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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공지능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의 근간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집 ‧ 가공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산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장점으로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주목을 받으며 클라우드 구현 모델과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

은 다기관 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리뷰하고, 다기관 데이터 공유 확장성을 고려

한 국내 ‧ 외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구현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이 외산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더 의

존성을 낮추기 위해 국내 통신 인프라 기반의 IaaS 개발 및 외산 SaaS 연계 등 다중 벤더의 클라우드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멀티 클라

우드 적용 방안을 고찰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emerges as core future technology, the amount of AI training data is increasing exponentially, and the 

importance of a data platform that can manage the collected or processed data safely is also increasing. For this purpose, cloud 

platforms with the advantage of data distribution management and service linkage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various issues such as 

cloud implementation models and data security are being discussed. In this paper, we review hybrid cloud-related technologies as a 

sustainable data distribution platform for various institutions and introduce domestic and foreign hybrid/multi-cloud implement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scalability of multi-organizational data sharing. In addition, we discuss strategies to implement public cloud 

platforms with lower vendor dependence in a situation where the cloud market is expanding by foreign products considering multi-cloud

application methods that can be linked with the cloud technology of multiple vendors, such as IaaS development based on domestic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ith foreign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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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 속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핵심 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중

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대규모 양질의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인공지능 학습데

이터 구축을 추진하거나 정부 차원의 오픈데이터 전략을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확보에 주력하

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오픈데이터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수집 경로가 공공, 민간분야에 걸쳐 다기관에서 이루

어지고,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모달리티의 대용량 데이터가 수집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써 데이

터의 수집 ‧ 가공 ‧ 축적 ‧ 활용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응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기관 데이터 구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은 데이터 규모에서부터 강조할 수 있다. 예로 2020년 10월부

터 3개월간 진행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총 277개 컨소시엄(599개 기업 ‧ 기관), 150종의 데이터로서 용량이 

약 705TB에 이른다(Table 1). 데이터 종류별로는 크게 동영상 306TB, 이미지 262TB, 음성 112TB, 텍스트 25TB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산업 및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TB 수준을 넘어 PB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

터를 위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데이터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기관별 공공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외산 중심으로 개발되

어 국내 시장이 의존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외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구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공공 연계 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구축과 관리,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인

공지능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념을 소개하고, 현재 클라우드 구조 

및 보안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구현된 국내 ‧ 외 공공 클라우드 전략을 분석하여, 공공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Scale of the second AI learning data construction project in 2020

기관수 구축량 용량 종수 형태

277개 컨소시엄

(599개 기업 ‧ 기관)
478,894,680건 705TB 150종 동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2. 다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2.1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서비스형 플랫폼

(Platform as a Service, 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서비스형 기능(Function as a Service, FasS)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는 IaaS ‧ PaaS ‧ SaaS를 모두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 필요한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제공하

기도 한다(Table 2). 

이용자는 정보 자원, 서비스 요구 사항 등에 따라 모든 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IaaS ‧ PaaS ‧ SaaS를 이용할 수도 있고, 데

이터 저장만 IaaS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ICT 시스템에서 운용하는 등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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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oud type classification and market status according to service model

유형 설명 시장 현황

IaaS
서버 ‧ 스토리지 ‧ 처리장치와 같은 HW 컴퓨팅 자원이 

가상화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 AWS, MS 등 글로벌 선도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국내 기업과 협력, 국내에 데이터센터 운영

- 국내는 통신사들이 B2B나 B2C를 결합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Naver, KT, SK C&C 등 인터넷 및 솔루션 기업도 클라우드 제공

PaaS
앱,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OS, 미들웨어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 제공

- 점차 확대되는 PaaS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IaaS와 SaaS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AWS, MS, Google 

등의 기업 간 경쟁 치열

SaaS
사용자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SW(완성된 앱이나 

응용프로그램) 제공

- Google, MS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SAP ‧ Adobe 등 전통 SW기업도 

SaaS 시장 진입

- 국내는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이 시장 진출 중

FaaS
PaaS와 같이 전용 SW개발 지원하는데 가상머신 

형태의 서버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시장 규모는 크지 않으나 Google, AWS이 주도하고 있고 

AWS의 Lamda가 대표적인 서비스

- Serverless 아키텍처 형태를 따르며 일반적 VM기반의 PaaS보다 

높은 Scalability 가능 

2.2 클라우드 구축 모델

클라우드 플랫폼의 구축 모델은 서비스 형태나 시스템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하이브리드

(Hybrid), 멀티(Multi) 클라우드로 구분할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수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자원을 공유 ‧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시 다기관 연계를 위한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구조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 등 사용자에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ICT 자원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

빗 클라우드 장점을 합친 형태로 상대적으로 사용자 독립적 운영이 불필요한 서비스나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개인정보와 같이 보안성이 중요한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개념이다(Table 3).

Table 3. Cloud types and advantages/disadvantages by service type

유형 설명 평가

퍼블릭

클라우드

다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장점 :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ICT 자원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서비스 확장 ‧ 축소 가능

- 단점 : 다른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음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별 기관 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내부에서만 운영하는 타 기관에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장점 : 데이터 보안, 운영의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 적합

- 단점 : 자체적으로 ICT 자원을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맞는 규모를 구현하기 어렵고, 조직 내 담당자는 기존의 ICT 

부서의 역할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병행하는 부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물리적 ‧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양쪽의 장점을 선택 

하여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장점 : 양쪽 서비스의 장점에 대한 극대화 가능

ex) 보안, 안정성은 프라이빗, 비용 효율성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

- 단점 :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 호환성 보장 기술 필요

멀티

클라우드

2곳 이상의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2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방식

- 장점 :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과 기능성

- 단점 : 비용 절감이 곤란하고 복잡성이 더 늘어날 수 있음. 다중 기관 연계 

클라우드 운영 전문 인력 필요. 클라우드 시스템 간 호환성 보장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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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초기에는 서버 가상화(Virtual Macine, VM)로부터 시작

되었으나, Scalability, Elasticity, 배포성 등의 한계로 점차 VM보다 가볍고 신속한 컨테이너 서비스(Container-as-a-Service, 

Caa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서비스는 컨테이너 가상화를 통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

로 빠르게 확대되는 다기관의 대규모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장점을 갖는다. 컨테이너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업로

드, 생성, 관리에 용이하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API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해 운영된다.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구현한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술이 대표적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며, 오픈소스의 장점을 활용하면 다

수 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축 ‧ 관리함과 동시에 응용 서비스의 원활한 개발과 상호운용이 용이한 하이브

리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기반 공공 클라우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기술

Fig. 1은 퍼블릭(Public) 및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사이에 연결을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여준다. 물리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단일 기관 내 인프라스트럭처에 보관되고 그 외의 데이터는 효과

적인 전송을 위해 다양한 위치의 네트워크에 분산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

행되고 가상 머신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Terraform[1], Ansible[2]등의 자동화 도구나 퍼

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두 클라우드 사이의 연결을 구축한다. 가상 머신은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을 가진 네트

워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연결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Fig. 1. Hybrid cloud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기술을 이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치된 가

상 머신에 공용 IP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방화벽 및 네트

워크 주소 변환(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술에 의해 연결이 제한되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공용 IP를 이용하여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 안전한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잘 알려진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VPN 기술로는 

Amazon VPC, Google VPN, Microsoft Azure VNe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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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성능을 개선하고 선행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온프레미스(on-premise) 인프

라스트럭처를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버스팅으로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모델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의 오버플로 트래픽을 퍼

블릭 클라우드로 전달하여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버스팅은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 특히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포용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용을 위하여 데이터 샤딩(Sharding), 데이터 복제 및 결과적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분산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그 중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NoSQL)은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원자성, 일관성, 고립

성, 지속성의 ACID 속성에서 벗어나 확장성 및 비정형 데이터 관리 등에 장점을 갖으며, 최근 클라우드 버스팅 관점에서 다양

한 NoSQL이 제시되고 있다. Li et al.은 읽기, 쓰기, 삭제 및 인스턴스화 작업의 관점에서 일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비교했다[3]. Tilmann et al.은 성능(Performance) 및 확장성(Scalability)에 중점을 두고 4개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Voldermort[4], HBase[5], Cassandra[6], Redis[7]) 및 2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MySQL[8] 클러스터 및 VoltDB[9])을 평가

했다. Jörn et al.은 확장성과 탄력성(Elasticity)의 측면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HBase 및 Cassandra)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효과적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의 비용 절감 등은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의

해 달성된다. Xiaolong et al.은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용 및 에너지 인식 데이터 배치 방법을 

개발했다[10]. 더불어 다양한 연구에서 Cloud-Sim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버스팅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이 제한된 알고리즘을 조사했다[11-13]. Junlong et al.은 제한된 시간에서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에 요구되는 금전적 비용을 최적화

하는 접근법을 제안하고,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에 처리시간을 최적화하도록 확장했다[14].

2.4 공공 하이브리드 컴퓨팅에서의 보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특정 영역의 컴퓨팅 자원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아웃소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보안 

이슈는 필연적이며,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계로 데이터나 서비스 코어가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안 이슈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보안 이슈를 다루기 의한 제도적 접근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하이브리드 보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으로 지속 가능한 다기관 연계 ‧ 확장성을 위한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타 플랫폼으

로의 워크로드 이식성,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 관리/저장, 애플리케이션 등 인프라 전반을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확장이 용이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유망하지만, 기관 공통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 정

책 수립 및 관리가 어렵고,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기관 사용자 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로써 데이터 암호화, 이기종 간 API/네트워킹 암호화, 데이터 교환/

정보공유 모니터링, 데이터 분산 관리 등이 주로 활용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풍부한 컴퓨팅 및 저장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배치는 클라우드 사용의 효율성과 지출 감소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 개인 정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15].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개인 데이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16]. 이에 대해 

공용 데이터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신뢰할 수 없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각각 배치

하는 방안이 다양한 논문에서 논의되었다. Zhigang et al.은 데이터를 분할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프라이버시 인

식 데이터 검색을 위한 기법을 제시했다[17]. Xueli와 Du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영상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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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영상 암호화를 위한 일대일 매핑 기능을 제안했다[18]. Jingxin과 Jia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간 인증 모델을 논의했다[19]. Hamid et al.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

호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한계를 충족시키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시했다[20].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사용자의 책임 범위에 대

한 세부적인 규정(Compliance)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보안전문가 대상 조사분석 결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술 유출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의 최고 우선순위가 통제(Regulation), 규정(Compliance)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21].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AWS, MS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에 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부터 사용자까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역할 구분을 지원하는 규정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Fig. 2에

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보안 책임에 대한 범위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클라우드 구현 서비스 모델에 따라 클라우

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기능별 보안 범위에 따른 책임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소유 관

점에서 데이터 관리, 접근 권한에 관한 영역은 서비스 모델에 관계 없이 이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객 ID, 응용서비스,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전반 운영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맞추어 책임 범위를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응용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SaaS 모델에서는 사용자 관리나 네트워

크 운영이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인프라만을 제공하는 IaaS 모델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물리

적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권한은 대규모 인프라 리소스를 갖추고 있는 제공사가 비교적 많은 영역을 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책임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접근하게 되며, 특히 다기관이 

데이터, 클라우드 운영에 연계되는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보안 책임에 대한 제도적 규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Responsibility SaaS PaaS IaaS On-prem

데이터 소유, 관리, 접근 권한 ● ● ● ●

사용자 ID, 응용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권한 ◐ ◐ ● ●

물리적 호스트,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권한 ○ ○ ○ ●

제공자 ○ 이용자  ●

Fig. 2. Scope of security responsibility between customers and providers

3. 공공 클라우드 현황 및 발전 방향

3.1 국내 공공 클라우드 현황

국내는 민간분야, 공공분야 모두 클라우드 도입률 및 기술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민간 분야는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

우드 이용률이 12.9%로 OECD 33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22], IITP(‘19년) 클라우드 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미국(100%/0년) ②유럽(89.8%/1.0년) ③일본(85.8%/1.5년) ④중국(87.4%/1.3년) ⑤한국(86.5%/1.5년)로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인 미국(100%)의 86.5% 수준으로 유럽, 중국 등에 비해 열세이며 한국, 중국이 상용화 서비스를 확

대하여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IaaS, PaaS 분야 원천기술은 여전히 미국, 유럽에 의존도가 높고 세계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

은 23.1%인데 국내의 경우 연평균 16.8% 성장(2015~2021년)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23]. 그간 국내 정부에서 2009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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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5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 2018년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전면도입을 결정하였고 2019년에는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부문 도입 확대에 따

라, 이용대상 정보시스템 및 이용가능 민간 클라우드를 확대하였다[24]. 한편, STATISTA 2020년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

내 클라우드 시장의 67% 이상은 AWS, MS, Google 등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 주권 약화, 개인정보 노출, 종속성 

확대 등의 위협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자원으로써 국가 공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권, 보안, 데이터 활용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2 국외 공공 데이터 클라우드 현황

공공 분야의 글로벌 클라우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공공 정보화의 클라우드 전환을 의무화, 영국은 공공데이터의 민

간 클라우드 이용하도록 개편, 중국은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계획 등 해외 민간분야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클

라우드 전환을 강화하는 추세이다(Table 4)[25]. 다시 말해 해외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

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Overseas public cloud activation policy

국가 주요내용

미국

- ‘19년 미국방성, 기업수준의 상용 IaaS 및 PaaS 구현을 위해 100억달러 사업(JEDI)) 추진

- ‘18년 미연방정부는 ’Cloud.gov’ PaaS플랫폼 제공, 최초 공식 인증 플랫폼으로 채택

- ‘17.5월,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드 Only 행정명령｣으로 全정보화의 클라우드 전환 의무화

※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CIA)도 민간(Public) 클라우드 이용

영국

- ‘18년 G클라우드를 통해 공공 부문의 현대화 구현

※ 정부 정보화 예산의 10%(1.1조원)를 클라우드에 활용, 공공 데이터의 90%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토록 개편, ‘17년 공공부문 7억 

2,500만 파운드 절감

- ‘17년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정책 ’Public Cloud First’ 가이드라인 마련

※ ‘18년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거래실적 35억 33백만 파운드(약5.1조원)

호주
- ‘17년 ‘안전한 클라우드 전략’을 발표, 각 정부기관이 자체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7대전략을 만들어 

클라우드 구현 가이드 수립

일본
- ‘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운영비용 30% 절감 계획

* ｢가스미가세키(霞が関)*｣ 프로젝트 추진으로 중앙부처 ‧ 지자체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13년)

중국

- ‘21년까지 중국 클라우드 시장을 71조원으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발전 3개년 계획(’17~‘19년) 

발표(’17.3월)

※ (중점목표)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SW기업의 클라우드로의 빠른 전환 지원, 클라우드 핵심기업 육성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소수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데이터 보안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Gaia-X 프로젝트와 같은 독립 플랫폼 구축,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단일의 유럽권 자체 데이터 공간 구축 및 규제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중국 위주의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있다[26]. Gaia-X Project 

목적은 중앙 ‧ 엣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 클라우드 경쟁력,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27]. 특

히, EU 회원국 및 기업, 공공기관들을 위하여 데이터 개방성(Openness),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Trust) 확보를 위한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데이터 보호, 공유 정책 및 서비스 운영을 포함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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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GDPR 제도와 같이 EU가 정한 엄격한 규제는 미국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

주 정부는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저장 이슈로 계약을 취소한 바 있고, 영국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운영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데이터 제어, 프라이버시 이슈를 우려해 국민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는 권한 부여, 데이터센

터를 국내 위치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29]. 미국도 최근 클라우드 법을 통과시켜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미국 기업이 보유하

는 데이터를 미 법무부가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정했다[30]. 

3.3 고찰

앞서 조사한 국외 공공 클라우드 및 데이터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클라우드 구축에서 3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의 독립성을 위해 밴더로부터 독립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데이터 구축 및 유통 체계 구축 시, 국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IaaS 중심 클라우드를 개발하여 데이터 주권 등 위협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 기업들은 대부분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Fig. 3)[31].

Fig. 3. Ratio of sales by domestic cloud provision type

둘째, 공공 클라우드 구축 시 벤더 종속성을 최소화하도록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클

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력에 따라 다중 벤더의 클라우드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으로써 국내 통신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이용한 IaaS 지원 벤더와 인공지능 기술력을 이용한 SaaS 지원 벤더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클라

우드 구성을 통해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성을 해소하고, 공공 주도의 데이터 관리 및 운용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 클라우드 관리 및 사용 측면에서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 SW,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역

할 구분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데이터 익명화, 데이터 저장 위치, 메타데이터 관리 등 밴더 독립적 기술로 다양한 퍼블릭 클라

우드 연결이 가능한 VPN 등 세부 기술 구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클라우드 구축 ‧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술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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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기술, 성능과 확장성을 고려한 NoSQL DBMS, 보안 등을 리뷰하였고, 글로벌 및 국

내 클라우드 기술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다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축 ‧ 관리함과 동시에 관련한 응용서비

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하드웨어 스토리지, 상호 연계 방안, 보안 등의 이슈를 고려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현 전략이 중요하

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이전, 데이터 주권 해결 등의 클라우드 현안을 최상의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선도기

업과 국내 IaaS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구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 클라우드 플랫폼

을 구축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필요 데이터를 IaaS 기반 위에 구축 ‧ 연계하고 기관별 데이터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면 다기관 연계

가 필수적인 사회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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