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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oftware is delivered to customers as a form of service at cloud environment. A cloud service provider 

is a marketplace between supply side (application providers) and demand side (customers). Cloud service providers 

have to validate applications to be included in their service portfolio. Not only performance, security, networking, 

compliances should be checked but also business contract, authentication should be provided. Organization customers 

are more sensitive to these validation criteria and process. We study the Internet2 NET+, which is a successful cloud 

marketplace of applications for research and education organizations. This case study shows us three things：(i) a 

cloud marketplace’s application management process：selection, validation, transition to service, customization of 

applications (ii) what a cloud marketplace has for its infrastructure like authentication, security, access control etc. 

(iii) what a cloud marketplace has as its governance structure. This case study will provide informative analysis of 

Internet2 NET, a profit-making vertical and buyer’s marketplace (education industry). And we will get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cloud market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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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ernet2는 미국의 학, 연구소, 정부가 주도하여 

결성한 차세  인터넷 컨소시엄으로 IPv61)를 기

반으로 하여 당 100기가비트 이상의 백본 네트워

크이다. 미국  지역에 걸쳐 교육기 과 연구기

(Research and Education)을 연결하여 향상된 인

터넷 개발  학술  연구를 주요 목 으로 1996

년에 형성된 비 리 조직으로 멤버가 주인인 기술

기반 커뮤니티이다.2) Internet2는 고속 역폭의 

인터넷 기반 응용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랫폼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본  서비스인 네트

워킹과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Sci-

ence DMZ 서비스를 비롯하여 분산컴퓨 , 향상된 

라우 , 가상실험실, 원격교육 등의 응용 로그램의 

개발과 구 을 한 환경을 제공한다.

Internet2 NET+(이하 NET+)는 2010년 Internet2 

멤버인 13개 학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는데, In-

ternet2 네트워크 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을 구축하여 교육기 과 연구기

에서 렴하고 편리한 응용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NET+는 Internet2가 

추진하고 있는 7개 략 사업 에 두 번째에 

치하고 있다(McMullen, 2015). NET+ 클라우드 

서비스는 i) 교육기 에 한 정부지원의 축소, ii) 

온라인 교육 수요의 증가, iii) 교육 서비스의 로

벌화  경쟁격화, iv) 모바일 기술의 확산 등 교

육기 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응하기 

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궁극  목 은 각 교육

기 과 연구기 이 포탈기반의 정보시스템에서 클

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수요 심의 클라우드 마켓 이스인 NET+

1) IPv4에 이어서 개발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 

표 방식의 차세  버 (버  6), 128bit 주소체계 

사용

2) 2015년 11월 재 481개의 기 이 멤버임.

가 어떠한 서비스 리체계와 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으로써 클라우드 마켓 이스가 갖

추어야 할 서비스 리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NET+ 클라우드 서비

스 개요와 라이 사이클을 분석하고, 제 3장에서

는 NET+ 서비스 분류와 활용 황을, 제 4장에서

는 NET+의 거버건스와 인 라 구조를 살펴본다. 

제 5장에서 클라우드 마켓 이스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제 6장 결론에서 연

구결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NET+ 개요와 서비스 
라이 사이클

2.1 NET+ 개요

학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 로그램이 개는 같

은 기능의 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NET+는 교육기

과 연구기 을 신하여 솔루션 제공업체와 통

합계약을 체결하고 Internet2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렴하게 공 할 수 있다. 즉, NET+는 수요자를 

한 B2B 마켓 이스로 출발하 다. 각각의 교육

기 과 연구기 은 별도의 정보시스템 조직, 인력,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입, 구축하여

서 수요에 응하고 있는데(Kim and Lee, 2015), 

클라우드 마켓 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응용 로

그램의 렴한 구입뿐만 아니라 기 의 체  IT 

비용 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Table 1>은 

NET+와 련된 통계 황을 시기별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장 으로 인해서 양 으로 클라우드 마켓

이스의 공 자와 수요자 모두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T+는 5개 역의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포

트폴리오 형태로 갖추어 놓고 참여기 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즉, NET+는 클라우드 마켓 이

스 역할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한 솔

루션의 성능과 보안성 검 등의 기술  이슈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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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T+ History and Facts

Time Facts

2010 ∘Start with 13 Universities

2011 ∘NET+Designed

2012 ∘ 2 Services

2013
∘ 4 Services
∘ 36 Universities Participating Service 

Validation

2014

∘ 350 Universities participating Service 
Validation or Using Service

∘ 25 Services(July)
∘Over $200M Benefit for Participating 

Institutions

2015

∘ 67 Services(May)
∘ 365 Contracts
∘ 8 Campuses Collaborating on Service 

Validation on average

아니라 서비스 사용을 한 인증(Authentication), 

권한부여(Authorization), 근제어(Access Control) 

그리고 솔루션 업체와 학 간의 표 화된 법 인 

비즈니스 계약을 한 템 릿도 제공한다. NET+

는 응용 로그램의 B2B 마켓 이스이며 교육

기 과 연구기 을 한 구매자 심의 마켓

이스이다.

NET+는 비 리기 을 상으로 한정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에는 학을 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서비스 상을 확 하여 사용기

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  수 있다.

• 학과 연구소

•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까지

• 지역 공공기 ( ：도서 , 박물 , 정부기 , 

병원, 공공보안 련기 )

학과 연구소 이외의 그룹은 주로 지역 트  

로그램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별로 상 서비스그룹

이 상이하며, Business Agreement 단계에서 상 

고객군의 범 에 한 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NET+는 클라우드 마켓 이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상 응용 로그램에 해서 철 한 검

증과정을 거친다. 즉, NET+에 합한 솔루션인가

에 한 평가와 보안, 근성, 성능에 한 테스트

를 수행하고 본격 인 서비스 제공 이 에 사 검 

참여 학이 실제상황에서 사용검증 과정을 거쳐 서

비스화 된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계속되는 

검과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의 향상과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Table 2> Service Target Groups(Example)

Service 
Groups

Examples

Collage and
Research

K1～K12
Public 

Organizations

Box O

Fuze O O

Office 365 O O O

Splunk O

SIP Service O O O

Vidyo O O O

Merit Cloud 
Storage

O O O

Merit List 
Manager

O O O

Merit Virtual 
Data Centers

O O O

Merit Mail O O O

2.2 서비스 라이 사이클

NET+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7단계의 라이  사이클을 거치

며3) 1, 2, 7단계는 모두 Internet2 멤버인 학의 

스폰서십에 의해서 진행된다. 3단계는 스폰서십을 

제공한 학과 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 그리고 

솔루션 제공자가 함께 서비스 검증을 하고 동시에 

학에 제공할 맞춤형 서비스를 디자인 한다. 4, 5

단계는 신청 학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단계

이다. Internet2 멤버, 지역과 해외 트 가 사용

자로 가입한다. 6단계는 서비스 종료(Sunset) 단계

3) http://www.internet2.edu/vision-initiatives/initiati 

ves/internet2-net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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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ET+ Service Life Cycle

Phases Jobs

1. Inquiry
A campus identifies a challenge; or a provider has a cloud-based service that could be used to 

solve a common need of the broader R&E community.

2. Evaluation
Internet2, service provider and university study an offering to determine whether it is suited 

to be an Internet2 NET+ service offering.

3. Service

Validation

A sponsor and group of universities work to apply security, accessibility and performance 

reviews, federated authentication integration and performance optimizations. Standard legal and 

business agreements are then created with optimal terms.

4. Early Adopter
Universities begin using the NET+ service and continue working with Internet2 and the 

service provider to develop it further.

5. General

Availability

The NET+ service is open to eligible universities. Quarterly Advisory Board meetings 

continue to inform the service development roadmap.

6. Sunset

This phase marks the end of the lifecycle, when a service is in the process of moving out of 

NET+ availability, and ongoing subscriptions sunset at the end of existing terms or twelve 

months, whichever is later.

7. Research

Incubator

Working on creating something internally, with another campus, or with a commercial partner 

that isn’t even a product or service yet. This is a special research phase to incubate very 

early stage solutions and technical concepts with a view toward possible service creation.

이다. 특이한 은 학과 연구기 의 특징을 반

해서 학이 직  솔루션 업체와 함께 기 솔

루션을 개발하고 인큐베이 이 가능하도록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을 빠르게 서비스화할 수 

있는 방법(7단계)을 마련해 두고 있다.

2.2.1 Inquiry 단계

본 단계는 학에서 정보시스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연구소나 

학의 공통의 문제해결에 한 클라우드 서비스

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된다. 본 단계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에 한 검토를 수행한다. 첫째는 기

회의 발견으로 서비스 가능성과 시장의 규모 등에 

해서 검토한다. 둘째는 서비스 제공자와 커뮤니

티(NET+ 멤버기 )의 목 이 략 으로 일치하

는가(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

업이다. 셋째는 실 가능성으로 투자와 상호노력

이 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한 검토이

다. 넷째는 학이 후속 단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검토이다.

2.2.2 Evaluation 단계

본 단계에서는 네 가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첫째 

스폰서 학을 찾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에 한 멤

버 학의 CIO 혹은 임원이 스폰서십 의사를 밝히

는 것으로 시작된다. 둘째, 스폰서 학의 지원으로 

로포잘이 개발된다. 셋째, 검증에 참여할 학을 

확보한다. 넷째, 요구사항에 한 검을 수행하되 

평가의 기 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이다.

 • 국규모의 서비스와 계약이 가능한가?

 • 로벌 R&E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가 가능

한가?

 • 보안, 라이버시, 컴 라이언스, 근성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가?

 • 교육기 과 연구기 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한가?

 • Internert2 멤버가 스폰서하고 있는가?

 • 통합 아이덴터티 표 을 채택하고 있는가?

2.2.3 Service Validation 단계

스폰서십을 제공한 학과 검증에 참여를 희망

하는 학 그리고 솔루션 제공자가 함께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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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기간은 90일 

이내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섯 가지

의 검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능 평가(Functional Assessment)

 - 기능과 특성에 한 검토

 - 학과 연구소 기 에 맞도록 서비스 튜닝

• 기술  통합(Technical Integration)

 - 네트워크：최 의 서비스 연결을 결정하고, 

학과 연구소 네트워크에 맞도록 서비스 최

화

 - Identity：Trust and Identity 표 , InCom-

mon과의 통합

 - 기타：SDN을 한 로드맵, IPv6의 지원 등

• 비즈니스 모델 평가

 - 가격과 가치제안 정의

 - NET+가 제공하는 템 릿을 활용한 맞춤형 

법  계약의 비여부

• 보안과 컴 라이언스 검증

 - 보안성 평가：클라우드 통제 매트릭스(Cloud 

Controls Matrix)를 활용

 -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

vacy Act), HIPAA(Health Insurance Porta-

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라이버시, 

데이터 처리

 - 근성( ：Accessibility 508, WCAG 3.0 A, 

AA, or AAA)

• 설치(Deployment) 검토

 - 문서작성  제공 여부

 - 유스 이스(Use Case) 제공 여부

 - 지원 모델과 방안

검증과정을 통과하면 해당 서비스에 해서 모

든 교육기 과 연구기 이 사용할 수 있는 표 화

된 법 인 비즈니스 계약 문서가 개발된다.4) 첫째

4) Box 서비스에 한 법  계약조건을 기술한 문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Box 간에 맺은)를 

찾아볼 수 있음(http://www.upenn.edu/computing/ 

box/Box_Terms.html).

는 Business Agreement로 공식 으로 Internet2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서이다(Fishel et al., 2013). 

법  용어로 기술된 법  효력을 지닌 계약서로 

략 40～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 NET+ 계약 템

릿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맞춤형 계약서

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사용료에 한 

상이 이루어진다. 상의 결과는 개의 경우 서

비스 제공자와 학이 직  계약하는 것보다 상당

히 렴하다. 를 들어 NET+에서 General Avail-

ability 단계에 최 로 진입하여 첫 번째 서비스로 

제공되었던 Box 서비스의 경우 시장에서의 List 

Price는 연간 $10,080,000이나 NET+를 통한 가격

은 $69,550로 7%에 불과한 수 으로 책정되었다. 

둘째는 Customer Agreement로 Business Agree-

ment와 상호 보완 인 계약서로, 사용신청을 한 

학이 지역 트  혹은 서비스제공자 간에 사용하는 

계약서이다. Business Agreement에서 의된 사

항은 그 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5) 

2.2.4 Early Adopter

Early Adopter가 되기 한 요구사항은 없으나, 

Early Adopter로 참여하는 학의 수가 제한되며 참

여한 학은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피드백

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를 들면 Box 서비스의 

경우 Early Adopter 단계에 참여한 UCLA 학은 

세 가지 피드백을 제공하 는데, 첫째 학과(Depar-

tment)에 한 스토리지 용량으로 100명당 1TB를 

요청하 고, 둘째, 차 인 도입보다는 학 체

인 도입 방법을 원한다는 과, 셋째 Box에 어

떤 종류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지에 한 데

이터 정책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제공하 다.

5) 계약과 련하여서는 두 가지 계약 유형이 있는데, 

Type A는 학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직  Cus-

tomer Agreement를 계약하는 형태로 송품장, 서비

스 달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해당 학에 직  이

루어 짐. Type B는 학과 Internet2가 맺은 계약

의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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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Services(2009～2016)

<Figure 2> Time Required for Procurement(Traditional vs. NET+)

2.2.5 General Availability

NET+의 모든 학에게 사용이 시작되는 단계로, 

각 학은 가격 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Business 

Contract에 의해서 기 약된 렴한 가격으로 서

비스 제공자와 계약할 수 있다.

2.2.6 Sunset 

해당 서비스가 NET+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사

용기간 종료가 도달하면 서비스 수명주기는 종료

된다. 를 들면 SaaS 서비스 의 하나인 Kuali 

Coeus는 컴 라이언스 리 솔루션인데 새로운 솔

루션을 출시하기 해서 Sunset 단계의 상태에 있다.

Inquiry 단계에서 Service Validation 단계에 도

달하는 서비스는 략 50% 이하로 상당히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Service 

Validation을 통과한 서비스는 90% 이상이 General 

Availability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Figure 1>는 

1～3단계(검증)와 4～5(사용) 단계를 구분하여 2010

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개

수를 도식화 한 것이다. 체 으로 꾸 한 증가세

를 볼 수 있으며 특이한 은 사용단계에 진입하기 

해서 검증단계에 있는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quiry 단계에서 Service Validation 단계에 도

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규정상으로는 30일～360

일이나,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Service Va-

lidation까지 마치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린다. <Fi-

gure 2>는 학의 구매부서가 직  클라우드 사

용 계약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비교한 

것으로, NET+ 클라우드의 경우 Inquiry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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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ET+ Service Types

시작해도 14개월에 마무리 되어 4개월 빠르며, 만

약 도입하려는 서비스가 NET+ 포트폴리오(카탈

로그)에 있으면 마지막 단계인 University Discuss 

and Subscription에서 계약에만 시간을 소요하면 

된다. NET+는 앞으로 서비스도입 과정 체를 2

개월 이내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NET+ 서비스 분류와 황

본 장에서는 NET+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종류별 표서비스 그리고 각 서비스 종류

에 한 서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별 서비스 개수

를 살펴본다. NET+는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

이 모두 5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클

라우드 서비스에서 일반 으로 분류하고 있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모두 포

함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 디지털컨텐츠, 보안과 아

이덴터티와 같이 교육기 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

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3.1 Infrastructure and Platform Services(IPS)

IPS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멤버 기 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IPS 서비스를 활용하여 빠르게 신뢰

할 수 있는 랫폼과 인 라 역량을 확보하고 IaaS 

서비스의 운 비용을 감할 수 있다. IPS 서비스

는 여러 학이 사용할수록 가격이 내려가도록 계

약되어 있어서 100, 200, 300단 로 사용 학이 늘

어날수록 비용이 감된다. 2015년 4월 재 50개

의 멤버 기 이 IP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Early 

Adopter 단계에 있는 Microsoft Azure와 Amazon 

Web Service by DLT가 도입되어 멤버 기 은 빅

데이터 분석을 한 인 라를 갖출 수 있게 되었

는데, 개인과 학과 계정의 쉬운 생성  리통제, 

AWS 클라우드와의 무료 데이터 근과 송 등

이 교육기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NET+와의 

약에 의해서 General Availability 단계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기계학습, Amazon Elastic File System, 

EC2 Container 서비스, Lambda 서비스가 추가된다.

2015년 11월 재 27개의 IPS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Inquiry 

9개, Evaluation 3개, Service Validation 6개, Early 

Adopter 4개, General Availability 2개, Sunset 2

개, Research Incubator 1개이다.

3.2 Software as a Service(SaaS)

교육기 과 연구기 이 SaaS를 도입하면 해당 

서비스와 련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유지보수

를 할 필요가 없고 인력 소요도 어들게 되므로 

IT 비용을 획기 으로 감할 수 있다. 한 새로

운 응용 로그램을 렴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어 IT부서의 기술 은 다른 부서의 서비스

에 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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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재 14개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Inquiry 1개, 

Early Adopter 3개, General Availability 7개, Sun-

set 3개이다. 2015년 4월 기 으로 미국의 35개 주에

서 96건의 Saa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Buss, 2015). 

앞으로 SaaS 포트폴리오에 ERP(Enterprise Re-

source Planning)와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s)를 추가할 정이다.

표 인 서비스인 CANVAS를 로 들면, 스폰

서 학은 University of Washington이고 5개 학

이 Early Adopter로 참여하 다. CANVAS는 교육

기 에서 수요가 많은 학습 리시스템(LMS：Le-

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기본  기능인 

과제, 퀴즈, 토론그룹, 평가,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

다. 400여 기 에서 사용하고 있고 맞춤형의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다. CANVAS의 특징은 다양한 

웹 서비스 도구들(Google Drive, Calendar, SMS, 

Social Mdia and RSS)을 통합함으로써 교수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과 력을 도와 다.  다른 서

비스인 Starfish 솔루션은 학의 도탈락율을 

이고 재학생 수를 유지하기 한 상담과 평가 리 

시스템으로 학에 특화된 표 인 서비스이다.

3.3 Video, Voice and Collaboration Services 

(VVC)

VVC 서비스는 교수, 학생, 연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력을 클라우드로 쉽게 구 하여 주

는 서비스로 를 들면 다자간 비디오 컨퍼런싱이 

이에 해당된다(Fineman and Ben, 2014). 표 은 

서비스는 SIP 서비스로 학 내 사설 화교환기

(PBX)를 없애고 Hosted PBX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 서비스 체를 클라우드화 하는 것으로 Inter-

net2를 화 백본망으로 사용한다. PBX 구축  

운 이 필요 없어 련 산이 폭 감되는데, 

Iowa State University에 용 결과 캠퍼스 10,000

 용 시 연간 약 $600,000 비용 감 효과가 발생

하 고 비용 감뿐만 아니라 Caller ID, Call FWD, 

Do Not Disturb, Music on Hold 등과 같은 기본

인 서비스와 유선 화와 무선 화를 통합하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기능, Desktop 

Telephony기능, 장거리 단일 요 제 등의 고  부

가기능도 제공하고 있다(AASTRA, 2013).

2015년 11월 재 11개의 VVC 서비스가 있는

데, 서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In-

quiry 1개, Early Adopter 6개, Service Validation 

1개, General Availability 2개, Sunset 1개, Rese-

arch Incubator 1개이다.

3.4 Digital Content for Research and 

Education Services(DCRE)

2015년 11월 재 E-Content라는 1개 서비스가 

Evaluation 단계에 있다. 많은 교육기 이 컨텐츠

와 연구 리를 여 히 종이 기반의 연결되지 않는 

작업처리 포인트 주의 솔루션과 자체개발한 데

이터베이스로 수행하고 있다. DCRE 서비스는 컨

텐츠의 작자, 에디터, 소비자가 원격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리의 모든 기능(분배, 공

유, 근통제, 업로드 등)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3.5 Security and Identity(SI)

SI서비스는 멤버 기 과 소속 사용자가 안 하게 

IT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해

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nternet2의 하 기구인 

TIER(The Internet2 Trust and Identity in Edu-

cation and Research), InCommon, Middleware 

Initiative와 력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아이덴터

티, 근성, 력 시스템을 오 소스 기반으로 제공

한다. 2015년 11월 재 15개의 서비스가 있고, 서

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Inquiry 

2개, Evaluation 4개, Service Validation 2개, Early 

Adopter 3개, General Availability 2개, Sunset 2

개이다. SI서비스의 표 인 서비스로는 InCom-

mon Certificate이 있는데 연간 고정비만으로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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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한다(Lewis, 2015).

<Table 4>는 5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각 서비스 

라이 사이클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각 종류별

로 활성화 정도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공 될 것인지를 측할 수 있다.

 <Table 4> Number of NET+ Services by Types 
and Life Cycle Phases

Types
Phases

Total
1 2 3 4 5 6 7

IPS 9 3 6 4 2 2 1 27

SaaS 1 3 7 3 14

VVC 1 1 6 2 1 1 12

DCRE 1 1

SI 2 4 2 3 2 2 15

Total 13 8 9 16 13 8 2 69

4. NET+ 서비스 인 라

본 장에서는 NET+ 클라우드 마켓 이스에서 

인 라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본다. 

B2C 오 마켓의 경우에는 결제, 배송, 장바구니, 

고객 아이디 리, 구매자와 매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수단, 에스크로(escrow)가 

인 라 인 성격의 서비스에 해당된다. NET+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 라는 차세  고속 교육/

연구기  망인 Internet2의 네트워킹이고 이 기반

에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용되기 한 통합

된 아이덴터티  인증 리 그리고 애 리 이션 

별로 Service Validation 단계에서 개발되는 모든 

신청기 이 사용할 수 있는 표 화된 법  비즈니

스 계약 제공 서비스이다. NET+의 운 주체와 거

버 스 구조  NET+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멤버 기 의 종류도 본 장에서 살펴본다.

4.1 NET+ 멤버와 거버 스 구조

NET+의 운  주체는 NET+ 로그램 어드바이

 그룹6)이다. Internet2 산하에는 6개 로그램 

어드바이  그룹(PAG)이 있고 NET+는 그  하

나이다. 모든 PAG는 Internet2 멤버 커뮤니티의 

기술검토 참여 등의 요구사항을 하  로그램에 

반 하는 채 의 역할을 하고 있다. NET+ PAG의 

경우, 서비스와 련된 사항의 결정과 참여 학

의 우선순  결정에 있어서도 Internet2의 가이드

를 따른다. 따라서 NET+의 운 은 Internet2에 의

해서 가이드 되고 있으며, 기본 인 멤버 분류와 

리는 Internet2의 정보와 체계를 그 로 이용한

다. 한 NET+에서 제공하는 부분의 서비스는 

<Table 5>의 Higher Education과 Research & 

Education Network으로 한정된다. Internet2의 멤

버는 기 의 종류에 따라서 4개의 범주(Higher Edu-

cation, R&E Networks, Affiliate, Industry)로 나

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기 의 종류는 <Ta-

ble 5>와 같다.7) 

NET+는 멤버 기 을 각각의 범주별로 Level 1부

터 Level 4까지 나 고 있는데, 각 Level의 기 은 

<Table 6>과 같다. 이 게 부여된 등 에 의해서 멤

버십 회비와 네트워크 참여 비용이 결정된다. Hi-

gher Education 기 에 해서는 Carnegie Classi-

fications of Very High Research Activity(CCV 

HRA)라는 기 에서 사용하는 등 을 용하고, 

Affiliate에 해서는 1년 운 산을, Industry에 

해서는 1년 매출을 기 으로 사용한다.

4.2 보안 련 서비스

Internet2 Security Initiative가 보안의 주 기

으로 NET+ 사용자의 보안, 라이버시, 컴 라이

언스 만족을 한 가이드를 학 맞춤형으로 개발하

며,8)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 련 비용을 리하여 

6) NET+ PAG 목록과 소속기 의 명단은 Internet2 

홈페이지의 Governance 메뉴에서 참조할 수 있음.

7)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기 의 리스트는 Internet2 멤

버십 메뉴에 있음(http://www.internet2.edu/about- 

us/membership/).

8) CSA(Cloud Security Alliance)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스택과 NIST SP800-53, 144, 

146에 기반하여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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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vel of Internet2 Members

Level Category 기

Levlel 1

HE CCVHRA：RU/VH

A
Annual Operating Budget 
>= $1 Billion

I Annual Revenue >= $1 Billion

Levlel 2 HE CCVHRA：RU/VH

Levlel 3

HE
∘CCVHRA：DRU, Master’s L, 

Spec/Med
∘University System Office

REN REN members

A
Annual Operating Budget 
>= $100 Million

I Annual Revenue >= $10 Million

Levlel 4

HE
CCVHRA：Not Identified 
in Level 1～3

A
Annual Operating Budget 
< $100 Million

I Annual Revenue < $10 Million

<Table 5> Internet2 Member Category

Category Number Description and Examples

Higher
 Education

304

∘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at lead Internet2’s effort to develop networking 
capabilities and advanced applications that take advantage of the high-speed Internet2 
Network. Higher Education membership levels are based on the Carnegie Foundation 
Basic Classifications.

∘ Examples：Boston Univ. Carnegie Mellon Univ. MIT, UCLA, U. of Michigan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43

∘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s includ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sub-state, 
state or multi-state in scope and have a principal mission to provide network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imarily to the research and education community.

∘ Examples：UEN (Utah Education Network), MAX (Mid-Atlantic Crossroads)

Affiliate 48

∘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research or education oriented, with a strong interest 
in Internet2’s mission and goals. They are committed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dvanced Internet applications and network services in the conduct 
of research and education.

∘ Examples：Library of Congress,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dustry 86

∘ For-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committed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dvanced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applications and services. 
Internet2 Industry members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and commitments to the 
Internet2 member community.

∘ Examples：AWS, Cisco Systems, IBM, EBSCO Information Systems, MicroSoft, NTT, 
SAP, VMware

할인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보안 요소로는 첫째 CCM(Cloud Control Ma-

trix)으로 CCM 버  3.0의 경우 험감소를 한 

16개 분야 136개 컨트롤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규칙, 

표 , 요구사항 만족을 한 28개의 매핑이 정의

되어 있다. NET+는 서비스 제공기업의 CCM 

수와 용을 요구한다. 둘째는 CSA(Cloud Security 

Alliance)의 STAR(Security, Trust and Assurance 

Registry) 사이트에 140개 이상 되는 보안 련 항

목으로 구성된 CSA가 요구하는 설문형식의 평가

서를 자체 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재 

NET+ 서비스 제공기업의 일부가 평가서를 등록

하고 있다. 

4.3 인증 리 서비스：InCommon

InCommon은 Internet2에서 제공하는 아이덴터

티 리와 사용자 인증으로 모든 NET+ 서비스는 

InCommon과의 통합을 구 해야 한다. InCommon

은 안정 인 온라인 정보 속을 해 사용자들에

게 싱 사인온(Single Sign On)  개인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학은 정액 연회비로 보유한 모

든 도메인(.edu, .org, .net, .com 등) 근이 가능한 

SSL 기반 인증서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 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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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Common Facts and Statistics

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용자 인증이 가능

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 할 수 있다. 정액 연회비

는 학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서 $2,000～$20,000 

범 이고, Internet2 멤버 학인 경우 25%의 할인

이 있다.9)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을 

거쳐 재 800만 명이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내 

학으로 주 도메인이 .edu인 기 과 미국 내의 비

리 지역 네트워킹 기 은 InCommon 서비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해외 학의 경우 재 유럽(Te-

rena)과 호주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4 교육 서비스：CloudProud

CloudProud는 Internet2가 학과 연구기 의 

클라우드 도입과 활용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해

서 운 하는 클라우드 교육 로그램이다. 클라우

드를 성공 으로 도입한 기 의 사례를 자세히 분

석하여 제공하고 고객기 에게 클라우드의 장 을 

최 한 발휘하기 해서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스

킬과 에 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10) 한 기

존의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의 성공 인 

환을 한 략과 험 리 략에 한 내용도 제

공한다(Dugas, 2014).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방식

9) InCommon 서비스 연회비 http://www.incommon. 

org/fees.html.

10) Internet2의 트  기 인 EduCause(http://www. 

educause.edu/)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에서 클라우드로의 환을 한 변화 리 수단으

로도 활용할 수 있다(Bedrossian et.al., 2014).

4.5 지역과 로벌 트  로그램

NET+는 서비스 제공의 확산을 해서 지역과 

로벌 트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트  

로그램은 NET+ 마켓 이스의 향력을 확산

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4.5.1 지역 트  로그램

NET+는 General Availability 단계의 서비스제

공의 확산을 해서 지역 트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통신망이나 역 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리조직을 주로 트

로 삼고 있다.11) NET+는 학이 심이 되는 조직

이고 학에게 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역 트

는 해당 지역의 공공기 ( 등, 등, 고등학교

와 도서  등)에 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재 

미국의 주별로 8개 지역 트 가 있다：CENIC 

(California), Florida Lambda Rail, Indiana Gigapop, 

MCNC(North Carolina), Merit(Michigan), NYS 

ERNet(New York), OARnet(Ohio), WiscNet. 지

역 트 는 해당 지역의 어떤 기 에게 어떤 서비

11) 서비스가 general availability 단계를 지나면 지역 

트 는 1년에 1만 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서비

스를 지역의 기 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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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ET+ Service Architecture

스를 제공할 지를 NET+와 솔루션 제공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지역 트

는 NET+의 서비스를 지역기 에게 달하는 역

할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개발한 애

리 이션을 NET+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기

에게 서비스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로 들면, CENIC은 캘리포니

아 지역 학과 연구소에 고성능 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1996년에 설립된 비 리 

회사이다. CENIC은 California Research and Edu-

cation Network(CalREN)의 운 , 확산, 유지보수

를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등학교부터 

학의 모든 공공학교는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네트워크 자산과 기능을 CalREN에 속하여 결합, 

사용하고 있다(Hunsinger and Reynales, 2015).

4.5.2 로벌 트  로그램

NET+ 로벌 트  로그램은 12개 국가의 

NREN(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

work) 표가 모여 2013년 1월에 결성되었다. 

Australia, Canada, Columbia, Denmark, Finland, 

Iceland, New Zealand, Netherlands, Norway, 

Sweden,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의 

12개 국가는 NET+ 마켓 이스를 통해서 각 국

가 NREN의 자격을 갖춘 멤버에게 제공하기 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 시범 로젝트

가 진행 이며 성공 으로 완료되면 참여 국가를 

확 할 정이다(Waggerner, 2013).

5. 클라우드 마켓 에이스 퍼 
런스 모델

제 2장～제 4장에 걸쳐서 NET+ 서비스의 종류, 

라이 사이클, 인 라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본 

에서는 지 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NET+의 서

비스 아키텍처를 그려보고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 

퍼런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모델과 

비교하여 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비스 구조

가 클라우드 마켓 이스의 퍼런스 모델로 역

할 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NET+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보면 <Fi-

gure 5>와 같은 형태가 된다. Internet2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에 보안, 인증, 표 , 교육의 인 라 

서비스가 있고 그 에 NET+의 5가지 역의 서

비스 군이 존재한다. 

<Figure 6>은 클라우드 마켓 이스로서 외부

기 을 포함하여 표 한 것으로 <Figure 5>의 

체가 <Figure 6>의 가운데에 치하고 로는 애

리 이션 제공업체와 으로는 사용기 이 치

하고 있다. 이들 기 과의 연결 계는 에서 아

래로의 단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의 상호작용임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선으로 표시

한 사각형 두 부분 에서  부분은 NE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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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loud Computing Architecture by NIST

<Figure 6> NET+ Cloud Marketplace Architecture

스 라이 사이클에서 검증단계인 1～3단계(Inquiry, 

Evaluation, Service Validation)를 표시하고 검증

단계를 거쳐서 NET+ 포트톨리오에 포함됨을 나

타낸다. 아래 부분은 애 리 이션 솔루션이 사용

단계인 4～6단계(Early Adopter, General Avail-

ability, Sunset) 과정을 거침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5>는 사용기 이 NET+를 바라볼 때 보

여 지는 아키텍처라면 <Figure 6>은 Internet2 

NET+ 클라우드 마켓 이스 생태계의 아키텍처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Figure 7>은 NIST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컴퓨  퍼런스 아키텍처이다(Liu et al., 2012) 

여러 개의 애 리 이션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제

공하는 하나의 제공기업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클라우드 마켓 이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NET+를 <Figure 7>으로 설명하면 맨 왼쪽의 

선 박스인 ‘Cloud Consumer’는 NET+에서는 교육

과 연구기  커뮤니티이고 Internet2의 멤버이다. 

가운데에 굵은 일 쇄선으로 묶은 박스는 애 리

이션 솔루션 제공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오른쪽 

실선 박스가 NET+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되

는데 서비스검증과정, 인 라 서비스인 보안과 

라이버시, 검증을 통과한 솔루션의 서비스화와 서

비스 포트폴리오 구성, 지역과 로벌 트 와의 

연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른쪽 실선 박스

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NET+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것을 볼 때, 애 리 이션 솔루션 

제공자와 NET+가 긴 한 력을 해야 NET+가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개 박스에 포함되

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외부 감사기 이다.

그러나 NET+는 아키텍처 상에는 잘 표 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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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NET+의 성공에 기여한 주요 요인이 된다. 

첫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솔루션 

제공기업이 일방 으로 알아서 맞춤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라이 사이클 과정 안에 솔루

션 업체와 고객기 인 학이 함께 맞춤형 서비스

를 기획하고 개발한다는 이다. 둘째, Internet2 

라는 공동의 물리  네트워크는 물론 Internet2의 

아이덴터티와 인증 서비스 같은 이미 검증된 공통

의 인 라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을 의

무화하여 사용기 의 보편  활용을 확보하고 있

다. 셋째 NET+는 구매자 심의 마켓 이스로 

고객 기 을 한 서비스의 철 한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비용 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넷째, NET+는 기술 인 면에

서의 인 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한정하지 않고 법

 계약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템 릿을 개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기 의 클라우드로의 환을 한 변화 리 교육

까지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NET+는 애 리 이

션 제공업체에게도 유통채 을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자신들의 서비스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NET+는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계를 성공 으로 구축하 고, 

성장해 가고 있고, 앞으로 로벌 트 와의 기

술 , 법 , 사업  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생태

계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6. 결  론

NET+는 어 리 이션 솔루션 업체(공 업체)

와 고객사( 학과 연구소)를 연결하여 주는 클라

우드 마켓 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 클

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 인 모델은 하나의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수의 어 리 이션을 

제공하는 공 자 심의 마켓 이스이다. NET+

는 학과 연구기 을 한 수요자 심의 마켓

이스로 공  솔루션과 사용 기 의 수가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성공 인 클라우드 마켓

이스이다. NET+는 수요자를 해서 마켓 이스

에서 제공할 어 리 이션에 해서 성능과 보안

성에 한 철 한 테스트 차와 서비스 인 라로

써 인증체계와 계약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본 사

례는 NET+의 서비스 거버 스, 리체계, 아키텍

쳐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마켓 이스의 참조모델

을 제시하 다. 

NET+는 학, 연구소, 정부가 주인이며 동시에 

학과 연구소라는 특별한 고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수직형(Vertical) 클라우

드 마켓 이스이며 동시에 구매자 심의 기업

간(B2B) 마켓 이스이다(Kwon and Jeon, 2015). 

다른 도메인과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마켓 이스 

구축에 있어서 NET+의 사례가 좋은 참조모델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한 클라우드 활성화를 한 

정책 방향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우선순 에 있어

서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앞으로 클라우드 련 

기술( ：클라우드 마이그 이션 솔루션 등)의 발

에 따라서 기술  아키텍처도 변화되어야 하며, 

제시한 참조모델을 다른 산업에서도 용하여 일

반화 면에서의 보강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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