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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 확대

▶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DC는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할 클라우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해 ’14년 30억 달러(약 3조

3,300억 원)에서 ’18년 99억 달러(약 11조 1,1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정부 기관들은 조직적 특징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등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
▶ 그러나 정부 부문의 전체 IT 예산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관련 투자 비용의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도입은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정부 IT 관리자들은 클라우드 도입이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Ⅰ. 미국 정부기관, IT 비용 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투자 확대 전망
▒ 시장조사업체 IDC가 발표한 정부 인사이트 보고서1) 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관련 IT 예산이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IDC는 ’14년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 지출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22억 달러(약 2조

4,400억 원)보다 큰 30억 달러(약 3조 3,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15년에는 34억 달러(약 3조
7,8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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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16년 48억 1,000만 달러(약 5조 3,500억 원), ’17년 78억 7,000
만 달러(약 8조 7,500억 원), ’18년에는 99억 달러(약 11조 1,1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

1) IDC, Perspective: Looking Up – U.S. Federal Cloud Forecast Shows Sustain Growth Through 2018. 20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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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간 미국 연방정부의 CIO 협의회2) 와 예산관리국(OMB)3) 은 각 정부기관들의 미래 IT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을 촉구
• 신규 시스템, 저장된 데이터, 모바일 솔루션 등의 IT 시스템에서 클라우드의 활용 촉진으로 정부
기관들은 IT 시스템 운영 방식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추세
• IDC 정부 인사이트 보고서를 총괄한 숀 맥카시(Shawn McCarthy) 리서치 디렉터는 클라우드가
정부 기관에 보다 저렴한 IT 솔루션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클라우드 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언급
●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지출액 증가 추이 및 전망(’14~’18년)

출처 : IDC(2014.9.16)

▒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4) 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5) 를 제치고 정부 클라우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13년 당시 예산관리국은 ’14년 정부기관의 IaaS와 SaaS의 지출액을 각각 12억 달러(약 1조 3,200
억 원)와 7억 2,400만 달러(약 8,050억 원)로 추산하는 등 정부의 클라우드 지출은 SaaS의 비중이
더 큰 산업계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14년 9월 30일 기준, 연방정부의 IaaS 지출액은 9억 8,600만 달러(약 1조 960억 원), SaaS
지출액은 13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 부문에서도 SaaS가 클라우드 수요가

2)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CIO Council): 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업무 성과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 간 협의회

3)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

5)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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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업체의 중앙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중 고객이 필요한 기능만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직접 접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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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정부, 다양한 클라우드 유형에 관심
▒ 미국 연방정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Private Cloud) , 퍼블릭 클라우드 (Public Cloud) ,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등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조직만을 위한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며, 퍼블릭 클라우드는 민간 업체의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
•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특정 조직에 한정되어 서버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이며,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각 유형의 특징이나 장점을 종합한 형태
▒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수한 IT 보안 표준이 요구되는 정부 기관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정부
클라우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국6) 이나 국토안보부7) 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거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주로 활용
• ’14년 정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은 약 23억 달러(약 2조 5,500억 원)로 추산되며, ‘18
년에는 약 59억 달러(약 6조 5,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빠르고 유동적인 솔루션 도입을 선호하거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관일수록 퍼블릭
클라우드 투자를 확대 중
• 퍼블릭 클라우드는 국방부나 주택도시개발부8) 와 같이 퍼블릭 정보(public information)와 같은
콘텐츠를 보관하기 위한 스토리지나 웹사이트를 구축이 필요한 기관에서 위험 요소가 낮은
솔루션으로 활용
• ’14년 정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은 약 1억 7,300만 달러(약 1,920억 원)로 추산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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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에는 약 30억 달러(약 3조 3,300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7)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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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미국 연방정부의 IT 자원 공유를 위해 사용 중인 연방 전사적
아키텍쳐(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EA)의 업무참조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s)과 같은 전통적인 공유 서비스 솔루션으로 활용
• 특히 미국 법무부9) 가 커뮤니티 클라우드의 활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지출 비용은 ’14년 4억

690만 달러(약 4,520억 원)에서 ’18년 8억 6,890만 달러(약 9,660억 원)로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차세대 클라우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일종의 매시업(Mash-up)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부 부문에서의 지출 비용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정부 기관은 재무부10) 가 유일하며, 정부 지출 비용은 ’14년 약 1억

3,510만 달러(약 1,500억 원)에서 ’18년에는 1억 1,880만 달러(약 1,320억 원)로 다소 줄어들 전망

Ⅲ. 정부 기관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과제
▒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투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IT 투자
비용에서 클라우드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음
• 미국 감사원11) 이 7개 연방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주요 정부 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 프로젝트는 ’12년 21개에서 ’14년 101개로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투자 비용 역시 같은 기간 3억 700만 달러(약 3,410억 원)에서 5억 2,900만 달러(약

5,880억 원)로 확대
• 그러나 감사원은 ’14년 기준 정부의 전체 IT 운영 예산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투자 예산 비중은

2%에 불과해 실제로 IT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11)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

10) Department of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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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7개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관련 투자 현황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기관명

프로젝트 수
’12년 7월 ’14년 7월

클라우드 투자 비용 / 전체 IT 예산
(백만 달러(십억 원))

IT 예산 대비
클라우드 비용 비중

’12년

’14년

’14년

국토안보부

6

11

74/5,600(81.3/6,154.9)

109/5,800(119.8/6,374.7)

2%

조달청

3

21

13/537(14.2/590.2)

30/593(32.9/651.7)

5%

보건복지부

3

36

26/7,200(28.5/7,913.5)

64/7,300(73.4/8,023.4)

1%

중소기업청

1

4

0/102(0/112.1)

3/102(3.2/112.1)

3%

주정부

3

14

11/1,400(12.0/1,538.7)

32/1,400(35.1/1,538.7)

2%

재무부

3

5

농무부

2

10

전체

21

101

165/3,400(181.3/3,736.9) 202/3,500(222.0/3,846.8)
18/2,500(19.7/2,747.7)

89/2,600(97.8/2,857.6)

307/20,700(337.4/22,751.3) 529/21,300(581.4/23,418.3)

6%
3%
2%

출처: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2014.9.25)

▒ 감사원은 정부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클라우드의
도입 과정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즉, 정부 기관에서는 클라우드를 기존의 IT 운영 방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체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 기관 특유의 경직된 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
• 시장조사기관 메리토크(MeriTalk)가 연방 정부 기관 내 IT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존 IT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이 매우 수월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11% 수준
• 반면, 클라우드 도입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2%에 달했으며, 24%는 중립적인 입장
▒ 감사원의 데이비드 파우너(David Powner) IT 관리부장은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정부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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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토크의 조사 결과, 정부 IT 관리자들의 54%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이 충분히 안전하다는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2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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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의 숀 맥카씨는 클라우드는 비용 절감 측면에 있어서 큰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안적 측면을 보완하고 정부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 숀 맥카씨는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 리스크 및 인증관리 프로그램(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FedRAMP)’이 정부 클라우드 도입의 촉매도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평가·
인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 도입된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정부 전반에 걸친 클라우드 보안
프로토콜을 제공
• 현재 미국 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18개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입되어 있으며, 점차 도입 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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