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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Cloud 대응 공용개발환경을 위한 K- Cluste r 참조모델
김종원(GIST 정보통신공학부/FIF 테스트베드 WG 의장)
미래지향적인

ICT

인프라로의

혁신을

위해서

융합된 Diversified SaaS
Applications
(hyper-converged) 박스형 자원집합을 활용하면서 SDN,

Resources in Hyperconvergent Boxes

NFV, 그리고 Cloud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원하
는 다양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조합형(Composable) 소
프트웨어-정의

인프라(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I)로의 진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SDN/NFV/Cloud가
통합되고 융합된 조합형 SDI 개념에 따른 SDI 참조모델을

IoT

<그림 1>과 같이 코어(core), 에지(edge), 그리고 종단(end)
IoT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려본다. 살펴보면 스마트한 사물들을 유
/무선 메쉬(mesh)로 연결한 가상화된 네트워킹이 플로우 기

Things

Federated
Cloud DCs

μCloud

반 SDN의 유연성과 에지 Cloud 개념을 활용하면서 핵심
<그림 1: SDI 참조 모델>

서비스 자원들이 위치한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것이다.

자원집합의 유연성/경제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융합형 박스들로 만
들어내는 자원집합의 부상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융합된 박스형 자원집합의 입장에서는 위치한 영역에 맞춰서 계
산/저장/네트워킹 자원의 배합을 바꾸고 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들(functions)을 다양하게 조
합하는 숙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미들박스(MiddleBox)에 대응하는 중간의 위치에서 SDN/NFV/Cloud 통합을 훈
련해 볼 수 있는 자원집합이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융합된 박스형 자원집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화이트박스의 속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영역별로 분산된 융합형
박스 자원들 간의 연결(inter-connect)은 느슨한 결합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DevOps (개발운영 병행체
제) 도구에 의한 자동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강
한 결합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K-Cluster Concept Design

2>과 같은 융합된 화이트 박스들의 묶음으로 구

(2016.11 - v0.3)

성하는 에지에 위치한 분산된 소규모 클라우드인
Cloud를

실험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보는

Federated μClouds
(IoT-SDN/NFV/FastData-Cloud +HPC/BigData)

K-Cluster 형태의 자원 구성이 요구된다. 먼저
K-Cluster의 왼쪽은 SDI 종단 영역에 위치한
IoT를 위한 다양한 센서와 액츄에이터들을 연계
하면서 실시간을 지향하는 데이터를 수합하여 주
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K-Cluster는 SDI 에지 영역에 위치한 Cloud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SDN, NFV, FastData (실
시간 데이터 처리 및 해석) 기능들을 지원해야 한
다. 이어서 오른 편에 위치한 SDI 코어 영역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보조하면서 대규모의 자

<그림 2: 에지 Cloud에 대응하는 K-Cluster 구성 개념>

원이 소요되는 BigData 처리/해석과 고성능 컴퓨
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이와 같이 K-Cluster 는 전체적으로 인
프라 자원들을 총괄하는 자동화된 관제센터(DevOps Tower)를 중심으로 종단/에지/코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각
종 기능들은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Cluster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확장되기 쉽도록 오픈
소스에

기반한

세부적인

자원

구성과

KOREN/KREONET과

같은

연구개발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통해

“Federated Clouds”에 대응하게 만들어 소위 K-ONE Playground 통합개발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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