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유비쿼터스컴퓨팅의 진화 

자율 컴퓨팅 

AmI 

도시공간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 

▣ 인간의 몸이 숨을 쉬어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구성할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개발 

▣ 시스템 스스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Self-Growing하고, 이런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학습을 통해 점차 줄여가는 특징 

자율 컴퓨팅 구조도 

• Managed Resources, Touchpoint, Touchpoint Autonomic Managers,  
  Orchestrating Autonomic Managers, Manual Manager의 5가지 Layer로 구분 
 
• 시스템 스스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Self-Growing하고, 이런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학습을 통해 점차 줄여가는 특징을 가짐 
 
• 100% 자율적으로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할 수는 없기에 최상위 레벨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Manual Manager가 존재 

자가치유: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동  
감지해 자가진단 및 치유 

자가면역: 외부의 공격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부터 스스로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 

자가재구성: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컴퓨터 자원을 재구성 

자가최적조절: 컴퓨터 
자원의  최적 사용을  
위해 작업량과 컴퓨터 
의 사용을 자동으로  
조절 

자가재구성 자가치유 

자가 
최적조절 

자가면역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 

▣ 1단계(기본: Basic) – IT 전문가들이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 엘리먼트를 관리하고, 이를 설정, 모니터링,  

 대체한다. 

▣ 2단계(관리: Managed) – 시스템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분산 시스템에서 정보를 콘솔로 모아서, 복잡한  

 IT 환경의 정보들을 모으고 합성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인다. 

▣ 3단계(예견: Predictive) – 상황을 모니터 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 기능들이  

 시스템에 도입된다. IT 전문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 4단계(적응: Adaptive) – IT 환경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환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서  

 액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5단계(자동화: Autonomic) – 비즈니스 정책과 목표가 IT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을 관리한다. IT 전문가들은 

 자동화 기술 툴과 인터랙팅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자율 컴퓨팅 활용 5단계 



  

Ambience Intelligence 

▣ 컴퓨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 및 내재되어 있는 경험적 행동 양식(경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처해있는 상황정보, 환경정보 등을 기반 

 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지능적 감지 시스템으로 발전 

▣ 사용자 주변에 있는 환경 변화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집합되어 하나의 시스템 

 들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디자인을 가짐. 즉, 단위 시스템들이 서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없이 정보를 교류 

AmI의 2020 발전도 

 

• embedded : 수많은 네트워크로 묶인 디바이스들이 

 환경에 통합 

• context aware: 여러 디바이스들이 현재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수집 

• personalized: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절 

• adaptive: 사용자 선호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 

• anticipatory: 사용자가 대답하기 이전에 지능적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변화 

AmI 5가지 특징 



  

AmI Reference Model-1 

AmI Reference Model 



  

AmI Reference Model-2 

AmI Functional System Model 



  

AmI 응용사례 

 Context Aware Environments (CAE)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 개발 

 Ambient Intelligence  

• 최근 발표된 유럽의 정보화 비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통신, 그리고 

 지능화된  인터페이스의 융합을 목적으로 연구 진행 

 Ambient Intelligence Space 

• 기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조합된 공간을 의미, Ambient Intelligence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seamless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 진행 

▣ Ambience Intelligence 프로젝트에서의 네트워킹 연구 



  

AmI 응용사례 

▣ AmI의 Ad hoc network를 이용한 응급 대응 서비스: 지능형 건물 



  

도시공간 컴퓨팅(Urban Computing) 

▣ Urban Computing은 도시 시설과 생활 속에서 컴퓨팅, 센싱 그리고 산재 

    되어 있는 기술들의 통합을 의미 

▣ 이는 단순하게 공간의 확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중시 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기술과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Expansion of Space:  

 기존 Ubiquitous Computing  

 Space(Home, Work etc…) 의 확장 

 Technology of Integration:  

 현재 개발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될 기술의 통합 

 Harmony of Space:  

 도시는 가장 복잡한 공간인 동시에  

 공간들의 집합체 



  

도시공간 컴퓨팅(Urban Computing) 

▣ Just-for-Us project 

 사용자의 물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형식을  

 가능하도록 디자인 된 모바일 웹 서비스 

 HTTP Web browser, MySQL, Bluetooth 

 

 

 

 

 

 

 

 (a)사용자가 보고 있는 현재의 풍경을 모바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b)사용자에 근접한 정도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활동과 그 정도를 표현 

 하고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구름 속의 컴퓨팅(computing in the Cloud)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사용자 

 에게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의 IT 가용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말 함 

▣ 아래 그림과 같이 수 많은 컴퓨터를 이용한 거대한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모든  

 정보를 묶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Google의 경우 Google File System, Bigtable, Chubby, Map&Reduce 등  

Cloud Computing Platform 

Google은 이미 Android, Search API, Chart API,  
Gadget API, Calendar API, Map API , Web Toolkit,  
Album API 등 많은 API를 오픈하여 제공하고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개념과 비전: 인터넷을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하는 컴퓨팅 환경 

 MS, 아마존, Google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국내 컴퓨팅 산업 기반 

 구축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IT 비용 절감  및 다양한  

 IT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주요 선진국 추진 현황 

 기업 중심의 상용화 연계 R&D에 주력 

  오픈 테스트베드를 통한 산학연계 및 레퍼런스 확보  

 
 

미국 

 
 

일본 

 
 

EU 

 
 

중국 

 Googld과 IBM 합동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3억 투자 

 아마존 07년 $4억8500만 투자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 상용 서비스인 S3와 EC2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IBM Japan 동경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설립 

 Yahoo Japan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위해 ￥450억에 소프트뱅크 IDC 솔루션 회사 인수 

 유럽 집행위원회 정보통신기술 분야 FP7에서 IBM, SUN, SAP 등 13개 기관 참여하는 

 『 Reservoir  클라우드컴퓨팅 』프로젝트를 추진 '08년부터 3년간 €1,700만 투입 

 중국 최대 B2B E-Commerce 포털 Alibaba 중국 최초 E-Commerce 클라우드 추진 중 

 SW 개발단지에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하여 인프라 무상 대여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기존 컴퓨팅기술과의 차이점 

Grid Computing  

Utility Computing 

Server Based Computing 

Cloud Computing 

Enterprise End-User 

As a Service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images.stockxpert.com/pic/s/d/di/dimensions/65354_92318992.jpg&imgrefurl=http://www.stockxpert.com/browse.phtml?f=profile&l=Dimensions&h=99&w=100&sz=10&hl=ko&start=4&sig2=BDf1SKiPKTX3wdvEcvEWcg&um=1&tbnid=tjfe8SlvCwhLoM:&tbnh=81&tbnw=82&ei=9HMhSIO-F5He6QPOwYWwAw&prev=/images?q=person+icon&um=1&hl=ko&newwindow=1&rlz=1T4GZAZ_koKR267KR26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 클라우드 컴퓨팅은 참여 역할에 따라 벤더, 프로바이더, 사용자로 구성 

 벤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제품군(HW, 솔루션, 응용)을 

 제공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운용 

 사용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소비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류 (1) 
대분류 중분류 산업(기술)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기술 

SaaS 플랫폼 기술 

- Multi-tenant 기술 

- SaaS 어플리케이션 생성 환경 기술 

- Legacy 서비스 연동 기술 

클라우드 응용  

컴포넌트 기술 

- 서비스 및 응용 Open API 

- 클라우드 SW 컴포넌트 기술 

- 컴포넌트 연동기술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기술 

- 웹기반 개발 도구 

-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디버깅 기술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기술 

- 클라우드 경량 단말 플랫폼 기술  

- 클라우드-모바일 Sync. 기술 

- 클라우드 푸쉬(Push) 에이전트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서비스 배치 및  

관리 기술 

- 클라우드 SLA 제공 기술 

- 서비스 생성 및 자동 프로비저닝 기술 

-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호환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 

- 서비스 과금 기술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기술 

- 분산 파일시스템 기술 

- 분산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 

- 분산 병렬 처리 기술 

- 분산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류 (2) 
대분류 중분류 산업(기술) 분야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클라우드 보안 기술 

- 데이터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기술 

- Trustworthy 컴퓨팅 기술 

- 프라이버시 보장 기술 

- 클라우드 SSO 기술 

-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인프라 자원 관리 기술 
- 개방형 자원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 기술 

- 지능형 동적 부하 관리 기술 

인프라 자원  

가상화 기술 

- 서버 가상화 기술 

-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 입출력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 

- Scalable & High Speed Network 구조 

- 클라우드간 연동기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술 

- 클라우드 최적화 서버 및 스토리지 기술 

- 모듈(확장)형 데이터센터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서비스) 분류 (1) 

대분류 중분류 제품(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 

-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텐츠 관리 서비스(CMS),  

   협업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기반 서비스(WBS)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오피스 서비스, 데스크탑  

   생산성 지원 서비스, 개인 백업 및 데이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서비스 

- 인증 및 과금 서비스, 지도 서비스, 데이터 처리 서비스,  

   검색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서비스 

- 기업 내부 클라우드 구축환경 제공 서비스 

  ※ GigaSpaces 

퍼블릭 플랫폼 서비스 
- 클라우드 응용 개발 및 운영 환경 제공 서비스 

   ※ Google AppEngine, MS Azure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컴퓨팅 서비스 
- 원격 컴퓨팅파워 제공 서비스 

   ※ 아마존 EC2 

미들웨어 서비스 -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서비스 
- 백업용 스토리지 서비스, 기업용 스토리지 서비스,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서비스) 분류 (2) 

대분류 중분류 제품(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자원 가상화 시스템 
- 서버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 가상화 시스템,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처리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클라우드 자원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응용 및  
서비스 개발 시스템 

- 가상이미지 구축 시스템, 자동 프로비저닝 시스템 

클라우드  
IDC 

클라우드 IDC 인프라 - 전원설비, 냉난방 설비 

클라우드 IDC 장비 
- 서버, 클러스터링 시스템, 고성능 스위치, 고속 스토리지,  

  고속 스토리지 연결망 

클라우드 IDC 플랜트 - 모듈러 IDC, IDC 패키징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의 개념으로도 불리는데, 물론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grid-utility model의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음 

▣ 그리드 컴퓨팅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는 등의 분산컴퓨팅 개념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유럽에서 진행 중인 

  ‘EUFORIA(EU Fusion fOR Iter Applications)’를 예로 들 수 있음 

• FP7에 가입된 EUROFIA는 2010년까지 

 유럽 전역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융합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 

 들을 조정하는데 그리드 컴퓨팅 개념을  

 활용 

 

•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을 유럽 전역에 있는 

 고성능 컴퓨터(HPC)들과 네트워크로 분배 



  

유틸리티 컴퓨팅 

▣ Utility Computing 개념은 2001년 미국의 HP가 고성능 유닉스 서버인 슈퍼 돔을 출시 

 하며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컴퓨팅 자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모델 

 

 

 

 

 

 

 

▣ “유틸리티”라는 용어는 전기나 수돗물 등과 같이 스위치를 켜거나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등을 켜거나 수돗물을 받아쓸 수 있는 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 2001년 미국의 hp가 고성능 유닉스 서버인 슈퍼돔을 출시하며 부각이 되었으며, 미래의 

 실시간 기업 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 



  

유틸리티 컴퓨팅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IT 전반의 요소를 하나의 서비스 개념 

 으로 파악하여,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지 않고 중앙 집중적인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실제로 사용한 양에 의해 요금을 지불하는 컴퓨팅 패러다임’을 의미  

▣ 기업에서는 자원을 미리 구입하지 않고 사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 

▣ MS에서는 자사 오피스를 사용 시간에 따라 과금할 수 있는 형태의 유틸리티  

 컴퓨팅 적용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 



  

Ubiquitous Smart Space 



  

Ubiquitous Smart Space 



  

U smart space system의  layer 구조 

온/습도 센서 RFID GPS 영상인식 

Bluetooth, Zigbee, uPAN, IPv6, BcN 등 

Sensing Layer L1 

Networking Layer L2 

Computing 
Middleware Layer 

L3 

Service Layer L4 

Object Layer L5 

User Interface L6 

Context-
Awareness 
Computing 

Security & 
privacy 
Control 

Semantic Data 
Process 
Technology 

u-교통 u-교육 u-홈 

Smart Mirror Smart Phone 

Augmented 
Reality 

Gesture 
Interacti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강의 요약 

 자율 컴퓨팅의 개념 

 AmI 개념과 특징 

 AmI 추론 모델과 응용 사례 

 도시공간 컴퓨팅의 개념과 사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기술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u지능공간 개념과 구조,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