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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을 수용하는 초연결사회 인프라

요 약

미래인터넷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 미래인터넷의 실체에 대한 다양

한 의견들과 clean-slate로 갈 것인지 evolution을 할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기억된다. 현 시점에서 그 때 상

황을 되돌아 보면 어떤 생각들이 그나마 유사하게 맞는 것이었

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기까지 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미래인터

넷이 태동해서 논의되었던 필요성들을 사물인터넷 혹은 만물인

터넷 중심의 초연결사회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 후에, 실제적으

로 이런 사회를 대비하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 

요소 및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ICT 인프라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면 최근 구축과 운용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즉 미

래 사회가 요구하는 초연결에 기반한 서비스 실증을 개발/운영 

병행체제 (DevOps: Developers & Operators)를 통해 신속하

고 실질적으로 가능케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미래인터넷으로 시작된 네트워크 인프

라의 변화와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론과 체계에 의하

여 빠르게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 서 론

초창기 미래인터넷의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기본 구조를 바

꾸지 않고 계속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발전시킨 인터넷을 새

로운 시각에서 발전시키려고 시작되었다[1-5]. 반복적으로 기

능 보완과 추가를 하다 보니 망 구성 측면의 복잡성, 사용자 수

용 측면에서의 한계성 등으로 인터넷프로토콜은 확장성과 적용

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으므로 이를 고쳐보려는 움

직임이었던 것이다. 십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초연결사회도 미래인터넷의 

비전을 좀 더 서비스와 사용자 중심으로 이동시킨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9]. 이렇게 바라보면, 이를 지탱할 수 있

는 새로운 대안 인프라를 만들어 보고자 미래인터넷 연구들이 

인프라 중심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초창기 수준의 초연결(hyper-connected)로 

구축되는 미래의 사회를 <그림 1>과 같이 미래연결사회로 표현

했다. 즉 미래인터넷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미래형 인프라위

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Everything over Internet" 개념을 바

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사회의 구현

으로 볼 수 있다. 

II. 초연결사회의 인프라 요구 사항

사람간의 통신에서 이제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의 통신까

지를 다루는 사물통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

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넘쳐나고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사람들이 상시 연결되는 미래 정보화의 

시대로 전환되어 왔다. 이와 맞물리면서 프로세서의 소형화와 

그림 1. 미래연결사회와 미래인터넷 인프라

10 | 정보와 통신

초연결사회 인프라 편집위원 : 강선무 (한국정보화진흥원)



처리속도의 고속화로 무선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센서디바이스들을 활용한 사물통신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사물과 사

물, 사물과 사람이 항상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결사회에서는 2,000억개 이상의 객체들이 연결

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나아가 데이터와 

프로세스들과도 통신하게 된다. 데이터와 프로세스들과의 연결

은 다소 생소하지만 빅데이터가 바로 데이터의 연결이라 보면 

된다. 프로세스의 연결은 ICT를 위한 CPND 융합생태계 내부

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계층과 기능들 간의 연결을 떠올릴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인

터넷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더 나아가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

출하면서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들과 법, 제도적인 

문제들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이중에도 특히 새로운 패러다

임을 충분히 수용하고 지탱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인

프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표 1. 미래인터넷 기반 인프라 기술 요구사항

확장성

(Scalability)
천억개	이상의	대규모	노드	수용

편재성

(Ubiquity)

언제,	어디서든지	유무선	환경을	통해	접근	

가능

이동성

(Mobility)
다양한	무선	접속기술로	이동성	지원

이종 수용성

(Heterogeneity)

고용량서버,	PC,	단말기,	초소형센서,		

상이한	노드	지원

보안성

(Security)

사용자,	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오류시	복구

재구성

(Reconfigurability)
다양한	환경에	맞춘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성

(Manageability)
효과적인	네트워크	자원	관리

상황인지

(Context Awareness)

사용자의	환경,	경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가상화

(Virtualization)
네트웍,	플랫폼,	서비스의	가상화

<표 1>에 미래인터넷에 기반한 인프라가 상기한 새로운 패

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폭넓

은 범위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제시해 보았다[10-

13].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적은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보

내는 수많은 센서 디바이스를 고려한 극소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적인 구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초대규모의 식별체계를 수

용하기 위해서 주소체계의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도 한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는 행성간 인터넷 (Interplanetary 

Internet) 즉 우주인터넷은 <그림 2>와 같이 지구와 행성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긴 지

연시간 문제를 내포한, 초광대역 인터넷이다. 구글은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빈트서프 주도로 2005년부터 미국 항공우주

국(NASA)와 우주 인터넷을 연구하여 왔다. 최근에 언론에 발

표된 내용을 인용하면 NASA와 구글이 우주 인터넷의 첫 걸음

을 내딛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애플도 동참한다고 한다. 내용인

즉 미국의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

트폰이 탑재되어 우주인들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 전송도 시험한다고 한다. 

III.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인터넷 신산업

이와 같이 초연결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구현은 다양한 미래인

터넷이 그려온 특성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서서히 시

작되고 있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

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하는 노력들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즉 만물인터넷 기반

의 초연결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적인 서비스가 계속 

출현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인

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경제의 도약기로 만들기 위

한 노력을 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신산업분야에 대한 

그림 2. Interplanetary Internet

APRIL·2014 | 11

주제 |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는 초연결사회 인프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림 3>과 같이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CT산업발전의 기반을 공고하

게 만들려고 한다. 즉 인터넷 신산업은 미래인터넷 인프라기반 

위에 초연결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C-P-N-D의 통합된 체

계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런 서비스들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14].

표 2. 인터넷 신산업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사물

인터넷

•	센싱,	신호처리,	통신기능이	통합되어	자동보정,	

상황인지,	네트워킹	등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센서	기술

•	다양한	기기(공공	인프라,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에서	활용하는	운영시스템,	저전력	컴퓨팅/통

신	기술	등

클라우드

•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을	위한	클라우드	서

비스	공통	인터페이스	기술,	분산구조	지원	클라

우드	인프라	기술	등

빅데이터

•	이종	플랫폼	및	도메인	간	데이터	공유	지원	개

방형	표준	플랫폼	기술,	분산	빅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	등

미래

인터넷

•	다양한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의	통합	운영·관

리를	지원하는	SDN	기술,	스마트	노드	플랫폼	

기술	등

먼저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이 사물통신에 의

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된 후 미래인터넷 기반의 초연결인

프라를 통해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들을 결합, 가공, 분석하여 

기능화된 사물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에 의해 사물인터넷에 기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수집된 거대한 데이터를 저

장(보관)하고, 다양한 단말을 통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

으로 유통하는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

스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의하여 수집

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으면 빅

데이터 가 형성되고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세분화하여 결합함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경쟁우위에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된다.

정리하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제시한 <

그림 4>에서 처럼 C-P-N-D, 즉 Contents-Platform-

Network-Device로 구성된 인프라 관점의 ICT 생태계가 조화

롭게 구성되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IV. 초연결사회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지향 인프라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인프라의 요구사항으로서 파괴적인 수

준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지향

형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즉 미래 사회와 산업이 요구하는 동적

인 자원 공급과 이에 근간한 서비스 제공을 감당할 수 있는 유

그림 3. 인터넷 신산업과 C-P-N-D

그림 4. C-P-N-D 기반의 인프라 구성 개념

그림 5. 클라우드와 네트워킹 연결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래형 자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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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면서도 경제적인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거대규모(hyper-scale)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중심으로 ICT 자원 (resource) 인프라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이 

<그림 5>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15]. 

즉 아마존 AWS, 구글 GCE, MS Azure 등의 명칭으로 불리

는 거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이 통신사업자나 대형 서비

스 회사의 데이터센터들과 점차적으로 연계되면서 미래 ICT 자

원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

들은 점차적으로 모바일화 되면서 가벼운 스마트 단말을 활용

하면서 이와 연결하고, 또한 각종 스마트한 사물들도 비슷한 형

태로 엮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런 모습이 전세계적

으로 자리를 잡기 까지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큰 시차를 가지

면서 3~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공통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그림 5>처럼 개방적이고 소프트웨어-지향으로 구

축되는 가상화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각종 ICT 자원들이 고도

화된 유무선 네트워킹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창조적인 서

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견실하고(reliable) 안전하며(safe) 신속

하고(agile) 경제적인(economic)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습을 가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한 사물

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보다 편리하고 경

제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수

용하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

용하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 

상기한 클라우드 중심의 미래형 자원 인프라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로 소프트웨어-지향(software-defined)과 가

상화(virtualized) 가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컴퓨

트/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킹의 가상화가 

2012년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정의 네트

워킹(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차원에서 집

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6>은 가트너에서 제공하고 있

는 다양한 가상화 기능의 Hype cycle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까

운 시일에 하드웨어적인 가상화가 실현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16].

이중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Green 

IT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인식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17

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새로 공급되는 서버 인프라의 50%가 클

라우드에 배치될 것이라는 공격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기술적으로는 하부 인프라를 공유하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을 공유하는 PaaS (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가 클라우드 인프라가 제공하는 핵심

적인 비즈니스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SDN/NFV

의 발전에 따라 하부에 위치한 네트워킹의 가상화가 일정 수준

에 도달(하드웨어적인 가상화 지원 등)하면 향상된 성능으로 경

그림 6. 가상화 기술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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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ICT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인프라 비즈니스가 가능하

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유연하고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숙제가 안전한(secure)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운

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GIG(Global Information 

Grid)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GIG는 미

국에서 1998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개념이 정의된 

이후, GIG1.0 (2007년), GIG2.0 (2009년), GIG3.0 (2011

년) 버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었다. 초기에는 전쟁수행 방식이 

NCW(Network-Centric Warfare)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

세계 인터넷을 안전한 가용 네트워크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 국

방성의 총체적인 통신 프로젝트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는 가상화 기술의 발전에 탄력을 받아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다수의 부처들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GIG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17]. 살펴보면 GIG는 통신망 게이트웨이로부터 네트워크 운

영, 관리 정보를 받아 통신망의 성능, 용량, 자원 및 위험을 통

합 관리하도록 보안관제센터와 보안관제 망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성, 운영한다. 보안관제센터는 단말에 대한 접속제어 및 단말

권한에 따른 자원할당 등을 통하여 보안성 및 서비스 품질을 확

보한다. 따라서 GIG는 기존 통신망 별 개별 인프라를 가상 네

트워크 기술로 통합하는 Unified Capability를 확보하고자 목

표하는 미래형 네트워크 중심 ICT 인프라의 좋은 사례를 보여

준다고 판단된다. 

V.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초연결사회  

대응 인프라 활용

미래 지향적인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스마트한 지구(Smarter Planet),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또는 Internet of Everything) 과 

같은 슬로건들이 의미하는 미래혁신을 위한 ICT 인프라의 모습

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스마트한 서비스의 실현은 <그림 8>과 

같은 모습이 예상된다[18].

즉 자원 인프라 부분에서는 <그림 8>의 하단과 같이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자원이 밀 결합되고 통합적으로 제어되면서 개방

되고 공유되어 혁신적 응용과 서비스에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

는 유연한 ICT 인프라로 정의된다. 이런 인프라는 산업적 측면

에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원집합들을 개방하고 유연한 자원의 할당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연계시켜 구축하고 운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7. 미국 GIG 네트워크 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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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에 따른 사례의 하나로 <그림 9>에 제시한 ETRI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SNP(Smart Node Platform) 과제를 

들 수 있다[19]. 

상기한 구조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을 가질 미래형 ICT 자원 

인프라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담

은 각종 장치들과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총괄하여 제어/관리

하는 플랫폼이 상호 연동하면서 구성된다1. 인프라를 통한 서비

스의 개발과 운용을 병행하는 DevOps 방법론에 따라 자동화의 

이점을 누리면서, 자원 인프라가 제공하는 가상화된 자원집합

(resource pool)을 실증대상 서비스를 조율하는 구도에 맞춰서 

활용하도록 <그림 10>의 개념에 따라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를 구축하고 운용해야 한다[20][21]. 즉 ICT 기술의 급격한 변

화에 맞춰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서비스를 

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논의하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와	PaaS	(Platform	as	a	Service)	차원의	연결과	같은	차원에서	바
라보는	것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실증하면서 즉각적으로 검증하고 수정/보

완하는 창조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

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활용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한 서

비스-중심의 실증환경을 미리 준비된 템플릿(template)을 가

져다가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손쉽

게 구성하고 활용한다. 이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돌아 보

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예 연계된 가상화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컴퓨팅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분야로 차례로 전파

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

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자원집합을 정의

하여 유연하게 맞춰내는 One-stop방식으로 서비스 실증환경

에 대한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의 대표 주자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은 서버, 네

트워크, 스토리지를 위한 자원 집합들을 하나로 묶는 융합형

(hyper-convergence) 구성으로 단순하게 재구성하면서 복잡

해진 자원 운영/관리를 자동화하여 경제성과 유연성을 향상시

키고 있다. 즉 제공하는 자원집합의 유연성과 경제성에 대한 요

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선택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순화되고 개방된2 융합형 노드들로 만들

어내는 자원 인프라를 그릴 수 있다. 

또한 인프라의 관리자(운용자) 입장에서 융합형 노드 자원집합

에 기반한 통합형 인프라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요구된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기능(function)에 맞는 자

원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보하도록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스타일 API를 통해 표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 관계를 이해하는 모델링, 자원과 서비스 상태를 파

2	 	페이스북	주도로	시작된	OCP	(Open	Compute	Project)와	같은	
개방형	자원	구성의	사례를	참조	바람.

그림 8.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형 서비스 지향 플랫폼  

(Industrial Internet) 구조

그림 9. 스마트 인터넷과 스마트 서비스 실증

그림 10. 소프트웨어-정의 개념을 활용한 템플릿 기반 서비스  

실증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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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모델링과 모니터링 정보에 따른 다양한 

적응화를 전체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조율하면서 해결한다. 즉 <그

림 11>과 같이 서비스 통합 실증환경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들을 

위하여 통합적인 자원 제어/관리 역할, 다양한 편의 도구를 통한 

사용자 자원활용 지원 역할 등을 지원해야 한다. 

IV. 초연결사회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체계

상기한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에서 확보된 성능/가격 경쟁력 분석을 감안하면서, 국가적인 차

원에서 적정 규모 이상으로 자원집합 공유 개념에 따라 확보하

고 운용하는 틀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프라/

플랫폼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특화에 집중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담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한 

소프트웨어 지향 인프라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축

하려면 전체적으로 DevOps 방법론에 따라 조화롭게 구축과 운

영을 주도하는 미래형 ICT 추진조직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축

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양한 실증환경의 생성을 촉진하는 공

개(open-source) 소프트웨어 기반 커뮤니티 생태계가 조성되

면 이상적이다. 

또한 상기한 개방형 초연결사회 인프라 및 플랫폼을 활용한 

ICT 선도기술의 사업화 모델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

는 여러 당사자들의 협력체계가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이고 빠

른 시장지향형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

라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기능/성능 검증이 자체 실험실 환경

에서만 추진되어 상용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 및 협력 프로세스

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 R&D 상용화율

은 6.1%에 불과하며, R&D 기술이전 28%, 상용화 23.6%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약 2011년 기준 약

50조원으로 GDP의 4%에 달하여 세계적인 수준이나 기술 무역

수지는 0.41로 2011년 59억불 적자를 기록하여 O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및 개발된 결과물

에 대한 적용 및 운용을 일괄, 통합 시행하는 연구개발 방식인 

DevOps 방법론에 따른 선순환 연구 R&D 생태계 활성화가 필

요하다. 연구, 개발 차원에서 DevOps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연구개발 결과물의 품질인증, 실증시험, 실증서비스, 상용 

선도서비스를 거쳐 도출된 개선사항을 연구개발 단계로 피드백

하고 보완하여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장요구를 반영하

여 사업성공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R&D협업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DevOps R&D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과 이를 실증하고 시험 

검증하여 인증까지 하는 기관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시범적으

로 서비스를 구성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관 또한 대

규모 수요자인 정부, 공공기관 등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산업체에 시험검증을 위

한 환경을 제공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필요시 제품의 인증도 추진하도록 한다. 

산학연의 연구개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하여는 선도적으로 이

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UI/UX 개발

이 필수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시험망을 활

용한 조기 실증을 수행하는 시범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종 제품에 대하여 기술표준을 

정비하여 작성하고 배포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장비 및 

서비스를 도입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

으로써 ICT 선도기술 장비 및 서비스의 공공기관 수요 결집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ICT 기술, 제품들은 국내 만

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판매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 과

그림 11. DevOps 방법론에 따른 사용자별 실증환경 제공

그림 12. DevOps R&D 사업화 협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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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적인 투자이며 또한 산업체에서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체계를 해외로 확장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쌓

아 놓은 ICT에서의 놀라운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의 know-

how를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

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체계도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연

구,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체계에 덧붙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 <그림 13>를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 연구망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

는 사례로 KOREN 시험/연구망을 통해 국내적으로 검증된 ICT 

기술을 TEIN4 (Trans-Eurasian Information Network 4) 

국제망 중심으로 개방형 국제협력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OF@

TEIN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22]. 구축된 OF@TEIN 환경은 

TEIN4 국제연구망을 활용해 SDN에 기반한 미래형 서비스 실

증을 해외협력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컴퓨팅/네트워킹 

자원을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SmartX Rack’ 장비를 중심으로 

개발된 <그림 14>와 같은 독자적인 국제연동 테스트베드이다. 

V. 결 론

미래인터넷 기술의 수요처가 막연한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

고, 현시점에도 바로 응용하고 적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으로 사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

니스 실수요가 이미 우리 주변에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

은 우리가 미래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시했던 몇 가지 비즈니스 서비

스들 외에도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및 서비스 보안 기술, 개인

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기술, 국방/안보에서 

요구되는 생존력이 강한 네트워크 등등 미래인터넷이 추구하는 

기술적인 달성목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 영역들을 우

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사회를 견인할 인프라, 나아가서는 행성

간 인터넷 등도 이미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서

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서비스 중심적인 사고에서 볼 때 다양한 비즈니스 서

비스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서비스들은 

하부의 네트워크나 플랫폼에 다양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제시하

게 될 것이고, 이런 기능적 요구사항들은 다시 상당부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터넷 기술이 추구하는 목표와 유사

한 것들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채택하였던 순차

적인 방법론, 즉, 연구, 개발, 시험, 실증, 상용화라는 고정적인 

틀에서는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어렵고 새로

운 시장을 만들고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가치사슬 

중심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주변

의 세계는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혼자만의 강국, 

혼자만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지구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수많은 상대자들과의 전략적인 결합과 서로의 장점

을 극대화 하여 단기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가치사

슬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 비즈니스 

중심의 미래인터넷 사회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확신하

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얼마나 빨

리 제공하는가 하는 적시성과 얼마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최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래형 인프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기한 인프라 구

축과 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된 방향성으로 국가

적으로 분산된 핵심 자원집합들을 유연하게 연계하는 실증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면서 국

그림 13. 기술 사업화 해외 협력체계

그림 14. SmartX Rack 을 연동한 OF@TEIN 국제협력 자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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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확산되는 다국적ICT 인프라의 세력확장에 대한 대응

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내부 정비를 차분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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