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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에 주목받는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도안구 테크수다 편집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출장과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기업
들은 또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상회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영상회의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콘텐츠 공유를
혼합해 어디서든 비공식 혹은 공식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시장 조사업체인 가트너는 2020년까지 공식 회의의 40%가 가상 컨시지어와 고급 분석에 의해 촉진될 것
으로 내다봤다. 또 2024년까지 원격 근무와 변화하는 인력 통계는 기업 회의에 영향을 미쳐 현재 60%가량
실제 미팅에 참여하는 비율이 25%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많은 기업은 콘텐츠 작성을 위한 협업처럼 대면 미팅 활동을 강화하거나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리
적인 장벽을 축소하기 위해 이런 미팅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축, 활용한다. 또 원격 근무자에 대한 직원
참여와 팀 결속력도 향상하고 출장을 최소화해 시간과 비용 절감도 꾀하고 있다.
다양한 이슈로 주목받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도입은 한정적이고 더딘 편이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곳
들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도입해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 조직들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대면 미팅과 소통에 주력했던 기업들은 일단
재택근무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관련 업무용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미 삼성, LG, SK 그룹사가
직원들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고 많은 스타트업
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보스턴과 경기도 평촌, 서울 강남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접근제어 분야 회사인 지니언스는 “영상
회의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본·지사 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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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대로 도입 가속화
이번 글 작성 차 접촉했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알서포트, 구루미, 고톡투 측은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말로 현 상황을 전했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그동안 영
상회의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규제 이슈로 인해 더디게 도입했던 곳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문의하면서 정
신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모두 전 세계적인 아픔으로 인한 내용이라서 마냥 기쁘지는 않다고도 전했다.
관련 시장은 오랫동안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던 거대 테크 기업들뿐 아니라 스타트업, 국내 기업 등 플레
이어들이 무척 다양하다.

그림 1 미팅 솔루션 매직쿼드런트 [출처:가트너]
영상회의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온 건 시스코(CISCO)다. 시스코는 웹엑스(Webex)를 통해
포춘 500대 기업의 95% 기업에 공급했다. 시스코 웹엑스는 아키텍처형 접근으로 모빌리티, 비디오와
클라우드를 통합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든지 각 사용자를 연결해 보다 통합된 현업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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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와 외부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기존의 온라인 영상회의 솔루션 기능은 물론, 시스코의 영상회의 시스템과 타 회사
영상 시스템을 함께 지원해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등에서도 영상회의 참여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회의에 참여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 또한 사용자들은 영상회의 중에 자료 또는 바탕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최대 1천 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도 지원해 일반적인 기업 회의 외 온라인 컨퍼런스, 이벤트 등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시스코는 무선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화이트보드, 화상 회의를 통합한 새로운 차세대 현업 장치인 시스코
웹엑스 보드(Cisco Webex Board), 언제 어디서나 각종 기기에서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협업 서비스인 시스코 웹엑스 미팅(Cisco Webex Meetings), 비즈니스 메시지,
영상회의 등 협업 기능과 더불어 영상회의 기기와 상호 연결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인 시스코
웹엑스 팀즈(Cisco Webex Teams) 등이 있다.
최근엔 시스코 웹엑스 콜링 솔루션을 추가해 회사 내에 구축되어 운용, 관리되던 IP-PBX와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시스코 웹엑스 미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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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곤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현업 전략사업부 전무는 “초중고 고객들을 위해 3개월 무료 정책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9일까지 1,700건을 넘었습니다.
전주에 700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라면서 “국내 5대 그룹사 중 세 군데가 이미 도입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우선 적용하자는 곳들도 많은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그동안 스카이프(Skype)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 대상으로 영상 미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스카이프 단독보다는 오피스에 통합해 제공하는 형태로 영상
미팅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안에 녹여 넣었다. 팀즈는 단순한 영상 미팅 서비스라기
보다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작업에 최적화된 오피스 365의 팀워크용 허브로 채팅, 모임, 통화
와 공동 작업을 모두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해 제공한다.
제공하는 기능 중 영상회의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인식해 실시간 자막으로 표시해 주는 라이브 캡션
기능은 협업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나가는 예로도 종종 거론되기도 한다.
최근 SK텔레콤의 경우 임시나마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9년 5월, 마이크로
소프트와 5G, AI,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단행한다고 전했었다. 당시 협력 내용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고
기업 문화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SK ICT 패밀리 회사로 확신시킨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3 마이크로소프트 미팅 솔루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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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협업 제품을 클라우드서비스로 바꾸면서 팀즈도 도입해 2~3개월 정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발 빠르게 재택근무도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비상지원센터를 가동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등 원격 수업을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메신저, 영상통화 기반의 협업 플랫폼 팀즈를 사용하고 사용법과 과제
수행과 평가, 기타 영상 수업에 필요한 팁을 알려주는 교육 세션을 3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모던 워크플레이스 담당 부장은 “재택과 원격 근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초비상 상황”이라고 전하고 “고객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상회의 시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거대 사업자라면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줌(Zoom)이다. 이 업체는 시스코 웹엑스를 만들었던 이들이 퇴사 후 새롭게 도전하면서
기존 레거시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 매니지드 서비스, 데디케이티드 개발 옵션으로 줌 미팅과 줌 비디오 앱이나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 제공이 가장 강한 장점이면서 다양한 미팅 솔루션 기능 세트와 초기부터 파트너 커뮤
니티를 확대해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다. 슬랙과 링 센트럴 같은 서비스 업체와 연동도 장점이다. 특히
스타트업으로 초기부터 모바일과 데스크톱 등 다양한 기기에서 고품질의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줌이 부상하면서 구글 앱스와 슬랙,
영상회의는 줌으로 스타트 업계에 확실한 자리를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더 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외에 국내에서는 리모트미팅을 제공하는 알서포트가 대표적인 영상회의 서비스
업체다. 리모트미팅은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화면과 문서 공유
기능은 물론 화면 녹화, AI를 더한 협업 도구로 출근이나 원거리 이동 없이 온라인에서 협업이 가능하다.
알서포트의 리모트미팅은 최대 30명까지 동시 접속해 토론과 강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지만 사내 회의실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경우 리모트미팅 박스를 통해서 관련 장비들과 연결할
수 있다.
알서포트는 리모트미팅와 원격제어 제품인 리모트뷰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주명 알서포트 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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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이후 재택근무 서비스 무료 신청 기업이 19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저희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더욱 탄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림 4 알서포트가 제공하는 리모트미팅과 리모트뷰
구루미(www.Gooroomee.com)도 국내 스타트업으로 개인과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다. 캠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캠스터디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해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딴짓을 하지 않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딴짓을
하지 않도록 서로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 공부하는 방법이다. 20대에서 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구루미는 이런 캠스터디에 적용했던 기술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용 영상회의와 원격 교육, 대화형
라이브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채팅, 화이트보드, 녹화, 화면과 문서 공유 등 영상
회의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랑혁 구루미 대표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활용하던 캠스터디에 적용했던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확장해
기업용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면서 “무료,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로 차별해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클라운지라는 회사는 고톡투(www.gotalk.to)와 이를 활용한 영상 상담 서비스인 비디오헬프미
(www.videohelp.me)를 제공하고 있다. 고톡투는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없이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8

CLOUD ISSUE
WebRTC 표준화 기술과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SaaS 제품으로
이 서비스의 특징은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만으로 제공하는 웹앱 형태다. 이태호 대표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수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사업에 응용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디오헬프미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적용한 분야다.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링크를 보내면 클릭해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영상회의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업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벤더들이 주도하던 시장에 도전을 던지는 스타트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라인이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들도 관련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도 초기 갈팡질팡 전략에서
벗어나 행아웃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우면서 영상회의 시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개인과 기업들은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근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들 업체는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홈피스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회의는 가장 기본적인 협업 툴이자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누가 이 기회를 더 많이 거머
쥘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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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클라우드 기반 원격근무(Remote Work) 솔루션
│김태진 ㈜누리텔레콤 이사
컴퓨팅의 역사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와 독립형 구조 사이를 오가면서 발전을 했다. 특정 시기에 어느
구조가 선호되었는지는 컴퓨팅 자원과 통신 자원의 비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컴퓨팅 자원의 비용이 상대적
으로 비싼 시대에는 컴퓨팅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가 선호되었고,
반대로 컴퓨팅 자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대에는 더욱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독립형 구조가 선호되었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어 컴퓨팅 자원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1950~1970년도에는 메인프레임-터미널
구조로 대표되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가 사용되었고, 기술의 발달로 컴퓨팅 자원의 비용이 하락하면서
1980년도부터 워크스테이션과 개인용 컴퓨터로 대표되는 독립형 구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여 1984년
에는 최초로 데스크탑 컴퓨터의 판매액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판매액을 추월하였다.
통신 리소스의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69년 로스앤젤레스 캘리
포니아 대학교(UCLA),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UC Santa
Barbara),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의 4개 노드로 시작한 ARPANET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통신망으로 발전한 인터넷은 통신 리소스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가져왔다.
1990년대 통신 리소스 비용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당연히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빌링, 재고관리와
같은 백엔드 트랜잭션의 양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의 급격하게 증가를 수반하였다. 독
립형 구조로 지원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한 백엔드 트랜잭션 양과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렴해
진 통신 비용을 바탕으로 다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메인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와의 차이점은 서버의 역할을 소수의 매우 고가의 고성능 메인프레임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수의 서버를 연결한 분산컴퓨팅 구조를 가진 인터넷데이터센터
(Internet Data Center, IDC)가 담당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각 회사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서버
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효율을 수반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 지금의
클라우드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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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이 가능하게 하는 원격근무
모두 알고 있다시피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공하는 Iaa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PaaS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SaaS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리소스의
측면에서 보자면, 컴퓨팅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원격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입장
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의 한 측면으로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원격근무의 솔루션 분류
원격근무 솔루션들의 분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크게 나누자면 1) 팀원 간의
소통과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메신저/문서공유 시스템, 2) 프로젝트 공정과 사안 관리(Issue
Tracking) 시스템, 3)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4) 근태관리, 결재
등 백오피스 시스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현존하는 솔루션들은 위의 기능들을 혼합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메신저/문서공유 솔루션과 프로젝트/사안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메신저/문서공유 솔루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익숙한 메신저 시스템은 당연히 카카오톡일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개인 간의
대화를 주고받고 필요한 파일을 공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팀원들이 협업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한계점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와 종류, 보관 기간에 제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지난 대화나 공유한 파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팀원들 간의 협업을 주된 목표로 개발된 것이 원격근로를 위한 메신저/문서공유
시스템이다.
메신저/문서공유 시스템의 대표는 슬랙(Slack)이다. 온라인 게임 Glitch를 개발하던 타이니 스팩(Tiny
Speck)사의 내부용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슬랙은 2013년 8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 시작 24
시간에 8,000명의 사용자를 모은 슬랙은 2015년 2월에 매주 10,0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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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팀에 135,000명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말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
(Daily Active Users)가 1,000,000명을 돌파하였고, 2019년 4월 주식공개 신청서에는 150개국에서
600,000개의 팀에, 일일 활성 사용자 8백만 명, 유료 사용자 3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슬랙의 주요 기능은 팀, 프로젝트, 고객 등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채널 기능, 파일 종류에 제한이
없는 문서공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 화면 공유를 포함한 음성과 화상 대화
기능, 구글 드라이브, 트렐로(Trello), 드랍박스(Dropbox), 깃허브(Github), 젠테스트(Zendesk), 세일스포스
(Salesforce), 지라(Jira)와 같은 다양한 외부 서비스는 물론 API를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이다.
슬랙은 아마존웹서비스의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고 있으며1), 프리미엄
(Freemium) 과금 모델을 제공한다.2)

그림 5 슬랙 화면의 모습
같은 영역의 국내 솔루션으로는 ㈜토스랩의 잔디,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라인웍스, 엔에이치엔의
두레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NiCloud 등이 있다. 슬랙이 팀 단위 조직에 초점을 맞춘 깔끔하고 단순한
구조가 특징이라면 잔디는 회사 단위의 조직에 초점을 맞춘 조금 더 기존의 그룹웨어에 가까운 구조로

1) 아마존웹서비스, Slack Case Study, https://aws.amazon.com/ko/solutions/case-studies/slack/
2) 슬랙, Pricing, https://slack.com/intl/en-kr/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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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국내 환경에 맞추어져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익숙할 수도 있다.3) 토스랩의 잔디도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며4) 프리미엄 과금 모델을 제공한다. NiCloud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유·소통·협업 기능을
융합한 서비스로 대구, 나주 등 9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출장 증가와 현장행정 수요 증가로 만들어졌다.
라인 웍스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인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제품답게, 라인메신저와 네이버 메일의
익숙한 UI/UX를 제공하며, 파파고를 기반으로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메일 번역이 가능하다.5)
두레이는 협업도구인 두레이와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로 구성된 엔에이치엔의 토스트워크플레이스의
일부로 프로젝트 관리, 메신저, 메일, 일정관리, 파일 저장공간, 공동문서작성, 주소록 기능을 제공한다.
NiCloud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무자료를 원격 저장하고 공유하며, 웹오피스 협업기능을 이용해 문서를 공동
작성할 수 있다. 또 기관 소셜 네트워크(ESN)와 영상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6)

그림 6 Nicloud 화면의 예

3)
4)
5)
6)

토스랩, 잔디, https://www.jandi.com/landing/kr
아마존웹서비스, 고객사례: 토스랩, cloud.hosting.kr/고객성공사례/토스랩/
웍스모바일, 라인웍스, https://line.worksmobile.com/kr/
한국정보화진흥원, NiCloud,
https://www.ceart.kr/korean/pt/store/software/BD_view.do?goodsCode=201610630&pageUrlNm=&g
oodsTyCd=1002&ctgryPath=&ctgryCode=&_pathLang=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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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공정/사안 관리 솔루션
프로젝트/사안관리 솔루션의 대표 트렐로(Trello)이다. 2011년 9월 포그 크릭(Fog Creek)사에서 발표하고,
2014년 별도 회사로 독립한 이후 2017년 개발자들에게는 컨플루언스(Confluence), 지라(Jira), 비트버켓
(Bitbucket)으로 친숙한 아틀라시안(Atlassian)사에 인수되었다. 2016년 트렐로는 일일 활성 사용자 110
만 명을 포함한 총 1,400만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3,500만 사용자를 확보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트렐로 화면의 예
간단함이 장점인 트렐로는 기본적으로 게시판을 생각하면 된다. 보드(Board)라고 불리는 게시판에는 복수의
목록(List)을 생성할 수 있고, 각 목록에는 복수의 카드를 배열할 수 있다. 각 카드에는 설명, 댓글, 담당자,
라벨, 납기, 첨부파일 등을 추가할 수 있고, 모든 카드 순서변경은 물론 다른 목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간단한 만큼 자유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프로젝트 공정 관리나 사안 관리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국산 솔루션으로는 마드라스체크(주)의 플로우가 있다. 국산 솔루션답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과 비슷한
UI/UX를 제공하여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친숙할 수도 있다. 게시판을 모티브로 한 트렐로와는 달리
타임라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메신저와 일정관리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플로우는 KT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프레미스
솔루션도 제공한다.
14

CLOUD ISSUE
결론
클라우드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업무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협업 솔루션 중에 메신저/문서공유 솔루션과 프로젝트 공정/사안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든 솔루션이 장단점이 있지만, 국산 솔루션들이 한국 기업 현실에 최적화되어 있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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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국과 캐나다의 클라우드컴퓨팅 전략과
조달 과정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미국의 클라우드 스마트 전략과 조달 방식 원칙
미 연방 정부는 2019년 6월 24일에 연방 CIO인 수젯 켄트가 작성한 ‘연방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7) 이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현황, 2장에서 보안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
터넷 연결,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와 인지, 그리고 FedRAMP’의 역할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조달 과정을
설명하며, 4장에서 인력에 대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의 전략 중심을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새로운 전략인 ‘클라우드 스
마트’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채택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했
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것인데, 7년 뒤엔 2017년에 연방 IT 현
대화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를 통해 예산 관리국(OMB)이 오래전에는 클라우드가 새로운 개념이었지만 이제
는 연방 정부도 충분히 학습했고, 산업의 역량도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선언했었
다.8)
클라우드 스마트 전략은 정부 미션을 위해 실용적인 구현 가이드를 제공해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제시하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사려 깊은 행동을 보장하고 실용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의지이
다. 이 전략에서는 보안, 조달, 인력 세 가지의 핵심 기둥을 성공적인 클라우드 채택의 기반으로 간주했다.
추가적으로 모든 연방 기관은 연방 클라우드 채택을 드라이브하는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는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와 사용을
평가하고, 오래되고 중복적인 또는 지나치게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합리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IO 위원회는 베스트 사례와 다른 자원을 개발할 것이며, 향후 18개월 동안
초기 클라우드 스마트 작업 계획이 진행될 것이지만, 액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클라우드 시장과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면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7) Suzette Kent,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US Federal CIO,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Jun 24, 2019
8) https://cloud.cio.gov/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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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메모에서는 산업계 파트너, 정부 기관 간의 워킹 그룹, 개별 기관이 클라우드 솔루션 채택을 위해 광범
위한 행동을 추천해 연방 정부 전체의 가이드로 사용했지만 아직도 기관의 구현과 최상의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는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가 정의한 것을 따르지만, 실제로 많은 벤
더에서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잘 정의된 경계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섯 가지 필
수적인 특성을 갖는 솔루션을 의미한다고 한다. 온 디맨드 서비스, 브로드 네트워크 접속, 자원 통합, 빠른
탄력성,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9)
또한 상용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여러 유형의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여러
정보 소스를 검색해야 하며, 기존의 정부 차원의 계약을 통해 가능한 서로 다른 제공 사항이나 주어진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안을 평가하는 최상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검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마트의 다양한 원칙을 정하면서 정부 기관에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고려를 구매 노력의 최전방에
놓으며, 특정 벤더에 의존되는 것을 피하고, 어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존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비즈니스 지속성과 장애 회복 계획 등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받아야 함을 지적한다.
보안의 영역에서는 데이터 차원의 보호와 함께 현대적 가상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점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와 인지, 그리고 리스크와 권한 부여
관리 프로그램(FedRAMP)이다. FedRAMP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권한 승인,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위한 표준화된 정부 전반의 접근을 제공한다.
또한, 조달 구매 과정에서 갖추어야 하는 비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조달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공통의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실천 가이드의 주요 주제는 카테고리 관리, 서비스 수준 협약서, 계약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카테고리 관리
정부가 중복 구매 감소, 입찰과 제안서 계약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계와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연방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증명된 클라우드 수단 채택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9) NIST,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Special Publication 8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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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카테고리 관리 원칙과 공통의 계약 솔루션을 위한 가이드를 발행했다.10)
이를 통해 기업이 정부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계약을 없애고, 제안, 입찰, 계약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서비스수준협약서(SLA)
클라우드 스마트에서는 SLA 사용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 구매와 사용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2트랙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연방 취득 규정(FRA)에서 상용 아이템에 적용하는 표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용 아이템의 취득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제공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며,
그 조항은 일반적으로 관례적인 상업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사용
제품에 특정화된 항목과 계약 조건을 정부 차원의 리뷰와 선정 과정에서 SLA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관의 수장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상용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촉진하려면, 기관은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성능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며,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계획을 구현해야 한다. 즉, 거버넌스,
구조, 운영의 명료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SLA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계약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정부 기관은 클라우드 조달과 채택 결정에서 정보와 미션 서비스 보안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 연방 CIO는 고급 가치 자산(High Value Asset)에 대한 메모를
업데이트했으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려 사항은 추가했다.
정부 기관들은 계약이 기관의 HVA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우드에서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자산이 지속적으로 가시성을 갖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디자인
원칙, 안전한 코딩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을 제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략
캐나다 연방 정부 GC(Government of Canada)의 클라우드 정책은 2011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메
일을 Shared Services Canada(SSC)로 통합하였고, 2012년 캐나다 정부 전체의 IT 노화 상태에 대한 보
10) M. Weichert, “Category Management: Making Smarter Use of Common Contract Solutions and
Practices,” Memorandum M-19-13, Mar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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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발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2013년에 발행한 ‘Blueprint 2020’에서 정부 서비
스를 월드 클래스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민첩성, 협력, 기술에 대한 스마트 사용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2014년 여름에 캐나다 정부는 GC 클라우드 채택 전략에 대해 IT 산업계의 의견을 받았고, 이때 60개 이상
의 조직이 참여했다. 이 결과는 2015년 10월 17일에 ‘산업계 참여 이벤트 공지: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자
문’이라는 보고서로 발행했다.11)
이후 클라우드 채택과 정책 개발에 대해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고, 각 부처의 서로 다른 부문별로 클라우드
채택에 대해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에 캐나다 정부는 ‘상업용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방
향: 보안 정책 구현 공지’와 ‘전자 데이터 소재(residency)를 위한 방향’ 보고서가 나왔으며, ‘Protected B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6년부터 SSC(Shared Services Canada)가 기밀이 아닌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를
경쟁 구매 프로세스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봄에 26개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8개의
퍼블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2018년 2월 7일 GC Cloud First Day에서 GC(Government of Canada)는 안전한(PROTECTED) 클라
우드서비스를 위한 조달 프로세스를 론칭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략 프로세스 구현은 지속적으로 진화했으며,
초기 버전의 ‘올바른 클라우드 전략’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진화되었고, 이제 IT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우선되며 퍼블릭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채택에 선호하는 모델이 되었다.12)
GC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리뷰 위원회는 클라우드에 관한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며, PSPC(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와 SSC는 클라우드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11) Government of Canada, “Industry Engagement Event Notice – Cloud Computing Solutions
Consultation,” Oct 27, 2014
12)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Cloud Adoption Strategy: 2018 update,”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modern-emerging-technologie
s/cloud-services/government-canada-cloud-adoption-strate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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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캐나다 정부의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정보 페이지

캐나다 정부의 클라우드 조달을 위한 주요 과정
캐나다 정부 클라우드서비스 수단으로 SSC의 조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The Invitation to
Quality(ITQ)’가 제시되었다. 이 ITQ에는 공급자가 ITQ의 계약 조건 사항에 부응하는 사전 자격 검사를
받도록 초대되며, 이를 통해 다음 단계에 적격한 응답자(Qualified Respondents)가 된다. 현재 26개 적격
응답자가 선정되어 있으며, 적격한 응답자만이 전체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요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의 공고(tender) 안내와 부여, 요청에 관련된 문서와 부록 문건은 공고를 위한 공식 주소인
Buyandsell.gc.ca/tenders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어떤 등록도 필요하지 않다. 공고 안내와 부여 또는 요청
에 대한 자료는 제3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Buyandsell.gc.ca/tenders에
직접 접근해서 얻지 않은 어떤 문서와 부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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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캐나다 정부 조달 공식 사이트
캐나다 정부의 공고 안내와 낙찰 결과는 그 사용이 ‘Open Government License-Canada’에 있는 라이
선스를 적용한다.13) 이 라이센스는 누구나 복제, 수정, 출간, 번역, 채택, 배포 등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소스를 밝혀야 하고, 여기에는 ‘오픈 거버먼트 라이센스 – 캐나다’에 의해 허가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허가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 정보 제공자가 허가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 정
보 제공자의 이름, 문장, 로고, 공식 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 상표나 공식 마크를 포함한 지적 재
산권에 대한 정보는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2월 13일에 발행한 RFP 2020-TF-004 ‘서비스로서의 컨택트 센터(Contact Centre as a
Service)’ RFP를 보면 이번 공고에 관심을 갖는 공급자 리스트, 페이지 뷰나 유니크 페이지 뷰 등이 공개적
으로 나타나며, 연방 기관인 팜 크레딧 캐나다(FCC)에 대한 소개, RFP 범위 등에 대한 개요가 나온다. 여
기에서 왜 컨택트 센터를 SaaS 모델로 선택했는지(CCaaS), 클라우드 기반 고객 경험 솔루션임을 명시하고 있
다. 기업들의 문의는 1주일 기간인 2월 21일까지 허용되며, RFP 마감은 3월 9일로 명시된다. 이 공고는
RFP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procurement@fcc-fac.ca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

13) https://open.canada.ca/en/open-government-licence-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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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CaaS에 대한 RFP 공고 사례
모든 공고에는 연방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확인 번호인(GSIN)이 붙어서 이에 따라 관련 입찰 공고를 묶어서
볼 수 있는데, GSIN은 2020년 내에 유엔의 표준 제품과 서비스 코드인 UNSPSC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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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럽연합집행위(EC) 중심의 클라우드 전략
– 구매/조달을 중심으로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민간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사례 및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사용 수준도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특히 정부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은 일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다소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클라우드 도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기존 프로
세스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일,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넘어야 할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은 다른 기관/조직과 매우 촘촘하게 연계되어 상호 프로세스를 검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 및 조직 간 책임과 권한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즉,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의 당면 과제는 이러한 공공 분야에
특화된 이슈들을 포용하면서도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규모를 쫓아가는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미국의 JEDI 프로젝트도 이러한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열망이 반영된 사업이라 볼 수 있다.14) 국방 분야에서 민간 기업 수준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은 주요 관심사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인 EC(European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꼽고 있다.
EC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단지 공공부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 회원국을 대변하는 EC 특성상
민간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전략보다는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둘 수 있다.

EC 클라우드 전략
EC가 클라우드 전략15)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Ÿ

IT 자원 수급 관련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의 전환

Ÿ

클라우드-네이티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전통적인 IT 전략, 즉 인프라스트럭처 고도화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
14) 씨앗 이슈리포트, “JEDI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품으로”, Vol. 12, Nov, 2019
1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CLOUD STRATEGY - Cloud as an enabler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trategy”,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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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전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핵심이 클라우드컴퓨팅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EC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loud-first with a secure hybrid multi-cloud service offering”
원래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영문으로 가져와 보았다. 이 한 줄에 클라우드컴퓨팅의 요구사항 및
지향점이 모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Ÿ

Secure: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어야 한다.

Ÿ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궁극적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
Ÿ

에너지 효율: EU(유럽연합)의 탄소 감축 노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이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솔루션, 데이터 에코시스템,
표준 아키텍처, 보안서비스 등이 EC 클라우드 전략에 담겨 있다. 특히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조달(procurement)이다.

PICSE 로드맵 & 가이드라인16)
PICSE는 “Procurement Innovation for Cloud Services in Europe”의 약자다. 원래 뜻 그대로 유럽
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조달 혁신을 위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다양한
프랙티스를 통해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조달 플랫폼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로 공공 리서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즈케이스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조달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이 결과로 나온 주요 결과물이 클라우드
조달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로드맵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
Ÿ

유럽 공공 연구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

Ÿ

EU에서 2015년 론칭한 DSM(Digital Single Market) 전략17)의 주요 한 축인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행동지침

Ÿ

공공 연구기관의 여러 케이스 스터디 지원을 통해 적절한 클라우드 조달 방법론을 제시

Ÿ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모범 사례

16) PICSE, “Cloud Services Procurement Roadmap for public research Organisations”, May, 2016
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15DC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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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라우드 조달에 관여하는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인 공공 연구기관 (수요자),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공급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은 공공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조달 혁신에 대한
주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크게 다섯 개 파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Ÿ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준비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존 조직 구성원 역할의 변화도 포함된다.

Ÿ

조달과 서비스 부분에서 혁신을 받아들이고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Ÿ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수요자 및 서비스 벤더, 그리고 여기서는 각 공공 연구기관들 모두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Ÿ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수용: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프라이싱 모델, 컴플라이언스 및 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Ÿ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나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5개의 파트에서는 각 이해당사자(수요자, 서비스 공급자, 정책입안자) 별로 권고 사항들이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언급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직의 경쟁력
및 문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Ÿ

수요자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클라우드 조달 관련 다양한 요구사항과 경험, 모범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집 등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엄격한
관리 기준 아래에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공통된 용어 및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표준 약정(Service Level Agreement)을 제정하여,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
공공부문 및 기업을 상대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클라우드 조달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산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수요자의 클라우드 도입을 더욱 가속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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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책 입안자
공공기관의 현재 클라우드 활용 현황과 향후 목표하고 있는 수준의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공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며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절자의 경쟁력 및 역할이 필요하단 뜻이다.

둘째로, 조달 및 서비스 혁신에 관한 것이다. 수요자인 공공기관, 그리고 정책 입안자에게 주로 필요한 부
분이다.
Ÿ

수요자
전반적인 조달 관련 프로세스가 대형 클라우드 벤더뿐만 아니라 중소형 벤더들도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형 벤더들이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쉽게 노출되어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요자의 니즈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급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공공기관들도 “비용절감”
보다는 “가치”, 특히 투자 대비 실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시각을 통해
공급자와의 눈높이를 맞추고 더욱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이룰 수 있다.

Ÿ

정책 입안자
EAFIP(European Assistance For Innovation Procurement)18)는 EC가 펀딩하는 조달 혁신 이니
셔티브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클라우드 조달에 관한 챕터를 포함함으로써 유럽 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조달프로그램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ITC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 프랙티스에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조달 플랫폼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발굴하는 한편, 조달 계약에 필요한 표준화된 조항들을 정의하여
유관 기관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구축에 관한 부분이다.
Ÿ

수요자
인더스트리 표준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 서비스 호환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 및 특히 보안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표준 수용을 통해 더욱 많은 다양한 서비스 벤더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벤더들의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 없이 많은 공공
부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18) https://eafi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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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
수요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요 분야별 전문 포럼
같은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포럼들은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들과의 경쟁 관계를
넘어 상호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분야에서는 공급자들 간의 역할 분담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야
파편화되지 않은 좀 더 큰 에코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따라서 접할 수 있는 수요자의 폭도 넓어진다.

Ÿ

정책입안자
EC(European Commission) 관점에서는 전체 유럽을 하나로 묶는 에코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 카탈로그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스토어 씨앗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카탈로그에
포함된 벤더들이 일정 수준의 표준을 지향함으로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서비스의 품질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수용과 관련된 권고사항이다.
Ÿ

수요자
무엇보다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pay-per-use) 방식을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게 구현하여야 한다.
많은 기관의 레거시 정보 전략은 컴퓨팅 자원을 자산 개념으로 조달하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 이런
모델을 벗어나기 위한 조달 시스템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예산이 부족한 작은 기관들이 불편
없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공통의 조달 시스템도 필요할 수 있다. 이를테면 큰 기관이 일종의
크레딧 시스템을 운영하며, 작은 기관들은 일정의 크레딧을 할당받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Ÿ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
클라우드 사용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수준도 계속 진화하게 된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가치가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가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Ÿ

정책 입안자
일관성 있는 비용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니즈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서 제공해 주는 가치가 일관성 있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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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비교적 잘 정의된 서비스인 IaaS(Infra as a
Service)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러 기관이 싱글 사인-온(SSO: Single Sign-On)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비용 부분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런 SSO
기능의 도입도 정책 입안자의 몫이다.
끝으로 효과 검증을 위한 권고사항이다.
Ÿ

수요자
무료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한 서비스벤더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
벤더의 다양한 상품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이에 대한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
수요자들이 PoC(Proof of Concept)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구매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서비스와 분리된 별도
의 클라우드서비스가 이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Ÿ

정책 입안자
비용 대비 적정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수요 기관들이 pay-per-use
모델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다양한 기관들의 시뮬레이션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IaaS부터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PaaS(Platform as a
Service)와 SaaS(Software as a Service)까지 커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실험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EC에서 정의한 이러한 다섯 가지 파트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조달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한 수준까지 정의할 수 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공공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조달 혁신 사례
EC에서는 각각 성격이 다른 몇 가지 클라우드 조달 혁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공공
분야에 맞는 모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Ÿ

영국의 G-Cloud: 일종의 애자일 한 조달 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애자일 하다는
것은 카탈로그에 있는 서비스들과의 재계약 또는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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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도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공공 기관들은 이 카탈로그를 통해 경쟁 입찰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승인된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고르면 된다. 우리나라의 씨앗이나 파스타
같은 클라우드서비스가 이 모델이다.
Ÿ

클라우드 브로커를 통한 조달: 클라우드서비스 구매 시 복잡한 과정을 브로커를 통해 단순화할 수 있
는 것이 장점이다. 브로커 또는 에이전시를 등록하기 위한 입찰 과정, 이들을 관리 운영하는 지침들이
갖추어진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이들 에이전시를 통한 조달이 가능해진다. 여러 서비스 벤더들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등에 더욱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Ÿ

커먼즈(Commons) 클라우드 크레딧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에서의 “커먼즈”를 떠올리면 된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클라우드를 “커먼즈”
조건에 맞는 리소스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CC(Creative Commons)라고 하면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을 특정 커먼즈 조건, 즉 저작자나 소유자를 명시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커먼즈” 개념을 도입, 비영리 연구
기관이 클라우드 자원을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함으로써 연구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 벤더가 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누군가의” 펀딩이 필요하다. 전체 큰 연구를 주관
하는 공공 연구기관이 주로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펀드를 각 참여 연구 기관이 “크레딧”형태로
부여받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단, 클라우드 벤더도 클라우드 기준에 맞는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방식의 주요 취지 중의 하나는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서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해
미국 및 유럽의 기관들이 참여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 에코시스템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9)

Ÿ

국가 간 연합을 통한 클라우드 조달: Cloud for Europe(C4E)에서는 5개의 유럽 국가들이 연합하여
실제 상용으로 활용되기 전 클라우드 조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여러 국가들이 관계된 만큼 조달
프로세스를 더욱 명확하고 단순하게 해야 하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적당한 방식이 도입
될 수 있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 간 클라우드 조달 사례로 검토해 볼 만하다.

PICSE의 일환으로 수행된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도 살펴볼 만하다.20)
9개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1) 조달 주체는 누구인가? 2) 왜 클라우드가 필요했는가? 3) 클라우드 조달은
19) NIH, “NIH awards to test ways to store, access, share, and compute on biomedical data in the
cloud”, Nov 6, 2017
20) “Procuring cloud services today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public sector”,
www.pics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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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각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다. 단순 IaaS 경쟁 입찰, 앞서 간단히 소개한 국가 간 연합을 통한 조달, 마켓
플레이스에서의 조달, 공공연구기관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조달, 대학에서의 IaaS 조달, 소셜미디어를 위한
클라우드, EU 차원에서의 공개 입찰, 여러 연합 기관에서의 클라우드 브로커리지의 활용, 그리고 역시
앞에서 언급한 커먼즈 클라우드 크레딧 비즈니스 모델이 케이스 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클라우드 조달을 위한 위자드(wizard)21)
PICSE에서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가 있어야 하는 각 공공 기관
에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위자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의 클라우드 준비 현황과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조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어진 설문들에 답을 하면서
적합한 조달 프로세스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각 설문은 그 간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물로서, 이
설문들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조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자연스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1 클라우드 조달 위자드 시작 화면

21) http://wiz.picse.eu/#/app/home?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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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지털 전략,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 조달 전략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설정하여 거기에
얽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프레임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이 안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통해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며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작은 공공기관 및 클라우드 벤더들도 위험을 최소화하며 조금씩 클라우드 조달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KPI에 목매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성상, 결국
어떤 KPI를 잡느냐가 성공적인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굵직굵직한 국책과제들이 이런 KPI 오류
로 말미암아 산으로 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정책도 유럽의 케이스를 참고삼아 각 실행 단계별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well aligned) KPI 정의를 통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육성 프로젝트들의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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