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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ISTI에서 개발한 계산과학공학 온라인 시뮬 이션 랫폼 (EDISON)은 국내외 많은 련 분야 학생 

 연구자에게 웹에서 손쉽게 고성능 컴퓨  기반 시뮬 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랫폼 사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한 가지 문제 은 랫폼에서 시뮬 이션

을 수행할 때 만약 동일한 입력 라미터가 주어진다면 복 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우리는 EDISON 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이력 재활용 

리자인, SUPERMAN (SimUlation ProvEnance Recycling MANager) 시스템을 설계  개발 에 있다. 
본 논문은 SUPERMAN의 주요 설계 원리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아키텍쳐를 제안한다.   

1. 서론

  정부 주도의 EDISON (EDucation-research Integrated 

Simulation On the Net) 사업[1]은 계산과학공학  IT  

분야의 교육  연구 융합 로젝트이다. 이 사업에서 개

발된 EDISON 랫폼은 사용자들이 웹에서 고성능 컴퓨  

(HPC) 기반의 시뮬 이션 SW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ISTI는 재 랫폼 기술 개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 심의 5개의 문 센터 등은 각 

분야의 다양한 시뮬 이션 SW를 개발해오고 있다.  

EDISON 랫폼은  합계 40 여개의 학, 600 여개 

강좌, 약 3만 여명의 사용자[2]에 의해 서비스 이다.. 

  그림 1은 최신 EDISON 포털 [3]을 보여 다. 사용자 

(Client)는 이 포털에 속해 탑재된 다양한 시뮬 이션 

SW (사이언스 앱)에 한 시뮬 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2는 포털  미들웨어로 구성된 EDISON 랫폼 

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미들웨어는 포털에서 제출된 다양

한 시뮬 이션 작업 요청을 처리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EDISON 랫폼의 우수성[2, 5]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 은 사용자들에 의해 입력된 동일한 라미

터에 해 복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는 이다. 이는 

제한된 자원의 비효율성  작업 지연 시간 래로 이어지

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뮬

이션 이력 재활용 리자인 SUPERMAN (Simulation 

Provenance Recycling Manager)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 EDISON 로젝트 사이트 [3]

(그림 2) EDISON 랫폼 구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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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DISON 랫폼과 연동하는 SUPERMAN 시스템 구성 

2. EDISON 시뮬 이션 이력 리자의 설계 

   SUPERMAN 시스템의 주요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투명성 (transparency): 시뮬 이션 수행에 따른 이력 

정보 수집은 EDISON 랫폼 사용자들에게 추가 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비침해성 (Non-intrusiveness): 시뮬 이션 요청에 한 

동일 이력 기반의 시뮬 이션 재활용은 기존 시뮬 이션 

수행 루트를 침해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자율성 (Autonomy): 기존 EDISON 랫폼과 독립 으

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수집된 시뮬 이션 이력 

데이터는 다른 이력 분석 시스템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표  스펙에 따라 모델링될 수 있어야 한다.

- 개방성 (Openness): 시스템 코드는 오 되어 다른 개발

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EDISON 

랫폼과 연동될 수 있는 SUPERMAN 시스템 (회색 박

스)을 그림 3과 같이 설계하 다. 

 

사용자가 EDISON 랫폼에서 시뮬 이션 요청을 제출하

면, SUPERMAN은 맞춤기 (Matcher)를 이용해 요청된 시

뮬 이션이 기존 실행 이력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행 이력에 존재한다면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 

수행 결과를 반환한다. 이를 통해 복된 시뮬 이션을 필

터링하여 자원 사용을 약할 수 있게 된다. 실행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통 때와 같이 정상 으로 시뮬 이션

을 수행한다. 이후, SUPERMAN은 추출기 (Extractor)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결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실행 이력

을 추출하여 PROV 스펙[6]에 따라 이력 데이터를 생성하

고 유효기(Validator)를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패스된 이력 데이터는 재기(Loader)에 의해 NoSQL 데

이터베이스 ( . MongoDB) 등에 장된다. 검색기 

(Retriever)는 이력 데이터에 한 검색을 수행한다. 분석 

에이 트 (Analytics Agent)는 시뮬 이션 이력 정보를 기

반으로 사용자의 시뮬 이션 라미터 추천을 돕는다. 이

러한 SUPERMAN 시스템 구성은 EDISON 랫폼의 고도

화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3. 련 연구

   시뮬 이션 이력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리하기 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e-Science [7] 역에 있

는 워크 로우 실행  리 시스템[8,9,10]들은 워크 로

우 실행에 따른 데이터 이력 (data provenance)을 기록하

기 해 자신들만의 이력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 다. 이

들과는 달리 PROV-man [11] 는 W3C PROV 표  스펙

을 계형 모델로 새로이 정의하여 구 한 최신 시스템이

다. 그러나 PROV-man은 스펙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에 

따른 스키마 변경이 어렵고, 소스 코드가 비공개되어 있다.

  반면, SUPERMAN은 비정형 모델 기반의 추후 확장이 

가능한 PROV 표   확장을 지원하는 오  소스 시스템

이다. 

4.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은 EDISON 랫폼의 성능 향상을 한 시뮬

이션 이력 리자인 SUPERMAN을 소개하 다. 

SUPERMAN을 통해 복된 시뮬 이션으로 인한 계산  

장 자원의 비효율 인 사용이 제한되고 EDISON 사용자

의 서비스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 된다.

  우리는 추후 계획에서 설계된 SUPERMAN을 RESTFul 

API 혹은 이식 가능한 jar 기반의 라이 러리로 구 하여 

EDISON 포털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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