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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통해 IT자원을온디맨드로빌려사용하는클라우드컴퓨팅이웹2.0에이어새로운키

워드로부상하고있다. 현재클라우드컴퓨팅시장은개인소비자시장을중심으로초기도입기

를거치고있다. 그러나본격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기위해서는기업시장에서의폭넓은확산이필요

하며이를위해서는기업요구수준에맞는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발굴, SLA에 기반한안정적인서

비스 , 보안에대한우려불식, 베스트프랙티스와레퍼런스확보, 기존시스템과의연동성확대등과

같은문제들이선결되어야한다. 새로운컴퓨팅패러다임의등장은우리나라에도새로운기회를제공

한다. 포털, 통신사업자, SI기업은 클라우드인프라시장으로진출할수 있는기회가만들어지고있

으며, 중소SW기업들도다양한 SW유통채널을통해자사의애플리케이션을유통시킬수있는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ASP, 웹하드, 웹호스팅 기업들은 보다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

다. 향후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클라우드를 위한 노력과 잠재적인 재앙에 대한

대비, 자기정보관리권한의확대, 그리고표준활용을통한상호운용성확대등다양한차원의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새로운컴퓨팅패러다임에서새로운신시장기회를모색을위해서는기업들의플랫

폼 역량강화와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과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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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을

하게되면우리는‘컴퓨터유틸리티’의확산을통해전기나전화기와같이모든가정과사

무실에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시대를맞이할것이다’1)

컴퓨팅이 전기나 수도와 같이 유틸리티처럼 사용될 것이라는 개념은 이미 인터넷의 효

시인 ARPANET2)프로젝트가시작되었을때부터일부전문가들에의해예견되었다. 그리

고40년이지난지금, 이들이예상했던컴퓨팅이유틸리티로제공되는시대가실제도래하

고있다. 많은사람들은이러한새로운변화를‘클라우드컴퓨팅’이라고부른다. 

구 의 CEO인에릭슈미츠는올해초웹3.0의진전은클라우드컴퓨팅이중심이될것

으로 보고 대규모의 투자를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빌 게이츠 회장도

국제가전전시회(CES)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클라우드 컴퓨팅 혁심이 중심

이라고언급하며, MS플랫폼이그역할을수행할것임을밝혔다. 이제‘컴퓨팅을유틸리티

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의 등장은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새로운 추동체로,

그리고모든기업과개인의일상에서 IT를사용하는방식에새로운혁신을가져오게될것

이라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다만, 아직이새로운변화가언제쯤실현될지그리고

어떠한비즈니스적인측면에서어떠한가치를가져다줄것인지에대한많은논란들은여

전히계속되고있다.

이러한논란들은결국하나의새로운기회가다가오고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

한새로운변화의소용돌이속에서우리나라는어디에서있고, 우리의기업들은무엇을하

고있는가? 이제새로운변화속에서우리가찾아야할기회와과제를살펴보자.

1) “As of now, computer networks are still in their infancy, but as they grow up and become sophisticated, we will probably

see the spread of ‘computer utilities’which, like present electirc and telephone utilities, will service individual homes and

offices across the country”(1969) by Leonard Kleinrock( ARPANET 개발 책임자중한명)

2)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2. 클라우딩컴퓨팅이란무엇인가?

정의와등장배경

가트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가진 IT자원들을‘서비스’로제공하는컴퓨팅’3)으로설명한다. 또한포레스터리

서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표준화된 IT기반 기능’들이 IP(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

되며, 언제나접근이허용되고, 수요의변화에따라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광고에기반한

과금모형을제공하며, 웹혹은프로그램적인(Control) 인터페이스제공을제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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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style of computing in which massively scalable IT-enabled capabilities are delivered ‘as a service’to multiple

customers using internet technologies”by Gartner(2007)

4) ‘A forms of standardized IT-based capability-such as Internet-based services, software, or IT infrastructure-offered by a

service provider that is accessible via Internet protocols from any computer, is always available and scales automatically to

adjust to demand, is either pay-per-use or advertising-based, has Web-or programmatic-based control interfaces, and

enables full customer self-service’by Forrester Research(2008)

5)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6)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7) Rich Internet

[ 표 1. 클라우드서비스의주요특성 ]

* 출처 : 포레스터 리서치

주요특징 세부내용

표준화된
IT기반 기능

o 컴퓨팅, 저장장치, 네트워크, SW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IT 자원
o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별도의 고객화(Customization)가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

IP망을 통한
접근

o IP망과 Http, REST5), SOAP6) 등 웹기반 컴퓨팅 프로토콜 활용
o UI를 위해 OS에 중립적인 표준 웹 브라우저와 웹 표준 지원

Always on과 수요에
따른 확장성 지원

o 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접근성과 고객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변성 있게 지원

사용량이나
광고기반 과금

o 무료, 혹은 사용기반 과금으로 장기계약이나, 초기 셋업비용 등이 없음 (광고, 주/원
단위 과금, 사용량기반 과금)

Web 혹은
Programmatic기반
Control Interface

o 고객데이터 원격 호스트, RIA7) 인터페이스(페이스북, MS virtual earth 3D 등) 제공
o 서버기반 인터페이스로 XML과 REST 스타일 SW Connection Standard (Flickr
API, Amazon S3) 사용

사용자
셀프서비스

o 서비스제공자의 간섭없이 고객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치,관리, 종결
o 사용자는 Web-Interface나 Programmatic call을 통해 서비스 API에 접근



이같은정의에의하면클라우드컴퓨팅은‘인터넷을통한 IT자원의온디맨드아웃소싱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OS, 보안등필요한 IT자원을원하는시점에원하는만큼골라서사용하게되며, 사용량에

기반하여대가를지불한다. 이를위해서비스제공자들은여러곳에분산되어있는데이터

센터를가상화기술로통합하여고객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IT자원을인프라로사용한다는차원에서우리는이미우리도모르는사이많은클라우

드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포탈사업자들이제공하는웹메일이나블로그는물론, 웹하드

서비스나 웹 호스팅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에 등장하 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서비스로 볼

수있다. 

그렇다면클라우드서비스가갑자기주목을받게된이유는무엇일까? 사실 SW와 IT자

원을인터넷을통해사용하려는시도들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 그러나SW기술의한계와

네트워크가전달할수있는물리적인정보량의한계로인해인터넷을통해제공될수있는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가

치는낮았다.

그러나네트워크의고도화와가상화등 SW기술의발전으로광범위한분야의 SW와 IT

자원들이인터넷을통해제공될수있는환경이마련되면서클라우드를통해제공될수있

는 IT서비스의수준과범위가확대되었으며, 그잠재적인가치에대한시장의평가가새롭

게이루어졌다.

클라우드서비스특성과서비스아키텍쳐

클라우드환경에서서비스제공자는제한된물리적인인프라를활용하여다수의사용자

들이자신만을위한 IT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것과같은환경을제공한다. 서비스제공자

는 이를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가상의 자원풀

(Resource Pool)을구축하고사용자의작업요구수준(Workload)에따라이러한자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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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배분하여사용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수많은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실시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 하느냐가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일정수준이상의규모의경제(Economy of Scale)을달성하

는일이경쟁력의중요한요소가된다.

한편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관리모듈은이같은요청에대하여가상화된서버네트

워크룰 통해 필요한 리소스를 조달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만 할 뿐 어떻게

서비스가제공되고, 자신의데이터와정보가어디에보관되는지, 어느곳에위치한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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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클라우드컴퓨팅을위한가상화아키텍쳐 ]

* 출처 : 포레스터리서처(2008)



활용되는지등세부적인정보는알지못한다. 

또한사용자들은어떠한장소에서든인터넷접속과기본적인연산기능만있는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의 저장장치와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

들을수행하고, 고도화된서비스들도이용할수있게된다. 이런 의미에서클라우드컴퓨

팅은향후유비쿼터스시대를구현하게될핵심컴퓨팅환경으로언급된다. 

3. 클라우드컴퓨팅과다른컴퓨팅개념들과의비교

인터넷을 컴퓨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리드 컴퓨팅, 서버기반 컴퓨팅(Server Based Computing),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 SaaS 등이그러하다. 그렇다면클라우드컴퓨팅은이전에나타났던컴퓨팅

과는무엇이다른가? 

사실 이러한 컴퓨팅 용어의 차이들은 바라보는 사소한 관점의 차이일뿐 다른 기술이나

새로운개념의등장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차이는많은사용자들에게적지

않은개념의혼돈을야기시켜왔다. 이에본고에서는이러한컴퓨팅개념들에대한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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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클라우스서비스구성도]

* 출처 : 위키피디아 (2007)



과차이점을살펴보도록한다.

우선클라우드컴퓨팅과그리드컴퓨팅, 그리고유틸리티컴퓨팅과의관계를살펴보자.

그리드컴퓨팅은대용량의컴퓨팅리스소를필요로하는문제해결을위해인터넷상에분

산된 컴퓨팅 리소스들을 연결하여 가상의 슈퍼컴퓨터와 같이 사용하는 컴퓨팅 모델로 주

로과학, 수학등학술적인분야에서활용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분산된 IT자원을통합

하여사용한다는차원에서그리드컴퓨팅의분산컴퓨팅환경과유사하다. 그러나그리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PC등 유휴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비해,

클라우드컴퓨팅은개별적인서비스사업자의가상화된서버네트워크를이용한다는차원

에서차이가난다. 즉, 그리드(Grid)가인터넷상의모든컴퓨팅리소스를연결하는그물망

을 의미한다면, 클라우드(Cloud)는 사업주체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유화된 컴퓨

팅 (서버) 네트워크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유틸리티 컴퓨팅은 사용자가 컴퓨팅 자원을 전기나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와 같이 필요

할 때마다 연결하여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과금모형으로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로 이용하

고, 사용량에 기반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그리드의 분산 컴퓨팅을,

과금모형으로는유틸리티컴퓨팅을채택하는컴퓨팅개념으로볼수있다.

그렇다면서버기반컴퓨팅과네트워크컴퓨팅과는어떤차이가있을까? 서버기반컴퓨

팅은 서버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모든처리가 100% 서버에서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는단순히입출력만을처리하

는 씬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담당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사양의 단말기를 통해서도 서

버에서처리되어제공되는높은수준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차원에서서버기반컴

퓨팅이가지는특성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서버기반컴퓨팅은사용자를위한물리적인서버가제공하고이에대한활용의권

한도사용자가가지고있는데비해, 클라우드컴퓨팅에서사용자는가상화된서버네트워크

를통해서비스를이용할뿐물리적인서버에대한정보나권한을가지지못한다. 따라서서

버기반컴퓨팅에서사용자가추가적인컴퓨팅용량이필요할경우물리적인서버를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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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에서사용자는단지원하는서비스를선택하여사용만할뿐물

리적인서버의증설에관여하지않는다. 다만, 서버기반컴퓨팅도웹의발전과함께클라우

드컴퓨팅의환경을수용하며발전해가고있어점차그구분점이모호해지고있다.

네트워크컴퓨팅은서버에애플리케이션을저장하여사용한다는점에서는서버기반컴

퓨팅과유사하나, 애플리케이션을서버로부터로드하여로컬에서실행하기때문에자신의

컴퓨팅자원을상당부분사용하게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8). 클라우드컴퓨팅은클라우

드상에서 IT자원을서비스로이용한다는차원에서네트워크컴퓨팅과는개념적인구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SW를 서비스로 사용하는 SaaS와는 어떻게 다른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SaaS를가능하게하는기반컴퓨팅환경이자, SaaS를포함하는광범위한 IT 자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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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클라우드컴퓨팅과의타컴퓨팅과의비교 ]

8) 류한석(2007.05), “Server Based Computing”, SW인사이트정책리포트, 

주요개념 클라우드컴퓨팅과의관계

Grid 
Computing

높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작업의
수행을 위해 인터넷 상의 분산된 다양한
시스템과 자원들을 공유하여 가상의 슈퍼
컴퓨터와 같이 활용하는 방식 (분산 컴퓨
팅 아키텍쳐)

Grid방식의 분산 컴퓨팅과 Utility개념의 과
금모형을 혼합한 컴퓨팅 방식

그리드 :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팅 리소스
클라우드 :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사유서버

네트워크Utility
Computing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
고, 가스, 전기등과 같이 유틸리티로 필요
할 때 마다 사용하는 방식(사용량 기반 과
금모형)

Server 
Based 

Computing

서버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두고 필
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 (클
라이언트는 입.출만 처리. 모든 작업은
100% 서버가 처리-Thin Client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분산컴퓨팅에,
SBC는 특정 기업의 서버에 중심 중심을
둔다는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 그러나
SBC가 발전으로 점차 구분이 모호해 짐

Network
Computing

SBC와 비슷하나,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
서 로드하여 로컬에서 수행하는 형태 (이
용자의 CPU를 사용하여 동작)

이용자의 컴퓨팅 리소스보다는 클라우드
상의 IT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개념적 구분

SaaS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SW를 인
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이용하는 SW 딜리
버리 모형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IT자원을 서비스
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SaaS를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아웃소싱모형이다. 즉, SaaS와클라우드컴퓨팅은아웃소싱모델로써의공통점을공유하

지만, SaaS는SW를중심으로, 클라우딩컴퓨팅은SW는물론보다폭넓은 IT자원을포괄

적으로아웃소싱한다는차원에서개념적인차이가존재한다. 

4. 클라우드서비스시장유형분류

클라우드서비스는서비스이용자의유형에따라두가지로구분가능하다. 첫번째는소

비자시장이며, 두 번째는 IT구매자시장이다. 최종소비자시장은클라우드서비스를최

종 소비하는 집단이며, IT구매자 시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터넷기반 비즈니

스를수행하는기업들이다. 

1) 소비자시장 : 개인소비자(Web-ased Service)와 기업사용자(SaaS)

소비자 시장은 크게 개인 소비자와 기업시장으로 구분된다. 개인 소비자 시장은 블로

그와위키, 소셜네트워킹서비스등과같이웹기반서비스시장으로광고기반수익에기

반하는 시장이다. 구 이나 MS, 야후 등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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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클라우드컴퓨팅시장유형 ]

* 출처 : 포레스터 리서치(2008)9)

9) ‘Is Cloud Computing Ready For The Enterprise?’, Forrester Research (2008)



장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기업용 SaaS 시장으로 역을확장하고

있다10). 

두 번째는기업시장이다. 이시장은기업의 IT환경을클라우드환경으로전환하고자하

는기업들의수요로가입자과금모형에기반한기업용 SaaS시장으로볼수있다. 클라우

드 컴퓨팅이 초기 도입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시장이

중요한역할을한다. 

SaaS는높은유지보수비용과복잡하고경직된시스템과과금체계등기존의라이센싱

모델을대체하며, 재무적유연성을제공함에따라빠른성장이기대된다. 그러나아직까지

기술적인한계와기업인프라의미비로인해아직 1세대와 2세대를중심으로특정분야의

기능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기업프로세스가 표

준화되고SOA 등기업 IT인프라에유연성이확보되면서점차기업의주요 IT인프라 역

을담당하는3세대외4세대서비스로까지확장되고있는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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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 이나 MS는 SOHO를 대상으로 하는 SaaS시장 진출을 위해‘Apps For your Domain’이나‘Office Live’와 같은 SaaS서비스를 앞

세워광고와가입자기반과금모형을혼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시장에진출한바있음

[ 표 3. SaaS의 기술발전에따른시장전망 ]

제 1세대 제 2세대

Challenge Gap

o SOA 도입
o기업프로세스 표준화
o기존시스템과의 통합
을 위한 중계표준

제 3세대 제 4세대

지원 수준
기본적인 업무 프

로세스지원

데이터 관리를 포
함하는 기능적 효

율성 지원

기업내부 프로세
스 통합지원

Business
Ecosystem 지원

특성
단순 기능성을 제

공하는 ASP

기본적인 커스토
마이징 및 데이터

통합지원

고객 및 자원, 회
사데이터 통합

부서간/파트너와
의 협업프로세스

지원

도입 분야
세금, 회계관리

등 특수 역의 보
편화된 서비스

CRM, 업등 고
객서비스 제공분

야

고객/자원/ 데이
터등 통합솔루션
을 개별서비스관
점에서 제공

복잡한 자원 접근
권한 관리 지원

* 출처 : 가트너 (2006) 수정



2) IT구매자시장 : 애플리케이션컴포넌트서비스, 플랫폼서비스, IT인프라서비스

IT구매시장은클라우드인프라를활용하여서비스를재생산함으로써웹을기반으로하

는비즈니스를수행하고자하는개발자와사업자수요이다. 개발자들이접근할수있는자

원의수준에따라어플리케이션컴포넌트서비스시장, SW 플랫폼서비스시장, 가상인프

라서비스시장으로나눌수있다. 애플리케이션컴포넌트서비스는개발자들을위해다양

한 애플리케이션 모듈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 의 캘린더 API나 세일즈포스닷컴의

AppExchange API등이있다. 개발자들은새로운애플리케이션개발을위해처음부터개

발을 하지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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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시장유형별서비스유형과주요사업자서비스 ]

* 출처 : 포레스터 리서치 수정(2008)

시장유형 제공서비스사례 주요사업자서비스

소비자 시장

웹기반 서비스
인터넷 기반 서비스
(Blog, Wiki, Social Service)

구
Mysapce.com

SW 서비스(SaaS)
Office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협업 솔루션
기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구 Apps for your Domain
MS Office Live
IBM Bluehouse

IT구매자 시장
(클라우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서비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API와 웹기반 SW모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수준)

아마존 flexible payment API
구 Calendar API
세일즈포스닷컴
AppExchange API

SW 플랫폼 서비스
(PaaS)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
한 개발 플랫폼 (미들웨어 레이
어 수준)
- Hosted App Platform
Server, Hosted DB

- Hosted Data 관리, Massage
Queue 등

아마존 SimpleDB, Simple
Storage Service(S3), Simple
Queue Service
구 App Engine
MS SQL Server Data
Service
세일즈포스닷컴 Force.com

가상인프라
서비스

가상서버, 가상Storage, 
가상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아마존 Elastic Compute
Cloud(EC2)



SW 플랫폼서비스는어플리케이션단의API 제공수준을넘어미들웨어까지포괄적인

개발플랫폼을제공하는서비스로, 세일즈포스닷컴의 Force.com11) 서비스가대표적이다.

애플리케이션개발벤더들은서비스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플랫폼상에서 DB와 애플리

케이션서버, 파일관리시스템과관련한솔루션등미들웨어까지확장된 IT자원을활용하

여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만들어사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가상인프라서비스는개발자들과 IT기업들이필요로하는가상의 IT인프라

자원을포괄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대표적으로는아마존의E2C서비스가있다. 사용자

들은가상서버와저장장치, 가상네트워크, 시스템관리등모든가상의자원들을사용할수

있고, 초기인프라구축비용없이도자신들의비즈니스모형을구축하고, 웹을통해서비

스를제공할수있다. 

5. 주요사업자동향과비즈니스전략

클라우드컴퓨팅은다가올미래가아닌이미현재진행형이다. 많은 로벌사업자들이

소비자 시장과 IT구매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역을 확장하고 있다. 구 은 웹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SW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 으며, 점차 IT인프라 시장으로 확장가고 있다. 아

마존은대표적인클라우드컴퓨팅사업자로서시장을주도하면서애플리케이션컴포넌트

와 플랫폼, 나아가 가상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이나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전략은 점차 소비자 시장을 넘어

클라우드인프라시장까지통합적인클라우드서비스의제공을목표로한다. 특히개발환

경으로써의플랫폼을서비스로제공함으로써제3의개발자들의참여를통해다양한애플

리케이션들과서비스들을거래되는거래시장(Market Place)구축을새로운비즈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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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거 APEX 플랫폼에서 Force.com으로명칭변경



로활용하고자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12).

MS도 새로운경쟁자들의등장과웹을기반으로하는컴퓨팅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더이상 PC기반플랫폼만으로는새로운성장을모색할수없을것이란판

단에서이다. 그러나MS는웹과 PC기반, 두개의서로다른플랫폼의충돌과비즈니스모

델의상충을해결해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 그렇다면아마존과구 , 그리고MS등이클

라우드를통해추구하는전략방향은어디를향하는가?

1) 아마존클라우드전략 : 유통기업에서플래폼기업으로

아마존은 2002년부터AWS(Amazon Web Service)를 제공하면서초기의클라우드서

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초기AWS를제공하기시작했을당시아마존의주요한비즈니

스전략은제 3의개발자들이 AWS API를 통해자사의상품 DB를활용하도록함으로써

상품판매를위한비즈니스네트워크를확장하는것이중심이었다13). 

그러나 이러한 아마존의 전략은 2006년 유틸리티 컴퓨팅의 개념을 도입한 Elastic

Compute Cloud(EC2)와 Simple Storage(S3)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

환점을맞이한다14). 아마존이새로이출시한이러한서비스들은자사의전자상거래와는상

관없이가상의컴퓨팅환경을제공하는본격적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다. 현재적지

않은 소규모 회사나 개인들은 자체적인 IT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통해필요한다양한IT 서비스와검색엔진서비스를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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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닷컴은 SW플랫폼인 Force.com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AppExchange를 통해거래되도록하면서비즈니스서비스포탈사업자로서의비즈니스전략을구현중. 현재 AppExchange는 제3의 개

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거래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일즈포스닷컴은 이를 활용한 수익공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

시장을기반으로하는비즈니스모델은구 이나MS, 애플과같은대부분의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의핵심적인비즈니스모델로추진중

13) 2002년 아마존은 누구나 아마존의 상품정보·고객사용기·추천상품 정보·장바구니·결제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Amazon Web Service (AWS) API를 공개. 2007년말 현재 14만명 이상의 개발자와 협력업체들이 참여제휴업체가 판매하여 아마존 전체

매출의 20%를담당학있음. 아마존은제휴사이트에서 15%의수수료를받으면서아마존비즈니스네트워크를구축

14) ‘EC2(Elastic Compute Cloud)’는개인들에게가상서버를나눠주는서비스이며, ‘S3(Simple Storage Service)’는개발자들을위한스토

리지서비스임. 이 밖에도아마존은 10여가지웹서비스와유틸리티컴퓨팅서비스를선보임.



아마존은이같은변신을위해지난 10여년의세월동안20억불이넘는돈을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투자해왔으며, 2006년에는연간순익의 3배에달하는 4억 8500

만 불을기술과콘텐츠에투자해월가의투자자들의우려를사기도했다. 실제당시아마

존의 업이익률은4.1%로, 경쟁사 던월마트(5.9%)나반스엔노블스(5.4%)보다무려 1%

이상낮은수준이었다. 더욱이2006년소개된아마존의새로운서비스들은유통기업인아

마존과는연관이없어보 던것들이대부분으로아마존에게는사활을건실험적인대모험

이었다. 

그러나아마존의초기변신은지금까지는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 동안우려

섞인시전을보내던투자자들의시각도이제는긍정적으로바뀌고있으며, 시장의평가도

시장상황에 비하면 매우 우호적이다. 아마존의 전체 매출에서 웹서비스가 차지하는 매출

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새로운성장동력에대한시장전망도매우긍정적이다. 

이제아마존은반스엔노블스나월마트와같은유통기업의틀을벗어나구 이나MS같

은플랫폼기업에가까워지고있다. 아마존은웹서비스와콘텐츠유통까지모든길이아마

존으로연결되는플랫폼기업으로의변신을추구중이다.

2008. October _ 69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장전략

[ 표 5. 아마존의인프라서비스Offering ]

주요서비스 Offering

Elastics Compute Cloud

- Instance : 시간당 0.1~0.8불
- Data Transfer : 0.1~0.17불/GB

- Amazon Elastic Block Store : 0.1~0.15/GB
- Elastic IP Address : 0~0.1불/Remap

SimpleDB
- Machine Utilization : 0.14불/Hr
- Data Transfer : 0.1~0.17불/GB

- Structured Data Storage : 1.50불/GB

Simple Storage Service
- Storage : $0.15/GB

- Data Transfer : 0.1~0.17불/GB
- $0.01 per 1,000 PUT, POST, or LIST requests

Simple Queue Service
- Requests : $0.01 per 10,000 Amazon SQS Requests

- Data Transfer : 0.1~0.17불/GB

* 출처 : Amazon 웹서비스 홈페이지



2) 구 클라우드전략 : 클라우드 PaaS전략

구 의웹플랫폼전략은2006년 8월Apps for your Domain을통해웹호스팅서비스

와협업용애플리케이션을제공하고, 구 의핵심서비스들에대한API들을공개하면서예

견되어졌었다. 특히지난해 11월공개된모바일웹플랫폼안드로이드에이어, 올 5월선

보인구 의App Engine을선보 다.

App Engine은 제3의 개발자들이 구 의 플랫폼 상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PaaS(Platform as a Service) 전략으로, 개발자들은구

이가진서버사이드의광대한자원을활용하여서비스를개발하고활용할수있다15). 현

재는베타서비스로무료로제공중이며, 정식서비스는서비스유형에따라유료화될예정

이다16).

App Engine에서는 구 검색, 구 Earth, 구 Finance등을 통해 검증된

BigTable/GPS기반의안정적인데이터스토어플랫폼을제공하며, 개발자는SQL과유사

한GQL이라는질의어를이용해데이타스토어에액세스할수있다. 개발자들은이를통해

확장성을제공하는호스팅공간을활용할수있으며, 어드민콘솔을통해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과CPU 사용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도있다. 비슷한유형의데이터스토어

로는아마존의 SimpleDB가있으나서비스제공방식에있으나, 아마존의경우각각의서

비스들을개별적으로사용할수있는반면, App Engine의 경우통합적으로만이용이가

능하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구 은 App Engine을 통해 인증 API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때회원관리모듈을별도로개발할필요없이구 의인증API를활용할수있도록

한다. 이밖에도개발툴인SDK를통해로컬에서개발할수있도록하며, 개발환경을미리

테스트해볼수도있다. 서비스등록은소스코드를업로드하는것으로해결되며서비스를

위한전용도메인appspot.com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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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직까지는여러프로그래밍언어중 Python만 지원

16) 월 500MB의 Storage와 500만 페이지뷰까지무료, 1시간당 CPU Core 10~12 센트, 1개월 당 Storage : 1GB 15~18 센트, Bandwidth

(Download) 1GB 당 11~13 센트, (Upload) 1GB당 9~11센트



그러나무료사용자의경우월 500MB의공간과 500만페이지뷰까지만제공하며추가

로확장하고자할경우별도비용을부담해야하는등무료사용에따른여러가지자원적

인제한들도존재한다. 구 은사업자들에게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사용할수있는기

본적인자원을제공하지만, 이용자가많아질경우추가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는비즈니

스모델을구축한것으로볼수있다. 

이제구 의비즈니스모델이이제더이상광고에그치지않는다. 개발자들이참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애플리케이션의유통을 위한 새로운 거래시장의 등장을 또 다른 비즈니

스모델의기반으로활용하고자한다. 

그런데구 은Open Social을통해추구했던오픈웹정책과는달리App Engine에대

해서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정책을 추

구하고있다. App Engine을통해개발한애플리케이션은구 이외의플랫폼에서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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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구 의클라우드인프라서비스Offering ]

일간자원제한수준 Limit

Emails per Day 2,000

Bandwidth In per Day 10,000 MB

Bandwidth Out per Day 10,000 MB

CPU Megacycles per Day 200,000,000

HTTP Requests per Day 650,000

Datastore API Calls per Day 2,500,000

URLFetch API Calls per Day 160,000

고정 자원 제한수준 Limit

Apps per Developer 10

Storage per App 500MB

Files per App 1,000

Size per File 1MB

* 출처 : 구



기힘들다. 결국구 의무료서비스를통해비즈니스모델을구축한사업자들은구 의사

유화된기술과플랫폼을지속적으로사용하고이에대한대가를지불하게된다.

구 이만들고자하는클라우드플랫폼은웹상의모든정보와데이터가자신의서버클

라우드에 모이도록 하고,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구 의 플랫폼이 새로운 애플리케이

션과서비스를생산해내는새로운엔진으로웹플랫폼을확장해가고장악해가고자한다. 

이를위해구 은 IT 인프라에엄청난투자를진행중이다. 현재아이오와와오레곤, 노

스캐롤리나, 사우스캐롤리나등에새로운데이터센터를건립중으로개별평균건립비

용만 6억달러에달한다. 점차많은기업들이구 의저렴하고안정적인클라우드를이용

하여손쉽에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 이를통해비즈니스를 위하게되면서구 은클

라우드를통해MS가지배해온PC 플랫폼의 광을웹상에서재현하게될지모른다. 

3) MS의클라우드전략 : PC와클라우드의듀얼클라우드플랫폼전략

전통적인PC기반플랫폼사업자인MS는지난수년간진행되어온웹의플랫폼화에대응

하는 전략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MS의 전략은 PC플랫폼을 포기하지도, 웹 플랫폼을

외면하지도않는듀얼플랫폼전략으로, PC플랫폼과웹플랫폼의연동성을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웹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이 PC기반에서도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핵심이다. 실제MS의최고아키첵쳐책임자인레이오지는‘엔터프라이즈기반의소프트

웨어와 파트너 호스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칭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히면서

MS의클라우드서비스가기존의비즈니스모형을대체하는것이아닌보완하는모습으로

발전시킬것임을시사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빌게이츠가 언급했던‘SW plus Service’그리고 ’Server is

Service’가있다. 이는소프트웨어와온라인의점진적인통합을전제하면서, 서버가그핵

심이될것이라는것을짐작케하는대목이다. 실제MS는 2005년 10월웹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라이브전략을발표하면서개인사용자들에게‘윈도우즈라이브’라는서비

스를통해정보공유와커뮤니케이션에특화된다양한애플리케이션들을제공하기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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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개인과소기업들을대상으로는‘오피스라이브‘라는간단한기업용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웹호스팅서비스인를제공하기시작했다.

그리고올 2월에는온라인 Storage서비스인Windows Live Skydrive를, 3월에는웹

기반 이메일과 협업 솔루션인‘SharePoint’를 공개하 으며, 4월에는 그동안 베타버전

으로 제공되던 Live Mesh를 정식으로 런치하며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에 뛰어

들었다. 

Live Mesh는웹하드서비스로가입을하면 5기가의저장공간이제공된다. Live Mesh

는단순한저장소가아니라컴퓨터와모바일등다양한단말기와의동기화된서비스를제

공한다. 예를들어사용자의데이터가웹(MS의데이터센터)에저장되어있고단말기와연

결하게되면데이터는지정된폴더로다운로드되며, 사용자가단말기상에서파일을수정

하게되면웹에있는파일도자동으로변경된다. 파일의업로드도단말기에지정된폴더에

파일을저장하기만하면자동으로웹으로업로드된다. 또한파일공유옵션을통해협업이

가능하다. Live Mesh는 사용자에게 웹을 이동성이 제공되는 데이터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있는환경을제공하며, 특히로컬 PC측에인스톨한 SW와데이터센터의컴퓨팅파워

의양쪽을사용한다는점에서MS가추구하는클라우드컴퓨팅의미래를보여준다.

MS는한편엔터프라이즈 SW시장에서자사의주요솔루션들에대한 SaaS로의전환을

추진하고있다. MS는 올해다이내믹스 CRM 온라인(Dynamics CRM Online)과 익스체

인지 온라인(Exchange Online), 오피스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Office

Communications Online), 셰어포인트 온라인(SharePoint Online)등을 선보이면서 본

격적으로기업용SaaS 시장에진출했다17). 이미오토데스크와에너자이저등과같은대형

기업들이MS의고객이되었으며, 코카콜라의경우마이크로소프트가호스팅하는익스체

인지와셰어포인트에가입할예정으로현재 IBM의로터스도미노시스템이용고객중코

카콜라의7만여개계정이MS 서비스로전환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MS는현재데

이터센터에월약1만대꼴로서버를증설할계획이다.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로서MS는어떤사업자보다도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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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소기업용멀티테넌트버전과 5,000개 이상의라이선스가필요한대기업용싱 테넌트버전이있음



의개발자들의참여가중요해지는상황에서WPF18), Silver Light등닷넷을통해제공되는

개발플랫폼은개발자들에게환상적인경험을제공한다. MS Office를 포함한 SW 스택과

다양한기능성을제공하는서버네트워크또한최고수준이다. 특히익스체인지서버, 쉐

어포인트서버등은새로운클라우드서비스환경에서더욱빛을발하게될 SW기술들이

다. 이미 MS는 이러한 서버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시키고 있

으며, 보유중인다양한기업용어플리케이션들도점진적으로SaaS를통해제공하고있다.

특히인터넷이없을경우무용지물이되는다른기업의클라우드서비스와는달리, MS는

PC환경과클라우드환경을동기화하고, 다양한애플리케이션들을두가지모두에서동시

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여전히 PC플랫폼과상충되는웹플랫폼으로의전환에대한딜레마는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MS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그리고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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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uyya et al.(2008)19)

[ 표 7. 주요클라우드서비스비교 ]

클라우드서비스 아마존 EC2 구 App Engine MS Live Mesh

분야 인프라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 유형
Computing &
Storage(S3)

Web Application Storage

가상화
OS Level running on a

Xen hypervisor
Application Container OS Level

QoS 보장 미보장 미보장 미보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EC2 Common-line 

Tools
웹기반 Admin. Console

웹기반 Live Desktop 및
Live Mesh가 설치된 모든

디바이스

Web API 제공 제공 미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미제공 미제공

프로그램 Framework
리눅스기반 AMI(Amazon

Macine Image)
Python N.A

18)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의 약어로 3D Graphic UI에 강점이있는 .NET Framework에 속한 MS의개발환경

19) R,.Buyya, C.S. Yeo, S. Venugopal(2008), ‘Market-oriented cloud computing: vision, hype, and reality for delivering IT

services as computing utilities’



MS가‘미도리’라는클라우드컴퓨팅을대비한새로운운 체계를준비하고있다는기사

가나왔다. 미도리가어떠한모습이되건, MS가새로운컴퓨팅패러다임으로의전환에본

격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만은분명해보인다. 아마도그실체는 PC의운 체계를포기

하지않으면서도서버와 SW의융합을전제로‘SW+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또다른플

랫폼이될것으로보인다.

6. 클라우드컴퓨팅, 성장조건과발전전망

1) 성장조건

클라우드컴퓨팅이초기도입단계(Early Adopters Market)을지나본격적인성장단계

로진입하기위해서는기업수요의확산이중요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사용자들이가

지고있는몇가지우려를불식시켜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 

첫번째는서비스의안정성(Reliability)에대한우려이다. 대표적인클라우드컴퓨팅사

업자인아마존의서버및스토리지컴퓨팅서비스인‘S3 서비스’는 2월 15일약 2시간가

량중단되면서수천개의기업과개발자들, 30여만명의사용자들이피해를입었다. 비록2

시간에불과한사고 지만, 미션크리티컬한업무를수행하는기업의경우(예를들어은행

과같은경우) 그피해가매우클수있다. 

두 번째는클라우드속에던져진자료들과정보들에대한불안감이다. 사용자들은자신

들의핵심데이터와정보를외부의서버에저장하는데대한우려를가지고있다. 특히분

산컴퓨팅과가상화를통해 IT자원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특성상사용자들은정작자

신의핵심적인데이터가어디에저장되어있고, 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알수없다. 

세번째는낮은표준화수준으로인한서비스전환의어려움이다. 대부분의클라우드사

업자들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사업자들이 제공

하는 개발환경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룰(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처 저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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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스템 아키텍처)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한 클라우드에 속한 사용자들은

다른클라우드로전환이어렵다. 결국사용자입장에서는중.장기적으로하나의클라우드

사업자에종속될수도있다는우려가존재한다.

또한 레거시 인프라로 인한 전환비용도 쉽지않은 문제이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검증되

지않은새로운컴퓨팅환경을도입하기보다는기존 IT인프라에대한투자와이의활용성

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적응,

기존시스템과새로운시스템과의충돌등예상치못한비용들이발생할수있는상황에서

기업들은모험적인선택을회피하기쉽다.

특히클라우드컴퓨팅을통해얻을수있는상대적인편익을정확하게계산하기어렵다

는점도기업의선택을어렵게하는요소이다. 예를들어중장기적으로 IT인프라를인하우

스로구축하는것과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는것중어느것이투자효율성이높을것인

지, 명확한ROI(투자대비수익)에의해결정을내려야하는기업입장에서는클라우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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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클라우드서비스의 Pros & Cons, 발전의조건 ]

Pros Cons

사용도가 낮은 IT자원에 대한 자산구매 를 회피하
여 운 비용 절감

갑작스런 IT자원의 수요변화에 대한 저렴하고 신속
한 대응 가능

필요한 자원의 선택적 구매와 사용량기반 대가 지
불의 합리적인 가격모델

자산의 운 비화로 재무적 유연성 확보

해커와 같은 외부 침입 및 공격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 용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Reliability)

클라우드에 주요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데 따른
보안상의 우려(Security)

표준의 부족으로 인한 아른 클라우드로의 전환 어
려움 (Portability)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로부터의 전환에 따른 기회비
용 및 정확한 투자편익 계산의 어려움

초기도입기를넘어성장단계진입을위한조건

클라우드 서비스의 QoS보장과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공

기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고도화

Best Practice 및 기업 레퍼런스의 확대 (보안에 대한 우려 불식)

주요 SW기업들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한 경쟁 활성화



스의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가격이 표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예상비용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어이러한부분은점차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실제아마존을비롯한많은클라

우드서비스제공자들은사용자들이직접예상되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비용을계산할수

있는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제공중이다.

2) 발전전망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IT인프라에 대한 높은 유연성과 재무적인

장점으로 수요자 층은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다양한 기업들이 특정한

업무수행과관련하여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 워싱턴포스트의경

우 내부자원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의 경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ndy50020)이나 Alexa21)와 같은 기업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아마존의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중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다양한기업들에게 IT자원에대한다양한선택권과유연성을부여한

다. 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를 운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접속자가 몰리는 피크파임을 위해

자체적인추가적인서버를설치하는대신아마존EC2와같은외부의컴퓨팅자원을활용

하는편이효율적일수있다. 또한꼭필요하지만늘사용하지않는서비스의경우이를직

접구매하여설치하기보다는필요한경우에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사용하는편이더저

렴할수있다. 예를들어가끔씩사용하게되는웹컨퍼런스의경우기업들은비싼인프라

와 SW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편이 더 낳을 수 있

다. 이처럼 기업입장에서는 기존의 고정자산화 되는 IT자원에 대한 투자가 운 비용으로

전환됨에따라보다유연한자산운용이가능해진다. 

클라우드컴퓨팅은이미인하우스 IT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기업고객들보다는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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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e Indianapolis Motor Speedway (IMS), 1909년부터시작된 Indianapolis 500 경주의개최자

21) 웹 분석정보제공업체로 Alexa.com을 운 중



과신생벤처를중심으로성장해갈것으로보이며, 기업시장의경우일부부처의보조적인

컴퓨팅 수단으로, 그리고 웹기반 협업을 위한 도구로 채택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역을

확장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가까운시일내에기존의레거시 IT인프라를대체하는기

업의중추적인IT인프라를대체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기업들이새로운프로젝트의수행이나개별적인부서차원에서

점차클라우드서비스가이용하고있는상황에서그잠재력은무시하기어렵다. 특히점차

그활용의수준과범위가확대되면서충분한성공사례와레퍼런스가구축이될경우점차

기업의핵심비즈니스 역에서의도입도가능하다. 이경우예상을뛰어넘는빠른성장도

기대할수있다. 

금융기관인 메를린치사는 2011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약 1600억 불에 달하며, 그

중950억불은비즈니스와생산성어플리케이션에서나머지650억불은광고시장에서나타

나게될것으로전망했다.22) 실제 클라우드컴퓨팅은 SW를서비스로제공하는 SaaS시장

에이어, 플랫폼을서비스로제공하는 PaaS시장으로발전해가면서웹2.0을뛰어넘는뜨

거운키워드로등장하고있다.

7. 클라우드컴퓨팅사업자의성공조건과국내기업의시장전략

현재많은 로벌기업들은국내지사나제휴관계를통해국내시장진입을준비하고있

어머지않아국내시장에서도클라우드컴퓨팅시장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

인다. 그렇다면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확산에따라국내시장은어떻게변할것이며, 우

리나라SW기업들은어떠한전략을준비해야하는가? 이를위해우선클라우드컴퓨팅사

업을위한사업자의성공조건을살펴보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주요 성공조건으로 사용자 신뢰구축을 위한 높은 브랜드 인

지도, 가격경쟁력확보를위한규모의경제달성, IT자원의효율성과안정적서비스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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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Cloud War: $100+billion at stake", 메를린치사(2008.5.7)



높은SW기술력과서버운용역량, 기업시장선점을위한다양한솔루션확보및마케팅역량

을들을수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장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은 대형 SI기업과 포탈 사업자

정도이다. 그러나이들도 로벌기업들과비교해볼때 SW기술력에있어적지않은차이

가존재한다. 중소 SW기업의경우브랜드, 규모의경제, SW기술력, 마케팅역량등에있

어본격적인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국내기업들은어떠한경쟁전략을추구해야할것인가? 사업자의경쟁전략은

개별시장상황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이에개별시장별로국내기업들의경쟁전

략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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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첫째, 애플리케이선과서비스의재사용성과유연성을높이면서도지속적인확장성을보장기위한기술력필요. 둘째, 제 3의 개발자들이지

속적으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는 상황에서 저장된 데이터와 정보들, 그리고 시스템간 후방호환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시로 변하는시스템(System Configuration)관리역량필요, 셋째, 고객계정에대한권한관리와이용자행태분석에대한 SW적

인기술력필요. 넷째보안과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여서비스에대한고객의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풍부한서버운용경험필요

[ 표 9. 클라우드컴퓨팅사업자의성공조건 ]

성공조건 성공조건의배경

높은 브랜드
인지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급작스런 서비스의 중단이나 사고로 인한 정보
의 분실 등은 사용자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
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

IT자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 달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막대한 물리적인 IT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따라
서 이를 저렴하게 구축하고, 단위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단위 인프라당 평
균사용자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으로,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

높은 SW 기술력, 
효율적인 자원관리 역량 및

검증된 서버운용 경험

IT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고하
기 위해, 가변적인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청을 최적화된 자원배분을 통해
실시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SW기술력 필요.  특히 기업시장과
PaaS전략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플랫폼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
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필수적23)

다양한기업솔루션확보및
초기시장확보를위한마케팅역량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시장으로 확산이 중요하며, 결국 기업시장을 대상으
로 핵심적인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사
업자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개인소비자시장

개인소비자시장은그동안구 과같은 로벌기업의시장진입에도불구하고국내포

털들의선전이이어지는시장이다. 이는오랜기간동안국내포탈에축적된사용자경험으

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실제국내의일반사용자들이보여준서비스이용행태는다소

의제약사항이있어도국내소비자들에게특화된손쉬운맞춤형서비스가더어필해왔다24).

이같은기조는새로운서비스에서도당분간계속될것이다. 특히구 , MS등의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베터서비스 등을 통해 소개된 서비스 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개인소비자

시장에서 로벌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새로운혁신적인서비스들이지속적으로등장하는상황에서포탈들도국내고객

의요구와이용습관에부합하는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기업소비자시장

개인소비자시장과는달리기업소비자시장은 로벌기업들의 향력이광범위한시장

으로, 이미SaaS시장을놓고국내SW기업과 로벌기업간의경쟁이치열하다. 그러나국

내기업들의 경쟁력은 브랜드인지도나 규모의 경제, SW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등에 있어

주요 로벌기업과경쟁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 로벌기업들이국

내시장에본격적인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할경우국내ASP기업과웹하드기업, 웹호스

팅기업들과같이유사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던기업들의경우타격이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소비자시장은여전히많은기회를제공하는시장이다. 특히중

소SW기업들은 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유통채널들을 활용하여 로벌 시장

진출을모색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플랫폼은소비자의선택권이확장된시장으로차

별화된 경쟁우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솔루션의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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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미 구 등 로벌 포탈들이 다양한 웹2.0서비스를 가지고 국내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네이버,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폐쇄적인맞춤형서비스를더많이이용중



이유효한전략적선택이될수있다.

포털들의경우개인소비자시장을넘어기업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기회이다. 그러나

국내의 포탈들의 경우 아직 기업시장에서 사용할만한 솔루션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으로, 기업용 솔루션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SW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

해우수한기업솔루션을확보할필요가있다.

통신사업자나SI기업과같은기업들에게도SaaS를중심으로새로운시장기회를모색할

수있다. 중요한점은기업이필요로하는핵심솔루션들을풍부하게보유하고이를안정

적으로제공할수있는역량이며이러한관점에서우수한기업용솔루션을보유한기업들

의참여를이끌기위한동기부여가중요하다. 그러나SaaS의핵심적인시장가치는성공적

인플랫폼의구축에있다고볼수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자신의플랫폼상에서개발자

의참여를통해새로운어플리케이션이생산, 유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PaaS전략으

로의전환이요구된다. 그러나국내기업의플랫폼기술역량은해외기업과차이가있는상

황으로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전략을 추구하는 많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효한

전략이될수있다. 다만궁극적으로는자체적인플랫폼역량을강화함으로써제3의개발

자들을활용할수있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클라우드인프라시장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웹을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부

분을차지한다. 따라서비즈니스의성공여부는어떻게개발자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을

것이냐가관건이다. 이를위해서비스사업자들은보다손쉽게어플리케이션메쉬업이가

능하도록 개발 플랫폼과 SW모듈들을 제공하면서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메커니즘

의구축이중요하다.

해외의경우이시장은많은사용자기반과서버관리능력, SW기술력을확보하고있는

구 이나아마존, MS와같은웹기반사업자들에의해주도되고있다. 우리나라도주요포

탈들이주요서비스에대한 API를 개방하며, 매쉬업경진대회를개최하는등다양한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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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기울이고있으나실질적인비즈니스모델에는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이는첫

째 포탈과 같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API의 수준가 범위가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개발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플랫폼(플랫폼 기업)이 부

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있지 못해 다양한 비즈니스의 실험이

일어나기어렵다는점도중요한이유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 IT 네트워크인프라를갖추고있고, 새로운서비스

에대한사용자들의수용도도높아수요자측면에서는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

공급자측면의기술적인문제들이해결되고, 개발자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다면, 포탈사

업자에게보다광범위한비즈니스기회가제공될수있다. 따라서단순한API의개방수준

을 넘어서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역량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Storage, 인증, 보안, 컴퓨팅등IT인프라서비스)을제공할필요가있다.

통신사업자나 SI기업들도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현재해외의통신사업자나장비사업자들은스토리지나네트워킹등컴퓨팅자원들에대한

원격아웃소싱을위주로시장에진출하고있다. 이들은기술적인완성도가높은플랫폼서

비스보다는주로스토리지와같은 IT인프라서비스에초첨을두고있다. 국내의통신사업

자의경우도보유중인 IT인프라를제공하는서비스(Daas : Data Center as a Service)가

적절할수있다. 다만궁극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도실질적인부가가치와시장

주도권은플랫폼이중심이된다는차원에서자체적인플랫폼역량의강화가중요하며, 단

기적으로는 로벌파트너쉽등을활용하여기술적인역량의강화를꾀할필요가있다. 

국내중소 SW기업의경우낮은브랜드인지도와초기시장창출역량부족, 작은고객기

반과규모의경제달성어려움등으로인해플랫폼사업이나, IT인프라를제공하는클라우

드서비스시장으로진출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수요자측면에서는다양한

클라우드의 생성으로 인한 다양한 유통채널이 만들어지고, 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으로 보

다저렴하고손쉽게 IT인프라와개발환경을이용할수있는기회가만들어지게되는만큼

이러한환경을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웹컨퍼런싱이나소셜소프트웨어등

웹기반비즈니스를위해필수적인기술력과솔루션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보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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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비즈니스수행이나전략적제휴, 로벌기업에의한M&A등보다다양한비즈니

스기회가만들어질수있다. 

8. 클라우드생태계활성화방안

클라우드컴퓨팅시장을둘러싼기업들간의진검승부가점점더흥미롭게진행되고있

다. 아마존, 구 ,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포털과 SW기업들은 물론 IBM, EMC, 그리고

통신공룡AT&T도차세대플랫폼시장을장악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전략을발표하고

있다.25)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의발전으로인한최대의수혜자는사용자로볼수있다. 사용자

는필요한애플리케이션과 IT자원을저렴하면서도신속하게사용할수있다. 그러나사용

자들이클라우드컴퓨팅을통해보다많은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몇가지풀어야할숙

제가있다.

첫번째는‘하나의클라우드’를위한노력이다. 현재는개별사업자의클라우드간데이

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호호환이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

하던사용자는데이터와애플리케이션을구 의플랫폼으로가져와사용할수없다. 따라

서개방성에기초한클라우드환경도자칫특정OS에종속되었던 PC기반생태계의전철

을밟을우려가있다. 따라서클라우드간의호환성과자유로운자료의공유가가능한환

경구축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대한 재앙(One Big Disaster)에 대한 대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

상규모의경제를이룰수있는대형사업자가점차시장의많은부분을차지해갈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자의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야

기할 수 있다. 이미 아마존이나 구 과 같은 사업자의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중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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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BM은 지난해 11월‘Blue Cloud'를 발표한데 이어, 올 2월에는 EU와 공동으로 ’RESERVOIR Research Initiative'를 발표. HP도 지난 7

월 야후, 인텔 등과 공동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픈소스 기반의‘클라우드컴퓨팅 테스트 베드(Cloud Computing Test Bed)를

개설. AT&T는 ’사이냅틱호스팅‘이란이름으로웹, 네트워킹, 스토리지등의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할예정.



한바있다. 

세 번째는 정보저장 및 자기 정보 관리에 대한 이슈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는

자신의정보가어디에저장되고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알기어렵다. 현재적지않은국가

들이 자국 정부의 중요한 정보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사업과연관된사업자는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 이는클라우드서비스의

폭넓은서비스를어렵게하는요소가될수있다. 따라서자기정보의관리권한에대한새

로운선택권부여를고려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새로운컴퓨팅패러다임의변화에우리에게어떠한기회가있으며, 정부는무

엇을해야하는가? 새로운컴퓨팅패러다임의변화는포탈, 통신사업자, SI 기업등에게클

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통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SW기업과 벤처들은

저렴한비용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 자신의솔루션을 로벌시장으로유

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채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기회를 SW산업 도약의

기회로삼기위해서는기업의플랫폼역량강화와개발자생태계의활성화가중요하다. 클

라우드기반미래시장의가치는플랫폼에있으며, 그생태계를풍요롭게하는것은개발자

들이기때문이다. 

그러나아직까지국내에는이렇다할플랫폼기업이등장하지못하고있으며개발자생

태계도 플랫폼 전략을 뒷받침하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다. 플랫폼 기술은 적지않은 투자와

시간이필요한작업이며, 지속적인상용화와개선을통해기술적인완성도가높아지게된

다. 그러나우리나라는주로애플리케이션개발에중심을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해왔으

며, 위험도가높은플랫폼기술의개발은등한시해왔다. 그러나이제웹을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컴퓨팅의 패러다임에서 사용자와 개발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플랫폼 역량의 확보

가중요하며, 핵심기술개발을위한정부의관심과투자가필요하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개발자생태계의활성화를통한다양한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비즈니스 실험의 활성화이다. 현재 세일즈포스닷컴의 앱익스체인지, 구 의 앱스

토어, 구 의안드로이드마켓등 로벌기업들의PaaS전략이본격화되면서유선과모바

일환경에서다양한마켓플레이스가만들어지고, 비즈니스의기회가만들어지고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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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열악한개발자생태계에서는이러한기회를도약의전기로활용하기어렵다. 이에정

부는개발자생태계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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