魂▪創▪通

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담당자 : 최완 (042-86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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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ataSW – 대표성과 . 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魂▪創▪通
대표성과명 : 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언제 어디서나 고성능 고화질 개인 가상 PC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스크탑 클라우드 기술
구분

정의

개요

• 3가지 가상화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고성능 개인용 작업 환경 제공 기술
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데스크탑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개념도

그래픽
가상화
최종
결과물

개인용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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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필요성
魂▪創▪通
 녹색성장, 스마트워크 실현, 기업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도입 확산(2011.2)
 국내외 시장 급속 확대(12년 82.8%, IDC 2011)
※ ’14 전세계 PC 약 15%(7,800만대)가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이동

 클라우드 데스크탑의 국제 경쟁력 전무
 Citrix, VMWare, MS 등 외산 솔루션 국내 도입 확산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기술

– 국산 VDI 솔루션 필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 고속, 대용량 스토리지 기술 필요

그래픽 가상화 기술
– 고화질 3D 그래픽 처리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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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세부 기술 특징
魂▪創▪通

고화질 3D 그래픽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데스크탑 솔루션
언제 어디서나 고성능 고화질 개인 가상 PC를 사용 가능한 데스크탑 클라우드 기술

데스크탑
가상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기술

스토리지
가상화
스토리지
캐시 기술

그래픽
가상화
그래픽 가상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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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
魂▪創▪通
고품질 저전력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원격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IO 가상화 기반의 DaaS (Desktop as a Service) 시스템
•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무병목 IOV 기반의 가상 원거리 DaaS 기술
• 저전력 소모와 낮은 TCO를 구현하는 그린 PC 시스템 기반의 근거리 DaaS 기술

원거리
DaaS

근거리
D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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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魂▪創▪通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 입출력 폭증에 따른 성능 문제 해결과 VDI 동시 사용자 수의
무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캐시 기반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기술
• 12,000 VDI 사용자 서비스 지원 가능한 워크로드 인지형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캐시 기술
• VDI 이미지 데이터 실시간 중복 제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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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그래픽 가상화 기술
魂▪創▪通

클라이언트 렌더링 기반 SW 서비스 기술
- 3D SW 온라인 서비스 기술
- 서버에서 응용 SW 실행 -> 클라이언트 그래픽 렌더링 사용
• 기존 솔루션 대비 1/10의 서버 비용, 최대 1/10 네트워크 사용량
• 불법 복제 근원 차단

인터넷

고가의
서버 GPU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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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사업화 방안
魂▪創▪通
㈜버츄얼빌더스
주요제품: 2015. 7. LG U+ 시범 서비스 및 하반기
상용 솔루션 서비스
주요시장: 기업형 가상 데스크탑 및 기업형 SaaS
-

주요제품: 서비스로서 3D 설계 제품
– 저비용 3D 서비스
– 불법 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
– 설치/관리 오버헤드 감소

2015.9. 기업형 30,000 VDI 구축(600TB/년)

개방형 BIM 국제표준 브라우저
Khan IFC Browser

 교육(초등/대학)/공공 분야
-

2015.9. SaaS형 10,000 VDI 구축(200TB/년)

BIM 기반 객체지향형 저작도구
ArchiSpace

 건설/유통/병원 등 중소기업(1,000개)
-

3차원 건축물 무료 통합공간문서 뷰어
Gong Viewer

2016.4. 단독형 VDI 인프라 구축(1PB/년)
 중견기업/대기업 private 가상 데스크탑 시장
주요시장:
(국내) 디지털교과서 구축 관련 교

육분야
(국외) 일본 VDI 스토리지 SW(라

•

개인별

공간 정보 솔루션
Gongtools.com
3D 도시 공간 정보 생성 및 분석 툴
UrbanSpace
Vitrual Builders Website
www.vbuilders.co.kr
건설 프로젝트 통합 관리 서비스
Archiman.co.kr

이선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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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핵심 기술 및 동향
魂▪創▪通
구분

필요성

핵심
기술

개요
• 현재 데스크탑 서비스의 문제점: 전체 솔루션이 외산이며, 고가이며, 비실용적임
- PC가격 100만원에 VDI 솔루션 200만원대
• 현재 VDI용 스토리지의 고성능 요구 및 비용의 증가로 비실용적임
- 1만 사용자 지원시 NetApp 25억 규모
• 실제 3D 솔루션은 초고가로 범용화가 어려움: 수지타산 맞지 않음
- Citrix HDX 솔루션: 1천만원/4명
• 저비용 PC, 볼륨 서버를 이용한 IOV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플랫폼 기술
• Full HD 3D 서비스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GPU 랜더링 기반의 SW 서비스 기술
•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입출력 성능을 개선시킨 하이브리드 캐시 기술

• VmWare View5, Citrix XenDesktop5 솔루션을 기반으로 데스크탑 클라우드 시장 과점
경쟁기술 • Citrix HDX, MS RemoteFX 기술 등은 고가의 서버 장비를 기반으로 3D 서비스 지원
관련기술 • IBM/HP/EMC 등 상용 SAN 스토리지 제품/미국
동향
- 공개SW 기술인 NEXENTA(미국) 2011년 국내 상용 서비스(KT 유클라우드) 시작

우수성
(차별화
포인트)

• 입출력 가상화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기술
• 기존의 고가 서버 방식이 아닌 저가의 서버를 이용한 3D SW 서비스
• SAN 스토리리 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1/2 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의 입출력 성능을 저비용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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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목표 및 효과
魂▪創▪通
구분

내용
• 1 PC당 4명의 Full HD(1080p)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리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

기술 성과
목표

• 클라이언트 GPU를 활용하는 3D SW 서비스 기술
• 2PB 단일 저장공간 및 200,000 ops/sec 입출력 성능을 지원하는 저비용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 국내의 탁월한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국내 기술 기반의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

기술적
효과

• 고사양의 3D SW를 지원할 수 있는 저비용 서비스 기술
• SAN 스토리지 기술을 대체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경제적
효과

• 2012년 데스크탑 및 SW 가상화 서비스 세계시장 1.9억불 예상(IDC 2010)
• VDI용 스토리지 시스템 수입대체 1,000억 (10PB, 2014)

• 신산업 융합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산 능력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사회적
효과

• 기업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기업이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유/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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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계량 성과 및 기술 성과
魂▪創▪通
계량성과목표
주요기술
구분

세계일등

논문

핵심원천

누적실적
’12년 목표

SCI
저널

특허
국제
표준특허

1
0

1

1

0

기술이전
국제

건수

기술료
(백만원)

출원

등록

5

2

1

85

15

7

4

180

기술성과목표
세부성과

성과지표

’12년도 달성목표치

- 입출력 가상화 지원 V야
- 근거리 3D HD 서비스 지원

- IOV 지원하는 가상 데스크탑 제공
- PC 대비 동일 성능 제공하는 근거리
DaaS 시스템 제공

가상 그래픽 기술

- 3D SW 동시 사용자 수
- 3D 그래픽 렌더링 속도

- 고가의 GPU를 장착하지 않은 서버에
서 경쟁기술과 동급의 성능 제공

가상 스토리지 기술

• 동시 VDI 사용자 수 지원
• 입출력 성능(IOPS)

• 동시 VDI 사용자 수: 1,000명
• 입출력 성능 : 100,000 IOPS

가상 데스크탑 기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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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연계 과제
魂▪創▪通
과제번호

10035242

10035185

대표성과 연계 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
(‘12년 연구비) 책임자

클라우드 DaaS 시스템 및 단말 기술 개발

‘10.03.~’14.02.

93억(15억) 김성운

10,000 사용자 이상 동시 접속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용 파일시스템 개발

‘12.05.~’15.04.

54억(18억) 김영균

서버 기반 SW 서비스의 분할 실행 기술 개발

‘10.03.~’14.02.

40억(11억) 김원영

2012년도 연구비 합계 :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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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개발 일정
魂▪創▪通
: 완료

구분

3월

4월

5월

스토리지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7월

8월

9월

하이브리드 캐시 상세설계

10월

11월

근거리 DaaS 상용 시스템 시범 서비스 적용

원거리 DaaS 업무용 시스템 구현

원거리 DaaS 업무용 시스템 시험

DaaS 연동

GasS 시스템 안정화

스토리지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그래픽
가상화

: 예정

12월

1월

2월

연구시제품 시스템 구현

근 거리 DaaS 상용 시스템 구현

그래픽
가상화

결과물

6월

: 진행

클라우드와의 연동 작업

서비스 시험

통합 시험

통합 시험

12월: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프로토타입
9월: 원거리 DaaS 업무용 시스템 시험
12월: DaaS 시스템 상용 시범 서비스 적용

11월: 클라우드 기반 연구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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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주요 결과물
魂▪創▪通
Milestone 완료시점 예상결과물 홍보 Scheme
구분

결과물
• 클라우드 DaaS 플랫폼
- DaaS 관리 SW
- 가상 데스크탑 SW

주요
결과물

• 하이브리드 캐시 지원 클라우드 파일시스템
프로토타입
- 2/3차 혼합 캐시 지원 기술
• 그래픽 분할 처리 시스템
- 저비용 3D SW 서비스 기술

논문

• SCI 1편 제출

특허

• 고성능컴퓨팅: 국제특허 9건 출원 및 5건 등록
• 클라우드 DaaS : 국제특허 4건 출원, 2건 등록
• 클라우드 GaaS 분야 : 국제특허 2건 출원

국제표준

홍보내용
• 국내의 기업환경을 고려한 클라우드 플랫폼기반
DaaS 개인맞춤형 업무환경제공 기술개발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보급
• 국내 SW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GaaS 기술 보급

• 클라우드 DaaS 분야 : 국제 표준 2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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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 클라우드 데스크탑 - 성과 홍보 기사
魂▪創▪通
미리 써보는 성과 홍보 기사
기사제목

성과홍보내용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는 개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데스크탑을
제공하고 저가로 3D SW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와 결합된 대용량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고성능 데스크탑 클라
우드 서비스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고성능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시제품은 개인들이 자신의 데스크탑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W 설치나 업데이트가 원클릭으로 이루어져 개인들이 PC에 SW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3D SW도 저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데스크탑 서비스는 대용량 스토리지와 연계되
어 있어 개인들이 대용량의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ETRI
고성능 데스크탑 클라
우드 서비스 기술 성공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데스크탑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각광받고
있다. 고성능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은 클라우드 시대에서 기본 인프라 기술로서 앞으로도 많은 수요
가 예상된다.
ETRI는 본 기술이 지식경제부 출연의 “클라우드 DaaS 시스템 및 단말 기술 개발” “서버 기반 SW 서비스의
분할 실행 기술” “페타스케일 규모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SW 기술 개발”의 3개 사업이 지난 3년간에 걸친
연구협력 노력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하며 관련기술은 데스크탑 서비스 관련 업체, 기업 및 공공기관 클라우
드 제공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2013년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ETRI 클라우드 컴퓨팅연구부 최완 부장은 “고성능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외
산 SW가 점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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