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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a cloud-based business environment for 

enterprises with efforts to convert using their own on-premise computing infrastructures to using cloud 

services. With these efforts, using cloud services has become natural, especially for the IT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is moving toward proliferation of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nto various 

evolving industries. Along with industrial trends, new technical trends such as edge computing and multi-

cloud are emerging. These trends are expected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and develop related 

service ecosystems,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service providers and new experiences for users. A  

mong those emerging technologies, multi-cloud technology is expected to realize unlimited global cloud 

computing resources by unifying cloud resources from multiple public cloud service provide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related trends of multi-cloud technology. Subsequently, we analyze 

the main functionalities and several use cases of multi-cloud technology. Finally, we summarize the effects 

and usefulness of multi-cloud technology in the domestic clou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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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초기에는 단일 서버를 

대상으로 가상머신(VM)을 제공하였던 Xen, KVM 

등과 같은 서버 가상화 기술을 비롯하여 응용 가상

화 기술인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docker와 같은 기

술 이슈들을 많이 논의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수

십~수천 대의 대규모 서버들을 가상화한 클라우

드 인프라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

하는 OpenStack과 Kubernetes와 같은 기술이 클라우

드의 주요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차기 기술

로서, 전 세계에 구축된 다양한 사업자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하나의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로 구

성하고, 기존 또는 신규 클라우드 응용을 배치, 운

용,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그 자체가 글로벌 스케일이다. 이

런 측면에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글로벌 클라우

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

로 제공될 수 있다.

멀티 클라우드는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 운용, 활용,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서, 다

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IaaS) 서비스를 연

동하여 통합 운용하고, 구성된 멀티 클라우드 인

프라상에서 클라우드 응용(PaaS, SaaS)의 유연한 배

치, 운용 및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1].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분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보편적으

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관/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계되어 사용되는 

환경이고, 멀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

계되어 사용하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최근 대규모, 초광역 컴퓨팅 인프라가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등의 서비스들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요구

하고 있으나, 단일 클라우드의 여러 제약 상황으로 

인하여 상기 대규모 서비스들의 구축 및 운영에 어

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글로벌 스케일 서비스 제

공자 및 개발자들은 이와 같은 단일 클라우드의 기

능 제약 및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최적의 컴퓨팅 인프

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은 다양한 

지역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단

일 클라우드가 갖는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여 사

용자의 근접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

비스 지연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클라우

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으

며, 서비스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자원을 

선정,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의 최적화가 가능

하다. 또한, 연계된 전 세계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배치하고, 원하는 클라우드로 이동이 가

능하므로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한계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1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개요

다양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멀티 클라우드 기술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기술



47김병섭 외 / 멀티 클라우드 기술 개요 및 연구 동향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단편적으로 상기의 기술

적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최근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엣지컴퓨

팅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4차 산업혁명

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들을 위한 컴퓨팅 인프

라로 활용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전

망된다. 

Ⅱ.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현황

1. 기술 현황

멀티 클라우드 시장은 2017년 11억 달러에서 연

평균 성장률 30.9%로 2022년에는 44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통신, IT, 의료, 생명

공학, 정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

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멀티 클라우드 관련 특허는 2008년부터 미국이 

출원을 선도하여 왔으며, 최근 출원 주도국은 미국

과 중국이 80%(미국 43%, 중국 46%)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한국도 관련 특허를 확보 중에 있으나, 

전체 대비 6%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IT 관련 기업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기업은 보유 역량 기반으로 관련 기술을 접목하

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개SW인 OpenStack 진영은 OpenStack 간의 연

동 및 통합 운용 기술을 추진하고 있으며, Kuber-

netes도 다수의 Kubernetes 클러스터의 연동 및 통합 

운용을 위한 기술이 Multicluster SIG 그룹을 통하여 

개발 중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MS, IBM, Google, AWS 등)도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외부 인프라

를 통합 연계 운용하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기술

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자사 솔루

션의 활용성 증대 및 차기 신서비스 창출의 일환

인 것으로 파악된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일환

인 CSB(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의 선두 기업

인 RightScale은 Flexera에 의하여 인수되었으며, 멀

티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솔루션 기

업인 CliQr를 시스코가 인수하는 등 관련 기술의 

보유 기업을 인수하여 멀티 클라우드 관련 시장

의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또한, Upbound나 Vodafone-IBM의 스타트업 

설립과 같은 멀티 클라우드 관련 신생 기업들도 증

가 추세이며, 최근에는 국외의 Crossplane이나 국내 

Cloud-Barista와 같은 멀티 클라우드 기술 개발 공

개SW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표준화 현황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멀

티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국제 표준화 기

구에서도 멀티 클라우드 관련 표준 개발이 시작되

고 있다. 공식 표준화 기구인 ITU-T SG13은 2019

년 6월 Y.mc-reqts(Functional requirements of cloud 

service partner for multi-cloud) 표준 개발을 승인하

였으며, 2021년 제정을 목표로 표준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Y.mc-reqts는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그림 2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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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멀티 클라우드 정의 및 

개요, 멀티 클라우드 활용사례 및 기능 요구사항

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이 Y.mc-reqts 신규 표준

의 에디터십을 확보하여 한국 주도의 표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멀티 클라우드 기

술이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었다. 한편, 또 다른 공식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 SC38에서도 멀티 클라우드 용어를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및 용어 표준을 개발 중이며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Ⅲ. 멀티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계하여 자원의 제약이 없는 최적의 컴

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클라우

드 인프라 기술과 구성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상

에서 다양한 응용을 전 세계 원하는 곳으로 배치,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클라우드 응용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3은 멀티 클라우

드 기술을 구성하는 주요한 다섯 개 세부 기술을 

나타낸 그림이며, 각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은 전 세계에 지역적

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질적 운영 방식의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인터페

이스로 활용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계

하는 기술이다. 기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환경은 그림 4(a)에서의 사용환경과 같이 사용자가 

서로 다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종의 API 및 제

어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신

규 클라우드의 추가는 더욱 복잡하고 통합 운영 관

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며, 

그림 4(b)에서의 사용환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용자가 단일 API 및 공통 제어 방법을 통하여 다양

한 이종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단일 방법으로 

연동 및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3].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은 이와 같은 이종 

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

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이종 클라우드를 공통 방법으로 연동 및 제

어하기 위한 단일 API 

•  개별 클라우드의 API로 개발된 단일 API를 

준수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드라이버

그림 3  멀티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1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관리

2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용/관리

3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인프라 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4

동일 방식의 One-Point 
통합 관리

5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개별관리/개별API

공통관리/동일API

MCIS 통합관리

동일실행공간
(e.g.서브넷 등)

최적실행환경 선정

중복

이동

연계

: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간 로드밸런싱 등

통합관제

그림 4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개념도 
(a) 기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환경 (b)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사용 환경

이종 API / 이종 연결 / 이종 제어

(1)기존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환경

Cloud-1 Cloud-2
…

Cloud-n

<사용자/응용>

(2)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사용 환경

단일 API / 단일 연결 / 공통 제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Cloud-1 Cloud-2
…

Cloud-n

<사용자/타시스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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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클라우드 자원들의 통합 제어를 위한 

자원의 공통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

•  신규 클라우드의 추가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

2.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 

     관리 기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 관리 

기술은 멀티 클라우드상에서 응용 프로그램 구동

을 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

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이 제공하는 개별 클라우드 

자원들(예,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을 통합 배치, 

운용, 관리하는 기술이다. 

멀티 클라우드의 사용자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리소스로 

구성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클라

우드 선택 및 관리의 복잡성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응용이 요구하는 최

적 클라우드 및 자원의 선정 및 배치,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에 분산 배치된 연계 응용들을 하나의 서

비스 개념으로 관리, 클라우드 간에 나뉘어져 배치

된 실행환경 간의 연계 기술 등이 요구된다[4]. 

최적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별로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

스의 특성 및 다양한 글로벌 지역의 개별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Latency) 등이 파악

되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별로 

제공하는 컴퓨팅 서비스의 종류(예, GPU 제공 서

비스, 고성능 네트워크 속도 제공 서비스 등) 및 성

능(예, 계산 성능, 메모리 속도, DB 처리 속도 등)

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클

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제공

되어야 한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개별 클라우드 

서비스의 조합으로 구성되므로 클라우드 간 서비

스 연계 기술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용, 

     관리 기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상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응용)을 배치,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다양

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설치, 라이프 사이클 관리, 클라우드 간에 애플리

케이션의 이동, 복제, 로드밸런싱 등을 포함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응용

그림 5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 관리 기술 개념도

그림 6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용 관리 기술 개념도

서비스 상태
통합 제어 및 관리

OpenStack GCE

CMVM

AWS
EC2

VM

최적 배치 스케줄링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생성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리

OpenStack

GCP

AWS
EC2

MS
Best-2

BEST-1

최적 클라우드
및 자원

VM 구성 설정

VM 생성 요청

요구사항
(사양, 가격, 위치, 성능)

서비스
생성

서비스 통합
시작/중지/종료 + 자동제어

서비스

CMVM

VM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

VM

VM / CM
생성

① ② ③

GCE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MC-App의 생성 및 배치

M.C 인프라 자원

OpenStack

AWS
EC2

MC-App의 라이프사이클 및 클라우드 간 연계 관리

요구사항 기반 최적 자원

요구사항 기반의
MC-App의 생성

App + 실행환경

MC-App

서비스

상태관리

MC-App 관리
(e.g. 라이프사이클, 
확장,추가,이동 등)

구동중인 MC-App의
제어 및 관리

배치자원

App

MC-App 
명세

잘~
만들어
주세요

AppAppApp

자원

App

AppAppApp : MC-App의 구성
컴포넌트SW

자원

App

자원

App

자원

App 자원

App

자원

App단독 M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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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기술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와 접목되는 응용 자

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기술도 함께 다루

어져야 한다.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용, 관리 기

술은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및 배치

하여 실행하는 기능과 배치된 애플리케이션 운용,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관련 SW 컴포넌

트들로 구성되는 패키지 형태로 정의 및 관리되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해서 사용자 및 애플리

케이션 요구사항 기반의 최적 멀티 클라우드 인프

라를 구성하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애플

리케이션 실행환경을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애플

리케이션 실행환경에 패키징된 멀티 클라우드 애

플리케이션을 배치하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배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는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및 클라우드 간 

연계 운용, 관리가 필요하며, 구동 중인 멀티 클라

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멀티 클라우드 간

에 애플리케이션의 확장, 추가, 이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기술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기술은 대규모 멀

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예, 가상머신, 컨테이

너 등)와 멀티 클라우드상에 배치된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의 상태 및 성능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

는 기술이다.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클라

우드 인프라 서비스 및 배치된 응용에 대한 데이터 

관리 기술이므로 대규모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처

리를 위한 모니터링 구조 및 방식, 지리적 차이로 

발생하는 지연을 극복하는 안정적인 모니터링 성

능, 멀티 클라우드에 특화된 신규 모니터링 항목의 

정의 등이 주요 이슈이다.

다수의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

집되는 서로 다른 모니터링 메트릭은 일관된 방식

의 대규모 모니터링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요소

이며, 서로 다른 모니터링 데이터 보관 기간, 모니

터링 조회 주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표준화된 통합 모니터링 메트릭을 정의하고, 정

의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에이전트 기반으로 수집

하고 전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또한, 

수많은 서비스 환경 및 응용으로부터 전송되는 대

규모 모니터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니

터링 서버의 구조 역시 확장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5].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

스에 대한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에이전

트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하고, 푸쉬(PUSH) 방식으로 모니터링 서버에 전

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서

버는 전송받은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임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필

요시점 기반의 상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성능 모니

터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풀(PULL) 방식의 모니

터링 데이터 수집 기술의 제공이 요구된다.

단일 클라우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

프라 서비스나 응용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만 필요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수

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복수의 서비스 

간의 관계(연결성, 보안성, 부하분산 등)에 대한 모

니터링 정보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멀

티 클라우드에 특화된 신규 모니터링 항목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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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5.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은 내부 서브시스

템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사용자에게 멀티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

터페이스 기술은 이러한 시스템 내부의 복잡한 관

계성을 사용자부터 격리시키고, 사용 편의성을 극

대화시킴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기술 비전문가들도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

술이다.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사용자는 그

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플랫

폼과 같은 응용SW일 수도 있고, 관리자나 일반 사

용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형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API, CLI 및 웹 도구

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구성될 수 있다. 응용SW는 

API나 CLI를 통해서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는 웹 

도구 및 CLI를 통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6].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 종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방형 API: 업계 표준인 REST API 및 성능

을 고려한 gRPC API와 같은 응용 프로그래

밍용 인터페이스

•  CLI: 터미널 환경의 편리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명령어 인터페이스

•  웹도구: 웹 환경의 편리한 시스템 활용을 위

한 GUI 인터페이스

6. 멀티 클라우드 기타 기술

상기 다섯 개의 멀티 클라우드 주요 기술 이외에

도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기술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및 연구가 필요

하다.

•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최적 가격으로 활

용, 관리하기 위한 비용 최적화 기술

•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관리 기술

•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미터링 

및 과금 기술

•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기술 등

Ⅳ.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

본 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유스케이스를 살펴본다. 

먼저, 글로벌 서비스 시험 사례를 살펴보자. 기존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를 해외 또는 국내에 런칭하

기 전에 수많은 시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

반적이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지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당 기간의 검증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한된 환경(예, In-Lab test, 

simulation 등)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실제 서비스 제공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지그림 7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 개념도

웹도구CLIAPI

멀티 클라우드서비스 서버

응용응용SW

Cloud-1 Cloud-2
…

Clou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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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나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부분적인 폭증 등의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기에는 부적절하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 세계에 다양한 클

라우드 컴퓨팅 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므로,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할 위치와 가장 

근접한 클라우드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예상

되는 주요 사용자의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사용자 

규모 등에 따라서 시험 슈터를 배치하고, 슈터의 

규모에 따른 컴퓨팅 자원의 손쉬운 획득이 가능

하다. 상기 환경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클라우드의 선정과 시험 서

버, 슈터 등의 배치를 몇 번의 클릭을 통하여 일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묶

은 경우, 모든 슈터를 동시에 시작하고 중단하는 

등의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 환경에서는 배치한 시험 대상 서

버 및 슈터의 실행환경(가상머신 또는 컨테이너)의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합

된 도구를 통하여 관리,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시

험 슈터는 일반적으로 응용에 따라 기존 시험 도

구에서 사용하는 부하 발생기, 기능 시험 도구 등

으로 볼 수 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실행환경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시험 인프라는 서비스 서버가 위치

할 지역과 주요 서비스 사용자가 분포한 지역을 중

심으로 실행환경 기반의 다양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

는 서비스 성능 등을 미리 파악하여 서비스의 사전 

보완이 가능하며, 다양한 워크로드 시험을 통하여 

요구되는 시스템 자원 수요에 대한 대응 전략의 수

립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활용 사례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스케일 화상회의 서비스의 경우는 회의 당

사자들에게 가장 가깝고, 비용이 저렴하며, 화상 

전송의 지연이 없는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배치하

고, 회의 종료 후 자원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한 단

계 개선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전 세

계 클라우드 인프라 및 응용 서비스로부터 수집되

는 상태 및 성능 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을 가정해 보면, 다년간 누적된 세계 각

지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는 우리가 상상

하는 이상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적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특정한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

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서비스와 스마트 시티, 컨

넥티드 카 등의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컴퓨팅 인프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

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국내 클라우

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사업자별로 

그림 8  실행환경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시험 개념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일괄 배치 및 제어

다양한 워크로드 시험

동시 접속자 규모 변화

워크로드 변화
(CPU/IO/xxx intensive…)

지역별 네트워크 상황 반영

오류상황 시뮬레이션

[시험대상 서버]

[시험-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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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

글로벌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국내 사업자의 인프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국내 수요자에게는 위치, 

가격, 고객대응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사업자 

기존의 단순 리셀링 개념에서 벗어나 국내외 다

양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CSB(Cloud Service Bro-

kerage)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

규모의 구축 비용 없이도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3. 클라우드 기반 응용 사업자 

특정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특

정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에게 종속됨 없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하여 해당 응용을 글로벌 스케

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응용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4. 응용 도메인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사업자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및 응용의 유연한 배치, 

운용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규모 응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로 적용할 수 있

으며, 이는 기존의 국내 인프라 및 서비스 사업자

와 연계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Ⅵ. 결론

개별 서버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 이슈가 되던 

2010년 전후, 수백~수천의 서버들을 엮어서 대규

모 가상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클라

우드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즈 생태계를 구성하며 

수많은 관련 기술과 신 고부가 서비스를 창출해내

며 IT 분야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 이제는 보유한 컴퓨팅 자원이 없이도 수백~

수천의 클라우드를 엮어서 자원 제약이 없는 최적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고품질의 서비스

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클

라우드 기술이 IT 분야를 또 한 번 진화시키고자 

한다. 보유 인프라가 없어도 최적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전 세계 어

디든 배포, 제공할 수 있음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2018년도 중후반 국내 클라우드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구름 타고 세계로”를 실현할 수 있

는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클라우드 분야의 글로벌 사업자가 부재한 

국내는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니치 마켓을 찾는 것

그림 9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배치 레이어별 사업자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프레임워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Amazon, MS, Google 등 글로벌 사업자 클라우드 / 국내 사업자 클라우드

Flexera(RightScale), Appirio, BlueWolf 등

응용 도메인 사업자

제조혁신 고품질AR·VR인공지능 무인이동체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Bitnami / Cisco web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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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현재의 클라우드 기술을 기

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CLI Command Line Interface

CSB Cloud Service Brokerage

CSC  Cloud Service Customer

CSP  Cloud Service Provider

DB Database

gRPC  general-purpose Remote Procedure 

Calls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

dardization Sector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MC-App Multi-Cloud Application

PaaS Platform as a Service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SaaS Software as a Service

SIG Special Interest Group

SC38 Subcommittee 38

VM Virtu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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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는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두 개 이상의 퍼블

릭 클라우드를 연계, 운용, 활용,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IaaS)

를 연동하여 통합 운용하고, 구성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상에

서 클라우드 응용(PaaS, SaaS)의 유연한 배치, 운용 및 제공을 가

능케 하는 기술

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