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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find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e propose a service model framework for cloud computing business. In the service concept of the 

proposed business model, we categorize customer needs and service offering value, while we analyze customer behav-

ior for developing revenue model. In addition, we analyze cloud computing market drivers for finding an evolution 

path of the proposed business model. Finally, we develop cloud computing business strategies for Korean IT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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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비

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한 개념  임워크

(conceptual framework)를 제안한다. 클라우드 컴

퓨 은 인터넷을 통해 자원의 가상 풀(virt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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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인 클라우드를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기

와 용량 제한 없는 인 라스트럭처, 랫폼, 그리고 

소 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  기술

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T자원과 응용서비스를 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는 IT자원

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자원을 활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은 아마존(Ama-

zon), 구 (Google), 이엠씨(EMC), 그리고 세일즈포

스닷컴(Salesforce.com)으로 비즈니스 략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에 따라 클라우

드 컴퓨 을 바라보는 과 비즈니스 략이 달

라, 신규 사업 참여자가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에 필요한 핵심 과

제로 요한 비즈니스 요소를 제시하고 기술 선택

에 한 결과 측하여 합리 인 비즈니스 모델 선

택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가 필요하다

[15]. 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개를 하여 클

라우드 서비스 진화 방향 측이 필요하다[11, 14]. 

비즈니스 모델 기존 연구는 e-비즈니스를 심으

로 이루어졌다. Timmers[25]그리고 Amit and Zott 

[14]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정의

하고 가치 창출을 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

을 한 수익모델(revenue model)을 구분하 다. 

Ostewalder[23]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정

리하여 상품(product), 사용자 환경(customer inter-

face), 인 라스트럭처 리(infrastructure manage-

ment) 그리고 재무  요소(finance aspects)로 이루

어진 e-비즈니스 모델 임워크를 제시하 다. 

이 호 외[11]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하기 해 가치 사슬 조합에 따른 제공하는 기능

(offering focus)과 서비스 차별화를 의미하는 사용

자 니즈 행태(customer focus)의 두 축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를 제시하 다. Hedman 

[19] 외는 공공기 과 민간기업의 트 십을(pu-

blic private partnership) 한 요소를 사용자(user 

of services), 가치(value proposition), 수익모델(re-

venue model), 비즈니스 로세스와 리(business 

process and governance), 자원과 력 계(reso-

urce and partner network), 비용 모델(cost mod-

el), 외부 공 자(suppliers external agencies), 그

리고 경  신(evolution and management)의 8가

지로 정의하 다.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에 한 기존 연

구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

즈니스를 설명하지 못한다. Mohammed[20]는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을 한 가치사슬을 제안하고 가

치사슬 기능 조합에 따라 기존 클라우드 컴퓨  비

즈니스를 설명하 다. 하지만 가치사슬 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설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Mo-

tahari-Nezhad[21]는 클라우드 컴퓨 이 제공하는 

자원과 기술을 통한 서비스와 함께 문 인력이 제

공하는 운 과 리 서비스를 고려하 다. 하지만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

시하지 못한다. Han[18]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를 기업과 개인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한 임워크로 클라우드 서

비스 과 모형을 제시하 다. 하지만 서비스 특성

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활용도와 서비스 

상만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체를 설명

하지 못한다. Siemens IT Solutions and Services 

[24]는 클라우드 구성 요소인 인 라스트럭처 서비

스, 랫폼 서비스, 소 트웨어 서비스 조합으로 7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단  서비스 성숙

과정을 제시하 다. 하지만 단  서비스 성숙에 따

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제시하지 않아 클라우드 

기술 발 과 시장 변화에 응 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논문

은 클라우드 컴퓨  사용자 특성과 제공 가치를 분

석하여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임워크를 제시한다. 한 비즈니스 모델 진화 

경로를 제시하여 사업 략에 기여한다.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와 시장 변화 동인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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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다이나믹스

제 3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를 설계하고 

서비스 컨셉과 수익 컨셉을 정리한다. 제 4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연구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시장 변화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도

출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시장 다이나믹스

를 분석한다. 시장 다이나믹스 분석에서 시장 변화 

동인인 사용자 니즈, 서비스 제공 가치, 표 화 정

책과 규제 정책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

를 알아본다. R1 순환은 IT자원 수요와 사용자 니

즈 증가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확 를 나타

낸다. R2 순환은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네트워

크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나타낸

다. 기업은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

를 창출하고 서비스 매력도를 높인다[5]. R3 순환

은 클라우드 컴퓨  랫폼 표 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 진입과 경쟁 진을 나타낸다. 경쟁은 서비

스 품질과 서비스 매력도를 향상시켜 클라우드 서

비스 수요를 증가시킨다[2, 5]. B1 순환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정책과 진입 규제 

강화를 나타낸다. 정책과 진입 규제 강화는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 균형을 유지시킨다[7]. 시장 

다이나믹스를 통해 도출한 네 가지 변화 동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사

용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가치를 선정한다. 기업 

에서 비스니스 모델 개발을 한 임워크를 

설계하기 해서 기업이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 가치를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시장 확장 주요 요인으로 선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니즈는 클라우드 서비

스 활용 목 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활동 지원

과 신규 가치 창출로 분류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니즈를 정의하기 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

장 분류와 분류한 시장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활

용 목 으로 사용자 니즈를 정의한다. 클라우드 서

비스 시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  효

율 달성을 목 으로 하는 소비자 시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 목

으로 하는 IT 구매자 시장이 있다[3, 13].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  효율뿐 아니라 업무 효

율 달성을 목 으로 하는 확장된 소비자 시장의 클

라우드 서비스 활용 목 을 활동 지원 니즈로 정의

한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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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스템 통합

(system integration)
마켓플레이스
(market place)

융합
(convergence)

API 라이센싱
(API licensing)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새로
운 서비스로 가치 창출

신규 가치 창출

효율적인 작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동 지원

<그림 2>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니즈

치와 수익 창출을 목 으로 하는 IT 구매자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목 을 신규 가치 창출 니즈

로 정의한다. 

활동 지원은 효율 인 작업 는 비즈니스를 하

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니즈이다. 신규 가

치 창출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

비스를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니즈이다

[3, 13]. 활동지원 니즈를 만족시키는 클라우드 서

비스로 비즈니스 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

cess outsourcing, BPO), 시스템 통합(system in-

tegration)이 있다. 비즈니스 로세스 아웃소싱은 

필요한 IT자원 는 업무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로 제공한다. 시스템 통합은 기존 IT 시스템을 클

라우드 시스템으로 환하거나 새로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 가치 창출 니즈를 만족시키는 클라우드 서

비스로 어 리 이션 로그래  인터페이스(appli-

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라이선싱, 마

켓 이스(market place), 그리고 융합(converg-

ence)이 있다. API 라이선싱은 클라우드 응용서비

스 컴포 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켓 이스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최종 서

비스를 연결한다. 융합은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생명과학, 문화와 같은 타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가치를 클라우드 서비스 수

용과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결하는 기술 

발 에 따라 제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과 시

장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서비스 가용성

(availability), 확장성(scalability), 호환성(interope-

rability), 그리고 보안성(security) 부족 문제가 있

다[15]. 서비스 제공자는 IT자원을 실시간으로 끊

임없이 제공하는 가용성과 IT자원을 수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제공하는 확장성을 통해 기존 IT 서

비스 사용자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로 환시킨

다[3]. 서비스 제공자 변경과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간 업을 용이하게 하는 호환성은 클

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킨다[10]. 한 클라

우드 서비스를 통해 수행하는 작업과 정보를 안

하게 리하는 보안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범

를 확 한다[7, 12].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을 제공하기 한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발 에 따라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가치를 동  IT자원 제공, 

유동  작업 수행, 그리고 능동  생태계 운 으로 

분류한다.

동  IT자원 공 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

과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g) 기술, 그리고 

고속 인터넷 기술 발달로 실 된다. 가상화 기술

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혹은 서버와 서버 사이에 놓

인 계층(layer)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을 하나

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분산 처리 기술은 

단일 앙 처리 장치가 처리하던 기능을 여러 장치

로 분산시켜 처리하는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과 분

산처리 기술은 확장성 높은 IT 자원을 제공하고, 네

트워크 기술은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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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단말 범위 서비스 범위 협업 범위

동적 IT 
자원 공급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함

서버, PC IT 자원 -

유동적
작업 수행

다양한 기기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 비즈니스 프로세
스 일부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함

모바일 기기 개별 프로세스 내부

능동적
생태계 운영

다양한 클라우드가 상호작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 정보
와 업무 환경을 제공함

임베디드 기기 비즈니스생태계 외부

<동적 IT 자원 공급> <유동적 작업 수행> <능동적 생태계 운영>

<그림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가치와 특징

사용자는 동  IT자원 공 을 통해 서버, 스토리

지, 연산자원, 그리고 소 트웨어와 같은 IT자원을 

클라우드로부터 제공받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유동  작업 수행은 랫폼 표 화(platform stan-

dardization),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발달로 

실 된다[8, 10, 15]. 랫폼 표 화는 사업자와 기

기에 따라 다른 소 트웨어와 어 리 이션 개발  

실행 환경을 통일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식성과 

호환성을 높인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IT 시스

템과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자원을 공유와 재사

용이 가능한 단 로 제공하여 IT 시스템과 소 트

웨어 개발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발달은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 동일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성을 제공한다[4]. 사용자

는 유동  작업 수행을 통해 모바일 기기와 PC를 

이용하여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특정 분야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로세스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수행할 수 있다.

능동  생태계 운 은 임베디드 컴퓨 (embed-

ded computing) 기술, 권한 리 기술, 그리고 인

증 기술 발달로 실 된다. 임베디드 컴퓨  기술은 

정보 련 업무와 기기에서 비IT 기기와 시설 

리까지 IT기술을 용 범 를 확 하여 새로운 서

비스를 창출한다[5, 17]. 작업과 정보 근에 한 

권한 리와 인증 기술 발달은 정확한 작업과 안

한 정보처리로 서로 다른 사용자 는 조직간 업

을 지원한다[2]. 능동  생태계 운 은 클라우드가 

상호작용하여 사용자에 따라 최  정보와 업무 환

경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PC와 임베디드 기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스

캐 , 린트와 같은 사무 기기와 조명, 냉․난방 

시설과 같은 업무 환경을 리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해 <그

림 4>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분석하

고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를 제시한다.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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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가치
(offer)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고객
(customer)

재무
(finance)

서비스 컨셉
(service concept)

수익 컨셉
(revenue concept)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   : 조합) *

<그림 4>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 개념  임워크

활동 지원

신규 가치 창출

사용자 니즈

능동적 생태계 운영유동적 작업 수행동적 자원 공급

서비스 제공 가치

자원 응용

(resource
application)

자원 공급

(resource
delivery)

업무 최적화

(work 
reengineering)

업무 이전

(work 
transfer)

생태계 융합

(ecosystem 
conversion)

생태계 운영

(ecosystem 
management)

<그림 5> 클라우드 서비스 컨셉 분류

스 모델 구성 요소를 제공 가치(offer), 인 라스트

럭처(infrastructure), 고객(customer), 재무(finance)

의 네 가지로 정의한다[24]. 제공 가치는 기업이 제

공하는 가치, 서비스 는 제품이다. 인 라스트럭

처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 그리고 비즈니스 

력 계이다.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사

용하는 사용자이다. 재무는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의미한다. 분류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컨셉과 수익 

컨셉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컨셉은 서비스 

제공 가치, 인 라스트럭처, 그리고 고객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따라서 서비스 컨셉은 기업 역량과 

력 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 가치와 고객 

니즈 특성을 기 으로 한다. 수익 컨셉은 고객 특

성과 재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수익 컨셉

은 사용자 이용 특성과 서비스 제공자 치에 따른 

수익 형태와 과  방식으로 나타낸다.

클라우드 서비스 컨셉은 <그림 5>와 같이 사용

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 가치를 기 으로 설계한다. 

사용자 니즈는 활동 지원과 신규 가치 창출로 구분

한다. 서비스 제공 가치는 기술 발 에 따라 동  

IT자원 공 , 유동  작업수행, 그리고 능동  생

태계 운 으로 발 한다. 사용자 니즈와 제공 가치

를 기 으로 설계한 서비스 컨셉은 자원 공 (re-

source delivery), 자원 응용(resource application), 

업무 이 (work transfer), 업무 최 화(work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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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생태계 운 (ecosystem management), 

그리고 생태계 융합(ecosystem conversion)이다. 

자원 공 과 자원 응용서비스 컨셉이 제공하는 가

치는 동  자원 공 으로 같지만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니즈 형태가 다르다. 목표 사용자 니즈 형태

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정책, 규제, 

그리고 사업 략이 다르다. 그러므로 사용자 니즈 

형태와 서비스 제공 가치에 따라 서비스 컨셉을 구

분한다. 

자원 공  서비스는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

술 그리고 인터넷 기술 발달로 확장성 높은 IT자

원을 제공하여 기존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로 체한다. 자원 공  서비스 사례로 인터넷을 통

해 인 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아마존 Web Servi-

ces와 웹기반 어 리 이션(web-based application)

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 트(Microsoft) MS Office 

Live 가 있다. 자원 응용서비스는 자원 공  서비스

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을 한다. 자원 

응용서비스 사례로 클라우드 용량 자원을 이용

하여 사람의 유 정보를 분석하는 삼성SDS의 바

이오인포메틱스(bioinformatics) 서비스가 있다. 

업무 이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의 작업과 업무

를 지원하는 IT자원과 함께 비즈니스 로세스 일

부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한 표  랫폼을 통해 

기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한다. 업무 이  서비스 사례로 구  웹 

어 리 이션과 세일즈포스닷컴 CRM 서비스를 결

합한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와 모바일 스마트 워

크 이스(mobile smart workplace) 서비스가 있

다. 업무 최 화 서비스는 클라우드 업무 이  서비

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업무 최

화 서비스 사업자는 클라우드 IT자원과 비즈니

스 로세스 서비스를 개 는 재 매(reselling)

한다. 

생태계 운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세스 자동

화와 기업간 업 로세스를 지원한다. 한 PC

와 모바일 기기와 함께 업무에 이용하는 임베디드 

기기 운 과 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 

생태계 운  서비스로 내부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합하는 자동화 서비스와 외부와 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연동 서비스가 있다. 생태계 융

합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시스템 사

용 정보와 물리 인 업무 환경에 한 정보를 이용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클라우드 수익 컨셉은 <그림 6>과 같이 사용자 

이용 특성과 서비스 제공자 치에 따라 수익 형태

와 과  방식을 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용자 

이용 특성은 클라우드 형태, 산 요성, 이용 빈

도로 나타난다. 클라우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퍼

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와 개인 는 기업이 

소유하는 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로 구

분한다[8, 10]. 산은 산 심과 비 산 심으로 

구분하고, 이용 빈도는 정기와 비정기로 구분한다. 

서비스 제공자 치는 클라우드 자원 는 서비스

를 IT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  구에게 제공하

느냐에 따라 자원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

한다[13]. 

수익 형태는 서비스 제공자 치에 따라 나 다. 

서비스 제공자는 IT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스트림(up-stream)수익을 얻고, 최종 소비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운스트림(down-stream)

수익을 얻는다. IT 구매자는 서비스 개발을 하여 

랫폼, 어 리 이션 컴포 트, 그리고 인 라스

트럭처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13]. 최종 

소비자는 응용서비스와 인 라스트럭처를 서비스

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 라이빗 클라우

드 사용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매 는 여하

여 사용한다. 따라서 라이빗 클라우드 사용자는 

인 라스트럭처 설치비와 여료를 지불한다. 한 

인 라스트럭처 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리비를 

지불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타 

클라우드 자원 는 응용서비스를 연결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개수익을 얻는다. 

클라우드 형태와 과  방식은 서비스 이용 특징

에 따라 결정된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

자 필요에 IT자원과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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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림 수익
(up-stream)

다운스트림 수익
(down-stream)

퍼블릭

예산중심

정기

-플랫폼 사용료(정률제/무료)
-인프라 사용료(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정액제)
-인프라 사용료(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비정기

-플랫폼 사용료(정률제/무료)
-인프라 사용료(일시불)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정액제)
-인프라 사용료(일시불)
-[연계]중개료(종량제)

비예산중심

정기

-플랫폼 사용료(정률제/무료)
-인프라 사용료(혼합과금제)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정액제)
-인프라 사용료(혼합과금제)
-[연계]중개료(종량제)

비정기

-플랫폼 사용료(정률제/무료)
-인프라 사용료(종량제)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정액제)
-인프라 사용료(종량제)
-[연계]중개료(종량제)

프리이빗

구매

-플랫폼사용료(정률제/무료)
-설치비(일시불)
-관리비(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
-설치비(일시불)
-관리비(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대여

-플랫폼사용료(정률제/무료)
-설치비(정액제)
-관리비(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응용서비스 사용료
-설치비(정액제)
-관리비(정액제)
-[연계]중개료(종량제)

<그림 6> 수익 컨셉 구분

에 서비스 제공자는 수요를 측하여 사용자 필요

를 만족시켜야 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는 사용자의 산 요성과 사용 빈도에 따라 과

 방식을 차별화하여 수요를 측할 수 있다. 

산 심 사용자에는 산, 서비스 이용량, 는 사

용 빈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액제 는 일시불 요 제를 이용한다. 

비 산 심 사용자에는 이용량과 사용 빈도를 고

려하여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는 종량제와 정액제를 결합한 혼합과 제를 이용

한다. 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원

을 소유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 따

라 다양한 규모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규모와 시

스템 복잡성에 따라 과 한다.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하여 서비스 컨셉과 수익 컨셉 조합으

로 기존 서비스를 설명한다. 아마존 Web Services

는 IT 구매자를 상으로 자원 공 , 자원 응용에 

해당하는 장과 연산자원을 제공한다. IT 구매자

는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비즈니스를 지

원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한다. 아마존 Web 

Services는 정액제와 종량제 두 가지 과  방식을 사

용한다[2]. 정액제의 경우 단  사용량 비 요 을 

종량제에 비해 렴하게 하여 용량 사용자의 정

액제 선택을 유도하고 수요를 측할 수 있다. 구  

Android는 IT 구매자를 상으로 업무 최 화에 

해당하는 개발 랫폼을 제공하고 최종소비자를 

상으로 업무 이 에 해당하는 운  랫폼을 제공

한다. Android는 구  모바일 랫폼으로 기존 구

 랫폼과 호환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PC와 모

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T 구매자는 개발 랫폼과 자원을 이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 이 제공하는 Android 마켓

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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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Webservice 구글 Andriod IBM Lotus

서비스 컨셉 •A: 자원 공급 서비스
기존 IT자원을 클라우드 서비
스로(저장/연산) 대체

•B: 자원 응용 서비스
클라우드 자원(저장/연산)을 이
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A: 업무 이전 서비스
PC와 호환하는 모바일 운영 플
랫폼 제공

•B: 업무 최적화 서비스
- 개발 플랫폼 제공 – 어플리케
이션마켓 운영,
-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대여

•A: 업무 최적화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아마
존과 제휴하여 공용 클라우드
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B: 생태계 운영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 그룹웨어 제공

수익 컨셉

정액제 & 종량제 사용
정액 요금을 종량 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하여 대용량 사용자의
정액제 선택 유도

무료 제공
•A: 개발플랫폼과 자원 무료로
제공하고 응용서비스 판매 수
익 일정 비율 과금

•B: 운영 플랫폼을 단말 사업자
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플랫폼
사용자를 증가 시킴 - 응용서비
스 개발 촉진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 응용서비스 확장으로 클라
우드서비스로서 독립적인 수익
컨셉을 제공하지 않음

BB

AA

BB

AA AA BB

<그림 7>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시

IT 구매자는 응용서비스 개발을 한 랫폼과 자

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응용서비스 매 수익 일정 

비율을 구 에 지불한다. 구 은 단말 사업자에게 

Android 운  랫폼을 무료로 제공하여 랫폼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응용서비스 개발을 진한다. 

IBM Lotus는 최종 소비자를 상으로 업무 이

과 생태계 운 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세스 자

동화와 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워크 이스 그룹

웨어(groupware)를 제공한다. IBM은 아마존과 제

휴하여 Lotus가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공

용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Lo-

tus를 IBM 데스크탑 클라우드와 같은 사설 클라우

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 그룹웨어 운  시스템 구축에 소비되는 시간

과 비용을 약하고, 정확하게 업무와 업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Lotus 서비스는 기존 

on-premise방식 응용서비스가 확장한 형태로 클라

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기 한 독립 인 서비스 컨

셉과 수익 컨셉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 Lotus는 

PC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Lotus가 업무 환경을 

포함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원하기 해서는 Xe-

rox의 New Xerox Smart Controller Platform과 

Texas Instruments의 Smart Office와 같은 임베디

드 컴퓨 기반 서비스와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생

태계 지원이 필요하다. 

4. 비즈니스 모델 진화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를 방향을 측

하기 해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다. 시나리오 기

법은 재부터 미래까지 경로를 나타내기 한 도

구이다[6, 22]. 시나리오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명확하게 미래를 제시하여 체계 인 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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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컨버전스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영역 확대

업무 이전

업무 최적화 생태계 융합

(b)

(a)

생태계 운영

<그림 8>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 시나리오

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 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1]. 시나리오 작성을 한 변화

의 원동력(driving force)으로 클라우드 컴퓨  시

장 변화 동인인 사용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 가치를 

이용한다. 한,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

스 황을 악하고, 재부터 미래까지 비즈니스 

진화 방향을 측한다.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를 클라우드 서

비스 수요 증가와 클라우드 서비스 역 확 를 

한 서비스 변화로 정의한다. 클라우드 컴퓨  비즈

니스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 동인인 사

용자 니즈와 제공 가치 조합을 통해 진화한다. 이 

연구는 시장 다이나믹스 모델을 통해 도출한 클라

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 동인인 사용자 니즈와 서비

스 제공가치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확장 요인을 

기 으로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방향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 니즈와 함께 

증가하며 서비스 활용 역은 기술발달을 통한 서

비스 제공 가치와 함께 확 된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를 클라우드 서비스 컨버

스 증가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역 확 로 정의

한다. 를 들어 일부 비즈니스 로세스를 제공하

는 업무 이  비즈니스가 다양한 단일 응용서비스

를 통합하여 기업 내부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원하

면, 업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생태계 운  비즈

니스 모델로 진화한다. 

우리나라 IT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비

즈니스는 IT자원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공 과 IT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자

원 응용 단계에서 이종 기기 는 모바일 기기에서

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이

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는 기술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서

비스 활용 역을 확 하는 생태계 운  방향으로 

진화하거나 서비스 컨버 스 확 를 통해 업무 최

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

과 같은 두 가지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a) 진화 방향은 클라우드 서비

스 활용 역을 확 하는 진화이며, (b) 진화 방향

은 클라우드 서비스 컨버 스가 증가하는 진화이

다. (a) 진화 방향은 클라우드 자원과 응용서비스 

컨버 스 증가에 따른 서비스 양  진화를 보여

다.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자원과 응용서비스

를 개하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한다. 클라우드 자원과 응용서비스를 이용한 비즈

니스 증가에 응하기 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정

확한 수요 측이 필요하다. 한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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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정보 교환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작업을 동시게 수행

•다양한 클라우드가 사용자에
따라 최적 정보와 환경 제공

능동적 정보 교환
(active synchronization)

무결절한 협업
(seamless interoperation)

스마트 개인화
(smart customization)

<그림 9> 업 수 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

통한 효율 인 자원을 운 이 필요하다[2, 7, 9, 13, 

15]. (b) 진화 방향은 클라우드 컴퓨  기술 발 으

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역 증가하는 서비스 질

 진화를 보여 다. 클라우드 컴퓨  기술 발 은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 기업 운  지원, 그리고 

기업간 력 지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역을 확

한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기를 서버와 

PC에서 모바일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로 확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기로부터 입력되고 수집된 기업

과 개인의 정보가 클라우드에 장 리된다. 클라

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정보를 직  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정보와 업 증가

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 정보 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안 하고 정확한 정보 

리를 하여 권한 리, 사용자 인증, 그리고 정

보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12]. 그리고 (a)와 (b) 진

화 방향 모두 증가하는 정보량에 응하고 클라우

드 시스템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하여 정보 통

합과 리․폐기에 한 정보 생명주기 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양  진화를 하여 증가하는 

클라우드 자원 수요를 만족시키기 한 규모 클

라우드 컴퓨  인 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기존 서비스 수요 증가는 클라우드 

자원 수요를 증가시킨다. 네트워크 발달은 국경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경

쟁을 심화시킨다. 아마존, 구 , 그리고 EMC와 같

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선도 기업은 규모 클라우

드 컴퓨  인 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세계 클

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양  진화를 주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은 늦은 클라우드 컴퓨  도입으로 선도 기업

에 비해 인 라스트럭처 규모가 작고 지리  제약

과 특성으로 규모 인 라스트럭처 구축이 어렵

다. 한 클라우드 인 라스트럭처 구축 기술과 

랫폼 기술을 해외 선도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양  진화를 한 경쟁력이 낮다[7, 13].

클라우드 서비스 질  진화를 하여 기존 랫

폼과 호환하고 모바일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랫폼 기술을 개발이 필

요하다[10]. 한 기존 IT 분야뿐 아니라 비 IT분

야에 클라우드 컴퓨 을 용하여 클라우드 서비

스 활용 역을 확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뛰어

난 소 트웨어 개발 역량과 빠른 개발주기를 기반

으로 랫폼 표 화와 유니버설 랫폼 개발을 주

도할 수 있다. 한 기존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 

시스템 구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로세스를 표 화 하고 응용서비스를 모듈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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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

은 용량 인 라스트럭처와 기존 랫폼을 기반

으로 하는 양  진화 보다 기술 개발을 통해 진화

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질  

진화 방향이 합하다. 

서비스 질  진화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림 9>와 같이 업 수 에 따라 능동  정보교환, 

무결 한 업, 그리고 스마트 개인화로 분류한다. 

능동  정보교환(active synchronization)은 이종 

클라우드가 능동 으로 교환하여 사용자가 신속하

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용하게 한다. 무결 한 업

(seamless interoperation)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

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스마트 개인화(smart custom-

ization) 사용자에 따라 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여 업무뿐 아니라 생활을 지원한다. 개방형 랫폼 

확산은 클라우드간 정보 교환과 유연한 업을 지

원한다[3, 10]. 능동  정보교환은 사용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데이트한다. 무결 한 업은 

원거리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모여 작업하는 것과 

같은 업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사용자

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유연하게 연

결한다. 스마트 개인화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 정보

를 통해 업무와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한 사용자에 따라 통신기기와 가 기기, 시

설과 같이 다양한 컴퓨  기기로부터 수집한 정보

를 이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결  론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를 분석하

고,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한 

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진

화방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의 지

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한 진화 

방향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특성과 제공 가

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임워크로 사용

된다. 이를 해 시장 다이나믹스 구조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사

용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 가치를 선정하 다. 그리

고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서비스 컨셉과 수익 

컨셉으로 정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컨셉

과 수익컨셉의 조합으로 정의하 다. 서비스 컨셉

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에 향을 주는 사용

자 니즈와 서비스 제공 가치로 구성하 다. 사용자 

니즈는 활동 지원과 가치 창출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 가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원하는 비즈니

스 생태계 범 에 따라 구분하 다. 따라서 기업은 

목표 사용자와 서비스 역량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

스 모델을 설계하고 역량 강화 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이용 특성과 서비스 제공자 

치에 따른 수익 컨셉을 제시하여 서비스에 따른 

수익 형태와 과  방식 결정을 돕는다. 한 클라

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 동인인 사용자 니즈와 서비

스 제공 가치로 서비스 모델 진화 방향을 측하고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을 한 진화 방향을 제

시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우리나라 IT 사업자는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임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사업 략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변화 동인인 

사용자 니즈, 제공 가치, 경쟁, 그리고 규제에서 기

업이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니즈와 서비

스 제공 가치를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

다. 표 화 정책, 기술 육성 정책, 그리고 규제 

제도는 클라우드 컴퓨  시장 발  속도와 경쟁을 

조 한다. 표 화 정책과 기술 육성 정책은 클라우

드 컴퓨  경쟁을 진한다. 하지만 표 화 약과 

규제 제도는 서비스 제공을 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참여와 경쟁 심화를 

방지해 경쟁 강도를 조 한다[2, 11]. 따라서 추후 

연구로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해 정책 변화와 경쟁 계 이해를 돕기 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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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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