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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클라우드 컴퓨팅(1/2) 

자사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초기 시장을 선도 

• Amazon은 자사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쇼핑 사이트를 통해 가상 서버와 데이터  

 저장 공간 등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 초기 시장을 선도 

 

• ‘02년 자체 웹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AWS)를 개시한 후 ‘06년 부터  

 EC2(Elastic Computer Cloud)를  출시 

 하여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함. 



  

Amazon 클라우드 컴퓨팅(2/2) 

Amazon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소기업 개발자들을 겨냥한 스토리지 서비스 

S3(Simple Storage Service), 웹호스팅 서비스 EC2, 웹서비스 AWS로 분류 

 웹 호스팅을 비롯해 이미지 호스팅, 백업 시스템 등으로 활용되면서 그 쓰임새가 더욱 

 커지고 있고, 다양한 고객의 업무 환경에 맞춰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중 

 Amazon이 개시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중인 VPC(Virtual Private Cloud) 서비스는 고객  

 기업의인프라에 Amazon의 AWS를 연동시켜주어 기업의 방화벽이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양한 Amazon 솔루션 제공이 가능 

 

< Amazon의 VPC 배치 사례 >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1/6) 

1992년 시작된 Google Search Engine을 기반으로 Google Distributed Comput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모델을 증명함 

서비스 개요 광고 수익 

웹 문서 검색 외에 구글 이미지 검색, Google 뉴스 한국, 구글 뉴스그룹, 

구글 웹 디렉토리, 구글 비디오 등의 주요 검색 서비스가 있음. 구글 검색 

의 특징 중 하나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많이 연결된 

페이지를 더 좋은 문서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페이지랭크 

(PageRank)라고 함.  

AdWords 

 

 
세계적인 동영상 커뮤니티로 인기 동영상을 찾고 채널을 구독하고 나중 

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저장 및 제작. 휴대기기를 이용해서 YouTube 

동영상을 감상하고 등록. 사용자들과 상호 작용 

표준 배너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동영상 광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메일 계정으로 1G라는 엄청난 용량을 제일  

먼저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이메일 계정 용량을 따라 늘리는 현상 발생. Gmail은 현재 2G 이상을  

제공 

문자 광고 

(컨텐츠 광고 기술 사용) 

상호나 관련 카테고리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지도와 관련  

업체의 목록을 보여주는 Google Local 지도서비스 

Map에 광고  

디스플레이(Adwords) 

지구촌의 인공위선 사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Earth 서비스들은 유사한 

서비스인 버추얼 어스를 제공하고 있는 MS와 끊임없는 경쟁을 벌여서 

사용자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음. 

Earth에 광고  

디스플레이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2/6) 

Google Style HW, SW, 서비스, 인프라 운영을 기반으로  B2C에 Focus 하고  

있으며 DeskTop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하려고 함 

 

 100s to 1000s of PCs in cluster 

 Cheap, commodity parts in PCs 

 Many modes of failure for each PC: 

– App bugs, OS bugs 

– Human error 

– Disk failure, memory failure, net failure, power supply failure 

– Connector failure 

 Monitoring, fault tolerance, auto-recovery essential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3/6) 

▣ Google 데이터센터 현황 

유럽 

미국:19 

남미:1 

유럽:13 

아시아:3 

 $ 2.4 B Data Center에 투자 (2007) 
 $ 600M/site 
 Data Center  선정 Checklist 

• Large volumes of cheap electricity.  
• Green energy. Focuses on renewable power sources.  
• Proximity to rivers and lakes (water for cooling purposes)  
• Large areas of land. Allows for more privacy and security.  
• The distance to other Google data centers  
  (for fast connections between data centers).  
• Tax incentives 

미국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4/6) 

▣ 구글 모바일 생태계 구축 전략 

 안드로이드와 구글 서버를 활용하여 앱 엔진 플랫폼 개발 

 구글 앱스, 네비게이션SW, 구글 어스를 모바일에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이미지 / 음성검색 서비스 제공 

 자판입력 대신의 음성검색 서비스, 실시간 이미지 검색 ‘구글 고글스’ 출시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M&A  

 Episodic(클라우드 기반 사진 편집 S/W, ’10.3), DocVerse(MS오피스  

 온라인 편집 S/W, '10.3)등 2010년에만 7개의 기업들을 인수 

▣ 경쟁사 협력 추진 

 MS : 무선으로 PC와 스마트폰을 동기화하는 G-Sync를 발표(‘10.2) 

 소니, 인텔, 로지텍 : 구글TV를 개발 중(’10.6)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5/6) 

▣ 클라우드 웹 기반 PC 운영체제 ‘Chrome OS’ 

 구글은 중앙 서버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클라우드 웹 기반 PC 운영체제 크롬 OS 서비스하고 있음. 

 크롬 OS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온라인 접속 상태를 유지하며, 

 모든 작업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의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됨. 

 구글은 2010년 12월 크롬 OS를 탑재한 최초의 노트북 Cr-48을 공개하고  

 시범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6만 대를 무료 배포 



  

Google 클라우드 컴퓨팅(6/6) 

▣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인 구글 맵 네비게이션SW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음성인식,  지도 정보 검색 및 제공 등을 담당하고, 

 안드로이드폰에서 음성입력, 경로 출력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 

<Satellite View>          <Street View>            <Traffic View>      <Satellite View with Traffic> 

출처: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KEIT 



  

Apple 클라우드 컴퓨팅(1/5) 



  

Apple 클라우드 컴퓨팅(2/5) 

 1)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MobileME 

 자사단말의 N-Screen 지원 전략  

 (iPod, iPhone, iTV , iPad) 

 전자메일, 연락처, 문서 등을  

 PC와 아이폰에 동기화 

구 분 내 용 

Mail 

 MobileMe에 가입하면 me.com 계정이 부여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새로운 메시지는 iPhone, iPad, iPod touch에 자동으로 푸시 

 광고가 없는 받은 편지함은 스팸 및 바이러스 차단 기능 보유 

연락처 

 새로운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푸시 

 새 연락처는 Mac의 주소록이나 PC의 Outlook에 곧바로 표시 

 iPhone 및 iPad를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 연결하지 않고도 새로 추가한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메모가 동기화되도록 지원 

캘린더 
 iPhone, iPad, Mac, PC, 웹의 me.com에 동기화되어 모든 일정 관리 가능 

 iPhone이나 iPad에 이벤트를 추가하면 me.com의 캘린더 응용 프로그램에도 바로 반영되고, 컴퓨터에도 동기화 

응용 프로그램 

연계 

 Mac의 Mail, 주소록, iCal과 PC(Windows 7, Windows XP)의 Microsoft Outlook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iPhone,  

     iPad, iPod touch에 내장된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항상 동기화 

< MobileME 서비스 주요 내용 >  출처: KT 경제경영연구소 



  

Apple 클라우드 컴퓨팅(3/5) 

 2) 아이클라우드  

 기존의 애플 클라우드 서비스인 ‘MobileMe’ 기능을 대폭 확대 

 애플의 각 단말에 저장된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옮겨 언제든지  

 원하는 단말에서 콘텐츠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 스티브 잡스는 “클라우드를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하드디스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만든 iCloud는 수많은 앱 

 (App)과 자연스럽게 통합돼 모든 것이 자동 

 으로 해결된다”고 설명 



  

Apple 클라우드 컴퓨팅(4/5) 

 2) 아이클라우드  

 무료 제공 5G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하여 이용 가능 

 애플의 모바일 단말과 PC, 노트북 단말의 콘텐츠 이용 환경을 통합 

 케이블과 연동 프로그램없이 아이클라우드로 실시간 콘텐츠 백업 및 연동 가능 

 자사의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의 콘텐츠 목록을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와 연 

 동하는 콘텐츠 동기화 서비스 ‘아이튠즈 매치(iTunes Match)’ 서비스 제공 

 3)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 M&A 

 LaLa(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09.12), Siri(음성인식 검색, ‘10.4),   

 Intrinsity(모바일용 칩, ‘10.4) 



  

Apple 클라우드 컴퓨팅(5/5) 

▣ 애플이 Cloud Computing을 강화하는 이유는 차별적 경쟁력 강화 

 통신네트워크 

 애플이 iCloud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최근 IT 산업 환경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 

 클라우드 주도권 경쟁 

 Google, Amazon 등 기존 Cloud Computing 사업자들이 Platform 사업을  

 제고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ony 등도 Cloud Computing  

 기반의 N-Screen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서 애플은 B2C Cloud Computing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으로 분석 

 후발업체와의 격차 

 애플의 강점인 Platform 사업 확대를 통해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재차 확대 

 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Microsoft 클라우드 컴퓨팅(1/4) 

 Microsoft, 클라우드 컴퓨팅에 ‘All In’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브라우저는 플랫폼 급으로 성능이 향상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기존의 Windows․Office․Internet Explorer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Microsoft는 사활을 걸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집중 

 Microsoft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근간을 이루는 CPU 가상화 기술부터 가상 

 서버(IaaS)에 기반한 5 가지 개발 플랫폼(PaaS)으로 구성된 Windows Azure 

 Services Platform과 Windows Live(SaaS)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전략을 구사 

 3 Screen & the Cloud 

 유비쿼터스 TV 셋은 물론 게임 콘솔과  

 관련 기기를 포함해 PC․모바일폰․ 

 TV 등을 망라한 모든 기기의   

 콘텐츠와 프로토콜 통합을 추진 



  

Microsoft 클라우드 컴퓨팅(2/4) 

 1) 퍼플릭 클라우드 플랫폼 Azure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윈도우 애저,  

데이터 중심 서비스 SQL 애저,  

인프라 스트럭쳐 지원의 AppFabric  

등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2)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오피스 ‘오피스2010’   

 PC-웹-모바일 연계로 통합 사무환경 구축 

 스마트폰에서 오피스를 엑세스, 확인, 편집 및 공유 환경 제공 

< Microsoft의 Windows Azure 플랫폼 > 

 3) 3-Screen 전략 

스마트폰, PC, TV를 묶어서 데이터 관리는 단일화하고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와 상황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3-Screen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Live Framework 개발 중 



  

Microsoft 클라우드 컴퓨팅(3/4) 

 4) Myphone 서비스 

 윈도 모바일 기반 휴대폰 백업/동기화 서비스 

 기본 설정에서는 휴대폰과 웹 계정의 연락처, 일정, 작업,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음악, 즐겨 찾기 및 문서의 동기화를 수행 

구 분 내 용 

휴대폰 데이터 

자동 백업 

 휴대폰 정보를 Microsoft가 호스팅하며 암호로 보호되는 웹 사이트에 백업 

 휴대폰 분실이나 새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사용자 정보 복원 가능 

사진 올리기 
 MyPhone 웹 계정 또는 Windows¢ç 휴대폰에서 직접 Facebook, Flicker,  

    MySpace 및 Windows Live로 사진 공유가 가능 

분실한 휴대폰  

찾기 

 마지막으로 감지된 휴대폰의 위치(마지막으로 동기화되거나 My Phone을  

    사용하여 사진을 공유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 (사용자 활성화가 필요) 

온라인에서 

연락처, 문자 확인 

 웹에서 휴대폰의 연락처와 약속을 관리하고 예전 문자 메시지 검색 가능 

 변경 내용은 다음 번에 동기화 할 때 휴대폰에 표시 됨 

< Myphone 서비스 주요 내용 >  출처: MS 홈페이지 



  

Microsoft 클라우드 컴퓨팅(4/4) 

 5) 라이브 메쉬 서비스 

여러 대의 PC가 있거나, 휴대폰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때에 파일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집중하여 공유하고 동기화 

< MS의 라이브메쉬 서비스 > 

<Live Desktop>       <Mesh Bar>        <Notifier>           <News>    



  

 

Salesforce.com의 클라우드 컴퓨팅 

 CRM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Sales Cloud와 Service Cloud라는 CRM 솔루션으로 영업자동화․분석․마케팅․소셜 네트워킹 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 관계 관리(PRM)․마케팅 자동화․고객서비스․자원 자동화 등 새로운 서비스 

를 출시하며 영역을 확대 중 

 Force.com과 Appexchange를 통한 PaaS 분야의 선두주자 

 Force.com은 PaaS로서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AppExchange에서 구매 

 하여 2~3주 만에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형태로 튜닝이 가능 

Salesforce.com의  
클라우드 솔루션 



  

▣ 모토롤라 MOTOBLUR 

 야후,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웹사이트의 이메일, SMS, 주소록, 일정  

 예약 등의 정보와 SNS 서비스를 통합관리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SNS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일정정보 등 변동사항 실시간 푸쉬 

▣ IBM 

 클라우드 컴퓨팅의 후발주자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네트워크 장비부터 솔루션까지 B2B 클라우드 컴퓨팅의 토탈 솔루션 공급 중 

 클라우드 상에서 협업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LotusLive 개시 

▣ Soonr 

 아이폰용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doc, ppt, xls 등의 파일을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모바일 단말에서 열람하거나  

 백업, 협업, 인쇄가 가능 

 리모트 유저인터페이스(UI) 기술을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실행한 후 해당파일의  

 실행 결과를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식 

▣ WebEx 

 스마트폰용 SaaS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 

 PC의 문서나 바탕화면 공유 가능, 줌인/줌아웃, 주석 달기 등 협업기능 제공 



  

해외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1/4) 

IDC를 기반으로 기업용 스토리지 서비스, 협력을 통한 기업 솔루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개인 및 사회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 추세 

스토리지 사업 웹기반의 기업용 
모바일 중심 

개인용 클라우드 

< 해외 통신사들의 클라우드 사업 >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해외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2/4) 

 1. AT&T 

 

 

1) 고객에게 250M 스토리지를 제공 

2) 메시지, 비디오, 사진 공유, 모바일과 PC 동기화 서비스 제공 

3) 제한적이긴 하나 일반폰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삼성, 팬텍 제조 폰) 

Mobile Share, Address Book Sync (‘10.3) 

< AT&T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출처: ATLAS 



  

해외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3/4) 

 2. BT 

 

 

1) 기업용 UC 

2) 서비스 사용 단위별로 가격 책정 (IP텔레포니, 보이스메일, 통합메시지 등) 

3) 중소기업들의 손쉬운 UC를 도입을 도움 

One Voice (’09.11) 

 

 

1) Google Voice 와 유사하지만 다자간 통화, 웹기반 통화, 유저의 모든 전화번호로 걸려 

오는 통화를 표시해주는 기능 제공 

2) 가장 광범위한 모바일 중심의 개인용 Voice 클라우드 상품 

Ribbit Mobile (‘09.12) 



  

해외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4/4) 

 3. NTT 

 2009년부터 3년간 45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자  

 기업용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집중 

 전자행정, 의료분야 등 데이터 처리를 통한 사회기반의 클라우드화 꾀함 

출처: ATLAS 

< NTT 그룹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  



산업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국내 산업계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삼성SDS의 클라우드 컴퓨팅(1/4)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이며 SDS는 24*365 글로벌 무중단 

 IT운영서비스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삼성SDS의 데이터 센터> 



  

삼성SDS의 클라우드 컴퓨팅(2/4) 

삼성SDS Utility Computing 

고객에게 低비용의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IT인프라 사용률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 (Utility Computing) 제공하고 있음 



  

삼성SDS의 클라우드 컴퓨팅(3/4) 

삼성 SDS의 Mobile Desk 

고객에게 低비용의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IT인프라 사용률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 (Utility Computing) 제공하고 있음 



  

삼성SDS의 클라우드 컴퓨팅(4/4) 

삼성 SDS의 클라우드 핵심역량 

20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글로벌 리더 

삼성 SDS 핵심 역량 

 금융/전자/제조 산업계  

 IT 서비스 전문가 

 인프라 분야 전문 TA 및 

 시스템 운영자 

People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 

 고효율 Green DC 운영 

 24/365 무중단 IT 서비스 

 

IT Infrastructure 

 Standards 

 Virtualization/Automation 

 High Availability 

 Security 

Technology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1/5) 

SKT는 Telco & Internet Biz 역량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통해 통합 ICT 

Service Provider로의 진화 추진 

Managed SVC Needs  

 클라우드 컴퓨팅은 통합 ICT 자원을 N/W을 통해 빌려 

 주는 Biz Model 가능  N/W 사업자의 신규 수익원 

Telco의 경쟁력 Leverage 

 모바일, 전용회선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N/W 보유  

 IT 사업자의 통신사업자 제휴 Needs   QoS 보장,  

 보안관리 등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Telco 제휴 

 추진 

B2B 사업경쟁력 기반 

 통합 ICT 자원 제공 활성화 시, B2B 사업 경쟁력 강화  

Telco 역량 활용이 필요한 시장 

【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기회 】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Total ICT Service Provider】 

IT Vendor 제휴 + 기보유 역량 +  
유무선N/W + 클라우드 Infra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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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CT Service  
Provider   

Mobile 유무선 N/W 

App. 
Vendor 

Server, Storage 
Vendor 

Solution 
Vendor 

가상화/관리  
솔루션 
Vendor 

N/W 장비 
Vendor 

클라우드  
인프라 

상면 
(IDC) 

Managed 
Service 

Infra 
Platform 
Software 

기존 서비스 

내재화 기술 

운영노하우 

고객관리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2/5) 
 무선인터넷 관련 신규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09.9) 

 신규사업 개발지원을 위한 Private Cloud를 Open(’10.10)-> 운용 및 투자 비용 절감 

신규  
서비스  
개발  

활성화 

【 구축 목적】 【 구축 내용 】 

 개발 및 상용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제공 

–자원 요청 및 제공 절차 단축 

–인프라 구성/설치/배포 자동화  

–자원 요청을 위한 포탈 구축 

 서비스 상용화 시간단축 

–개발 툴, Open API 등 상용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원을 신청하는 서비스 포털 및 관리 

 서버, 서비스가 수용되는 가상화 서버  

 및 기존 사내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Open Gateway 등으로 구성 

 가상화 기술을 통해 

  자원 관리 최적화  

–가상화 및 Dynamic한 자원의 

  할당/회수가 가능한 자동화 

  기술 적용 

–IT 아키텍처의 표준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 

Legacy 시스템 
(UAPS, LBSP,…) 

리소스 플랫폼 
(가상화 서버) 

개발사, 사내 부서 

서비스 포털 (자원 신청/승인/조회) 

Cloud 관리 서버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 관리 등) 

Open  
Gateway 
(Open  

API제공) 

서비스 수용 

구매요건
입찰공고
및마감

주문/생산/배송

신규서비스
기획

개발자원
요청

자원할당
(구매)

HW / OS
설치

SW / NW
설치

Legacy 
연동

개발수행

신규서비스
기획

개발자원
요청

자원제공 개발수행

(구매 절차) 

 자원 제공 Process 단축 

– 기존 5~7단계를 2단계로 단축 

 자원 활용율 고도화 

– 가상화 이전 대비 80% 정도의 서버  

   자원 절감 (`10.9월 기준) 

 지속적인 상용서비스 적용 확대 

– 현재 30개 이상의 상용서비스에 적용 

– 100여개 이상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 

구축 후 
Process 단축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3/5) 
 Personal Storage에 저장된 User Data와 기존 서비스를 Mash-up한 신규 서비스 지속적 제공     

 Enhanced Device Sync Service 등 4개 서비스를 우선 제공 추진 

 “Personal Cloud”   

• 개인의 Internet Contents와 통신 Service Contents를 대용량 Storage 시스템에 Archiving 하여, 

 이를 분석/재처리/공유함으로써 Contents의 재생산을 지원하는 Service Platform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4/5) 
 다양한 SMB 경쟁력 강화를 위한 Public Cloud 서비스 상용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Initiative 확보 추진 

 동일 사양 서버 호스팅 대비 20~30% 저렴 

 고 사양의 서버 및 스토리지를 저렴하게 제공 

– 스토리지 99.999% 안정성 인증 

– Intel Xeon 2.67GHz  / Network Traffic 용량 무제한 

 필요한 경우 일시적 서버 사양 확대/축소 가능 

 단기 개발 프로젝트, 서비스 출시 전 Test 등 

 고객 서비스용 공용 PC 구매/관리비 대비 TCO 20%  

 절감, 일괄 관리 용이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로 인한 고장,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으로부터 해방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비 절감 

 OS, MS Office, 모니터/노트북(옵션) 통합 제공 

 전문인력 채용, 고가의 보안 솔루션 구매 불필요 

 클라우드 인프라에 적합한 운용서비스 제공 

 침해대응, 보안진단, 침해탐지/분석, 취약점 진단 

 스토리지 자동 백업 및 복구 

클라우드 
서버 

운용  
서비스 

클라우드 
PC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5/5) 
 SKT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향후 산업별로 특화된 Infra와 Solution이 통합 제공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ICT 자원 활용의 기반을 제공할 예정 

IaaS 런칭 

(`10.11) 

SaaS 런칭 

(`10.12) 

Vertical Service 확대 

(`11~) 



  

KT의 클라우드 컴퓨팅(1/3) 
– 티맥스와 공동투자하여 합작법인 ‘KT이노츠’ 설립(‘10.1) 

– 스마트폰 관련 미들웨어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분야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조직 내 클라우드 추진 

 본부를 신설(’10.5)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 

– 내부 클라우드화를 레퍼런스로 활용 

– 다양한 모바일 간 콘텐츠 공유, 통합 관리, 저장의 퍼스널 클라우드 스토리지  

KT ucloud 차별성 

가격 70% 수준 아마존 대비 약 70% 수준 

성능 1-2위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 대비 CPU, Memory,  

Disk 성능 1-2위(cloudharmony.com) 

SLA Global 수준 IDC대비 피격가능성 보장(장애시 100배 보상) 

보안성 
물리적 보안 & System & Data 보안 

DDoS, IPS, Firewall 등 다중보안 

신속성 5분 
주문 후 5분 이내 IT 구축 

편리한 웹 UI 제공 

<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 개념도 및 차별성 > 



  

KT의 클라우드 컴퓨팅(2/3)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 

 KT의 토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영역까지 IT효율화 가능 

Infra Service(IaaS) 

ucloud CS 
 

가상 서버 
호스팅 

ucloud 
CDN 

 
컨텐츠 전송 

서비스 

ucloud SS 
 

아카이빙  
스트로지  
호스팅 

ucloud BS 
 
 

백업 서비스 

ucloud DS 
 
 

DB서버  
서비스 

기 
 

타 

ucloud pro 
 

기업형 스마트  
백업/저장 

ucloud home 
 

개인형 스마트 
백업/저장 

VDI 
 

가상 데스크탑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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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클라우드 컴퓨팅(3/3)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 

  벤더 종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아키텍처 구성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및 현황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IT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된 개념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액세스에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 

응용 프로그램 

저장장치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분류 

 종류별 분류 : IaaS, PaaS, SaaS 

 개방여부 분류: Private, Pubilc, Hybrid                                               

Private와 Pubilc 클라우드 사이에서 개인에게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강조한  

N-Screen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 기업에게는 모바일 오피스 등 생산성 향상 솔루션과  

원가 절감 인프라 서비스 등 IaaS, PaaS, SaaS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개념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사업영역 

영역 형태 내용 서비스 사례 

개인 

컨텐츠 자동 
동기화 서비스 

PaaS 
N-Screen 
서비스  

Mobile Me 
(Apple) 

저장/관리 
서비스 

IaaS 
메시지-비디오  
공유 서비스 

Mobile Share 
(AT&T) 

기업 

기업 인프라 
제공 

IaaS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인프라 서비스 
AWS EC2 
(아마존) 

기업 솔루션 
제공 

SaaS 
컨텐츠 편집 가능한 

솔루션 서비스 
GoogleApp Engine 

(Google) 



  

모바일 클라우드 형태 

 클라우드 for 모바일 ; 모바일앱의 부가적인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 대신 클라우드 활용 

 

 

 

 

 

 

 

 모바일 클라우드 ; 모바일앱의 주요기능 중 일부나 전부를 처리하기 위해 단말 대신 클라우드 활용 

가상서버 

 서비스 실행환경 제공 

 모바일앱 개발환경 제공 

 관리 및 마케팅 환경 제공 
일반 클라우드 

 모바일웹 호스팅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가상서버 

모바일 클라우드 



  

모바일 클라우드 구성 

▣ 모바일 클라우드는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성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 대상의 SaaS, PaaS, IaaS, NaaS 제공 

 서비스 제공 기반인 클라우드 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는 일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거의 동일    

클라우드 플랫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공통 플랫폼 (과금/인증/품질) 

가상화 분산컴퓨팅 보안 

• HW(서버,스토리지 등) 가상화 지원 
• 네트워크 가상화 지원 
• 보안 프레임워크 지원 

• 개발/협업 환경 지원 
• 온라인 컴퓨팅 환경 지원 
• 과금, 인증, 품질 지원 
• 미디어 유통 지원 

• 클라우드 비즈니스 지원 
• SW서비스 지원 
• 플랫폼 서비스 지원 
• 인프라 서비스 지원 
• 도메인별 서비스 지원 

Domain Specific Service (Business Service) 

SaaS/PaaS/IaaS/NaaS 플랫폼 

SaaS PaaS IaaS NaaS 

모바일  
클라이언트/ 

모바일 브라우저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모바일 클라우드 주요 특징(1/2) 

▣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 

공급자 : app을 플랫폼 별로 제작하지 않고 한번의 작업으로 콘텐츠 공급 가능 

소비자 : 특정 웹스토어에 종속되지 않고 웹상에서 바로 접속해 소비 가능 

모바일 
클라우드 

현재: 플랫폼별 app 제작 MC: OS, 기기 상관없이 app 이용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모바일 클라우드 주요 특징(2/2) 

▣ PC-less  

 PC없이 스마트폰과 모니터, TV를 결합하여 PC와 같은 환경 제공 

▣ 강력한 보안 

 스마트폰의 USIM 활용으로 개인 인증문제 해결 

▣ 투자비 절감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를 보완재로 활용하여 서버 투자비 절감 

▣ 개인정보의 보호 

 보안이 유용한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개인 관리 가능 



  

모바일 클라우드의 확산 배경 

▣ 스마트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급성장 (ABI Research) 

 모바일 클라우드 사용자는 2014년 모바일 가입자의 20%인 10억명 

 기업 비즈니스 사용자는 2015년 2.4억명 사용, 52억 달러 매출 전망 

▣ 네트워크 인프라 활성화와 모바일 웹 접속자 수 증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3G 네트워크 활성화 

 2014년 내 모바일 웹 접속자가 PC 웹 접속자 추월 (Morgan Stanley) 

▣ 기업시장의 효율적 운영 욕구 증대 

 운영비용 최소화, 업무생산성 증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업 데이터의 접속 및 공유,  

 협업을 위한 APP으로의 접근 니즈의 증가-> 모바일 오피스 도입 

▣ 고객의 Multi-Device 보유 (IDC, Gartner)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 현황 

▣ 분산형 산업 시장구조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주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사업자와 무관하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산형으로 산업생태계 변화 

 

 

 

▣ 총체적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 

 애플, 구글, 노키아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단말기,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및 s/w관련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추세 

▣ 영역의 다변화 

 개인 대상의 스토리지 및 단말 Sync 중심 서비스에서 기업용 텔레프레즌스, 모바일 오피스 등  

 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로 영역 다변화 

▣ 스마트폰  

 차별화된 UI와 디자인, 앱 마켓의 다양한 응용이 중요요인 

▣ 우리나라 현황 

 이동통신사 주도의 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추진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확산 추세 



  

모바일 클라우드 산업시장 전망 

 기업용 모바일 응용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응용 시장이 년평균 79% 성장 

   으로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응용보다 더 크게 성장할 전망 (Juniper Research) 

 개인 컴퓨팅 이용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 전망 

 모바일 클라우드 응용 개인 니즈 확대에 따른 개인 특화 서비스 산업 성장 

< 모바일 클라우드의 예상 시장규모 > 

내 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2,544 3,612 4,848 6,378 7,739 

모바일 클라우드 응용 510.9 1,048.1 2,125.4 3,800.4 5,908.8 

합계 3,055 4,660 6,973 10,178 15,101 

국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4,240 6,020 8,080 10,630 15,321 

모바일 클라우드 응용 1,015.6 2,081.1 3,917.5 6,478.6 9,487.6 

합계 5,256 8,101 11,998 17,109 24,808 

(단위: 억원, 백만 달러)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산업 

▣ 모바일 클라우드와 동영상, 음악, 전자책, 게임 등 콘텐츠와 연계될 때  

    큰 위력을 발휘 

▣ 보안문제 해결과 불법 콘텐츠 유통 예방에 도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중앙 서버에서 모든 콘텐츠를 관리하고 이를 개별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단말의 보안 문제와 콘텐츠 불법복제 

 예방 역할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앙 서버에서 모든 콘텐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 

 으로써, 개인 단위에서 이뤄지는 불법 콘텐츠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콘텐츠 검열 작업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음 

 클라우드 사업자가 각 이용자의 콘텐츠 및 서비스 관리를 대신 책임지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보안 사고나 서비스 불이익이 감소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1) 

▣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1)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하고 용량이 작아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장에 가장 적합 

2) 별도의 저장 매체가 필요 없이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콘텐츠 이용 가능 

3) 다양한 단말 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TV, mp3 플레이어 등) 

 

 구글, 아마존:  대규모 서버를 이용한 음악 클라우드 제공 중 

 애플:  아이클라우드와 아이튠즈를 연동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 

사업자: 소비자에게 연간 이용료를 받고 서버와 스토리지를 제공 

이용자: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1) 

▣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음악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단점 

장점 단점 

출처: BIOTER.NET,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2) 

▣ 클라우드 동영상 서비스 

이용 중이던 단말에서 끊김 없이 다른 단말로 콘텐츠를 전송해 이어볼 수 있는  

단말 간 연동 기능을 지원 

        ; TV 방송 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멀티스크린 전략에 최적화된 기술 

1) 음악에 비해 용량이 크고, 화질 구현면에서 현재는 준비단계 수준임 

2) 동영상 시장은 방송 사업자, 통신사, 영화 업계, 온라인 동영상 업체 등 각  

사업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 존재 

3) 초기 동영상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스토리지 제공 방식이 아닌 주문형(VoD)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서버를 보유한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 및 통신사업 

 자가 경쟁 우위를 점할 것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유투브(YouTube), AT&T, 버라이즌(Verizon) 등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3) 

▣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이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게임을 이용 

1) 응용프로그램과 셋탑박스를 통해 어떤 PC나 TV에서도 고사양 게임이 가능 

2) 서비스 이용료와 게임 타이틀 대여료 지불방식으로 원하는 게임을 이용 가능 

 비싼 콘솔 게임기나 게임 타이틀 구여 없이 이용 가능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첫 사례는 온라이브 (OnLive)  

 ; 윈도우 PC, Mac 등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TV는 물론 아이패드(iPad) 등 태블릿 PC용 애 

 플리케이션까지 선보이며 모바일 사업 확장 

< 온라이브 미니 콘솔을 연결한 
iPad 게임 플레이 시연 > 

출처: 스트라베이스 



  

모바일 클라우드 콘텐츠 적용 사례(4)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복잡한 컴퓨팅 작업을 개별 이용자 단말이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1) 클라우드 서버에서 직접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이용자 단말은 입력신호와 

처리 결과를 송수신하는 매개체로만 기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져 단말기별 업데이트 불필요 

2) 고가의 전문가용 솔루션을 대여방식으로 서비스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 

3) 모바일 단말에서도 고사양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이동 중 컴퓨터 작업이 잦은 소비자에게 유용 

4) 구글, MS등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설치형 소프트웨어의 절충 형태 



  

모바일 클라우드 국내외 IT사업자 동향 

 국내 기업: 제휴를 통한 역량 강화 & 자사의 클라우드화 

 국외 기업: 협력과 인수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모바일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삼성SDS : 글로벌 제휴로 미국시장 진출 

* 미국 클라우데라사와 기술개발 MOU(’09.4) 

* 미국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09.11) 

  - 모바일 클라우스 센터 오픈(뉴저지, ’09.10) 

  - 수원클라우드센터와연동하여글로벌기지 

  - 기업용서비스“모바일데스크” 제공 

* 모바일 플랫폼과애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  

*사이베이스, SAP, 오라클, 시만텍등과제휴 

HP : 제휴, 인수를 통한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 PDA 제조사Palm 인수(‘10.4, $12억) 

  - OS와apps 확보 

* MS와제품공동개발및마케팅제휴(‘10.5) 

  - 3년간 $2.5억투자 

* 모바일기기관리솔루션(MDM) 업체읶수 

* 8가지클라우드서비스준비중 

   - 디지털사진공유, 프린팅, 위치기반SNS 등 

삼성SDS : 글로벌 제휴로 미국시장 진출 

* 미국 클라우데라사와 기술개발 MOU(’09.4) 

* 미국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09.11) 

  - 모바일 클라우스 센터 오픈(뉴저지, ’09.10) 

  - 수원클라우드센터와연동하여글로벌기지 

  - 기업용서비스“모바일데스크” 제공 

* 모바일 플랫폼과애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  

*사이베이스, SAP, 오라클, 시만텍등과제휴 

HP : 제휴, 인수를 통한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 PDA 제조사Palm 인수(‘10.4, $12억) 

  - OS와apps 확보 

* MS와제품공동개발및마케팅제휴(‘10.5) 

  - 3년간 $2.5억투자 

* 모바일기기관리솔루션(MDM) 업체읶수 

* 8가지클라우드서비스준비중 

   - 디지털사진공유, 프린팅, 위치기반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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