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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KISTI의국가그리드사업에참여하면서습득한지식을

바탕으로그리드컴퓨팅기술의전체적인내용을소개

하고자 한다. 지금가지 국내에 소개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전문가들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소개되곤

하 는데, 필자또한기존의소개와다르게설명할수

있음을양해하여주기바란다. 그이유는그리드기술의

연구 범위가 넓고(<그림 1> 참조) 필자들의 전공이 즉

관점이모두다르기때문이다. 

지금까지 KISTI 슈퍼컴퓨팅센터에서 추진한 국가

그리드사업은그리드기술을이용하여전국에분산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슈퍼컴퓨터

그리드를구축하기위한연구와과학기술분야의거대

도전과제들을연구하는데에그리드기술을적용하기

위한 <그림 1>의 Research Grid 연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 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창출하기위함이다.

필자는 독자들의 그리드 컴퓨팅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그동안상대적으로잘소개되지않았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센서 그리드, 유비

쿼터스 그리드, 네트워크 그리드, 화상회의 그리드를

포함하는그리드컴퓨팅기술을보다쉽게소개하고자

한다.

그리드컴퓨팅기술의연구배경은연구그룹에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사용하고있는인터넷을보다더안전하게하고,

서비스 품질(QoS)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하는 인터넷 연구 그룹 중심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

연결된무한한수의컴퓨터, 응용, 사용자들을국가또는

기업/기관의자원으로재활용하기위하여이들자원들을

실시간으로 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는 분산

컴퓨팅연구그룹중심이다. 

2.1 차세대네트워크로서의그리드연구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1970년대에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쟁터와 같은 열악한 환경

<그림 1> 그리드컴퓨팅기술의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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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통신이두절되지않도록개발한통신프로토콜

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

net Protocol)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다. TCP/IP는

전시의열악한상황을고려하여만들었기때문에통신

방식이매우간단하다. 간단히설명하면, 인터넷통신

프로토콜은보장형서비스(guaranteed service)가아닌

최선형 서비스(best effort service) 방식의 네트워크

이다. 최선형 서비스란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특정

경로의네트워크를구성한후수신자의데이터수신을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수신자가

어떻게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

하고 송신자에게 연결된 네트워크들의 여기저기에

수신자의 수신 확인 없이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 방식이다. 즉 어떤 경로로든

수신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수신자의 주소

정보를갖는패킷이라불리는데이터가전달되도록한

프로토콜이다.   

이러한인터넷이빠르게성장하여오늘날에는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전자정부 서비스, 국방망 서비스, 

금융망 서비스 등 인터넷 초기의 설계자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활용되면서많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국방및금융같은중요한정보를전송하기

에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security)과 품질 보장

(QoS) 기능이취약하다. 그리고최선형서비스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이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 예측 및 관리가 어려워

졌다. 대규모인터넷의관리자들이자신의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조를 바꾸기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너무 많고 인터넷이 너무 커져서 고칠 수가

없다는것이다. 예를들면1985년에2000대의컴퓨터가

연결된 인터넷은 1990년대 말에 7천만대를 넘어섰고

그 후 백일마다 트래픽이 배로 증가하는 네트워크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몇 대가 연결되어

있는지아무도알수가없다. 대략전세계의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에는3천만명이넘는사람들이

인터넷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미국정부에서는이렇게초대형화되고매우복잡해진

인터넷을안전화하고제어가능한네트워크시스템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방안 연구들 중의 하나로 그리드

컴퓨팅기술을1998년부터연구하기시작하 다. 다음

<그림 2>는 인터넷의 구조와 그리드의 구조를 비교한

그림이다. 현재 인터넷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인터넷의 전송 계층위에 Resource 계층과

Collective 계층을 추가하 다. Resource 계층은

기존의전송계층에서설정한단일연결(session)마다

QoS, 보안등을강화할수있는기능을지원하는계층

이며, Collective 계층은기존인터넷이1:1 연결위주의

통신 프로토콜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중 연결

(n:n)이가능하게하는기능을지원하는계층이다.

우리가익히들어알고있듯이그리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연동되어있는 슈퍼컴퓨터들을

공동활용할수있는것도그리드의 collective 계층의

기능때문에가능하다. 물론이러한다중연결대상은

슈퍼컴퓨터에만 국한 한 것은 아니다. 센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슈퍼컴퓨터까지 인터넷에 연동된 H/W와

S/W 모두를 동시에 다자간 연동 할 수 있고 각각의

연결마다QoS와보안을resource 계층을통하여따로

따로제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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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리드는 그리드 프로토콜로 다중 연결된

다음과 같은 자원들을 모두 또는 일부의 집합으로

나타낼수있다

▶네트워크들: 광섬유망, 인공위성망, 이동 전화망, 

라우터망, 스위치망

▶컴퓨터들: PC, 맥킨토시, 다른특수컴퓨터

▶과학/의료장치들: X-RAY, CAT 스캐너, 등

▶TV 안테나선 또는 축적된 데이터, 센서 네트워크:

예를 들면온도, 습도, 햇빛 노출을상세하기측정하

도록숲속에설치된수천개의RFID

▶가시화 시스템: PC들 또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상현실시스템들

▶데이터수집: 과학적데이터, 인구통계데이터, 의료

데이터등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외부에서 서비

스하는 데이터베이스, 통신 시스템들: 이동 전화기,

PDA 등

▶GPS: 위치확인시스템등

2.2 차세대분산컴퓨팅으로서의그리드연구

또 다른 연구 배경인 차세대 분산컴퓨팅으로서의

그리드연구는인터넷에연동된무한한IT 자원의통합

활용을위한것으로 <그림3>의 IT 인프라패러다임의

진화과정으로설명코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 연동된 무한히 많은 IT

자원들을실시간으로통합하여활용할수있다면국가적

으로나 기업 측면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인터넷에연동된모든것이새로운 IT 자원의

플랫폼으로활용될수있다는것을전문가들이발견하

면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다음의 새로운 IT 인프라를 제4세대 IT

인프라로 구분하고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또는차세대인터넷이라고세계적인IT 전문가들은예측

하고 있다. 제4세대 IT인프라 구축 기술 또한 그리드

구조의 resource 계층의 보안 및 QoS 지원기능과

collective 계층의 다자간 연동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되고있다. 

<그림 4>에서는 그리드 컴퓨팅 기술 외에 제4세대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경쟁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융합 기술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융합

기술들로는가상화기술, 자동컴퓨팅기술, 유틸리티

컴퓨팅 기술, 웹서비스 기술 등이 있다. 이들 5종의

기술들은추구하는목적이서로비슷하기때문에사용자

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형태를설명하는것을듣노라면

서로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술의

기원이 서로 다른 관계로 각 기술들이 추구하는 접근

방법은조금씩다르다. 이들기술들은서로경쟁하거나,

서로보완·협력할것으로예측되며일부기술은다른

기술의서브기술로위치를바꿀수있다. 

<그림 2> 그리드와인터넷의구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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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컴퓨팅의 정의는 국내외 그리드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예를 들면 Ian

Foster는(Chicago대컴퓨터공학과교수, 그리드창시자)

“그리드는Hyper Text 형태의단일자원만을이용하는

WWW와는다르게다양한형태의DB, 장비등을공동

활용할수있는정보통신서비스이다”, David Sains-

bury( 국과학혁신부장관)은“그리드는eEducation,

eScience, eIndustry, eBusiness 등의 기반이 되는

신 정보통신 SOC 이다”, Satoshi Matsuoka(동경

공업대학교수, GGF 부의장)은“그리드는21세기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이다”,

Walter Hoogland(Amsterdam대 교수)는“WWW이

IT기술의 맛(taste)을 보여주었다면, 그리드는 비전을

보여줄것이다”라고하 다. 

필자의경우에는상기연구배경에서도언급하 듯이

그리드는“차세대(제4세대) 국가 IT 인프라이다”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EU 등

에서는공통적으로차세대국가정보인프라의구조를

최하단에는광네트워크인프라, 그위에 IPv6 인프라,

IPv6 인프라위에차세대정보인프라의미들웨어로서

그리드인프라그리고최상단에u-응용들이자리잡는

모습으로(<그림 5> 참조) 그리고있고 1억달러이상의

정부예산을지원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하고u-Korea의

지능인프라로서유비쿼터스컴퓨팅인프라는같은맥락

으로그리드컴퓨팅인프라가될것으로예측한다. 그리드를

WWW 웹과비교하는전문가들이있지만필자가1995년

도에우리나라의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을세울때인터넷

전문가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획단에 참가하 는데, 

그당시기획단에참가한어느전문가도인터넷을정보

인프라로보지않고초고속정보통신망의응용으로단순

분류하고 정의하 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응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정보통신인프라로인터넷을이해하고있다.

그리드도현재는1995년도의국내인터넷이처한상황과

같은상황에있다. 즉많은정보통신전문가들이그리드를

인터넷의 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리드는 새로운 정보통신 인프라이다(<그림 4> 참조)

라고 다시 또 주장한다. 수년 이내에 유비쿼터스 응용

또는첨단IT 응용을위한국가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할 지능 인프라로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술한바와같이미국, 국, 일본, EU, 중국

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 정보 인프라의

미래모습이기때문이다.

<그림 3>  IT인프라진화단계

<그림 4> 제4세대 IT 인프라구축을위하여연구중인융합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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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컴퓨팅기술의개념을보다더쉽게설명하기

위하여그리드가가져올미래세상을간단히나타내고자

한다. 혹 독자들이 유비쿼터스 세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있을것같아서, 현재의인터넷세상과미래의

유비쿼터스 세상에서의 응용들의 차이점을 가능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드가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고자한다.

그리드컴퓨팅기술연구배경에서전술한바와같이

기존인터넷이 1:1 통신과단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보장형서비스, 온디맨드서비스, 종량제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터넷의 네트워크 계층위에

resource 계층과collective 계층을두는그리드컴퓨팅

기술이개발되었다. 따라서그리드세상에서는현재의

인터넷 세상보다 더 지능화된 응용과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동시에 다중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정된환경에서이용할수있다.

먼저 u-IT839 전략 측면에서 그리드 미래 세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부의 u-

IT839 전략연계사업들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서정보

통신인프라계층인유무선망이 IP망으로빠르게통합

되고, 인터넷 응용 계층 응용들은 웹서비스 기술을

통하여통합되고있다. 따라서그리드는이들양계층간

연결을 다중으로 지원하고, 다중 연동된 자원들 간의

연결 서비스의 보안 및 QoS 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

<그림5>의형태로자리매김을할것이다. 이것은물론

선진국들의차세대IT 인프라접근방식이다. 

단기적으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지능형 로봇,

Telematics 등‘u-IT839 전략’연구에서시각인식,

지능형경로산정등대규모계산이필요한응용들에게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실시간에 제공하기위한 back-

end computing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과 RFID,

U-Health 등 광역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유비

쿼터스데이터의시급성식별및긴급처리지원, 관리

및저장인프라기능을이기종환경및서로다른관리

도메인 간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웹서비스와 같은

통일된공통의서비스환경으로전환을지원하기위한

사용자요구서비스의전처리(pre-processing)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u-IT839 연계한

그리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소개가 있어서 간략히

정리하 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드 세상을 소개하기

위하여미래세상을<그림5>와같이모든유무선네트

워크들, 서버를포함한모든컴퓨팅자원을갖는단말

기들 그리고 모든 응용들이 서로 융합·서비스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정하 다. 사용자가 언제, <그림 5> 그리드관점에서의차세대정보인프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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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지, 원하는서비스를원하는시점에자동으로

제공받는다는것은우리가원하는응용서비스의정보

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시스템(또는 프로그램)이 읽고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응용을 자동으로 호출하고 구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전담할 새로운

계층이 구성되어서 자동으로 고객, 서비스, 그리고

자원을 최적으로 연계하여 할당하여야 하는데 필자는

그역할을그리드컴퓨팅기술이수행할것이라고주장

한다. 그리드컴퓨팅에서는고객, 서비스, 자원이최적

으로 조합된 것을 가상 조직(VO: Virtual Organi-

zation)이라고한다.

4.1 학교및교육측면에서의그리드컴퓨팅

전자도서관과 u-Learning 센터를 그리드 기술을

이용하여가상으로구축하 을경우학생과교사가서로

떨어져있어도같은교실에서수업을할수가있게된다.

현재의사이버대학과그리드기반사이버대학의다른

점은 현재의 사이버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

하고만 강의를 듣지만 그리드 기반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은 화상회의 그리드를 통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타 사이버 대학의 강의 수강은 물론 타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과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토론과

공동실험에참여도할수있다는점이다.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도 기존의 디지털 라이

브러리는단일DB에서제공하는정보중심으로사용자

에게제공하지만그리드기반디지털라이브러리서비

스는다중의DB에동시에질의를한후응답된결과들을

분석하여최적의정보를고객에게서비스할수있어서

정보서비스의질및이용률을높일수가있다. 기존의

다중 DB를 검색하는 메타 검색 기술과의 차이점은

그리드기반디지털라이브러리는요구기반으로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컴퓨팅 그리드와 연계하여 서비스

하기때문에보다빠른시간안에그리고사용자만족

도가더높은정보를제공할수있다는점이다. 그리드

기반 u-Learning center 연구로는 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The National Grid for Learning(NGfL)이

있고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리드로는 EU 정부에서

추진하는DILIGENT( Digital Library Infrastructure

on Grid ENabled Technology) 프로젝트가있다.

4.2 의료/국민복지측면에서의그리드컴퓨팅

의료분야에서의그리드활용은 국정부의국민들을

암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추진하는

eDiaMoND 사업이 대표적이다. 매년 암 검사사진을

찍고 이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암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진료기술에그리드기술을이용하면저비용

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

국민들의암검사를위하여개인별로매년찍은여러

장의사진들을매년비교하면서성장하는종양을발견

하는일은대규모의컴퓨팅자원을필요로하기때문에

그리드컴퓨팅기술이없으면거의불가능하다. 국민의

수와, 검사하고자하는 암의 종류 그리고 검사 사진의

해상도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 데이터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검사하여야 할 데이터 또한 매년 증가

하는특징이있다. 그리드기술이없으면구현이어려운

의료복지서비스이다.

4.3 공공및금융측면에서의그리드컴퓨팅

전자 정부 서비스 경우, 민원서류 발급을 개인이

어디에있든정부의방대한자료를이용하여발급받을

수있는데그리드기술을이용하면공공기관들의DB

정보들을 서비스하는 서버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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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리드기술로분산된전자정부서비스서버

자원들을 로드 밸런싱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전자

정부 서비스의 사용자가 폭주하여도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전자정부서비스가가능하다.  

금융측면에서는재산증식에관련하여많은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의 리스크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시장시뮬레이션에는대규모의컴퓨팅자원이필요하다.

그리드기술을이용하여인터넷에연동된무한한컴퓨팅

자원을그리드로연동하면고성능의CPU 파워와대용량

데이터의저장장치를저렴하게확보할수있다. 그리드

기술을이용한금융서비스를 North American 투자

은행등에서제공하고있다.

4.4 게임및 화측면에서의그리드컴퓨팅

오락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플레이어들이

더욱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환상적인 3차원 세계의

게임들이개발보급되고있는데이러한게임에사용자

들이 몰릴 경우 잦은 서버 다운과 반응 지연 시간의

증대로게임고객들의불평이증가된다. 그리드기술을

이용하여 게이머들과 게임 서버들을 분산시키고 이를

그리드로연동하면백만단위의가입자들까지안정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IBM 과 Butterfly.net에서 관련

그리드기술을제공한다. 

그리고 화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등

고화질의 3차원 멀티미디어 디지털 데이터가 향후

콘텐츠데이터의주류를이룰것이다. SF 대작 화의

경우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 장면이 많다. 이들 그래픽 데이터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처리 및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드

기술은네트워크에연결된서버, 개인용PC, 셋톱박스

등의다양한컴퓨터들을통합활용하는것을용이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낮 시간은 아시아 국가의

밤시간대이어서밤시간대에아시아의컴퓨팅자원을

미국의 헐리웃의 화 업계에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국내기업들이있다

그리드미래세상에서와같이그리드컴퓨팅의연구

범위는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슈퍼컴퓨터공동

활용 그리드 외에도 매우 넓다. 그리드의 연구범위가

매우 넓어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있는 연구

분야를중심으로선별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센서그리드, 유비쿼터스그리드, 네트워크

그리드, 화상회의그리드를설명하고자한다. 

5.1 센서그리드

센서그리드기술은재난예방, 환경관리, 공해문제

해결,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같이 관리 대상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그리드 컴퓨팅 기술 분야의 하나이다.

센서그리드에서활용하고있는센서의종류로는농축

산용field 센싱서버, 삼림센싱서버, 조수및해양센싱

서버, CATV 센서 등이 있다. 센서 그리드에서 사용

하는센서의대표적특징은센서그리드에서사용하는

센서가 단일 센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센서로 구성된

조합형센서이다. 즉기존의온도측정센서, 습도측정

센서, 풍향 측정 센서, 카메라 센서, 오디오 센서들과

이동이 가능한 경량화 된 컴퓨팅 서버와 통신 장비를

용도에맞추어결합하여구성한센서이다. 이런연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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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센서그리드에서이용하는센서들을센서로

표현하지 않고 센싱 서버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근

우리에게알려진RFID 센서는센서그리드에서도물류

유통및재고관리측면에서연구되기시작하고있다. 

센서그리드연구및적용이활발한국가로는일본,

캐나다, 대만등을들수있다. 일본은농축산용 field

센싱 서버을 이용하여 센서 그리드 기술을 농장 및

축사의관리에응용하는연구가발달하 고현재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다. 활용 내용은 원격지에서

논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의 데이터를 읽어오고, 

컬러 카메라 센서로 병충해 정도, 벼의 익음 정도를

알수가있다. 나아가작황을과거의기상정보와연계

시켜시장을예측하는등효율적인농축산관리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국가의대부분을차지하는삼림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삼림센싱서버를활용한

센서그리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삼림에서의 화재,

병충해, 건조 상태 등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하여

삼림의화재나훼손을예방하는데에센서그리드기술을

활용한다. 대만에서는대만의자연환경관리를위해서

전국의주요곳곳에CATV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

CATV 그리드상용화방안의하나로CATV 센서그리드

를주요관광명소에설치하고인터넷을통하여원격지

에서 고객이 CATV를 조정하여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   

센서그리드에서의 그리드 컴퓨팅 기술적 특징은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시급성을 판단·처리하는

기술, 센서에서발생한데이터를지역별, 시간별, 용도

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기술, 센서의 데이터를 가져

오기위하여센서에접근하는것을제어하거나보호하기

위한기술, 센서에서발생한데이터와농축산업, 수산업,

임업등에 향을주는기상, 환경, 재난. 시장등관련

정보들과연계하여해석하는기술연구등이있다.  

5.2 유비쿼터스그리드

국내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술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소개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본문

에서는 그리드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언제어디서나원하는정보와서비스를자동으로받을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기위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정적 인적

정보, 이동 중인 고객의 위치 정보와 같은 동적 정보,

고객이스케줄상에서요구한응용서비스정보, 그리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응용 디렉토리 정보들을 누군가가(어떤

프로그램이) 상호연계하여고객에게최선의서비스를

찾아서제공하도록하여야한다. 즉유비쿼터스환경에서

사용자, 컴퓨팅자원, 네트워크자원, 서비스응용들을

사용자 요구기반으로 최적인 조합(그리드에서는 가상

조직)을만들도록할당하는것이필요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최적인조합(가상조직)을창출하기위해서는

그리드기술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예를들면유비쿼터스환경에서고객이필요로하는

컴퓨팅 자원의 크기는 단순한 텍스트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포워드할수있는PDA 수준의컴퓨팅파워일

때도 있고 u-IT839 응용의 하나인 지능형 로봇이

사물을 이미지로 인지하는 경우 대형 서버 크기의

컴퓨팅자원일수있다. 작은컴퓨팅자원을요구하는

응용은 자원의 확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고객의메시지가서로다른관리도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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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간의보안정책의negotiation이필요한데이는

로벌환경에서적정한보안policy을제공하는ISP를

할당하는 일에 해당된다. 그리고 HDTV 수준으로

대화형화상정보서비스를하거나사물인지형지능형

로봇서비스를유비쿼터스환경에서제공할경우대화형

서비스를위해서전송지연시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근거리에서 제공하도록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좋은 품질의 대화형

서비스를위해서는전송지연시간(RTT: Round Trip

Time)이 수ms이하여야 한다. 본 문을 읽는 독자들은

중앙에대형IDC(Internet Data Center) 센터를구축

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에서도 대형 데이터를

처리또는전송할수있다고하지만일방형또는수동형

서비스가아닌경우에는 IDC센터와멀리떨어져있는

경우전송지연시간으로불편함을느낄것이다. 따라서

고객의이동하면이동하는고객을위해서고성능컴퓨팅

자원을고객의가까운곳으로이동시켜야한다. 그리드

컴퓨팅 기술에서 이런 종류의 기술을 job migration

기술이라고하고관련연구가진행중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유선망은

근간망으로, 무선망은사용자액세스망으로쉽게분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드를

연구하는 필자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지전원플러그만꽂으면전기를쓸수있듯이

1Gbps 이상의고속의대역폭을언제어디서든지사용할

수있도록즉전기콘센트처럼여기저기1Gbps 이상의

AP(Access P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현재활용도가떨어지는공중전화부스가고속의

네트워크접속을위한광LAN 도킹박스와무선인터넷

중계 박스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근거리에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통신 사업자들이 기 구축한 전국의 전화국들이

빠르게 IDC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필자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의 액세스망이 무선망으로

통일될것으로예측한다. 하지만유비쿼터스환경에서

개인의 액세스 망이 무선망으로 확립되면 될 수록

무선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무선망 서비스

능력을벗어나는고대역폭의응용서비스요구도같이

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고객들이어디에서든광LAN에

연결할 수 있는 AP가 구축되어야한다고 주장할 것

으로예측한다.         

5.3 네트워크그리드

유비쿼터스환경을위하여통신사업자들이운 하고

있는전화국들이향후에는분산IDC 센터형태로전환

되고 상호 그리드로 상호 연동되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어떤 크기의 컴퓨팅 자원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필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네트워크 대역폭 또한

고객의요구에따라어떤대역폭도실시간으로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그리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들이 특정 통신사업자

(ISP)의망서비스에가입하여정해진대역폭서비스를

<그림 6> 유비쿼터스컴퓨팅그리드인프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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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고객은 서비스만

요구하고 그리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브로커가 고객을 위하여 필요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 망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것이다. 필요한시간동안만필요한고대역폭

서비스를 고객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통신사업자의전유물인대역폭관리도사용자에게상용

서비스형태로제공될것이다. 이를위하여 GMPLS,

UCLP 등네트워크그리드기술들이연구되고있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네트워크 그리드

기술들을 나열하면, 비혼잡 전송을 위하여 저가의

초고속의대역폭서비스를위한광통신(람다네트워킹)

기술 연구, 응용이 요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온디

맨드로 제공하기위하여 네트워크 응용 미들웨어(예:

그리드미들웨어)와네트워크전송계층과연계기술연구,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들이 참여하여 단대단에 연결

되어있는 컴퓨터의 기가 이더넷 카드와 카드사이에

고속의대역폭파이브를구축하기위한AAA(Authen-

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 SLA(Service Level

Agreement) 등서비스측면의관리기술연구, 로벌화

된 인터넷에서 구 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응용의트래픽이매우커질경우네트워크상태를악화

시키는 것을 줄이고 별도의 우회 경로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한중첩네트워킹(Overlay networking) 기술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 사용자요구기반대역폭을

할당하기 위한 사용자 bandwidth broker 기술 연구

(예: GMPLS, UCLP 등) 등이있다.  

관련 연구사례로는 응용 미들웨어로 GT4(Globis

Toolkit 4 기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전송 계층과

연계를위한연구는일본의 G-lambda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의 이기종

초고속네트워킹기술을상호연동하여단대단초고속

사용자대역폭을구성하는기술을EU의GEANT2에서

L2 MPLS VPN, Native Ethernet과GFP over SDH

연결연구를통하여수행하고있다.  

5.4 화상회의그리드

본 절의 화상회의 그리드는 본래는 액세스 그리드

(AG: Access Grid)이나독자로하여금쉽게이해하도록

액세스 그리드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인 화상회의를

따서화상회의그리드로편의상분류하 다. 화상회의

그리드는 개인 간 통신에 초점을 둔 기존의 데스크탑

대 데스크탑 간 화상회의 도구와는 다르다. 화상회의

그리드는떨어져있는서로다른그룹대그룹간에음성,

상등멀티미디어정보와프레젠테이션정보를멀티

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화형으로 공유케 하고

동시에그리드컴퓨팅미들웨어와연구결과를나타내는

가시화 시스템과의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을

지원한다. 화상회의그리드는 로벌환경에서대규모로

분산된회의, 협업연구세션구축, 세미나, 강의, 교육,

훈련등에활용되고전세계50여국가가500여노드가

구축되어 분산 환경에서의 협업연구의 인프라로 활용

하고있다. (참고자료: http://www.accessgrid.org/)     

본문에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의 전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 지만짧은지면과필자의지식의한계로충분치

못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주장하고싶은것은미국,

국, 일본, EU, 중국등이정부예산으로1억불이넘는

그리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이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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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국가의차세대정보인프라의구조를하위단에서

부터 상위단까지 광네트워크 인프라 → IPv6 인프라

→ 그리드 인프라 → 응용 계층으로 설정하고 차세대

정보인프라의지능부분(미들웨어)을그리드가담당케

한다는것이다. 그리드연구의중요성을한번더강조

하고싶다. 

독자들도알고있듯이인터넷프로토콜인TCP/IP를

모든네트워크장비제조사들이채택하면서모든네트

워크들이상통하게되었다. 마찬가지로그리드컴퓨팅

기술을모든컴퓨터제조사들이채택할경우인터넷에

연동된 모든 컴퓨터들이 상통되어 하나의 가상화된

컴퓨터로활용하게될것이다. 모든컴퓨터제조사들이

그리드기술을채택하도록미국등선진국에서는첨단

연구장비의운용이나대형국가프로젝트추진방식에

그리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참여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을 최대한 많이 원격지에서도 참여할

수있도록하여좋은성과의창출및빠른기술이전을

기대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리드는 현재의 인터넷보다도 원격지의

자원과 서비스를 더욱 더 사용자가 로컬 환경에서

이용하는것같은많은편의성을제공하기때문에정보

인프라 측면, R&D 인프라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지역적양극화해소와균형발전의도구로도유용성이

매우높다. 필자는KISTI가과학기술연구인프라기술

전담기관으로서 그리는 미래의 국가 R&D 인프라

청사진에 그리드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확대 반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연구하시는분들이더욱더많은그리드관련

과제를창출하여국내그리드연구커뮤니티활성화에

동참하 으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