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 그리드 기술 표준의 발전 : OGSA, WSRF, SOA 

 분산된 고

속 네트워크

로 연동함으로써 고속 연산, 대량의 데이터 처리, 첨단 장비의 상호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하

고, 가상 공간에서 협업 연구나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 기술이다. 

로 자리잡아 

 표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

고 더 편리

그러한 대표적인 개방형 기술 표준의 예가 OGSA(Open Grid Services Architecture), 

WSRF(Web Services Resource Framework),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등이다. 

OGSA는 인프라 자원의 공유를 위한 그리드 미들웨어 표준과 애플리케이션의 공유를 위한 

술 표준이다. 

웹 서비스의 

통합 아키텍처인 OGSA는 WSRF를 통해 차세대 그리드 표준 아키텍처로 한 걸음 더 발전

 상의 모든 자원들을 서비스 형태로 공유할 수 있게 함

게 되었다.  

 

OGSA (Open Grid Services Architecture)  

컴퓨팅 자원

 처음 공개되었다. OGSA는 인프라 자원의 공유

한 기술 개

해서 글로버

 기술 표준

을 통합하여 그리드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여기서 '서비스'는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체(entity)를 의미한다. 굳이 객

체(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의 객체 관

웹 서비스는 

을 위한 표준들인 DCE, CORBA, Java RMI 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현재 업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웹 서비스 표준을 그리드 프로토콜과 결합 시킴으로써, OGSA

는 향후 업계의 주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OGSA 기반의 그리드 표

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개방형 표준에 기반 한 진정한 의미의 분산 협업 컴퓨팅 환

경이 구현될 수 있다.  

 

그리드는 주로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웹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성능 컴퓨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및 첨단 장비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초고

이러한 그리드 기술의 표준은 현재까지는 글로버스(Globus) 미들웨어를 중심으

왔지만, 이제는 웹 서비스 표준과 결합되어 통합된 기술

로도 그리드 컴퓨팅 분야는 기술 표준의 통합과 컴퓨팅 모델의 퓨전 현상, 그리

한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 전망된다.  

웹 서비스 표준을 결합함으로써 그리드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개방형 기

WSRF는 2004년 1월, 글로버스 월드 2004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 그리드와 

하게 되었다. 또한 SOA는 IT 인프라

으로써, 향후 그리드 기술은 SOA를 기반으로 기술 표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

2002년 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GF4에서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 및 

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개념의 OGSA가

를 위한 그리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의 공유를 위한 웹 서비스 표준을 상호 결합

념으로 개방형 통합 기술 표준이다. 기존 글로버스 툴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스 미들웨어의 장점과 웹 서비스의 주요 요소인 XML, WSDL, SOAP, UDDI 등의

련 프로토콜이 시스템에 부하를 너무 많이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분산 컴퓨팅



그리고 OGSA에 기반 한 구체적 명세서(specification)가 OGSI(Open Gr

Infrastructure)인데, 이에 따라 

id Service 

2003년 7월, OGSI 규약에 맞추어 구현된 최초의 글로버스 

툴킷 3.0 버전이 발표되었다.  

WSRF (Web Services Resource Framework)  

2004년 1월, 글로버스 월드 2004에서 WSRF가 발표되면서 그리드와 웹 서비스의 통합 아

키텍처인 OGSA는 WSRF를 통해 차세대 그리드 표준 아키텍처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에 그리드와 

SRF 형태로 

 스펙에 좀 더 가깝게 바꿈으로써 OGSA는 곧바로 웹 서

 컴퓨팅의 

적용이 좀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OGSA는 앞으로도 WSRF와 결합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개념에 있어서 WSRF가 좀 더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OGSI를 크게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태이고 

s)를 통해 표

 관련해 글로버스 얼라이언스는 WSRF에 기초한 글로버스 툴킷 

4.0 버전을 2005년 5월 초에 발표하였고, 비로서 그리드는 실제적으로 웹 서비스를 기반으

따라서 용어상으로도 그리드 컴퓨팅은 그리드 서비스로 변경

되어야 더 적합하게 되었다.  

 

신적인 개념

반 방법론

ure)의 연장

IT 분야에서 통합(Integration)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통합, 기계와 기계의 통

합을 의미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것은 IT에 의한 비즈니스끼리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즈니스의 통합을 위해 중간 매개체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려는 것이 웹 서비스이다. 웹 

 SOA라고 

웹 서비스 이전에도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화 하여 이것을 서비스로 보고자 하는 

DCOM, EJB, CORBA와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 이들은 웹 서비스를 이용한 SOA와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DCOM, EJB, CORBA 같은 개념들은 오히려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가지는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잘 

모듈화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OGSI는 W3C의 WSD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서비스의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

웹 서비스는 OGSA 발표 이후 급격히 융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OGSI를 W

재구성(refactoring)하여 웹 서비스

비스 위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기업 환경에서 그리드

WSRF는 현재 GGF의 OGSI 워킹그룹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진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

준화가 추진 중이다. 이와

로 구축되고 동작하게 되었다.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는 지금까지 통합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혁

으로 생각되어온 객체지향적 방법론(Object Oriented)에서 컴포넌트 기

(Component Based Development)과 모델 기반 방법론(Model Driven Architect

선상에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도 현실적인 서비스 설계 개념이다.  

서비스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개념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웹 서비스는

통칭되는 개념 아키텍처에 충실한 대표 기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웹 서비스를 이용한 SOA는 이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시스

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간주하고 연동과 통합을 전제로 아키텍처를 만든다. 즉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외부 시스템 혹은 고객과의 연동을 고려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템을 누구

, 시스템을 

다. 여기서 

 어떠한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SOA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컴퓨팅의 큰 변화인 유틸리티 컴퓨팅 서비스와 

온 디맨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유틸리티 

럼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내용을 이

을 선택하고 

앞으로 그리드 컴퓨팅이나 웹 서비스 표준 기술은 향후 SOA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통

합 추세가 촉진될 것이며, IT의 기반 아키텍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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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은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소비자가 예전처

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다 쉽게 사용할 컴퓨팅 자원

교체하려면 이들이 SOA 기반 하에 구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