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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클라우드의 부상
코로나가 클라우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영향은 비대면(Untact) 문화의 확산이다.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한 e커머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교는 온라인 강의로
돌아섰으며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 동안 기업들의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끌어 오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

코로나19가
국내 ICT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들은 이러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질병 등의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폭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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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및 질병정보 제공 등의 트래픽 관리, 제조·유통 기업의 스마트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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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클라우드 개념과 분류
클라우드는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이다. IT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기존 방식과

▼▼▼ Strongly Negative Impact
▼ Limited Negative Impact
● Neutral Impact
▲▲▲ Strongly Positive Impact
▲ Limited Posit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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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딩 컴퓨팅이 탄생한 배경은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의 경영진들이 엔지니어
들의 생산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들은 핵심 업무인 개발에 집중
하기 보다는 서버 구매,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IT 인프라 환경 조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WS(Amazon Web
Service)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탄생했고, 이것이 최초의 클라우딩 컴퓨팅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클라우드 시장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에 의해 발달하였다. 그러나 서서히 경제적 유인효과 보다는 폭증하는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방대
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별기업이 별도로 구입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은 클라우드를 통해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과 장
소, 접속기기에 따른 제약이 없고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갑작스럽게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에도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고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문형 셀프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과금체계로 탄
력적인 비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종 디지털 재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클
라우드 서비스를 XaaS라 부른다. 이는 ‘Everything/Anything as a Service’의 약
자로 최근 클라우드 확대와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
년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300조) 규모의 XaaS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는 3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클라우드 시장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 PaaS, SaaS로, 서비스 운용 형태에
따라 Private Cloud,Public Cloud, Hybrid Cloud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
구분
IaaS(Infrastructure as aService)
서비스
유형

서비스
운용 형태

주요 특징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만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ex) Amazon EC2, S3등

PaaS(Platform as a Service)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ex) Linux, Apache, PHP, MySQL, MS-Azur, Google-Apps 등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ex) 웹메일서비스, iCloud, Dropbox, Google Docs, One note 등

Private Cloud

•기업 및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여 내부자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Public Cloud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여러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하는 형태

Hybrid Cloud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결합 형태
•공유를 원하지 않는 일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빗 정책을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
출처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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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205조원에서 2023년 약 599조
원으로 연평균 23.9%의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퍼블릭 클라
우드 시장 규모 또한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약 2.3조원으로 연평균 17.9%
의 성장율이 전망된다.
국내시장은 IaaS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SaaS 시장, PaaS 시장 순으로
비중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SaaS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IaaS/PaaS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 SaaS시장의 수익성 및 확장
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시장 규모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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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IaaS는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PaaS 및 Saa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워크
로드에 부합하는 IaaS가 전제되어 왔다.
국내 IaaS시장에서는 AWS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KT가 단일사업자로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확대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모색되면서 PaaS 플랫
폼 개발 및 배포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AI와 같은 차
세대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확대하려는 PaaS 시장 참여자들의 행
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PaaS 시장에서는 Microsoft, AWS가 안정적인 PaaS사업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금융IT 전문기업인 코스콤
과 ‘금융 특화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협력계약을 맺고 PaaS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그동안 Saa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세
를 보여왔던 국내 SaaS 시장은 ERM, CRM, HCM 등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영역
에서의 SaaS 수요가 커지며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AP, Microsoft,
Salesforce.com 등의 글로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인 더존, 비즈온도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위하고(WEHAGO)’를 통해 SaaS시장의 성장세에 동참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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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전략적 행보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장규모는 날
로 급성장하고 가속화 양상을 띤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2019년 모든 ERP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IT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면 도입하
는가 하면, SK그룹은 2023년까지 전 계열사 클라우드 전환을 공표하고 TF 구성과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클라우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인 네이버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
로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금융과 공공영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
년 10월 코스콤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금융 전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를 통
해 다양한 금융 전용 클라우드 상품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삼성카드, 미래에셋대우, 현대페이, 한화생명 등과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카카오아이 클라우드를 지난 7월 1
일 발표했다. 카카오아이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
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PaaS와 SaaS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표방, 다양한 AI서비스를 PaaS 및 SaaS 형태로 제공하여, 개
발에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
를 강조하고 있다.
NHN은 삼성SDS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각 사의 클라우드 상품과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공동 발
굴하기로 했다. 양사는 고객사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공동 참여를 확대하고, 클라
우드 기반 상품 및 솔루션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 서
비스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TOAST)`를 출
시한 후 공공, 금융, 게임,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성남 판교 데이터센
터를 비롯해 일본 도쿄, 북미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제2데이터센터 건립
도 준비 중이다.
삼성SDS는 세계 17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삼성 관계사와 대외 고객의 클라우
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
는 클라우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
안정성 등의 이슈로 클라우드
전환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속에서
비중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진행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 안정성 등의 이슈로 클라우드 전환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
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속에서 비중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진행 중이다. 보수적인 금융권이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이
유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클라우드를 통
해 데이터의 신속한 수집 뿐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의 복
잡한 계리 업무를 고성능 서버를 활용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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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동시 호가와 같은 일별 특정 시간대 또는 시장 위기와 같은 특정 상황에
따른 접속자 수 폭증 시 탄력적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
을 높일 수 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규제는 클라우드법, 전자금융
감독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른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6년 전자금융감독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을 통해 금융 기업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 처리에 한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관련 규제
클라우드법

전자금융법

데이터 3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

●2015. 3. 27. 제정

●2019. 1. 1. 개정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규제 개혁을 거
치고 있음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
(2019~2021년)을 통해 산업 육성중

●클라우드 내부 통제, 보고의무와 같은 감독 강화 등
개정

●2020. 1. 9.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불필요한 중복 규제 개선

출처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0

이어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준마련, 클라우드 서비스 감독 및 검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9월 「전자
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안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감독
및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
고 중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용 범위 확대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보안성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엄격한 내부 통제 및 보안 방안 요구
•단, 국내에 소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만 클라우드를 허용

내부 통제 절차

•금융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수립
•금융회사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클라우드의 안정성을 평가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클라우드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

사고 예방 및 대응

감독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2018.12

•클라우드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알림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위한 필수 운영 인력이 상주하고 장애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대응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정보 접근권한 제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 당국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사 및 접근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클라우드 이용 계약 시정·보완 요구원,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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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금융에서 주춤하는 동
안 신속한 의사소통과 밀착 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100% 충
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금융보안원의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기본보호조치(109개)와 금융
부문 추가 보호조치(32개) 등 141개 보안 항목을 평가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자
사 표준에 맞춰야 해 데이터센터 위치를 공개하거나 특정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도입할 수 있지만, 문제 발
생 시 책임을 져야 해 부담이 크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클라우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
를 위해 정부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지원하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4일 열린 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심의·확
정했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 제인 데이터·AI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
기술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며, 안정적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제공을 위
해서도 클라우드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AI 활성화와 클라우드
① 데이터 수집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
: 바이오·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 행정 등
•SOC 디지털화
: 도로, 철도, 하천, 스마트시티 등

② 데이터 축적·가공(유통)

③ 데이터 활용(AI)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2025년 1,300종, 2020추경 2925억 원)

•AI 가공 데이터 바우처
(~ 2025년 6,700개 기업, 2020추경 489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
(현재 10개→ 2025년 30개, 2020추경 405억 원)

•AI 바우처
(~ 2025년 3,400개 기업, 2020추경 560억 원)

•국가 통합 데이터 지도 마련

•AI+ X 7대 프로젝트
(2020추경 282억 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제고

④ 데이터•AI 인프라 확충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2025년 25개 분야, 125개 과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025년 4,030개 중소기업 지원 )

AI
반도체

•세계적 수준 AI 반도체 개발
(~2024년 10종)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촉진

출처 : 과기정통부

정부는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보급을 위해 클라우드 생태계 확산 전략을 수립했
다. 해외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업하며 생태계를 구성한 데서 착
안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참여할 ‘클라우드 플래그
십 사업’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모여 산업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5개 분야를 선정해 분
야별 50억 원을 지원해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3년 동안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2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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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간 중소사업자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 바우처 사업을 기업당 2000만 원 규모로 책정해 컨설팅, 전환 지원, 이
용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클라우드를 신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공공의 신속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기존의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이용하는 ‘디지털서
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금액 제한 없
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서비스도 선정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금융클라우드 산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지원으
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대부분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글로
벌 기업들이다. 국내 업체 중 코스콤이 클라우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금융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
한 코스콤은 최근 정부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운영사로 선정되며 비상할 채
비를 갖췄다.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안전성을 갖춘 클라우드
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 및 테스트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핵심이다. 코스콤은 연말까지 핀테크 기업에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등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특화 클라우드도 지원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발전방향 및 미래기술 전망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컴퓨팅 인프라로서의 클
라우드 역할은 더욱 증대되어, 2024년까지 글로벌 1,000대 기업의 90%가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되면서 전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하
는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발해 질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완료되고 클
라우드 컴퓨팅 활용이 확대되면 IT의 역할이 시스템 유지관리자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제공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중개자로 전환될 것이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컨테이너 기술이 더욱 활용되고 엣지 컴퓨팅이 부상할 것이
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OS) 위에 설치돼 그 위에 여러 개의 격리된 공간을 만드
는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실행하는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구성파일 등
을 하나로 묶어 개발-테스트-실 운영 환경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컨테이
너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보안이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애
플리케이션을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안전성을
갖춘 클라우드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 및
테스트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IT환경의 민첩성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엣지 컴퓨팅은 지역이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중앙 집중형 클라우
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산업용 애플
리케이션의 경우 즉각적 반응의 필요성 때문에 원격지로 데이터 전송 시 병목현
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앙집중형 클라우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엣지 컴퓨팅은 자율주행차나 IoT, 동영상 등 미래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는 분산형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이 엣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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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서는 컴퓨팅 자원의 확장은 물론, 서비스 수요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분
산을 통해 인프라 전반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 사용자들에는 뛰어난 반
응성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vs 엣지 컴퓨팅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

실시간 보장 엣지 컴퓨팅

지능형
가치창출
서비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1차 가공된 데이터 송신
/지능 서비스

네트워크

네트워크(인터넷)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시간
감소

네트워크(엣지)
실시간
서비스

결과값/명령수신

디바이스

출처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

엣지 컴퓨팅이 가장 주목받을 영역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VR/AR) 등이 꼽힌다. 특히 통신 업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5G와 엣지 컴퓨
팅 기술을 결합한 MEC(Mobile Edge Computing) 개념을 앞세운 품질 차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주로 초고속·초저 지연 특성의 5G 성능
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5G 주요 거점에 MEC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폰과 자
율주행/커넥티드카 등의 응답속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올해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요한 가상현실 콘텐츠와 클라
우드 게이밍 플랫폼운영에도 5G와 엣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근 인공지능 업계에서 주목받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 기반의 ‘연합
학습’ 역시 엣지 컴퓨팅의 일종이다.
온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 학습과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기기 내에서 수
행하고,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만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서버는 개별 디
바이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취합해 AI 모델을 개선한 뒤, 이를 다시 각 디바이
스로 보내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AI의 성능은 개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
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엣지 컴퓨팅 개념은 효율적인 분권 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클라우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도록 진화하고 있
다. 현재 엣지 컴퓨팅은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체할 수 없다.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기 때문이다. 상보관계에 있
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은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현재는 엣
지 컴퓨팅이 초기 단계에 있기에 관련 벤더들은 각자의 방식과 전략을 활용하며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다. ‘클라우드-엣지-디바이스’의 구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작하게하며,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클라우드’ 관련 인포그래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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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관련 자료 한눈에 보기

클라우드 개념도

협업
콘텐츠

데스크톱 컴퓨터

랩톱 컴퓨터
모니터링

통신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신원

오브젝트 공간

금융
큐

블록공간

컴퓨팅

네트워크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출처 : 이베스트증권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
최근 5년간 매출액 추이

2020년 2분기 시장점유율

단위 : 억 달러

단위 : %

(IaaS, PaaS, Hosted Private Cloud/년도별 2분기 기준)

300
+75

전 세계 매출

Others

Oracle

22

2

+65

2

Salesforce

3

+33

Microsoft

IBM

5

Google
Alibaba

0
2017년

33

Tencent

+55

2016년

Amazon

2018년

2019년

9

18

6

2020년

출처 : 시너지 리서치 그룹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XaaS

순위

IaaS

PaaS

SaaS

1위

AWS(51%)

MS(18%)

SAP(9%)

2위

KT(20%)

AWS(13%)

MS(9%)

3위

LG유플러스(3%)

Oracle(10%)

더존비즈온(5%)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HaaS

Hardware-as-aService
Healthcareas-a-Service

CaaS

Communicationas-a-Service
Container-as-aService

MaaS

Mobility-as-aService

출처 : Sam Solutions

STaaS

IaaS

SECaaS

Infrastructure-asa-Service

SECurity-as-aService

DbaaS

STorage-as-aService

Database-as-aService

XaaS
SaaS

NaaS

Software-as-aService

Network-as-aService

DaaS

Desktop-as-aService

PaaS

Platform-as-aService
Product-as-aService

DRaaS

Disaster Recoveryas-a-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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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종류
기존 IT 자원

Iaa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데이터

런타임

런타임

미들웨어

운영체계(OS)
서비스 제공 영역

가상화

런타임

가상화
서버

SaaS

운영체계(OS)
가상화

서비스 제공 영역

운영체계(OS)

데이터

서비스 제공 영역

기업내 관리 영역

미들웨어

기업내 관리 영역

런타임

기업내 관리 영역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PaaS

미들웨어
운영체계(OS)
가상화

서버

서버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출처 : 레드헷

국내 데이터센터 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180

비상업용

160

상업용(일반)

상업용(통신)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 목표
데이터 시장 규모

국내 AI 유니콘기업

데이터•AI 전문인력

30조원

10만명
신규 양성

10개
14조원

1800명
0명

2018년

2023년

출처 :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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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전략과 비전 및 목표
데이터•AI 강국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

국내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보
및 클라우드 기업 육성

클라우드 도입·확산을 통한
행정업무·대민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
1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1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민간클라우드 전환 지원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 추진

2

클라우드
조달체계
혁신

•클라우드 친화적 예산 지침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

3

민간 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1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2

클라우드
이용지원

•클라우드 이용기업 대상 지원 확대

3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국내 클라우드 기업 간 협업의 장 마련
•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헙업사업 지원

2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

출처 :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2020.6.24

•공공 클라우드 수요예보 개선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