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
(2021.10)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와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작 성┃ 광주과학기술원 김 종 원 교수 (jongwon@gist.ac.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 ❘

o 『AI Network Lab 인사이트』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
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신기술에 대한 동향을 간략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o 본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사업, 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지능형연구개발망 구축운영사업의
․
연
구과제 결과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능률협회와 공동 기획하
였습니다.
o 본 보고서의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
때는 반드시 출처
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
습니다.

발 행 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 행 인 문용식
기

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형인프라본부 미래네트워크센터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www.nia.or.kr

보고서 요약
1. 보고서 요약 ················································································································ 5

보고서 주요 내용
1. 미래 ICT 인프라 방향성과 지속적인 클라우드 확장 ··················································· 7
2.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의 부상과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 8
3.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기반 미래형 인프라 참조모델 ········································· 11
4. 모바일/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의 부상 ····································································· 13
5.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 15

참고문헌 ··························································································································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 ❘

AI Network Lab 인사이트 제10호 (2021.10.)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거꾸로 프레임워크 기반 환경구축의 필수사항으로서
파괴적이고

급속한

변화까지

수용하는

유연한

소프트웨어-정의

(Software-Defined) 인프라와 이에 기반한 클라우드 연계형 공통플랫폼을 들
수 있다.
먼저 초융합형(hyper-converged) 박스 중심의 계산‧저장‧네트워킹 자원을 중
심으로 구성된 표준‧통합지향의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는 코어(core), 에지
(edge), 그리고 종단(end) 영역들로 크게 구분된다. 코어 영역에는 거대독점
클라우드 사업자들 위주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들의 연합체가 견고하게 자리잡
고 있으며, 반대편인 종단 영역에는 메쉬 형태로 엮어진 다양한 사물과 사람
들이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두 영역이 만나는 에지 컴퓨팅/클라우드 영역을 중심으로 분야별 산
업들과 접점을 가지면서 특화된 AI+X 융합형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산출되기
시작했다. 즉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들
에서 산출된 개방형 데이터(Open Data)를 활용하면서, Data-Networking-AI
(D-N-A) 개념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연계형 공통플랫폼은 특정 벤더에 의존하지 않는 오
픈소스 클라우드-네이티브(cloud-native) 컴퓨팅 기반의 하이브리드/멀티 클
라우드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중심(data-centric)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데이터 확보‧교환‧공유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보 고 서 요 약
1. 미래 ICT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클라우드의 규모 및 유연성 확장
구축되는 미래형 ICT 인프라로서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유(shared)하도록 단순하게 개방되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킹 자원집합이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공된 자원들을 개방이고 공통화된(common) 플랫폼 도구를 통해 활용하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플랫폼의 경제성에 힘입어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부상했으며,
오픈-소스 클라우드-네이티브(cloud-native)

컴퓨팅이 출범하여 클라우드-중심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Open API 방식으로 익숙하게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중심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창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픈소스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을 활용하여 특정 벤더의 의존성을 줄이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중심(data-centric)

추세에

따른

D-N-A(Data-Networking-AI)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 증강에도 충실하게 대응하는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개념을 보여준다.

2. 모바일/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의 부상과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통신 사업자와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전략적인 협업과 상호 견제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완충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지 영역에서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이 가지는 호환성은 통신 사업자들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

서 클라우드 연계형 공통플랫폼은 특정 벤더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소스 클라우드-네
이티브 컴퓨팅 기반의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중심 컴퓨
팅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유연하고 확장성있는 데이터 확보‧교환‧공유 또한 체계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리눅스 재단의 에지 컴퓨팅 활동과 같이 오픈-소스 중심의
에지 컴퓨팅 방식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에지-코어 연동의 차원에서 하이브
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된 멀티사이트 에지 클라우드를 유연하
게 활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미래형 서비스의 태동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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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창의
적인 AI+X (AI융합) 서비스들의 거점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즉 거꾸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인프라-플랫폼-서비스 계층을 효
율적으로 아우르면서 변모시키고, 산학관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산발적으로 흩어
지는 소모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데이터-중심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에 기반한 공용 인프라와 공통플랫폼을 실증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형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이 국가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우선 공통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노력을 지속
해야 할 것이다.

❘ 6 ❘

www.nia.or.kr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와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주 요 내 용
1. 미래 ICT 인프라 방향성과 지속적인 클라우드 확장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Cloud

Container-leveraged

AI &
BigData

Software as a Service

Open
Data

Data & APIs

Open Platforms (Tools)

SDI

Open Federated, Composable
Software-Defined

IoT--Cloud integrated
with Mobile+SDN/NFV

Infrastructure (Resources)

<그림 1: 거꾸로 프레임워크에 따른 미래 ICT 인프라의 계층 구상>

미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기반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지원하도록

Networking)과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Cloud)

컴퓨팅을

네트워킹(SDN:
통합한

Software-Defined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SDI: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를 개방형으로 유연하게 구축‧운영하는 장기적인
숙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SDX(Software-Defined X)의 X는 좁게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넓게는 인프라 전체, 그리고 더 넓게는 경제(economy) 등으로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정의 개념을 ICT 인프라 전반에 적용한
초융합형(hyper-converged)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이해하려면, <그림 1>과 같은
거꾸로 프레임워크(Flipped framework)에 따라 인프라/플랫폼/서비스를 망라하는
개방형

생태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킹을 밀접하게 결합한, 융합형 박스 형태의 스케일-아웃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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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융합형(converged)에서

초융합형(hyper-converged)으로

진화중인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맨 아래에 두고, 미래 ICT 생태계를 주도할 최상위에
위치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개방된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정의 서비스들을 창출하는 것이다[1-3].

<그림 1>을 정리해 보면, 종단에서 클라우드까지의 IoT-Cloud 지원을 모바일과
결합된

SDN/NFV(Network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가

Function
하부에

Virtualization)를

자리잡고,

개방형

연계하여
연동(open

수행하는
federated)과

조합가능한(composable) 자원 제공을 추구하면서 확장적인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간에 위치한 개방형 플랫폼을 도구로 삼으면서, 축적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가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AI

&

BigData),

클라우드(Cloud)

분야

등을

중심으로

IaaS/PaaS/SaaS1) 계층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용자-중심 서비스들이 개방형 플랫폼
도구들과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제공된다. 즉 구축되는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유(shared)하도록 단순하게
구축되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경제적인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킹
자원집합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제공된 자원들을 개방적이고 공통화된(common)
플랫폼 도구를 통해 활용하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개방형
인프라와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중심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2.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의 부상과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ICT 인프라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이
거대규모(hyper-scale)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코어(core)에 위치시킨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2>와 같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클라우드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거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이 통신사업자나
1)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로 통칭되는
대표적인 3계층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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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서비스 회사의 데이터센터들과 점차적으로 연계(federation)되면서 미래 ICT
인프라의 코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종단-에지단에서 사용자들은 점차적으로
모바일화 된 스마트 단말들을 활용하면서 코어에 위치한 클라우드 연합체와 연결하고,
각종 스마트한 사물(things)들도 비슷한 형태로 종단-에지-코어(중심) 형태로 엮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하부에서 글로벌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한
클라우드 형 인프라 구축이 2020년을 기점으로 과반 이상을 점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Statista Q4. 2020

IDC Cloud Infra IT Spending
(Public+Private): 74.1bn 2020

IDC 2021

<그림 2: 글로벌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인프라 형상과 클라우드 비중 확대>

이러한 ‘Cloud-First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이에 어울리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클라우드
우선의 컴퓨팅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림 3>과 같이 가상머신(virtual machine)
에서 벗어나 가볍고 유연한 컨테이너(container)를 중점적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클라
우드-네이티브 컴퓨팅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최적화된 컨테이너 기반의 기능(function) 중심으로 제공되는 FaaS(Functions as a Servi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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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 방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보다 경량
화되고 보안이 강화된 컨테이너 기반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컴퓨팅 방
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Monolithic Apps

N-tier Apps

Micro-services Nano-services

Cloud (VMs, BM, …)
Baremetal
Boxes

Virtual Machines

Serverless
(functions as a service)

Containers
(Docker, Singularity, LXD, …)

<그림 3: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중심의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으로의 전환>

관련하여 <그림 4>와 같이 CNCF(Cloud-native Computing Foundation)이 2015년에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에 접어들면
서 폭발적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Hybrid-/Multi-Cloud 호환이 가능한 차세대 클라우드 서
비스의 근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즉 Kubernetes (K8S) 컨테이너 오케스트
레이션에 기반하여 OCI (Open Container Initiative) 방식의 컨테이너 활용, CNI (Container
Networking Interface) 방식의 컨테이너 네트워킹 지원, CSI (Container Storage Interface)
방식의 스토리지 지원, SMI (Service Mesh Interface) 등과 같은 호환성있는 서비스-메쉬
지원 등을 통일성 있는 API로 해결한다. 또한 마이크로서비스구조(MSA: MicroServices
Architecture) 기반의 유연한 단위 서비스 합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과 개발운영병행
체제(DevOps: Development & Operation)에 따른 자동화된 개발‧운영 지원을 엮어내는 개
방형 구조가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패러다임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컨
테이너 자체에 있어서도 초기에 대세를 점유했던 단일 프로세서 수준의 요소 서비스 기능
을 제공함에 집중한 Docker 컨테이너를 이어서, LXD 머신 컨테이너, HPC 대응이 향상된
Singularity 컨테이너, 보안성이 강화된 Kata 컨테이너 등과 같은 다양하면서도 OCI 방식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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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호환성이 강조되는 컨테이너들이 확산적으로 제공되는 추세이다.

Cloud native computing uses an open
source software stack to be:
• Containerized
• Dynamically orchestrated
• Microservices oriented

microservices + automation +
DevOps

Agility of software teams +
Resilience of applications.

<그림 4: CNCF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의 핵심 개념>

3.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기반 미래형 인프라 참조모델
따라서 다가오는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의 필수
적인 요구사항으로서 파괴적인 수준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미래지향형 소프
트웨어-정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4,5]. 관련하여 2015년도 미래인터넷포럼(FIF: Future
Internet Forum) 테스트베드 작업반(WG: Working Group) 활동을 통해 SDN/NFV/Cloud가
통합된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개념에 따른 참조모델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으
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차세대 5G 통신과 연계한 미래형 인프라의 기반 참조모델
로 업데이트해서 제시한 바 있다[6]. 이러한 참조모델을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패러다
임과 접목시키면, <그림 5>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먼저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
의 인프라 참조모델은 코어(core), 에지(edge), 그리고 종단(end) 영역들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코어 영역에는 전세계적으로 독점적인 클라우드 사업자들 위주의 거대 데이터센터들
이 연합(federation)해서 세계적인 ICT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단 영역에는
메쉬(mesh) 형태로 서로 엮어진 다양한 사물과 사람들이 흩어져 분포하면서 산업 분야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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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로 특화된 인공지능 연계형 서비스들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한 소프트웨어-정의 보안 및 네트워킹(Software-Defined Security &
Networking)의 적용범위가 액세스 네트워크(access network)부터 광대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 WAN)를 걸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외부 연동까지의 종단간으로 확장
되는 모습이다. 또한 초융합형(hyper-converged) 박스 형태의 계산‧저장‧네트워킹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코어 영역에서 멀어짐에 따라 자원의 배합이 달라지고 규모가 축소되
고, 용도에 맞춰 유연하게 조합하는(composable) 자원집합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Cloud-native

http://nvidia.com

Data-centric

<그림 5: 클라우드-네이티브 데이터-중심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개념도>

또한 <그림 5>는 오픈소스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을 활용하여 특정 벤더의 의존성을
줄이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구축과 함께, 데이터-중심(data-centric) 추세에 따른
D-N-A (Data-Networking-AI)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 증강에도 충실하게 대응해야 함을
추가한 초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개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주목받는
D-N-A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는 확보‧교환‧공유를 위해서
는 <그림 6>에 제시한 ‘Connected DataLake’ 개념에 따른 에지 및 코어 클라우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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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협력에 따른 데이터-중심 인프라와 플랫폼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개선도 필수적이
다.

Connected
DataLake
Data Licenses
& Sharing
Open
MetaData Exchange
Open Data
Transfer

Edge Clouds
with

DataPonds

Core Cloud

with

DataLake

<그림 6: ‘Connected DataLake’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에지-코어 클라우드 협력 구도>

4. 모바일/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의 부상

<그림 7: 모바일/멀티액세스(Mobile/Multi-access) 에지 (클라우드) 컴퓨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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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통합적인 소프트웨어-정의 기반 미래형 ICT 인프라 구도에 맞추어 초대용량 정
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미래형 융복합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 4G 모바일 통
신망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이 중앙의 코어로 집중되는 형태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대용량/실시간 처리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5G 이동통신망 환경에서 대
용량의 트래픽을 초저지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단-코어 사이의 접점으로 부상하는 에
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모바일/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MEC:

Mobile/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7].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종단과 코어의 사이에 위치한 에지는 상대적인 위치 및 활용하는 사용자의
시점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므로,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그림 8: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접점인 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

또한 <그림 8>과 같이 통신 사업자와 거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전략적인 협업과
상호 견제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완충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지 영역에서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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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이 가지는 호환성은 통신 사업자들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
는 상태이다.

5.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최근들어 종단 영역과 코어 영역들이 만나는 에지 컴퓨팅/클라우드 영역을 중심으로
분야별 산업들과 접점을 가지면서 특화된 AI+X 융합형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산출되기
시작했다. 즉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들에서 산출
된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D-N-A 개념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이 서서히 시작되
는 것이다.

<그림 9: 리눅스 재단의 에지 활동과 클라우드-네이티브 에지 컴퓨팅>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연계형 공통플랫폼은 특정 벤더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소스 클
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기반의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중심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데이터 확보‧교환‧공유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리눅스 재단의 에지 컴퓨팅 (Linux
Foundation Edge) 활동과 같이 오픈-소스 중심의 에지 컴퓨팅 방식이 지속적으로 부상
하고 있다. 즉 에지-코어 연동의 차원에서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된 멀티사이트(multi-site) 에지 클라우드들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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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창의적인 미래형 서비스의 태동이 예상된다.

<그림 10: 모바일 에지 컴퓨팅 관련 활동: LF Edge 및 KINETIC Edge>

또한 <그림 10>과 같이 리눅스 재단의 에지 컴퓨팅 활동과 더불어 에지 컴퓨팅을 위한
분산형 인프라 차원의 협력체인 KINETIC Edge Alliance, 에지 컴퓨팅용 장비에 대한 오픈소스 차원의 호환성에 주목하는 OCP(Open Compute Project) 활동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Integrated
Operation Tower
5G+
Rainbow
Regional
Network

Smart
Mobility & Safety
Demo Services

Smart Factory
Demo Services

<그림 11: 공용인프라/공통플랫폼에 기반한 살아있는(online) AI+X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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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표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가치-지향 서비스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
어내려면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 등을 유기
적으로 연계해가는 통합적인 거꾸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통하여 클라우드 중심 초연결 인프라 기반으로 사용자-주도형 AI+X 서비스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실증하도록, 오픈소스 중심 인프라/플랫폼을 종단-에지-코어 영
역에 걸쳐 DevOps(개발/운영병행체제) 자동화가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운용해야 한
다. 이때 <그림 11>과 같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고 이를 활
용하여 미래형 AI+X(AI융합)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실증 테스트베드 중심의 에지-코
어 클라우드 연계형 리빙랩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살아있는 데이터에 기
반한 실용적인 AI+X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산‧학‧관‧연의 참여 주체들이 함께 활용
하는 공용 인프라와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한 통일성이 있는 공통 플랫폼을 오픈-소스
클라우드-네이티브 컴퓨팅 패러다임에 맞춰서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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