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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그 효율성과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 예로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FedRAMP 인증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많은 기업들에게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해킹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상 데

이터에 대한 통제성을 잃게 되고, 많은 데이터가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은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기기의 데이터가 일제

히 삭제되는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비즈니스 연속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

를 위한 솔루션인 서비스 가입자 내부에 백업과 외부 백업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외부 백업이 구조상으

로 우위에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Cloud Computing Service should support efficiency and stability.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example, provides 
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accreditation to certify cloud computing service 
and hence growth of computing service industry is giving benefits of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to companies. 
However, the use of computing service brings more risk than ever. Because cloud computing holds all the data of 
multiple companies, problems such as hacking bring out control loss of service and as a result total data of companies 
can be lost. Unfortunately, cloud computing certification programs do not have any good solutions for this data loss 
and companies may lose all the important data without any proper data backup.  This paper studies such problems in 
terms of backup problem and provides Data Availability Zone solution for recovery and safe saving of data so that 
computing service can offer better efficiency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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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그 효율성과 안정성이 기

반이 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하여 인증 제도

를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FedRAMP 인증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많은 기업들에

게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을 지향하고 있으

나,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떤 것도 가질 수 없

고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컴퓨터 자산을 빌려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이 내 컴퓨터에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웹(클라우드)에 전송된 것뿐이고 

통제권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1]. 

2012년 6월 20일 일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인 

‘퍼스트 서버’가 전산장애를 낸 것인데 무려 5,698개 기

업의 데이터를 날려버렸다. 당시 자사 서비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다가 일

어난 사고로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를 복원하였으나, 고객사별 접근 권한 설정이 불가능해 

다른 회사 데이터까지 내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에 따른 데이터 분실사고는 각 기업마다 천문학적인 비

용의 손해를 겪게 되었고, 데이터 통제성을 잃게 된 대

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2]. 또한 데이터를 잃어버린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계약당시 약관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은 약속되어 있으나, 데이터 분실에 따

른 보상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일본

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제공하는 업체 대다수의 약관에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의 

인증제도로는 이러한 문제가 극복 될 수가 없다.

데이터의 복구가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의 가장 

중요요소는 데이터이다. 서버가 고장 나면 새로운 서버

로 교체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분실되면 기업은 경영

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저장의 문제점과 서비스 

가용영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데이터 가용영역에 대한  

구조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006년 Amazon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클

라우드 재해복구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선보인바 있

다[3]. 클라우드 데이터의 안전을 위한 가상 저장 기술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 IT 자원의 일부 또는 빌

려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에 보안

문제가 항상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으며[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관리에 관한 연구로 

데이터 센터 운용과 재해발생시 클라우드 복구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6]. [7]에 클라우드 컴퓨터의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기술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는 

[8, 9]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Ⅲ.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문제점

3.1.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되는데, 표 1 과 같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그리고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Table. 1 CLOUD Service Classification

Type Characteristics

Iaas virtualization of Infra Resources

SaaS various software services through web

PasS software platform for users apps

현재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인데 SaaS와 PaaS의 경우도 결국은 저장되는 공간

이 클라우드 서비스내 IaaS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으로도 IaaS만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3.2.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의 문제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 저장에 문제점은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단점들을 보면 알 수 있다[10]. 

첫째,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둘째 저장된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고, 셋째, 고객사의 통제 권한이 

부족하고, 넷째, 다수의 클라우드 센터가 존재 하므로 

수많은 장치와 여러 저장 공간에 분산됨에 따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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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회사의 데이

터의 중앙 집중화로 클라우드센터의 장애는 여러 회사

의  위험성을 야기한다.

저장된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림 1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Fig. 1 Problem of CLOUD DATA Saving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웹 환경에서 저장된 자료들은 

각각 저장된 위치는 달라도 하나의 환경에 저장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거대한 웹 환경이 악의적인 해

킹이나 장애가 발생한다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엄

청난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들은 백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클라우

드 서비스와 별도로 물리적인 스토리지 백업전용 서버

를 사내에 두어 그림 2와 같이 안전한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8].

Fig. 2 CLOUD Data Backup in Company

그러나 사내에 물리적인 서버를 두어 백업하는 방법

은 보안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

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해커의 공격이 가능

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보안장비를 사용해도 기업입장에서는 

장비의 사용료와 일정간격 수동으로 백업해주어야 하

는 불편성, 그리고 사내 스토리지 서버 구축에 따른 유

지보수 비용과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가능한 점, 다수가 

사용할 경우 VPN장비가 가지는 트랙픽 처리의 한계성 

등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백업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 클

라우드 제공기업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러

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가용

영역(Data Availability Zone)의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데, 먼저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가용영역(Availability 

Zone)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3.3. 아마존 서비스 가용 영역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가용영역은 하나의 거대한 

웹 환경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리된 또 하나의 웹 환

경을 구성하여 복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독립

된 전력망과 환경을 만든 시스템이다. 아래 그림 3과 같

이 한쪽의 클라우드가 서버가 정지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의 클라우드 서버가 서비스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8]. 

Fig. 3 Amazon Availability Zone

아마존 서비스 가용영역은 게임개발을 비롯한 여러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PaaS와 SaaS기능을 정지하

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IaaS 부분

이다. 즉, 서비스 가용영역에서 일부 데이터는 백업 해

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데이터 백업은 제공하고 있지 않

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고 저장용량이 

부족한 사태로서, EC2 내부 장애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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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가용영역 아키텍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가용영역이란 아마존

에서 제공하는 가용영역에서 데이터 백업만을 위한 데

이터 자동저장 시스템으로,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손실

을 막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백업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가용영

역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아마존의 서비스 가용영역

과 비슷하지만, 백업하는 방식이 다르다. 아마존의 서

비스 가용영역은 백업과의 이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백업과 이중화 구성을 위해 연결되어 있으나, 본 논문

이 제시한 데이터 가용영역은 일정시간마다 데이터를 

백업하는 점이 다르다. 클라우드 간에 지속적인 연결은 

서비스 가용영역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네트워크 속도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이 제시하는 데이터 

가용영역은 지속적인 연결을 하지 않아 네트워크의 속

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Fig. 4 Data Availability Zone Architecture Amazon

일정시간 마다 백업하는 기능은 미국 쿼럼(Quorum)

사의 온큐(onQ)장비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적용하

고 있는데, 이 장비는 서버를 이중화하는 장비로서 데

이터 백업시 중복자료들을 무시하고 새로 저장된 자료

들만 저장하는 기능과 자동 데이터 백업 기능이 있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 가용영역 구현에 핵심이 될 

장비이다. 데이터 가용영역의 구현은 하드웨어적인 부

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현할 것이며, 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데이터 가용영역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사내 스토리지 서버 백업과의 비교분석을 해

보면 아래 표 2 과 같다. 데이터 복구 면에서는 둘 다 가

능하며, 네트워크 속도 면에서는 일정시간마다 연결하

는 데이터 가용영역이 빠를 수밖에 없다. 

데이터 가용역의 경우 클라우드 내부망을 사용하게 

되지만, 다른 경우는 내부 네트워크, 인터넷망 그리고 

클라우드 내부망을 사용하게 된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사내 스토리지 서버는 자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중간 유출 가능성 등으로 

보안성이 낮지만, 데이터 가용영역은 내부 사설망을 사

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수

동적인 백업을 하는 사내 스토리지 보다 자동백업인 데

이터 가용영역이 높다. 협업성은 사내 스토리지는 보안

장비를 늘릴수록 협업성이 낮아지게 되나, 데이터 가용

영역은 협업 기능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사내 물리적 스토리

지 백업은 장비구입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나, 데

이터 가용영역은 가상화 저장으로 비교적 높지 않다. 

데이터 가용영역과 스토리지 서버와의 효율적인 측

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스토리지 백업서버는 백

업 데이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필요한 서버 대수가 단

계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영

역은 가상화 서버로 구축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버 대수

가 스토리지 백업 서버에 비해 늘어나지 않으며, 백업 

데이터 용량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물론 클라우드 웹 환경 구성 자체가 비용이 많이 필요

하나 한번 유지된 클라우드 웹 환경의 효율성에 대해서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점들이 많다.

Table. 2 Comparisons of in-Company Backup and Data 
Availability Zones (architectures)

Features
in-Company 

Storage Backup
Data Availability 

Zone

Data Back Up YES YES

Network Speed Slow Fast

Convenience Low High

Cooperability
Low with High 

Security
Independent with 

Security

Maintenance 
Cost

High Average

Security Low High

Responsibility Company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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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백업 데이터의 책임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

공 받는 회사가 책임을 가지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갖는 가는 방법의 차이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 많으며, 

구조상으로 서비스 가용 영역과 유사하게 데이터 백업

에도 가용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우월하다. 또한, 비즈

니스의 연속성을 위하여서는 인증제도에도 포함 시키

는 것이 그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또한 이러

한 내용이 향후 보안 인증제도에 포함 시키는 연구 등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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