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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원격에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네

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패러다임이다. 

즉, 사용자가 PC나 다양한 단말기 형태의 기기 자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대형 

컴퓨터 내의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한정된 사용

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접속할 단말기만 있으면 시간

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사용자 중심의 컴퓨팅 개념이다. 또한, 작업에 필요

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IT 

(Information Technology) 자원(예를 들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개발 플랫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특

성도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자는 필요한 IT 자원

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주문형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과 더불어, 사실상 같은 

범주의 기본 요소 기술(예를 들어 가상화, 보안, SLA 

등)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 벤더들은 자

사의 고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의존적인 솔루션으로 인한 클라우드 컴

퓨팅 플랫폼의 벤더 종속성은 플랫폼 신뢰성 문제와 함

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1]. 

이에 표준화 이슈가 등장하였으며, 2006년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2007년부터 사실화 표

준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 공적 표준화 기관에서 

표준화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같은 시기에 관련 표

준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2014년 5월 현재까지의 ITU-T(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

tion Standardization Sector), ISO/IEC(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One),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CT(Collaborative Team)를 중

심으로 한 국제 공적 표준화 기관과 여러 사실 표준화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

러, 국내 관련 표준화 활동도 요약정리하고 분석한다. 

Ⅱ. 국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동향 

1. ITU-T SG13 

ITU-T SG(Study Group)13 내 FG(Focus Group) 

Cloud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8번 

개최된 미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전반에 대한 리서

치를 수행하여 리서치의 결과를 요약하고 최종 표준 아

이템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표준 아이템은 클라우드 생

태계, 보안, 참조 구조, 데스크톱 가상화, 인터 클라우

드, 관리, 접근성 등이다[2].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관련 표준을 작성하기 위해, 

2012년 2월 제네바 회의에서는 SG13 산하 표준작업반

으로 Q26, Q27, Q28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Q26은 

클라우드 생태계, Q27은 클라우드 참조 구조, Q28은 

클라우드 자원관리 등의 아이템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

다. 

2013년 2월에 SG13 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클라우

드 컴퓨팅 관련 표준작업반들이 각각 Q17, Q18, Q19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애초의 활동 목적을 그대로 유지

하며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관련 

표준 이슈들은 SG13/Q8 및 SG17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표 1>은 ITU-T 내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제

정된 표준과 현재 진행 중인 표준 문서를 나타내고 있

다.  

기 제정된 표준으로, Y.3501[3]은 클라우드 컴퓨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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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관한 상위 수준 요구사항과 이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즈케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Y.3501은 

문서의 성격상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서비스들의 

개별 요구사항과 유즈케이스들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표준 문서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서 2번째 버전이 개발될 예정이다. Y.3510[4]은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

처 개요를 설명하고,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과 

각 자원들의 추상화와 제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Y.3511[5]은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프레임

워크에 대한 표준이다. 피어링(Peering), 페더레이션

(federation), 인터미디어리(intermediary) 형태의 가능

한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각 형태의 기능 요구사항과 유

즈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Y. 3520[6]은 종단 간 클라

우드 컴퓨팅 자원,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

해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대한 개념

을 정립하고 관련 비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14년 5월 표준으로 제정된 Y.3503[7]은 가상 

데스크톱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DaaS: Desktop as a 

Service)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로 DaaS를 서비스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기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즈케이스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요구사항들

을 운영/관리 측면, 서버 측면, 클라이언트 측면, 서버-

클라이언트 연결 측면, 보안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개발 진행 중인 아이템으로는 Q17에서 Y.bigdata-

rets 문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 혹은 빅데이터로써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 관련된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고 있으며, 요구사항과 

유즈케이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Q17의 Y.3500와 Q18

의 Y.3502 문서는 JTC 1 SC(Sub-Committees) 38과 

공동으로 각각 클라우드 컴퓨팅 용어와 참조 구조를 개

<표 1> ITU-T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 현황 

표준번호 제목 Question 제정일/목표일 상태 

Y.3501 
Cloud computing framework and high-level 

requirements 
Q17 2013. 5. 22. 제정 완료 

Y.3503 Requirements for desktop as a service Q17 2014. 5. 22. 제정 완료 

Y.3510 Cloud computing infrastructure requirements Q18 2013. 5. 22. 제정 완료 

Y.3511 
Cloud computing - Framework of inter-cloud 

for network and infrastructure 
Q18 2014. 3. 9. 제정 완료 

Y.3520 
Cloud computing framework for end to end 

resource management 
Q19 2013. 6. 22. 제정 완료 

Y.ccdef (Y.3500) Cloud computing ─ Overview and Vocabulary Q17 2014 Q3 AAP 진행중

Y.bigdata-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 based big data 
Q17 2015 Q2 Draft 작성 중

Y.ccra (Y.3502) Cloud computing reference architecture Q18 2014 Q3 AAP 진행중

Y.ccIaaS Functional requirements of IaaS service Q18 2014 Q3 Draft 작성 중

Y.ccNaaS 
Requirements and Use Cases of Network as a 

Service 
Q18 2014 Q3 Draft 작성 중

Y.e2ecslm-Req End-to-end cloud service lifecycle management Q19 2014.Q4 Draft 작성 중

Y.e2ecmrgb 
Common Model for E2E Cloud Computing 

Resource Management 
Q19 2015 Q2 Draft 작성 중

X.1601 Security framework for cloud computing SG17 2014. 1. 24.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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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다. 이 두 표준은 II장 3절 CT 회의에서 더 자

세하게 다룬다. 

Q18의 Y.ccIaaS와 Y.ccNaaS에서는 각각 IaaS (In-

frastructure as a Service), NaaS(Network as a 

Service) 서비스의 유즈케이스를 기반으로 관련 요구사

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Q19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관점에서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대한 기능 요구

사항을 정의(Y.e2ecslm_req)하고 있으며, Y.e2ecmrgb

에서는 Y.3520에서 정의한 종단 간 클라우드 컴퓨팅 자

원의 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자원 관리를 위한 공통 모델

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SG17의 X.1601[8]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술한다. 이 문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러한 보안 위협

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안기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

한 여러 보안 위헙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의 매핑 

테이블을 제공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ITU-T 내의 SG 

간 및 ITU-T 외부의 표준기관들의 협력 및 조정을 목

적으로 ITU-T SG13 산하에 JCA-Cloud(Joint Coor-

dination Activity on Cloud Computing) 기구를 2012년 

1월에 신설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ITU-T뿐만 아니라 

외부 공적 표준기관 및 사실화 표준기관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활동들을 조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표

준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9]. 

2. ISO/IEC JTC 1 SC38 

2009년 10월 JTC1 총회는 JTC 1 산하에 SC38(분산

응용 플랫폼 및 서비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SGCC(Study Group on Cloud Compu-

ting)를 발족하였다. SGCC는 2년간의 활동을 통해 표

준화 이슈를 발굴하고 2011년 10월 SC38 서울 총회에

서 실질적인 클라우드 표준개발을 위한 신규 워킹그룹

(WG3)을 설립하였다. SC38 WG(Working Group)3은 

2012년 2월 밴쿠버 회의를 통하여 해당 표준의 본격적

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 문서를 공통 표준으로 삼아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예

측된다. 2014년 5월 현재 JTC 1 SC 38에서 개발 중인 

표준은 ITU-T SG13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

드 컴퓨팅 개념 및 용어(Recommendation ITU-TY. 

3500 | ISO/IEC 17788), 참조 구조(Recommendation 

ITU-T Y.3502 | ISO/IEC 17789) 외에 클라우드 SLA 

(Service Level Agreement)로써 다음과 같은 파트로 구

성된다[10]. 

 ISO/IEC 19086-1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Service Level Agreement 

(SLA) Framework and Terminology – Part 1 : 

Overview and Concepts 

 ISO/IEC 19086-2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Service Level Agreement 

(SLA) Framework and Terminology – Part 2 : 

Metrics 

 ISO/IEC 19086-3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Service Level Agreement 

(SLA) Framework and Terminology – Part 3 : 

Core Requirements 

 

ISO/IEC 19086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서

비스 협약을 위한 개본 개념, SLA 컴포넌트, SLA 측정

을 위한 메트릭스, SLA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이 표준은 

2015년 10월 상파울로 회의에서 ISO/IEC 19086-1의 

CD(Committee Draft) 개발을 목표로 매 회의마다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를 밟을 예정이

며, 최종적으로 2016년 상반기에 관련 표준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SC 38은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데이터 플로우(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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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에 대하여 2014년 4월에 제안되어, 3개월간 

NWIP(New Work Item Proposal) 투표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표준의 개발은 현재 개발 중인 공통

표준(클라우드 용어 및 구조)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의 

본격적인 표준과,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 전달을 

위한 다양한 응용분야의 확장 표준 제안되어 표준화 영

역이 확대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현재 현실적인 문제

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상호운용성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퍼스널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표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JTC 1 SC 38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개발 관련하

여 신규 프로젝트 제안은 1)기고서로 기술내용 제안 

2)Ad-hoc 그룹 생성 및 차기 회의까지 NWIP 제안서 

작성, 3)NIWP 투표추진 결정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상황이다. 모든 신규 프로젝트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프로젝트를 고

려하면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ITU-T SG13/WP2 ISO/IEC JTC1/SC38/WG3 CT 

Ⅱ장 2절과 II장 3절에서 살펴본 양대 공적 표준단체

인 ITU-T와 ISO/IEC JTC 1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SG13와 SC38 에서 각자 고유의 클라우드 컴

퓨팅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두 기구

에서는 공동으로 CT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

련된 표준을 작성 중이다.  

CT 회의는 2012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개

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두 기구에서 공동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용어 표준(Recommendation ITU-T Y.3500 

| ISO/IEC 17788)[11]문서와 참조 구조(Recommendation 

ITU-T Y.3502 | ISO/IEC 17789) 문서[12]를 개발하기

로 합의하였다. 이후 총 5번의 회의를 거쳐 2014년 4월 

시드니 회의를 마지막으로 ITU-T에서는 2014년 7월 

승인 예정이며, JTC 1에서는 2014년 9월 IS 단계를 거

칠 예정이다. 

Recommendation ITU-T Y.3500 | ISO/IEC 17788

에서는 총 36개의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자(Cloud Service Customer), 클라우

드 서비스 공급자(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

비스 파트너(Cloud Service Partner)의 3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역할(Role)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배

포 모델(Cloud deployment model)로, 공공 클라우드

(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Hybrid cloud)를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cloud 

capabilities type을 다음 <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Recommendation ITU-T Y.3500 | ISO/IEC 

17788 문서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카테고리의 대표적

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CaaS(Communication as a Service): 실시간 인

터렉션과 협업을 제공하는 서비스 

- CompaaS(Comput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배포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싱 자원을 제

<표 2> CT cloud capabilities type 분류[11] 

Application capabilities type 
A cloud capabilities type in which the cloud service customer can use the cloud 

service provider’s applications 

Infrastructure capabilities type 
A cloud capabilities type in which the cloud service customer can provision and 

use processing, storage or networking resources 

Platform capabilities type 

A cloud capabilities type in which the cloud service customer can deploy, manage 

and run customer-created or customer-acquired applications using one or more 

programming languages and one or more execution environments supported by 

the cloud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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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서비스 

- DSaaS(Data Storage as a Service): 데이터 스토

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 IaaS: <표 2>의 인프라 기능 타입을 제공하는 서비

스 

- NaaS: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연결성과 관련 네트

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PaaS(Platform as a Service): <표 2>의 plat-

form capabilities type을 제공하는 서비스 

- SaaS(Software as a Service): <표 2>의 appli-

cation capabilities type을 제공하는 서비스 

 

Recommendation ITU-T Y.3502 | ISO/IEC 17789 

문서는 사용자 뷰와 기능 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를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 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

반의 생태계 측면에서, 3가지의 기본 역할(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 공급자, 파트너)과 이에 따른 하위 역할, 

그리고 각 하위 역할들의 액티비티(activities)를 정의하

고 있다. (그림 1)은 역할과 하위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 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자 계층, 접근 계층, 서비스 계층, 자원 계층으로 분

<그림1> CT-CCRA의 Role과 sub-role[12] 

(그림 2) CT-CCRRA의 계층 구조와 기능 componen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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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고 이외에 이러한 계층에 상관없는 통합(Inte-

gration), 보안(security), 운영지원(operational support), 

사업 지원(business support), 개발(development) 등의 

멀티 계층(multi-layer)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는 기능 뷰의 계층 구조와 각 계층의 기본 컴포넌트들을 

나타낸다. 각 계층과 멀티 계층 기능들에는 고유한 기능 

컴포넌트들이 정의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 뷰에서 역할 혹은 하위 역

할들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능 뷰의 컴포넌트들과 매핑된다. 

4.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 클라우

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

으로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서

는 IaaS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결 관

리를 위한 프로토콜과 모델을 기술한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표준[13]을 

2012년 1월에 제정하였다. 아울러, CIMI 모델의 연속선

상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를 

위한 CIMI XML 스키마 표준[14], CIMI 모델을 기술하

기 위한 CIM(Common Information Model) 표준[15]도 

각각 2012년 1월, 2013년 1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DMTF에서는 가상 머신 이동성을 위한 가상 머신 개방

형 포맷인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표준[16]

도 2012년 1월에 제정하여, ISO/IEC JTC1(ISO/IEC 

17203:2011)에 상정돼 제정된 바 있다. 

OGF(Open Grid Forum)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통합(integration), 이동성(portability), 상호운용성(in-

teroperability)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배포, 자동 스케일

링, 모니터를 포함하는 공통의 수행 작업에 필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프로토콜

을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표준[17]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스토리지 관련 사실 표준화 기구인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2012년 6월

에 CDMI 표준[18]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되는 데이터들의 생성, 저장, 갱신, 삭제 등의 데이터 관

리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였다. CDMI 표준 

역시 ISO/IEC JTC1의 표준(ISO/IEC 17826:2012)으로

도 제정되었다.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TG CLOUD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

한 private-sector 사용자의 권고사항[19]과 SLA[20]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사항[21]을 기술문서 형태로 제정

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민간 표준 컴소시엄

인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에서도 2012년을 기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관련 표준의 내용으로는 클

라우드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가

상 데스크톱 요구사항, 다중 파티 페더레이션에서의 요

구사항 및 상호연결 유즈케이스 등이다[22]. 

이외에도 CSA(Cloud Security Alliance)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팅 보안 보장을 위한 사례와 보안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고 있으며, CCIF(Cloud Computing Interop-

erability Forum)에서는 공통 인터페이스용 API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OCC(Open 

Cloud Consortium)는 클라우드 간 상호운용을 위한 프

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운

영하고 있다. 

 Ⅲ.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동향 

1.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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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y Association)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에 PG(Project 

Group)420(클라우드컴퓨팅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였

다. PG420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화 항목

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타 프로젝트 그룹과의 협력방

안을 도모한다. 가상화 및 보안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기반 기술과 미디어, 홈 클라우드. 모바일, 퍼스널 

클라우드와 같은 응용서비스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것

이 목적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적합

/상홍운용/시험관련 표준화를 수행하여, 국제 공적 표

준단체 및 사실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도 수행한다. 

2014년 2월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 분야를 아우르는 TC 

(Technical Committee) 수준의 STC(Special Technical 

Committee)2가 신설되었고, 이 STC2(Special TC2) 산

하에 기존의 PG 수준의 SPG(Special Project Group) 

21(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SPG22(빅데이터 분야)로 확

대 개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PG420에서 다루었던 

빅데이터 관련 표준들은 SPG22로 이관되었으며, 클라

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들은 STC2 산하 SPG21에서 작

업 중에 있다. 

기존의 PG420 혹은 STC2/SPG21 이외에도 PG414

나 PG421, PG424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표

준을 제정하였다. (그림 3)은 TTA에서 2014년 5월 현재

까지 제정된 총 44건의 주요 표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23]. 주로 퍼스널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

스, 스마트 사무환경, 미디어 서비스 등의 클라우드 기

반 서비스들에 관련된 표준이 다수 제정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반적인, 보안, 용어, 유즈케이스, 

SLA의 기반 표준들도 제정된 상태이다.  

이 중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의 프레임워크와 모

바일 클라우드 관련 정의 및 단말 요구 사항과 기본 기

능 및 요구 사항은 각각 방송통신 국가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으로도 제정되었다

(KCS.KO-10.0468, KCS.KO-10.0618, KCS.KO-

10.0619)[24]-[26]. 

2.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기술 개발의 표준화 방향 제시, 응용산업분야 법,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정부, 학계, 산업체들 간의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09년 7월에 클라우

(그림 3) TTA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 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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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팅 포럼(CCF: Cloud Computing Forum)이 출

범하였다.  

TTA 표준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국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단체 표준 성격이라면,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

(CCF)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민간중심의 시장요구를 표

준으로 반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4년 5월 헌재 

CCF 산하에 표준개발분과와 표준보급확산분과를 운영

하여 민간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관련 표준

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 3>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 제정된 표준[27]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전략맵  

TTA에서는 국내 표준화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

써 경쟁력있는 표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ICT 표

<표 3> CCF 표준 제정현황[27]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개정년도

CCF.KO-1001 클라우드 데스크톱형 서비스 기술의 용어 및 정의 2010년 

CCF.KO-1002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및 현황관리 지침  2010년 

CCF.KO-1003 클라우드 데스크톱형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2010년 

CCF.KO-1004 클라우드 컴퓨팅 SLA 수립을 위한 품질요소 2010년 

CCF.KO-1005 공공부문 클라우스 서비스 미터링 체계 2011년 

CCF.KO-1006 공공부분 데스크톱 클라우드 도입 지침 2011년 

CCF.KO-1007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및 요구사항 분석 2011년 

CCF.KO-1008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프레임워크 2011년 

CCF.KO-1009 협업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2011년 

CCF.KO-1010 모바일 클라우드 개요 2011년 

CCF.KO-1011 모바일 클라우드 기능별 요구사항 2011년 

CCF.KO-1012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 이슈 및 요구사항 2012년 

CCF.KO-1013 퍼스널 클라우드 접근제어 2012년 

CCF.KO-1014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참조모델 2012년 

CCF.KO-1015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2012년 

CCF.KO-1016 단일 클라우드 기반 클라이언트 서비스 동기화를 위한 유즈케이스 및 인터페이스 명세 2013년 

CCF.KO-1017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과 기능정의 2013년 

CCF.KO-1018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2013년 

CCF.KO-1019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2013년 

CCF.KO-1020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적합성 자가 진단 지침 2013년 

CCF.KO-1021 종단 간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관리 프레임워크 2013년 

CCF.KO-1022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요구사항  2013년 

CCF.KO-1023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및 기본요구 사항  2013년 

CCF.KO-1024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2013년 

CCF.KO-1025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 2013년 

CCF.KO-1026 클라우드 컴퓨팅 용어 ver1.1 2013년 

CCF.KO-1027 그래픽 가속처리 기반 고품질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2013년 

CCF.KO-1028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2013년 

CCF.KO-1029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의 접근제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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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전략맵을 작성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

술은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와 빅데이터 기

술과 함께 콘텐츠/플랫폼 분야에 기술되어 있다. <표 4>는 

2014년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도출된 표준화 

<표 4> 2014년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TTA 표준 전략맵 항목[28]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별 가상 데스크톱 환경 제공을 위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모델 표준  
- 데스크톱 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용 및 사용자 기기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  
- 클라우드컴퓨팅의 물리적/가상 자원 및 이들의 조정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 인프라 자원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IaaS 관련 유즈 케이스, 요구사항 및 기능 주체 기반의 IaaS 

서비스 기능 구조 표준 

클라우드 SLA 
-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사항 및 구조 표준 
- 클라우드 컴퓨팅 SLA 수립을 위한 품질 지표, 미터링 표준 
-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품질 측정기술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PaaS) 참조 
아키텍처 및 기능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PaaS) 주요 구성 요소 및 규격에 관한 참조 아키텍처 표준 
- PaaS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공통 기능 표준 

클라우드 멀티테넌시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보안, 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멀티테넌시의 기본 요구사항 
- 멀티테넌트 지원을 위한 핵심요소인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공유 구조 및 선택

기준 등을 제시하는 표준 

클라우드 거버넌스 
- IT 자원(클라우드컴퓨팅)의 사용에 대한 평가, 지도 및 통제 체제의 전반적 표준 
- IT 자원과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계, IT 조직의 통제, IT 관련 위험의 감소, IT의 비즈니스 가치

제고, IT 사용 조직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클라우드 참조 모델 
-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규격의 표준화를 위한 주요 구성 요소, 주요 요구사항 및 기능

등에 관한 참조 모델 표준 

인터클라우드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를 연결/연계하여 복수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간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동을 위한 표준 

모바일 클라우드  
- 모바일 클라우드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 다양한 모바일 클라우드 유즈케이스 개발 
- 클라우드 단말 간 기능 재활용 및 공유 기술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저장되는 도메인별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 
의미, 활용에 대한 표준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가상 머신 관리(생성, 삭제, 구동 등) 표준 
- 클라우드 시스템 가상화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상머신 이미지 및 API 표준 

클라우드 스토리지 
-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적합성을 위해, 확장성, 프로세스 자동화, 사용현황 관리,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보안 및 다중소유, 효율성,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내 통합, 서버 가상화 지원 등을 규정하는 표준 
-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들과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표준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 광범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포함한 자원관리 표준 
-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자원관리 모델 및 기능, 자원 할당 및 접속/제어, 자원 모니터링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및 용어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필수 용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에 관한 표준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 
-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전반에 대한 사례(use cases), 요구사항과 관리 운영을 위한

정보 모델 개발을 위한 표준(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표준의 세부 표준) 

클라우드 네트워킹 
서비스 

- NaaS(Network as a service)의 기본 개념 및 클라우드 기본 구조(reference architecture)상의 맵핑 표준 
- NaaS 요구사항, 유즈 케이스, 기능 및 구조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와 클라우드 자원관리 간의 관계 명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행, 동작을위한

일반적인/기능적 관리 요구사항 표준 
-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위한 기능 프레임워크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요구사항 및 보안구조 표준 
- 가상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서비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표준 
-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보안통제 지침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 서비스 모델(IaaS, PaaS, SaaS)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urity as a Service)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User ID 연동 
-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사용자 정보 연동 표준 
- User Identity 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 공유를 위한 필수정보 및 표현 방식(Schema) 표준 
- RESTful 인터페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간 정보교환 프로토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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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요약하고 있다[28]. 이 중에서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클라우드 SLA, 클라우드 참조 모델, 

인터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및 용어 분야는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과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국

제 표준화 선도 경쟁이 치열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주

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적극공략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KSA)의 표준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문서와 로드맵[29]도 제정되었다. 

Ⅳ. 결론 

본 문서에서는 국제 공적 표준화 기구과 사실화 표준

기구, 그리고 국내 TTA CCF, 표준 전략맵의 최근 4-5

년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았

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이 이미 성숙되고 난 

이후에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는 후행 표준 성격의 표준

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외적으로 2010년에 ITU-T SG13과 ISO/IEC JTC 

1 SC38을 중심으로 공적 표준기구에서 관련 표준화 활

동이 시작되어 대체적으로 1-2년 간의 표준 아이템 선

정 등의 기본 연구를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통 아이템 선정 이후 표준 

승인까지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적 표준기

구의 표준화 절차 특성을 고려하고, 2014년 현재 제정

된 표준과 진행되는 표준 문서들의 주제와 수를 살펴보

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양 기구가 협력하

여 클라우드 용어와 참조 구조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점

은 관련 분야의 표준화가 중요하고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화 표준기구에서는 공적 표준기구보다 먼저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기구의 성격에 맞는 특정 

분야 한정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DMTF나 

SNIA와 같이 표준기구 내 표준이 공적 표준기구에 상

정되어 승인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통해, 사

실화 표준기구의 표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화 활동시작 

시기는 국제적인 그것과 비슷하게 2010년부터 시작되

었다. 즉, TTA, CCF, 표준 전략맵, 표준 코디네이터 등

을 통해 국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에 대응하여 신속

하게 국내 표준화 활동 기반이 구축되어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정된 표준들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클라우드 관련 특정 서비

스들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는 관련 기반 기술들을 다루

고 있다.  

국내 관련 표준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 제정 표준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특정 분야(클

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클라우

드 컴퓨팅 용어 및 참조 구조)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이 미미한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대

부분의 국제 표준화 활동이 공적 표준기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화 표준기구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개

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저조한 국내 민

간업체의 관련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표준

개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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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CaaS Communication as a Service 

CCF Cloud Computing Forum 

CCIF 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Forum 

CD Committee Draft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CIM  Common Information Model 

CIMI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CompaaS Compute as a Service 

CSA  Cloud Security Alliance 

DaaS Desktop as a Service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SaaS Data Storage as a Servic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FG Focus Group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SO/IEC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

tion/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

miss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

tor 

JCA-Cloud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Cloud 

Computing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One  

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NaaS Network as a Service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CC Open Cloud Consortium 

OCCI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OGF Open Grid Forum 

OVF Open Virtualization Format 

PaaS Platform as a Service 

PG Project Group 

SaaS Software as a Service 

SC Sub-Committees 

SG Study Group 

SGCC Study Group on Cloud Computing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NIA 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PG Special Project Group 

STC Special Technical Committee 

TC Technical Committee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WG Working Group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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