop의 특성상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로컬 디

스크에 생성되는 캐시를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된다. 맵핑 단계에서의

fault 발생은 기존 hadoop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로컬 디스크 캐시와 관련이 없

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Haloop에서는 리듀스 단계에서의 fault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하여 hadoop과 비슷

한 과정으로 실패한 tasktracker에 해당하는 리듀스 테스크들을 재수행한다. 하지만,

haloop의 특징 중 하나인 리듀서 인풋캐시를 위하여 이를 재생성하는 과정이 추가되

어야 한다. 리듀서 인풋캐시가 재생성된 후에는 실패한 리듀스 테스크를 다른 노드에

서 재수행하여 복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림 Ⅲ-34>에 리듀스 테스크 실패 복구를 위

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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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4> Haloop에서 리듀스 테스크 실패시 복구 과정

다음으로, 특정 노드 하나에서의 fault가 발생하는 경우는 먼저 해당 노드의 맵 테스

크들을 다른 노드에서 재수행한다. 맵 테스크가 완료되면 이를 이용하여, 리듀스 테스

크의 실패시와 유사하게 리듀서 인풋캐시를 재생성하게 된다. 이후 리듀스 테스크를

다른 노드에서 재수행하여 복구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그림 Ⅲ-35>에 haloop에서

노드 fault 발생시 처리 과정이 나타나있다.

<그림 Ⅲ-35> Haloop에서 노드 실패시 복구 과정

3) Twister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

Haloop과 유사하게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을 구현한 twister의 경우 hadoop

과는 다른 레벨에서의 fault tolerance를 지원하고 있다. Hadoop과 haloop의 경우 테

스크 레벨과 노드 레벨에서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twister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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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복 단위별로 실패를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Ⅲ-36>은 twister가 제공하는 반복적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복 단위별 fault tolerance를 위해서 각 while 문이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위한 모든 상태 값을 저장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만약 계산 단계 중 한 부

분에서 fault가 발생한다면, 해당 작업을 재시작하지 않고, 반복의 시작 단계에서 작업

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복구 과정에서 while 문의 시작 전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그림 Ⅲ-36> Twister가 제공하는

반복적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모델

4) CIEL, Dryad, Pregel의 fault tolerance 메커니즘

DAG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하는 CIEL, Drayd, Pregel 프로그래밍 플랫폼은

hadoop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지만, fault tolerance를 지원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그

림 Ⅲ-37>는 CIEL의 다이나믹 테스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hadoop의 테스크 개

넘과 유사한 child 테스크가 실패할 경우 이를 재수행하면 각 child 테스크는 독립적

이므로 fault를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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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7> CIEL의 다이나믹 테스크 그래프

반면, worker 노드가 실패할 경우는 각 master노드와의 heartbeat 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인지 할 수 있고, 전체 다이나믹 테스크 그래프에서 실패한 노드에 해당하는 오

브젝트들을 재수행하면 복구가 가능하다. 이후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오브젝트를

위한 작업들을 재수행하여 전체 그래프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CIEL은 다른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들과는 차별되게 master node

의 fault에 대한 tolerance 메커니즘을 지원하다. <그림 Ⅲ-38>는 CIEL의 master노드

복구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으며, master 노드의 실패지 standby mater 노드에게

failover 시키는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Ⅲ-38> CIEL의 master노드 복구 메커니즘

<그림 Ⅲ-39>에서는 상기 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프로그래밍 플랫폼 별

로 fault tolerance를 위하여 제공되는 기능을 요약한 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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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9>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종류별 fault tolerance

지원

나. HadoopX의 fault tolerance 설계

HadoopX의 fault tolerance 설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저, hadoop 또는 haloop에서 지원하는 fault tolerance 메커니즘과 같이 테스크 / 노

드 레벨의 복구 방법과 twister에서 지원하는 반복 단계 레벨에서의 지원이다. 두 가

지 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레벨의 복구 메커니즘을

사용할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적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테스크 / 노드 레벨의 fault tolerance

HadoopX의 테스크 / 노드 레벨에서의 fault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의

hadoop과 haloop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단,

HadoopX를 위해서 추가된 기능까지 복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테스크 / 노드 레벨의 fault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jobtracker와 tasktracker

간의 heartbeat 메커니즘 및 테스크 상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다. 기존

hadoop 또는 haloop과 마찬가지로 타임아웃 시간은 1분으로 정해진다. 맵핑 단계에서

의 fault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림 Ⅲ-40>은 HadoopX의 리듀스 단계에서 fault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haloop과 별도로 HadoopX에서는 invariant data

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관리하기위한 invariant table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맵핑 테스크와 리듀스 테스크가 동일한 노드에서 수행된다는 가정을 전체로

하고 있으나, 리듀스 테스크가 실패할 경우 해당 테스크를 다른 노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HadoopX의 구조에서 invariant table은 리듀스 테스크와만 연관성

이 있으므로 리듀스 테스크를 재수행하면 invariant table을 재생성할 수 있으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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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haloop과 유사하게 리듀스 인풋캐시를 위하여 캐시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반하여야 한다. 이후 다른 노드에서 필요한 리듀스

테스크를 수행함으로써 복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림 Ⅲ-40> HadoopX의 리듀스 테스크 실패시 복구 과정

<그림 Ⅲ-41>은 HadoopX의 특정 노드 하나가 fault를 발생시켰을 때의 복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Haloop에서의 복구 과정과 유사하게 맵 테스크는 재수행하면 복구가

가능하고 로컬캐시의 재성성, invariant table의 재생성, 리듀스 테스크의 재수행을 거

쳐서 전체적인 복구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Ⅲ-41> HadoopX의 노드 실패시 복구 과정

2) 반복 레벨의 fault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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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X에서 반복적 계산에 대한 fault tolerance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twister

와 유사하게 각 반복의 시작전에 작업을 위한 모든 정보를 HDFS에 저장해두고, fault

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하여 복구할 수 있다. <그림 Ⅲ-42>에서 각 checkpoint(빨간 라

인) 단계에서 해당 반복 계산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그림 Ⅲ-42> HadoopX에서 반복 단계 fault tolerance를 위한 정보 저장

HadoopX의 반복 레벨의 fault tolerance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invariant table의 복구이다. 각 반복 단계에서 생성되는 invariant table은 다음 반복

단계를 위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이지만, 이 정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variant table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invariant table이 없어도 데이터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invariant table의 복구 여부는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복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그림 Ⅲ-42>의 우측에 나타나 있듯이 각 반복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HDFS에 저장함으로써 처리와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 반복 단계

의 종료마다 상당량의 데이터를 HDFS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전체 수행에 오버헤드로

작용하게 된다. Fault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는 매번 작업의

수행마다 오버헤드를 부담하는 것보다 복구시에 invariant table 손실로 인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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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adoopX의 적용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하 HadoopX)을 통한 응용에의 적용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순환 처리 응용인 PageRank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HadoopX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PageRank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PageRank 알고리즘은 총 4개의 Job(Count Job, Initial Rank Assignment Job,

Compute Rank Job, Rank Aggregate Job)으로 구성된다(그림 Ⅲ-43). 이 중 Compute

Rank Job과 rank Aggregate Job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순환 처리 부분에 해당한다.

<그림 Ⅲ-43> PageRank

알고리즘의 수행 단계

각 Job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unt Job에서는 각 노드의

Outgoing Link의 수를 계산한다. 둘째, Initial Rank Assignment Job에서는 각 노드의

초기 Rank 값을 설정한다. 셋째, Compute Rank Job에서는 iteration에 따라 다른 작

업을 수행한다. i) iteration=0인 경우, 입력 데이터를 data_source 별로 파일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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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nvariant data 검출을 위해 rank, count, link 정보를 다음 단계로 전송한다. ii)

iteration=1인 경우, iteration=0에서의 입력 데이터와 iteration=1에서의 입력 데이터를

비교하여, invariant 데이터를 검출한다. invariant 데이터인 count와 link 데이터는 캐

싱하고, variant 데이터인 rank 데이터는 다음 단계로 전송한다. iii) iteration=n (n>=2)

인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및 캐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rank 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

로, Rank Aggregate Job에서는 i) iteration=0인 경우, key 별로 전송받은 rank 값을

aggregate하고, rank, count, link 정보를 invariant 데이터 검출을 위해 전송한다. ii)

iteration=n (n>=1)인 경우에는, key 별로 전송받은 rank 값을 aggregate하고, 최종 결

과를 dfs에 작성한다.

HadoopX를 기반으로 작성한 PageRank 알고리즘 수행을 위한 전체 소스 코드는

<그림 Ⅲ-44~48>와 같다. <그림 Ⅲ-44~47>는 각 Job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림 Ⅲ-48>는 순환 처리 Job을 위한 정보를 설정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Ⅲ-48>에서 굵게 표기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순환처리를 위한 API를 호

출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JobConf confc = new JobConf(NaivePageRank.class);
confc.setJobName("PageRank-Count");
confc.setOutputKeyClass(Text.class);
confc.setOutputValueClass(Text.class);
confc.setMapperClass(NaivePageRank.CountMapper.class);
confc.setReducerClass(NaivePageRank.CountReducer.class);
confc.setInputFormat(TextInputFormat.class);
confc.setOutputFormat(TextOutputFormat.class);
FileInputFormat.setInputPaths(confc, new Path(inputPath));
FileOutputFormat.setOutputPath(confc, new Path(outputPath + "/count"));
confc.setNumReduceTasks(numReducers);
JobClient.runJob(confc);

<그림 Ⅲ-44> Count Jo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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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onf conf0 = new JobConf(NaivePageRank.class);
conf0.setJobName("PageRank-Initialize");
conf0.setOutputKeyClass(Text.class);
conf0.setOutputValueClass(Text.class);
conf0.setMapperClass(NaivePageRank.InitialRankAssignmentMapper.class);
conf0.setReducerClass(NaivePageRank.InitialRankAssignmentReducer.class);
conf0.setInputFormat(TextInputFormat.class);
conf0.setOutputFormat(TextOutputFormat.class);
FileInputFormat.setInputPaths(conf0, new Path(inputPath));
FileOutputFormat.setOutputPath(conf0, new Path(outputPath + "/i-1"));
conf0.setNumReduceTasks(numReducers);
JobClient.runJob(conf0);

<그림 Ⅲ-45> Initial Rank Aggregate Job 설정

JobConf conf1 = new JobConf();
conf1.setOutputKeyClass(Text.class);
conf1.setOutputValueClass(Text.class);
conf1.setMapOutputKeyClass(TextPair.class);
conf1.setMapperClass(NaivePageRank.ComputeRankMap.class);
conf1.setReducerClass(NaivePageRank.ComputeRankReduce.class);
conf1.setInputFormat(TextInputFormat.class);
conf1.setOutputFormat(TextOutputFormat.class);
conf1.setPartitionerClass(FirstPartitioner.class);
conf1.setOutputKeyComparatorClass(KeyComparator.class);
conf1.setOutputValueGroupingComparator(GroupComparator.class);

<그림 Ⅲ-46> Compute Rank Jo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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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onf conf2 = new JobConf();
conf2.setOutputKeyClass(Text.class);
conf2.setOutputValueClass(Text.class);
conf2.setMapOutputKeyClass(Text.class);
conf2.setInputFormat(TextInputFormat.class);
conf2.setOutputFormat(TextOutputFormat.class);
conf2.setMapp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Mapper.class);
conf2.setCombin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Reducer.class);
conf2.setReducerClass(NaivePageRank.RankAggregateReducer.class);

<그림 Ⅲ-47> Rank Aggregate Job 설정

JobConf conf = new JobConf(NaivePageRank.class);
conf.setJobName("PageRank");
conf.setNumReduceTasks(numReducers);
conf.setLoopInputOutput(RankLoopInputOutput.class);  
conf.setLoopReduceCache(RankReduceCache.class);
conf.setLoopStepHook(PageRankStepHook.class);
conf.setInputPath(inputPath);
conf.setOutputPath(outputPath);

conf.setStepConf(0, conf1);
conf.setStepConf(1, conf2);
conf.setIterative(true);
conf.setNumIterations(specIteration);
conf.setInt("haloop.num.nodes", numNodes);
if (fixpoint) {

// set fix point logics
conf.setFixpointCheck(true);
conf.setDistanceMeasure(RankDistanceMeasure.class);
conf.setDistanceThreshold(1.0f);

}
JobClient.runJob(conf);

<그림 Ⅲ-48> 순환 처리 Jo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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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X를 기반으로 PageRank 알고리즘을 구현할 경우, invariant 데이터의 관리

는 Compute Rank Job 단계에서 수행된다. HadoopX를 기반으로 구현한 PargeRank

알고리즘의 Compute Rank Map 및 Compute Rank Reduce 단계를 위한 소스 코드는

각각 <그림 Ⅲ-49>, <그림 Ⅲ-50>과 같다. <그림 Ⅲ-49> 및 <그림 Ⅲ-50>에서 굵게 표

기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Invariant 데이터 처리를 위한 API를 호출하는 부분

을 나타낸다.

public void map(key, value, output, reporter)
{

splitInputDataForMapper(value, key, outputValue);   // value : input 
value
   outputKey.set(key); 

outputValue.set(outputValue+data_source);
output.collect(outputKey, outputValue);

}
<그림 Ⅲ-49> HadoopX 기반 Compute Rank Map 소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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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reduce(key, values, output, reporter)
{

ArrayList<InvariantData> inv_Table = new ArrayList<InvariantData>();
while (values.hasNext()) {
     splitInputDataForReducer(values, value);  // value : output value

      if(iteration==0) {
          WriteInvData(values); // input data를 파일에 기록

          if(value is count data)
       output.collect(key, count+data_source); // count data collect
          else if(value is link data)

     output.collect(key, link+data_source);  // link data 
collect

    }
           if(iteration==1)

          InvariantData.UpdateInvariantTable(inv_Table, data_source);  
    output.collect(key, selfrank+data_source);  // rank data collect
    destrank = selfrank/count;
    for(i=1; i<sizeof(link); i++)
         output.collect(key, destrank+data_source); // rank data collect
}

}
<그림 Ⅲ-50> HadoopX 기반 Compute Rank Reduce 소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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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adoopX 성능 평가

가. 성능평가 환경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하 HadoopX)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순환 처리

응용을 위한 대표적인 MapReduce 분산 시스템인 Hadoop 및 HaLoop과의 성능 비교

를 수행한다. 성능평가는 HaLoop 1.2버전과 Hadoop 0.20.0 버전을 사용하여 수행한

다. 이는 HaLoop이 Hadoop 0.20.0 버전을 기반으로 순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환 처리 관련 성능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버전의

Hadoop과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클러스터는 총 7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이 중 1개의

노드는 네임노드로써 마스터(master) 역할을 수행하며, 6개의 노드는 데이터노드로써

슬레이브(slave) 노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노드의 성능은 <표

Ⅲ-2>와 같다. 아울러, 전체 Map Task의 수는 15개로 고정하며, 다른 시스템 환경변수

들은 기본 값으로 설정한다.

항목 성능

CPU Intel i5 Xeon 2.5Ghz

Memory 8GB

OS Redhat Linux 4.12-44 64bit

<표 Ⅲ-2> 클러스터 노드 성능

성능평가는 Hadoop 및 HaLoop을 기반으로 구성된 각 클러스터 상에서 대표적인

순환 처리 응용인 PageRank 알고리즘, Descendant 질의, k-means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다. PageRank 알고리즘 및 Descendant 질의 성능평가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인 Livejournal short data1)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k-means 알고리즘 성능

평가는 미국 북동부의 실제 좌표 데이터(NE)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성능평가에 사

용된 데이터의 특징은 <표 Ⅲ-3>과 같다.

1) http://snap.stanford.edu/data/index.html

2) http://www.rtreepor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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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of nodes # of edges size

Livejournal 4.8 million 69 million 1GB

NE 0.12 million - 100MB

<표 Ⅲ-3> 데이터 셋

나. 순환 처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1) PageRank 알고리즘

PageRank 알고리즘은 구글 검색 엔진의 근간을 이루는 알고리즘으로써, 다양한 분

야의 추천 시스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PageRank 알고리즘은 노드(e.g., weg

page)와 노드 간 관계(link)를 기반으로 구성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웃 노드 가중

치(rank)를 기반으로 각 노드의 rank를 계산한다. MapReduce 기반 분산 처리 환경에

서 PageRank 알고리즘은 크게 조인 단계와 병합 단계로 구성된다. 조인 단계에서는

각 노드의 초기 rank 값을 저장하는 테이블과 노드 간 관계를 저장하는 테이블의 조

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MapReduce 연산을 수행한다. 병합 단계에서는 이웃

노드의 rank를 기반으로 각 노드의 rank를 갱신하기 위해 MapReduce 연산을 수행한

다. PageRank 알고리즘은 각 노드의 rank 변화치가 특정 임계값 이내로 수렴하거나,

주어진 반복횟수만큼 수행된 경우 종료된다.

2) Descendant 질의 알고리즘

Descendant 질의 알고리즘은 질의로 주어진 노드의 이웃 노드를 점진적으로 탐색하

는 알고리즘으로써, 천체 물리학 등에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및 소셜 네트워크 응

용에서의 reachability 알고리즘 등에서 활용된다. Descendant 질의는 노드(e.g.,

particles, friends)와 노드 간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한 노드

로부터 임계 거리(e.g., hop, distance) 이내에 존재하는 노드 집합을 반환한다.

MapReduce 기반 분산 처리 환경에서 Descendant 질의는 크게 조인 단계와 중복 노

드 제거 단계로 구성된다. 조인 단계에서는 질의 노드를 저장하는 테이블과 노드 간

연결 관계를 저장하는 테이블의 조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MapReduce 연산

을 수행한다. 중복 노드 제거 단계에서는 찾아진 이웃 노드 중 질의 노드와 중복되는

노드를 제거하기 위한 MapReduce 연산을 수행한다. Descendant 질의는 새로 찾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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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수가 특정 임계값 이내로 수렴하거나, 주어진 반복횟수만큼 수행된 경우 종료

된다.

3)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다양한 과학 응용 분야에서 활용된다. k-means 알고리즘은 아이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구성되는 클러스터 내 아이템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MapReduce 기반 분산 처리 환경에서 k-means 알고리즘은 각 아이템과 가장 근접한

클러스터를 찾은 후, 해당 아이템을 해당 클러스터에 할당시키기 위한 하나의

MapReduce 연산을 수행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각 클러스터 내 아이템의 평균값

변화량이 특정 임계값 이내로 수렴하거나, 주어진 반복횟수만큼 수행된 경우 종료된

다.

다. 순환 처리 응용에 따른 성능평가

1) PageRank 알고리즘

<그림 Ⅲ-51>은 PageRank 알고리즘을 통한 HadoopX, Haloop, Hadoop의 수행 시

간을 나타낸다. 이때, iteration 수는 3, reducer의 개수는 6개로 고정하였다. PageRank

질의는 iteration 수가 3일 때, Haloop은 890초, HadoopX는 1,008초, Hadoop은 1,012

초의 질의처리 시간을 요구한다. Haloop은 각 노드에서 생성되는 중간 결과물을 캐시

에 저장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계산 단계를 생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결

과 데이터 내에서 데이터 손실 및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표 Ⅲ-4>는 결

과 데이터에 대한 손실 데이터 수를 나타낸다. Haloop은 약 4,372개의 결과 데이터

손실을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rank 값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 한편, HadoopX는 Haloop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이나, Hadoop과는 유사한 성

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invariant 데이터의 자동 검출에 따른 추가적인 수행 때문이

며, 반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킨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한편, HadoopX는 파티셔

닝 정책에 따른 데이터 분배 후, 해당 invariant 데이터를 각 iteration마다 로딩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한 빠른 데이터 입/출력 시간을 보장하며, 동시에 결과 데이터

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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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1> pagerank 알고리즘 성능평가 결과

비교군 Haloop Hadoop HadoopX

총 결과 데이터 수 4847571

실제 결과 

데이터 수
4842893 4847571 4847571

손실 데이터 수 4372 0 0

<표 Ⅲ-4> 데이터 셋> PageRank 알고리즘에 대한 데이터 손실율

<그림 Ⅲ-52>는 Pagerank 알고리즘에서의 순환처리 job, 즉 ComputeRank job과

RankAggregate job에 대한 상세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HadoopX는 HaLoop과 비교

하여 ComputeRank reduce task에서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 및 검색 부분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이를 위해,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index의 효율적인 설계 및 키 접근 비용 최소화를 위한 in-memory 캐싱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그림 Ⅲ-53>은 Pagerank 알고리즘에서의 비순환처리 job, 즉 Count

job과 InitRank job에 대한 상세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HadoopX는 HaLoop과 비교하

여 Count map 및 initRank map task에서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invariant 데이터

처리를 위한 data_source 판독 부분에서 큰 오버헤드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splitInputDataForMapper 및 splitInputDataForReducer 함수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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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2> pagerank 알고리즘의 순환처리 부분 성능평가 분석

<그림 Ⅲ-53> pagerank 알고리즘의 비순환처리 부분 성능평가 분석

2) Descendant 질의 알고리즘

<그림 Ⅲ-54>은 Descendant 질의 알고리즘에 대한 Haloop, HadoopX, Hadoop의 수

행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탐색 hop 수는 10, reducer의 개수는 6개로 고정하였다.

Descendant 질의는 탐색 hop 수가 10일 때, Haloop은 1,026초, HadoopX는 1,179초,

Hadoop은 1,444초의 질의처리 시간을 요구한다. Haloop은 각 노드에서 생성되는 임

시 데이터, 즉 맵/리듀스 생성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재활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계

산 단계를 생략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결과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Haloop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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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데이터가 8,588개가 누락되어 약 0.02%의 결과 데이터 손실율을 나타낸다(표 Ⅲ

-5). 이는 기존 Haloop의 캐시 정책이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제

안하는 HadoopX는 파티셔닝 정책에 따른 데이터 분배 후, 해당 데이터를 각 iteration

마다 다시 로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의 데이터 계산을 수행할 때,

지역성을 고려한 로딩을 통해 빠른 데이터 입/출력 시간을 보장하며, 동시에 결과 데

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그림 Ⅲ-54> Descendant query 성능평가 결과

비교군 Haloop Hadoop HadoopX

총 결과 데이터 수 4400299

실제 결과 

데이터 수
4391711 4400299 4400299

손실 데이터 수 8878 0 0

<표 Ⅲ-5> Descendant 알고리즘에 대한 데이터 손실율

3) k-means 알고리즘

<그림 Ⅲ-55>는 k-means 알고리즘에 대한 Haloop, HadoopX, Hadoop의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iteration 수는 10, reducer의 개수는 6개로 고정하였다. 아울러, 데이

터는 미국 북동부 실제 지도 데이터 100MB를 통해 테스팅을 수행하였다. k-means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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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은 iteration 수가 10일 때, Haloop과 HadoopX는 98초, Hadoop은 107초의 질

의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Haloop과 HadoopX는 map input cache 정책을 통해,

non-local 입력 데이터를 cache로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Hadoop 보다 약

10%의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Ⅲ-55> k-means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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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산처리 기반 위성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1. 위성영상 처리 프로세스 분석

가. SeaDAS 소개

SeaDAS는 과거 1994년, SeaWiFS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으며, 1995년에 정식 버전이 공개되었다. 실제 SeaWiFS 센서는 1997년에 성공적

으로 발사되었으며,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보수와 개량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

루었으며, 1997년에 OCTS, 1998년 CZCS, 2001년에 MODIS, 2008년의 MERIS등, 다양

한 센서로 얻어진 영상들의 처리가 가능하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리소스 최적화 수준이 매우 높아, 시스템의 하드웨어 요구사항

이 현재(2013년) 기준으로 굉장히 낮다. 따라서 적은 리소스를 가진 저 사양의 컴퓨터

에서도 큰 무리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센서로부

터 얻어진 데이터 개선을 위한 재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SeaDAS 프로젝트에 정기적인 재처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Ocean Color 데이터 처리

그룹은 데이터에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SeaDAS는 지속적인 보수와 개량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OCTS, CZCS, MODIS 그리고 MERIS등의 처리도 지원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외형

적인 영상 데이터 구조의 추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영상이 처리되는 모듈의 처리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처리 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프로세스가 1코어 1스레드에 한정되며, 이는 여러 개

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단 1개의 코어만 사용하므로, 다중 코어를 가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전부 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SeaDAS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OBPG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처리 구조의 변경이

나 추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병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SeaDAS 프로

그램 자체를 병렬로 실행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병렬처리 계획 또한 공

식적으로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SeaDAS를 위성

영상 전처리 작업에 활용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코어/단일노드 상에서 수행되던 SeaDAS를 다중노드/다중코어를 이용하여 분산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였고, 개발된 분산 처리 기반 위성 영상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위성영상 전처리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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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aDAS의 위성영상 처리 프로세스

<그림 Ⅲ-56> SeaDAS Data Levels & Flow

<그림 III-56>은 MODIS 센서로부터 얻어진 위성 데이터를 단일노드/단일코어 상에

서 SeaDAS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단계 ①, ②는 Level-1A 파일로부터 Level-1B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단계 ①에

서 필요한 보조파일들을 지정된 웹사이트로부터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단계 ②에서 지형정보 파일(GEO)을 생성하고, Level-1A 파일과 지형정보 파

일을 이용하여 Level-1B 파일을 생성한다.

단계 ③, ④는 Level-1B 파일로부터 Level-2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단계 ③은

필요한 보조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단계 ④는 보조파일들과

Level-1B 파일을 이용하여 Level-2 파일을 생성한다.

SeaDAS를 이용하여 MODIS Aqua 영상을 처리 단계별로 나열하면 <표 Ⅲ-6>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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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변환 프로그램 입력 출력 비고

L0 → L1A modis_L1A.py Level 0 Level 1A -

L1A → GEO modis_GEO.py Level 1A GEO
단계 ①,②

L1A → L1B modis_L1B.py
Level 1A, GEO
Ancillary Data

Level 1B

L1B → L2
getanc.py
l2gen

Level 1B
Ancillary Data

Level 2 단계 ③,④

<표 Ⅲ-6> SeaDAS 영상 처리 단계별 수행 프로그램

각각의 변환 프로그램은 터미널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SeaDAS GUI를 이용

해서 동일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파이선 스크립트와 실행파일에 대한 도움말/인

자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인자 없이 실행시키거나, SeaDAS GUI를 실행시켜 얻는 출력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분산처리 기반 위성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 (dSeaDAS)

가. Sun Grid Engine

<그림 Ⅲ-57> Sun Grid Engine 구성도

Sun Grid Engine(이하, SGE)은 이기종의 분산 환경에서 사용자의 작업을 분산해주

는 배치 스케쥴러이다. 클러스터 서버 상에서 사용되며, 다수의 분산 작업을 입력받고



- 64 -

작업을 스케쥴링하고 관리한다. 또한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같은 분산 자원의 할당

을 관리하고 할당 한다.

<그림 III-57>는 SGE의 구성을 보여 준다. SGE는 크게 마스터 노드(master node),

작업 제출 노드(submit node), 작업 실행 노드(execution n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

용자가 자신의 작업을 작업 제출 노드의 작업큐에 제출하면, 마스터 노드가 자신이 관

리하는 작업 실행 노드들 중에서 작업 부하가 가장 적은 노드를 선택하여 작업을 전

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SGE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수는 작업 실행 노드들의 모든 코어수를 합

한 수와 동일하며 이를 작업슬롯이라 부른다. 작업큐에 제출된 작업의 수가 전체 작업

슬롯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작업들은 작업큐에서 대기하다가 작업슬롯이 사용

가능한 시점에 할당 된다.

나. dSeaDAS-α

<그림 Ⅲ-58> dSeaDAS-α 구성도

dSeaDAS-α는 단일노드/단일코어에서 수행하던 작업을 SGE를 이용하여 위성 데이

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원형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하였다. dSeaDAS-α는 SeaDAS의 처리흐름을 분석하여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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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그림 III-58>과 같이 단계별로 위성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때, SeaDAS의 처리 흐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조 파일들을 해당 웹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보조 파일은 Level-1A파일로부터 지형

정보파일(GEO)과 Level-1B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부분과, Level-1B 파일로부터 Level-2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부분에서 사용된다.

<그림 III-58>의 단계 ①과 단계 ③이 각각의 보조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부분으로,

마스터 노드에서 순차처리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계 작업내용

①
순차작업

GEO, L1B 파일 생성을 위한 전처리작업

작업할 모든 L1A 파일들에 대해서, 웹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보조 파일들을 다운
로드 한다. SGE에서 처리할작업에 대한쉘스크립트를 생성한다.

②
분산작업

GEO, L1B 생성작업 (분산작업)

작성된쉘스크립트들을 SGE의작업 제출 서버에 제출하고, SGE의작업 실행노
드들에서작업들이 분산되어 수행된다.

③
순차작업

L2 파일 생성을 위한 전처리작업

②작업이 모두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 후, 작업할 모드 L1B 파일들에 대해서, 웹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보조 파일들을 다운로드 한다. SGE에서 처리할작업에 대한
쉘스크립트를 생성한다.

④
분산작업

L2 생성작업

작성된쉘스크립트들을 SGE의작업 제출 서버에 제출하고, SGE의작업 실행노
드들에서작업들이 분산되어 수행된다.

<표Ⅲ-7> 단계별 작업 내용

<표 Ⅲ-7>은 dSeaDAS-α의 단계별 작업 내용을 보여 준다.

단계 ①과 단계 ③은 순차작업이고, 단계 ②와 단계 ④는 SGE를 이용한 분산 작업

이다. 단계 ①과 단계 ③은 각각 단계 ②와 단계 ④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파

일들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단계 ②는 Level-1B파일을 생성하는 분산 작

업, 단계 ④는 Level-2 파일을 생성하는 분산 작업이다.

단계 ③의 전처리 작업은 단계 ②에서 생성된 Level-1B 파일들을 입력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단계 ②와 단계 ③ 사이에서 동기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계 ②에서

모든 작업들이 종요한 후에 단계③과 단계④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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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SeaDAS-α의 개선방안

앞 절에서 살펴본 dSeaDAS-α는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산 처리되는 위성 데이터가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스토리지에 위

치하여 SGE의 실행 노드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처리 프로세서가 NAS 스토리지에 대

한 경쟁을 갖는 구조이므로, 분산 처리에 활용되는 노드 수 및 노드의 슬롯 수가 증가

할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하여 NAS 스토리지에 대한 병목현상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단계 ③에서 Level-2를 위한 보조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작업이 단계 ②의

Level-1B 생성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수행하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

②의 분산 작업을 통해 처리되는 위성 데이터 중 먼저 처리된 위성 데이터들도 마지

막 위성데이터가 처리될 때까지 이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한다. 이로 인

해 전체 처리 시간에서 대기 시간 만큼의 처리 시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셋째, 분산 처리 전체 작업에 대한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다. 즉, 분산 처리 작업

이 도중에 실패하였을 때, 실패한 지점부터 자동으로 복원될 수 없고, 모든 작업이 처

음부터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SeaDAS-α에서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분산 처리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첫째, NAS 스토리지에 대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한다.

분산 처리를 위한 각각의 실행 노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위성 데이터를 자신의 노드

로 복사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된 단계별 위성 데이터를 NAS 스토리지로

복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중간 단계에서의 동기화로 인한 대기 시간을 제거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 처

리에 대한 진행 정보를 기록하는 '상태 테이블'을 도입한다. 마스터 노드의 마스터 프

로세서와 실행노드의 위성 데이터 변환 프로세서가 이 ‘상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단계

별 작업을 동기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체 분산 작업에 대한 트랜잭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업 테이블’과 ‘상태 테

이블’을 활용한다. 두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산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였을 경우,

전체 작업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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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SeaDAS-β

<그림 Ⅲ-59> dSeaDAS-β 구성도

<그림 III-59>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위성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dSeaDAS-β)이다.

<그림 III-58>과 비교하여 볼 때,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어 있고, 마스터 노드

와 실행 노드에서 상태 데이터베이스(status db)를 이용하고, 단계 ②, ④의 분산 처리

부분에서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단계 ②와 단계

④를 위한 분산 처리 스크립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통

합된 스크립트로 제공된다.

<표 III-8>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태 테이블’을 보여준다. 상태 테이블은 작업

단위로 생성되고, 작업이 종료되면 상태 테이블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상태 테

이블의 이름은 작업이 수행되는 시점에서 ‘Time Stamp(<표 III-9> 참조)’ 값을 사용하

여 부여된다. 상태 테이블에 작업 내에서 처리하는 모든 위성데이터(Level-1A)에 대한

정보가 튜플로 생성되고, 각 튜플의 모든 필드들이 초기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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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형식 비고

id STRING 기본키(‘0000’~’9999’)

filename STRING L1A파일 이름

l1a_flag BOOLEAN 생성 시 TRUE

geo_flag BOOLEAN GEO 파일 생성 시 TRUE

l1b_flag BOOLEAN L1B파일 생성 시 TRUE

l2_flag BOOLEAN L2 파일 생성 시 TRUE

l1b_anc_flag BOOLEAN L1B용 보조 파일 다운로드완료시 TRUE

l2_anc_flag BOOLEAN L2용 보조 파일 다운로드완료시 TRUE

<표Ⅲ-8> 상태 테이블 스키마

접미사가 ‘flag'인 필드명은 l1a_flag를 제외하고 모두 거짓(FALSE)값을 갖도록 초기

화 된다. l1a_flag, l1b_anc_flag, l2_anc_flag 필드들은 마스터 노드의 마스터 스크립트

에 의해 설정되고, geo_flag, l1b_flag, l2_flag 필드들은 SGE를 이용하여 전달된 실행

노드의 영상 데이터 변환 스크립트에 의해 설정된다.

위성 데이터 변환 작업에서 첫 번째 작업인 Level-1B 파일 생성을 위한 보조파일 다

운로드 작업이 마스터 노드에서 종료하면, 'l1b_anc_flag' 필드 값이 참(TRUE)으로 설

정되고, 분산 처리 작업을 위한 스크립트들이 생성되어 SGE을 통하여 각각의 실행노

드에 전달되고, 마스터 노드는 Level-1B 파일 생성 작업이 종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상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실행노드에서 각각의 프로세서는 자신이 처리해야할 위성데이터를 NAS 스토리지로

부터 로컬스토리지로 복사한 후, 지형정보 파일(GEO)과 Level-1B 파일을 생성한다. 생

성이 완료된 이 두 파일을 NAS 스토리지로 다시 복사한 후, 해당파일 정보를 담고

있는 튜플의 geo_flag와 l1b_flag 필드 값을 참(TRUE)으로 설정하고, 상태 테이블의

l2_anc_flag 필드 값이 참(TURE)으로 설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l1b_flag 필드 값이 참(TRUE)으로 설정된 튜플들은 마스터 노드에 의해 확인되며,

마스터 노드는 다음 작업인 Level-2 파일을 위한 보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당되는

튜플의 l2_anc_flag 필드 값을 참(TURE)으로 설정한다.

만약 더 이상 다운로드할 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Level-2 파일에 대한 처리가 모

두 종료할 때까지 대기 작업을 수행한다.

실행노드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성 데이터 변환 프로세서가 l2_anc_flag 필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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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형식 비고

job_id STRING Primary Key (= Time Stamp)

table_name STRING 상태테이블이름(Status table name)

job_count INT 상태테이블의작업 수(레코드 수)

stime STRING 시작시간 (YYYYMMDD_hhmmss)

etime STRING 종료시간 (YYYYMMDD_hhmmss)

job_status BOOLEAN 상태테이블의작업 정보 (TURE : 작업 중)

<표Ⅲ-9> 작업 테이블 스키마

참(TRUE)이 되었음을 확인하면, 관련된 보조 파일들을 NAS 스토리지로부터 로컬 스

토리지로 복사 후, Level-2 생성 작업을 수행하고, 생성된 Level-2 파일을 NAS 스토리

지로 복사한 후, l2_flag 필드 값을 참(TURE)으로 설정 후 작업을 종료한다.

<표 III-9>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이다. 새로운 작업이 수행될 때마

다, 작업테이블에 작업에 대한 신규 튜플이 생성된다. <그림 III-60>와 같이 작업 테이

블과 상태 테이블의 관계는 1:N의 관계이다. 상태 테이블은 작업 단위로 생성되며, 이

와 연동하기 위하여 작업 테이블에 신규 튜플이 생성된다.

작업 테이블의 신규 튜플은 신규 작업의 ‘타임스탬프’값을 기본키(job_id)로 할당하

고, 연관된 정보를 초기화 한다. 작업 테이블은 전체 작업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job_status 필드를 이용하여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지 종료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Ⅲ-60> 작업 테이블과 상태 테이블 관계

dSeaDAS-α 에서 문제로 대두되었던 작업 실패에 대한 처리를 작업 테이블과 상태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작업 수행 시, 실행 노드에서 생성된 위성 데이터는 로컬 스토리지에서 NAS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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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 Intel Xeon E5-2550, 2.00GHz, 16 Core(8Core x 2, Hyperthreading)

- MM : 64GB

- HDD(local) : 225GB

- OS : Ubuntu 12.04.1 LTS

<표 Ⅲ-11> 노드별 사양

지로 완전히 복사가 종료된 이후에, 상태 테이블내의 연관 튜플의 필드 값을 참

(TURE)으로 설정한다. 즉, 어떤 시점에서 전체 작업이 실패로 종료하더라도, 필드 값

이 참(TURE)이면 이 부분적인 작업은 성공하였음이 보장된다.

실패된 작업을 재수행할 때, 이 상태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된 작업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수행되지 않은 작업들만 수행하도록 분산 처리 프로세서를 구성

하여, 안정적인 작업 수행을 하도록 구현하였다.

3. 극지연구소 보급 및 위성영상 처리 프로세스 개선

가. 극지연 클러스터 현황

극지연구소(이하 극지연)에 신규 도입된 클러스터 현황은 <표 III-10>과 같다. 전체

10개의 노드가 도입되었고, 이 중에서 seadas01을 마스터 노드로 설정하고, 나머지 노

드들은 실행 노드로 구성하였다.

번호 IP 주소 호스트이름 비고

1 111.222.333.11 seadas01
마스터 노드(Master Node)
203.250.179.98로 외부 접속 허용

2 111.222.333.18 seadas02 not available

3 111.222.333.20 seadas03 not available

4 111.222.333.22 seadas04 실행 노드(Execution Node)

5 111.222.333.24 seadas05 실행 노드(Execution Node)

6 111.222.333.26 seadas06 실행 노드(Execution Node)

7 111.222.333.28 seadas07 실행 노드(Execution Node)

8 111.222.333.30 seadas08 실행 노드(Execution Node)

9 111.222.333.32 seadas09 실행 노드(Execution Node)

10 111.222.333.34 seadas10 실행 노드(Execution Node)

<표 Ⅲ-10> 극지연구소 클러스터 구성현황

마스터 노드와 실행 노드는 <표 III-11>와 같이 모두 동일한 사양이다. CPU는 16코

어이나, HyperThread가 지원되어 32코어처럼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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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Master Node

(111.222.333.11)
Other Nodes

(111.222.333.18~34)

SeaDAS seadas version 6.4 설치, dSeaDAS 추가 모듈 설치

Sun Grid Engine Master Deamon 설치 Execution Deamon 설치

MySQL
MySQL DB Server 설치
mysql-python 모듈 설치

mysql-python 모듈 설치

기타
seadas 계정 설치 및 root 권한 부여
hosts 파일 수정
공개키 설정

<표 Ⅲ-12> 패키지 설치 현황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NAS 스토리지는 50TB 용량이며, 현재 41.6TB 정도가

사용 중이고 9.4TB 정도의 가용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Sun Grid Engine(이하 SGE) 기반의 위상 영상 분산 처리 시스템을 포팅하기 위하여

수행된 작업을 <표 III-12>에서 볼 수 있다. SeaDAS는 모든 노드에 설치되었고, SGE

의 마스터 데몬은 마스터 노드에, 실행 데몬은 나머지 노드들에 설치되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마스터 노드에 설치되었고, 파이선(python)을 이용하여 MySQL

을 접근하기 위한 모듈들이 모든 노드에 설치되었다.

seadas 계정 설치 및 관련 작업들이 각 노드들에서 수행되었고, 마운트된 NAS 스토

리지에 분산처리를 위한 dSeaDAS-α와 β버전이 설치되었다.

나. dSeaDAS 설치 및 테스트

SGE를 이용하여 위성데이터를 분산처리 하기 위하여 제작된 패키지를 dSeaDAS라

명명하였다. dSeaDAS는 α버전과 β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α버전은 SGE을 이용한

위성데이터 분산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파악 및 베이스라인으로 이용3)하기 위하

여 최초 구현된 버전이고, α버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β버전이 최종 버전이다.

1) dSeaDAS-α 버전 설치 및 테스트

<표 III-13>는 dSeaDAS-α 버전의 구성 요소를 보여 준다.

3) SGE를 이용하여 위성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때, NAS 스토리지에 저장된 위성데이터 각각을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SGE

의 ‘작업’으로 제출하고, 실행노드에서 수행되는 각 ‘작업’은 NAS 스토리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성데이터에

대한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SGE의 ‘작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데이터에 대한 웹 다운로드 부

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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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및 디렉터리 내 용

001.LOCAL_init.sh
위성데이터를 포함하는 디렉터리에 대한 초기화 작업.
기존 작업으로 인해 생성되었던 파일 제거
기존 작업에 대한 결과백업 및 신규작업 디렉터리 생성

Configuration File 작업할 데이터에 대한 환경 정보 파일

SGE_L1A_to_L2.sh
Configuration File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데이터 분산 처
리 작업 수행 (SGE 활용)

Get_Elasped_Time.py 수행된 시간을 구하는 스크립트

TEMPLATE.SGE_L1A
_to_L1B_for_Local.sh

실행노드에서 수행될 Level1A 파일을 Level1B 파일로
변환하는 ‘스크립트’ 템플릿. (실행노드의 Local 스토리지
사용)

TEMPLATE.SGE_L1A
_to_L1B_for_NAS.sh

실행노드에서 수행될 Level1A 파일을 Level1B 파일로
변환하는 ‘스크립트’ 템플릿. (NAS 스토리지 사용)

TEMPLATE.SGE_L1B
_to_L2_for_Local.sh

실행노드에서 수행될 Level1B 파일을 Level2 파일로 변
환하는 ‘스크립트’ 템플릿. (실행노드의 Local 스토리지
사용)

TEMPLATE.SGE_L1B
_to_L2_for_NAS.sh

실행노드에서 수행될 Level1B 파일을 Level2 파일로 변
환하는 ‘스크립트’ 템플릿. (NAS 스토리지 사용)

<표 Ⅲ-13> dSeaDAS-α 구성요소

# 위치

# /seadas/nfs/.../dSeaDAS_alpha_v03/CONFIG_020/v4_seadas_NAS_NAME_070.conf

# 처리할 위성데이터가 포함된 디렉터리

TARGET_DATA_DIR=/seadas/nfs/..../dSeaDAS_package_alpha/MODIS_DATA_0020

# dSeaDAS-α 버전 위치

DSEADAS_HOME=/seadas/nfs/.../dSeaDAS_package_alpha/dSeaDAS_alpha_v03

# 실행노드의 작업 디렉터리

MY_WBASE_DIR=/home/seadas/MODIS_Work_Dir

<표 Ⅲ-14> dSeaDAS-α 환경정보파일 예

SGE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할 태스크를 담고 있는 스크립트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스크립트가 SGE의 ‘작업 제출 노드’를 통해 여러 ‘실행 노드’ 중

하나의 ‘실행 노드’에 할당 되어 수행된다.

dSeaDAS-α 버전은 SGE를 이용한 위성 데이터 분산처리를 위해 최초 구현된 버전

으로, 환경설정을 통해 SGE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실행노드에서 위성데이터를 처리할 때, 위성데이터가 원래 위치한 NAS 스

토리지에서 작업을 수행할지, 아니면 NAS 스토리지의 위성데이터를 실행노드가 위치

한 로컬 스토리지로 복사한 후 작업할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위성데

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실제 실행되는 스크립트의 개수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

우에는 하나의 스크립트가 여러 개의 위성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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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노드의 데이터 디렉터리 (LOCALITY=true 인 경우에만 사용된다)

MY_DBASE_DIR=/home/seadas/MODIS_Data_Dir

# 실행노드에서 실행될 작업의 수, 슬롯수를 위성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권장된

다.

SGE_JOB_SLOT=20

# 처리할 위성데이터 정렬 옵션 (정렬은 이름순, 크기순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SORT_OPTION=name

# 위성데이터에 대한 처리 위치 선택

LOCALITY=false

<표 III-14>는 위성데이터를 SGE를 이용하여 분산처리하기 위해서 작성된 환경정보

파일의 한 예이다.

SGE_JOB_SLOT은 생성되어 수행되는 스크립트의 개수를 말한다. 처리할 위성데이터

가 20개이고, SGE_JOB_SLOT이 2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스크립트가 위성데이

터 1개를 처리하게 되고, SGE_JOB_SLOT이 10으로 설정되면, 하나의 스크립트가 위성

데이터 2개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여러 실행노드에서 NAS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시

발생하는 병목현상과 이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4).

SORT_OPTION은 처리되는 위성데이터 목록을 파일이름 순으로 할지, 파일크기로

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초기 위성데이터 Level 1A 파일은 고해상도 정보를

포함하는 500MB 정도의 파일이거나, 고해상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180MB 정도의

파일로 분류된다. 테스트 작업을 통해, 큰 파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작은 파일을 처리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이 옵션은 SGE를 이용하

여 많은 위성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큰 크기의 파일을 먼저 처리하였을 때, 전체적

인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5)

LOCALITY는 위성데이터를 처리할 때 작업 위치를 설정하는 환경변수이다. 값을 참

(true)으로 설정한 경우, 실행노드의 로컬 스토리지에서 위성데이터를 처리하고, 거짓

(false)으로 설정한 경우, NAS 스토리지에서 바로 작업을 수행한다.6) NAS 스토리지에

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병목현상과, 실행 노드로 복사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 병목현상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 SGE_JOB_SLOT을 처리하고자 하는 파일 개수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β버전에서는 이 환

경변수를 제거하고, 하나의 처리 스크립트가 하나의 위성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정하였다.

5) 파일 크기가 큰 순서대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약간의 성능 향상(2~4%)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

지 않는 요소로 판단되어 β버전에서는 파일 이름순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6) 동시에 처리하는 위성 데이터가 많을수록, NAS 스토리지에 대한 병목현상이 증가하므로, 실행노드로 처리할 위성데이

터를 복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β버전에서는 실행노드로 위성데이터를 복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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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seadas/nfs/..../dSeaDAS_package_beta/dSeaDAS_v03/CONFIG_020/seadas.conf

# 처리할 위성데이터가 포함된 디렉터리

TARGET_DATA_DIR=/seadas/nfs/..../dSeaDAS_package_beta/MODIS_DATA_0020

# dSeaDAS-β 버전 위치

DSEADAS_HOME=/seadas/nfs/..../dSeaDAS_package_beta/dSeaDAS_v03

# 실행노드의 작업 디렉터리 (NAS 스토리지의 보조파일들이 이 곳으로 복사되고, 실제 작업이 이

루어짐)

MY_WBASE_DIR=/home/seadas/MODIS_Work_Dir

# 실행노드의 데이터 디렉터리 (NAS 스토리지의 위성데이터가 이 곳으로 복사되고 처리됨)

MY_DBASE_DIR=/home/seadas/MODIS_Data_Dir

<표 Ⅲ-16> dSeaDAS-β 환경정보파일 예

파일 및 디렉터리 내용

000.init.sh
(초기화 스크립트 #1)

환경정보파일의 내용 체크 및 초기화 작업 (최
초 작업 시 반드시 수행 )

000.clean.sh
(초기화 스크립트 #2)

1번 이상 처리되었던 데이터에 대해, 다시 작업
을 수행할 때 사용

000.resume.sh
(초기화 스크립트 #3)

분산 처리 작업 시 오류로 인하여 모든 작업이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을 때, 처리되지 않은 파
일만 이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

Configuration File 작업할 데이터에 대한 환경 정보 파일

MASTER_L1A_to_L2.sh
Configuration File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데이
터 분산 처리 작업 수행 (SGE 활용)

TEMPLATE.SGE_L1A_to_L2.sh
실행노드에서 수행될 Level1A파일에서 Level2
파일까지 변환을 위한 ‘스크립트’ 템플릿

Python-Mysql Scripts
MySQL 상태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파이선 스크립트

Log File 분산처리 과정 시 수행되는 명령어 로그

Report File 전체 처리 시간 및 파일별 처리 시간 보고서

<표 Ⅲ-15> dSeaDAS-β 구성요소

2) dSeaDAS-β 버전 설치 및 테스트

dSeaDAS-β 버전은 dSeaDAS-α와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α버전에서 이원화

되어 있던 단계 ②(Level1A->Level1B)와 단계 ④(Level1B->Level2) 과정을 하나의 스

크립트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상태 정보 DB”를 사용하여 단계 ②와 단계 ③ 사이에

존재하던 동기화 작업을 제거하였고, 모든 작업을 실행노드의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하

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분산 처리 성능을 향상시켰다. <표 III-15>은 dSeaDAS-β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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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환경 변수

STATUS_TABLE_NAME=status_table_20131112_151049

TIME_STAMP=20131112_151049

<표 III-16>은 dSeaDAS-β 버전을 이용하여 위성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환경

정보 파일의 한 예이다. dSeaDAS-α버전과 유사하지만, SGE_JOB_SLOT,

SORT_OPTION, LOCALITY 등의 옵션이 제외되었다. 이 환경정보 파일에는 <표

III-15>에 보이는 항목 이외에 2가지 항목이 ‘초기화 스크립트(000.init.sh)’ 수행 이후

추가된다. 이 항목은 아래 예와 같이, 분산 처리를 시작하는 시각(time stamp)과,

TIME_STAMP값을 이용한 상태테이블 이름을 유지한는 환경 변수이다.

다. 실험 및 성능 비교

dSeadDAS의 성능 실험을 위해 한반도 주변 1,203개의 위성 데이터7)를 수집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실행 노드는 모두 9대, 노드 당 Core 수는 16이고 각각 하이퍼스

레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SGE이 동시에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슬롯은 288

(=9x16x2)개였다.

파일 종류 전체크기(MB) 평균크기(MB)
처리시간(Mono,Sec

)

L1A L1A_LAC 290,281,062 241,297.6 -

GEO GEO 47,721,158 39,668.5 10,396

L1B

L1B_LAC 269,948,489 224,396.1 -

L1B_QKM 216,256,394 179,764,3 -

L1B_HKM 224,894,475 186,944.7 -

TOTAL 711,099,358 591,105 32,507

L2 L2_LAC 71,291,881 592,261.7 81,332

TOTAL 1,831,492,817 1,522,437 124,235

<표 Ⅲ-17> 실험에 사용된 위성데이터 현황

수집된 위성데이터는 모두 Level 1A 파일이고, 변환 작업을 수행하여 생성된 Level

1B, Level 2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 III-17>에서 볼 수 있다. Level 1B 파일의 전체 크

기는 Level 2 파일의 약 10배인 반면, 처리시간은 약 0.4배이다. 이를 통해, Level

1A->Level 1B 변환작업이 I/O 바운드 작업에 가깝고, Level 1B->Level 2 변환작업은

CPU 바운드 작업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분산 작업을 수행할 때 I/O바운드 작

7) http://oceandata.sci.gsfc.nasa.gov/MODISA/L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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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Level 1A->Level 1B 변환 작업보다 CPU 바운드 작업인 Level 1B->Level 2 변환

작업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실험버전
전체처리시간

(sec)
파일당 평균처리시간

(sec)
비고

Mono 124,235 103.27 Single Core/Single Node

dSeaDAS-α 14,457 12.01 baseline

dSeaDAS-β 10,411 8.66
Mono 대비 1,193%
baseline 대비 138%

<표 Ⅲ-18> 위성데이터 처리 성능 비교

Level 2까지 변환하기 위해 소요 되는 전체 시간을 단일코어/단일노드, dSeaDAS-α 

버전(NAS 스토리지 이용, baseline), dSeaDAS-β 버전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비교하였

다.

<표 III-18>은 단일코어/단일노드, dSeaDAS-α 버전, dSeaDAS-β 버전을 이용하여 위

성데이터를 처리한 시간을 각각 보여 준다. dSeaDAS-β 버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일

코어/단일노드 대비 약 1,193%의 성능 향상을, SGE를 이용한 baseline 대비 약 138%

의 성능 향상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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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야별 데이터 Repository 구축 및 보급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과학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데이터 연계⋅융합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는 정부, 전문기관, 연구자들의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학데

이터 공유 활용 체제가 구축되어야하며, 특정 분야별로 전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R&D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나아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함으로써 국제적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상의 당면 과제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의 연구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학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데이터의 생성 → 큐레이션 → 분석 → 가시화 → 출판의 각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자들은

과학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절에서는 과학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글로벌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Repository 개발 및 보급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분야별 데이터 Repository (P-CUBE) 개발

특정 연구분야의 과학자들에게 의존적인 분야별 리포지터리를 지양하고, 다양한 연

구주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리포지터리(이하, P-CUBE)를 확장·개발하였다. P-CUBE

는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생산한 과학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

해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 P-CUBE 확장개발 사업의 목표는 과학데이터 아카이빙을 위한 아키텍쳐 개선

및 대용량 데이터 저장/전송을 위한 기능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ㅇ 기능 개선 및 아키텍쳐 고도화

- 2012년 사용성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개발

- 데이터 관리모델 및 아키텍쳐 고도화

- 과학데이터 상호간의 시멘틱 관계기술 아키텍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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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보급 및 확산

- P-CUBE 글로벌 확산 지원

- P-CUBE 국내기관 보급지원

ㅇ 대용량 과학데이터 지원

- 대용량 과학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확장 (Scale out) 지원

- 대용량 과학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개발된 P-CUBE를 활용한 도입효과는 연구자 측면과 기관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다.

연구자 측면에서는 첫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 보유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손쉬

운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다. 둘째, 연구자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

용이 가능하다. 셋째, 국제적인 데이터 출판과 데이터 인용을 지원으로 연구자의 명성

을 높일 수 있다. 기관 측면에서는 첫째, 연구자 소속 그룹 및 기관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유연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둘째,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어 산출된 데이

터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연구자의 공유설정으로 외부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성과를 대내외 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발된 P-CUBE는

DSpace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으며, 아래 그림은 개발된 시스템의 아키텍처 이다.

<그림 Ⅲ-61> P-CUBE System Architecture

그림에서 사용된 기능 범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DSpace 기능을 수정하여 구현된 기능

새롭게 개발해서 추가된 기능

DSpace의 원래 기능에서 제외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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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UBE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미국 NSF와

LC(Library of Congress) 등에서 후원하고 있는 DURASPACE의 DSPACE의 서비스

및 관리기능의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한

다. P-CUBE는 ISO 14721:2003에 명시된 OAIS 참조모형을 준수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관리, 아카이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P-CUBE의 데이터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림 Ⅲ-62> P-CUBE Data Process

그림에서 사용된 기능 범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2012년에 개발된 기능

기능사항 변경이나 새롭게 확장된 기능

2013년에 새롭게 개발되어 추가된 기능

P-CUBE의 기능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

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관에서 생산한 여러 분야의 과학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하며, 다양한 과학데이터의 관리항목 설

정을 지원한다. 둘째, 시스템 확장성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XML 기반의 메타

데이터 저장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OAI-PMH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Dspace, Lucene 등의 검증된 오픈소스 기반의 아카이빙 솔루션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며, 과학데이터의 글로벌 출판 및 데이터의 영속적 접근을 지원한다.

셋째, All in One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는 기관의 과학데이터 구축에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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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스템으로의 수집까지 모든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일괄 제공하며, 체계적인

과학데이터 관리(organization, collection, item 수준) 기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단계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 Ingest : 데이터 수집

- 연구자의 직접적인 데이터 제출

- 연구시스템에서의 자동 제출

- 표준 프로토콜에 의한 수집

• Management : 데이터 관리

- 확장성을 보장하는 스키마 관리

- 제출 데이터 관리

- 이용자 권한 관리

- 조직&컬렉센, 아이템, 원시데이터 관리

• Access : 데이터 접근

- 외부 리포지터리 연계

- 루씬 기반 한글검색 제공

- 웹 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2. P-CUBE 확장· 개발 핵심 내용

2013년에 확장 개발된 P-CUB 핵심 내용은 1) 스키마 관리 기능 확장, 2) 메타데이

터 자동 추출, 3) 위치정보 기반 검색, 4)시스템 모니터링, 5) 무정지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지원, 6) 대용량 파일 수집, 7) 압축전송지원, 8) 시맨틱 관계 기술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스키마 관리 기능 확장

자유로운 메타데이터 기술구조 관리를 위해서, 4단계로 분리된 과정을 지원하도록

개발하였다. NameSpace 확장기능을 두어 복수의 스키마를 통합하여 스키마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 하였다. 기타 메타데이터 요소의 필수여부, 반복여부, 페이지

나눔 등 메타데이터 입력요소 관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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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3> Extended Metadata Editor

나.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다양한 과학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연구자의 데이터 기술 작

업에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환경설정에 기반한 컬렉션별 메타데이터 추출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메타데이터 추출 관련 설정구조 확장, 스키마별 독립적인 매

핑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아래 그림은 NetCDF, HDF 등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에

사용되는 파일 대상로 테스트한 결과이다.

<그림 Ⅲ-64> HDF file <그림 Ⅲ-65> Extracted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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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정보 기반 검색

위치좌표를 검색조건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기존 Text 기반

검색과 더불어 위치좌표 검색기능을 추가하였다. 위도, 경도 등 위치좌표정보를 색인

에 포함하여 구현하였으며, Google Map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그림 Ⅲ-66> Location-based Search Interface

라.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환경설정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간별 자원

사용현황을 제공 하도록 구현하였다. 시스템이 임계치를 넘으면 메일발송을 하는 알림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Ⅲ-67> System Monitor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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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정지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지원

스케일 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며 시스템의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 설정을 통해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Ⅲ-68> Environment Properties for Non-stop Scale out

바. 대용량 파일 수집

개인별 외부에 있는 대용량 파일에 대한 수집기능을 개발하였다. 외부에 존재하는

대용량 데이터 파일 수집/관리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이용자 개인만이 관리하는 저장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 FTP 등 공개된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사

용하여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Ⅲ-69> Automated Ingest System for Big Data 빅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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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압축전송지원

브라우저에 embed 되는 압축전송 Client를 개발하였다. Java 기반의 Rapidant 오픈

소스를 브라우저에 embed 하기위해서 Applet 형태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환경설정

기반으로 설치 기관마다 사용여부를 설정하도록 구현하였으며, 드래그&드롭, 폴더 업

로드 등 편리한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70> Compressed Data Transfer

<그림 Ⅲ-71> Rapidant Test Result

아. 시맨틱 관계 기술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객체유형 속성을 조사하여 용어 관계 맴

을 작성하였다. 데이터의 관계 기술은 연구자에게 데이터 제출시 부담을 준다고 판단

하고, 컬렉션, 아이템, 연구자, 주제의 객체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구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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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2> Object type Properties Relations

<그림 Ⅲ-73> Object Type Properties used in P-CUBE

3. P-CUBE 사용성 평가 및 보급

가. 사용성 평가

ㅇ 개발 된 P-CUBE의 사용성 평가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였다.

- 평가대상 : P-CUBE 핵심기능 (아이템 제출 및 확인, 컬렉션, 스키마 관리)

- 평가방법 : 발견적 평가방법(heuristic evaluation)

- 평 가 자 : 9명(데이터 관리자 5명, 연구자 4명)

- 평 점 : 7점 척도 기준으로 작성

- 평가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 오후 2시 ~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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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문항 　
평가문항 구분
1. 시스템상태에 대한 가시성 (Visibility of system status) 　
1.1 웹사이트 반응시간이 빠르다. 효율성

1.2 기능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효율성

1.3 에러 메시지는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며,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대책을 제공한다. 만족도

1.4 현재의 작업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다음 작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족도

2. 시스템과 실세계간의 불일치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 평가수행 : 평가항목은 기술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사용성을 분석

- 2012년 대비 평가 방법 비교

<그림 Ⅲ-74> Assessment Method used in P-CUBE

본 사용성 평가에서는 국제표준 ISO 사용성 측정요소를 활용하였다.

<표 Ⅲ-19> ISO 사용성 측정요소

ㅇ 사용성 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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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화면상의 정보는서비스사용자의의사결정에도움이된다. 효과성

2.2 메뉴의 명칭이 명확하며, 작업 도메인과 일치하고 구조화 되어있다. 효과성

2.3 다양한 운영체제, 브라우저, 언어 사용자를 고려하고 있다. 만족도

2.4 사용자에게 유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족도

3. 사용자의 통제와 자유 (User control and freedom) 　
3.1 사이트맵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효율성

3.2 Back 아이콘제공으로 이전화면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효율성

3.3 명확한 홈링크를 통해 홈으로의 이용이 편리하다. 효율성

3.4 편리한 페이지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효율성

3.5 데이터제출 및 관리프로세스에서 되돌리기 기능을 제공한다. 효과성

3.6 활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였다. 만족도

3.7 텍스트중심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메뉴명칭 변경 등이 자유롭다. 만족도

3.8 메뉴 선택시 도착지점의 예상이 가능하다. 만족도

3.9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가 모드로의 변환이 쉽다. 만족도

4. 일관성과 표준 (Consistency and standards) 　
4.1 다양한 플랫폼(UNIX, Windows, Mac)과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효과성

4.2 웹페이지 인터페이스가 일관성과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만족도

4.3 메뉴의 명칭, 정보의 표현 등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관성을 갖고 있다. 만족도

4.4 정보검색결과의 간략 및 상세정보 표현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 만족도

4.5 색상과 디자인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 만족도

5. 실수 방지 (error prevention) 　
5.1 사이트 내에서 현재 네비게이션 중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족도

5.2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에러메시지를 제공한다. 만족도

5.3 간단한 예시로 입력항목과 사용방법에 대한힌트를 제공한다. 만족도

5.4 이해와 사용이 쉬운 도움말을 제공한다. 만족도

6. 회상보다는 직관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6.1 제공되는 각종링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쉽다. 만족도

6.2 링크된 정보의 유추가 가능하다. 만족도

6.3 사이트 주소를 기억하기 쉽다. 만족도

7. 사용의 유연성과 효율성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7.1 콘텐트에 대한 빠른 검색속도를 제공한다. 효율성

7.2 데이터의 빠른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효율성

7.3 콘텐트에 대한 키워드 및 의미기반 검색을 제공한다. 효과성

7.4 기능조작에 있어 사용자에게 효율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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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생성되는 결과물의 다양한 저장을 제공한다. 효과성

7.6 메인 사이트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만족도

7.7 콘텐트의 다양한 정렬 방법을 제공한다. 만족도

7.8 검색결과는 보기 편리하게 나열되고, 결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만족도

8. 심미적이고 최소화된 디자인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8.1심미적이고 최소화된 디자인으로 웹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8.2 웹사이트색상이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만족도

8.3 정보 구성에 있어 사용자에게 심플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만족도

8.4 글자 크기와 폰트는 적합하다. 만족도

8.5 로그인후 홈페이지 구성은 적절하다. 만족도

9. 사용자들이 실수를 인식, 진단, 복구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errors)
　

9.1 에러발생시 해결책을 제시한다. 만족도

9.2 해결책의 표현이 이해하기 쉽다. 만족도

9.3 도움말 메뉴의 위치가 적합하다. 만족도

10. 도움말과 사용자 설명서 (Help and documentation) 만족도

10.1 이해도가 적절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만족도

10.2 적합한 FAQ를 제공한다. 만족도

10.3 시스템 이용자 그룹별 도움말을 제공한다.(데이터제출자, 데이터관리자, 시스템관리자) 만족도

ㅇ 평가위원 구성

구분 전문가 소속 기관

데이터 관리자

정OO 보건연구원

손OO KAIST

강O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OO 한국해양연구원 

성O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 기반 연구자

김OO 극지연구소 

김OO 전주교육대학교 

서OO ebay 

김OO 강원대학교 

<표 Ⅲ-20> 평가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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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점수 환산 방법

7점 척도 점수 X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P는

P = Min + {A * (X - 1)} 　☜ A = (Max - Min) / (k -1)

ㅇ 정량적 평가 결과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달성도

(×가중치)

핵심스펙

(성과지표 목표치)
항목

항목별

사용성 점수

종합

사용성 점수

2.1.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우수성 (100%)

40%

(100%)

∙플랫폼 유용성

85점

효율성 86.8

87.1
효과성 87.9

∙플랫폼 요구

충족도 85점
만족도 86.4

ㅇ 정성적 평가 결과 (평가의견)

-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용자

선별관리 필요

-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의미기반 검색기능과 상세검색

조건의 세분화가 필요함

- 패스파인더 및 네비게이션 기능이 보완 필요.

- 현재는 단일 메뉴처럼 즉시 접근은 가능하나 자연스러운 네비게이션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검색결과 간략 정보의 반출기능이 필요함

- 자료수집 단계에 비공개 부분이 기본으로 설정되고 공개부분을 ‘선택’ 하게 되었

으면 함

- Metadata Raw 데이터의 구별이 필요함

- Data 스키마 지정시 디폴트로 보여주는 값이 너무 많아 복잡해 보임

- 기존 시스템에서 반출한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관리자 기능이 필요

- 우측상단 도움말: Help 클릭시 현재 화면에 출력된 내용에 해당하는 도움말 페

이지가 표시되도록 해야함

- 브라우저의 모든 간략정보는 정렬기능이 있는데 ‘조직&컬렉션’ 간략정보는 정렬

기능이 없음

- 간략정보 표시형식이 상이함

- 간략정보 디폴트 정렬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움

- 브라우즈 종류별, 간략정보 정렬키가 무엇인지 표시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 입력시 다수의 메타데이터를 파일로 일괄 업로드 하는 기능 필요

- 스키마별로 제출 가능한 파일 형태를 제한하는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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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UBE 보급

2012년 극지연구소와 표준과학연구원에 보급된 P-CUBE 활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와 KISTI 내부의 의

료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에 P-CUBE를 활용하도록 보급하였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로컬 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품질을 위한 프로세스별 가이드 라인 또

한 마련하였다. 2013년 현재, 과학기술 4개 분야 보급 : 데이터 셋 40종을 구축하였다.

<그림 Ⅲ-75> 2013 P-CUBE Proliferation

4. 의료 데이터 리파지토리 (MDR, Medical Data Repository) 구축

가. 목적

약 10여년간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체 데이터(디지털 코리언, 비저블 코리언, NAP

데이터 등)를 관리, 저장, 유통할 수 있는 인체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인체 데이터의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촉진시킴.

의료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의료 데이터들을

KISTI에 기탁하여 관리, 저장, 유통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집,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의료 관련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연구 그룹, 개인 연구자 등이 자신들의

의료 관련 데이터를 관리, 저장, 유통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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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설계

ㅇ 기본정보

- Title_EN(제목 영문) : 데이터 셋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나 명칭을 영어로 작성

- Title_KO(제목 국문) : 데이터 셋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나 명칭을 국문으로

작성

- Creator_EN(생성자 영문) : 데이터를 생성한 기관 혹은 개인 연구자의 이름을 영

문으로 작성

- Creator_KO(생성자 국문) : 데이터를 생성한 기관 혹은 개인 연구자의 이름을 국

문으로 작성

- OrganizationOfCreator(생성자 소속기관) : 생성자의 소속기관 이름을 국문으로

작성

- CreationYear(생성년도) : 데이터를 생성한 년도를 아라비아 숫자로만 작성

- Language(언어) : 데이터에 사용된 언어를 박스에서 선택

- Copyright(저작권)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6가지 라이선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저작권을 국문으로 자유롭게 기술

- Description(개요) : 이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기술 문서 등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내용과 자료를 상세하게 국문으로 기술하며

관련 기술 문서 파일은 데이터 파일 업로드시 첨부 파일 설명과 함께 파일로 첨

부함

- Keyword(키워드) : 데이터를 기술하는 키워드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국문으

로 기술

- RelatedProject(관련연구과제) : 이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과제의 명칭을 국문으로

기술

- RelatedProjectCode(관련연구과제 번호) : 이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과제의 번호

를 자유롭게 기술

- RelatedArticle(관련논문) :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표한 논문의 서지사항을 국문

으로 기술

- RelatedIdentifier(관련식별자) :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식별번호를 자

유롭게 기술

ㅇ 표본정보

- Population(인종) : 해당 인종을 박스에서 선택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

으면 기타를 선택

- BodyType(생체사체 여부) : 표본이 생체인지 사체인지를 박스에서 선택하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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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사체가 섞여 있으면 기타를 선택

- Gender(성별) : 해당 성별을 박스에서 선택하며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으면 기타

를 선택

- Age(나이) : 만나이로 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

- Stature(키) : cm 단위로 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

- Weight(몸무게) : kg 단위로 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

- Body Number(표본 번호) : 표본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번호를 있는 그대로 기술

ㅇ 영상 정보

- Description(개요) : 영상 정보(의료 영상 쵤영 조건, 촬영 방법, 품질 체크 등)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국문으로 기술

- ResourceType(리소스 타입) : 데이터의 형태를 국문으로 기술, 예를 들면 오디오,

비주얼, 콜렉션, 데이터셋, 이미지, 모델, 스프트웨어, 사운드, 텍스트, 기타 등

- Size(크기) :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자유롭게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술

- Format(데이터 포맷) : 데이터의 기술적인 파일 포맷 및 파일 확장자를 기술, 예

를 들면 PDF, XML, MPG 등

ㅇ 치수 정보

- Description(개요) : 인체 치수(측정 목적, 측정 부위, 측정 방법, 측정 근거, 활용

성 등)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국문으로 기술

- ResourceType(리소스 타입) : 데이터의 형태를 국문으로 기술, 예를 들면 오디오,

비주얼, 콜렉션, 데이터셋, 이미지, 모델, 스프트웨어, 사운드, 텍스트, 기타 등

- Size(크기) :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자유롭게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술

- Format(데이터 포맷) : 데이터의 기술적인 파일 포맷 및 파일 확장자를 기술, 예

를 들면 PDF, XML, MPG 등

ㅇ 물성정보

- Description(개요) : 인체 물성(물성 측정 조건, 측정 방법, 측정 장비, 측정 결과,

데이터 해석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국문으로 기술

- ResourceType(리소스 타입) : 데이터의 형태를 국문으로 기술, 예를 들면 오디오,

비주얼, 콜렉션, 데이터셋, 이미지, 모델, 스프트웨어, 사운드, 텍스트, 기타 등

- Size(크기) :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자유롭게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술

- Format(데이터 포맷) : 데이터의 기술적인 파일 포맷 및 파일 확장자를 기술, 예

를 들면 PDF, XML, MP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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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작정보

- Description(개요) : 인체 동작(동작 주체, 인체 동작 측정 방법 및 장치, 동작 데

이터 해석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국문으로 기술

- ResourceType(리소스 타입) : 데이터의 형태를 국문으로 기술, 예를 들면 오디오,

비주얼, 콜렉션, 데이터셋, 이미지, 모델, 스프트웨어, 사운드, 텍스트, 기타 등

- Size(크기) :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자유롭게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술

- Format(데이터 포맷) : 데이터의 기술적인 파일 포맷 및 파일 확장자를 기술, 예

를 들면 PDF, XML, MPG 등

다. 유효한 CC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이용 조건 문자 표기
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 표시-비영리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

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자

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

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

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

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

니다.

CC BY-NC-SA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

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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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 데이터의 관리, 평가 및 리파지토리 운영

가. 과학데이터 신뢰도 제고 및 리파지토리 운영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KISTI는 전국적인 규모로 과학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 보존과 공유의 목적으로 각

분야별 리파지토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리파지토리 운영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수집, 평가 등에 대한 기준 지침서 제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데이터 생산 가이드를 제정 및 측정참

조표준 리파지토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API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과학데이터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을 통한 데이터 수집/생산, 평가 등 기준

지침서 개발

○ 참조표준데이터 연계용 API 개발

3) 연구개발결과

○ 과학데이터 리파지토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신뢰성 향상

- 과학데이터 생산 가이드 북 개발

- 참조표준 평가사례 분석 및 극지데이터 평가 적용

○ 측정참조표준 리파지토리 운영

- 측정참조표준 연계용 API 개발

- 기존 CMC 데이터 업데이트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관(조직)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가이드로 활용

○ 유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과학데이터 보급 기술 제공

○ 측정참조표준 확립된 분야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산업체, 학계, 연구계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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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일반 지침

1) 과학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의 필요성

- 과학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는 연구의 홍보, 연구 효율성 향상, 윤리적 연구 수행,

새로운 과학 발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임.

- 최근 과학 분야 학술지 출판에 있어서 데이터의 제출 및 검증, 데이터의 인용 및

출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과 데이터의 연계는 표준적인 절차로 확립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음.

-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출판의 실제적인 혜택으로서는 연구 성과의 홍보, 시간

절약, 연구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중복 생산 방지, 데이터의 기록 및 보존, 연구

비 지원 규정 준수, 새로운 발견 가능성, 데이터 개방 운동의 지지 등을 들 수

있음.

2) 과학데이터의 개념

- 과학 데이터의 종류에는 관찰 데이터, 실험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파생 및

컴파일 데이터 등이 있으며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데이터

파일 포맷에는 텍스트, 수치, 이미지, 멀티미디어, 모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분야별 또는 장비별로 특화된 데이터 파일 포맷이 있음.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생애 주기 및 체크 리스트

-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 관리계획

이 수립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평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체크 리스트 등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4) 데이터 관리계획

- 데이터관리계획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보다 상세하게는 연구 프로젝트 내용, 수집 데이터 설명, 데이터 표준, 데이터 저

장 및 관리계획,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적, 윤리적 문제, 데이터 접근 및

제공 정책, 데이터의 장기 보존, 데이터 관리 책임의 위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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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적인 접근을 위한 파일 포맷과 데이터의 저장

- 데이터의 장기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파일 포맷 특성과 데이터 파일과 폴더의 조

직, 파일 버전의 통제, 디렉토리 구조 및 파일의 명명, 데이터 식별자 등을 고려

해야 하며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과 보안을 유지해야 함.

6) 데이터의 문서화와 메타데이터

-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문서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메타데이터를 상

세히 기술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을 뜻함.

- 메타데이터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으며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으로서는

Dublin Core, DataCite Metadata, ISO 19115(지리정보),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DDI), 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METS),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 등이 있음.

7) 데이터의 공유와 출판

- 데이터의 공유와 출판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의 구축과 메타데이터 작성, 데

이터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접근 보장, 데이터 규레이션 지원 및 연구자 홍보 등

이 중요한 고려 사항임.

- 잘 알려진 데이터 리포지토리로서는 International Virtual Observatory(IVOA),

Worldwide Protein Data Bank, World Data Center(WDC) 등이 있음.

8) 데이터와 저작권

- 데이터의 공유와 출판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오픈 라이선스로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가 있으며 여기에는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과 이를

조합해서 만든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시하고 있음.

9) 데이터의 인용

- 데이터의 인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저자, 제목, 출판기관, 출판년도, 식별자, 데이

터 접근 정보 등이 있으며, 데이터의 인용과 출판을 위해 국제적인 식별자로서

는 DOI가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인용에도 여러 표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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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리적인 문제와 비밀보장

- 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 윤리의 준수는 데이터의 공유에도 적용됨.

- 연구 데이터의 윤리적인 문제 해결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는 피험자의 동의서 승

낙, 익명 처리, 그리고 데이터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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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과학데이터는 연구개발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발생되는 각종 실험, 관찰, 측정, 분

석, 시험, 계산 등에 관한 수치, 도표, 모형, 문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로

서,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 활

동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자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e-Science, 융/복합

R&D 등에 있어서 과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은 1960년대 이후, 과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효율적 활용을 촉

진․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등의 국가들

은 관련 법제를 통해 과학데이터의 생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관련 정보자원의 체계적

인 수집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그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하다. 이에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가. 사업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 내용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내용

<그림 Ⅲ-76>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의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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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ㅇ 과학기술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TF 실시

- 구성인원 :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25명

- 단계별 추진 내용 및 과학기술 빅데이터 종합 활용계획(안) 검토 등 4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하였음.

<그림 Ⅲ-77> 과학기술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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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빅데이터 종합 활용계획 (안)

가.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초일류 국가 실현

추진

전략

구축 중심이 아닌

활용중심 접근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

연구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

과제

1. 관리정책

과학기술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과학기술 빅데이터 서비스 정책 수립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공동활용 문화 조성

과학기술 빅데이터 조직체계 정비

2. 법제도

과학기술데이터 보존, 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데이터 운영지침 정비

과학기술데이터 가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3. 표준화

과학기술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과학기술 빅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술맵 수립

4. 오픈 플랫폼

과학기술 빅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구축

과학기술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서비스 구현

5. 시범사업

오픈사이언스 랩

사이언스 데이터 맵

다부처 융합사업(건강의료, 물기후, 에너지)

나. 중점 추진과제

ㅇ 관리정책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수집, 보존, 관리,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 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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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추진과제

범부처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개·개방·활용 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서비스 정책 마련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

동활용 문화 조성

과학기술 분야별 허브 센터 육성과 역할 강화

등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조직 체계 강화

과학기술 빅데이터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ㅇ 법제도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수집·관리·공개·활용을 위한 체계 확립 및 과학기

술 데이터 공개·개방 활성화

-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의 수집․관리․공개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체계적․단계적 정비

단계별 법제도 정비계획 추진과제

[1단계]
과학기술

데이터

관리정책

과학기술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근
거 마련

국가R&D 과학기술데이터 보존, 관
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
규정 개정

과학기술데이터 관리 정책 추진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률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하위법령(규정) 개정

과학기술데이터 운영 지침정비

․과학기술데이터 운영지침제정

․과학기술데이터 표준지침제정

과학기술데이터 가치 보호위한 법제도 정비

․저작권법 등 재산가치 보호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등 제도적 장치 마련

[2단계]
과학기술

데이터

운영지침

과학기술데이터 생산․제출․관리․이용
에 관한 업무지침

과학기술데이터 표준 및 품질 인증
관련 기준 수립

[3단계]
과학기술

데이터

가치보호

과학기술데이터의 재산가치 보호

과학기술데이터 유출․오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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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화

-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 범위를 정의하

고, 관련부처(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연계·표준화 대상 및 범위 추진과제

과학기술 분야별 메타데이터 특성을 반영

한 표준화 방안 수립및 표준안 마련

과학기술 분야별 데이터 표준안을 바탕으

로 연계 방안 수립및 단계별 연계 추진

해당 기술별 표준 등 범부처 과학기술 빅

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마련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서비스간 체계적인 지원과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및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 확보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추진과제

과학기술빅데이터인프라스트럭처 환경구축

과학기술 오픈플랫폼 생태계 조성

․통합센터와허브센터간연동기술제공

․표준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현

․서비스 모델 기반 서비스 구축

․연구 협업 및커뮤니티지원 환경 구축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빌리티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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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제협력

1. 필요성 및 추진 방법

과학데이터는 다양성과 규모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학

데이터연구팀은 체계적으로 과학데이터에 대한 연구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어 구

체적인 성과보다는 협력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협력대

상으로는 2002년도부터 법제화 추진 등 비교적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과학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관련기관, DataCite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 DataCite

Datacite는 인터넷 상에서 과학 분야의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움이다. 2009년 1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데이터의 공유와 접속

의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현재 9개국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있다. Datacite는 독일 하노버에 소재하는 The German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TIB)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78> DataCite의 회원국가 분포

데이터 측면에서 Datacite는 연구 데이터 혹은 발행물에 DOI(Digita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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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es)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Datacite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데이터에는 해저 침적물의 화학 조성, 지진 발생, 기후 모델, 연구를 위한 시추

(scientific drilling), 남극 반도의 지형, 방사화학적 치료 관련 학회 프로시딩 등이 포

함되어 있다. Datacite에 등록된 DOI의 수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개를 돌파했

다.

유통 측면에서 Datacite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데이터는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

되고 있다. 사용자는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

다. Datacite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출처정보를 각 과

학데이터별로 제공하며 Datacite에 수록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비롯하여 각

종 업데이트 정보를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KISTI는 2010년 12월에 개최된 DataCite 정기총회에서 DataCite의 준회원으로 가입

이 승인되었으며 한국 내에서 연구과정 중에 생성, 수집된 과학데이터에 대해 DOI를

부여할 수 있는 DOI 등록기관(Registration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2011년에 KISTI는 DataCite로부터 10개의 DOI Prefix를 부여받아 2012년부터

국내에서 생성된 과학데이터에 대해 DOI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KISTI가 정회원으

로 전환될 경우 무제한으로 DOI Prefix와 DOI 넘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3. 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 생물종다양성 데이터의 전 지구적 공유를 위한 각

국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약 4.2억건의 생물종다양성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등 90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OECD산하 장관급회의에서

승인한 국제프로젝트이다. 한국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2001년 MOU승인을 통해 가입

하여 정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 KBIF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 주체로 국가

생물다양성기관연합(위원장은 미래부차관급)이 구성되어 국립수목원, 산림청, 문화재

청, KISTI등 45개 국내 생물다양성관련 연구기관의 중심체로서, KISTI는 원장이 국가

생물다양성기관연합에 MOU를 승인(2006년)하고 45개 국가기관중 하나로 활동 중이

며, KISTI는 GBIF 국제기구 국가대응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 KBIF의 대표 노드기관으

로 역할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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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9>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Data Portal Global Data Service

(recently launched at GB20 Berlin, 7th of October, 2013)

GBIF는 2013년 한해에 만도 GBIF 데이터를 직접 이용한 논문발생 건수가 350여개

의 논문이 발간되고 있으며, 90개 국가가 공동등록을 통한 약 4.2억건 생물다양성데이

터의 지구적 공유를 이끌어낸 각국 정부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보고되고 있으며,

GEO/GEOSS 및 CODATA, IPBES등 에서도 Biodiversity 분과의 대표적 데이터로 활

용되고 있다. GBIF Data Portal(http://data.gbif.org)의 데이터미러구축 서비스는 2005

년 벨지움 GBIF 10차 총회의 정식승인을 거쳐, 한국(KISTI)이 이를 구축하여 전 지구

적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고, 미주권역국가들의 대표는 미국 NBII가, 유럽권역은 독

일 BGBM이, 아시아권역은 한국의 KISTI가 임무를 맡고 있고, 아시아권역 국가의 대

표허브로서 KISTI가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그림 Ⅲ-80> GBIF established Data Portal mirror sites on three

conti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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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1>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Operation of GBIF

Data Portal Mirror Site in KISTI

KISTI는 2013년 개최된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20차 집행이사회(10월, 독일)

에 한국노드 대표위원(미래부)의 임무로 참석하였고, GBIF 아시아권역 5차 노드위원회

(3월, 일본)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KBIF 국가노드 활동실적과 애로점을 보고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NBIC(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ions Consotium/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의 회원

기관 확대도모를 통해 45개 기관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는 KBIF를 움직이는 data

source의 원동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GBIF권고 신규 툴인

IPT2(Integrating Publishing Toolkit)의 적용사례를 보고 하였으나 초기단계의 성과에

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현재 한국의 GBIF 데이터 등록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NBIC)의 활동을 통하여, 국내 데이터 약 177만건으로 국가별순위 23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GBIF Asia Regional Node Committee 에서는, 아시아참여 9개 회원국가들 간

의 공동협력 연구를 이끌 수 있는 Scientific Topics 결정에 따라, 아시아 권역의 Red

List, Check List, Endangered Species List를 확보 공유하고 이를 책으로 발간중이다.

참여국가의 공동 관심사에 따른 이의 실현을 위해 전략계획 마련과 미주권역, 유럽권

역, 아프리카 권역등 Regional 위원회 등과의 차별화된 Action Plan등과 같은 활동 주

요쟁점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였고, 차기 6차 회의는, 2014년 5월경 한국에서 개최함

을 확정유치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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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2> GBIF 5차 Asia Regional Node Committee and Workshop on integrated

Red List / Invasive Species List / Check List in East Asia (March,2013, Japan)

KISTI에서는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등 국제기구와의 국가 의무이행에 따른

GBIF 데이터서비스 기술협력, GBIF 데이터포탈 미러구축 서비스, GBIF 국가데이터 거

점노드 및 아시아권역의 정보유통 대표허브 역할을 통한 국가위상 확립과 생물다양성

정보 활용 극대화추진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이에 따른 연구내용으로는 GBIF 데이터

서비스 미러 구축 운영 및 국제기술협력(GBIF 데이터포탈 국제미러 구축 데이터서비

스 및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 사용자를 위한 GBIF 데이터포털 활용 지원) 그리고,

KBIF(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국내외 활동 강화(GBIF 국가 거점노드 기능역할 임무

수행, GBIF 집행이사회(Governing Board), 노드관리자위원회(NODES) 한국대표위원

참석 및 국가노드 실적보고 활동등 국가의무 이행) 및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데이터구축 및 서비스 운영이 있다. 홈페이지 참고

(www.kbif.re.kr).

<그림 Ⅲ-83> GBIF 20th Governing Board Meeting and Global Node Committee

(Auditorium Friedrichstraße, Berlin, Germany/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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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4> 제13차 및 14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총회(미래부) 참여 및 워크샵

기조강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2013.5.15 및 국립수목원/ 2013.11.6)

<그림 Ⅲ-85> GBIF Data Portal 데이터제공 건수 및 데이터 제공기관 현황

4. SciColl(Scientific Collections International) 협력

전 지구적 다학제간 과학기술자료 데이터 융합연구 시동을 위해 OECD GSF(Global

Science Forum)가 설립한 국제기구인 SciColl(Scientific Collections International)에

MOU 서명가입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SciColl 창립 행사에는 GSF국

가대표의 축하 속에 미국, 호주, 벨기에 등 총 10개의 국가 및 기관회원 참여를 통해

MOU체결과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의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프랑

스의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독일의 Museum fur Naturkunde, 네덜

란드의 Naturalis Museum, 스페인의 Museo Nacional de Ciencias Naturales, 브라질

의 Fundacao Oswaldo Cruz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참석하였고, 아국은 미래

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을 대표로 KISTI가 과학데이터 공유 협력 차원의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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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함께 참여했다.

SciColl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수집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료의 양이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각 국가가 수집한 과학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학문

분야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일차적으로 참여기관의 과학

수집물을 토대로 식량 안전, 인수공통질병, 전 지구적 변화 및 인류 이동 등 4개 연구

분야에 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이 SciColl 기관

회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창조경제 4대 연구에 대한 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장기적 혜

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가회원으로 승격 가입할 필요가 대두되며, 국내 관련 다부

처 정부 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SciColl 사무국은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이, 그리고 집행의장은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의 Dr. David

Schindel이 맡고 있다.

<그림 Ⅲ-86> OECD SciColl International MOU Signature

Ceremony 및 OECD 28차 Global Science Forum 개최

<그림 Ⅲ-87> Four Selected Research Grand

Challenges Discussion/SciCol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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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인체 데이터 개발 및 보급

1. 한국인의 인체 절단면 영상 구축

가. 개요

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한국인 인체절단면 영상구축의 연구목적은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Visible

Human에서 보았듯이, 한국인의 인체를 미세하게 절단작업하고 이 영상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온몸의 구역화 영상, 표면 3차원영상을 마련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동물

중 개의 온몸 절단면영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시신을 연속절단해서 만든 절단면영상은 CT와 달리 해상도가 높고, 사람 몸의 빛깔

을 제대로 낸다. 따라서 절단면영상이 있으면 사람 몸의 실감나는 3차원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 3차원영상을 바탕으로 가상해부, 가상 수술 등 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절단면영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구조물을 구역화해서 구역화영상

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구역화 영상을 쌓아서 표면3차원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13년의 연구목표는 남성 시신의 온몸을 대상으로 절단면영상을 만든 것처럼 여성

시신의 온몸을 대상으로 절단면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영상 분야에서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또한 절단면영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단면영상에서 보이는 구조물

의 테두리를 그려서 구역화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의 각 구조물의 3차원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참조홈페이지 http://vkh3.kisti.re.kr)

VKH 한국인의 인체절단면데이터 이용과 공유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스페인,

영국 및 중앙대 등 5개 국내외 기관 (누적 현 125개 기관)으로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

결하고, 데이터를 작성 전달을 통해 약 4TB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해 이 인체 절단면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실적이 발생하였는지

실적 현황을 추적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나.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남성 시신의 온몸을 대상으로 절단면영상을 만든 것처럼 여성 시신의 온몸을 대상

으로 절단면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구축될 정보는 의료영상 분야에서 크게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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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이라 판단된다. 절단면영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단면영상에서 보이는

구조물의 테두리를 그려서 구역화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1) 남성 머리 DB 구축

ㅇ 연구개발 내용

- 남성 머리의 3차원영상을 둘러보는 PDF파일을 만듦.

ㅇ 연구개발 범위

- 2012년년의 결과물로 이미 만든 구조물 190개를 가지고 3차원영상을 둘러보는

PDF파일을 만듦.

ㅇ 연구개발 결과

- PDF파일: 이미 만든 구조물 190개 구조물 3차원영상을 둘러보는 PDF파일, 파일

크기 84MB

2) 여성 온몸 DB 구축

ㅇ 연구개발 내용

- 절단면영상에서 구조물의 테두리를 그림.

- 여성 온몸의 구역화영상을 써서 표면 3차원영상을 만듦.

ㅇ 연구개발 범위

- 간격 1 mm, 구조물 50개의 구역화영상을 만듦.

- 여성 온몸의 구조물 50개의 3차원영상을 만듦.

- 이미 만든 구조물 350개를 가지고 3차원영상을 둘러보는 PDF파일을 만듦.

ㅇ 연구개발 결과

- 구역화영상: 간격 1 mm, 50개의 구조물, 파일 크기 40.4GB

- 3차원영상: 50개의 구조물, 파일크기 20 MB

- PDF파일: 350개의 구조물, 파일크기 12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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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온몸 DB 구축

ㅇ 연구개발 내용

- 개의 절단면영상에서 구조물의 테두리를 그림.

- 개 온몸의 구역화영상을 써서 표면3차원영상을 만듦.

ㅇ 연구개발 범위

- 개 온몸의 절단면영상 중에서 구조물 20개를 구역화해서 구역화영상을 만듦.

- 개 온몸의 구조물 10개의 3차원영상을 만듦.

ㅇ 연구개발 결과

- 구역화영상: 간격 1mm, 20개의 절단면영상, 파일크기 16.4GB

- 3차원영상: 10개의 구조물, 파일크기 236 MB

라. 세부 연구개발 결과내역

1) 남성 머리의 3차원영상을 둘러보는 PDF 파일

ㅇ 남성 머리의 3차원영상 178개에서 면의 개수를 적당히 줄임. (아래는 소뇌의

3차원영상에서 면의 개수를 줄인 과정임)

<그림 Ⅲ-88> 소뇌의 3차원영상에서 면의 개수를 적당히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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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 머리의 3차원영상 178개를 Acrobat 9.0 Pro Extended (Adobe Systems)

를 써서 PDF파일에 넣음.

<그림 Ⅲ-89> 남성 머리 구조물의 3차원영상으로 PDF 파일을 만듦

ㅇ PDF파일에서 구조물의 단면을 수평면, 시상면, 관상면으로 잘라보면서 3차원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함.

<그림 Ⅲ-90> PDF 파일에서 3차원영상을 잘라서 봄.

ㅇ PDF파일에서 3차원영상과 절단면영상을 겹쳐보면서 3차원영상이 제대로 만

들어졌는지 확인함.

<그림 Ⅲ-91> 3D와 2D 영상을 겹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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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온몸의 구역화영상

ㅇ 포토샵에서 자석올가미 도구를 써서 50개의 구조물의 테두리를 구역화하였다.

<그림 Ⅲ-92> 자석올가미 도구(왼쪽)와 구역화한 구조물 레이어(오른쪽)

ㅇ 테두리 속에 빛깔을 채워서 구역화영상(간격 1 mm)을 만들었다.

ㅇ 절단면영상과 구역화영상이 들어맞았다.

<그림 Ⅲ-93> 절단면영상(왼쪽)과 구역화영상(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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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온몸의 3차원영상과 이를 둘러보는 PDF 파일

ㅇ 여성 온몸에서 호흡계통, 관절계통의 구조물 50개의 3차원영상을 추가로 만들

었다.

ㅇ 구역화영상을 써서 구조물의 표면3차원영상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다(Maya).

<그림 Ⅲ-94> 구조물의 표면 3D영상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봄

ㅇ 여성 온몸의 3차원영상 350개에서 면의 개수를 적당히 줄임. (아래는 무릎뼈

의 3차원영상에서 면의 개수를 줄인 과정임)

<그림 Ⅲ-95> 무릎뼈의 3차원영상에서 면의 개수를 적당히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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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 온몸의 3차원영상 350개를 Acrobat 9.0 Pro Extended (Adobe Systems)

를 써서 PDF파일에 넣음.

<그림 Ⅲ-96> 여성 온몸 구조물의 3D 영상으로 PDF 파일 제작

ㅇ PDF파일에서 구조물의 단면을 수평면, 시상면, 관상면으로 잘라보면서 3차원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함.

<그림 Ⅲ-97> PDF 파일에서 3차원영상을 잘라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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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온몸의 구역화영상과 3차원영상

ㅇ 포토샵에서 자석올가미 도구를 써서 20개의 구조물의 테두리를 구역화하였다.

<그림 Ⅲ-98> 자석올가미 도구(왼쪽)와 구역화한 구조물 레이어(오른쪽)

ㅇ 테두리 속에 빛깔을 채워서 구역화영상(간격 1 mm)을 만들었다.

ㅇ 절단면영상과 구역화영상이 들어맞았다.

<그림 Ⅲ-99> 절단면영상(왼쪽)과 구역화영상(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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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 온몸의 구조물 10개의 3차원영상을 추가로 만들었다.

ㅇ 구역화영상을 써서 구조물의 표면3차원영상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다(3D-doctor, Maya).

<그림 Ⅲ-100> 다리, 몸통의 뼈대 표면3차원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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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urface models of male head structures in the PDF file (178 structures)

Systems Structures
Integumentary (2) Skin*

Muscular (44)

Masseter,* lateral pterygoid muscle,* medial pterygoid muscle,* longus
colli,* longus capitis,* sternocleidomastoid muscle,* rectus capitis
posterior major,* rectus capitis posterior minor,* rectus capitis
anterior,* rectus capitis lateralis,* obliquus capitis superior,* obliquus
capitis inferior,* digastric muscle,* stylohyoid muscle,* mylohyoid
muscle,* sternohyoid muscle,*
longissimus,* trapezius ,* levator scapulae,* thyrohyoid muscle,*
splenius capitis,* semispinalis cervicis*

Skeletal (10)
Cranium without mandible,* mandible, hyoid bone, first cervical
vertebra, second cervical vertebra, third cervical vertebra,
fourth cervical vertebra, fifth cervical vertebra, sixth cervical vertebra

Articular (4)
Intervertebral disc (C IIYC III), intervertebral disc (C IIIYC IV),
intervertebral disc (C IVYC V), intervertebral disc (C VYC VI)

Vascular (artery) (18)

Common carotid artery,* external carotid artery,* superficial temporal
artery,* maxillary artery,* internal carotid artery,* vertebral artery,*
anterior cerebral artery, pericallosal artery, middle cerebral artery,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posterior cerebral artery, basilar artery

Vascular (vein) (22)

Internal jugular vein,* transverse sinus,* sigmoid sinus,* inferior
petrosal sinus,* superior petrosal sinus,* emissary vein,* confluence of
sinuses, occipital sinus, superior sagittal sinus, inferior sagittal sinus,
straight sinus, cavernous sinus, diploic vein, superior cerebral vein,
inferior cerebral vein, great cerebral vein

Sensory (eye) (18)
Cornea and sclera,* lens,* levator palpebrae superioris,* superior
rectus,* inferior rectus,* medial rectus,* lateral rectus,* superior
oblique muscle,* inferior oblique muscle*

Sensory (ear) (18)
External acoustic meatus,* stapes,* incus,* malleus,* auditory tube,*
cochlea,* anterior semicircular duct,* posterior semicircular
duct,* lateral semicircular duct*

Central nervous (22)
Substantia nigra,* red nucleus,* thalamus,* cerebral hemisphere,* lateral
ventricle,* caudate nucleus,* putamen,* globus pallidus,* spinal cord,
brainstem, fourth ventricle, cerebellum, corpus callosum, fornix

Peripheral nervous (19)
Optic nerve,* oculomotor nerve,* ophthalmic nerve,* frontal nerve,*
chorda tympani,* abducens nerve,* facial nerve,* vestibular
nerve,* cochlear nerve,* optic chiasm

Endocrine (1) Pituitary gland

*bilater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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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emale structures in the segmented images (50 structures)

Systems Structures

Articular system (35)

Interspinous ligament (L I - L II), Interspinous ligament (L II - L
III), Interspinous ligament (L III - L IV), Interspinous ligament (L
IV - L V), Interspinous ligament (L V – Sacrum), Ligamentum
flavum (L I - L II), Ligamentum flavum (L II - L III), Ligamentum
flavum (L III - L IV), Ligamentum flavum (L IV - L V),
Ligamentum flavum (L V – Sacrum), Supraspinous ligament,
Lateral meniscus (lt), Lateral meniscus (rt), Medial meniscus (lt),
Medial meniscus (rt), Anterior cruciate ligament (lt), Anterior
cruciate ligament (r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l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l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rt), Tibial collateral ligament (lt), Tibial
collateral ligament (rt), coraco-acromial ligament (rt),
coraco-acromial ligament (lt), acromioclavicular ligament (rt),
acromioclavicular ligament (lt), coracoclavicular ligamnet (rt),
coracoclavicular ligamnet (lt), glenoid labrum (rt), glenoid labrum
(lt), coracohumeral ligamnet (rt), coracohumeral ligamnet (lt),
biceps brachii (long head) (rt), biceps brachii (long head) (lt)

Respiratory system (15)

Nasal cavity, Cricothyroid m. (rt), Cricothyroid m. (lt), Posterior
crico-arytenoid m. (rt), Posterior crico-arytenoid m. (lt), Lateral
crico-arytenoid m. (rt), Lateral crico-arytenoid m. (lt), Trachea,
Right main bronchus, Right superior lobar bronchus, Right middle
lobar bronchus, Right inferior lobar bronchus, Left main bronchus,
Left superior lobar bronchus, Left inferior lobar bronchus

ㅇ Female structures in the surface models (50 structures)

Systems Structures

Articular system (35)

Interspinous ligament (L I - L II), Interspinous ligament (L II - L
III), Interspinous ligament (L III - L IV), Interspinous ligament (L
IV - L V), Interspinous ligament (L V – Sacrum), Ligamentum
flavum (L I - L II), Ligamentum flavum (L II - L III), Ligamentum
flavum (L III - L IV), Ligamentum flavum (L IV - L V),
Ligamentum flavum (L V – Sacrum), Supraspinous ligament,
Lateral meniscus (lt), Lateral meniscus (rt), Medial meniscus (lt),
Medial meniscus (rt), Anterior cruciate ligament (lt), Anterior
cruciate ligament (r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l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l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rt), Tibial collateral ligament (lt), Tibial
collateral ligament (rt), coraco-acromial ligament (rt),
coraco-acromial ligament (lt), acromioclavicular ligament (rt),
acromioclavicular ligament (lt), coracoclavicular ligamnet (rt),
coracoclavicular ligamnet (lt), glenoid labrum (rt), glenoid labrum
(lt), coracohumeral ligamnet (rt), coracohumeral ligamnet (lt),
biceps brachii (long head) (rt), biceps brachii (long head) (lt)

Respiratory system (15)

Nasal cavity, Cricothyroid m. (rt), Cricothyroid m. (lt), Posterior
crico-arytenoid m. (rt), Posterior crico-arytenoid m. (lt), Lateral
crico-arytenoid m. (rt), Lateral crico-arytenoid m. (lt), Trachea,
Right main bronchus, Right superior lobar bronchus, Right middle
lobar bronchus, Right inferior lobar bronchus, Left main bronchus,
Left superior lobar bronchus, Left inferior lobar bron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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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tructures

Skeletal (177)

First cervical vertebra, Second cervical vertebra, Third cervical
vertebra, Fourth cervical vertebra, Fifth cervical vertebra, Sixth cervical
vertebra, Seventh cervical vertebra, First thoracic vertebra, Second
thoracic vertebra, Third thoracic vertebra, Fourth thoracic vertebra,
Fifth thoracic vertebra, Sixth thoracic vertebra, Seventh thoracic
vertebra, Eighth thoracic vertebra, sciatic, Tenth thoracic vertebra,
Eleventh thoracic vertebra, Twelfth thoracic vertebra, First lumbar
vertebra, Second lumbar vertebra, Third lumbar vertebra, Fourth
lumbar vertebra, Fifth lumbar vertebra, Sacrum, Coccyx, First rib (rt),
First rib (lt), Second rib (rt), Second rib (lt), Third rib (rt), Third rib
(lt), Fourth rib (rt), Fourth rib (lt), Fifth rib (rt), Fifth rib (lt), Sixth rib
(rt), Sixth rib (lt), Seventh rib (rt), Seventh rib (lt), Eighth rib (rt),
Eighth rib (lt), Ninth rib (rt), Ninth rib (lt), Tenth rib (rt), Tenth rib
(lt), Eleventh rib (rt), Eleventh rib (lt), Twelfth rib (rt), Twelfth rib
(lt), Sternum, Scapula (rt), Scapula (lt), Clavicle (rt), Clavicle (lt),
Humerus (rt), Humerus (lt), Radius (rt), Radius (lt), Ulna (rt), Ulna
(lt), Scaphoid (rt), Scaphoid (lt), Lunate (rt), Lunate (lt), Triquetrum
(rt), Triquetrum (lt), Pisiform (rt), Pisiform (lt), Trapezium (rt),
Trapezium (lt), Trapezoid (rt), Trapezoid (lt), Capitate (rt), Capitate
(lt), Hamate (rt), Hamate (lt), First metacarpal bone (rt), First
metacarpal bone (lt), Second metacarpal bone (rt), Second metacarpal
bone (lt), Third metacarpal bone (rt), Third metacarpal bone (lt),
Fourth metacarpal bone (rt), Fourth metacarpal bone (lt), Fifth
metacarpal bone (rt), Fifth metacarpal bone (lt), First proximal phalanx
(rt), First proximal phalanx (lt), Second proximal phalanx (rt), Second
proximal phalanx (lt), Third proximal phalanx (rt), Third proximal
phalanx (lt), Fourth proximal phalanx (rt), Fourth proximal phalanx
(lt), Fifth proximal phalanx (rt), Fifth proximal phalanx (lt), Second
middle phalanx (rt), Second middle phalanx (lt), Third middle phalanx
(rt), Third middle phalanx (lt), Fourth middle phalanx (rt), Fourth
middle phalanx (lt), Fifth middle phalanx (rt), Fifth middle phalanx
(lt), First distal phalanx (rt), First distal phalanx (lt), Second distal
phalan48+x (rt), Second distal phalanx (lt), Third distal phalanx (rt),
Third distal phalanx (lt), Fourth distal phalanx (rt), Fourth distal
phalanx (lt), Fifth distal phalanx (rt), Fifth distal phalanx (lt), Hip
bone (rt), Hip bone (lt), Femur (rt), Femur (lt), Patella (rt), Patella (lt),
Tibia (rt), Tibia (lt), Fibula (rt), Fibula (lt), Talus (rt), Talus (lt),
Calcaneum (rt), Calcaneum (lt), Navicular (rt), Navicular (lt), Medial
cuneiform (rt), Medial cuneiform (lt), Intermediate cuneiform (rt),
Intermediate cuneiform (lt), Lateral cuneiform (rt), Lateral cuneiform
(lt), Cuboid (rt), Cuboid (lt), First metatarsal bone (rt), First metatarsal
bone (lt), Second metatarsal bone (rt), Second metatarsal bone (lt),
Third metatarsal bone (rt), Third metatarsal bone (lt), Fourth
metatarsal bone (rt), Fourth metatarsal bone (lt), Fifth metatarsal bone
(rt), Fifth metatarsal bone (lt), First proximal phalanx (rt), First
proximal phalanx (lt), Second proximal phalanx (rt), Second proximal
phalanx (lt), Third proximal phalanx (rt), Third proximal phalanx (lt),
Fourth proximal phalanx (rt), Fourth proximal phalanx (lt), Fifth
proximal phalanx (rt), Fifth proximal phalanx (lt), Second middle
phalanx (rt), Second middle phalanx (lt), Third middle phalanx (rt),
Third middle phalanx (lt), Fourth middle phalanx (rt), Fourth middle
phalanx (lt), Fifth middle phalanx (rt), Fifth middle phalanx (lt), First
distal phalanx (rt), First distal phalanx (lt), Second distal phalanx (rt),
Second distal phalanx (lt), Third distal phalanx (rt), Third distal
phalanx (lt), Fourth distal phalanx (rt), Fourth distal phalanx (lt), Fifth
distal phalanx (rt), Fifth distal phalanx (lt),

Articular (48)

Interspinous ligament (L I - L II), Interspinous ligament (L II - L III),
Interspinous ligament (L III - L IV), Interspinous ligament (L IV - L
V), Interspinous ligament (L V - Sacrum), Ligamentum flavum (L I -
L II), Ligamentum flavum (L II - L III), Ligamentum flavum (L III -
L IV), Ligamentum flavum (L IV - L V), Ligamentum flavum (L V -
Sacrum), Supraspinous ligament,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Intervertebral disc (C II - C III),
Intervertebral disc (C III - C IV), Intervertebral disc (C IV - C V),
Intervertebral disc (C V - C VI), Intervertebral disc (C VI - C VII),

ㅇ Surface models of female structures in the PDF file (351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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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tructures
Intervertebral disc (C VII - T I), Intervertebral disc (T I - T II),
Intervertebral disc (T II - T III), Intervertebral disc (T III - T IV),
Intervertebral disc (T IV - T V), Intervertebral disc (T V - T VI),
Intervertebral disc (T VI - T VII), Intervertebral disc (T VII - T VIII),
Intervertebral disc (T VIII - T IX), Intervertebral disc (T IX - T X),
Intervertebral disc (T X - T XI), Intervertebral disc (T XI - T XII),
Intervertebral disc (T XII - L I), Intervertebral disc (L I - L II),
Intervertebral disc (L II - L III), Intervertebral disc (L III - L IV),
Intervertebral disc (L IV - L V), Intervertebral disc (L V - Sacrum),
Lateral meniscus (lt), Lateral meniscus (rt), Medial meniscus (lt),
Medial meniscus (rt), Anterior cruciate ligament (lt), Anterior cruciate
ligament (r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l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lt), Fibular collateral ligament
(rt), Tibial collateral ligament (lt), Tibial collateral ligament (rt)

Alimentary (46)

Parotid gland (rt), Parotid gland (lt), Sublingual gland (rt), Sublingual
gland (lt), Submandibular gland (rt), Submandibular gland (lt), Medial
maxillary incisor tooth (rt), Medial maxillary incisor tooth (lt), Lateral
maxillary incisor tooth (rt), Lateral maxillary incisor tooth (lt),
Maxillary canine tooth (rt), Maxillary canine tooth (lt), First maxillary
premolar tooth (rt), First maxillary premolar tooth (lt), Second
maxillary premolar tooth (rt), Second maxillary premolar tooth (lt),
First maxillary molar tooth (rt), First maxillary molar tooth (lt),
Second maxillary molar tooth (rt), Second maxillary molar tooth (lt),
Medial mandibular incisor tooth (rt), Medial mandibular incisor tooth
(lt), Lateral mandibular incisor tooth (rt), Lateral mandibular incisor
tooth (lt), Mandibular canine tooth (rt), Mandibular canine tooth (lt),
First mandibular premolar tooth (rt), First mandibular premolar tooth
(lt), Second mandibular premolar tooth (rt), Second mandibular
premolar tooth (lt), First mandibular molar tooth (rt), First mandibular
molar tooth (lt), Pharynx, Esophagus (mural), Stomach (mural),
Stomach (luminal), Duodenum, Cecum, Ascending colon, Transverse
colon, Descending colon, Sigmoid colon, Rectum, Anal canal, Liver,
Cystic duct

Respiratory (17)

Nasal cavity, Cricothyroid m. (rt), Cricothyroid m. (lt), Posterior
crico-arytenoid m. (rt), Posterior crico-arytenoid m. (lt), Lateral
crico-arytenoid m. (rt), Lateral crico-arytenoid m. (lt), Trachea , Right
main bronchus, Right superior lobar bronchus, Right middle lobar
bronchus, Right inferior lobar bronchus, Left main bronchus, Left
superior lobar bronchus, Left inferior lobar bronchus, Right lung, Left
lung

Urinary (4) Right kidney, Left kidney, Right ureter, Thyroid gland

Cardiovascular (54)

Heart (mural), Right ventricle (luminal), Right atrium (luminal),
Tricuspid valve, Pulmonary valve, Left ventricle (luminal), Left atrium
(luminal), Pulmonary trunk, Right pulmonary a., Left pulmonary a.,
Ascending aorta, Right coronary a., Sinu-atrial nodal branch, Left
coronary a., Arch of aorta, Brachiocephalic trunk (luminal), Common
carotid a. (rt), Common carotid a. (lt), External carotid a. (rt), External
carotid a. (lt), Internal carotid a. (rt), Internal carotid a. (lt),
Subclavian a. (rt), Subclavian a. (lt), Axillary a. (rt), Axillary a. (lt),
Brachial a. (rt), Brachial a. (lt), Celiac trunk, Left gastric a., Common
hepatic a., Gastroduodenal a., Proper hepatic a., Splenic a., Superior
mesenteric a., Inferior mesenteric a., Common iliac a. (rt), Internal
iliac a. (rt), External iliac a. (rt), Coronary sinus, Great cardiac v.,
Middle cardiac v., Right superior pulmonary v., Right inferior
pulmonary v., Left superior pulmonary v., Left inferior pulmonary v.,
Superior vena cava, Brachiocephalic vein (lt), Internal jugular v. (rt),
Axillary v. (rt), Axillary v. (lt), Basilic v. (rt), Basilic v. (lt), Inferior
vena c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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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tructures
Lymphoid (1) Spleen

Sensory (eye) (4) Eyeball (rt), Eyeball (lt), Superior rectus m. (rt), Superior rectus m. (lt)

ㅇ Segmented images (20 structures) and surface models (10 structures) of Dog's

whole body

Systems Structures
Integumentary (1) Skin*

Skeletal (1) Bone*

Cardiocvascular (2) Heart*, Aorta*

Respiratory (5) Trachea, Left bronchus, Right bronchus, Left lung*, Right Lung*

Digestive (6)
Liver*, Stomach*, Small intestine, Ascending colon, Transverse colon,
Decending colon

Urinary (2) Left kidney, Right kidney

Central nervous (3) Cerebrum*, Cerebellum*, Brainstem

*Structures which are surface reconstructed

.

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ㅇ 절단면영상, 구역화영상,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3차원영상을 써서 가상심

폐소생술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국민이 응급처치를 쉽고 올바르게 배우게 하는

것이 가능 하다.

ㅇ 연속절단면영상을 환자의 MRI, CT에 정합해서 그 환자에 들어맞는 연속절단면영

상, 3차원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감나는 가상수술을 하게 한다.

ㅇ 연속절단면영상과 3차원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TV의 과학 다큐멘터리, 과학

박물관의 전시물로 만들어서 국민이 의학, 과학, 정보통신 상식을 드높이게 한다.

ㅇ 파일 크기가 매우 큰 영상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퍼뜨리면서 슈퍼컴퓨터, 초고속정

보통신망의 활용도를 드높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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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코리언 인체 데이터 추가 구축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ㅇ 2003년 구축된 디지털 코리언 인체 정보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제

공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ㅇ 사람의 몸에 대한 정보는 의학, 과학, 공학 분야에서부터 의․식․주 환경의

계획과 설계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음

ㅇ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저렴한 제품의 수요 보다는 인체공학적인 고성능 제

품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체정보는 필수적임

ㅇ 최초의 디지털 코리언 데이터 구축 후에 10년 경과로 한국인의 체형 변화 등

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추가 자료의 구축이 필요해 짐

ㅇ 영상의학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활용도 높은 고품질의 영상자료 추가 구

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한국인 인체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

학 응용해부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 구축된 디지털 코리언 한국인

인체정보에 고품질의 인체 데이터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의 범위 및 내용

ㅇ 한국인 인체 뼈대 정보 수집 (전신 24 표본)

- 디지털 코리안 인체정보 DB와 호환성 보장

ㅇ 기증 시신을 이용 전신/부분 확대 촬영

ㅇ 최신 영상의학 장비 활용 고해상도 고품질 영상 획득

ㅇ 전신 / 머리 / 척추 / 팔 / 다리 구분 촬영

다. 연구개발결과

ㅇ 인체 정보 구축을 위한 권장 컴퓨터 단층 촬영 방법 개발

- 컴퓨터 단층 촬영 권장 조건 설정

- 전신 촬영, 부분 확대 촬영 조건 설정

- 3차원 재구성 작업시 구역화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삽입

ㅇ 한국인 인체정보 구축

- 30 표본의 신규 자료 구축 : 50대 4표본, 70대 15표본, 80대 11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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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ㅇ 기존 디지털 코리언 인체 데이터의 확장

ㅇ 손, 발, 어깨, 발목에 관련된 임플란트 제품의 국내 개발시 적용 가능

ㅇ 기 구축 자료와 일정 기간의 시간적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체질, 법의인류학적

학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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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2013년도 목표달성도

구 분 %
성취도 판단 특기사항

(우수 또는 부진사유 등)정상 부진

2013년 목표 달성도 100 ○

2. 목표달성 내역

세부성과목표(가중치)
성과지표(가중치)

<A>

목표 달성도

<B>

가중치 적산

<A×B>

1. Data Intensive Science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60%)

∙1.1 대용량위성영상빅데이터처리성능

(50%)
129.4% 50%

∙1.2 데이터집중형문제해결을위한병렬

처리기술의우수성 (50%)
139.5% 50%

목표 달성도 100%

2.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공유 플랫폼 개발

(40%)

∙2.1 과학기술빅데이터공유플랫폼우수성

(100%)
101% 100%

목표 달성도 100%

3.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마련

(추가 달성 목표)

∙3.1 과학기술빅데이터거버넌스체제마련

지원
100% 100%

목표 달성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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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성과

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마련

최종목표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TF 실시

- 구성인원 :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25명

ㅇ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 : 미래부 공동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수집, 보존, 관리, 공동활용을 위한 범정부 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수집·관리·공개·활용을 위한 체계 확립 및 과학기

술 데이터 공개·개방 활성화

-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 범위를 정의하

고, 관련부처(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

-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서비스간 체계적인 지원과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

나. 4세대 R&D 지원을 위한 Data-Intensive Science 기술 개발

1) 데이터 집중형 문제해결을 위한 분산 및 병렬처리 기술 개발

ㅇ 위성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효율화

ㅇ 위성 빅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분산 처리시스템 개발

- SGE(Sun Grid Engine) 기반 분산 처리 기술 적용하여 dSeaDAS-ver α 및 β 

개발 완료

- 상태 테이블을 이용한 분산 처리 안정성 확보 및 동기화 시간 제거로 분산

처리 성능 향상



- 128 -

- 실험결과

실험환경 : 클러스터 9대(CPU 2.00GHz 16Core, 64GB, NAS Storage 50TB, Local

225GB)

실험데이터 : 한반도 주변 위성영상(1,203 파일, 285GB)

Baseline 대비 138.81% 성능 향상

극지연 현재 환경(단일코어/노드) 대비 1,093.31% 성능향상

상태 테이블을 이용에 따른 설계 변경(β 버전) 성능 실험 결과

ㅇ OpenMP 기반의 위성 빅데이터 병렬 처리 시스템 개발

- 위성 빅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병렬 처리 가능한 프로세스 선

정 : L1B → L2 프로세스

- 대기보정 작업중 양방향 반사도 보정(BRDF) 알고리즘의 자료구조 변경 및

병렬화 작업

- 실험결과

실험환경 : 리눅스 장비(CPU 2.66GHz 2Core, MM 4GB / CPU 3.40GHz 4Core,

MM 8GB)

실험데이터 : 위성영상 Level 1B

실험결과 : 2core → 700% 성능 향상, 4core → 1,500%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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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 성능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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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e 4 Core

2) Hadoop 기반의 MapReduce 순환 처리 관리 시스템(HadoopX) 개발

ㅇ 순환 처리 및 다중 입력 파일 처리를 지원하는 Hadoop extension 개발

Hadoop Extension 아키텍처 특장점

순환 처리를 요구하는 Hadoop 프로

그래밍의 용이성 개선

인메모리 캐싱을 통한 데이터의 재사

용성 및 입출력 성능 향상

관련 데이터의 co-location을 통한

Join 및 패턴 매칭 연산의 성능 향상

순환처리 기능을 별도의 레이어로 설

계하여 Haddop 내부 수정을 최소하

여 전개(deployment)가 용이

ㅇ HadoopX의 주요 기능 및 개선 내용

- 주요 기능 설계 사항

Invariant 데이터 자동 검출 기능 : 사용자가 순환 처리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 없이도 순환 처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invariant 데이터에 대한 자동 검출

기능을 지원

Map Input Cache 및 Reduce Input Cache 지원 : 반복적인 입력 데이터의 캐싱을

위해 Map Input Cache를, shuffle에 따른 네트워크 전송 비용의 감소를 위해

Reduce Input Cache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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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HadoopX의 성능 평가 결과

- 실험환경 : Node 7(master 1, slave 6), 8GB RAM, i5 CPU

- 실험데이터 : Live Journal 450MB(PageRank), Live Journal 1GB(Descendant

Query)

- 결과 : Hadoop 대비 127.9% 성능향상(PageRank 133.4%, Descendant Query

122.5%의 평균 값)

PageRank Descendant Query

Iteration(4) 146.7%, Iteration(10) 120% 성능 향상

Hadoop 대비 평균 133.4% 성능 향상

Iteration 10회로 성능 평가 실시

Hadoop 대비 약 122.5%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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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ㅇ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Big

Data 플랫폼 구축 및 공동 연구 수행

ㅇ 인공위성 원격 탐사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 지구

적 문제 해결 및 기후변동 연구를 위한 플랫폼의 기반 마련

ㅇ 대용량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분산병렬 처리 기술 확보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 사례 발굴 및 적용

ㅇ 과학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P-CUBE 개발로 국가적으로 생산된 분야별 과학데

이터 공유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국제과학기술연맹(ICSU) 산하 기구인 CODATA의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

영으로 분야별 과학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ㅇ 국가 차원의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정립

ㅇ 과학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요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생산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과학데이터 공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데이터 정책

개발에 활용

※ 과학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공동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 제도적, 기술적 접근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성

제고

※ 과학기술빅데이터연구실과 극지연구소 등 부문 간 협력과 외부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분야별 강점 기술 확보 및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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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기대 성과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체계적 활용과 국가적 공동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추진 체계 마련으로 국가 R&D의 효율적

수행 및 부처 간 협력 가능

-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과제 간 연관 관계, 우선순위

및 추진 주체 지정 가능

ㅇ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 Big Data 플랫폼 구축 공동

연구 과제 발굴

- 위성 영상 빅데이터의 분산 병렬 처리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전 지구적 문

제 및 거대 과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기대

- 기후변화에 대한 한반도 주변 해역 생태계와 극지 해역 변화 사이의 상관과

계 파악 및 한반도 주변 및 극지역 정밀 분석 가능

제2절 활용 계획

ㅇ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체계적 활용과 국가적 공동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 포럼 및 토론, 각 부처 빅데이터 추진계획 등을 종합하여 “국가 빅데이터

R&D 추진 전략 및 기술 로드맵” 작성에 활용

- 기술 동향 분석 및 국가별 추진 동향 분석, 국내 기술 수준 및 추진 과제 발

굴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추진 계획 수립 및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인공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 Big Data 플랫폼 구축 공동

연구 과제 발굴

- 인공위성 원격 탐사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 지

구적 문제 해결 및 기후변동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대용량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분산병렬 처리 기술 확보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 사례 발굴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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