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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시대의핵심기반기술로서의그리드역할
_ 염헌 교수·서울대학교전기컴퓨터공학부·yeom@snu.ac.kr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낯설기만 했던‘유비쿼터스

(Ubiquitous)’란 용어는 이제 실생활 곳곳에서 흔히

쓰이는보통명사로자리잡았다. 또한, 용어의흔해짐과

맞물려사람들은다양한휴대용디지털기기를이용하여

시공간의제약없이정치, 사회, 경제, 교육및엔터테인

먼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소비하는 유비

쿼터스적인삶을자연스럽게 위하고있다. 이제유비

쿼터스시대가도래하고있는것이다.

본고에서는이러한유비쿼터스시대를맞이하여유비

쿼터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

발전된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새로운 공통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제안되고있는그리드에대해서소개하고,

이둘의시너지효과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유비쿼터스시대

유비쿼터스란단어는라틴어에서온것으로 어사전

에서 찾아보면‘도처에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유비

쿼터스라는단어를컴퓨터과학분야의신개념을지칭

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88년 미국 제록스

(Xerox) 사의마크와이저(Mark Weiser) 박사이다. 

실제로유비쿼터스라는말은pervasive와같은의미로

사용된다. 여시서파생된‘pervasive computing’, 혹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차세대 컴퓨팅을

의미하는데, 이는 컴퓨터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그존재가잘구분이되지않는컴퓨팅환경을말한다.

그는 이를‘disappear’, ‘invisible’, ‘calm’이라는

개념으로정의하 다. 이는기술적인문제보다는사람의

심리적인문제가더욱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가

상상한유비쿼터스컴퓨팅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생활속모든사물에컴퓨터칩을내장하여

어디에나컴퓨터가존재하고이러한컴퓨터를

사람들이의식하지않고자연스럽게사용하는것”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정의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특징은아래와같이구분할수있다. 

< 유비쿼터스시대 >



1) 네트워크에접속되어야한다.

무선을통하여모든기기들이연결되어어느곳에

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나

컴퓨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없다. 

2) 컴퓨터는사용자에게보이지않아야한다. 

사용자 주변 환경 속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 활용도가 증가하지만, 

사용자는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에 숨어 있는 컴퓨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용자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컴퓨터의

존재를느끼지못해야한다. 이러한개념은컴퓨터

칩 설계, 네트워크 프로토콜, 입출력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라이버시 같은 모든 컴퓨터 분야의

연구에 향을주게된다.

3) 현실세계어디서나컴퓨터사용이가능해야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가상 실이 아닌 현실 세계에

정보를표현할수있는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

되어야한다. 

이러한유비쿼터스컴퓨팅을구현하기위해서는여러

가지해결해야될문제들이존재하며수많은연구자들이

이에대한연구개발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1999년에 일본 노무라 연구소의 무라카미 데루야스

이사장은‘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마크

와이저의‘유비쿼터스컴퓨팅’을재해석하 고, 2000년

12월에는 노무라 총합연구소가‘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라는연구보고서를발간하 다. 유비쿼터스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컴퓨팅에서특히네트워크가중요하다고점을

강조하여 지금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킨

개념이다. 이는 휴대폰, PDA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다니면서멀리떨어져있는각종사물과연결하여

그 사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근거리, 원거리무선통신망개념이더욱핵심적인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고 표현함

으로써네트워크의역할과비중을좀더강조한것이다. 

이러한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고정·이동, 유선·무선, 통신·방송이라는 역을 넘어

이용장소에관계없이상시접속이가능한모바일특성을

갖춘브로드밴드네트워크기반을갖는다. 

2) 대형 범용 컴퓨터나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 

게임기, 카 네비게이션, 디지털TV, 정보가전, 웹카메라,

물체에 부착한 전자태그 등 각종 정보기기나 센서가

IP(가능하다면 IPv6) 등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서로

연결된상태가된다. 

3) 문자·숫자, 정지 상뿐아니라동 상이나음성을가진

콘텐츠,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솔루션,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 전자상거래가가능한플랫폼등에활용이가능하다. 

무라카미 이사장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P2P

(Person To Person), P2O(Person To Object), O2O

(bject To Object) 세 단계로 나누고 O2O 단계에서

비로소유비쿼터스컴퓨팅시대가도래한다고말한바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이이세가지단계를동시에거론

하는데반해, 유비쿼터스네트워크는P2P를유비쿼터스

사회의기반으로중시한다. 인간과인간이언제, 어디서

든지서로커뮤니케이션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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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토대위에인간과기계가, 나아가기계상호간의

네트워킹이가능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리드

일반명사인그리드라는단어를차세대컴퓨팅환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이안포스터(Ian Forster) 교수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계산 자원들을 활용하여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드는 자주 대규모 과학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산자원들을연결하는플랫폼으로서만인식되고있다.

그러나그리드의실제목적은전기를사용하는것처럼

어디서나 손쉽게 계산 능력과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초기의 그리드에 대한 정의는“고성능 계산 자원에

대한효율적인접근을제공하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드는단지계산자원들에대한공유뿐만이아니라,

네트워크로연결된모든자원들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

해주는 훨씬 더 범용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그래서

포스터는 2002년에그리드에대한개념을다음과같이

재정의하 다.

“고수준의 QoS를 보장하면서, 

표준적이고, 개방적이며, 범용적인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통한분산된자원들에대한통합”

결국 그리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종류의 자원

들을 공유하는 범용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리드상의모든자원들은그리드의아키텍처인OGSA

(Open Grid Services Architecture) 환경 내에서는

서비스로서 표현이 되므로, 그리드는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범용플랫폼이라고도정의할수있다.

OGSA는현재그리드의아키텍처로이아키텍처내의

모든요소들은서비스로서표현되며이러한서비스들을

그리드서비스라고한다. 그리드서비스는웹서비스를

그리드개념에맞게확장한형태로분산시스템의주요

이슈들인네이밍(naming), 서비스상태, 생명주기, 통지

(notification) 등의 메커니즘들을 지원한다. OGSA 

명세는 현재 GGF를 통해서 규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그리드 아키텍처인 OGS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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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의단계구분과특성 > < 그리드환경 >



1)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표준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이용한다.

2) 서비스지향(Service-oriented) : 플랫폼에종속적

이지않다.

그리드에대한연구는주로미국과유럽이주축이되고

있고현재다양한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는데, 그중

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은 GLOBUS

(www.globus.org), EGEE(public.eu-egee.org),

EUROGRID(www.eurogrid.org), NEES grid

(www.neesgrid.org), NAREGI(www.naregi.org),

NSF MIDDLEWARE INITIATIVE(www.nsf-

middleware.org) 등이 있다. Global Grid Forum

(www.ggf.org)은 다양한 그리드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기구로서 그리드 프로젝트 참여자, 개발자, 

연구자, 기업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3회씩 전

세계를돌며관련행사를진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부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1998년부터인간게놈지도작성사업, 항공기

통합설계작업, 지진예측분석사업등다양한그리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

부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공동으로‘국가

그리드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리드포럼코리아

(www.gridforumkorea.org)는국내그리드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그리드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그리드표준화에기여하며, 국내에그리드표준을보급

하고, 그리드산업을육성및개발하기위한협업환경을

구축함을목적으로활동을하고있다. 국내그리드프로

젝트 사례로는 K*Grid, MoreDream, Korea@Home

프로젝트등이있다.

그리드의 종류는 크게 계산 그리드, 데이터 그리드,

액세스그리드등으로구분이된다. 계산그리드는그리

드를통해서고성능의계산자원확보를목적으로하고,

데이터 그리드는 VO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공유를 목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 제어 메커니즘

및 고성능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액세스

그리드는 그리드 사용자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다양한협업도구들을제공한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을위한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그리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마크

와이저에의해서제안되었고, 그당시많은연구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년 안에 유비쿼터스

환경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하 다. 하지만 20년이

가까워오는현재까지도유비쿼터스환경은초기단계에

머물고있다. 

이렇게느린진행이된이유는사회적, 정치적인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통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라고할수있다. 이는유비쿼터스환경내의수많은

컴포넌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즉, 유비쿼터스를위한장치와서비스

들이서로연동되기위해서는공통표준과환경이전제가

된인프라스트럭처가요구된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가이아(GAIA), 오라(Aura), 쿨타운(Cooltown)과

같은공통인프라스트럭처를위한다양한시도들이없지

않았지만, 이것들은 독점적인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을잃었고몇몇기관에의해서주도된프로젝트라

계속적인발전및지원에대한미래가불투명하다는약점

때문에 널리 확산되는 데는 실패하 다. 이렇게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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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로 인해 장기간 고착 상태에서

빠져있던 유비쿼터스 커뮤니티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

활발히추진되고있던 로벌분산컴퓨팅을위한그리

드라는환경을목격하게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드는 표준화되고, 일관적

이고, 신뢰적이며, 저비용의 임의 접근을 통해서 조직

사이에자원들을공유하게해준다. 이를위해서그리드는

OGSA에 기반 한 공통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 

그리드의비전이유비쿼터스의비전과정확하게일치하는

것은아니지만많은공통요소들이존재하며, 유비쿼터스가

요구하는 로벌표준에기반한공통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기때문에유비쿼터스커뮤니티는그리드가제공

하는표준화된인프라스트럭처를유비쿼터스컴퓨팅의

공통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시너지효과를준다고생각하고있다.

결국 진정한 유비쿼터스가 실현되려면 모든 장치와

서비스들이 표준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동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기술적으로다음과

같은사항들이해결되어야함을의미한다. 

1) 이질적인자원사이의상호운용성확보

2) 대규모자원들을운 할수있는확장성

3) 자원변화에대한신속한적응성및장애내성

4) 효율적인자원관리및서비스조합

5) 효과적인서비스발견

6) 안전한보안

7) 고품질및고성능통신

8) 자원이용에대한감사추적

9) 자원사용지불정책

그리드는 이미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완전한해결책을공통인프라스트럭처를통해서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하면진정한유비쿼터스시대를더빨리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그리드는 현재 IT 인프라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기술로써,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할수있다.

유비쿼터스와그리드의접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는‘문맥인식거실(Context-Aware Room)’

이다. 이 거실에는 각 방문객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이공간은각방문객의기호에대한정보를저장해놓았

다가이를토대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방문객은거실안에서어떤일이일어나는지모르지만,

커피를마시며자신의기호에맞는지역뉴스를시청하게

된다. 이러한유비쿼터스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필요한

계산자원및데이터는그리드를통해서동적이고효과적

으로공급받을수있다. 

두번째는유비쿼터스의료서비스이다. 의료분야에서

유비쿼터스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환자의 행동반경 내에 있는 수많은

환경 센서들은 환경 정보를 의료 시스템에 전달하고, 

의료시스템은이상징후에대한감지및예견을통하여

미리대처하거나, 환자에게실시간의료서비스를받도록

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실시간적으로처리하기위해

서는막대한계산용량이필요하며, 그리드가이를효과

적으로지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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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래는 유비쿼터스가 실현된 사회가 될 것

이다. 유비쿼터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윤택

하게 변화할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IT기술을통해인간에게무한한혜택을줄것으로

기대되는 유비쿼터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유비쿼터스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는요소들을고찰해보았다. 또한지지부진한

유비쿼터스의발전속도를향상시킬공통인프라스트럭처

로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드의 개념 및 그리드를 유비

쿼터스에적용시켰을때의시너지효과를알아보았다. 

끝으로다양한IT 자원을효과적으로공유하고통합할

수있는그리드는, 진정한유비쿼터스시대에요구되는

지능적이고동적인응용들에대한지원을훌륭히소화할

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즉, 유비쿼터스는그리드를

통해서 더욱 빠르게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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