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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컴퓨팅은 IT 관련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하기위한도구로써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부각되었

으며,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으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

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1, 2].

해외 선진국에서는 IT자원의효율적이고경제적인관

리와 IT서비스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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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무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
을 파악하여, 퍼지 AHP기반의 융합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클라
우드 도입 후보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 및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의사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예산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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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introduce the cloud to the public sector. 
The objectives of the paper are to develop a decision-making model and to propose the roadmap for cloud 
introduction in the public secto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types of cloud service. Then we develope a cloud introduction method using fuzzy AHP based 
convergence decision-making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cided to prioritize the cloud service 
candidates and proposed a three-step roadmap.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loud introduction and 
trans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establishment of the cloud polic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budget plans as well as additional decision-making factors for cloud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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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컴퓨팅 활용이점차늘어나고있다. 특히미국, 영

국, 일본등많은국가들은국가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

를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였다. [3]. 국

내에서도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입을위해다양한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

보화의핵심적인요소로부각되고있는클라우드를활용

하여 정부 핵심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클

라우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

느리게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

입을 위한 의사결정모델의 제시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에 도움을 주고 단계별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클라우드정책수립에도

움을 주는 것이다.

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입과관련한선행연구로김정

엽과 김은주[3]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 제

시와해외의공공서비스정책동향을분석하고한국의정

책방안을모색하였으며, 송석현등[4]은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위한외국정부의다양한사례분석을토대로국

내환경에적합한클라우드기반공공서비스의도입체계

를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용역보고서에서도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도입체계수립에관한연구를진행하였

다[5, 6].

선행연구들은해외사례분석을통한국내정책, 클라우

드도입체계제시등에국한되고있으며, 클라우드도입

을위한AHP나퍼지AHP 등과같은의사결정모델의도

입을 통한 연구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도

록 퍼지 AHP 기반의 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적

이고과학적인기법으로공공기관의클라우드도입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특성

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 분석을 통해 공공

부문의클라우드도입을위한요구사항을파악하여융합

의사결정모델을개발하고, 공공기관의클라우드도입방

법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생태계

새로운 IT 패러다임인 클라우드 생태계는 여러 경쟁

자와 다양하게 구성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

는 복잡한 서비스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계안에서공급자는지속적으로변화하는 IT 환경에

대응하며소비자를위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

여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7].

기존의 IT 서비스와 달리 클라우드 가치사슬만이 가

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는 플랫폼 서비스로 향후 클라우

드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2.2 융합의사결정모델
Saaty[8]가 제안한 AHP기법은평가자의주관적인판

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AHP 기법은 평가자의 주관을 정량적

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평가자 논리의 애매한 가치판단

기준이나 사용 언어의 모호함을 갖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퍼지이론[9]을 도입한 것이 퍼

지 AHP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

다[10, 11, 12]. 본 연구에서는 융합의사결정모델로써 퍼

지 AHP기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과정은 다음 단계를 통해 수행하기로

한다.

•단계 1: 국내 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사례와 전문

가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후보군 선정

•단계 2: 공공부문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

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 분류와 서비스 후

보군을 재분류

•단계 3: 전문가를활용하여서비스평가기준을마련

하고 서비스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부여

•단계 4: 공공부문클라우드서비스의단계별목표를

수립하고 서비스의 로드맵 제안

3.1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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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란 “공공기관이 사회공동체의

편익과 국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로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

동목적을위해제공되는서비스”라할수있다[13]. 범정

부 EA 구성을위한공통의기준을정의하기위해마련된

EA 참조모델은 공공서비스를 “성과참조모형, 업무참조

모형, 서비스참조모형, 데이터참조모형, 기술참조모형”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는

활용목적에따라클라우드서버, 데스크톱가상화(VDI)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 클라우드 개발환경, 클라우드

플랫폼, 웹기반 업무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6개 서비스로

구성된다[14].

3.2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후보군
국내 외클라우드서비스도입사례, 문헌조사및전문

가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의 목적 및 대상에 따

라대국민서비스, 내부행정서비스, 공통기능서비스로분

류하였는데, 최종 도출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후

보군은 <Table 1>와 같다[5, 6].

Classification Candidate services

Public service
(1) National tax service
(2) Procurement service
(3)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Internal
administration
service

(4) Document management service
(5) Electronic authorization
(6) Knowledge management service
(7) E-mail & Messenger
(8) Video conference
(9) Customer management service
(10) Human resource management service
(11) Asset management service

Common function
service

(12) CCTV monitoring service
(13)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14) Book management service
(15) Survey service
(16) Standard development platform
(17) Data Open Platform

<Table 1> Cloud service candidates of public sectors

3.3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기준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클라우드서비스를도입하기위한정책을수

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중심

으로클라우드서비스를도입하고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는 보안 및 킬러서비스 및 서비스 전환 정책 부재 등의

이유로대부분의도입사례가 IaaS중심으로도입되고있

는 실정이다[14, 15].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공공에적합한킬러서비

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클라우드서비스도입기준을참고[5, 6]하여공

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기준을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선행연구[5, 6]에서는 도입기

준은선정하였으나평가기준의가중치가모두동일하고,

서비스의 평가도 단순평균값으로 처리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활용성과 구현 용이성의

범주하에각각 4개씩의총 8개의 선정기준항목을도출

하였다.

Classification Criteria

Service
Usability

(1) Ease of information management/disclosure
(2) Policy compatibility
(3) Scope of service demand
(4) Co-utilization

Easy of
Implementation

(5) Importance of work
(6) Service security
(7) Transition difficulty
(8) Applied technology maturity

<Table 2> Criteria to introduce cloud services for 
public sectors

4. 융합의사결정모델기반의 실증분석
4.1 퍼지 AHP 기반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결정
본연구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융합의사결정모델로

서 퍼지 AHP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

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퍼지 AHP의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동일 계층 요소들의 쌍대비교를 위해 삼각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퍼지 쌍대 비교 행렬을 구한

다.

•단계 2: 퍼지 확장원리를 사용하여 복합 퍼지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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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퍼지 확장원리에 의해 가중치 벡터로 주어

지고가중치의 정규화를통해 최종가중치를 구한다.

•단계 4: 퍼지 AHP의 일관성 평가를 수행한다.

•단계 5: 도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공공 클라우

드 서비스의 복합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후보군

의 도입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먼저,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

공 클라우드 도입 ICT 컨설턴드, 정부산하공공기관 IT

담당자, 클라우드전문가등총 23인의 전문가 pool을 구

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된

전문가들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전술한퍼지 AHP 적용과정과이에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기

준은 <Table 2>의서비스활용성과구현용이성의범주

하에 각각 4개씩의 총 8개의 선정기준 항목을 도출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쌍대비교 설명은 최상위 레벨인 서비

스활용성과구현용이성의두항목만을간략하게설명하

기로하는데, 하위레벨의 8개항목도각각의범주내에서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먼저 최상위 레벨의 서비스 활용

성과 구현 용이성의 일관성 검증을 동시에 수행하여 쌍

대비교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Evaluation element Service Usability
Easy of

Implementation

Service Usability (1, 1, 1) (2, 4, 6)

Easy of
Implementation

(1/6, 1/4, 1/2) (1, 1, 1)

<Table 3> Pairwise comparison between evaluation 
elements

쌍대비교는 삼각퍼지함수로서 최소, 최적, 최대의 범

위 값으로 구성하였고 <Table 3>의 삼각 퍼지 함수 값

으로부터 퍼지 합성확장 값으로 변환하였다. 퍼지 확장

원리에 의한 가능성 정도는 가중치 벡터(  ′)로 변환
되는데, 최종적으로 도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가중치의합이 1이되도록정규화시키면서비

스 활용성과 구현 용이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의미하는

최종가중치( ′)를 구할 수 있다.

 ′  

일관성측정을 위해 삼각퍼지함수를 비퍼지화하여

AHP 절차에맞게스프레드시트를이용하여계산하였는

데, Saaty의 일관성 비율이 0.0002로 0.1 미만의 일관성

평가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가중치가결정된평가기준을적용하여공공클라우드

서비스 후보군의 도입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향

후예측되는서비스중요도와서비스파급효과를고려하

여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적

인평가를위해서공공부문클라우드서비스의중요도와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 서비스 수준(composite

service level)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서비스 수준을 퍼지집합론을 이용하여 <Table 4>와 같

이 퍼지 멤버십 함수를 선정하였다.

Fuzzy number Membership function

 (1, 1, 2)

～ (x-1, x, x+1) for x=2～8

 (8, 9, 9)

<Table 4> Membership function for composite service 
levels

그리고식 (1)은 여러단계의언어적변수로표현되는

서비스중요도의강도와파급효과의크기를결합하여퍼

지 위험을 평가하는데, 평가를 위한 복합 서비스 수준의

결과는 <Table 5>와 같은 행렬로 구성된다.

  ⊕ (1)

단, CSL: 복합서비스수준, SI: 서비스중요도, RE: 파

급효과, ⊕:SI와 RE의 매트릭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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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mportance

Ripple Effect
VH H M L VL

VI     

I     

MO     

L     

VL     

VI: Very Important, I: Important, MO: Moderate, L: Low, VL:
Very Low, VH: Very High, H: High, M: Medium

<Table 5> Composite service level matrix

서비스의 중요도 강도와 파급효과의 크기에 따른 복

합 서비스 수준은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퍼지

하게 결정되는데, 서비스의 복합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최종공공부문클라우드서비스도입우선순위결정결과

는 <Table 6>와 같다.

Candidate
Services

Evaluation Criteria

Sum RankService Usability
Easy of

Implementation
(1) (2) (3) (4) (5) (6) (7) (8)

(1)         5.55 4

(2)         5.18 6

(3)         4.02 10

(4)         5.89 1

(5)         5.24 5

(6)         4.12 9

(7)         5.86 2

(8)         3.40 13

(9)         3.13 15

(10)         3.47 12

(11)         2.71 17

(12)         5.59 3

(13)         3.08 16

(14)         3.19 14

(15)         3.92 11

(16)         4.28 8

(17)         4.92 7

<Table 6> The final results of public sector cloud 
services adoption based on fuzzy AHP

<Table 6 >에서 순위(rank)는 도입의 우선순위를 의

미하는데, 문서관리시스템, 이메일과 메신저, CCTV 모

니터링의 도입우선순위가 높았고, 고객관리서비스, 지리

정보서비스의 도입우선순위는 낮게 평가되었다.

4.2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로드맵
공공부분의클라우드서비스로드맵은클라우드서비

스 도입 우선순위의 결정결과를 기반으로 도입기, 확산

기, 성숙기의 3단계별로 목표, 서비스 특징, 후보군을 포

함하여 <Table 7>와같이제시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는도입이용이한서비스도입및전환, 안정성의검증이

필요한서비스도입및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와통합

으로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Classifi
-cation

Step1
(Introduction)

Step3
(Diffuser)

Step3
(Maturity)

Goal

· Verifying
security and

reliability of cloud
services

· Establishing the
basis for opening
and sharing
information

· Expanding the
adoption of
public cloud
services

· Implemen-
ting e-Govern-
ment of
Communi-
cation and
Cooperation

·
Expanding
public data
utilization

·
Promoting
cloud

services of
public
sectors

Service
charact-
eristic

· Services with
wide demand
range

· Conversion of
existing systems
to cloud

· Servic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 Services with
secur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 Business
system
with high
difficulty of
implement-
ation

·
Integration
and

integration
of existing
systems

Candi
-date
service

(1) National tax
service

(2) Procurement
service

(4) Document
management
service

(5) Electronic
authorization
(7) E-mail &
Messenger
(12) CCTV
monitoring
service

(16) Standard
development
platform

(17) Data Open
Platform

(3)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6) Knowledge
management
service
(8) Video
conference
(9) Customer
management
service

(10) Human
resource
management
service
(14) Book
management
service

(15) Survey
service

(11) Asset
managemen
t service
(13)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Table 7> Roadmap of public sector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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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내에서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시행한

이후에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입활성화를위해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입효과를가시

화하고, 이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환경을 반영

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

비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

우드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고, 도출된 공공

부문 클라우드서비스 후보군의평가기준을제시하였다.

공공부문클라우드서비스후보군의평가에대한타당성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하였고, 퍼지 AHP 기반의 융합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하

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후보군에

대해 도입효과 및 정보공개 용이성 등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나 전환

및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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