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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기술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이기종(hetero-

geneous)의 컴퓨팅자원과대용량의저장장치,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장비 등을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 통합

하여사용자중심의과학기술및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

새로운 고성능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로써 전 세계적

으로큰주목을받고있다. 이는물리적또는지리적으로

분산되어있는IT 전문가, 첨단연구장비, 차세대응용,

그리고 첨단 네트워크를 마치‘하나의 로컬 시스템(a

single virtual system)’처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인터넷 기반 IT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기술로인식되고있다. 정보통신사회가고도화됨에

따라필요한컴퓨터등IT 자원의필요성은급격히증가

하고있으나, 사용자가필요한자원을충분히사용할수

있는 환경 제공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컴퓨팅 자원은 지역적으로 매우 풍부하게 대규모로

분포되어있으며, 이들의이용률또한지역별또는시간대

별로다양한분포를보인다. 

이와같은국가적고성능컴퓨팅자원의이용편차를

효율적으로관리하여활용한다면매우큰경제적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어대용량, 초고속의거대문제(Grand Challengeable

Problem)에도전할수있게하는통합적고성능컴퓨팅

환경구축이가능해진다. 통합적연구환경을제공하는

그리드기술은High-End 기반의정보기술(IT)로과거

에는 불가능했던 BT(생명공학 기술), NT(나노 기술),

ET(환경 기술), ST(항공우주 기술), TT(전통 제조산업

기술) 분야의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드기술은단일문제의해결보다는종합적인

학제 간 협업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차세대연구인프라구축을위한기반기술을제공한다.

이런국가적연구인프라구축에대한기술개발은국가

경쟁력과도 매우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2000년도에가상공간의공동연구를통해공학적

해석, 설계, 제조과정을통합함으로써년20억불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런 가상공간에서의 통합적

연구환경구축은그리드기술에기반한정보기술자원의

공동활용을통해실현가능하다.

<표 1> 국내외주요그리드프로젝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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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리드환경에서는차세대인터넷이추구하는

고품질, 실시간시각화, 대용량정보처리및협업연구

응용등이가능하여선진국에서는차세대인터넷인프

라를 그리드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에서는 <표 1>과 같이 국가그리드사업을 정부

주도로추진하고있으며특히미국과유럽연합(EU)에

서는1단계국가그리드사업을종료한후, 2단계사업을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본고에서는현재국내외에서

수행되어지고있는그리드프로젝트의현황및동향에

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2000년초반부터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부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과학재단

(NSF)이지원하여테라바이트급의슈퍼컴퓨터를연결

하는 테라그리드(TeraGrid) 프로젝트와 NASA에서

항공기통합설계를지원하기위하여슈퍼컴퓨터, 대용량

저장시스템, CAVE 등을 통합한 계산 그리드 환경인

IPG(Information Power Grid) 프로젝트가 있다. 

특히, 미국은 인간게놈지도 작성 프로젝트, 지진예측

분석 사업, 항공기 통합설계 등 그리드 프로젝트와

산업체첨단기술개발을연계한미래도전과제를발굴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연구 능력을

결집시켜 조기에 e-Europe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의연구기관을연결하는연구시험망TEN(Trans

European Network)-155 기반의 European Data

Grid, Euro Grid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국은 과학기술의 선진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e-Science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IT 기술

선도및기초과학분야의발전을위하여정부출연연구소

및대학을중심으로그리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NAREGI(NAtional REsearch Grid

Initiative)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NAREGI 프로

젝트는 정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는 그리드 프로

젝트로 세계 최고 수준(100 테라플롭스급)의 고속

컴퓨팅환경구축을목표로산·학·연·관이공동으로

나노기술, 생명과학 분야와 IT 분야와의 융합 역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그리드 관련 프로

젝트가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다음절에서는

대표적인 몇몇 그리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알아보고자한다.

1. 미 국

2001년 8월 9일 미국의 과학재단(NSF)은 5,3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하여 테라바이트급의 슈퍼컴퓨터

를 연결하는 것을 시도한다고 발표하 다. 이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DTF(Distributed Terascale

Facility)라고 하며, 초당 11.6조 계산을하고, 총 450

조바이트의데이터를저장할수있으며, 또한광통신

(optical network)을 통하여 초당 40억 비트(4Gbps)

속도로 송수신이 가능한 이 인프라를 테라그리드

(TeraGrid)라고 한다. 테라그리드는 일리노이의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샌디애고의 SDSC(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시카고의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파사드나의 Caltech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을 포함한

9개 연구기관의 고성능 컴퓨팅, 정보 및 가시화 장비

들을 전용 광 네트워크로 상호 연동하여 사용자 커뮤

니티에고품질의자원및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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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테라그리드 프로젝트는 IBM, Intel 및

Qwest Communications사를 비롯해서, Myricom,

Oracle, Sun 등의산업체도참여하고있다. 

테라그리드 프로젝트의 목표는 간단히 표현해서

차세대 계산 과학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합된 분산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다. 즉, 다수의 독립된 조직에

분산된 이기종 자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이것은사용자가한번의접속으로

25 Teraflops 이상의 컴퓨팅 파워에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하고, 1 Petabyte 이상의온라인스토리지와10분

안에1 Terabyte의데이터를전송할수있는네트워크와

상호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시화,

계산, 스토리지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실험장비액세스

서비스 등을 사용자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준비중이다.

<표2>와<그림1>는테라그리드에참여하는기관들의

자원 제공 현황과 네트워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폭풍(storm), 기후(climate),

지진(earthquake) 등의자연현상을사전예측할뿐만

아니라, 천문학, 대기학, 분자생물학, 물리학등최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응용에서 테라그리드의 자원을

이용하여연구를수행하고있다.

테라그리드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확장을 위해서

폭넓고혁신적인계산과학응용의육성을위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고성능컴퓨팅과네트워크를필요로하는응용분야의

사용자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다양한 응용

분야의 연구자도 테라그리드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그림 1> 테라그리드네트워크현황

<표 2> 테라그리드참여기관별자원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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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한다는것이다. 테라그리드서비스는‘Science

Gateways’를 통해서 새로운 응용 과학자들이 쉽게

커뮤니티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cience

Gateways는 테라그리드 응용을 서비스로 개발하고,

이를 Web 포털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테라그리드자원에on-demand로접근하여

사용가능하게한다. 또한, Science Gateway는교육,

정보, DB, 협업툴도전체커뮤니티에제공할계획이다.

Web 표준및포털서비스와테라그리드응용서비스의

결합으로 Science Gateways는 고성능 컴퓨팅 및

네트워크자원을사용할수없는과학자들에게고성능

컴퓨팅, DB, 가시화 및 실험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있다. 

IPG(Information Power Grid) 프로젝트는NASA

에서 항공기 통합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NREN

(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을이용

하여 슈퍼컴퓨터, 대용량 저장 시스템, CAVE 등을

연동하는 계산 그리드 인프라 구축 과제이다. IPG는

분산처리 슈퍼컴퓨터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 

고성능 계측기기 등을 연합하여 항공기 설계의 각

부분을 분담하여 단시간에 항공기 설계와 모의실험이

가능하도록하기위해만들어졌다. 

현재구축된IPG 프로토타입은모든IPG 시스템에서

MCAT/SRB, GSIFTP, GridFTP의단일화된형태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30에서 10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그리드와NASA의Origin 2000의1,100여개의

프로세서노드와 Condor 풀(Pool)의 270여개의워크

스테이션, Ames의 Origin2000과 Cray SV-1의

1000여개의 프로세서 노드로 구성된 계산 그리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최소 100Mbit/s의 대역폭을

가지는네트워크로연결되어져있다. IPG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웹/데스크톱 인터페이스에서 단일화된

환경을제공받으면서구축된그리드자원을사용, 제어,

수정, 통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있다. NASA는

그리드 기반의 대용량 분산 응용이 가능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개발할예정이다. 

2. 유 럽

EGEE(Enabling Grids for E-science in Europe)는

EU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

하에 유럽의 과학 및 산업계에서 24시간 사용 가능한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 27개국의 70

여개기관이참여하여진행되고있는대표적인그리드

프로젝트이다. EGEE 프로젝트는 총 3가지 역에서

추진되는데, 수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묶을 수 있게

하는 그리드 네트워크 역,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리드 미들웨어를 향상

시키고 유지하는 미들웨어 기술 개발 역, 그리고

기업과 과학계의 사용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

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EGEE의

커다란목표는유럽전역에걸쳐안정된실용단계의그리

드인프라를구축하고서비스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European 데이터그리드프로젝트는EU에서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계산

그리드와 데이터 그리드를 구성할 목적으로 수행되어

지고 있다. 데이터 그리드의 주요 목적은 연구원이나

과학자들이 지리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있는협력(collaboration) 환경을구축하는것이다.

이것은 데이터나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진이 함께 상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 프로

젝트는여러연구로부터생산된수천개의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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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수 만개의 계산 자원, 페타(Peta) 바이트의

분산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베드를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European 데이터

그리드 프로젝트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비롯한 다섯 개의 주요 파트너가 공동 연구로 참여

중이며, 참여국가는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 등

15개국이다. 데이터 그리드가 직면한 중요 문제는

현재 가용한 네트워크 기본구조에서 분산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고에너지

물리학, 생물학, 지구관찰등의과학분야에서생산되는

데이터의효율적처리를지원한다. 

국은현재대부분의첨단과학분야에서점차증가

하는데이터의처리, 이동, 저장등에서많은어려움에

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 과학기술의

선진국위상을유지할수있는기술개발을위한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e-Science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Science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무역산업부와 과학기술청은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e-Science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

하고있다. e-Science 사업의핵심이되는e-Science

Core Program은 하나의 국가 e-Science 센터

(NeSC: National e-Science Center, Edinburgh 

대학 및 Glasgow 대학 소재)와 8개의 지역 센터가

핵심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과학과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7개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e-Science Core Program의 주요 연구

역으로는 지역별로 선정된 e-Science Center

들간의네트워크구축, 각산업별특성에맞는그리드

미들웨어를 학제적 참여하에 개발, 국가적 차원의

e-Health 그리드 사업 추진, e-Science 각종 응용

연구지원, 국제적협력추진등이다.

3. 일 본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리드 관련 프로젝트인

NAREGI(NAtional REsearch Grid Initiative) 프로

젝트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문부과학성 주관 하에

약 1,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Tflops급의 세계 최고

수준초고속컴퓨팅환경을구축하고, 산·학·연·관

공동으로 나노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와 IT 분야와의

융합연구수행을목표로하고있다. 기진행되고있는

프로젝트에서의 그리드 기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성과를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ITBL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Laboratory) 프로

젝트등과제휴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주요 IT 관련 업체인 NEC, 히타치 등의 산업

체가적극적으로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NAREGI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연구 인프라를 최첨단 연구

개발에이용하여바이오, 나노등의첨단기술을비교적

단기간에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

이고있다.

<그림 2> NAREGI 프로젝트 - 서비스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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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nsight Research 그룹에서 발간한‘Grid

COMPUTING: A VERTICAL MARKET PERSPECTIVE

2003-2008’분석 자료를 보면 그리드가 IT 시장

규모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그림 3>를 살펴보면 매년 50~10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기업부분에서는 제조업이 그리드를 가장 많이채택할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금융 서비스도 그리드를

채택하는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2008년

에는 그리드 시장 규모가 약 49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하듯이 로벌IT 기업을중심으로많은

그리드 기술 적용 모델들이 점차적으로 연구 개발의

공공 분야에서 민간 서비스 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IBM, HP, Oracle 등다수의 로벌기업에서

그리드에관련된제품을내놓고있다. 오라클의그리드

(GGID) 컴퓨팅, HP의 어댑티브 엔터프라이즈(AE,

Adaptive Enterprise), IBM의 e-비즈니스 온디맨드

(eBOD)는전기, 수도, 가스같이쉽고편리하게, 사용

한 만큼만 지불하는 비용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틸리티 컴퓨팅 전략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소프트웨어를핵심으로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

자동화, 적응적으로관리하고운 할수있도록한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팅 자원을 능동적으로 배분하고

시스템의자가관리를통해유연하고편리하게비용을

절감하고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인다는것이다.

오라클의그리드컴퓨팅은기업내에존재하는중소형

서버들을그리드기술로연결해유휴자원을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는 기업

환경에서오라클의그리드컴퓨팅기술을통해저렴한

여러 개의 서버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서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서버 접속량이 폭주할 경우, 

그리드 컴퓨팅 기술에 의해 유휴 서버 용량으로 보완

할수있기때문에기업은최대접속량을고려해무리

하게 서버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오라클이 발표한 10g는 데이터

베이스 제품인‘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 통합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서버

10g’, 그리드시스템관리솔루션인‘오라클엔터프라

이즈매니저10g’등이있다.

HP의 어댑티브 엔터프라이즈(AE)는 HP의 하드

웨어 및 솔루션 맵에 기반 한 IT 인프라를 근간으로

<그림 3> 그리드시장규모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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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환경의변화에따라요구되는민첩성, 신뢰성

및RoIT(Return on IT)를제공한다는것이다. 기존의

IT 인프라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성을 높여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맞춰 민첩하게 적응(Adaptive)

할수있는방안을마련, 최적의조건으로 IT를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HP는 AE 전략을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한‘어댑티브 매지니먼트(AM)’

비전을 발표했으며, AM의 골격은 비즈니스와 IT를

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하고

비즈니스로써의 IT를 운 할 수 있도록 사람, 프로세

스와 기술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AM은

오픈뷰를 근간으로 종속적 기술과 폐쇄성을 탈피, 

기술중심이아닌사람과비즈니스를중심으로다양한

기업환경을수용할수있는중간자역할을담당한다.

IBM의 e-비즈니스 온 디맨드(eBOD)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및 파트너사, 고객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시장에서의 기회 또는 경쟁 위협 등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웹스피어,

DB2, 티볼리, 로터스 그리고 래쇼날 등 IBM 소프트

웨어는 이러한 역을 지원하며 특히 수평적인 통합,

개방형 표준, 가상화 및 자동화 등은 e-비즈니스 온

디맨드의 핵심 요소이다. IBM은 자동화 프로젝트인

‘심포니 프로젝트’전략을 발표했으며, 심포니 프로

젝트는애플리케이션과서버등컴퓨팅인프라를자동

으로변경하거나추가하며, 이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

전산자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이기종 환경 제공, 오픈된 표준 지원, 단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모듈로 구성하여 통합된 가치를

제공한다는것이기본방침이다.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리드 관련한 프로

젝트로는 정보통신부 주관의 국가 그리드(K Grid)

기반 구축 사업 및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사업이있다. 

또한 K Gri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부

주관의 e-Science 사업 및 건설교통부 주관의 분산

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KoCED) 사업도 진행

되고있다. 

그리드관련프로젝트의국내모과제인K Grid

프로젝트는 2001년에 정보통신부 주관의 국가

그리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2002년부터

5년간 약 170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다. 

초기 K Grid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내외 컴퓨팅,

대용량 데이터 및 첨단 실험 장비를 초고속 네트

워크로연결하여과학기술연구자가단일자원처럼

활용할수있는사이버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었다.

하지만최근에는유무선망에분산된이기종의각종

연구자원들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솔루션으로 그리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u-IT839의 3대인프라에새롭게소프트

웨어인프라가추가되면서향후구축될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이기종의S/W 및H/W를 seamless하게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로

그리드기술이활발하게연구되어지고있다. 이러한

차세대 정보 사회로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K Grid 프로젝트도 3단

계로나누어서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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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Grid 프로젝트는 국내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연동한 테라 그리드 환경을 구축하고, Production-

level의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드 미들

웨어기술을연구및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 위해서 KISTI를 포함한 대규모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연동하여상시적으로활용가능한테라그리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리드 환경에서 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KISTI가 시장 표준

(defacto standard)인 Globus Toolkit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그리드 미들웨어 툴킷 MoreDream과

그리드 미들웨어 패키지 KMI-R1(K Grid Middl-

eware Initiative - Release 1)을활용하여보다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리드환경에서동작하는 IT 분야의시범응용

특히, 비즈니스 응용 분야와 연계된 비즈니스 그리드

모델(그리드 기반 텔레매틱스용 실감 콘텐츠 구축

관리 기술 개발, 그리드 기반 온라인 게임 서버 엔진

기술개발, 그리드기반렌더링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발굴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비즈니스응용분야에서도그리드기술의중요

성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고성능 연구 자원을

그리드 기반으로 공동 활용하는‘국가 연구자원 공동

활용체제’로발전시키고자한다.

본고에서는국내외그리드프로젝트의현황및동향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언급한것처럼그리드는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어

미국, 국등선진국에서정부주도로심도있게추진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의

비전 : u-korea 달성을 위한 그리드 인프라 구축

3단계목표 (2008년 ~ 2010년)

U-Korea 달성을위한그리드인프라구축

2단계목표 (2005년 ~ 2007년)

IT839 연계를통한
비즈니스그리드창출기반조성

1단계목표 (2002년 ~ 2004년)

IT기술 융합을통한
첨단과학기술연구환경조성

<그림 4> 국가 그리드(K Grid) 프로젝트비전 <그림 5> 국가 그리드(K Grid) 프로젝트의추진전략및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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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하에 그리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드

기술은초기에는과학기술을중심으로활용되어왔으나,

그리드기술의활용은<그림6>과같이 IT839 서비스,

산업 및 과학기술 그리고 공공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드는 u-Korea 구현을 위해서

현재의인터넷중심의정보인프라를고도화하고지능

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유비쿼터스컴퓨팅, 차세대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그리드 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가 그리드(K Grid) 사업을 정통부의 u-IT839 

전략과 u-Korea 인프라 구축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21세기

첨단 IT 신산업육성및u-Korea 기반을조기에구축

하고, 그리드를 활용한 연구개발 능력 증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세계 5위권의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

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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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리드기술이적용가능한응용분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