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Grid Forum 전세계적인 분회 프로그램 및 최초 다섯 분회 멤버 발표

2007. 2. 12. ㅤ Open Grid Forum (OGF)은 OGF의 분회 프로그램 및 최초로
이에 참여하는 5개국의 5개 기관인 일본 그리드 컨소시엄, 그리드 포럼 네덜란드,
그리드 포럼 코리아, 이스라엘 그리드 기술 연합회, 그리드 포럼 싱가폴을 발표하
였다.
OGF 분회는 지역 커뮤니티의 그리드 이슈 및 발전에 관심이 있는 독립적인 법인
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OGF 분회는 그리드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시범사업
및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전세계와 지역의 가치, 교육,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분회는 OGF의 미션과 원칙에 기반하여 전
세계 그리드 커뮤니티의 관심사를 다룬다.
OGF 분회 프로그램은 전세게 표준화에 관련한 피드백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
인 양방향 통신 채널을 제공한다. 이는 전세계 그리드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OGF
의 미션인 그리드 기술의 채택 가속화를 촉진함으로써 각종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OGF 의장인 Mark Linesch는 “OGF는 전세계적으로 연합된 조직일 뿐만 아니
라, 지역적으로도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전세계의 훌륭한 기관들과 함께 그리
드 기술의 채택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분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섯 개의 조직들은 전세계 그리드 커뮤니티에 이 프로
그램이 미칠 중요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일본 그리드 컨소시엄은 일본 내 그리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우리의 목표를 지지하는 법인, 대학과 국가
기관들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그리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저는
기꺼이 세계 그리드 채택의 가속화를 위한 OGF 분회 프로그램의 발표를 환영합니
다. 우리는 일본의 그리드 연구 활성화 및 그리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산업체의
그리드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라고 일본 그리
드 컨소시엄 의장인 Satoshi Sekiguchi는 말한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드
가 사용자와 시장을 설득 및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은 아직 험난합니다. 우리는 OGF와 그리드 포럼 네덜란드간의
지역 행사 및 그리드 기술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이 우리 멤버들과 세계 커
뮤니티 사이의 갭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세계
적인 그리드 기술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그리드의 성공을 거둘 수 있
다. ”고 그리드 포럼 네덜란드 의장인 Cees de Laat는 말한다.
싱가포르 그리드 포럼 의장인 Lawrence Wong 교수는 “싱가포르의 그리드 커뮤
니티는 BioMedical Grid (BMG)를 통하여 2001년부터 활성화되었으며, 2002년
에는 국가 그리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 그리드 사업내의 주요 활동으로
는 다양한 워킹그룹, 가상 그리드 커뮤니티, 특별한 흥미집단 등이 있습니다. 2006
년 10월에는 OGF와 같은 더 큰 그리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싱가
폴 그리드 포럼으로 재조직 및 재개편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OGF의 분회
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 그리드 포럼 코리아(GFK)는 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을 중심으로 한국내 그리드 커뮤니티에 그리드 기술을 보급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OGF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OGFKR로 재조직 및 개명된 한국 그리드 커뮤니티는 OGF 분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프로그램의 미션과 원칙에 따라 OGF와의 긴밀
한 협력을 지속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KISTI 고성능연구망사업단 단장인 황일
선 박사 (his@kisti.re.kr)는 말한다.
이스라엘 그리드 기술 연합회(IGT) 회장인 Avner Algom은 “IGT는 언제나 다
른 그리드 관련 조직들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멤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계는 그리드 개념의 경제적인 강점으로부
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표준과 도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GF 분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산업계가 원하는 더 나은 그리드 표준과 도
구를 연구 개발하는데 공헌하겠다.”라고 했다.
OGF 분회 프로그램의 추가 정보는 Regional VP EMEA인 Bernd Kosch
(bernd.kosch@fujitsu-siemens.com) 혹은 Regional VP Asia-Pacific(일
본 포함)의 Toshihiro Suzuki (toshihiro.suzuki@oracle.com)에게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Open Grid Forum에 관하여
OGF(Open Grid Forum)는 2006년 6월에 Global Grid Forum (GGF)과
Enterprise Grid Alliance (EGA)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OGF는 50개국 이상, 400개 이상의 조직을 대표하는 사용자, 연구자, 개발자, 솔
루션 제공자들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OGF는 그리드 기술혁신, 그리드 소프
트웨어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개방형 표준 개발을 위해 open forum으로 운영
함으로써 그리드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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