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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은 사업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간 상호운용
성이 떨어져 호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Google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로그인하는 과
정을 거치지 않으면 MS(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Google 클라우드 사용자가 MS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Google 클라우드 시스템 로그아웃 이후 다시 MS 클라우드에 로그인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B(Cloud Service Broker) 기술이 등장하여 클라우드 시스템간의 상호 호환 문
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분산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
스 중재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CSB(Cloud Service Broker) 기술 중에서 클라우드 사용자의 상호운용성의 근본적인 
해결 과제인 사용자 통합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다.

ABSTRACT

Currently, cloud systems are not interoperable due to low interoperability between cloud systems as operators build 
up cloud environments with their own way. For example, users of the Google cloud system can not use the Microsoft 
(Microsoft) cloud system unless they go through an additional log-in process. In order for Google cloud system’s users 
to use MS cloud system services, they must log in to the MS cloud system again after logging out of Google cloud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Cloud Service Broker(CSB) technology has emerged to resolve the 
interoperability problem between cloud systems, but many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re still needed. In this paper, 
we design an integrated user authentication system, which is a fundamental problem of cloud user interoperability 
among CSB (Cloud Service Broker) technologies, which is emerging as a service intervention technology of 
heterogeneous distributed cloud environment.

키워드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용자 통합 인증,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Key word : Cloud Service Brokerage, User Integrated Authentication,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Received 01 November 2016, Revised 10 November 2016, Accepted 13 November 2016
* Corresponding Author Daesung Lee(E-mail:dslee@cup.ac.kr, Tel:+82-51-510-0653)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46252,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6.20.11.2061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1 : 2061~2066 Nov. 2016

2062

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

원을 비용에 따라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IT 자

원(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 실시간 확

장성과 안전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

불하는 컴퓨팅이다[1, 2].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표준화 되지 못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구축됨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과 

더불어 사업자에게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의 출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요구사항에 대

한 최적의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및 클라우드 별 상이

한 환경 등의 사용 복잡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클

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도 기존에 구축한 클라우드 인프

라의 활용률 개선과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3, 4].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이슈들이 논의되면서 클라우드 연동, 상

호운용성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은 다양한 이종 클라우

드 환경의 추상화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

는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가속시키는 

기술이다[5].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

기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제공한다[4].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의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고 새

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가속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최적의 사업자 선정과 서

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창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오픈 마켓 

창출

아래의 그림 1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개념도

이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와 사용자를 중재하면서 사용자에게는 최적의 서비스

를,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1 Concept of Cloud Service Broker System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종 분산 클라우드 서

비스 환경의 서비스 중재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

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

커 시스템의 우선적인 해결 과제인 통합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다.

사용자 통합 인증은 이기종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계

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

도의 추가적인 로그인 과정을 재차 거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브로커 기술의 확장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

한 기술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브로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사용자 통합 인증

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통합 인증 기술 및 SSO(Single 

Sign On) 기술을 적용하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사용자 통합 

인증 기술 설계와 그 안정성을 검토하며, 마지막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의 최근 동

향과 브로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오픈 소

스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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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클라

우드 서비스 브로커 오픈소스와 사용자 통합 인증을 위

해 적용 가능한 여러 기술들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과 연동 가능한 통합 인증 오픈소스를 소개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에서 통합 인증은 

일차적인 문제로 단일 인증을 통해 재차 로그인 과정 

없이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

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SO(Single Sign On) 방식의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서

비스 브로커 환경에서의 다양한 통합 인증 기술들과 비

교하여 프로토콜 수준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2.1.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최근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방향을 분석한 가트너 하이

프사이클(그림 2)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술은 사설 및 공

용의 단일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거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에 필요한 클라우드 연동 

환경을 지원하는 분산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도 필요하게 되었다[6-8]. 

Fig. 2 Cloud Computing Hype Cycle(Gartner, 2013)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연

동 기술은 이종 클라우드들의 통합 관리 기능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

술의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이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9].

2.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클라

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RightScale, JamCracker, Gravitant 등이 있으며, 이들 

상용 제품들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운영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9].

∙CompatibleOne 프로젝트

이종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중개 및 배치된 서비스 

관리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

커 플랫폼

∙mOSAIC 프로젝트

다중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공용 인터페이스 및 서비

스 중개 시스템 플랫폼

∙Optimis 프로젝트

멀티 클라우드의 서비스 동적 프로비저닝 관리 플

랫폼

∙ SlapOS 프로젝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발, 회계, 과금을 자동

화하기 위한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

2.3. 클라우드 사용자 통합 인증을 위한 오픈소스 개발 

현황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용자

가 타인을 사칭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

용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내의 해당 사용자에 대한 모

든 데이터 접근 및 리소스 사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

른 과금 유발 등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보안성이 강화된 통합 인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

며,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과정 

안정성 보장, 인증 단말 목록 관리, 인증을 수행하기 위

한 안전한 통신 채널 관리, 인증 세션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를 위한 통합 

인증 관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

다[10].

∙WSO2 Identity Server

오픈소스 기반의 신원 및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

로, XCAML 2.0dp 의한 자격 관리 엔진을 포함하고 있

으며, 요청 기반의 보안 토큰 서비스, OpenI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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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ard 규격 지원, 사용자 요청 관리 등의 다

양한 관리적인 기능을 지원하다.

∙Kerberos

네트워크 인증 프로토콜 중의 하나인 Kerberos에 대

해 MIT에서 구현한 것을 오프소스화 한 방식이다.

∙OpenSSL

네트워크를 통한 테이터 통신에 쓰이는 프로토콜인 

TLS와 SSL을 구현한 오픈소스이다. C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중심 라이브러리 안에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 및 

여러 유틸리티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다.

∙OpenPAM

BSD 계열 운영체제(FreeBSD, NetBSD), Mac OS X

에서 또는 몇몇 리눅스 배포판에서 Linux PAM을 대체

하여 사용하는 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PAM)

에 대한 오픈소스 이다.

∙GnuPG

통신상에서 혹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안을 지키는 

도구이다. 데잍를 암호화하고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으

며 암호화 도구로 PGP(Pretty Good Privacy) 기능을 제

공한다.

2.4.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프로

토콜

데이터 인증 포맷의 개방형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언어는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호환되고, 클라우드 서비

스 브로커 공개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오픈소스 수준

에서 안전한 보안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림 3은 SAML 프로토콜의 개괄적인 흐름을 나

타낸다.

SAML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등의 에이전

트를 통해 SP(Service Provider)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SP에서는 인증된 사용자 인지를 검증하고 인증되지 않

았을 경우 Auth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브라우저에 

IDP(Identity Provider)로 전달을 요청한다. 사용자 브라

우저는 SP로부터 전달받은 SAML 메시지를 IDP로 전

달하고, IDP는 요청 메시지를 받아 사용자의 인증을 처

리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Response 메시지를 생성하여 

사용자 브라우저에 SP로 전달을 요청하고, 브라우저는 

IDP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P로 전달한다. SP는 전달 

받은 SAML를 분석하여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고 리소

스를 제공한다[11]. 

Fig. 3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Protocol 
Overview

Ⅲ. SAML을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사용자 통합 인증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사용자 통합 인증 기술은 아

직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제품이 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계 거대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의 핵심

인 이기종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인증 을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프로토콜 기반

으로 설계하여 단일 인증을 통해 이기종 클라우드 서비

스를 재차 로그인 과정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클라우

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과 연동되는 사용자 통합 인증 

프로토콜의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가 제공하는 포탈을 통해 http 프로토콜로 접속하고 브

로커가 탐색한 IDP(Identity Provider)를 통해 SAML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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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grated User Authentication Based on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Protocol in Cloud 
Service Broker System

인증 후 인증 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

에 저장되며, 사용자가 요구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요구사항을 변경 시에, 브로커는 기 

저장된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재차 로그인 과정 없이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탐색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와 협의를 통해 IDP 서버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본 

사용자 통합 인증기술의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mOSAIC의 계정관리 부

분과 사용자 통합 인증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WSO2 

Identity Server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SAML 프로토콜

을 적용하여 통합 인증기술을 완성하였다.

Ⅳ. 결  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의 활용에 있어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사용자 인증 문제로 귀결된다. 사용

자가 Google Apps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면 우선 인증 과정을 거치고 인증이 성공한다면 

Google App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을 활용하여 다시 

로그인하는 과정 없이 MS(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

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기술

은  외산 제품이며, 특히 통합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가 요

구하는 서비스의 타 클라우드 검색 기능 정도만 제공

하는 실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환경에서 통합 인증이 제대

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브로커 

기술은 의미가 없다. 현재 표준화가 부재하고 기술개발

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화는 물론, 국제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

고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에서 특허권으로 시장을 선점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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