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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서비스는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으로 빠르게 변화 최적의 스마트 사회에서 필수적인 IT 인프라
를 인식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유수 기업에서 시작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정부의 클라
우드 서비스의 도입에 다양한 정책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
드 컴퓨팅의 도입과 아울러 기존 공공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
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 정부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의 도
입체계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클라우드컴퓨팅, 공공서비스, 도입체계

Abstract  Cloud services is recognized the essential IT infrastructure in the optimal smart society which is 
changing rapidly as a low-cost and high-efficiency. This service of starting from prominent overseas companies 
such as Google, Amazon, had influenc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service for the various policies of foreign 
governmen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uch countries adopt to the cloud computing 
and make transform to the cloud service of existing public service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for adoption of appropriate cloud-based public services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foreign government case of adoption of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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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화, SNS의 증 등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서비스는 보편화되고 이에 따른 

략  가치는 감소하여 투자비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

는 추세다. 세계 인 재정  어려움은 기업에게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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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자체 으로 구축  보유하던 방식에서 은 비

용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

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4].

정보서비스 임  상을 표하는 클라우드 컴퓨 은 

IT 반에 걸쳐 필요한 자원을 임 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용한 개념으로 사용자의 치나 장치에 무 하게 사용

자요구를 바탕으로 비된 모든 로세스들과 응용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서비스하며, 빠르게 분배되고 용이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클라우드 컴퓨 은 

비용 효과 인 컴퓨  환경을 원하는 다양한 조직에게는 

매력 이고 환상 인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조직의 략  차원에서 이의 사  도입이 상된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환은 비용의 감뿐만 아니라 

문기업이 미리 구축한 서비스 는 서비스 컴포 트를 

이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 기업의 민첩성을 증가시킨다[3][9][10].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고 있는 장 으로 인해 미국, 

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IT 시장에서의 산업주도권 

확보와 더불어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  리를 해서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과 공공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

스로의 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 지속 으로 증가하

는 국가 정보자원의 효율 인 리와 함께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

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감과 자원효율화 등을 목

으로 하는 단순한 정보자원 통합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효용성과 가치를 증 할 수 있는 공

공서비스 발굴과 구축이 필요한 시 이다[7]. 인 라 

복투자 방지와 효율 인 서비스 간 상호연계를 해 정

부는 범정부 차원의 장기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

고 행정·교육·문화·복지·안  등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 모델의 발굴과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에 한 개

념 정립과 아울러 미국, 국, 일본 등 각국의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동향을 면 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

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

비스 도입체계 필요성,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차,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유형 분류를 한 큐  

모델, 그리고 큐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유형별 범정부 

가이드 등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의 도입, 운  시 참

조할 수 있는 종합  임워크를 제안하 다.

2. 기존 연구

2.1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2.1.1 공공서비스 

일반 으로 ‘공공서비스란 공공기 이 사회공동체의 

편익과 국민들의 공 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생산‧

공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1]. 이는 체 서비스 수혜자 

 국민과 공공의 목 을 강조하는 정의로서 범정부 서

비스참조모형의 국민서비스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부문의 응용 서비스 기능은 민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정부내지원서비스와 이 

두 서비스의 기반으로서 필요한 공통기술지원서비스가 

존재하며, 범정부 서비스참조모형에서도 정부 체의 서

비스 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

를 정의하기 해 세 가지 서비스 역을 모두 포 하는 

공공서비스를 정의한다. 

Public service is that means for the effective deployment of 

citizen service and perform citizen service and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meet the public demand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ies and the people that produce and 

supply support services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common technical support services.

<Table 1> Definition of public service 

Type Definition

Citizen 

service

The service contain business rules and 

procedures, to support agency-specific 

business performance and business 

execution services sector, government 

agencies work to meet the business 

purpose.

Support

services

within the

government

The service is used for a number of 

institutions in common and managed and 

provided as the integrated environment.

Common 

Technical 

Services 

In the citizen service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required to implement the 

technology to specific tasks, from multiple 

independent systems that can be utilized as 

a common component technology services 

component of the set

<Table 2> Government-wide SRM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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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서비스의 분류와 세부분류 체계는 범정부 

서비스참조모형(SRM v2.2)을 그 로 용하여, SRM의 

각 분야와 분야별 하  1 벨까지를 본 연구의 공공서비

스 분류체계로 활용한다. 공공서비스 3개 분야별 하  서

비스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Type of public service 

Type Category

Citizen 

service

Residents living, national infrastructure, 

knowledge activities, public health, 

economic activity, cultural life, the 

environment, social welfare, public safety, 

offshore southern and northern interchange

Support

services

within the

government

Audit, legal, business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nstituent 

relations, financial

Common 

Technical 

Services 

Security, data management, system 

operation, user support, collaboration, 

association manage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digital asset management, 

spatial information

2.1.2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로

서 국민이나 공공기 에 제공되기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된 애 리 이션 수 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서비스란 클

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을 한 공공 

서비스와 정부  공공기 을 한 내부행정 서비스, 그

리고 국민과 내부행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기

술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내용에 따

라 3개 모델(IaaS, PaaS, SaaS)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이다.

Cloud-based public service is that using cloud services 

(IaaS, PaaS, Saa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citizen, 

internal administration, a common technique).

<Table 4> Definition of Cloud-based public service

2.2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의 해외 주요동향

2.2.1 미국

오바마 정부 기인 2009년 9월, 미국은 연방정부와 

공공기 의 ICT 자원 통합과 클라우드 컴퓨  도입 략

을 담은 "Federal Cloud Computing Initiative (FCCI)"를 

발표하 다[18]. 2011년에는 행정 리, 조달, 클라우드 컴

퓨  기술 신 등 투입 비용 비 효과가 큰 분야를 

심으로 클라우드 컴퓨 의 실 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역할의 진과 민간 력 강화를 한 구체 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 다. 

이 실행계획에는 2015년까지 연방정부의 데이터센터 

통합을 한 세부계획 수립, 온라인 클라우드 조달사이

트 구축, ’Cloud First‘ 정책 이행  클라우드 략 입안, 

IaaS 솔루션 도입, SaaS 기반 메일 서비스 도입 그리고 

연방정부 기 간 공유서비스 발  등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  정책에 한 구상에 한 략

을 담고 있다. 이러한 략을 기 로 산 리국(OMB)

은 각 연방 기 이 3개 이상의 서비스를 2012년 6월까지 

클라우드로 환․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감

사원(GAO)은 각 기 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구축 진

행 황을 평가하고 문제 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Public), 사설

(Private), 커뮤니티(community) 클라우드를 순차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14][15],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

어 보안에 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 특

히,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기반 공공서비

스는 국민 웹페이지, 연방기  내 E-Mail, 고객 리 서

비스 등 비교  단순 서비스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많

은 사용자로 인해 ICT 유지비용 감을 거두고 있다[6]. 

2.2.2 영국

국정부는 2009년 차세  IT정책인 ‘Digital Britain

‘를 발표하고 공공기 들이 안 하고 효율 인 공유 환

경 속에서 ICT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  인 라 구축 략인 ‘G-Cloud’를 추진

하고 있다[8]. 2011년에는 ‘정부 클라우드 략' 공표를 

통해서 ‘G-Cloud’ 략을 구체화하 다. 여기에서는 공

공기 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과 더불어 기존 애 리

이션의 재사용을 통해서 2015년까지 IT 련 정부지출을 

1억 2,000만 운드로 이겠다는 목표와 함께 온라인 포

털 형태의 정부 애 리 이션 오 마켓 이스 ‘클라

우드 스토어(Cloud Store)’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러한 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G-Cloud’ 서비스를 한 

원스톱 쇼핑몰인 ‘클라우드 스토어’를 개설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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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제품군을 카

탈로그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정부기 의 구매부

서는 ‘클라우드 스토어’에서 IaaS, PaaS, SaaS는 물론 모

니터링 서비스, 특화 리 서비스에 한 구입이 가능하

며,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정부에 신청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클라우드 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2.2.3 일본

일본 총무성은 2009년 ‘스마트 클라우드 연구회’를 설

립하 으며, 클라우드 기술 보   활용 과제에 한 검

토를 진행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를 한 해 2015년 이 까지 일본 내 모든 자치단체에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여 IT 비용을 감하며, 향후 

10년 간 데이터센터 서버 수를 재의 3배 이상인 400만 

로 확 하여 미국 등  세계 로벌 IT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 ‘활용 략’, 

‘기술 략’, ‘국제 략’으로 구성된 ‘스마트 클라우드 

략’을 2010년 5월에 발표하 으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일본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2조엔 규모로 확 할 계획이

다. 2010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 ·발 을 한 과제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을 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함

께 민 학이 ‘일본 클라우드 컨소시엄(JCC)’을 구성하

다[13]. 한편, 여기에는 재 3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

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 을 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일본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은『새로운 정보통

신 기술 략』의 체계 안에서 <신시장 창출>이라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체계를 탐

색 으로 분석하기 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다. FGI는 공통 인 특징을 가진 

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하여 집  토론을 하여 조사

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설문구성을 한 비 조사, 복잡

한 행동이나 동기 부여와 련된 내면 인 요인을 발견

하기 한 탐색 인 연구, 그리고 연구문제에 한 해답

을 도출하는 독자 인 연구 등의 목 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즉, FGI는 소규모 참여자간에 경험이나 의견을 표

하고, 집단토론과정에서 즉흥 인 질문이나 반응을 허용

함으로써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의 수렴이 가능한 연

구기법이다[2].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FGI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나 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FGI의 결과

로 정리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나 토론을 통해 나타난 

집단 체의 의견은 개인 의견의 총합이상이고, FGI과정

에서 의견 형성에 한 찰을 통해 결정요인에 한 정

보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다. 체계화된 구조가 존재하

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양  분석을 통한세부 인 내용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량 인 분석보다는 심

도있는 인터뷰, 문헌분석, 장방문을 통한 직 찰과 

같은 정성 인 분석방법이 보다 합하며, 문가가 많

지 않은 본 연구주제와 같은 경우 소규모 집단을 상으

로 한 FGI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5]. 

이에 본 연구는 FGI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

스 도입체계를 도출하기 해 비단계, FGI계획, 그리고 

FGI 실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비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역인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와 련

된 자료를 인터넷  문헌조사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조사된 자료에 한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

비스 도입체계를 정리하 다. FGI 계획단계에서 FGI에 

참여자, 분석자, 사회자 등 FGI 진행자와 참여자 집단의 

크기나 충분성, 참여자의 발표유도방안, 정리주체  방

법 등 FGI 역할별 고려요소를 반 하여 계획을 수립하

다. 특히 요한 참여자 구성은 클라우드기반 공공서비

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클라우드 컴퓨  문가, 공공

서비스 문가 등 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컨

설   IT기업, 정부  공공기 , 그리고 하계 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 다. FGI 실시단계에서는 9명의 

FGI참여자와 2012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12차례의 FGI

를 실시하 다. 

FGI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서 실시되었는데 클라

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에 한 개념 정립과 클라우드기반 

공공서비스 체계를 도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

비스유형 분류를 한 큐  모델 작업으로 구분하여 이

루어졌다. FGI에 한 결과정리는 세부분야별 문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사회자와 참여자가 각각 정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에 한 개념 정립과 클

라우드기반 공공서비스 체계를 도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유형 분류를 한 큐  모델 등 FGI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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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라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 인 FGI를 수행하

으며 사회자가 이를 종합하여 모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4.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체계

4.1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체계 필요성

미국 산 리국(OMB)에서는 'Cloud First' 략

('10.12)을 통해 모든 연방기 에 3개 이상의 서비스를 

'12년 6월까지 클라우드로 환․구축하도록 요구해 왔

다. 최근 감사원(GAO)은 기 별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황에 해 검토한 결과, 클라우드 환에 한 정부의 

선언  요구는 있었으나 공공부문 체를 고려한 가이드

라인의 부재를 지 하 다[11].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

공부문의 효과 인 클라우드 추진을 한 거버 스 체계 

수립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환 시 요구되는 범국가  

클라우드 도입을 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상

되고 있다. 

[Fig. 1] Excavation procedures and introducing 
system for national-wide cloud computing

국내에서는 기 별 서비스 발굴 시 고려해야 할 정책

․기술  요소를 제공하고, 구축 시 필요한 분야별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 인 범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체계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한, 국가 안 해결

을 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체계의 활용과 사례 검증 

한 필요하며,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한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나, 복지, 국방, 과학기

술 등 다양한 국정 안별 서비스에 한 정책 ․기술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효용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

스 발굴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기  담당자들의 

서비스 발굴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기술  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체

계의 수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2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체계

일반 으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해서

는 EA 등 IT시스템이나 서비스 도입에 한 차와 유

사하게 도입타당성에 분석, 모델링, 도입이나 구  등의 

과정을 거친다[1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 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체계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한 개념 모델로 [Fig. 2]와 같이 정의 하 다. 

[Fig. 2] Conceptual model for the introducing of 
cloud-based public service

이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한 개념모

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획자나 이해 계자의 의사결정

을 한 개념  틀을 제공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으며, 

분석단계(Analysis Phase), 모델링 단계(Modeling 

phase), 요구사항 구 단계(Implementation phase) 등 3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분석단계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평

가하는 단계로 정성 분석(Suitability Analysis)과 비용 

모델링(Cost Modeling), 이해 계자 향도 분석

(Stakeholder Impact Analysis)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정성분석은 의사결정자를 지원하기 하여 도입하고

자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부정책이나 조직목표, 

기술 인 측면에서 용가능한지를 악하기 한 것이

다. 비용모델링은 클라우드 서비스 용에 해 기획자

와 시스템 설계자에게 제안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IT시스템의 운 비용의 산출과 IT시스템 설계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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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이해 계자 

향도 분석은 제안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해 계자 측면

에서의 이 과 험이나 실 가능성에 해 면 히 분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링 단계는 운 의 가시성 확인단계로 책임

성 모델링(Responsibility Modeling)을 수행한다. 책임성 

모델링은 의사결정자에게 복잡한 IT시스템의 운 과 

련된 험 분석과 식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임성 

모델링은 기획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조직에 의해서 

구축, 운 , 유지보수, 리되는 경우 책임성을 모델링하

는 것으로 이들 간의 책임과 존재 가능한 험을 악한

다. 셋째, 요구사항 구 단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에 한 결정이후 실제로 IT개발 생명주기에 따라 서비

스에 한 요구사항 악  설계 구  그리고 운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도입모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

입의 의사결정자가 분석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여 도입여부에 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추후 세부 인 내용을 포함하는 용가이

드로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단계 이후 도입이 결

정되면, 모델링을 통해 구 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단

계에서는 어떤 타입과 채 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Public, Private 클라우드 등 채 과 Iaas, PaaS, SaaS 등

의 타입 등 클라우스 서비스 사용자의 업무와 환경에 

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큐 모델을 이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3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유형 분류를 

위한 큐브 모델

공공기 에서도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 환이 이

루어지면서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서비스 도입  활

용성을 단하고 리하기 한 공공 클라우드 컴퓨  

거버 스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비용과 함께 정

보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클라우드 컴

퓨 의 도입  활용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재 클라우드 컴퓨 에서 보안에 한 보장이 충분

하지 않음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채  에서 라이

빗 채 을 통한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다. 한 공공서

비스의 특성상 사용자 그룹이 내부사용자와 외부사용자

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사용자 그룹에 따라 공공기 근

무자를 한 정부내지원서비스와 국민서비스로 명확

하게 정보서비스가 구분된다. 이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

는 인 라스트럭처와 사용기능, 보안 측면에서 상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Type

New

Transformation

Introducing

Method

Channel

[Fig 3] Governance model for Cloud Computing

따라서 공공 클라우드 컴퓨  큐 모델은 일반 으로 

[Fig. 3] 클라우드 컴퓨  거버 스 모델에서 서비스 타

입과 도입방법은 그 로 사용하되, 클라우드 컴퓨  채

은 보안 이슈로 라이빗으로 한정됨에 따라 축에서 

제외하고 공공 서비스의  다른 특성인 사용자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류를 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2][17]. 따라서 공공 클라우드 큐 모델은 서비스 타입, 

도입방법, 공공서비스 분류에 따라 3차원(x축, y축, z축) 

큐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Type

New

Transformation

Introducing
Method

User

Citizen 
service

Support
services
within the
government

[Fig. 4] Cube model for Cloud-based public service

상기의 서비스타입(x축), 서비스도입방법(y축), 사용

자(z축)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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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ow, Who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공공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자와 제공하는 장소, 방법을 사

용하여 공공기 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사용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슨 유형의 클라우

드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클

라우드 컴퓨 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단계에

서 본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따라 서비스 타입, 도입

방법을 합리 으로 결정함에 의해 클라우드에서 지향하

는 비용을 감하면서 공공에서 추구하는 신뢰성과 안정

성을 확보한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4 큐브 모델에 기초한 서비스 유형별 범정

부 가이드 

웹기반 정보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 으로 기술 환경

이 변화하면서 공공정보화에서도 클라우드 컴퓨 을 공

공정보화에 용하기 한 시도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비용 감, 서비스제공의 

신속성이라는 장 이 있지만 기존의 아웃소싱이 외부의 

문인력을 사용하여 내부의 정보자원을 사용하던 인력 

아웃소싱이라는 부분 인 아웃소싱을 넘어 정보서비스 

체의 아웃소싱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

퓨 은 정보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자원이 외부

에 치함에 따른 정보자원에 한 감시  통제의 상실

로 인한 험의 증가라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최근에 비용 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 정보화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을 

모델링하고 구 하는 단계에서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

에 한 체계 인 분석이 요구된다. 

조직에서 클라우드를 설계할 때 클라우드 컴퓨 의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에서도 유럽연합

(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한 평가기 은 공공기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 하는 단계에서 

검해야할 요인을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다. EU에서

는 클라우드 특성을 일반특성, 경제특성, 기술특성으로 

역을 구분하 으며, 세 가지 역 에서 일반 인 특

성에는 신뢰성, 서비스 품질, 민첩성과 응성, 가용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  특성으로는 비용 감, 사

용자 지 , ROI, 탄소 감이 포함되어 있고 기술  특성

으로 공동사용, 보안과 법 수, 데이터 리, API와 로

그래 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IaaS, PaaS, SaaS)과 매핑

을 하면 <Table 5>와 같이 타입별로 고려하거나 

으로 리해야 하는 항목을 악할 수 있다. 클라우드 타

입별 특성분석 결과를 보면, IaaS는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기반인 인 라를 외부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으로 여러 조직이 인 라를 공유함에 따라 피크타임 시 

정보자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용성과 이로 인한 

서비스 단의 이 존재하는 역으로 다른 클라우드 

타입보다 신뢰성이 강조된다. 한 IaaS를 이용하는 이

유는 인 라를 자체 보유하면 주기 인 교체비용이 발생

하는데 이와 같은 비용을 이고 사용 당 비용을 지 함

에 따른 비용 감과 서버를 자체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탄소배출비용에 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성이 장

으로 고려될 수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 analysis of cloud type

Division1) IaaS PaaS SaaS

General 

aspect 

Reliability ● ◐ ●

Service quality ◐ ◐ ◐

Agility and 

adaptability
◐ ● ●

Availability ● ◐ ●

Economic 

aspect

Cost savings ● ● ◐

Pay per use ● ● ●

ROI ◐ ● ◐

Carbon savings ● ◐ ◐

Technical 

aspect

Use of shared ● ◐ ●

Secure and 

compliance with 

the law 

● ◐ ●

Data

management
◐ ◐ ●

API and 

programming 

strengthened

○ ◐ ●

범례) ● : High, ◐ : Medium, ○ : Low

PaaS는 개발환경이나 미들웨어에 한 아웃소싱으로 

부분의 조직에서 상시 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원을 보

유하거나 기술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교체함에 따른 비

용 부담을 이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민첩성 

등이 주요 장 이다.

그리고, SaaS는 외부의 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신뢰

성과 가용성이 요시되며, 사용당 비용을 지 함에 따

른 비용 감과 복합서비스를 사용하기 한 API, 그리고 

1) EU 자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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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시 신속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민첩성과 응성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의 타입에 의한 구분과는 별도로 

서비스 도입방법(신규, 환)과 사용자( 국민서비스, 정

부내지원서비스)에 따른 구분이 존재한다. 두 가지 기

을 사용하여 공공정보서비스를 유형화하면 [Fig. 5]와 같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Support serviceswithin thegovernment Citizen service

New 1 2

Transformation 3 4

[Fig. 5] Classification of existing public information 
projects

먼  사용자에 의한 구분은 국민서비스와 정부내지

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정보서비스를 이

용하는 이용자 그룹에 의한 구분으로 정부내지원서비스

는 공무원  공공기 의 근무자가 조직내부업무를 수행

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기 하여 사용하

는 정보서비스이며, 국민서비스는 공공서비스를 신청

하고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이다.

정부내지원서비스는 사용자가 조직내부인원이고, 정

보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민감성과 외부유출이

나 변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 인 이슈로 인한 정보보안

과 효율 인 업무처리를 해 부처간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등이 강조된다. 반면 국민

서비스는 오 라인상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포털 

서비스가 표 이다. 이와 같은 포털 서비스는 사용자

가 언제라도 원하면 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정 인 서비스가 강조된다. 한 민원유형별로 나타나

는 사용시간의 집 화 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인 라

의 가용성과 수요탄력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은 신규도입이 일반 이나 기존시

스템의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기술  업무 환경의 변화

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환사업도 있다.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공공정보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기술 환경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하는 비 이 높다. 신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업무에 한 악하고, 악된 업무를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합성과 

비용효율성이 주요 고려요인이다. 그러나 환사업인 경

우에는 상당부분의 업무가 정보화되어 있어 업무 악에 

한 부담은 지만 기존에 정보화된 데이터를 환하거

나 새로운 정보자산으로 옮기기 한 작업에 한 부담

이 증가한다. 따라서 신규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개발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라이 사이클에 따라 구축하는 것

이 강조되지만, 환사업인 경우에는 환 시 기존시스

템과의 기술 , 경제  장단 에 한 비교분석, 그리고 

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실이나 변형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스마트폰 시  도래와 함께 IT활용이 일상화 되면서 

모든 분야에 한 IT기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클

라우드, 모바일, 고속무선통신 등 신기술 융합으로 다

양한 정보와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는 국가 정보자원의 

효율 인 리와 함께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한, 국가 안 해결을 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체

계 활용  사례 검증이 필요하며, 공공정보 개방․활용

을 한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나, 

복지, 국방, 과학기술 등 다양한 국정 안별 서비스에 

한 정책 ․기술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효용성과 가치를 

증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발굴  구축이 요구됨에 따

라, 각 기  담당자들의 서비스 발굴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기술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공부문 클라

우드 서비스 도입체계의 수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에 한 개

념 정립과 아울러 미국, 국, 일본 등 각국의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동향을 면 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

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

비스 도입체계 필요성,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차,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유형 분류를 한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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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그리고 큐  모델에 기 한 서비스 유형별 범정부 

가이드 등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의 구축, 운  시 참

조할 수 있는 종합  임워크를 제안하 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인 도입기 을 

마련할 것이며, IT서비스 도입 생명주기별 클라우드 서

비스 도입 련 지침과 가이드에 한 개발 작업을 진행

할 것이다. 한 큐  모델의 각 셀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한 정의, 특성, 서비스 사례, 구축․운  

시 필요한 정부 가이드  지침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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