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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미 중앙정보국 아마존 웹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 제2차 ‘CIA 쇼크’ 

 기업이 업무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서 운용하는 것은 이

미 일반화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정부기관 업무 시스템의 AWS 전환도 가속화되기 시작했음 

 AWS 의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미국 정부기관은 중앙정보국(CIA)으로, CIA 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국의 정보기관 전용 리전(region, 데이터센터의 집합)으로 11 월에 발표한 ‘시크

릿 리전(Secret Region)’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음 

 AWS는 2011년 8월부터 미국 정부기관 전용 리전인 ‘GovCloud’의 운용을 미국 서해안에서 시

작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보안 규제를 준수하고 사법 당국이 신원 확인을 한 미국인만이 시

스템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임 

 아마존이 11 월에 발표한 정보기관 전용의 시크릿 리전은 GovCloud 보다 보안 규제를 더욱 엄

격하게 만들어 미국 정부의 극비 사항(Top Secret)도 취급이 가능하게 한 것임 

 CIA 의 디지털 미래 담당 이사(Director of Digital Future)인 테레사 스메처는 CIA 가 2023 년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AWS는 CIA의 디지털 변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천명하였음 

 이번 CIA의 천명은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제 2차 CIA 쇼크”로까지 불리며, 이로써 “프라이

빗 클라우드 무용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음 

 원래 AWS가 기술력으로 IBM과 같은 기존 IT 공룡들을 앞서고 있다는 보증을 선 것도 CIA였으

며, CIA 는 2013 년에 6 억 달러를 투자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당시 IBM 이 아닌 AWS

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바 있음 

 즉, CIA 안에서 AWS의 리전을 통째로 구축한 것인데, CIA가 IBM이 아닌 AWS를 택한 것을 두

고 당시 클라우드 업계는 ‘CIA 쇼크’라 표현하였음 

 이번에 CIA 가 자기 부담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용하는 대신 AWS 가 운영하는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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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리전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 2 차 CIA 쇼크”라 부를 만하며, CIA 조차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무용론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CIA 는 AWS 의 클라우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확장성이나 속도뿐만 아니라 ‘마켓플레

이스’와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음 

 CIA가 현재 운용하는 AWS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패키

지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마켓 플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CIA의 정보시스템 부문은 실

리콘밸리 기업들이 개발하는 최신 기술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기존의 정부 조달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 구매가 AWS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인데, CIA는 

현재 민간기업을 본 따 “디지털 변혁”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AWS 이용이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함 

 AWS는 서해안에 이어 2018년에는 미국 동해안에도 GovCloud의 리전을 개설할 예정인데, 이

렇게 되면 재해 시 복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기관들이 AWS 로 마이그레이

션을 가속화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려 볼 수 있음 

 정부기관의 업무시스템은 기존 대형 IT 벤더들의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으나, AWS가 이를 비집

고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 기존 IT 벤더와 AWS의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됨 

(FedScoop, 11. 28. & ZDNet,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