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실무 가이드라인
 - 퍼블릭ž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

2012. 12.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목  차

I. 개요 ···············································································································································1

1. 클라우드 개념 정의 ················································································································1

1.1. 클라우드 정의 ···················································································································1

1.2.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범주 ·····························································1

2. 검토배경 및 필요성 ················································································································3

3.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5

3.1. 가이드라인의 목적 ···········································································································5

3.2. 가이드라인의 구성 ···········································································································5

3.3. 가이드라인의 활용 ···········································································································6

Ⅱ. 클라우드 도입시 일반 고려사항 ························································································8

1.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8

1.1. 기본적인 고려사항 ···········································································································8

1.2.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선택 ·························································································9

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로 본 고려사항 ··········································································11

2.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란 ·······················································································11

2.2. 클라우드 도입시 인증제 정보 활용방안 ···································································12

3.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14

3.1. 클라우드 도입 절차 ·······································································································14

3.2. 클라우드 도입 절차 단계별 고려사항 ·······································································14

Ⅲ.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서버 가상화 ···································································17

1. 서버 가상화 개요 ··················································································································17

1.1. 서버 가상화의 정의 ·······································································································17

1.2. 서버 가상화의 용도 ·······································································································18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20

2.1. 기업의 서버자원 및 사용현황 파악 ···········································································20

2.2. 서버 가상화 적용범위 검토 ·························································································21

2.3.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가상화 타당성 검토 ·······························································21

3.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22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22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23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25

4.1. 초기투자 ···························································································································25

4.2. 관리 및 운영 ···················································································································25

5. 장․단점 비교 ························································································································27

5.1. 일반적인 서버 가상화의 장점 ·····················································································27

5.2.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장․단점 ·············································27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장․단점 ·········································27

Ⅳ.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가상 데스크톱 ······························································28

1. 가상 데스크톱 개요 ··············································································································28

1.1. 가상 데스크톱의 정의 ···································································································28

1.2. 가상 데스크톱의 용도 ···································································································29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30

2.1. 가상 데스크톱 환경 구축 계획 수립 ·········································································30

2.2. 라이선스 및 서비스 단말 검토 ···················································································30

2.3. 도입 방식 : 전면적 또는 단계적 ················································································31

3.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32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의 기능 점검항목 ·······························32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34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35

4.1. 초기 투자 ·························································································································35

4.2. 관리 및 운영 ···················································································································36

5. 장․단점 비교 ························································································································37

5.1. 일반적인 가상 데스크톱 도입의 장점 ·······································································37

5.2.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데스크톱의 장․단점 ·····································37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데스크톱의 장․단점 ·································37

Ⅴ.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스토리지 가상화 ··························································38

1. 스토리지 가상화 개요 ··········································································································38

1.1. 스토리지 가상화의 정의 ·······························································································38

1.2. 스토리지 가상화의 용도 ·······························································································39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40

2.1. 현황분석을 통한 기업 내 현황 및 확장계획 수립 ·················································40

2.2. 스토리지 가상화 대상, 목표 수립 및 데이터 민감성 확인 ··································40



3.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41

3.1.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41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42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44

4.1 초기투자 ····························································································································44

4.2. 관리 및 운영 ···················································································································45

5. 장․단점 비교 ························································································································47

5.1. 일반적인 스토리지 가상화의 장점 ·············································································47

5.2.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장․단점 ·································································47

5.3.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장․단점 ·····························································47

Ⅵ.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48

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개요 ··································································································48

1.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정의 ·······················································································48

1.2.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용도 ·······················································································49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50

2.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대상 소프트웨어 선정 ···························································50

2.2. 라이선스 및 서비스 단말 검토 ···················································································50

3.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51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51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52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53

4.1. 초기 투자 ·························································································································53

4.2. 관리 및 운영 ···················································································································54

5. 장․단점 비교 ························································································································56

5.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장․단점 ·····························56

5.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장․단점 ·························56

[붙임 1] 클라우드 특성과 도입 모델 ·················································································· 57

[붙임 2]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위협 ···················································································· 60

[붙임 3]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 ········································ 63

[붙임 4] 클라우드 SLA 가이드 주요내용 ········································································· 66

[붙임 5]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심사항목 ····································································· 68

[붙임 6] 용어 정리 ··················································································································· 72

[붙임 7] 관련기관 소개 및 연락처 ······················································································ 77



<<<<<<<<<<<<<<<<<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 >>>>>>>>>>>>>>>>>< 표 차례 >

[표 1-1] 주요기관별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 ··········································································1

[표 1-2]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2

[표 2-1]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8

[표 2-2] 클라우드 유형별 도입 방안 ······················································································9

[표 2-3]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IT자산 관리 영역 ···················································10

[표 3-1] 서버 가상화의 특징 ································································································18

[표 3-2] 서버 가상화의 활용분야 ··························································································19

[표 3-3] 서버 가상화 방법 ······································································································20

[표 3-4]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22

[표 3-5]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23

[표 3-6] 서버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26

[표 3-7] 서버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26

[표 4-1] 가상 데스크톱 환경구축 전략 ··············································································31

[표 4-2]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 32

[표 4-3] 가상 데스크톱의 초기투자비용 ··············································································35

[표 4-4] 가상 데스크톱의 관리 및 운영 ··············································································36

[표 5-1] 스토리지 가상화 활용분야 ······················································································39

[표 5-2]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 점검항목 ··························································41

[표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 점검항목 ······················································42

[표 5-4] 스토리지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44

[표 5-5] 스토리지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45

[표 6-1] 퍼블릭/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51

[표 6-2]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53

[표 6-3]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55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그림 차례>

(그림 1-1)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 영역 ··························································2

(그림 1-2) ICT 서비스의 진화방향 ························································································3

(그림 1-3) 클라우드 도입 추진시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4

(그림 1-4) 클라우드 도입 희망 분야 ·····················································································6

(그림 1-5)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활용 절차 ·······························································6

(그림 1-6)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의 상세 활용 가이드맵 ·········································7

(그림 2-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영역(a),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마크(b) ····················11

(그림 2-2) 일반적인 클라우드 도입 절차 ···········································································14

(그림 3-1) 서버 가상화 아키텍처와 서버 가상화 범위 ···················································17

(그림 4-1)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개념도 ···········································································28

(그림 5-1) 스토리지 가상화 참조 모델 ···············································································38

(그림 6-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개념 ·················································································48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 1 -

 I. 개 요

 1. 클라우드 개념 정의

1.1. 클라우드 정의

o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으로서, 거대한 IT 자원을 추상화, 가상화하여 동적 확장이 가능한 체계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는 컴퓨팅 서비스 환경”으로 정의함

출 처 클라우드 정의

IEEE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휴대용

기기 등의 클라이언트에 일시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컴퓨팅 스타일

포레스터

리서치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를 통해 제공되며,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 광고를 기반 한 과금 모형을 제공하며, 웹

혹은 프로그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

가트너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쓰고, 쓰는 만큼

사용료를 내는 기술

(출처 : 방통위-지경부-행안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12.5.11)

[표 1-1] 주요기관별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

1.2.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범주

o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의 공유 및 서비스 이용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표준원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커뮤니티(Community) 및 하

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로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본 가

이드라인에서는 문맥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를 혼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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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퍼블릭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만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구조

(Pay-as-you-go)를 갖는 공중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기능이 강화된 방화벽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로

대기업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자 할 때 구축되는

방식

커뮤니티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특별한 보안요구나 공통 미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 조직의

그룹에 의해 제어되고 이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호운용이 가능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비즈니스에 중요하고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와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통제 하에 두고 덜 중요한 정보나 처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

[표 1-2]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출처 : NIST)

(그림 1-1)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 영역

(출처 : Tech OnTap, 2009. 06, NetApp)

o (가이드라인의 범주) 클라우드의 기본 모델은 내부 사용자들이나 폐쇄 그룹 사용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에코 시스템 형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 하나임. [표 1-2]의 커뮤니티나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는 사용자 IT 환경, 서비스 특성 및 운영정책 등에 매우 종속적이고 특성화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복합된 형태로 구성되므로 본 가이드라인

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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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배경 및 필요성

o (클라우드 & 모바일 기반 사무환경) 근무 효율성 향상, 탄소배출량 저감 등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세. 기업입장에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절감하고, ROI(Return On Investment)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과 그린 IT에 대한 관심 증대

o (스마트 디바이스&미디어 활성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다양한 단말의 폭발적

보급과 3G/LTE/WiFi 등 무선통신 서비스 기술의 발전.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용량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환경 일반화 추세

o (ICT 서비스의 진화와 클라우드) 방송, 인터넷 등의 ICT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단방향 서비스에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양방향, 개인화, 모바일화 및 지능화의 방향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ICT 서비스의 진화 과정 속에서 클라우드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 ICT 서비스의 진화방향

(출처 : 양창준, 미래의 창-빅데이터, TTA 저널 No.140)

o (클라우드 도입 장애요인 극복필요) 클라우드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안문제,

비용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관리 운영방안의 부재 등이 클라우드 도입에 장애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음

- (불명확한 비용효과)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ROI 분석, 기존 시스템의 매몰비용

(Sunk Cost) 발생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의 반감, 관리ž운영비용 등 계측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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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클라우드의 규범적 표준이나 사실상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종 클라우드 간 호환성 문제발생. “클라우드 도입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호운영성” 지적 (IEEE 클라우드, 2011, 엘리사 버티노 교수)

- (보안 문제 및 정보의 악용 오용) 기업과 개인의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 관리되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예상치 못한 정보 악용의 위험성 존재

o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부담감 해소필요) 조직의 전략적 차원에서 클라우드 시

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조직의 니즈와 적용분야에 따른 기능 및 제품선정, 도입

절차, 관리ž운영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담감 존재하며, 향후 클라우드 도입 추진시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중에서 ‘클라우드 도입 지침 마련 및 제공’에 대한 업계의

니즈가 높음

(그림 1-3) 클라우드 도입 추진시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출처 : 클라우드 성공참조모델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IT 경쟁력 강화 연구, 2012년)

클라우드 도입시 보안, 상호 호환성 등의 장애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된 도입 지침 마련과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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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정보전략 또는 정보기술 책임자가 클라우드 기본 모형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와

기술요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함

3.1. 가이드라인의 목적

o 다양한 형태의 기술모델이 존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업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입 유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기술, 비용,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 클라우드 시스템은 경영, IT, 비즈니스 및 관련 노하우 등을 포함한 전략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시간 및 투자비용의

손실 우려

o 클라우드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도입시 점검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경제성과 신뢰성,

보안 요건이 충족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함

- 도입시 고려사항 및 관리·운영 단계에서 투자요소 제시

- IT 자원의 상호운용성과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반영

-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요건을 제시

3.2. 가이드라인의 구성

o 가이드라인 개요 : 클라우드 기본모델 정의 및 도입절차, 주요기능 및 관리·운영 등

에서의 고려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o 클라우드 기본모델별 도입 가이드라인

-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고려한 클라우드 서비스 획득,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클라우드 시스템 획득을 위한 일반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결과 서버, 스토리지 등의 IT자원과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및 클라우드 PC(가상 데스크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버 가상화, 데스크톱 가상화, 스토리지 및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퍼블릭과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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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절차, 기능 점검항목, 비용 조건 및 관리ž운영 항목 등 기술

및 조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그림 1-4) 클라우드 도입 희망 분야

(출처 : 클라우드 성공참조모델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IT 경쟁력 강화 연구, 2012년)

3.3. 가이드라인의 활용

o 클라우드 관련 전문인력과 자금력이 취약하여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컨설팅을 수행할

여력이 취약한 IT 및 Non IT 중소․벤처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본 모형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와 기술요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

o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도입 프로젝트 기획과 도입절차에 있어서 프로세스 별

수행활동의 효과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 가능

(그림 1-5)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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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의 상세 활용 가이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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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클라우드 도입시 일반 고려사항

 1.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1.1. 기본적인 고려사항

o 클라우드는 비용절감 효과, 예측할 수 없는 IT자원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민첩성 및

유연성), IT 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과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자료의 안전성, 트래픽

급증, 정보 집중 우려, 네트워크 장애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지속

적으로 필요함

클라우드 이슈 고려사항

거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 중앙 집중화된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업의 업무환경, 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충분

한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 필요

§ 네트워크는 순간적인 트래픽 급증이나 장애 또는 고의적인 공격

등에 대비한 환경 구축 필요

불안정한 서비스

§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들이 공용 컴

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함께 운영하는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종류, 특성, 운영 행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

§ 클라우드 기반의 IT 자원의 운영 전략 및 체계 확보를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 권장

정보 유출의 위험

§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게 되므로 해킹

등의 공격에 대비한 서비스와 시스템별(어플리케이션, 서버, 네

트워크, 데이터 등) 보안 체계 구축 필요

집중화된 정보의

오용 및 악용

§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디지털 빅브라더’ 탄생으로 정보의 오용

및 악용의 위험성에 대비한 정보관리 및 운영정책 수립 권장

§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접근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반영 필요

[표 2-1]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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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선택

o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서비스 안전성, 보안문제 등의 문제는 “퍼블릭” 아

니면 “프라이빗”, 즉,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의 소유여부가 도입 및 운영비용과 연계

하여 가장 큰 선택사항임

o 일반적으로 컴퓨팅 자원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필요성, 자원의 공유 수준, 관리운영

정책에 따라 클라우드의 도입형태를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할 것인지 결정

할 수 있음

클라우드 유형 물리적 위치 자원의 공유수준 관리․운영

기존 환경 사용자측 공유 사용자측

프라이빗 사용자측 공유 사용자측

외부 프라이빗 공급자측 공유
공유

(공급자, 사용자 공동)

퍼블릭 공급자측 비공유 공급자측

커뮤니티 공급자측 비공유
공유

(공급자, 사용자 공동)

하이브리드 혼합 혼합 혼합

[표 2-2] 클라우드 유형별 도입 방안

(“사용자측”은 기업내부 시스템을 “공급자측”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시스템을 의미함)

o (컴퓨팅 자원의 물리적 위치 및 소유권) IT 자원, 설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 및 기

술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o (IT 자원의 공유수준) 서버 및 리소스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가? 즉, 물리적 위치나

관리운영 권한을 서비스 공급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자를 위해 리소스를 예약

하거나 물리적 풀을 생성한 다음 가상 리소스를 할당해 줄 수 있는지 여부([표

2-3] 참고)

o (관리ž운영 권한) 인프라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는가?

- 기업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롯한 시스템의 관리(서비스 수준, 백업 및 복구, 데이터

관리 등) 능력과 서비스 소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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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비스 책임자의 자산관리 영역

SaaS

서비스 공급자

§ 응용 소프트웨어, 게스트 운영체계, S/W 개발 환경(플랫폼, API),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운영 공간(CDC 설비포함)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장치, (실/가상) 서버 시스템

PaaS

서비스 공급자

§ 게스트 운영체계, S/W 개발 환경(플랫폼, API), 데이터베이스, 물리

적 운영 공간(CDC 설비포함),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장치, (실/가상)

서버 시스템

IaaS

서비스 공급자

§ 물리적 운영 공간(CDC 설비 포함), 설비,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장

치, (실/가상) 서버 시스템

[표 2-3]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IT자산 관리 영역

(출처 :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 2011,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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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로 본 고려사항

2.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란

o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의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주관으로 2012년 1월부터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품질,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체계(정책, 기술 등)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o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3개 분야(서비스

품질, 정보보호, 기반(인프라)) 7개 항목을 정하고 심사 기준을 제시ž평가하여 우수

서비스를 인증함 ((그림 2-1) 참고)

(a)

(b)

(그림 2-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영역(a),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마크(b)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인증평가 기준에 합격한 서비스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우수 SLA)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 중 99.5% 이상의

가용성을 이용약관이나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통해 보장하고,

글로벌 주요기업 수준의 손해배상 조건을 제시하고,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보관리체계(ISMS) 및 ISO 27001 인증을 받는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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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클라우드 도입시 인증제 정보 활용방안

o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정보보호

및 인프라에 대한 검토를 권장함(그림 2-1(a))

o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활용방안

-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IT자산 관리ž운영 가이드로 활용) 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부서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되고, 기업 내ž외부 사용자를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자”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영역의 각 인증분야 및 항목

별을 기업의 현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관리ž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스템 획득 및 운영 가이드로 활용) 각 인증 영역별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클라우드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적용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항목별 정보 활용방안

o 각 심사 항목별 세부 측정내용과 항목은 [붙임 6]을 참고함

o (가용성)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가

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정책과 기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함

- “SLA, 이용약관, 계약서” 등의 기본 문서와 “서비스 유지관리 정책, 고객응대 정책, 가

용성 관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o (확장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IT 자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확장, 축소

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IT자원 풀, 인적 물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함

- 기본문서와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도(H/W, S/W),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수준,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장 계획(IT자원의 도입년수, 버전 등 고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o (성능) 임대형 서비스 환경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T 자원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네트워크 용량 등을 확보하고 최적의 성능 제공 가능여부 확인 필요

- 기본문서 중 특히 SLA를 중심으로 성능정책 관리,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도입 확장 계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o (데이터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인적, 물적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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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문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 규정 등 관련문서에 데이터 관리정책,

운영조직 및 책임한계, 백업 시스템 확보 및 유지, 백업 시행 및 복구, 데이터 반환

및 폐기 등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o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상 취약점을 추가적으로 점검,

보완하는지 점검함

- 기본문서와 보안 시스템,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보호 조직 등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보안 유지를 제공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

o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점검함

- 인적, 물적 기반확보 여부, 예산계획 및 변동 등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역량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 필요

o (서비스 지원영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점검함

- 서비스 수준 보증, 고객지원, 이용자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지원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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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3.1. 클라우드 도입 절차

 (그림 2-2) 일반적인 클라우드 도입 절차

※ 클라우드 도입을 계획하는 경우, “현황분석”과 “도입대상 검토 및 선정” 단계까지 정보전략계획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나 내ž외부 관련자 검토회의를 통해 구축방안과 운

영정책 등 도출을 권장함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도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따르지만, 각 단계별로 클라

우드의 특성상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함

3.2. 클라우드 도입 절차 단계별 고려사항

o (현황분석)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IT 자원과 업무 시스템(서비스), 프로세스, 데이터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환경/업무를 분석(As-is)하고, 클라우드 도입에 따라 구상하는 모델(To-be)과

기능별, 분야별 요구사항 리스트를 정리함

-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분야별 보안 정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o (도입대상 검토 및 선정) 현황분석 결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 클라우드 솔루션과

서비스들을 선정하여 기업의 니즈와 솔루션의 특성을 중심으로 솔루션 공급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함.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부기능 목록에 따라 최적의 클라우드 솔

루션을 선택함

- (후보플랫폼 선정) 클라우드 플랫폼 선정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상관없이 클라우드

솔루션과 대상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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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요건 검토·협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요구사항 리스트 기준으로

도입일정, 가격, 세부기능 목록 점검 방법, 일정에 대해 협의함

- (세부기능 목록점검) 검토 대상 솔루션이나 서비스별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를 실시함. 테스트에는 시나리오에 따른 개별 요구기능을 확인하고, 부하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능 및 성능요건 충족정도

확인 필요

- (대상 플랫폼 선정) 세부기능 목록 점검 결과, 비용과 관리ž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 클

라우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선택함

o (분석/설계)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위한 상세한 분석 및 설계를 실시함. 분석 및

설계단계는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도입 수준에

따라 업무시스템(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재설계(또는 정비)와 보안 정책 및 사용

자/단말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인증체계를 고려한 설계 실시

- 업무 수준(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데이터, 보안 및 통합 서비스 포함),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인프라 및 플랫폼과 같이 최소한 3개 분야에 대한 계층별 분석/설계

실시를 권장함

- 클라우드 솔루션의 특성상 현황분석 과정에서 도출하지 못한 새로운 요구사항,

기술요건, 점검항목 등에 대한 추가 관리를 실시함

- 응용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서는 인프라 및 플랫폼이 제공하는 개발지원 환경

(API 등)과 비교하여 상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o (서비스 이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으로 이관

대상 업무와 데이터 이관을 실시함

- 이관 단계에서 기업 내부의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 보안적용, 관리·운영 환경 등의

부분에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이슈를 고려해야 함

o (적용 및 구축) 클라우드 솔루션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네트워크 환경 설정, 사용자

접속용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 관련 시스템 연동 개발, 사용자 계정 등록 및 권한

설정, 데이터 이관 등 제반 시스템 구축 과정을 진행함

o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및 기능 점검항목에 따라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를 실시함. 분석/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3개 분야(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 대한 단위 및 통합 테스트와 보안 테스트 실시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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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테스트) 사용자 그룹이 직접 참여하여 실시하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권장함

- (보안 테스트)는 사용자 인증과 접근제어, 기밀과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

원격확인 및 가상머신 보호, 네트워크 보안 및 웹 보안, 공격 모델 및 시뮬레이션,

보안 정책관리 등을 기업현황에 맞추어 실시함

※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보안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각종 보안 기

술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임(플랫폼(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스토리지(암호

화, PPDM), 네트워크(IPSec/SSL, 방화벽, 안티DDoS), 단말(TPM, 암호화, 가상화, 인증) 등

보안 기술 적용). 클라우드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함

o (운영 적용/전환) 테스트가 완료 후 사용자/관리자 교육,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거버넌스 활동 계획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함

- 사용자 업무환경 준비 : 접속단말(PC, 스마트기기 등) 및 서버, 네트워크 환경 등을

준비하여 실제 운영환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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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서버 가상화

 1. 서버 가상화 개요

1.1. 서버 가상화의 정의

(그림 3-1) 서버 가상화 아키텍처와 서버 가상화 범위

o 서버 가상화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 서버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통합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성능을 조절하여 가상머신 형

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 물리적 머신들에는 서버 자원을 가상화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설치함

- 가상 머신에는 다양한 운영체계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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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세부 내용

온디맨드(on-demand)
§ 필요한 자원의 수요를 미리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요청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

실시간성(real-time)
§ 요청한 자원이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일반적으로 수분 이내)

으로 제공되는 특성

확장성(scalability) § 자원 수의 제약 없이 확장 가능한 특성

다중

수용성(multi-tenancy)

§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거대한 IT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

[표 3-1] 서버 가상화의 특징

1.2. 서버 가상화의 용도

o (용도) 서버 가상화는 기업 내 서버의 활용도를 높이고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통한

서버구입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용도의 서버 요구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

해 구축함. 특히, 신속한 온디맨드로 확장을 필요로 하는 이용량 변화가 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가상화 서비스를 활용함

o (서버 가상화 범위) 서버 가상화는 서버의 물리적 자원과 운영체제(OS)를 자동으로

프로비져닝(Provisioning)하여 고객의 요청에 맞는 VM(Virtual Machine)을 제공함

-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 서버 OS, DB 솔루션 제공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술 활용 : 공공, 기업체, IT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웹서버와 DB서버, 백업서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기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술 활용 : 서버 가상화 제품은 현행 서

버 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서버 통합에 따른 TCO 절감과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IT의

신속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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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설 명

기존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기존 서버 호스팅 이용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현재, 호스팅

사업자들도 가상화 서버 상품은 물리적 호스팅 비용에 비해

약 30～50%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단기간 사용이 필요한

서비스

§ 이벤트, 마케팅이나 공연예약과 같은 단기간 집중적인 서비스

가 필요한 경우

쇼핑몰 등 온라인 서비스

§ 중소규모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용도 : 홈페이

지, 이메일, 쇼핑몰 등 통합 지원 용도

§ 다양한 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구매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중소규모 창업자 지원 등
§ 중소규모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용도 : 홈페이

지, 이메일, 쇼핑몰 등 통합 지원 용도

[표 3-2] 서버 가상화의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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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가상화 방법 설 명

가상화
기술별

플랫폼 기반
가상화

컴퓨팅 자원(CPU, Memory)을 가상화하고, 컴퓨팅 자원 간 모든 통
신을 가상화로 구현하여, 업무와 서버 하드웨어를 분리하고 OS독
립성을 확보하는 가상화 방식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

가상화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가상화 솔루션, 가상서버와 하드웨어 사
이에 추상화 레이어를 배치하는 구조로 많은 종류의 게스트 OS를
지원하고 싶을 때, 혹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이나 테스트 실시 때
유용

OS기반
가상화

프로세스 상의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스
트 OS를 수정해 가상화 환경을 인식하도록 한 후 하이퍼바이저와
연계하는 방식

운영체계
별

컨테이너
(Containers)

방식

가상화 계층이 호스트 운영이 호스트 운영체제 내에 임베디드 형
태로 구성되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추가적인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방식

하드웨어
에뮬레이터

방식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가상 운영체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프트
웨어적으로 하드웨어를 가상 에뮬레이팅 하는 방식

하이레벨
언어별

객체 지향
언어이용

하드웨어에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뛰어난 가상 머신을 생성, 시스템
자원의 최적화하는 목적보다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스트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와의 독립적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

[표 3-3] 서버 가상화 방법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2.1. 기업의 서버자원 및 사용 현황 파악

o (사용현황 파악) 현재 기업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리 필요

- 장기간 누적된 운영현황 및 트래픽이 집중되는 특정 시점의 상태분석 필요

o (서버 성능분석) 현재 기업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서버 성능 분석 필요

- 장기간 누적된 운영현황과 트래픽이 집중되는 특정 시점에서 서버와 서비스별 상

세 현황을 파악하고, 서버 및 서비스별 유지보수 현황 파악도 필요함

o (서버 가상화 대상 선별)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등의 카테고리별 분류 필요

-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서버 분류를 통한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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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레벨별

전가상화
하드웨어를 완전히 가상화하는 방식으로 게스트 OS에 아무런 수
정없이, 다양한 OS를 이용가능

반가상화
하드웨어를 완전히 가상화하지 않고, 게스트 OS를 일부 수정하여
하이퍼바이저가 제어하는 방식

호스트기반
가상화

VMM(Virtual Machine Monitor)이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설치되어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구조로 게스트 OS는 호스트 OS가 인식한
하드웨어를 가상 하드웨어로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방식

2.2. 서버 가상화 적용범위 검토

o (가상머신 확장성 요구사항) 서버 가상화가 필요한 서비스의 확장성 및 컴퓨팅 자

원 지원범위 정리

-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제공하는 확장성 지원범위 이상의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필요한

서비스는 서버 가상화 대상에서 제외 필요

o (플랫폼 종속성 검토) 도입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및 어플리

케이션 파악 필요

2.3.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가상화 타당성 검토

o (어플리케이션 성능저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어플리케이션 파악 필요

- 어플리케이션의 서버성능 요건에 따라 실시간처리(Hard Real-time)나 트랜잭션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서버 가상화 적용여부 검토

o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어플리케이션 벤더별 가상화 환경 지원 방안 확인 필요

- 어플리케이션 벤더별 서버 가상화 환경 지원여부 및 지원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o (하드웨어 지원 어플리케이션) 서버 가상화 솔루션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파악

- 팩스서버, CAD, 통합 커뮤니케이션 등의 특별한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어플

리케이션들은 서버 가상화 대상에 제외 권장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 22 -

구 분 기능 점검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가상서버 관리ž운영]

§ 가상서버 서비스에 대한 상품명, 서비스 사양 및 규격, 신청방법, 이용요금,

SLA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는가?

§ 전용 웹 서비스나 자동화된 신청 및 처리절차를 제공하는가?

§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가상화된 서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는가?

§ 특정 사업자 고착(lock-in) 현상이 발생하는가?

§ 가상서버를 원격 관리ž운영할 수 있는 웹 또는 전용 GUI 기반의 관리도

구를 제공하는가?

§ 실시간으로 가상서버를 생성/시작/중지/삭제/재시작 할 수 있는 기능을 지

원하는가?

§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 구성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비져닝(Provisioning) 기

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가 요구에 따라 가상서버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가?

§ 가상서버 환경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비스 자원의 할당, 배치,

배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벤토리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 운영 중인 가상서버의 이미지 백업 기능을 지원하는가?

§ 가상서버에 대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가?

§ 가상서버를 템플릿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 가상서버별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를 추가할당 또는 반납(회수)하는

기능을 지원하는가?

§ 실서버간 가상서버의 마이그레이션(Migration) 기능을 제공하는가?

§ 물리서버 장애에 대비한 무중단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가?

[표 3-4]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o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시 기업은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과 관리·운영의 편리성, 보안

요건, 안정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해야 함

o 퍼블릭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요건과 함께 보안 문서와 데이터 처리, 기업 내부의

업무 시스템과 통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표 3-4]와 같은 항목의 지원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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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서버별 이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 다양한 게스트 서버 OS를 지원하는가?

[모니터링, 미터링 및 과금]

§ 가상서버와 해당 실서버의 시스템 자원(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가?

§ 가상서버의 트래픽, 리소스 이용내역, SLA에 대한 각종 통계,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는가?

§ 고정요금, 종량제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과금정책을 제공하는가?

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부하분산]

§ 가상서버에 대한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는가?

§ 가상서버 부하에 따라 서버 자원을 자동확장 또는 복구하는 오토스케일링

(Autoscaling) 기능을 지원하는가?

[스토리지 연동]

§ 가상서버의 데이터를 스토리지와 연동하여 운영,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방화벽, VPN 등과 같은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가?

§ 가상서버의 관리ž운영을 위한 원격접속시 암호화된 환경을 제공하는가?

구 분 기능 점검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서비스 제공 환경]

§ 기업용 물리/가상 서버의 통합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가상서버 관리ž운영]

§ 서비스, 서버(물리, 논리)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 서비스, 서버별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자동화하여 제공하는가?

§ 서비스, 서버별 계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 물리서버와 가상서버간 전환 기능을 지원하는가?

[표 3-5]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o 기업 내부 서버 자원을 가상화하기 위한 핵심 기능 점검항목은 기존 보유하고 서버 자

원들을 가상화 솔루션과 유연하게 통합하고 안정적인 자동화된 관리·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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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서버장비]

§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기보유 또는 신규도입 장비를 통합 지원할 수 있

는가?

[네트워크 가상화]

§ 가상머신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정책을 운영하는가?

§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별 네트워크 구성 기능을 제공하는가?

§ 가상서버(그룹) 단위로 인/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정보유출 및 해킹 공격으로부터 사용자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보유한 보안시설 및 장비를 적용하여 사용자 및 서버별 보안수준을 관리,

적용할 수 있는가?

※ '[표 3-4]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 부분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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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4.1. 초기투자

o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버

시스템의 자원이용 현황, 운영 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가상화 서버와 연계 운영되는 주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통합 관리ž운영 환경

구성을 위한 시스템 통합 사업 검토도 필요함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 형태로

비용을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음

- 트래픽 증가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리소스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서버 가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가상화 솔루션,

서버 OS에 따라 다소의 비용 차이가 발생함

- 서버 가상화를 위한 운영체계 종류에 따라 라이선스 등 비용 요소 발생

- 서버 가상화를 지원하는 솔루션별 도입비용과 관리운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커스터

마이징 또는 구축비용 고려 필요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서버 가상화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규 서버장비 도입비용에서 차이 발생

4.2. 관리 및 운영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서비스 공급자가 가상화된 개별 서버를 관리

ž 운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한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서비스 서버의 운영 관리, 프로세스와 메모리, 디스크 자원의 추가 할당 기능 등

- 서버 운영 현황 모니터링(트래픽, SLA 등) 및 과금기능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가상화 서버들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

워크 등 인프라 시스템 등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ž운영 기술이 필요함

- 관리·운영은 서버 시스템 전반 대한 전문 지식, 연관 시스템과 해당 업무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리운영 전문요원 배치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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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서버 가상화 프라이빗 서버 가상화

서버

가상화

시스템

도입

HW 구매 -
§ 서버 가상화용 서버 구매 (기

보유 서버 재활용 여부 확인필요)

SW 구매 - § 가상화 솔루션 구매

시스템

통합

§ 기업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연계 작업

§ 가상화 서버 통합 관리 환경

구축 필요

§ 스토리지, 업무 시스템 연계 등

데이터

이관

§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

이관
§ 기존 서버 데이터 이관 등

관련 시설

등

네트워크
§ 속도 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

역폭 향상 또는 신규 도입

§ 가상화 서버군에 대한 내·외부

네트워크 정책 적용

전원,

공조 등

시설

- § 기업 IDC내부 사정에 따라 증설

운영인력

등

운영인력
§ 서비스 관리 운영 책임자 지정

(일반적으로 IT 운영 담당자)

§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업 응용

서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

춘 전문인력 필요

기타 -
§ 솔루션 공급자와 유지보수 계약

필요

[표 3-6] 서버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항 목 퍼블릭 서버 가상화 프라이빗 서버 가상화

서버

가상화

서비스

서비스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

§ 서버 관리 업무 전반(자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

비스 관리가 일반적임)

품질관리 § 속도, 백업, 모니터링 등 업무
§ (가상/실) 서버 전반에 대한 관리

속도, 데이터 보안, 백업 등 업무

인프라

자원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서버 자원 관리 (물리적 자원

관리 포함)

연계

시스템관리
-

§ 가상화된 서버 및 연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

기반시설
시설현황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서버 자원의 물리적 현황 관리

§ 항온항습, 공조, 전력, 소방 등

시설 관리 포함

사용자

계정관리 § 서비스 이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 서버 관리자/이용자 권한 관리

§ 서버 및 네트워크, 어플리케이

션 등 보안관리

장애대응

등
§ (제한적) 서비스 장애대응 § 인프라, 서비스 포함 장애대응

[표 3-7] 서버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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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단점 비교

5.1. 일반적인 서버 가상화의 장점

o 서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증가

o 관리 최적화를 통한 트래픽 증가에 유연한 대처 및 서비스 중단 없는 빠른 복구가능

o 신규서버 구입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지출의 감소 및 전원의 절약 등을 통한 전체적인

관리비용 절감효과 기대

5.2.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장․단점

o (장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상화된 서버자원 이용

-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여 초기 투자 비용 최적화

- 높은 수준의 탄력성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용가능

o (단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한적 서버자원 이용

- 고객사의 인프라 통제권한 부재로 사용 절차상(서비스 신청, 계약, 이용료 납부 등)

번거로움 발생

- 고객용 세분화된 가상서버 상품 라인업 확보와 상품정보 이해의 어려움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의 장․단점

o (장점) 기업의 IT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 기술 적용

- 기업의 IT환경에 최적화를 통한 서버 자원의 활용률 극대화

- 서버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보안 수준 관리 가능

o (단점) 자체 비용투자를 통한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 시스템 획득 및 운영

- 솔루션 도입 및 통합 서버 인프라 관리 환경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

-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운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이종 클라우드와 가상화 솔루션간 서비스 연계 및 확산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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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가상 데스크톱

 1. 가상 데스크톱 개요

1.1. 가상 데스크톱의 정의

o 가상 데스크톱은 하드웨어에 운영체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PC 사용방식

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PC로부터 운영체계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분리하여 중앙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 PC 서비스 환경에 접속하

는 방식

- 이러한 가상 데스크톱 사용을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하드웨어(PC,

노트북,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사용가능

- 관리자는 수많은 작업자의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중앙집

중화된 단일 포인트에서 관리 가능

(그림 4-1)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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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 데스크톱의 용도

o 대부분 물리적 PC의 획득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

- 예를 들어, 고객센터의 고객용 PC 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업무용 PC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용도와 제품설계용 CAD 환경, 회계전용 PC 등과 같은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환경에 활용됨

o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경우 네트워크의 논리적 분리를 포함한 업무 집중된 환경 구

축, 업무 데이터/시스템 접근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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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2.1. 가상 데스크톱 환경 구축 계획 수립

o 데스크톱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및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검증 필요 : 현재 기업 내

사용자가 개인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현황 및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

검증 필요

- 사용자 그룹별 표준 작업환경(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의 정의 필요

- 어플리케이션별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 정상동작 지원여부 확인 필요

- 특정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성능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함

o 기업 내 업무별 대상 및 목표수립 : 사용자별 업무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

하고 업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 확인

-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문서작업, 전자우편, 인터넷접속 등의 가벼운 업무를 수행

- 개발자의 경우 특정 개발도구 및 과중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 그래픽 작업자의 경우는 해상도 및 업무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o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 범위 및 규모 산정

-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자원의 변화량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업의 업무 환경, 구성 목적 등에 따른 클라우드 데스크톱 도입 정책 수립필요

o 기업의 경우 인사데이터 및 업무 시스템이 연계하여 자동화된 가상 데스크톱 서비

스로 전환 방안 검토 필요

2.2. 라이선스 및 서비스 단말 검토

o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에서 이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인 필요

- 대부분 기업은 물리적 독립 PC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데스크 가상화를 이용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프라이빗인 경우 운영체계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모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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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단말 환경 정의 필요

-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를 지원할 단말 환경(PC, 씬클라이언트, 제로클라이언트,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정의하고 신규 도입범위 고려 필요

- 기존 PC 재활용 여부 검토 필요

2.3. 도입 방식 : 전면적 또는 단계적

o 가상 데스크톱으로의 전면 교체의 경우 업무 전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 및 교환이 용이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조직의 적용에 있어

완벽한 구축전략 필요

o 가상 데스크톱으로의 단계별 교체의 경우 전체 조직의 클라우드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파악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업무와의 연계가 힘들고 보안 예외사항 적용 및 일관

된 관리운용 정책 적용이 어려움

구 분 전면 교체 단계별 교체

내용
§ 현재의 PC환경을 가상 데스크톱 환경

으로 전면교체

§ 초기에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구축하

고 감가 상각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단

계별로 PC 교체

장점 § 구성이 간결하고 유지보수 용이

§ 기존자원의 활용 극대화

§ 급격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 사용자의 적응기간을 유연하게 지원

단점

§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비용부담

§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 기존 PC 자원의 재활용 방안 필요

§ 이중관리에 대한 부담감

[표 4-1] 가상 데스크톱 환경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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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세부 기능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서비스 제공 환경]

§ PC(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웹 브라우저 등), 씬클라이언트, 스마

트폰 등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의 OS 기본 데이터(S/W 세팅, 즐겨찾기, 환경변수 등)를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분리,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가상데스크톱의 해상도 변경, USB, 주변기기 연결시 리부팅이나 추가적

인 작업없이 반영할 수 있는가?

[사용자 정보 관리]

§ 사용자 OS의 기본 데이터(S/W 세팅, 즐겨찾기, 환경변수 등)를 분리할

수 있는가?

§ VM 초기화시 사용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가?

[가상 데스크톱의 원격표시 프로토콜]

§ 데스크톱 가상화를 위한 원격표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가?

§ 원격표시 프로토콜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 원격표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전송시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가?

§ 오디오, 마이크 대역폭 조정 등 원격표시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 모니터에 적합한 고해상도, 다중 모니터 환경을 지원하는가?

§ 사용자의 USB, 네트워크 프린터 사용을 관리ž제어할 수 있는가?

[가상데스크톱 관리ž운영]

§ 관리자가 임의 프로그램을 일괄 설치, 업그레이드, 삭제할 수 있는가?

[표 4-2]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3.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의 기능 점검항목

o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스크톱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o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해소와 원격표시 프로토콜의 범용성,

안정성, 보안성, 속도 등의 기술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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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이미지 목록을 관리ž운영할 수 있는가?

§ 관리자가 사용자의 개별 프로그램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가?

§ 가상데스크톱(사용자)별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 등을 별도로 관리·지

정할 수 있는가?

§ 스케줄 관리를 통한 가상 데스크톱의 전원 On/Off 기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별 디스크 등 장치 사용에 대한 권한제어 기능을 제공하는가?

§ 네트워크 장애시 서버 세션을 유지하며, 사용자 단말의 재접속 기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별 운영체계 이미지 관리가 가능한가?

[모니터링, 미터링 및 과금]

§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하는 단말, 로그인 사용자, 이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 사용자 접근 이력관리, 통계관리, 과금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가?

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인프라]

§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장애시 연속성 보장(예: 이중화, HA 등)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는가?

§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 가상화 솔루션이 네트워크에 대한 티밍(Teaming)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

는가?

§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의 대한 부하분산 및 복원 기능을 제공하는가?

[스토리지]

§ 가상화 솔루션이 공유 스토리지에 대한 경로 이중화를 지원하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USB, CD, 플로피 디스크 등과 같은 저장매체를 통한 데이터 유출방지와

무선랜, 블루투스, 적외선, 와이브로 등의 무선통신 제한기능을 제공하는가?

§ 외장장치로 데이터 복사, 외부반출 반입을 위한 관리절차를 지원하는가?

§ 사용자별 데이터 영역은 타 사용자와 완벽히 분리되는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PC용 보안 프로그램(백신, 인증서 등)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는가?

§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이용 중 회선장애 또는 단말기 문제로 네트워크

이상 동작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안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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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기능 점검항목

o 자원공유, 유연성, 셀프서비스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기

업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 혹은 기 구축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정

보에 대한 통제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추가 이점을 가짐

o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능 점검항목은 “퍼블릭”과

동일하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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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 데스크톱 가상화 프라이빗 : 데스크톱 가상화

사용자
(단말)
환경

가상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서비스 공급자 제공

§ 기업에서 사용자 수를 예측하여
별도 구매(일반적으로, 솔루션
구매에 포함)

단말, OS 등
§ PC(웹), 모바일, 응용 서버 등

도입 범위 결정
§ PC(웹), 모바일, 응용 서버 등

도입범위 결정

보안 등
§ 서비스 공급자 제공(또는 기업

에서 별도 도입)
§ 자체 보안 시스템 활용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

도입

HW 구매 - § 데스크톱 서비스용 H/W 구매

SW 구매 -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구매

시스템 통합
§ 사용자/조직도 정보 연계시

커스토마이징 필요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과 스
토리지 (가상 데스크톱용 디스크
드라이브로 활용)간 인터페이스 필요

§ 사용자/조직도 정보 연계시
커스토마이징 필요

관련시설
등

네트워크
§ 속도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

역폭 향상 또는 신규도입 필요
§ 속도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

역폭 향상 또는 신규도입 필요

전원, 공조
등 시설

- § 기업 IDC내부 사정에 따라 증설

[표 4-3] 가상 데스크톱의 초기투자비용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4.1. 초기 투자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이용료

형태로 비용을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 투자비용 발생하지 않음

- 클라우드 데스크톱 전환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 사용자

단말(씬/제로 클라이언트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비용) 비용이 소요됨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가상 데스크톱 구축은 기업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구축 방식의 차이에 따라 투자비용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기반 시

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

- 프라이빗의 경우 운영체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 사용자 단말(씬

/제로클라이언트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비용) 비용, 데스크톱 솔루션 도입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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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등

운영인력
§ 서비스 관리ž운영 책임자 지정

(일반적으로 IT 운영 담당자)

§ 일반적으로 기존 IT 담당자가

관리하지만,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필

요

기타
§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 증가에

대한 이용계약 필요
§ 솔루션 공급자와 사용자 증가에

대한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필요

4.2. 관리 및 운영

o 가상 데스크톱은 업무용 환경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함. 프라이빗의 경우 기반 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 및 OS와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누적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서비스의 이용료에는

기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보수 비용, 보안,

모니터링, 전문 운영인력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검토 필요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초기 투자한 기반 시스템에 대한 전력,

유지보수 관리, 라이선스 관리, 운영관리 인력비용 발생됨

항 목 퍼블릭 : 데스크톱 가상화 프라이빗 :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

서비스
관리

§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관리
§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관리(인

프라 관리 포함)

품질관리 § 성능, 백업 등 업무 § 성능, 백업 등 업무

변경관리
§ OS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변

경관리
§ OS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변

경관리

인프라

자원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자원 관리

시스템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지원

기반시
설

시설현황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자원의
물리적 현황 관리, 항온항습,
공조, 전력 등의 시설관리

사용자
계정관리 § 계정별 권한, 보안 관리 § 계정별 권한, 보안 관리

장애대응 § 서비스 장애대응 § 인프라, 서비스 포함 장애대응

[표 4-4] 가상 데스크톱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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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단점 비교

5.1. 일반적인 가상 데스크톱 도입의 장점

o 가상 데스크톱 도입을 통해 스마트 오피스 환경구현, 사용자의 개인 장치 사용을

통해 BYOD(Bring Your Own Device) 구현, 전력 사용의 최소화 등의 그린 컴퓨팅 구

현, 업무 데이터의 중앙집중화를 통한 보안 기능 강화 등의 장점을 가짐

5.2.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데스크톱의 장․단점

o (장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 이용

- 기업내부 도입 및 확산에 기술적 시간이 단축

- 초기 비용 부담없이 PC(웹), 스마트폰 등 다양한 업무환경 획득

o (단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 이용

- 소프트웨어 지원여부, 라이선스 등에서 제약사항 발생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와 보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므로 유연성이 부족함

- 기업의 통신 인프라 사정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함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데스크톱의 장․단점

o (장점) 기업은 내부 IT환경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이용

- 기업 내 IT 자원에 최적화된 커스토마이징 및 시스템 구축

-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요건을 충족시키며 구축 가능

o (단점)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서비스 획득 및 운영

- 초기 투자비용(서버, 라이선스, 솔루션 구매 등) 발생 : 대부분 데스크톱 가상화 지

원 서버와 스토리지 도입, 시스템 통합 등의 사업과 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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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스토리지 가상화

 1. 스토리지 가상화 개요

1.1. 스토리지 가상화의 정의

o 스토리지 가상화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종 스토리지 장치를 하나의 논리적 가상화

스토리지 풀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술

- 스토리지 가상화는 단순히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종 스토리지

통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백업, 장애 복구 등과 같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디스

크 관리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함

(그림 5-1) 스토리지 가상화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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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토리지 가상화의 용도

o (용도) 스토리지 가상화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나 임시파일 저장소 용도

보다는 저장공간을 쉽게 확장할 수 있고 값싸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용도로 적당함

활용분야 설 명

웹 어플리케이션
§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파일 저장 및

공유 등과 같이 브라우저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비정형 데이터 저장

§ 사용자 로컬에서 WebDAV, NFS, CIF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비스

§ 사용자의 로컬 파일시스템과 클라우드 스토리지간 동기화 서비스

백업 및 복원

§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공간으로 사용

§ 클라우드 컴퓨팅(IaaS)에 사용된 자료, 운영환경 등을 백업하고 복

원하는 용도로 활용

데이터 보존
§ 대용량의 데이터와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아카이빙하여 저장소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 MS Azure Tables, Google의 BigTable과 같은 수평 확장하는 객체

관계형 SQL 서비스와 같이 수직확장 관계형, CouchDB와 같은 도

뮤멘트 모델 등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 IaaS, PaaS,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이용되

는 데이터 저장용도

콘텐츠 분산
§ 데이터의 지리적 전파용도로서, 콘텐츠의 접근지연 시간을 줄이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상호운영
§ 스토리지 공유, 데이터 복제, 데이터 분산 등과 같은 클라우드 스

토리지간 상호 운영 서비스

[표 5-1] 스토리지 가상화 활용분야

(출처, Cloud Storage Use Cases, Version 0.5 Rev 0, 2009, S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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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2.1. 현황분석을 통한 기업 내 현황 및 확장계획 수립

o (스토리지 현황파악) 현재 기업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각 응용

시스템/서비스별 스토리지 이용현황에 대한 정리 필요

- 오래된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 등 클린징 및 삭제 대상 정리

o (평균사용률) 기업이 보유한 스토리지의 평균 사용률 계산

- 시간(기간), 어플리케이션, 부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토리지 사용률 파악 필요

- 가장 급격하게 스토리지 확장이 필요한 곳과 평균 이하인 곳에 대한 정리 필요

o (확장계획) 파악한 스토리지 사용률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증가 및 확장계획 수립 필요

-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에 따른 기업의 특화된 요구기능 정리

- [표 5-1]과 같은 활용분야별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계획 정리

2.2. 스토리지 가상화 대상, 목표 수립 및 데이터 민감성 확인

o (가상화 대상 및 목표)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시 가상화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표를

선정하여 요구기능과 클라우드 제품선정의 기준으로 할용할 수 있음.

o (데이터 민감성) 스토리지에 많은 트랜잭션이나 I/O에 민감한 처리, 민감한 데이터

(영업제품정보, 고객정보, 결제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참고 : [붙임

4]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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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세부 기능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서비스 제공 환경]

§ PC(윈도우) 환경, 스마트폰 및 웹 운영 환경을 지원하는가?

§ PC의 기본탐색기 환경에서 로컬 디스크와 같은 동등한 수준의 운영 기

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 파일과 스토리지간 콘텐츠 동기화를 지원하는가?

§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전용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호환성 & 확장성]

§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서비스가 가능한가?

§ 기업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중단없이 스토리지 접근속도 및 용량 확장이

가능한가?

§ 용량을 추가해도 스토리지 볼륨을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스토리지 관리ž운영]

§ 서비스 신청 및 용량 할당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 사용자, 서비스별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장/축소 적용할 수 있는가?

§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운영이 인터넷을 통해 원스탑 처리가 가능한가?

§ 사용자 PC의 파일 관리기능과 동등한 관리 운영 기능을 제공하는가?

§ 서비스에 대한 SLA요건을 관리하는가?

§ 특정 사업자 고착(lock-in) 현상이 발생하는가?

[모니터링, 미터링 및 과금]

§ 스토리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 서비스별, 저장위치별, 사용자별 다양한 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가?

[표 5-2]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 점검항목

 3.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1.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o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개인별 콘텐츠 저장 및 공유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어

플리케이션 서버용 스토리지로 사용할 것인지를 용도를 선택해야 함

o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신뢰도와 SLA 요건, 기술지원 등을 고려

하여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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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보안 로그, 오류 로그 등을 관리&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 스토리지 사용 내역, SLA에 대한 각종 통계,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는가?

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인프라]

§ 사업자가 스토리지 서비스 무중단 및 재난 대응/복구 계획을 지원하는가?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기업특화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는가?

[네트워크]

§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는가?

§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스토리지 접근속도를 제공하는가? (속도 저하의

원인이 기업에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병행 준비되는가?)

§ 기업IT자원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보안 및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타 시스템이나 사용자들로부터 정보유출 및 해킹 공격에 대비하여 스토리지

보안 정책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데이터 송수신 및 저장을 위한 암호화 툴을 제공하는가?

점검항목 세부 기능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호환성 & 확장성]

§ 기보유한 스토리지 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 스토리지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

§ 스토리지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를 지원하는가(이종 가상화 솔루션 간 통합

운용성 측면)

§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스토리지를 신속하게 할당, 증가, 감소 및 할당해제

할 수 있는가?

§ 스토리지 콘텐츠를 구조화하여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에 대한 맞춤형 뷰를 제공하는가?

[표 5-3]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 점검항목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o 기업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보유하고 있는 기존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과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는가 검토가 우선임

o 검토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의 독특한 특성보다는 산업계 표준과 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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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관리ž운영]

§ 스토리지 프로비져닝, 프로텍션(보호, 백업 및 복제)과 같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

§ 백업, 아카이빙, 협업 및 콘텐츠 배포 등과 같은 기업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가?

[모니터링, 미터링 및 과금]

§ 스토리지 자원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별 리소스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 스토리지 시스템 현황,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리포팅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스토리지 사용현황을 DB화하여 과금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가?

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 스토리지 관리 및 운영, 서비스를 위한 개발환경을 지원하는가?

§ 에코 시스템으로 전력 소비 감소에 기여하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사용자, 서비스, 부서 등 단위별로 가상 스토리지를 격리, 공유할 수 있는

멀티테넌시를 제공하는가?

※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요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 검토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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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 스토리지 가상화 프라이빗 : 스토리지 가상화

사용자

(단말)

환경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공급자 제공
§ 기업에서 시스템 통합 사업을

통해 전용 사용자 환경을 구축

단말, OS 등
§ PC(웹), 모바일, 응용 서버 등

도입범위 결정

§ PC(웹), 모바일, 응용 서버 등

도입범위 결정

보안 등
§ 서비스 공급자 제공(또는 기

업에서 별도 도입)

§ 자체 보안 시스템 활용 또는

스토리지 보안 기술 도입

스토리지

시스템
HW 구매 - § 스토리지 H/W 시설 구매

[표 5-4] 스토리지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부문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4.1 초기투자

o 일반적으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도입하면서 기존 업무

시스템과 통합연계, 사용자 업무환경 제공, 스토리지 가상화 환경구축, 데이터 이관

등 시스템 통합사업의 병행을 검토해야 함

o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 형태로 비용을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는 검토해야 할 부분임

- 기가, 테라급 수준의 대역폭 확보가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이용요금이 자체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프라이빗 환경도

검토 필요)

o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업의 IT 자원 현황이나 아

키텍처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도입비용(설비투자비용, CAPEX)은 TCO

의 20% 수준으로 예측함. 스토리지 수명주기 전체에 걸친 운영비(OPEX)는 도입비

용의 3~5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출처 : TCO 관점의 스토리지 선택방법,

Hitachi Data Systems 자료 참고, 2011년)

※ TCO에는 디스크 원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회간접비, 운영체계, 내부 네트워크,

전력, 튜닝, 이전 마이그레이션, 탄소배출 비용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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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SW 구매 - § 가상화 솔루션 구매

시스템 통합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적용할

기업 업무 시스템에 대한 통

합 도입

§ 기보유 스토리지 H/W와 통합

및 기업전용 스토리지 관리

운영 환경 구축

§ 가상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을 포함한 시스템 통합필요

데이터 이관 § 기업에서 선택적 이관

§ 전사적 차원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 실시

(시스템 통합시 병행)

관련 시설

등

네트워크

§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속도

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역폭

향상 또는 신규 도입

§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속도

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역폭

향상 또는 신규 도입

전원, 공조

등 시설
-

§ 기업 IDC내부 사정에 따라

증설

운영인력

등

운영인력
§ 서비스 관리 운영 책임자 지정

(일반적으로 IT 운영 담당자)

§ 스토리지와 기업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필요

기타 -
§ 솔루션 공급자와 유지보수계약

필요

4.2. 관리 및 운영

o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스토리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기반 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운영이 필요함

- 관리·운영은 스토리지와 가상화에 대한 전문 지식, 연관 시스템과 해당 업무의 이

해가 필요하므로, 관리운영 전문요원 배치를 권장함

o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공급자가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안,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함

o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경우 도입된 스토리지

자원과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유지보수, 라이센스 관리, 전문 관리운영 인력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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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 스토리지 가상화 프라이빗 : 스토리지 가상화

스토리지

서비스

서비스 관리
§ 이용중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관리

§ 스토리지 서비스 관리 업무

전반

§ 스토리지 서비스 포털 서비스

관리

품질관리 § 속도, 백업, 모니터링 등 업무

§ 스토리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속도, 데이터 보안, 백업

등 업무

인프라

자원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스토리지 인프라 자원 관리

(물리적 자원현황 관리 포함)

시스템관리

§ 스토리지 인프라 전반은 서

비스 공급자가 실시하고, 고

객이 할당받은 공간은 고객

관리자가 실시함

§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업무

시스템, 사용자 관리까지 포함

기반시설
시설현황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스토리지 인프라 자원의 물

리적 현황 관리

§ 항온항습, 공조, 전력, 소방 등

시설 관리 포함

사용자

계정관리
§ 서비스 이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 서비스 이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 데이터 보안 관리

장애대응 등 § (제한적) 서비스 장애대응 § 인프라, 서비스 포함 장애대응

[표 5-5] 스토리지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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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단점 비교

5.1. 일반적인 스토리지 가상화의 장점

o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사용량을 최적화하며 대규모 확장 가능함

- 물리적,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관리 가능함

- 가상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적용 및 관리 효율성

5.2.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장․단점

o (장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이용

- 기업내부 도입 및 확산에 기술적 시간이 단축

- 초기 비용으로 PC(웹),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업용 스토리지 서비스 획득

- 스토리지 인프라 및 서비스 관리·운영 용이

o (단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이용 한계

- 내부 민감한 정보를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 발생(참고

: [붙임 4])

- 외부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기업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 운영이 프라이빗에 비해

제한적(지속적인 사용자 증가, 업무 시스템 확대 적용 등에 확장 운영에 제한적임)

- 기업의 통신 인프라 사정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5.3.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장․단점

o (장점) 기업은 내부 IT환경에 특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

- 기업 내 스토리지 IT 자원을 탄력적 운영

- 자동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와 데이터 보호 용이

- 스토리지 사용현황(데이터 생산 및 증감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용이

-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폐쇄성과 보안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서비스 제공 가능

o (단점) 자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획득 및 운영

-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도입 및 통합 비용, 관리 및 운영 비용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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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개요

1.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정의

(그림 6-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개념

o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서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사용자 단말에서는 단순 입출력

기능으로만 활용하여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단말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실제로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만 사용자들은 마치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용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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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100% 서버에서 실행하며 클라이언트는 단지 서버의 실행 결과

만을 전달 받음

- 사용자는 다양한 OS를 지원하는 단말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클라이언트 모듈을

설치하여 이용 가능

- 사용자는 인터넷만 접속되면 디바이스, OS 종류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자신

의 작업환경을 사용할 수 있음

1.2.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용도

o (용도)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 강화된 보안 이슈, 다양한 단말환경에서 통합되고

단일화된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함. 특히,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기존 업무용 프로그램을 별도의 구축 비용없이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데 용이함

- 스마트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

- 망 분리를 통한 보안요건 강화가 필요한 업무 환경 구축

- 씬 클라이언트, 스마트 디바이스등 다양한 단말을 지원하는 업무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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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입시 핵심 이슈사항

2.1.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대상 소프트웨어 선정

o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오피스 도구와

같이 범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여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

o 기업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소프트웨어 자

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용자 지원단말, 해당 소프트웨어의 지원 서버환경 및 스

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함

- 특히, CAD나 그래픽 편집기와 같은 고성능·대용량 처리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

이션의 경우 인프라와 솔루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o 서비스 단말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 필요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단말설치용 소프트웨어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기업의 경우 클라이언트 단말설치용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조직/사용자 정보 또는 인

증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지 검토 필요

2.2. 라이선스 및 서비스 단말 검토

o 가상화 대상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인 필요

-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시 체결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확인 필요

-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데스크톱PC 환경에서 라이선스 키를 통해 제품

인증 등록 후 사용하는 형태로서 가상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별도 라이선스

정책이 필요함

o 서비스 단말 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를 지원할 단말 환경(PC, 씬클라이언트,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점검하고 신규 도입범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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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세부 기능항목

관리자 측면

기능 점검항목

[서비스 제공 환경]

§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단말환경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가?

§ 다양한 단말 및 OS 등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가?

§ 가상화된 어플리케이션이 본래 사용하던 장치에서와 동일한 화면, 기능,

품질로 제공되는가?

§ 사용자 어플케이션별 저장공간과 메인PC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는가?

§ 클라이언트 S/W 또는 웹을 통한 사용자 환경 관리기능을 제공하는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프로토콜]

§ 사용자의 고해상도, 다중 모니터 환경을 지원하는가?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프로토콜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

호하고 있는가?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전송시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가?

§ 오디오/마이크, 해상도 조정 등 다양한 사용자 멀티미디어 환경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가?

§ 사용자의 USB, 네트워크 프린터 사용을 관리ž제어할 수 있는가?

[어플리케이션 관리ž운영]

§ 임의의 ActiveX 등과 같이 허락받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상화 대상인 경우 서비스 환경에서 정상 구동

되는가?

[표 6-1]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능 점검항목

3.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o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개인별 환경분리와 데이터 저장, 접속

단말기간의 자료공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정해야 하며, 사용자별 기능, 권한

할당,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된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지원해야 함

o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신뢰도와 SLA 요건, 기술지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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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유형별 표준 OS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사용자별 개인 저장 공간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분리 제공하는가?

§ 접속시간, IP, MAC 주소에 따른 사용자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가?

[모니터링, 미터링 및 과금]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에 접속하는 단말, 로그인 사용자/부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 사용자 접근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는가?

시스템(H/W,

N/W 등) 측면

기능 점검항목

[인프라]

§ 가상 인프라 장애시 연속성 보장(예: 이중화, HA 등)에 대한 방안을 제공

하는가?

[네트워크]

§ 가상화 서버와 단말간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가?

§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원활용이 골고루 활용·분배

되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기업이 사용중인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과 호환성을 제공하는가?

보안 측면

기능 점검항목

§ USB, CD, 플로피 디스크 등과 같은 저장매체를 통한 데이터 유출방지와

무선랜, 블루투스, 적외선, 와이브로 등의 무선통신 제한기능을 제공하는가?

§ 외장장치로 데이터 복사, 외부반출 반입을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가?

§ 사용자별 데이터 영역은 타 사용자와 완벽히 분리되는가?

§ 클립보드, 사용자 디스크, 인쇄작업에 대한 쓰기, 읽기 권한 등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가?

3.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기능 점검항목

o 자원공유, 유연성, 셀프서비스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기업

에서 자체 시스템 구축 또는 기 구축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통제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추가 이점을 가짐

o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능 점검항목은 [표 6-1]

의 과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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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라이빗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사용자

(단말)

환경

가상화

솔루션

§ 서비스 공급자 제공(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포함)

§ 기업의 필요에 따라 조직도

연동 등

§ 기업에서 사용자 수를 예측하

여 별도 도입(가상화 솔루션

도입시 포함)

단말, OS

등

§ PC(웹), 모바일 등 도입 범위

결정 필요

§ PC(웹), 모바일 등 도입범위

결정 필요

보안 등
§ 서비스 공급자 제공(또는 기업

에서 별도 도입)

§ 자체 솔루션에 의한 데이터 보안

§ 보안 시스템 활용 또는 스토

리지 보안 기술 도입

가상

데스크톱

시스템

도입

HW 구매 -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용 H/W 구매

SW 구매 -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용 솔루션

구매

[표 6-2]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초기투자비용

 4.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4.1. 초기 투자

o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이용료 형태로 비용을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 투자비용 발생하지 않음

- 기업의 필요에 의해 별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하는 경우 라이선스 등 추가 비용 예상

- 업무용 사용자 단말(씬 클라이언트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비용 등 추가됨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업전용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식과 범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프

라, 가상화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 등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

- 특히, 가상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통합 사업의 병행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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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 사용자 조직도 정보 연계 개

발(기업에서 선택)

§ 가상화된 어플리케이션과 스

토리지(가상 데스크탑용 디스크

드라이브로 활용)간 연계 필요

§ 사용자 조직도 정보 연계 개

발 필요

관련 시설

등

네트워크
§ 속도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역폭

향상 또는 신규도입 필요

§ 속도개선 필요시 네트워크 대역

폭향상 또는 신규도입 필요

전원,

공조 등

시설

-
§ 기업 IDC 내부 사정에 따라

증설

운영인력

등

운영인력
§ 서비스 관리ž운영 책임자 지정

(일반적으로 IT 운영 담당자)

§ 일반적으로 기존 IT 담당자가

관리하지만,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

기타

§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 증가,

서비스 어플 추가에 대한 이

용계약 갱신

§ 솔루션 공급자와 사용자 증가

에 대한 라이선스 및 유지보

수 계약 필요

4.2. 관리 및 운영

o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업무용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와 조직/사용자를 중심으로

관리ž운영이 이루어짐

o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함. 서비스의 이용료에는 기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보수 비용, 보안, 모니터링, 전문 운영인력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 사용자 관리, 소프트웨어 종류 및 버전 관리 등의 관리 필요

o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초기 투자한 기반 시스템에 관리와 유지보수,

라이선스 관리, 조직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ž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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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퍼블릭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라이빗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서비스 관리 §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품질관리 § 성능, 백업 등 업무 § 성능, 백업 등 업무

변경관리
§ OS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변경관리

§ OS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변경관리

인프라

자원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가상화 인프라 자원 관리

시스템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지원

기반시

설
시설현황 관리 § 서비스 공급자가 실시

§ 가상화 인프라 자원의 물리적

현황 관리

§ 항온항습, 공조, 전력 등의 시

설관리

사용자

계정관리 § 계정별 권한, 보안 관리 § 계정별 권한, 보안 관리

장애대응 § 서비스 장애대응 § 인프라, 서비스 포함 장애대응

[표 6-3]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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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단점 비교

5.1.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장․단점

o (장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이용

- 기업내부 도입 및 확산에 시간 단축

- 초기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에 대한 서비스 획득

o (단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이용

-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하므로 다양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

용에 대한 제한

-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안 환경 이용

- 생산된 파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 스토리지 서비스나 관리환경 개발 필요

5.2.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장․단점

o (장점) 기업은 내부 IT환경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도입

- 데스크톱 가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모바일 업무 환경 구축

-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중안 집중화 및 중앙 집중적인 사용자 권한 관리를 통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

- 논리적 망 분리 환경 구축을 통한 기업의 업무망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바이러스 감염

경로 차단 효과

- 서버의 소프트웨어 관리만으로도 전체 사용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일괄

관리 가능 (업무용 소프트웨어 추가 및 변경에 손쉽게 대응가능)

o (단점) 자체 비용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를 구축ž운영

- 초기 투자비용(서버, 라이선스, 솔루션 구매 등) 발생 : 대부분 스토리지 도입 및

시스템 통합 등의 사업과 연계됨

- 데스크톱 가상화에 비해 제한된 업무 환경 제공

- 사용자는 관리자가 배포해 준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므로 업무 자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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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클라우드 특성과 도입모델

1. 클라우드의 특성

o (빠른 탄성, Rapid Elasticity) 필요에 따라 자원의 양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

는 기능을 의미, 사용자에게 클라우드는 무한하게 보이고 사용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거나 많은 컴퓨팅 자원 구매가능

o (측정된 서비스, Measured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 요소들은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모니터 되고 관리되며, 이것은 과금 정책, 접근제어, 자원 최적화, 사

용량 예측 등을 위해 필수적

o (요청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의 요청

(On- Demand)과 셀프서비스 (Self-Service)는 소비자가 클라우드 제공자와의 어떤

인간적인 상호작용(human interaction)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o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접속, Ubiquitous Network Access) 클라우드 제공자의 서비스

가 클라이언트의 성능에 상관없이(고성능, 저성능 클라이언트 모두) 표준 절차에 의해

접근 가능하며 네트워크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o (자원 풀, Resource Pooling) 클라우드 제공자가 그들의 소비자들을 다중 소유 모

델(multi-tenant model)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자원과 가상 자원들

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할당되고 재할당됨

- 자원의 위치는 독립적이고 고객은 제공되는 자원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인지나 제어가

불가능하지만 높은 레벨의 추상적인 위치는 지정할 수도 있음

2. 클라우드 도입 형태

< 클라우드 형태(좌 : 퍼블릭 클라우드 우 : 프라이빗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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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o 퍼블릭 클라우드 특징

- 퍼블릭 클라우드는 초기 구축 비용이 없으며,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는 동일 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존재

-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하는 초기에 보안이 필요 없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 및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선호하는 형태

o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

- 단기간 고기능의 서비스를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극

대화할 수 있어 이용비용이 저렴함

- 이용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제 과금이 일반적이며, 이용량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컴퓨터 자원의 추가나 삭제가 가능

o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점

- 보안이나 서비스 품질의 우려와 외부에 데이터 보관 등에 불안을 느끼는 기업 이

용자가 많으며, 자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어 할 수 없음

o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 퍼블릭 클라우드의 한 형태로 특정한 보안

적 요구사항이나 공통의 임무와 같이 동일한 관심을 가진 기관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운영

□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 등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

기업의 방화벽 내 데이터센터에 자사 전용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컴퓨터 자원을

이용자가 유연하게 이용하는 시스템

o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징

-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주로 대기업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자 할 때 구축되는 방식으로, 프라이빗 기반의 클라우드는 기기들을 연결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소규모의 자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서비스하는 형태

-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장비 및 하드웨어 비용과 별도의 유지 관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으나, 기업에서 수집되고 생성되는 정보들을 공개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점으로 작용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 59 -

o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

- 가상화나 자동화 등의 클라우드 관련 기술의 활용으로 효율의 향상, 비용 절감 및

유연성 향상

-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조직이 리소스를 소유 및 관리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제어권을 제공하여 보안기능 향상

※ 사용자 접근과 이용된 네트워크를 지정하고 제한가능

-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떨어지지만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리소스 사용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가능

o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단점

- 초기 도입 비용이 비싸고, 구축에도 시간이 소요되며, 기업 유저의 규모가 작으면

도입의 효율성저하

-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정

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교 >

구 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개념 § 한 조직만을 위하여 운영 §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

장점

§ 특정 임무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 보안 및 신뢰성 제고

§ 네트워크 대역폭 제약 없음

§ 인터넷 접속 가능 제약 없음

§ 서비스 수준 관리 가능

§ 활용도 증가

§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

§ 이용한 만큼 지불(Pay-as-you-Go)

§ 서비스 적기 제공

§ 높은 수준의 탄력성

§ SaaS 활용 용이

단점

§ 장비 하드웨어 비용

§ 가상화 기술 비용

§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

§ 높은 인력 비용

§ 낮은 탄력성

§ 고객사의 통제 권한 부족

§ 이용료 납부의 번거로움

§ 지원 비용(Support Cost) 증가

§ 전문 서비스 제공 곤란

(출처 : Carolyn Purcell, 2010 & David Floy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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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위협

본 내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KISA 안내·해설 제2011-8호)에서 정의한

보안위협을 요소를 요약하고 대응 및 검토방안을 제시함

1.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위협

□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위협 요소

o KISA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핵심보안 요소들을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하고 가이드 제시

(그림)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위협 도출

(출처 :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 KISA 안내·해설 제2011-8호)

□ (가상화 취약점 상속) 가상화 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스템 자원을 통합

재분배하여 제공하는 인프라 계층의 특징으로 악성코드 감염, 서비스 장애, 해킹공격

등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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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응 및 검토방안)

- 인프라 솔루션 설치와 구성에 대한 보안최고 방법, 비인가된 수정 및 활동에 대한

감시, 인증을 통한 접근제어와 취약점 분석과 감사 구성을 통한 수행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의 현실적 대안으로 자체 인프라 운영용 클린 무결점 가상화 솔루션 및

OS 만을 서비스에 활용함

- 네트워크,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단계별 보안기술 적용을 권장(호스트

및 게스트 OS에 악성코드, 해킹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 방화벽, 침입탐지 프

로그램 설치 등)

□ (정보위탁에 따른 정보유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공급자

서버에 저장하고 그 관리도 공급자가 실시하게 되므로 내부자 또는 악의적인 이용

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음

o (대응 및 검토방안)

-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서비스 계약서, SLA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요

건을 확인함. 기업 고객정보가 포함된 경우 “[붙임 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개

인정보보호 수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확인 필요

- 기업의 경우 민감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API 기반의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

암호화된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유지보수 정책 수립 및 적용 필요

□ (자원 공유 및 집중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

비스는 공유되는 특정자원에 장애가 생길 경우 해당 자원을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

의 서비스가 중지되는 위협이 존재함. 특히 DDoS 등 서비스 가용성 침해 공격 및

관리 오류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시 긴급 복구와 대응이 중요함

o (대응 및 검토방안)

-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보안 및 관제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장애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인 필요

- 기업의 프라이빗 구축시 인프라 자원과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감시 경보 시스템 도

입 검토 필요

□ (사용단말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유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 단말의 접속을 허용하기 떄문에 단말이 갖는 보안위협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상속되는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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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응 및 검토방안)

-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시 사용자와 업무용 단말을 등록하고 접근권한, 원격제어

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사용자 교육을 통해 스마트 단말이나 공공장소의 무선랜 사용시 주의사항 등 보안

수칙 지정 필요

□ (분산 처리에 따른 보안적용의 어려움) 대용량 데이터가 분산파일 시스템을 통해

많은 서버들에 저장·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 이용자 인증, 접근제어 등의 어

려움이 존재함

o (대응 및 검토방안)

- 사용자와 서비스간의 계정 증명서 공유 금지, 강력한 다중요소 인증기술 적용 등

이 필요

-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와 보안정책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체계

구축을 권장함

□ (법규 및 규제의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의 소유와 관리주체의 분리, 서버의

분산 배치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으로 법규와 규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대응 및 검토방안)

-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서, SLA, 특약 사항에 대해 세밀

한 검토 필요

- 특히, 보안의 경우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준별 요건을 서비스 공급자

에게 제시하여 그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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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

본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

(KCC 2011.10.05)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1. 사전준비 단계

□ 모든 부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o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문제, 기업의 중요자산의 저장․관리 문제, 금전적 문제 등 복잡한 사안발생

- IT부서, 법률부서, 영업부서 등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필요성

부터 검토필요

o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후 도입 전 단계에서 수렴된 의견 반영

□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 지정

o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확인․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도입한 이후의 개인정보

분쟁 등이 발생 시,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o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충

분히 숙지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요소 분석

o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는 자사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의 서버에 저장되므로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험 요소의 분석이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접근 수준, 접근 방식(읽기권한, 읽고 쓰기 권한,

쓰기 권한), 서버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위험, SLA의 협상가능성, 개인정보 관련 법

령의 준수 여부 및 감사 기능 제공 여부 등을 분석

2. 도입 단계

□ 데이터의 접근제한 및 서비스 해지 시 데이터 삭제 등 자사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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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클라우드 서비스로 관리되는 데이터에는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저작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데이터

에 임의적으로 접근․이용․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

시해야 함

o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

고 있는 자사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것이 필요

o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인 배상 절차, 기준, 범위 등을 SLA, 이용약관 등에 명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저장 위치와 국내 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

o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용자가 저장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지, 국내법을 준수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자원의 독립성을 제공되는지 확인

o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 이용자가 하나의 물리적 서비를 같이 사용하게

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이 설계되면 다른 이용자가 자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데이터에 다른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논리적 분리 등 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 및 서비스 보안옵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택

o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해킹에 의해 자사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

- 보안옵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안 옵션 등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3. 이용 단계

□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사실과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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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서버 위치, 분쟁 발생시 처리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

o 고객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 상에 저장․처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내용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처리 절차 및 담당자 연락처

o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 위치가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

해당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전송

o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상에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여 저장하고 전송 과정에서도 암호화하는 것이 중요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 송수신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암호화 송수신 및 저장 방법을 마련하고 이용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나 다른 이용

자가 임의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

o 자사의 데이터에 대해,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접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자사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자사의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전에 접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

4. 계약 해지 단계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해지시 자사의 데이터 회수 및 완전 삭제에 대한 확인서 요청

o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자사의 데이터 및 보안토큰 등 물리적 장비

등을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회수 받아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완전 삭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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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클라우드 SLA 가이드 주요내용

본 내용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이용 약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규

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가이드” (KCC

2011.10.05)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o 가용성․백업․보안 등 중요 서비스 항목을 정의하고,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하여 성능․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

1. 개시 단계

⇒

2. 제공 단계

⇒

3. 지원/종료 단계

• 계약 당사자/대상

• 서비스 용어 (ex. 장애)

• 서비스 가용성/위약금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보안

• 고객 지원

• 서비스 계약 해지

※ 이외에, 계약 조건(기간 등), 확장성, 서비스 수준 보고 등 규정

(그림) 클라우드 SLA 가이드 주요내용

(출처 : 클라우드 SLA 가이드 안내서, KCC 2011.10.05)

□ 서비스 가용성

o 갑작스런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가용성 기준 (99.5% 이상)을 제시

• 가용성(%) =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 (실제 가동시간)

X 100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 (예정 가동시간)

-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N/W로 인한 장애는 제외하며, 천재지변․

전쟁․사변․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는

면책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범위 >

 

•同 가용성에서 규정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는

클라우드 내부의 서버․N/W, 어플리케이션 등 서

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여

해당 장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

□ 데이터 백업․복구 및 보안

o 이용자의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의 백업․복구체

계를 갖추도록 백업 준수율(99.0%)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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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준수율(%) =
실시된 백업 건수

X 100
계획된 총 백업 건수

- 또한, SLA에 보안 항목을 두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時 보안 지침․인증 내역 (例.

정보보호관리체계, 안전진단) 등을 제시하도록 유도

□ 고객 지원

o 고객 요청 처리율 (99%이상), 서비스 요청 적기 처리율 (99%이상) 등을 규정하여,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처리 기준 제시

• 고객요청처리율(%) =
고객요청 처리 건수

X 100
고객요청 접수 건수

• 서비스요청적기처리율(%) =
완료예정일 이내 처리한 서비스 요청 건수

X 100
측정기간 동안 완료예정인 서비스 요청 건수

□ 위약금

o SLA에서 정한 서비스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

- 특히, 가용성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기업 (구글, 아마존, MS 등)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유도

※ 위약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초기 상태임을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해외 유수기업 국내 (일반적인 경우)

• 가용성에 따른 무료서비스 제공규모

- 99.9~99.0% : 이용요금의 10%

- 99.0~95.0% : 이용요금의 25%

- 95.0 미만 : 이용요금의 50%

• 가용성에 따른 무료서비스 제공규모

- 99.9~99.0% : 이용요금의 3%

- 99.0~95.0% : 이용요금의 15%

(장애발생 시간 동안의 과금액 × 3배)

(그림) 해외 및 국내의 가용성 관련 위약금 SLA 내용 비교

(출처 : 클라우드 SLA 가이드 안내서, KCC 2011.10.05)

□ 서비스 계약의 해지

o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後 데이터

처리 (일정기간 보관, 파기․반환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함

※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해지 可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 68 -

측정

목적
측정항목 점검 항목

필수

여부

가용성

(14/14)

가용성

정책수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

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필수

가용성 정책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지

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가용성

목표제시 및

결과 통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은 기본 계약, 이용 약관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제시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정된 장애 시간에 대해 이용자에

게 사전에 문서로 제시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

련하고 있는가?
일반

조직 및

책임설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 직무 역할 및 책임, 타 업무

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가용성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배

치되어 있는가?
일반

시스템

도입/관리

클라우드 시스템은 高 가용성(HA, High Availability)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소프

트웨어 등을 도입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핵심 시스템 요소를 이중화하여

구축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필수

내부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분석/예측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 기술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가?
일반

확장성

(12/10)

확장성

정책 수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

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필수

확장성

수준 제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은 기본 계약, 이용 약관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제시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

련하고 있는가?
일반

조직 및

책임 설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 직무 역할 및 책임, 타 업무

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확장성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배

치되어 있는가?
일반

시스템

도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의 중단 없이 자원을 동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

시하고 있는가?
일반

 붙임 5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심사항목

본 내용은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KCSA 2012.02.01)의 심사항목을 기

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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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목적
측정항목 점검 항목

필수

여부

추가적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 일정,

예산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내부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분석/예측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 기술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가?
일반

성능

(13/9)

성능 정책

수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필수

성능 수준

제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은 기본 계약, 이용 약관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제시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

하고 있는가?
일반

조직 및

책임 설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 직무 역할 및 책임, 타 업무와

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성능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배

치되어 있는가?
일반

자원확보 및

유지/관리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자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일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자원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회선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일반

예방활동 및

품질 측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검토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해 품질 측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가?
일반

내부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분석/예측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 기술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가?
일반

데이터

관리

(15/15)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복구, 반환, 폐

기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

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약, 이용 약관 또는 서

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제

시되고 있는가?

일반

데이터 관리 정책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등에서 제시하

는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데이터 관리 정

책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일반

조직 및

책임설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조직 내 직무 역할 및 책임,

타 업무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성능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배

치되어 있는가?
일반

백업시스템

확보 및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백

업 데이터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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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목적
측정항목 점검 항목

필수

여부
백업 시스템은 물리적/논리적으로 별도의 위치(zone)에 존재하고 있는가? 일반
백업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반

백업시행 및

복구테스트

데이터 관리 정책이나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필수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백업 데이터를 신속하게 실행/복구할 수 있도록 주기

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일반

백업 매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일반

데이터

반환 및 폐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반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폐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가?
필수

보안

(22/14)

정보보호

정책수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복구, 반환, 폐

기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

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책임은 계약, 이용 약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일반

정보보호정책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의하고,그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필수

조직 및

책임 설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 내 직무 역할 및 책임, 타 업무와의 관계를 정

의하고, 이를 정보보호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가?
일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배

치되어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보안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는가?
일반

정보자산

관리

내부의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들을

확인하며 관련 통제 유지를 위한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는가?
일반

인증 및 접근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데이터

베이스 관리와 관련하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필수

외부망을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를 제어하거나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규정하고 실

시하는가?
필수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필수

데이터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접근 권한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일반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필수

정보보호 담당자, 내부 직원, 외부 인력 등 각 업무 및 역할에 맞게 적절한 교육 및 훈

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일반

내/외부인력

보안

내외부 인력별 업무에 따라 직무가 정의되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보호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일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내외부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는가?
일반

제3자에 의해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

보보호정책 및 필수 보안요건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필수

제3자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로부터 보안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일반

물리적

접근통제

보호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출입기록 관리 등 접근통제

를 실시하고 있는가?
필수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 접근/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남겨

놓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일반

시스템

개발보안

신규 시스템의 도입/개발 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

트 기준 및 계획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는가?
일반

가상화

보안

가상화를 적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상 취약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일반

보안사고 보안 사고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을 위해 내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침해사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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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목적
측정항목 점검 항목

필수

여부

관리 대응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서비스

지속성

(13/10)

서비스

지속역량

비전 및 중장기 목표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가? 일반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일반

재무 상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한가? 일반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향상 또는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

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일반

조직 및 인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각 담당 인력 및 세부 조직의 책임과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지표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는가?
일반

예산 계획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가? 일반

효과적인 재무 통제 및 승인을 위한 정책 또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변경 관리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일반
변경 관리를 시행하고 그 기록/결과를 분석하고 있는가? 일반

변경 관리 결과에 따라 분석된 내용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계획/정책 등에 반영되

고 있는가?
일반

서비스

지원

(16/13)

이용자

서비스

정책 수립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정의, 고객지원 문서 및 절차, 최신 서

비스 제공 계획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여 이용자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필수

고객지원

체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신속히 원

인을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관련 프로

세스를 수립하고 있는가?
필수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자/조직의 연락

처를 알리고, 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에 가용성, 성능, 보안 등의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가 실시간으

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일반

서비스

제공방식

다양성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 가능한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통해 제공 가능한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 가능한가? 일반

서비스

수준 보증

가용성, 확장성, 성능, 데이터 관리, 보안 이외의 기타 서비스 수준을 계약서 또는 SLA

등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가?
일반

이용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환류할(feedback)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

련하고 있는가?
일반

서비스 중단, 정보유출, 보안사고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SLA, 약관 등에 손해배상규

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필수

서비스 중단, 정보유출, 보안사고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이전하

기에 적합한가?
일반

서비스이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이를 테스트하는가? 일반

이용자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매뉴얼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또는 조직을 마련하고 있는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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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6  용어 정리

□ 가상 사설 통신망 (VPC : Virtual Private Network)

o 공중망 상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마치 사설 구내망 또는 전용망 같이 이용하는 통신망

-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망 구성을

정의하고 임의의 전화 번호 체계를 구축

□ 가상 컴퓨터 (VM : Virtual Machine)

o 실제로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가상의

컴퓨터

-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작은 컴

퓨터로 분할 사용하거나, 운영체계나 하드웨어 등의 구성을 달리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

□ 고 가용성 (HA : High Availability)

o 고가용성(HA)이란 바람직한 정도로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이나 컴포넌트를 말함

- 흔히 "100% 가용"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측정되거나 또는 "절대 고장나지 않음"

등과 같이 표현됨

□ 공통 인터넷 파일 시스템 (CIFS : Common Internet File System)

o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 컴퓨터상의 파일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표준 프로토콜

-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있는 파일 접근을 요구하거나 프로

그램에 메시지를 전달

□ 근거리 무선 통신 (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o 고주파(HF)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 Ecma 340, ISO/IEC 18092 표준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RFID 기술의 일종,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문객을 위한 여행 정보 전송, 교통, 출입 통제, 잠금장치 따위에

광범위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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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설정 (Provisioning)

o 이용자에게 계정, 계정 접근 권한, 계정 관련 권한, 계정 관리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설정 과정

-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회선을 적절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설정하는 것과, 이용자가 웹 기반 인터페이스나 다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있음

□ 부하 균형 (Load Balancing)

o 여러 대의 처리기가 병렬로 작업을 처리하는 다중 처리기 시스템에서 각 처리기에

걸리는 부하의 정도를 균형 잡아 주는 것

- 한 처리기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거나 너무 적게 걸려 낭비되지 않도록 작업을

적절히 분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을 한 처리기에서 다른 처리기로 이동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o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

하는 해킹 방식

-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공격 목표인 사이트의

컴퓨터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킴으

로써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

□ 보안 소켓 계층 (SSL : Secure Sockets Layer)

o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

- 사이버 공간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넷스케이프사가

정한 인터넷 통신규약 프로토콜

□ 서비스 수준 협약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o 서비스 제공자(ISP)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

비스(SLA)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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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총비용 (TCO : Total Cost of Ownership)

o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화 비용에 투자 효과를 고려하는 개념의 용어

-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도입 후의

운영이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

□ 씬 클라이언트 (Thin client)

o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서, 그 기능을 사용자와의 인간/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Man to Machine Interface) 처리에 한정함으로써 소유 총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클라이언트 하드웨어의 구상

□ 에코시스템 (Ecosystem)

o 자연계의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공생하는 시스템

- 원래 생물학 용어로, 자연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생존해

나가는 자연계의 질서를 말함

□ 웹 다브 (WDAV : Web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

o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통신 프로토콜인 HTTP를 확장해서 클라이언트 측

으로부터 서버 측에 문서가 발행되도록 한 규격

- 웹 페이지의 작성자나 작성일 등의 부가 정보를 작성/삭제 및 인출

- 웹 페이지를 이동해서 복사하거나 어떤 계층 이하의 파일을 모두 정리해서 등재하

는 기능

- 편집 중인 페이지를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 문서의 개정 정보를 격납해서 관리하는 기능

□ 정보보호관리시스템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o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 정보전략계획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o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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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클라이언트 (Zero Client)

o 데스트톱 가상화(VDI) 단말 PC로 사용되는 씬클라이언트의 일종으로 중앙 처리 장

치(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같은 PC 구동부가 없이 단순히 서버와 네트워크 접

속 기능만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 투자수익률 (ROI : Return On Investment)

o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 혹은 손실의 비율을 일컫는 용어

- 투자 금액의 수익 및 손실은 금융 이자, 이익 실현, 이익 손실, 순수입, 순손실 등

에서 기인한다. 투자한 자본은 일반적인 자본 외에 비용이 수반된 투자, 자산, 자본

등을 모두 일컫는다. 계산하여 수치를 나타낼 때 분수보다는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PPDM :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o 데이터 소유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o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규격

□ BYOD (Bring Your Own Device)

o 개인 소유 단말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환경

-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구축

되면서 단말기 공급 및 유지관리와 통신비 등으로 발생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s)

o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의미로, 가상화된 인프라 환경만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

- 직접 서버에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가상 서버에 서비스를 구성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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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보안 프로토콜 (IPSec : IP Security Protocol)

o 안전에 취약한 인터넷에서 안전한 통신을 실현하는 통신 규약

- 인터넷상에 전용 회선과 같이 이용 가능한 가상적인 전용 회선을 구축하여 데이터

를 도청당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 규약

□ PaaS (Platform as a Service)

o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이라는 뜻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모든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프로세스 제공

□ SaaS (Software as a Service)

o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유저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서비스로 배포해 이용이 가능하

도록 한 소프트웨어의 배포형태

-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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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7  관련기관 소개 및 연락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 현황

o 설립일자 : 2009. 7. 23

o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o 홈페이지 및 대표 연락처 : www.kisa.or.kr / ☎ 02-405-5118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o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o 주요 클라우드 육성 정책 및 사업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기획

- 인터넷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및 이용자 지원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운영 및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 보급 등

[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KCSA) ]

□ 현황

o 설립일자 : 2009. 3. 13.

o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디지털엠파이어빌딩 1516호

o 홈페이지 및 대표 연락처 : www.kcsa.or.kr / ☎ 070-8730-2345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o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간의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Green IT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

o 주요 클라우드 육성 정책 및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센터 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 SLA 및 도입 실무 가이드라인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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