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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검색엔진 회사인 구 에서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개념이 등장되고 인터넷 

서 으로 유명한 Amazon이 컴퓨터 자원을 온라인으로 여하는 사업을 성공시킨 이후, 로벌 IT기

업들은 클라우드 컴퓨 에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한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국내 IT 시장에도 클라우드 컴퓨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 심

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

퓨 의 서비스 황과 향후 망에 하여 기술한다.

ABSTRACT

After Cloud Computing concept appeared in Google that is Internet search engine company and Famed 

online bookstore Amazon  succeed in online rental business of computer resource, Global IT companies are 

watched by Cloud Computing. The companies applying Cloud Computing having been many changes, also  

domestic It business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new paradigm of Cloud Computing.

This paper is going to look at concept and trend of Cloud Computing, and describe situation and outlook 

of Cloud Computing in domes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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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이 IT 분야의 이슈가 되

고 있다. 로벌 시장조사 기 인 가트 는 2011

년 10  기술들  클라우드 컴퓨 을 1 로 선

정하 다. 이는 최근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한 IT 시장분석 기 인 한국 IDC는 2014

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규모가 1010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망하며 체 IT 지출 규모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 이 

22%를 차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이 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MS, IBM, 아마존 등 로벌 IT 기업들로 부

터이다. 아마존은 2002년부터 ‘아마존 웹서비스’를 

시작하 고,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면서 온라

인 서 이 아닌 컴퓨  기술업체로 평가받기도 

하 다. IBM은 일반 으로 PC 제조업체라는 인

식이 강했지만, 2005년 하드웨어를 포기하고 2007

년 ‘블루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비즈니스 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질

세라 마이크로소 트(MS) 역시 2008년도부터 클

라우드 랫폼인 ‘ 도애 ’ 개발에 나서면서 클

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합세하 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과 클라

우드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 시장 황

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  

련 문제들과 향후 망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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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

클라우드 컴퓨 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이다[1]. 클

라우드 컴퓨  환경아래 사용자들은 스토리지, 응

용소 트웨어, 운 체제등 필요한 IT자원을 원하

는 시 에 필요한 양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

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기 들마다 클

라우드 컴퓨 에 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

다.

기 정 의

표 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로 제공

되고, 언제나 근이 허용되며, 수요 

변화에 따라 가변 이며 사용량이나 

고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웹

는 로그램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형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많은 고객에게 

수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

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의 한 형태

IBM

웹기반 응용 소 트웨어를 활용해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

에서 분산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

터나 휴 화, PDA등 다양한 단말기

에서 불러오거나 가공할수 있게 하는 

환경

사용자 심, 업무 심의 수백 는 수

천 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단일 컴퓨

터로는 불가능한 풍부한 컴퓨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표 1] 클라우드 컴퓨 의 다양한 정의

[그림 1] 클라우드 컴퓨  구성도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컴퓨터, 노트북, PDA, 

서버등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로 

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On-demand) 

아웃소싱 서비스’로 서버에 개별 으로 장해 둔 

로그램이나 문서를 인터넷 속이 가능한 곳이

라면 다양한 단말을 통해 웹 라우  등 필요한 

응용 소 트웨어를 구동하여 작업을 가능  하는 

이용자 심의 컴퓨  환경을 의미한다[2].

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유형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이용하여 외부 사용자

에게 서비스 되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라고 한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는 크게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나뉜다.

[그림 2] 클라우드컴퓨 과 서비스

SaaS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용자가 필요한 소

트웨어를 인터넷에 원격으로 속해 사용하는 방

법으로 가장 일반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응용소 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언제 어디

서든 필요한 소 트웨어를 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PaaS는 사용자가 큰 비용부담 없이 소 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PaaS를 통해 서비스 구성 컴포 트  

호환성 제공 서비스를 지원한다[3].

IaaS는 사용자에게 서버나 스토리지와 같은 하

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든 컴퓨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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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비용 감효과가 있

으며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므로 유휴자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Ⅲ.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국내 황

 세계 으로 IT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

장에 뛰어들었고, 국내에서는 뒤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 삼성SDS, LG CNS, SK C&C등 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가 련 사업 조직과 태스크

포스 을 구성해 클라우드 컴퓨  사업시작했다

[4].  [그림3]을 살펴보면 향후 몇 년간 클라우드 

컴퓨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거 한 투자

액이 투입될 것으로 망된다[5]. 

[그림 3] 클라우드 컴퓨  시장 망 

삼성 SDS는 2007년부터 IaaS형태의 ‘USEFLEX’ 

서비스를 삼성계열사에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시

장을 열었다. 2010년에는 PC에서 수행 인 모든 

데이터와 소 트웨어를 앙서버에서 리하는 

서버기반컴퓨 (SBC) 서비스인 ‘스마트오피스’를 

사내에 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 처리가 가

능해지고 비용 감과 보안강화 효과를 렸다. 

한 삼성 SDS는 축 된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모

바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단말기로 기업 시스템에 

속하여 메일, 결재, 일정 리, 임직원 조회등 모

든업무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둡’ 기술을 이

용하여 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처리한다. 

LG CNS는 2009년 마이크로소 트의 클라우드 

컴퓨  핵심 아키텍처와 LG CNS의 가상화 기술

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컴퓨  랫폼을 구축하

다. 삼성 SDS와 마찬가지로 2010년 데스크톱 클

라우드 서비스를 사내에 용시켰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센터’를 오 하여 다양한 모바일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가상데이터센터’와 ‘데

스크톱 클라우드’로 구성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

크워크, 보안 등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IT 자원

을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보다는 사내 

클라우드에 을 두고 있다. 2010년 IaaS 형태

인 ‘마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오 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 다. 

통신과 인터넷 포털 기업들은 2010년을 기 으

로 개인 는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KT는 ‘UCloud'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이

나 PC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온라인공간에 장

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는 사업을 시작하 다. 

한 소기업의 데이터운용과 리에 합한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UCloud Pro'를 개발

하 다. 재 PaaS 형태의 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비 에 있다. 

LG U+역시 PCC(Personal Cloud Computing) 

서비스인 모바일 웹하드와 ‘U+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마이크로소 트와 력하여 SaaS 서비

스인 ’U+ 스마트 SME'를 개발하 다. 소기업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랜차이즈 

운 리, 건설 ERP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을 제

공한다.

SK텔 콤은 ‘T bizpoint’의 ‘오피스팩’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 

cloud biz’를 통해 소기업을 상으로 서버, 

PC, 소 트웨어와 같은 IT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커뮤니 이션은 아이폰용 애 리 이션 

‘다음 클라우드’를 출시하 고, NHN은 ‘n드라이

’의 스마트폰용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다

음 클라우드나 n드라이 는 PC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포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폴더에 올려두

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해 다른 장치에

서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웹하드 

서비스다.

국내의 IT 계열 기업과 통신기업, 포탈 사이

트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격히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벤처회사들도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IaaS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클라우드잇’서비스를 진행 이다. 3분안에 스토리

지와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잇은 셀 서비스, 웹서비스, 애 리 이션 등 분

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IT 매체인 드헤링으로부터 2년연속 

로벌 100개 기업으로 선정된 솔루션박스는 자체

개발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과 클라

우드 랫폼을 기반으로 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 KT는 솔루션박스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유클라우드 CDN’서비스를 공동 개발하 다.

2010년 12월 KT에서 인수한 넥스알은 용량 

데이터를 분산처리하는 하둡기술을 이용하여 

IaaS 형태의 ‘아이큐  클라우드’를 개발했다. 

한 하둡 련 구성과 설치, 운 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둡어 라이언스’를 개발했으며, 분산 환경

에서 GUI기반의 데이터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엠

알 로우(MRFlow)도 개발했다.

클루넷은 CCN(Cloud Computing Network)과 

CSS(Cloud Storage Service)등을 서비스하고 있

다. 한 CCN을 활용한 모바일 인코딩 기술인 

‘클라우드 인코딩 시스템’도 개발하 으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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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에 특화된 맞춤 솔루션인 ‘G-클라우드’라

는 랜드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

럼 클루넷은 여러개의 인 라와 솔루션을 활용하

여 멀티 클라우드를 통해 다른 클라우드 서비

스를 만들어 상용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여부를 가려내는 솔루션을 개

발한 코난테크놀러지는 ‘ 체커(MemeChecker)’를 

서비스한다. 체커는 키워드 출  패턴 분석과 

핑거 린트 추출 기술을 이용해 표 한 문서를 

찾아내는 클라우드 기반 표 검색엔진이다.

Ⅳ. 결  론

클라우드 컴퓨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되

고 있지만, 해외 시장을 비롯하여 국내 역시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다. 아직 성숙단계이기에 정 인 반응을 보이

는 곳도 있지만 부정 인 시각도 있다. 오라클의 

CEO인 래리 앨리슨은 “클라우드 컴퓨 은 일시

인 유행이며 횡설수설하는 소리다”라고 말했고, 

MIT 교수인 리차드 스톨만은 웹기반 서비스로만 

컴퓨 하는 것은 통제권을 잃는 것이며 상용소

트웨어를 사용하는것이나 다름없다는 비 의 소

리도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 

정 인 망과 부정 인 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  기반 서비스들은 증가하

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 이 

제공하는 장 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 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

들이 많다. 특히 요 데이터에 한 보안이나 안

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치명 인 험

을 안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이용하면 효율

인 IT 자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비용 감효과

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국내의 통신서비스 환경 

 인 라는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발 시키는

데 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재까지의 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살펴보면 IaaS 형태의 사

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클라우드 컴퓨 의 장

을 최 한 끌어올리는 솔루션으로 경쟁한다면 꽁

꽁 얼어붙은 국내IT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

고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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