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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의 가상화된 컴퓨  자원을 제

공하는 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

들 유형  SaaS 도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SaaS를 이용하면 기업이나 조직 간의 

업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쉬워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aaS는 서비스 제공자

가 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VPC(Virtual Private Cloud)를 기반으로 하는 SaaS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는 VPC 내부에서 SaaS를 운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독자 인 인증 리 시스템과 모니터링 기능을 두어 SaaS에 한 모든 근을 리할 수 있

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

어, 소 트웨어 등의 가상화된 컴퓨  자원을 제공하는 기

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 으로 인해 사용자는 데이터

나 어 리 이션에 해 시간, 장소, 기기에 계없이 빠

르고 쉽게 근이 가능하며,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용자는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면 컴퓨

 자원을 직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  인

라의 기 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이 감할 수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의 장 으로 인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1].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는 그 수 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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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라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서비스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특정 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운 체제 는 로그램 개발을 한 환경을 

지원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그리고 소 트웨

어의 가상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있다[2]. 이러한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 유형  최근에는 SaaS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SaaS 모델이 출 하기 에는 소 트웨어를 사용하기 

해서는 직  구매하고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원하는 운 체제가 다

르거나 PC 이외의 기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 이 

있었다. 하지만 SaaS의 출 으로 이러한 단 은 해소가 

되었다. 네트워크만 가능하면 가상화된 소 트웨어를 시

간, 장소, 기기에 제한 없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구입비용이 감되었으며,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항상 리된 소 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SaaS는 클라우드가 하나의 서버가 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조직 측면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

게 된다. 하지만 SaaS를 이용하면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

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3].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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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기반 SaaS 

(그림 2) Adkinson-Orellana et. al.이 제안한 방식문제로 인해 기업이나 조직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는 사실상 SaaS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 노출

을 막 해 안 한 SaaS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에서는 업을 해 SaaS를 구축

하려는 기업이나 조직이 공공 클라우드 내부에 

VPC(Virtual Private Cloud)를 구축하고, 그 내부에서 

SaaS를 운 하는 것이다. 이러한 VPC를 구축함으로써 서

비스 제공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독자 인 사용자 인증 

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근을 리할 수 있다. 한 시

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인 

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aaS와 

SaaS를 이용한 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알아본다. 3

장에서는 SaaS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임워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Software as a Service (SaaS)

   클라우드 컴퓨 의 SaaS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

게 가상화된 소 트웨어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다. 이로 인해 SaaS는 지원되는 운 체제나 기기에 

계없이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SaaS의 특

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 각각에게 이 을  

수 있다. SaaS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 트웨어를 설치하

고, 이를 가상화하여 사용자에게 on-demand 방식으로 제

공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소 트웨어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각 인 처가 가능하고, 소 트웨

어에 한 업데이트가 쉬운 등 리가 편리하다는 이 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  소 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

하지 않아도 시간, 장소, 기기에 제한 없이 네트워크만 가

능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소 트웨어에 

한 기 구입비용이 감되며, 직  설치할 필요 없이 항

상 리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4, 5]. 

   SaaS는 앞서 언 한 장 을 가진 반면에 단 도 가지

고 있다. SaaS는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하고 운 하기 때

문에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무조건 신뢰해야만 한다. 

이는 기존의 소 트웨어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문서를 

작업하기 한 소 트웨어는 문서를 불러오고, 수정하고, 

장하기 해서 문서 데이터에 한 근 권한의 획득이 

필요하다. 이는 SaaS에서도 동일하게 용된다. SaaS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업하기 해서는 SaaS가 문서 데이터

에 한 근 권한을 획득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SaaS를 운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Adkinson-Orellana et. al. [6]은 (그림 2)와 

같이 Firefox의 add-on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에서는 문서 데이터는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클라우

드에 장된다. 실제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작업이 불가능 

하지만 add-on에서 복호화 과정을 거쳐 작업을 수행한 뒤 

다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에 장하기 때문에 문서 데이

터에 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Firefox에 한정 이며, SaaS를 통해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 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2.2 SaaS를 이용한 업

   SaaS는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기 때

문에 쉽게 업을 제공할 수 있다. 를 들면 Google 

Docs., Dropbox, Microsoft Office 365 등은 같이 하나의 

문서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근하여 작업이 가능하

다. SaaS를 이용한 업은 기업이나 조직에게 업무 효율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다. 이는 SaaS의 쉽고 빠른 

근성으로 인해 업무에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앞서 언 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SaaS의 문

제 으로 인해 기업이나 조직에서 SaaS를 이용한 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부분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PC 기반의 안 한 SaaS 업 

임워크를 제안한다.

2.3 Virtual Private Cloud (VPC)

   VPC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인 라에 투명하고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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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VPC 기반 SaaS 임워크

게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자원의 추상화를 제공하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과 클라우드 컴퓨  자원의 

조합이다[7]. VPC는 하이 리드 클라우드 컴퓨 (Hybrid 

Cloud Computing) 모델  하나로서 공공 클라우드 내에 

구축된 가상의 사설 클라우드를 말한다. 즉, 공공 클라우

드의 일정 부분을 개인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으로, 공공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리될 수 있다[8]. 

VPC는 2009년 Amazon에 의해 처음 서비스되었으며[9], 

독자 인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을 

한 시스템으로 각 받고 있다. 사용자는 공공 클라우드

의 자원을 이용하여 공공 클라우드 내에 독립된 형태의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공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

스제공자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인증  리를 독자 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제안하는 임워크

   제안하는 임워크는 클라우드 컴퓨 의 SaaS를 이

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가 노

출될 수 있다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VPC를 이용한

다. SaaS를 이용한 업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공공 클라우드에 VPC를 구축하고, 그 내부에서 

SaaS를 운 한다. VPC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의 근을 

최소화하고, 독자 으로 인증 시스템을 운 하여 외부의 

근을 리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 한 업을 한 VPC 기반 SaaS 임워크를 나타

낸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Organization A

   조직 A는 공공 클라우드의 연산능력, 장공간 등의 

컴퓨  자원을 빌려 VPC 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다른 

조직과의 업을 해 VPC 내부에서 SaaS를 구축하고 

운 한다. 이로 인해 SaaS에 한 서비스제공자의 개입을 

최소화된다. 그리고 SaaS에 한 모든 근과 동작은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처한다.

3.2 Organization B

   조직 B는 조직 A와 업 계에 있는 개체로써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이용한

다. 조직 B의 구성원은 조직 A와의 업무 업을 해 조

직 A가 구축한 VPC에 근하여 SaaS를 제공받는다.

3.3 Public Cloud

   공공 클라우드는 조직 A가 VPC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컴퓨  자원을 빌려주는 개체이다. 공공 클라우드의 서비

스 제공자는 조직 A의 VPC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소

트웨어에 한 리(업데이트, 오류 복구 등)를 담당한다. 

이 때 서비스제공자는 소 트웨어에 한 리를 해서 

VPC 내부의 독자 인 인증 리 시스템에서 소 트웨어

에 한 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근이 가능하다.

3.4 Software as a Service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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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는 조직 A가 구축한 VPC 내부에서 운 되며,  

Service Delivery, Software, Metadata Management, 

Service Monitoring, Security Management, 총 5개의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능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ervice Delivery: 소 트웨어에 한 가상화를 담당하

며, 가상화된 소 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해 필요하다.

Software: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하고 

리하는 소 트웨어이다. 조직 A가 VPC를 구축하여 

내부에서 운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소 트웨어에 

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등의 리 목 을 해서 

근할 수 있어야 한다.

Metadata Management: 소 트웨어가 문서 데이터에 

한 근하기 해 필요한 기능이다. VPC 내부에 

장되어 있는 문서 데이터에 한 메타 데이터를 리

하여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

Service Monitoring: 서비스 모니터링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워크에서 핵심 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SaaS의 구성 요소  소 트웨어는 VPC를 구축

한 조직 A가 아닌 공공 클라우드의 서비스 제공자가 

리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비스 모니터링은 소 트

웨어에 한 모든 변경 사항, 그리고 소 트웨어의 동

작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Security Management: VPC 내부의 SaaS에 한 인

증 리를 해 조직 A에 의해 독자 으로 운 되는 

구성 요소이다. VPC를 구축한 조직 A의 구성원인 내

부사용자에 한 인증 리와 조직 A와의 업 계

에 있는 조직 B의 구성원인 외부사용자에 한 인증 

리를 개별 으로 수행한다. 

4. 결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의 격한 발 으로 사용량이 증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  

하나인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한 기업이나 조

직의 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SaaS를 이용하면 

업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의 SaaS는 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하고 리하는 것으로 데

이터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될 가능성

이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이는 기업이나 조직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SaaS 이용이 불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나 조직의 업무 효율

을 해 SaaS를 이용하여 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VPC 기반의 SaaS 

임워크를 제안하 다. 제안한 임워크는 VPC 환경

을 통해 SaaS를 구축하고 리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소

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해결 등의 리 목 을 한 

근만을 허용하여 개입을 최소화한다. 한 SaaS에 한 

모든 변경 사항과 동작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VPC 내부에 독자 인 인증 리 시스템을 두어 SaaS에 

한 모든 근에 한 리를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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