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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F는최첨단그리드기술에대한정보교류와그리드표준화외에세계각국의

그리드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인다는데에도큰의의가있다. 국제차원의그리

드발전상을논의하고협력사업등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교류할수있기때문

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GGF13의 첫날인 지난 3월 13일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세계그리드기술현황및전망좌담회’를열고GGF 마크리니쉬의장, 유럽위

원회(EC) 기술인프라응용국장인울프달스텐, EC 그리드기술과장인볼프강보

흐, 국 사우스햄튼대토니헤이교수, 일본그리드책임자인사토시세키구치,

중국후아퉁과학기술대하이진교수, 우리연구원슈퍼컴퓨팅센터의이지수센

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그리드 현황과 당면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

며, 특히그리드초기단계인한국의그리드기술에대한발전적인방안을심도있

게논의했다. 

세계그리드기술현황및전망좌담회

지난 3월 13일 그리드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세계적인 그리드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서울 롯데호텔)

이지수 /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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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좌담회내용을정리한것이다.

이지수센터장 : 최근 그리드기술에있어서가장큰화두는상용화다. 이번 GGF13에

서 비즈니스 그리드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데, 비즈니스 그리

드의현황과전망은어떠한가?

▶마크 리니쉬 의장 : 연구실 단계에 머물던 그리드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기업들이그리드에관심을갖는가장큰이유는그리드를통해장비를효율적으로사

용할경우, 시간절약은물론엄청난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기때문이다. 최근에

는 월가(Wallstreet)에서도 그리드를 재무 관련 위험도 분석에 활용하려 하고 있고,

자동차나항공기제조업은물론신약개발, 통신업계등에서도그리드기술을활용하

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DC report에 따르면 2007년 그리드 시장은

120억불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사토시 세키구치 : 일본의경우에도역시비용절감효과를위해그리드를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하고있다. 2010까지그리드는연간 800억엔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

로보인다. 현재는기업간의그리드보다는단일기업내부의그리드활용이주가되고있다.

▶토니 헤이 교수 : 국에는대규모 IT 업체가없기때문에응용연구에필요한데이터

를빠르고효율적으로분석할수있는환경조성에집중하고있다. 앞으로5년간은학

계중심으로기술이개발될것이고그결과가 15년안에비즈니스와 e-Science로확

대될것이다. 이를위해연간 2억파운드를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고, 5천만파운드

를산업에투자하고있다. 

이지수센터장 : 그리드기술의발전에따르는문제점은없나?

▶울프 달스텐 국장 : 그리드는컴퓨팅을뛰어넘는데이터마이닝, 즉자원공유를추구

한다. 때문에“보안”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간의자원공유를위한그리드기술이성공할수있을것이다. 또, 보다많은분야

에서 그리드 기술이 활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역간의

“표준화”가절대적으로중요하며, 이표준화에있어서GGF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

하게될것이다.

이지수 센터장 : 그리드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중국의 경우, 그리드를 어떻게 활용할 계

획인가?

▶하이 진 교수 : 중국에서의그리드개발최우선목표는 low cost computing 환경구

축이다. 중국은지리적인광대함이나교육수준의불균형때문에원격교육의필요성

이매우절실하다. 또, 고가의소프트웨어를공동활용하는것도활발하지않은데, 이

러한분야에서그리드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보다많은사람들에게직접적

마크 리니쉬/ GGF 의장

토니 헤이/ 국 사우스햄튼대 교수

울프 달스텐/
유럽위원회(EC) 기술인프라응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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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여러사회문제의해결과경제발전의토

대를 그리드 기술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IT 인프라를갖추는것을목표로, 120조위안이라는막대한비용을투자할계획이며

이가운데95%가그리드등의활용을위한인터넷비용이다.    

이지수 센터장 : 그리드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를 초래하지는 않

을까우려된다.

▶사토시 세키구치 :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네트워킹의 병목현상이

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이를 막기위해람다네트워킹(초고속의 1:1 전용네트워크)

개발에집중투자하고있다.

▶토니헤이교수 : 람다네트워킹의활용을통해5년후에는페타바이트(petabyte)까지

는어렵겠지만테라바이트(terabytes)급의데이터전송은무리없는네트워크환경을

조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이지수센터장 : 한국의그리드기술발전을위한제언

▶토니 헤이 교수 : 먼저미들웨어개발을통해탄탄한인프라기반을구축하고, 그다

음으로각분야의협력을통해핵심software를산업부분에서활용하는것이좋을것

으로본다.

▶마크 리니쉬 의장 : “에코-시스템”을갖출것을권한다. 한국의경우우선기술개발

을 하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에코-시스

템”을구축하는것이긍정적이라고생각하며, GGF같은국제포럼을통해다양한경

험과협력을추구하는것또한중요하다고본다. 또, 국제적으로도이번GGF13의성

공에서보여줬듯한국이그리드의발전을위해강한리더쉽을발휘해줄것을기대한다.

이지수 센터장 : 그리드 기술에 대해 흔히“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어떻게생각하는가?

▶토니 헤이 교수 : 단언하기는힘들지만전세계인의삶을변화시켰던인터넷보다훨

씬큰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 충분히황금알을낳는거위가될수있다. 물리

학자들이자신들의연구를위해월드와이드웹을처음개발했을때, 그것의파급효과

가지금처럼엄청날것이라고는아무도예상치못했다. 그리드역시지금생각하는것

보다훨씬큰파장을불러올것이다. 결국은어떠한비전을가졌는가, 즉어디에도전

하느냐가그리드의파급효과를결정할것이다.  

▶마크 리니쉬 의장 : 결국“비전”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를결정하게될것이다.

하이 진/
중국 후아퉁 과학기술대 교수

사토시 세키구치/
일본 그리드 책임자

볼프강 보흐/ EC 그리드 기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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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Business Computing Trends

The growing trend in research and business is to focus

horizontally within and across organizations for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sign; process and data

integration. This trend has been accelerating through the

availability of low cost, standardized infrastructure and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Internet and Internet-related

standards for information, collaboration and commerce. 

Research at major university, government and

corporate labs is increasingly a “team sport”wher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and problem solving are the

norm and the sharing of compute and data resources is

required.  

Business has embraced the concept of the “extended

enterprise”, integrating partners, suppliers and customers

into dynamic value chains. The “extended enterprise”

places increased demands on business processes and the

supporting IT infrastructure to work in a synchronized

manner across a heterogeneous, networked environment.  

Both Research and Business are highly motivated to

continue to support efforts to break down existing people,

process, and technology silos that inhibit the flow of

information, innovation and commerce in our increasingly

inter-connected economy.  

During the next years we will likely observe a set of

profound changes in research and business computing to

연구 및 비즈니스 컴퓨팅 동향

최근 연구 및 비즈니스에서는 협업연구와, 디자인 그리고

프로세스와 데이터 통합을 위해 기업 내·외부에 걸친 수

평적협력에집중하는것이증가추세이다. 이러한경향은

저비용, 표준화된인프라그리고인터넷과정보·협업·상

업화에관한인터넷관련표준의광범위한채택을통해가

속화되고있다.

- 주요대학, 정부그리고회사실험실에서는공동조사및

문제해결이 표준이 되고 컴퓨터 및 데이터 자원의 공유가

필요한“팀연구”가증가추세이다.

- 비즈니스업계에서는파트너, 공급자그리고고객들을역

동적인 밸류체인으로 통합하는“확장기업”의 개념을 도입

하고있다. “확장기업”은 다양하고네트웍으로연결된환

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수요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지원IT 인프라에우선시한다.

- 연구계와기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호연동경제에

서 정보, 혁신 그리고 사업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존의 인

력,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사일로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기꺼이지원할것이다.

몇년내우리들은이러한협업과인터넷이가능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비즈니스 컴퓨팅 분야에서 일련의

심오한변화를지켜보게될것이다.

- 이러한과정은특화되고비형식적인형태에서보다쉽게

파트너및고객들과연결되고 IT 인프라지원을위해도구

화될수있는디지털형태로변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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