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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ud computing has been increasingly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its flexibility, scalability, cost effectiveness, etc. Recently, 

many scientific communities have been attempting to use cloud computing as a way to deal with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and 

operating a research infrastructure. Especially, since they need various collaborations based on networking, such as sharing 

experimental data, redistributing experimental results, and so forth,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at supports high performance 

networking is required for scientific commun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RealLab, a high performance cloud platform for 

collaborative research that provides virtual experimental research environment and data sharing infrastructure over 

KREONET/GLORIAD. Additionally, we describe some RealLab use cases for showing the swift creation of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explain how massive experimental data can be transferred and shared among the communi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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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은 유연한 사용  제반 비용 감 등을 이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용 범 를 넓 가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도 연구 인 라 구축  운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한 방법으로서 클라우드 컴퓨 의 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용량 실험데이터의 확보  결과데이터 공유 등 네트워킹 기반의 다양한 업을 필요로 하므로 고성능 네트워킹 인 라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REONET/GLORIAD 상에서 실험환경과 데이터의 공유 

인 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통합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연구 랫폼인 RealLab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활용시나리오를 통해 물리 인 시스템의 설치 없이 필요로 하는 연구 환경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고, 용량의 실험데이터를 빠르게 

송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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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가상화 기술은 컴퓨 , 스토리지, 네트워크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어오며 그 통합 인 형태인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 기반 컴퓨  사용 방식으로 발 해왔다. 이러한 클라

우드 컴퓨 은 ‘pay as you go’ 개념의 ‘사용한 자원량만큼 

비용 지불’하는 방식[1]을 정착시키며 그동안 물리 인 시스

템의 구매, 설치  설정을 통해 시스템을 사용해왔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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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소화시켰다. 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량을 제시

하면 바로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상의 

시스템을 할당받고, 불필요해지는 시기에 바로 반환하는 형

태의 시스템 여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탄력 인 시스템 운

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 은 이러한 시스

템 구성 편의성과 더불어 기 투자비용 감, 인 라 리 

비용 감 등의 이 으로 인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그 

사용 범 를 확 해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업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을 다각도로 용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응용들은 실험 수행을 해 고사양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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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와 업 기 과 막 한 양의 실험데이터 공유를 

해서 고성능 네트워크를 갖춘 연구 인 라를 필요로 한다. 

한 지리 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자들이 업을 진행

할 때 실험데이터 송 등의 작업에서 발생되는 성능 이슈, 

서로 다른 하드웨어, 소 트웨어, 운 체제 등의 사용 때문

에 때때로 발생되는 실험 결과 차이, 에러 등 문가의 작

업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착하게 되기 때문[2]에 

인 라  실험 자원들을 잘 운 하고 리할 수 있는 숙련

된 련 문가도 필요로 한다. 실제 으로 1Gbps 는 

10Gpbps의 네트워크가 연구실로 직  연결되더라도, 응용 연

구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스 치, 시스템, 그리

고 공간 등 실험환경을 갖추기 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의 용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 랫폼

인 RealLab을 제안하고자 한다. RealLab은 고성능의 컴퓨

자원, 데이터 장 자원, 네트워크 자원의 물리 인 자원들

을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응용 연구자들에게 가상연구

환경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연구환경을 슈퍼유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 연구그룹 간 실험  결과 데이

터를 공유할 수 있는 KREONET 기반의 과학기술 업연구 

랫폼이다. 즉, RealLab은 실험환경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

의 경우 요시되는 데이터의 공유 인 라를 포함한 통합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응용자의 연구 편의성을 높여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 에서는 클라우

드 컴퓨 의 과학기술 분야 용 시도  클라우드 오  소

스 소 트웨어들의 분석과 련된 기존의 연구 내용을 기술

하 고, 3 에서는 기존의 과학 연구 업 환경에서 개선해

야 할 문제를 다루었으며, 4 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한 

제안모델을 제시하 다. 그리고 5 에서는 4 에서 제안하

고 있는 모델에 한 구  내용을 보 고, 6 에서는 이를 

통해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7

에서 결론을 지었다. 

2. 련 연구

ICT 기술의 비약 인 발 은 과학응용 연구 환경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고성능 컴퓨 , 네트워킹 등

의 연구자원을 집 으로 요구하는 과학응용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 인 발 을 기반으로 연구 환경의 구축  제

공을 목 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Science Clouds[3]는 과학 인 는 교육 인 로젝트들

에 있어서 EC2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 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된 과제 다. 이를 해 시카고 학과 로리

다 학에서는 16개의 클러스터 노드 상에 Nimbus 툴킷을 

설치하여 Science Cloud를 구축하여 응용 연구자들에게 자

원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응용 연구를 한 클라우드 컴퓨

 용을 검증해보았다. Science Cloud는 로덕션 수 의 

실험 수행에는 어렵지만 로토타입 수 의 실험 수행에는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4]에서 제안하고 있는 Sector와 Sphere는 역⋅고성

능 네트워크에 최 화된, 그리고 데이터마이닝 응용 기술에 

합한 클라우드 인 라이다. 이 인 라는 Sector라는 스토

리지 클라우드와 Sphere라는 컴퓨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

하 수 으로 증가하는 응용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아

닌 분산된 스토리지 시스템에 장  리하며 컴퓨테이션

이 필요할 때 데이터의 이동 없이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공간

에서 컴퓨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된 클라우드 서비스이

다. 이러한 클라우드 방식은 유연하게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리하며 분산, 장된 데이터로 해당 작업을 분배하여 병

렬계산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Magellan[5] 로젝트는 미국 에 지부의 과학응용들을 

상으로 응용별 독특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

퓨  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 제시한다. 

특히, Eucalyptus, OpenStack, Hadoop 등 당시 클라우드 소

트웨어의 한계 , 테스트베드 운  경험을 상세히 제공하

고, 이러한 소 트웨어와 과학응용 요구사항과의 간극을 자

원제공자와 과학응용 에서 논의한다. 

[6]에서는 Eucalyptus, OpenNebula, Nimbus, OpenStack 

등의 존하는 클라우드 툴과 기술들에 해 클라우드 용 

시에 필요한 비교 라미터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 하여 

각 툴과 기술들의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따

른 한 클라우드 기술을 선택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한다. 

이미 알려진 Public 클라우드에서의 내부 네트워크 성능

에 한 한계 을 지 하고, 네트워크 성능 시험을 통해 

체 인 과학응용의 성능 향상을 꾀하는 노력도 있다[7]. 즉, 

클라우드 인스턴스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에 해 네트워크 건

강도 지표, 메트릭 등을 제시하고, 제안된 기법을 e-Science 

의학 이미지 응용인 pCT에 용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함으

로써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국외 연구망 커뮤니티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과 련하여 연구망에서 해결해야 하는 네트워크 기술  

구조들에 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럽의 연구망인 GEANT는 gOCX(GEANT Open Cloud 

eXchange) 구조[8]를 제안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들과 연구망 사용자들 간 고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 필요한 임워크와 기능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Internet2에서 진행하는 OpenCloud[9]는 Internet2

와 멤버 기 들의 력으로 연구망에서의 “Value-Added” 클

라우드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가상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클라우드 운

체제인 XOS를 운 한다. XOS는 서비스 리 툴킷을 정의

하고, 이 툴킷은 서비스의 생성, 운용, 리  합성의 과정

을 단순화시킨다.

[10]에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표 화  다수 클라

우드 간 페더 이션을 통한 업 구조의 단 을 지 하고, 

일본 NII, SINET에서 연구 인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 클



KREONET 기반의 과학기술 업연구 랫폼(RealLab) 설계  로토타입 구축  299

  

라우드 간 업을 한 요구기반 클라우드 구조를 제안한

다. 즉, 이 기법을 통해 다수의 사설 클라우드들은 수평 으

로 통합되고, 그들의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률을 극 화시킬 

수 있다. 

3. 문제 제기

첨단 과학기술 응용 분야는 분야별로 범 한 측 데이

터를 기반으로 개별 연구그룹의 특정 주제에 한 연구를 진

행하게 되므로 응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첨단 과학기술 

응용 분야에서는 학  연구소의 연구실들을 심의 공동 

작업 환경으로 Collaboratory, Cyberinfrastructure 등 업 

환경 구축을 한 노력을 지속해왔고[11-12], 재도 진행 

에 있다. 이러한 업 환경의 요구사항들은 [1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과학 연구 업 환경은 사용자가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공간에 도구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을 개인 작업 공간과 공유 작업 공간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상에서 쉽게 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첨단 과학응용에서 갈수록 빠르게 증가되는 실험

데이터양 때문에, 각 분야의 응용 연구자들은 실험데이터의 

송을 가장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를 하여 해당 응용 연구그룹을 지원하기 한 용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한정된 물리  자원으로 다양

한 응용 연구 분야의 업연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고, 일반 인 상황에서는 종단 연구 시스템까지 

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생성되는 데이터 정보가 방 해질수록 응용 연구그

룹에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리 으로 시스템을 구매하고 배치하

여 소 트웨어를 설치  설정하는 일련의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지 못해 연구에 돌입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 응용의 업연구 환경을 해서는 

앞서 언 한 업연구 환경의 요구사항인 연구 환경의 독립

성  용이한 근성과 더불어, 연구 환경 구축의 민첩성 

 원활한 실험데이터 공유 방식의 제공이 요구된다.

4. 제안 모델 

본 에서는 앞서 언 한 첨단 응용 연구자들의 업연구

환경을 보완하기 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 업연구 환경 제공 랫폼인 RealLab을 제안하고자 한

다.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RealLab은 Fig. 1과 같

이 앙에 매집되어있는 물리자원을 요청한 응용 연구자들

에게 가상화하여 신속하게 실험환경을 구축해주고, 여러 지

역에 분산·배치되어있는 스토리지 서버들의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 데이터 공유 환경을 제공해주

고자 한다.

Fig. 1. Concept of RealLab 

특히, RealLab은 국가연구망인 KREONET/GLORIAD의 

주요 거 에 물리 자원들을 배치함으로써, KREONET/ 

GLORIAD의 지원 상인 첨단 과학기술 응용 연구그룹들이 

그룹별로 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 편의  데이터 

송 성능상의 이 을 지니게 된다. 

Fig. 2. RealLab Functional Block

한 RealLab은 Fig. 2에서처럼 컴퓨 , 스토리지, 네트워

크 등의 고성능 인 라 자원을 제공하는 IaaS 기반 서비스, 

연구그룹/연구자별로 특화된 소 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 

기반 서비스, 로젝트 리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능 블록들로 구성된다. 먼 , IaaS 기반의 서비스는 클

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자원을 가상자원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하고, SaaS 기반의 서비스는 고품질의 네트워크

를 활용한 데이터 송 기능  데이터 공유  동기화를 

한 기능 블록을 의미한다. 

4.1 가상자원을 통한 연구 환경 제공 기능

기존 응용 연구자들은 새로운 로젝트를 시작할 때 혹은 

타 연구자/응용 그룹과 업할 때마다 해당 연구를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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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원을 마련하고 그것 에 운 체제 등의 소 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

한 반복 인 일련의 작업들은 본 실험에 앞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기능에서는 하드웨어 인 자원

으로써 컴퓨 ,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사용자에

게 독립 인 연구자원을 제공하며 그 상 에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운 체제  보안정책 등의 소 트웨어  기능들을 

얹음으로써 사용자만의 특화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4.2 데이터 송 기능

타 연구자/응용 연구그룹과의 업 시, 서로 간에 보유 

인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해서는 RealLab 환경 밖의 외

부 서버와 송을 한 환경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는 scp, 

ftp 등의 송 로토콜부터 gridftp 기반의 Globus online 

[14] 등 다양한 데이터 송수신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 

한,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생성된 가상머신(Virtual Machine, 

이하 VM)들을 외부 서버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VM별 DNS 

제공 등의 부가 인 기능을 제공한다.

4.3 데이터 공유/동기화 기능

지역 으로 분산된 연구자/연구그룹 간의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해서 RealLab의 컴퓨 , 스토리지 자

원은 데이터의 분산, 복제  동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기능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CDN(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다자간의 업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데이터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고성능(High performanc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4.4 체 리 기능

RealLab은 로젝트 단 의 자원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로젝트에 소속될 수 있고, 한 사

용자는 다수의 로젝트에 속할 수 있다. 기본 으로 로

젝트 생성/제거/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의 가

입/탈퇴/권한을 부여하는 리 기능을 제공한다. RealLab 사

용자는 RealLab을 리할 수 있는 Admin, 생성된 로젝트

별 Admin  각 로젝트에 속하는 일반 member 등으로 

나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는 역할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

게 된다.

5. 로토타입

RealLab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은 크게 자원 기반의 

실험환경 제공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인 라 

제공 서비스이다. 본 에서는 RealLab의 주된 두 서비스를 

구 하기 한 RealLab 시스템 설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토 로 구 한 RealLab 환경 구축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RealLab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

여 RealLab의 요소기능들을 구 하 는데, 이를 해 우리

는 오 소스 클라우드 소 트웨어로서 OpenStack[15]을 이

용하 다. 2010년부터 개발되어온 OpenStack은 다른 오 소

스 클라우드 소 트웨어에 비해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재 가장 각 받고 있는 클라우드 소 트웨어이며 계속

인 진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고,  [6]에서 언 하고 있는 

것처럼 확장성(sca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등에서 우수하

기 때문이다. 

5.1 RealLab 설계

Fig. 3. Design of RealLab

RealLab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alLab Service 

Gateway, RealLab Controller, Resource Pool로 구성된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Resource Pool

Resource Pool은 RealLab을 통해 실제로 제공될 자원들

의 집합이다. RealLab 사용자의 실험환경 제공을 해서 

Resource Pool에서는 하드웨어 자원으로서 컴퓨  자원, 스

토리지 자원, 네트워크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 하드웨

어 자원을 유기 으로 결합시켜 실험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소 트웨어 자원으로서 다양한 운 체제 자원을 

보유한다.

2) RealLab Controller

RealLab Controller는 RealLab에서 연구자들의 업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제안한 기능 모듈들로 구성되어있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RealLab은 크게 실험환경 제공

과 데이터 공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응용 연구자들을 

한 업연구 환경을 구성해주고자 한다. 이에 Real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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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Specifications

Computing Node Dell R710 Power Edge

Storage 100TBytes

Network Bandwidth 10Gbps

Cloud Platform OpenStack Grizzly

Hypervisor KVM

Table 3. RealLab System Specification

Controller는 Fig. 4와 같이 설계되어있다. 그리고 각 모듈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 4. Structure of RealLab Controller

∙ Identity Module : Identity Module은 사용자가 

RealLab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엔터링 포인트를 제공하

며, 사용자 진입 시 인증(Authentication)과 인가

(Authorization)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Resource Mgmt Module : RealLab에서 제공하는 자

원들에 한 리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Resouce 

Pool 컴포 트에서 언 한 바와 같이, RealLab은 물리

인 컴퓨트 자원, 이미지(운 체제) 자원, 데이터 장

공간 자원, 네트워크 자원들을 가상화하여 사용자가 요

구한 사양의 실험환경을 구성하여 다. 이를 해 

Resource Mgmt Module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각각의 자원을 리하고 제어하는 핸들러가 포함되

어있고, 메시지큐는 각 자원의 핸들러 간 의사소통을 

한 장치가 포함되어있다.

요소명 역할

Compute

Resource 

handler

vCPU 개수, 메모리량, 하드디스크량 등 사용자가 요

구한 하드웨어 스펙으로 컴퓨  자원 할당 

Image 

Resource 

handler

가상머신 생성 시 필요한 운 체제(이미지)를 리하

는 요소로서, 이미지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재 

상태 장 등의 역할 수행

Storage 

Resource 

handler

가상머신이 할당된 후 추가 으로 데이터 장 공간

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 장 자원 

할당 역할

Network 

Resource 

handler

생성된 가상머신에 사설 는 공인 IP를 할당해주고 

해당 가상머신  호스트 머신에 라우  테이블을 구

성해주는 등 네트워크 자원 할당 역할

Table 1. Function Details of Resource Mgmt Module

∙ Data Mgmt Module : Data Mgmt Module는 사용자

에게 데이터를 장해놓을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RealLab의 데이

터 리 서비스(Data Mgmt Module)는 사용자의 치

에 따라 빠른 업로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백엔드의 다수의 치에 스토리지 시스템 배치

를 제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해 Data 

Mgmt Module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ta를 

운용  리하기 한 다음의 서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요소명 역할

Data

Storing

handler

사용자의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행  

수행. Latency 측정에 기반한 최 의 데이터 선택 

 송

Data

Sharing

handler

복수 개 리 리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서버시

스템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역할  Data consistency 

제공을 한 검사 기능 수행

Data 

Synchronizer

(between Servers) 분산된 서버들에 장되어있는 

데이터 리 리카 간에 항상 동기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수행

(between Server and end user) 종단 사용자들에 

장되어있는 데이터 리 리카와 서버 간에 항상 

동기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수행

Table 2. Function Details of Data Mgmt Module

3) RealLab Service Gateway

RealLab Service Gateway는 RealLab 서비스에 사용자들

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Web 기반의 인터페이스

이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RealLab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RealLab의 제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5.2 RealLab 구축 

RealLab은 오 소스 클라우드 소 트웨어인 Openstack 

Grizzly 버 을 기반으로 구축하 고, RealLab Controller 노

드와 Dual Six-Core CPU, 96GB RAM, 500GB Disk, 

10Gbps NIC 사양의 RealLab Compute 노드 10 , 100TB 

용량의 블록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으며 추후 오 젝트 스토

리지 자원을 추가할 정이다. 

RealLab Controller 노드에는 OpenStack의 컴포 트들인 

컨트롤러 련 Nova 서  모듈들(nova-api, nova-conduct 

등), Keystone, Glance, Cinder를 설치하 고, Compute node

들에는 컴퓨  련 Nova 서  모듈들(nova-compute, 

nova-network, nova-api-metadata)을 설치하고 KVM(Kernel- 

based Virtual Machine)을 하이퍼바이 로써 이용하 다. 이

와 같은 시스템들은 Fig. 5와 같이 물리 으로 배치되었고, 

Table 3은 RealLab 구축 요소들의 상세 사양이다.

RealLab에서는 생성된 VM이 고성능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물리 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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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ffic Flow of Singlehost Mode

분리하고 소 트웨어 으로 효율 인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을 지원하는 OpenStack의 네트워크 운 방식을 이용하 다. 

첫 번째로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도에 따라 세 개

의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물리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모든 컴퓨  노드는 세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RealLab Controller와 리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한 채

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RealLab Compute 노드에 

생성되는 VM 간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VM 간의 메시

지만 송수신하기 한 채 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

하며, 마지막으로 RealLab Compute 노드 상의 VM들이 외

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채 로써  

다른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때 KREONET/ 

GLORIAD는 마지막 채 의 연결네트워크로 이용되어 RealLab

에서 생성되는 VM들이 고성능의 KREONET/GLORIAD 네

트워크 자원을 기반으로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할 수 

있다.

Fig. 5. Physical Placement of RealLab

두 번째로 RealLab은 효율 인 VM 트래픽 흐름을 지원

하기 해 OpenStack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 방식 

에 “multihost” mode로 설정하 다. OpenStack에서 하나의 

OpenStack 도메인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컴포 트만을 갖는 

singlehost mode와 하나의 OpenStack 도메인 내의 

Compute 노드마다 네트워크 컴포 트를 갖는 multihost 

mode의 두 가지 네트워크 설정 모드를 지원한다. Fig.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inglehost mode는 네트워크 설정  운

은 편리하지만 하나의 도메인에 있는 가상머신들의 모든 

트래픽이 네트워크 노드(네트워크 컴포 트가 상주하는 시

스템, 체로 Controller)를 경유하여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

문에 성능, 보안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multihost mode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Compute 노드가 네트워크 컴포 트를 운 하며 각

각 Compute 노드의 VM 트래픽은 각각의 Compute 노드에

서 트래픽 흐름은 담당하도록 네트워크를 운 하는 기술이

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설정상의 어려움, 운 상

의 복잡함은 있지만, SPOF(Single Point of Failure)의 문제

에서 좀 더 자유롭고, 데이터 송 성능의 측면에서 모든 

트래픽이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를 경유하는 것에 비해서 성

능우 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RealLab은 아직 

multihost mode의 지원이 안정 이지 않은 neutron 신 

nova-network를 네트워크 컴포 트로 선택하여 RealLab 상

의 VM들에게 고성능의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한다.

Fig. 7. Traffic Flow of Multihost Mode

5.3 RealLab 구축 정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로토타입 형태의 RealLab은 다

음과 같이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1) 연구환경의 독립성

RealLab은 연구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들에 한 공

유인 라이지만 RealLab을 이용하는 응용 연구그룹은 가상

화를 통하여 연구그룹만의 독립된 연구환경을 할당받는다. 

사용자의 컴퓨  자원 요청 시 독립 으로 가상화된 컴퓨  

자원을 제공하고, 데이터 장 자원 요구 시 데이터 이미지 

형태로 요청하는 만큼 제공하기 때문에 타 연구그룹과는 독

립 으로 데이터 장 자원 제공이 가능하다. Fig.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하나의 호스트 시스템에서 독립된 V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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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tailed Information of Instances

수 개 생성될 수 있고, VM마다 다른 가상의 하드웨어 스펙

과 IP 주소를 갖는다.

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축 해놓는 운 체제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범 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네트워크 

자원의 경우 VLAN-ID를 이용하여 타 연구그룹과 독립 인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연구환경의 용이한 근성

RealLab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사용자라면 구나 근이 

가능하다. RealLab은 RealLab Service Gateway를 이용하여 

연구환경 구성, 자원 할당 신청이 가능하며, 할당받은 자원

에 한 황, 그리고 할당받은 인스턴스에 근할 수 있는 

가상 인스턴스 콘솔도 제공하고 있다. 한 ssh를 통한 

근 등도 인스턴스 각각의 보안룰 설정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실험환경 일반사용자환경 RealLab VM

원격데이터서버 

1000Genome.org의 

15GB 일( 국)
약 2.5Mbps 약 32Mbps

10Gbps 연동 서버의 

50GB 일(홍콩) 
N/A 약 700Mbps

Table 4. Transfer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Normal 

User Environment and RealLab Environment

특히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RealLab은 KREONET/ 

GLORIAD 상에 구축되어있는 서비스로서 일반사용자들의 

네트워크 환경(100Mbps 네트워크)과는 차별화된 데이터 

송 성능을 보여 다. Table 4의 국에 치한 유 체데이터 

제공사이트(ftp://ftp.1000genomes.ebi.ac.uk, RTT=299ms)에

서 15GB 크기의 데이터 일을 다운로드 할 때 양종단 시

스템 간의 네트워크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사용자환

경에서는 약 2.5Mbps, RealLab의 가상머신을 통해서 

32Mbps의 데이터 송성능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결과는 RealLab과 10Gbps 네트워크로 연동되어있는 홍콩에 

치한 서버(RTT=34ms)와 데이터 송 테스트를 했을 때 

RealLab의 가상머신에서는 약 700Mbps 정도의 송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RealLab은 

KREONET/GLORIAD 주요 지원 상이 되는 첨단 과학응

용 연구그룹에게 고성능의 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환경 구축의 민첩성

RealLab은 물리 으로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비하여 

자원을 가상화하여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연구자들에게 연구환경을 제공해  수 있다. 물리 으

로 연구환경을 구축할 때에는 시스템 구매, 시스템 배치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으로 인해 연구환경 구축 소요시간이 

많이 상되지만, RealLab을 통해 연구환경을 구성하게 되

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 생성되는 가상머신 수

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단 로 가상머신 생성이 완료됨을 

볼 수 있고 이 상태는 네트워크 설정까지 완료되어 바로 외

부와 통신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때로는 기설정된 

이미지 스냅샷을 이용해서 가상머신들을 생성할 수 있으므

로, 시스템마다 시스템 세   튜닝 시간의 약도 기 할 

수 있다.

동시 생성 VM 수
1개 5개 10개 15개

소요시간

생성소요시간( ) 46 91 141 213

※ 인스턴스 생성 시 라미터 : 

ubuntu_12.04_cloud_image(OS)/1개(vCPU)/2GB(RAM)/20GB(DISK)

Table 5. The Time Required for Constructing an 

Experiment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VMs to Launch Simultaneously

4) 데이터 공유 인 라의 제공

RealLab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연구그룹을 한 데이터 

공유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할 정이다.

첫 번째는 RealLab의 연구환경과 연계된 스토리지 서버

를 통한 데이터 공유 방법이며, 두 번째는 분산된 스토리지 

서버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 방법이다. 연구그룹에 속해있는 

각 응용 연구자들은 RealLab 스토리지 서버로 데이터를 업

로드 하여 장 가능하고, 이 게 장된 데이터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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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ata Transfer Process Using RealLab

으로 분산되어있는 스토리지 서버에 백업  동기화된다. 

연구그룹에 속한 연구자들은 이 게 공유된 데이터를 

RealLab 연구환경 내에서 는 자신의 로컬 머신으로 이동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요청하는 치에 따라 최단 

거리에 있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6. RealLab Use cases

RealLab IaaS 기반으로 데이터 송에 특화된 SaaS 기능

을 구 할 수 있다. 본 에서는 RealLab IaaS와 타 로그

램의 연계를 통해서 앞서 언 한 데이터 송  공유 시나

리오를 소개한다.

6.1 데이터 송 시나리오

Fig. 9. Concept of Massive Data Transfer

RealLab을 활용하여 외부 서버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한 기능은 Fig. 9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용량의 실험데

이터를 고속으로 송하고자 하는 연구그룹은 RealLab을 통

해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커뮤니티별로 논리 으로 독립된 

업연구 환경을 운 할 수 있다. RealLab에서 형성된 커뮤

니티들은 KREONET/GLORIAD 기반의 고성능 백본 망에 

종단 시스템을 확보한 것과 동일하다. 

데이터 송수신을 한 여러 가지 송 툴들 에서 Globus 

online을 활용할 경우, RealLab에서 구동된 GCS (Globus 

Connect Server), GCP(Globus Connect Personal) 버 을 필

요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실험환경을 운 할 수 있다. 이

것은 국외 업연구 트 들이 운 하는 GCS상의 데이터

를 성능상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0은 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을 해 RealLab에서 

단계별로 수행되는 차를 보여 다. RealLab의 리자는 

요청에 의해 각 응용 연구 커뮤니티를 한 그룹을 생성하

고, 해당 그룹의 리자를 등록한다. 

이후, 그룹의 리자는 VM을 생성하고, 필요한 운 체제

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Globus online의 GCS를 구동하기 

한 차를 완료한다. 이러한 과정은 RealLab 리자가 제공

하는 “재사용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생략될 수 있다. GCS

의 구동 이후, 그룹의 리자는 해당 그룹에서 공유할 용

량 데이터를 국외 업연구 트 들이 운 하는 GCS서버

로부터 내려받는다. 이러한 과정에는 VM의 지속 인

(persistent) 서비스 제공을 해 해당 VM에 한 외부 

ip(floating ip), DNS 할당 등의 내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추가 으로 공유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룹 멤버들을 

등록한다.

그룹의 멤버들은 각자 VM을 생성하고, 그룹의 리자가 

수행했던 과정들과 유사한 GCP 구동 환경을 구축한다. 

GCP를 구동함으로써, 그룹의 멤버들은 RealLab 내의 그룹

마다 운 되는 GCS 서버상의 용량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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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ata Sharing & Synchronization Model

6.2 데이터 공유/동기화 시나리오

RealLab은 지역 으로 분산되어 치하는 스토리지 시스

템을 활용하여 용량 실험데이터의 공유  동기화를 구

한다. 이러한 ReaLab의 특성은 응용 연구 분야의 데이터 

요도에 따른 랫폼 운 의 안정성 확보  데이터의 근

성을 향상시키기 함이다. 이러한 기능은 OpenStack의 

Swift 컴포 트를 활용하여 구 될 수 있다. Swift 서비스는 

용량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오 젝트 장 기능을 제

공하는 서비스로, 용량 데이터의 복제  동기화를 제공

하고, 우수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RealLab의 특징은 

Fig. 11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치  사용 환경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로 데이터 공유  송에 한 이

을  수 있고, 다음의 세 가지 로 설명할 수 있다.

1) 서버 간 데이터 공유, 동기화

RealLab의 배치(deployment)는 KREONET/GLORIAD와 

같은 역 규모의 백본 망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POPs를 상으로 일종의 리 리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백본 인 라의 활용도를 도모하고, 지역 으로 떨어진 그룹 

사용자들에게 용량 데이터에 한 근성(Accessibility)을 

높일 수 있다. 기본 으로 Swift 서비스는 3 replicas 이상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은 Swift 서비스의 

특성과 자연스럽게 매칭 된다.

2) 서버,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동기화

기본 으로 RealLab은 부분의 작업을 인터넷상에서 

랫폼으로 근하여 원격에서 수행된다. 하지만, 스토리지상

의 용량의 실험데이터  그룹 멤버들의 로컬 머신에 존

재하는 데이터에 해서 추가 인 동기화 메커니즘이 요구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클라이언트 머신에 OwnCloud와 

같은 “file hosting” 툴을 설치하고, 외부 스토리지로 Swift 

서버를 설정하여 구 될 수 있다.

3) 서버 VM 연계 내부 스토리지 간 동기화

RealLab에 존재하는 Cinder 기반의 내부 볼륨 서비스는 

규모의 스토리지 서버와 달리 VM에 한 일종의 “작업 

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내부 볼륨에서 유지되는 

데이터와 Swift 기반의 스토리지 서버 간에 유지되는 데이

터 사이에는 데이터 일 성(Consistency)이 요구된다. 이러

한 요구사항도 2)에서 제안된 유사한 방식을 RealLab 내부

의 가상머신에 용함으로써 구  가능하다.

7. 결론  향후 계획

첨단 ICT 인 라를 필요로 하는 응용 연구자들은 해당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실험환경 구축  데이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RealLab은 연구 환경 구축의 편의성  연구그룹별 데이

터 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RealLab의 개념 

설계  주요 기능들을 정의하고, 오 스택을 이용한 로

토타입핑 구   KREONET/GLORIAD 기반의 테스트베

드 구축 내용을 기술하 다. 그리고 추가 으로 이러한 결

과물들이 과학응용 데이터의 송/공유/동기화에 활용되는 

시나리오들을 제시하 다.

최근 세계 각국의 연구망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

여 IaaS, SaaS 기반의 “목 ” 지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RealLab과 

타 테스트베드와의 연동을 해서 동기종/이기종 테스트베

드 간의 연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OGF(Open Grid 

Forum)에서 표 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통 인 SAML, Oauth 등

을 활용한 자원/계정 연동 서비스의 추가 확장에 한 연구

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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