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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표적인 융복합 IC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법안이 2015년 3월에 통과되
면서 많은 업체나 기관에서 다시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서비스 도입
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인증
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증스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3가지 인증스킴을 제시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인증스킴별 장단점을 도
출하여 상황에 적절한 인증스킴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복합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킴, 포커스 그룹 인터뷰, 클라우드 
보안 정책 

Abstract  As the cloud computing law was passed in March, 2015, many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give consideration to introduce cloud computing services. However, most of them are still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issues in cloud computing services. To solve the problem, a certification system of 
cloud security is necessary as an enabler for adoption of the trusted cloud servic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about certification systems for cloud security, but only few studies exist about certification scheme of 
cloud security. Therefore, in this study, foreign certification systems for cloud security are analyzed to draw 
requirements for developing a domestic certification scheme for cloud securit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three certification schemes of cloud security, which have been reviewed by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o draw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cheme. 

Key Words : convergence cloud service, cloud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loud security scheme, focus group 
interview, clou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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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ICT 기술의 출

은 클라우드 컴퓨 을 기반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클

라우드 컴퓨 의 요성이 증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

드 컴퓨 이 더 이상 하나의 신 기술이  아닌 융복합 ICT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 국

내에는 네이버, 다음, 더존 비즈온 등 민간기업 심의 클

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며, KRG의 2015년 IT

시장백서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  시장규모는 

2014년, 년 비 23% 성장한 5,558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 으며, 2015년에는 21% 성장한 6,775억 원 규모

가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Fig. 1] 참조)[1]. 클라우드 

컴퓨 은 고효율, 비용, 리의 문성, 근성, 등의 

장 으로 유럽, 미국 등 세계 여라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한

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해 “클라우드 발

  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컴퓨  

발 법“이라 한다.)을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로 

제정하여 2015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클라우

드컴퓨  발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  서비스의 

이용 진, 클라우드컴퓨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이

용자 보호 등 총 37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어있다[2]. 이처

럼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를 활성화 시

키고 시장규모를 키우는데 힘쓰고 있지만 가상화 취약 , 

정보 탁에 따른 정보유출 , 다양한 단말로부터의 

속으로 인한 정보유출  등 클라우드 보안에 한 

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업이나 기 들

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클라우드는 기존의 IT환경에 비해 더 높

은 수 의 보안 로세스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한 

석으로 국내 환경에 합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의 

도입은 시 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국의 G-Cloud 

그리고 CSA(Cloud Security Alliance)의 OCF(Open 

Certification Framework)등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

계를 분석하 고, AICPA/CICA Trust Services 

Examination, ENISA의 클라우드 컴퓨  보안 보증 

임워크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상으로 하는 

평가 제도를 분석하 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 도입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고, 

조직구조에 일반  이용되는 3가지 속성(분권형, 앙집

형, 하이 리드형)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

킴을 제안하 다[4]. 제안된 3가지 인증스킴은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장단 을 도출하 다.

[Fig. 1] A market trend of cloud computing 

2. 관련 연구

2.1 미국의 FedRAMP 인증체계

FedRAMP(Federation Risk &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는 미국 정부기  공통의 클라우

드 서비스·제품 인증심사 제도로 각각의 연방기  간 

복을 최소화하기 해 클라우드 제품  서비스를 한 

한 보안성 인증심사를 통합 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행정 리청)은 클라우

드 서비스·제품 보안성 인증심사 방식을 표 화하여 

체 미국 정부기 이 클라우드 서비스·제품 도입 시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FedRAMP을 시행함으로써 개발

업체의 인증심사 복신청을 피하고 이로 인해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궁극 으로 미국 정부기 의 클

라우드 서비스  제품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

되고 있다. FedRAMP의 인증체계는 3PAO인가, 임시인

증 활용으로 구분되며 지속 인 모니터링 역량에 한 

평가도 포함되고 있다[6].

2.2 영국 G-Cloud 서비스 보안 인증체계

국 정부가 운 하는 보안 인증제도인  G-Cloud는 

클라우드 기반의 IT 서비스를 공공기 에 조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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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CloudStore라는 웹 서비스를 

통해 2013년 기 으로 약 7,000 개 이상의 제공자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G-Cloud 시스템이 일부기 의 

50%이상의 비용 감을 이루어 냈다고 설명하 다[15]. 

CloudStore의 서비스는 국 통신 보안그룹의 범정부인

가서비스(Pan Government Accreditation Service)에 의

해 정보보안에 련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 의 업무

향수 (BIL; Business Impact Level)에 합한지 인가를 

받을 수 있다[7,9]. 

G-Cloud의 인가는 서비스의 무결성 기 성 측면의 업

무 향수 에 따라 3 BIL 수 으로 구분된다. 체 인 

G-Cloud 인가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Fig. 2] Processes of G-Cloud

2.3 CSA의 STAR 인증체계

CSA(Cloud Security Alliance)의 OCF(Open 

Certification Framework)는 비 리단체인 CSA에서 제

정한 클라우드 보안 통제 임워크이며, CSA의 보안 

지침과 통제 목 에 따라 유연성 있고 진 인 다  계

층 클라우드 제공자 인증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며, 

복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해 공인회계 분야에서 

개발한 제3자 평가  증명서를 결합하 다. OCF는 3 단

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Fig. 3]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클라우드 소비자에게 높은 수 의 보장을 제공하

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운 에 한 가시성과 투

명성에 한 수 을 제공한다[8].

[fig. 3] Processes of OCF

2.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제도

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한 표 인 평가 

제도로는 AICPA/CICA Trust Services, ENISA 클라우

드 컴퓨  보안 보증 임워크, Jericho Forum 자가진

단 등이 있다. 먼  AICPA/CICA는 미국 회계감사 표

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 인 제3자 조사기 이며 2011년

부터 시작되었다.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스템에 

한 통제가 보안성, 라이버시, 기 성, 무결성, 가용성

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14]. ENISA의 클라우드 컴퓨

 보안 보증 임워크는 클라우드 험 리를 기반으

로 역할 정의, 운  보안, 공 망 보장, 자산 리 등의 세

부 인 지침을 제공한다[13]. Jericho Forum 자가진단은 

서비스 벤더가 제공할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 자가진단

에 을 둔 보안 임워크이다[9].

2.5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체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외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

비스 보안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의 클라우

드 인증제도는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 회(KSC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이 유일하며, 보안과 련된 항목

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인증은 서비스, 정보보호, 품질의 

분류로 구분되며 확장성, 성능,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가용성, 데이터 리 등 7개 역과 105개의 

세부 통제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통과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5

개의 세부 통제항목  보안분야는 22개의 항목이 존재

하며, 10개의 필수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의 가장 요한 이슈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에 한 어떠한 항목도 없는 등 국

외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와 비교하 을 때 부

족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16]. 따라서 국내의 안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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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속 으로 운 하기 한 인증 스킴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3.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킴 개발

3.1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 요구사항

일반 으로 인증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ISO/IEC 17000:2004에서 정의한 인증이란 합성 평가

를 지원하기 한 활동이며, 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로세스, 시스템  조직의 구조가 요구사항(법, 표 )

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11]. NIST SP 800-37에

서 정의된 인증은 리, 운 , 기술 보안의 에서 정보

시스템을 평가하여 통제가 의도한 로 정확하게 구 되

는지 여부를 단하여 보안 인가를 지원하는 활동이며, 

인가는 허용된 보안 통제 집합의 구 을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의 운 을 승인하고 조직의 운 , 자산, 개인에 

한 험을 수용하기 한 경 진의 활동을 의미한다[5]. 

일반 인 인증체계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

계는 인증, 인정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분야

에 용할 수 있어야한다.

일반 으로 인증 로세스는 제공하는 제품 혹은 서

비스가 일정 수 의 험 리 기 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인증(Certification)과 고객이 인증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인가(Accreditation)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3.2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킴 요소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자를 한  평가 체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환경에 

합한 클라우드 인증스킴 개발을 해서 고려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용 상에 한 정의 (공공기 , 민간기

 혹은 모두 포함)

평가 상에 한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자체, 서비스 사용자)

평가 수행 주체 (인증기 , 별도의 평가기 )

감독 기 (인정기 )의 정의 (제공자 의 정부

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용자 의 정부부

처{ : 안 행정부})

인증 기 의 정의 (공공기 , 민간 인증기 )

인가 기 의 정의 (하나의 기 이 모두 수행, 부처

별로 수행, 고객이 자체 으로 수행)

보증수  인증 정의 (Pass/Fail, 성숙도 기반의 등

제, 업무 험도 기반의 등 제)

이 밖에도 FedRAMP, G-Cloud등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 결과의 인정여부, 인증제도의 지속 가능

성, 사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등이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함

3.3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킴 

본 연구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스킴 개발을 하여 조

직 내 의사결정 구조의 일반  속성인 분권형, 앙 집

형. 하이 리드형의 3가지 인증스킴을 제안하 다[4].

인증스킴은 평가기 , 감독기 , 인증기 , 인가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고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은 정부기 , 공기업 등의 공공

기 과 기업  소기업으로 구성된 민간기업  개

인고객으로 구성되어있다.

3.3.1 분권형 인증스킴

분권형 인증스킴은 공공기  고객의 부처별로 인가기

을 지정하고, 인가기 에 인증심사 결과  인가 황

을 등록하고 조회하며, 고객 기 의 특성에 따른 추가

인 심사는 불가능하다. 분권형 인증스킴의 인증 차는 

다음과 같다.

[Fig .4] Decentralized certifi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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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기 에 인증을 신청한

다. 인증기 은 평가기 에 이에 한 인증심사를 요청

하며 인증기 은 인가기 에 심사 결과를 등록한다. 고

객은 인가기 을 통하여 인증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

으며 공공 고객에 한 서비스 사용 업무 한 인가기

에서 담당한다.

3.3.2 중앙 집중형 인증스킴

앙 집 형 인증스킴은 공공기  고객에 한 통합 

인가기 을 지정하고, 인증기 에 인증심사 결과  인

가 황을 등록하고 조회하며, 필요에 따라 인증기 이 

추가 인 심사가 가능하다. 앙 집 형 인증스킴의 인

증 차는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기 에 인증을 신청한

다. 인증기 은 평가기 을 통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클라우드 고객은 인증심사 결과를 인증기 으로부터 조

회할 수 있으며 인가기 은 공공고객을 상으로 서비스 

사용 업무를 담당한다.

[Fig. 5] Centralized certification scheme

3.3.3 하이브리드형 인증스킴

하이 리드형 인증스킴은 인증기 이 인가기 의 역

할까지 수행하며, 인증기 에 인증심사 결과  인가 

황을 등록하고 조회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

의 추가 인 심사가 가능하다. 하이 리드형 인증스킴의 

인증 차는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제공자는 인가기 의 역할을 포함한 인증기

에 인정을 신청한다. 인증기 은 평가기 을 통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클라우드 고객은 인증심사 결과를 

인증기 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다. 한 공공고객은 보

안 합성 심사, 서비스 사용 인가 업무 한 인증기 에

서 담당한다.

[Fig. 6] Hybrid certification scheme

4. 연구 분석 및 결과

4.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에 합한 클라우드 보안 인

증체계 도입을 해 3가지 인증스킴( 앙 집 형, 분권

형, 하이 리드형)을 제시하 고 제시된 인증스킴의 실

효성 평가를 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

다. 그 이유로는 재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렵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통제 항목을 제시하

는 연구는 많지만 이처럼 인증스킴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집단 간의 시

각 차이를 악할 때, 의견, 행동,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할 때, 아이디어, 계획 는 정책을 미리 시

험해보고자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한 방

법이라고 사려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2015. 3)에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이사, 정보

보호 평가  인증 심사원, 학 교수 등 8명의 자문 원

단을 구성하여 각 인증스킴별 장단 을 도출에 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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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 고, 각 인증스킴의 장단 과 실 가능성에 하여 

토론하 다. 부분의 문가들은 기업이나 기 에 특성

에 맞게 3가지 인증스킴 모두 사용가능 할 것이라고 단

하 고, 아직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한 논제라고 답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통한 각 인증스킴의 장단 은 아래와 같다. 

분권형 인증스킴은 개별 공공기  고객의 보안 문

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인가 업무의 분산  부처별 인가

조건의 설정이 가능하다. 한 인증기 의 업무 부하를 

감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부처별 인가 

조건이 상이한 경우 제공자의 부담이 가 되고, 타 부처 

고객의 인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가 어렵고 인가기 의 

활동에 한 추가 인 리가 필요하다는 단 이 존재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앙 집 형 인증스킴은 개별 공공기  고객의 보안 

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 된 인가 조건을 수립하고 

고객 간 정보 공유에 효율 이고, 추가 심사를 통해 고객

에 특화된 보안 요구사항의 반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인증기   인가기 의 업무 부담

과 책임성이 가 되며,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가 조건이 

설정이 어렵고, 인가기 과 인증기  간의 신뢰도 유지

가 어렵다는 의견이 단 으로 제시되었다.

하이 리드형 인증스킴은 일 된 인가 조건을 수립하

고 고객 간 정보 공유에 효율 이며, 추가 인 심사를 통

해 고객에 특화된 보안 요구사항의 반 이 가능하다. 

한 공공기  고객에 한 독립 인 평가체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 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인증·인가기 의 

업무 부담과 책임성이 가 되며,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

가 조건의 설정과 개별 고객의 보안 문성 확보가 어렵

다는 단 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문가들은 앙 집

형과 하이 리드형 인증스킴이 공공기 에 합하다고 

단하 고 민간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분권형 혹은 

하이 리드형 인증스킴을 수정해서 용할 것을 권장하

다. 하지만 실직 인 선택은 기업 는 기 의 클라우

드 문가들의 역할이라고 하 으며 그들이 속한 기업이

나 기 의 특성에 맞는 보안 인증스킴을 선택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인증 평가를 분석하여 국내 클라우드 보

안 인증체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식별하 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 합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

를 한 3가지 인증스킴을 개발하 고, 각 스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장단 을 도출하 다. 클라

우드 발 법의 통과로 공공기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구체화,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 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향후 실제 인증제도가 도입 될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증스킴을 참조하여 효율 인 인증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인 3가

지 인증스킴은 상황별 한 인증스킴을 선택할 수 있

는 기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클라우드 문가를 상으로 

인증스킴에 한 장 단  그리고 실  가능성을 검토하

으나, 연구결과를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클라우드 인

증스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스킴의 실제 용

상의 문제 을 미리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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