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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외 표준 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교환 및 공유는 클라우

드 컴퓨팅 환경은 물론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국제 표

준화 기구에서 표준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분야에서 기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ISO/IEC JTC 1/SC 32의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표

준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표준(standard),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I.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

야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술이 아닌 컴퓨팅 모델이라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모든 서버, 네트워크, 어플리케이

션 및 그 외의 모든 요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되고, 사용자

는 필요한 컴퓨팅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

는 모델이다[1,2].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6].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많은 연구와 함께 클라우드 서

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증

명하듯, 다양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특히 ISO/IEC JTC 1/SC 38에서는 새로운 작업반(WG 3 : 
Cloud Computing)을 신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한 표

준화 작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8].
이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 및 교환

을 위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

팅 분야 주요 표준 기구의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기반 표준을 개발하는 ISO/IEC JTC 1/SC 32 표

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ISO/IEC JTC 1/SC 32 표준화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표준화를 위한 적용 방안

에 대하여 기술한다. 즉, 이 논문의 목적은 ISO/IEC JTC 1/SC 
32의 개념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 항목을 도출하고, 향후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ISO/IEC JTC 

1/SC 38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

화 현황과 ISO/IEC JTC 1/SC 32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분야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잠재적인 표준화 항목을 포함한 전체적인 표준화 방안에 대하

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표준화 현황 분석 정의

1.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표준화 현황

이 절에서는 ISO/IEC JTC 1/SC 38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

팅 분야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다.
ISO/IEC JTC 1/SC 38은 분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DAPS)를 위한 위원회로서[8],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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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타당성 및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반(Study Group 
on Cloud Computing, SGCC)을 승인하였으며, 이 연구반의 활

동의 결과로서 새로운 작업반(WG 3: Cloud computing)이 신설

되었다. 제출된 SGCC의 최종 활동 보고서[9]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 Specification of Data Value Domain Distributed Application 
Platforms and Services - Cloud Computing – Vocabulary 

● Specification of Data Value Domain Distributed Application 
Platforms and Services - Cloud Computing – Reference 
Architecture 

ITU-T Focus Group Cloud는 ITU-T 자문회의(TSAG)에서 

신설되었으며, 주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의 필요성을 분석한다[10].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통신 분야 요구 

사항 및 레퍼런스 구조,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이다.
국내의 경우, 2010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프로젝트 그

룹인 TTA PG 420에서 활발하게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TTA PG 420에서 개발한 주요 표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11].

● 클라우드 컴퓨팅 SLA(Service Level Agreement) 수립을 위한 

품질 요소

● 클라우드 데스크톱형 서비스의 프레임워크

● 인프라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API 요구사항

● 클라우드 컴퓨팅 유즈케이스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및 현황관리 지침

● 클라우드 컴퓨팅 용어

● 클라우드 컴퓨팅 위협 및 요구사항 분석

2.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분야 표준화 현황

이 절에서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기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ISO/IEC JTC 1/SC 32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다. 
ISO/IEC JTC 1/SC 32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 

위원회로서[12], 특히 메타데이터 및 관련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인 ISO/IEC JTC 1/SC 32/WG 2는 다양한 컴퓨팅 분야를 

위한 기반 모델을 개발한다[13]. ISO/IEC JTC 1/SC 32/WG 2의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맨틱 웹 환경을 고려한 기존 표준에 대한 개정 및 새로운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고려한 표준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ISO/IEC JTC 
1/SC 32 위원회 내에서도 표준 개발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4].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고려한 의미 교환 및 공유 체계 및 

특정 클라우드를 위한 의미(메타데이터) 정의 및 관리를 위한 

연구반 승인

● 특히 2011년 10월에 개최된 SC 32/WG 2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표준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Study Period가 제안 

및 승인되어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표준화 항목 

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III. 표준화 방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표준화를 위한 영역을 크게 분류하면 다

음과 같다.

● Definition / Taxonomy / Terminology 
● Metadata, Data exchanges
● Common Interfaces (APIs, protocols)
● Service Interoperability
● Monitoring, Auditing, Billing, Reports etc.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Security

특히, 이 중에서 ISO/IEC JTC 1/SC 32와 밀접한 표준화 분류 

항목은 “Metadata, Data exchanges”와 “Common Interfaces 
(APIs, protocols)”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ISO/IEC 
JTC 1/SC 32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 위원회로

서, 특히 ISO/IEC JTC 1/SC 32/WG 2는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기반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반이다. 이 작업반에서는 ISO/IEC 
11179, ISO/IEC 19763, ISO/IEC 20943, ISO/IEC 20944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및 관련 표준을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에 있다. 
ISO/IEC JTC 1/SC 32에서의 개발 표준과의 연관성을 고려하

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표준화 항

목을 정의할 수 있다.

● ISO/IEC 11179 Family 기반 표준화 항목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

모델 및 기본 속성 정의 

(ISO/IEC 11179-3과 밀접하게 연관됨)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록 절차에 관

한 표준 

(ISO/IEC 11179-6과 밀접하게 연관됨)

● ISO/IEC 20943 Family 기반 표준화 항목

  - XML 형태의 메타데이터 등록 절차 및 방법 (ISO/IEC 
20943-1: Data elements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 ISO/IEC 20944 Family 기반 표준화 항목

  ○ 다양한 언어를 위한 바인딩 API
(ISO/IEC 20944-3: API Bindings와 밀접하게 관련됨)

  ○ 프로토콜 바인딩 표준 

(20944-4: Protocol Bindings와 밀접하게 연관됨)

● ISO/IEC 19763 Family 기반 표준화 항목

  ○ ISO/IEC 19763 기반 Cloud 서비스에 대한 등록 표준

  ○ 다음 표준들과 밀접하게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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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IEC 19763-3: Metamodel for ontology registration
  - ISO/IEC 19763-7: Metamodel for service registration
  - ISO/IEC 19763-11: Structure model registering

앞서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및 데이터 관리, 교환 분야 

표준화 현황과 ISO/IEC JTC 1/SC 32에서 개발 및 개발 중인 기

반 표준의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점 표준화 항목 정의가 

가능하다. 그림 1은 정의한 중점 표준화 항목 간의 관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 클라우드 간 의미 교환을 위한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모델 

  ○ ISO/IEC 11179 개념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서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하고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모델 개발

  ○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클라우드 의미 관리를 

위한 메타모델 정의 

  ○ 클라우드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는 물론 주요 클래스 및 

속성 정의

  ○ 관련 참조 표준 : ISO/IEC 11179-3

● 클라우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바인딩 API
  ○ 클라우드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화 된 접근을 위한 다양

한 형태의 바인딩 API 개발

  ○ 관련 참조 표준 : ISO/IEC 20944-3: API Bindings

●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모델

  ○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

  ○ 관련 참조 표준 : ISO/IEC 19763-3: Metamodel for 
ontology registration 및 19763-7: Metamodel for 
service registration

●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을 위한 바인딩 API
  ○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위한 다양한 바인딩 API 개발

  ○ 관련 참조 표준 : ISO/IEC 20944-3: API Bindings

그림 1. 주요 표준화 항목 및 프레임워크

Fig. 1. Key standardization items and framework 

앞서 정의한 중점 표준화 항목 중에서, “클라우드 간 의미 교환을 

위한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모델”에 대한 표준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 및 공유

를 위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ISO/IEC JTC 1/SC 32에서 개발한 표준들의 개념을 적용하여 클

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 항목을 도출하고, 향후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ISO/IEC JTC 1/SC 38을 중심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 분야 주요 표준 기구의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였고,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기반 표준을 개발 중인 ISO/IEC 
JTC 1/SC 32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

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표준화를 위한 적용 방안, 특
히 주요 표준화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 및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에 기초 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기반 표준을 통한 표준 개발을 보

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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