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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pooling 

Distribution layer that divides and allocates workloads 

across servers based on available capacity

On-demand 

self service

Ability to have on-demand, self-service provisioning 

(from IT administrator perspective)

Rapid 

elasticity
Immediate scalability of usage, both up and down

Metering
Consumption and SLAs of computing resources can be 

easily measured, enabling pay-per-use models

Broad 

network 

access

Capabilities are available over a broad network that can 

be accessed by a heterogeneous set of devices (e.g. 

laptops, mobile phones, tablets)

1.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1) 정의

O 인터넷에 접속해서 HW(서버, 스토리지), SW를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Common, Location-independent, Online Utility on Demand)

O 컴퓨터 기능이 인터넷에 흡수되어 인터넷이 거대한 컴퓨터가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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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화(virtualization):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성인 사용자 요구에 따른 IT 자원의 동적

자원 할당, 온-디맨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반 기술임

②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

③ 자원 프로비저닝(resource provisioning): IT 자원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할당, 배치, 배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기술: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 등을 처리

■ Cloud Computing 관련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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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용량에 따라 billing하는 서비스

-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더라도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비용 지불 만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

- AWS(Amazon Web Service), MS Azure, Google Cloud Platform가 대표적

O PaaS(Platform as a Service)

-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 제공

- SW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용이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 줌

- 통상적으로 IaaS 사업자가 함께 제공

O SaaS(SW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 통해 응용 SW를 제공

- 별도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

- 개인들이 사용하는 Gmail, Office 365 등과 기업용 ERP, CRM 등이 대표적

(2)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모델에 따른 구분



7

O Public Cloud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 CSP(Cloud Service Provider)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내의 IT 자원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공용으로(multi-tenant) 이용하는 형태

O On-premise Private Cloud

-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 센터 내에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형태

- CSP들이 필요한 솔루션, SW,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환경 조성

O Virtual Private Cloud

- public cloud를 사용하되, 데이터 센터 내의 일부 자원을 특정 사용자에게만

할당(single-tenant)하므로 사용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IT 자원을 배타적 사용

- customizing, security 등 장점이 있으나, 가격은 public cloud보다 비쌈

O Managed(3rd-party) Private Cloud

- single-tenant private cloud이나, 제3자(CSP)가 HW를 소유하고 관리를 담당

O Hybrid Cloud

- private cloud 사용자가 public cloud를 병행하여 사용

(3)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8

■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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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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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loud Computing은 IT 장비 활용 방식의 진화

O 지난 수 십년 간 IT infrastructure를 활용하는 방식이 진화해 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러한 진화의 연속선 상에 있음

O IT Infra의 활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병존

O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시점 및 방식에도 적용되는 원칙



12

■ Various IT Computing Model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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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IT Computing Model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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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IT Computing Model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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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용 절감

- 대부분의 기업 서버, 스토리지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

- 업무 별로 서버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크 타임을 고려하여

큰 설비를 갖춘 경우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유휴설비가 될 것임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가능

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ex) 출장 시, 또는 모든 작업장의 관련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 공유 가능

③ 협업을 용이하게

- 자료 공유를 넘어서, 특정 community 구성원 간의 communication 활성화

④ 자료를 활용한 insight mining을 용이하게

- 클라우드 활용에 따라 데이터 축적이 더 용이해졌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솔루션 등 지원을 제공하므로

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호스팅을 쉽게

- SW 개발 툴 제공(PaaS), SW를 수용할 하드웨어를 손쉽게 제공함으로써

(6) Why cloud computing?   (McAfee, HB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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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업원 500명, 매장 40개의 소매업자의 경우, 47%까지 IT 지출 절감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비용 절감 예시 (BCG, 2016)

ⓒ Boston Consul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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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rimary Drivers for Cloud Adoption (Bain, 2018)

REDUCE
COSTS

• Full potential is typically 30-50% reduction in hosting run-rate costs, which can equate to tens 
of millions USD annually

• Enterprise scale Cloud adoption can be costly and typically has a 2-3 year ROI 

• Benefits beyond cost reductions are important to consider in the business case

IMPROVE
SECURITY

• Cloud offers modern solutions, that can be enhanced by additional technology, enabling 
robust data protection

• Cloud provides a ‘break with the past’ and a more cost effective way of improving security 
than upgrading large legacy estates

IMPROVE
SYSTEM
RESILIENCE

• Individual applications can be hosted across multiple Cloud providers, and multiple availability 
zones, enabling very high levels of resilience to be achieved

• NB: High levels of application resilience can still be costly, so cost vs risk considerations remain 
important

IMPROVE
SYSTEM
STABILITY

• Cloud is based on modern technology and is inherently more stable than many legacy 
platforms used by Enterprises today

• NB: Availability is never 100%, so resilience and DR remain important

IMPROVE
AGILITY

• Cloud enables rapid creation and removal of application environments

• Developers can self provision as needed, when Cloud provisioning is combined with scripted 
environment builds, significantly improving productivity

FUTURE-PROOF
TECHNOLOGY

• Cloud supports open source platforms, which is the prevailing strategic direction for many 
application platforms

• CSPs regularly release new and improved technical capabilities which Enterprises can take 
advantage of at low incremental cost

ENTERPRISES ADOPT 
CLOUD IN ORDER TO…

KE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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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Overview

O 2010 Hype Cycle for Cloud Computing

-10년 전에 Cloud Computing은 hype의 정점에 있었음

(1) Cloud Computing 서비스의 “보통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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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더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서비스”가 아님

- ICBM+AI 중, 시장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O 2012-2017 기간 중 Public Cloud 실제 매출액은 주요 기관 전망치를 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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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 Hype Cycle for Cloud Computing

- 2018년, Cloud Computing은 보통 산업(normal industry)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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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금까지는 Public Cloud가 시장규모, 성장률 모두 크게 앞섬

2017년 매출액(A): Public, $1,300억;      Private, $100-350억

2021년 매출액(F): Public, $2,770억;      Private, $250-750억

2020년 매출액(A): Public, $2,800억;      Private, $190억

O 내부용인 Private Cloud는 매출 기준도 다르고 측정도 어려움

ⓒ Bain & Co.

(2) 매출액 추이 및 전망 (Public +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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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 매출액 $1,400-1,650억; 영업이익 $110억; 영업이익률 6.7-7.9%

- IaaS/PaaS에서는 아마존 AWS가 압도적 (영업이익률 25%)

- 신규 SaaS(“Pure Play”) 기업들도 일부 영업이익 흑자 전환

- Private Cloud Service는 안정적 영업이익률 (8-10%)

ⓒ Bain & Co.

(3)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Public +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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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 전망: 매출액 $3,020-3,520억; 영업이익 $410억; 영업이익률 11.6-13.6%

- 이익률 면에서는, AWS와 기존 SW 기업들이 압도적일 전망

- 소규모 신규 SaaS 기업들도 적자 탈출

- 공급업체 영업이익률은 HW 7-10%, SW(클라우드 솔루션, SI 등)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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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 전망: 영업이익 $845억

- 이익률 면에서는, AWS와 기존 SW 기업들이 여전히 압도적일 전망

- 소규모 신규 SaaS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부진

Private 

enabling Private  / 

public 

services

Public

enabling

IaaS/

PaaS

SaaS

Includes Adobe, ServiceNow, 

Salesforce, and Workday

Cloud 

Modernization

~60% captured by public cloud 

services (IaaS, PaaS, SaaS)

Includes Oracle,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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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rtner 전망 (2021. 4)

3. Public Cloud Service

1)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O 조사기관들마다 public cloud의 정의, 추정 방법 및 결과가 차이를 보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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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두 조사기관은 2021-2024 기간 중에 연평균 20% 내외 성장을 예상

O 다만 Gartner는 Covid 이후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비해,

IDC는 Covid 이후 전망치를 별로 조정하지 않았음

CAGR
Actuals

’16-’20: 20% 

Pre-Covid

’21-’23: 13% 

Post-Covid

’21-’24: 18%; ’23-’24: 19% 

CAGR
Actuals

’16-’20: 27%

Pre-Covid

’21-’24: 20%

Post-Covid

’21-’24: 21% ’23-’24: 21%

(2) Gartner vs. IDC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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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aS/PaaS vs. SaaS 성장률 전망(2018-2022)

O 지금까지 SaaS가 Cloud Service 성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IaaS/PaaS가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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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view 

O 시장 규모

- 2017년, Public Cloud $1,300억 매출 중에서 IaaS/PaaS는 $420억 차지

- 매년 29% 성장하여 2021년에는 전체 $2,800억 중 $1,200억에 달할 전망

*2019년 매출액: Gartner, $819억;     Statista, $1,275억

O Public Cloud에서

IaaS/PaaS 비중이 증가할 전망

- ‘17-’21 연평균 성장률 전망; 

IaaS/PaaS 29%, SaaS 16% 

- SaaS는 기존 IT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반면에, IaaS는 보다 근본적 변화 의미

- 과거에는 태생적으로 Digital Biz를 영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IaaS가 도입되었으나,

점점 보수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IaaS

도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

2) IaaS/PaaS 시장

ⓒ Bain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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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점유율 추이

① IaaS/PaaS 시장

- Amazon이 꾸준히 40% 주변을 유지하는 가운데,

- MS, Google, Alibaba는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특히 MS Azure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함

- 군소업체들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시장 집중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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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aaS/PaaS + Hosted Private Cloud 시장

- 기본적으로 IaaS/PaaS 시장구조와 유사하나,

- IT 아웃소싱 시장의 강자인 IBM이 기존 고객인 대기업들의 data center를

private cloud로 전환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2020년말 기준 M/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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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aaS 시장

- AWS는 2017년 49.4%에서 2019년 45%로 비교적 빠르게 감소

- MS Azure의 약진 (12.7% → 17.9%)

- 타 주요업체들도(Alibaba, Google, Tencent) 성장하고 있으며,

기타 군소업체들의 몫은 현저히 감소 (27.4% → 19.9%)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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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Telco의 IaaS/PaaS 시장 점유율

O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서는 Telco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졌으나, CDC(Cloud Data Center)로의 전환에는 실패

O IaaS/PaaS 시장에서 Top 10 Telco 비중은 2% 남짓; 매출액 $1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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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속되는 시장 집중화

- 시장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M&A, exit 등을 통해 집중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집중은 계속될 전망

- 신규 IaaS 기업(Rackspace, Gogrid)은 물론, IT 대기업(Dell, HP, Verizon, Cisco)

들도 시장에서 퇴출 또는 인수됨.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빠른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

O Standalone PaaS 기업

- 대부분 인수 또는 퇴출되었고,

극소수(2-3개)만 남은 상황

- 이는 PaaS가 IaaS와 함께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인식을 반영

- IaaS 기업의 PaaS로의

확장은 지속됨
*VMware도 2017년 4월 public cloud 사업을 매각하고(France OVH), 
아마존과 제휴하여 VMware Cloud on AWS(hybrid cloud svc) 출시

(3) 시장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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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낮은 가격, 기업 브랜드, 서비스 성능, 기존 고객 기반 등

O 규모의 경제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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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 추이

O ‘12-’15년에 컴퓨팅 & 스토리지 급격한 가격 하락 이후, 최근에는 안정세

(컴퓨팅 15-30%, 스토리지 30-35%)

- 그러나 high computing/high storage 및 data transfer 가격 인하율은 낮음

O 가격 하락은 ① 경쟁 심화, ② 규모의 경제, ③ 원가 하락(e.g., storage) 등

요인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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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CP, Azure, AWS 간의 가격 차이

-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를 3사로 부터 구매할 경우 가격 차이가 크게 남

- 구글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OS를 Window로 바꾸면 Azure가 더 가격 경쟁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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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view 

3) SaaS 시장

O 시장 규모

- 2017년, Public Cloud $1,300억 매출 중에서 SaaS는 $900억 차지

- 매년 16% 성장하여 2021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2019년 매출액: Gartner, $1,021억;     Statista, $1,255억

O 2010년대 초반에는 IaaS/PaaS 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

- SaaS에 대한 인지도 증가, 거부감/두려움

감소와 함께, 주기적인 SW 업그레이드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 상당한 수준의 디스카운트가 SaaS, 

특히 신생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측면이

있는 바, 앞으로는 여기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 ⓒ Bain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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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 SaaS 시장 성장 추세

O 기업용 SaaS는 SaaS의 대부분을 차지

- 지난 10년 거의 Zero에서 $1,000억까지 성장

- 그러나 전체 기업용 SW 시장은 $4,500억으로, 아직 SaaS 비중은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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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기업 순위

- SaaS는 분야별로 1위 기업이 달라, 상대적으로 시장 집중도가 낮음

- MS가 최근 약진하여 1위, Pure Play 기업인 Salesforce.com이 2위

(2) 시장 구조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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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 구조

- 전체적으로 기존 SW 기업들은 35~45%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였고,

신규 SaaS 기업들은 년 30%씩 고속 성장(’10~’15)하여 더 높은 시장을 차지

- 그러나 ‘17년 영업이익률은 기존 기업(12-14%), 신규 기업(1%) 간에 큰 격차

이는 신규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상을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 결과(디스카운트 등)

O 장기 전망

- 기존 기업들이 마케팅 강화, SaaS 상품 라인업 확대, M&A, 중소 기업들의

퇴출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전망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기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

- 신규 기업들은 현재 수익성 하에서 높은 성장률 지속이 불가능

- SaaS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30% 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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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gment별 SaaS 시장

O SW는 전통적으로 SW 카테고리 별로 시장구조와 주요 기업의 차이가 있음

- 각 segment 별로 상위 5-6개 기업이 40-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시장규모가 큰 ERM, CRM, Collaboration에서는 기존 기업 중심으로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임

*ERM은 ERP, SCM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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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egment별 2017년, 2021년 SaaS 보급률은 그림과 같음

(4) Segment별 SaaS 보급률 차이

O Segment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임

- CRM, Collaboration SW는 표준화되고 있고 비교적 standalone system으로,

초기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 기대

- ERM은 customization이 많고 교체 주기가 긴 편이어서 보급률 다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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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까지 성장 견인

O 향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1) Public Cloud 전체

4) 국가/지역별 시장 규모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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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 기준 미국이 50%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년 30%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

(2) IaaS/P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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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이 6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

(3)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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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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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 Multi Cloud Service

1) Hybrid Cloud Overview

O 90% 기업들이 Cloud를 도입하여 기존 IT Infra와 함께 사용 중(Bain, 2018)

O 클라우드 이용 기업 중 65%가 private & public cloud를 함께 사용 중

- 대기업들은 보안, 규제 등의 이유로 public cloud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향

ⓒ Bain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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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클라우드 이용 기업 중 30%만이 “hybrid cloud”를 사용 중

- hybrid cloud는 “public 및 private cloud가 상호 연동되어(interoperable)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므로, 복수의 클라우드를 사용

하더라도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hybrid cloud라고 할 수 없음

O 하지만, hybrid cloud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 중 80-85%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5년 이내 hybrid cloud 도입 예정 → 시장 확대 전망

【 】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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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들은 hybrid cloud service에 대해 불만족인 상황

- hybrid cloud 사용자들은 기존 IT infra, public & private cloud를 함께 쓰는

복잡한 상황이므로, public/private cloud only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짐

- 신뢰도, 보안, 비용 등이 가장 중요한 불만족 원인

O hybrid cloud service provider로는 Microsoft를 가장 선호

- MS는 2017년 hybrid cloud 버전인 Azure Stack을 출시하여 이 시장을 선도

최근 Azure의 빠른 성장도 hybrid cloud 시장 성장에 힘입은 바 큼

- 다른 기업들의 hybrid cloud는 아직 on-premise 환경과 public cloud를

완벽하게 연동하지 못하고 있음 (아마존은 ’19 하반기 AWS Outposts 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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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환경은 지난 20여년 간 점차 복잡해졌는데, 클라우드로 더욱 복잡하게 됨

O Mainframe 시대는 한 기업이 만든 single-stack, comprehensive solution 제공

O Datacenter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multi-stack)들이 통합적인 환경 제공

2) Hybrid/Multi Cloud 이행과 “차세대”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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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ighly virtualized 상황은 VM을 사용해 HW infra를 가상화한 클라우드를 의미

- CSP가 infrastructure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누리고, 

OS 및 Middleware의 중요도가 줄어듦

O 차세대 기술은 보다 원활한 hybrid cloud computing을 지원하기 위함

- 즉, hybrid cloud 환경에서 클라우드 간에 매끄러운 연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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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ybrid cloud에는 다양한 가상화 기술이 사용될 전망

- HW+OS로 구성된 cloud infrastructure 위에,

- CSP들은 다음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개발자에게 제공함

①Virtual Machine(PaaS), ②Container(CaaS; Container as a Service), 

③Serverless computing(FaaS; Function as a Service) 

Next Gen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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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ontainer & Serverless Computing

① 두 기술은 클라우드 시장의 가장 유력한 차세대 기술

-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발자의 앱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데 초점

- 즉, 보다 가볍고(thinner), 자원을 덜 쓰게 하며(less resource intensive), 

클라우드 간에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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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ntainer 

- VM과 container는 둘 다 가상화 솔루션이지만, VM은 HW를 가상화하고,

container는 OS를 가상화함으로써 하나의 OS를 공유하는 형태

- 따라서 container는 더 가볍고, 효율적이며, 클라우드 간 연동이 용이해져,

개발자들은 앱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음 → public cloud 이용 활성화에 기여

- 구글의 container solution(Kubernetes)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주요 CSP들은 Kubernetes 및 다른 제품도 지원하여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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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rverless computing

- Serverless computing은 infrastructure를 관리할 부담없이 application code를

개발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따라서 개발자들은 특정 event/action에 맞추어 특정한 application code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됨

- 이를 FaaS(Function as a Service)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 app이 아니라

특정 function(piece of code)만을 작동하도록 하기 때문임. 

즉, 개발자는 application code를 개발하여 FaaS 사업자에게 이를 작동하도록

요청하면, FaaS 사업자는 이를 특정 시점/이벤트에 작동하도록 스케쥴링함

- 현재 대부분의 FaaS use case는 반복적이며 시간이 많이 드는 데이터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backend cleaning, document conversion, 

everyday tasks, transform data 등)

- AWS는 AWS Lambda를 2014년 출시하여 FaaS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Azure가 그 뒤를 쫓고 있고, Google, IBM은 다소 뒤쳐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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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aS, FaaS로 갈수록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있으며, 

각각의 플랫폼은 개발자에게 서로 다른 IT 특성 및 서비스를 제공함

④ IaaS/PaaS, CaaS, FaaS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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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따라서 CSP와 개발자가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데,

CaaS는 IaaS와, FaaS는 PaaS는 유사함

⑤ IaaS/PaaS, CaaS, FaaS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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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 규모 전망

- container(CaaS) 및 Serverless(FaaS) 시장은 매년 30% 내외 성장하여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2-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클라우드 간 이동성(portability), 개발의 편의성, 효율성 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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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현황

1) Overview

O 초기에는 아마존의 독주와 다수 업체들의 추격 양상이었으나, 

지금은 아마존+MS/구글 3강 체제와 소수 2nd tier 업체들로 재편되는 형국

O 향후 5년 이상 이 흐름은 유지될 것임; 특히 AWS, MS는 규모의 경제, 높은

기술력, 다양한 서비스를 무기로 아직 초기인 cloud 시장을 동반 주도할 전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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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마존
Public 4.6 7.9 12.2 17.5 25.7 35.0

IaaS 12.2 15.5 20.0

MS
Public 5.8 9.5 16.2 26.6 38.1 51.7

IaaS 3.1 5.0 7.9

구글
Public 2.6 3.6 4.1 5.8 8.9

IaaS 0.8 1.3 2.4

자료: Public Cloud 매출액은 각 사 10-K Report (구글 ‘15, ’16은 Bain 자료)

IaaS 매출액은 Gartner

주: MS 회계연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단위: 10억 달러)

O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별 매출액

- 아마존은 SaaS 비중이 5% 미만

- MS는 최근 Azur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SaaS 비중이 50% 내외

- 구글은 Public Cloud 전체, IaaS에서 모두 아마존, MS에 큰 격차



61

Deceleration Inflection?

Top 3 CSP YoY revenue growth by quarter

Growth accelerating after years of deceleration

2018 2019 2020 2021

YoY growth (Azure)

YoY growth (AWS)

O 최근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

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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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객 만족도(충성도)는 아마존, MS, 구글이 월등히 높은 편

-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NPS(Net Promoter Score)를 많이 활용

-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제품을 추천할지 여부를 0~10점 척도로 답하게 함

NPS = (9/10점 응답자 수) - (6점 이하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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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SP 자본 투자액(CapEx)

- CAPEX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향후 성공의 강력한 선행 지표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비용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

- 클라우드 서비스 CapEx는 따로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Capex의 대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용으로 추정됨

- 아마존, MS, 구글 모두 최근 CapEx 급격한 증가 추세

CapEx 2016 2017 2018 2019

아마존 12.4 19.7 27.6 32.0

MS 11.0 13.2 15.8 18.0

구글 11.0 11.4 15.1 23.5

(단위: 10억 달러)

주 1): 여기 제시된 숫자는 회사 전체 Capex로서 클라우드 Capex가 아님

주 2): 아마존, MS는 Capex + Equipment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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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SP별 고객군 차이

- AWS는 기술 및 미디어, 전문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직원 천명 미만의 중소기업, 즉 신생 기업과 digital native들이 많이 사용

- Azure는 소비재, 소매, 금융 산업에서 AWS와 대등하고, industrial sector에서

AWS를 추월하였으며, 또한 대기업에서도 AWS와 거의 대등한 수준

- GCP는 정부 및 교육 분야에서 우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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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apshots

2) Amazon

O Global Presence

- 24 Regions & 77 Availability Zones (미국 및 중국에는 복수 region)

O 고객

- 190개국의 100만개 이상 기업

(미국 CIA를 포함한 17개 정보기관들이 공유하는 클라우드도 운영)

- 전적(all-in)으로 AWS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미디어 기업들이며, 전통적 대기업은 많지 않음

O 매출액

- 매년 50% 이상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성장세 둔화

- 2020년 454억 달러, 아마존 전체 매출액의 12%

O 수익성

- 2020년 영업이익 135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29.7%

-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229억 달러)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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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재무 실적 (2014-2020)

(환율 효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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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otivation

- 개발자들이 앱 개발보다 IT infra 환경 세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을

발견하고, 개발자들이 앱 개발에만 전념하도록 할 필요성 대두

- 2002년 아마존으로 트래픽을 보내주는 사이트들이 방문자들에게 아마존

상품을 잘 노출할 수 있도록, 아마존 상품 정보(제품명, 가격 등)를

API 형태로 제공하면서 Web services 개시

- 2003년 Web services를 수익 사업으로 확장 (잉여 컴퓨팅 자원 활용)

O 서비스 진화 및 종류 (2008년까지)

- 2008년 10월 현재 12종의 서비스 제공하였는데, 그 중 4종을 “Infrastructure 

Web Services”로 정의, 즉 기업의 SW 개발자들을 우선적으로 타겟

① Simple Storage Service(S3): 스토리지 사용량에 따라 billing

② Elastic Compute Cloud(EC2): 컴퓨팅 파워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사용량에 따라 billing

③ Simple DB: 실시간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가능

④ Simple Queue Service (SQS) (2004년)

(2) Earl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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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자체의 경험

- 엄청난 자체 잉여설비의 활용 필요성

- 심각한 수준의 computing power fluctuation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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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쟁사의 초기 대응

- Server & Computing [IBM, Sun, HP]

∙ 이들은 전통적인 서버 시장의 강자였으며, IT outsourcing 서비스 제공

∙ 이들도 IaaS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2006년 Sun만이 EC2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

- Storage [EMC, IBM, HP, Dell]: pay-as-you-go online service 제공한 적 없음

- Google

∙ Google Apps for Your Domain(’06. 8; 클라우드로 주요 구글 앱 제공), 

Google App Engine(’08. 4; 앱 개발 지원) 등을 출시했으나, 

∙ 이 같은 개별 action들을 전체 cloud package화하는데 있어서 지체

- Microsoft

∙ 2005년부터 단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다가,

∙ 2008년 10월 Windows Azure 출시를 선언했으나, 실제 출범은 2010년 2월

주요 IT기업들은 자신의 핵심 영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mazon의 first-move에 fast follower로 대응조차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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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WS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비관련 다각화인가?

- “The majority of Wall Street analysts either took little notice of AWS

or felt that it was a diversion from the company’s core business and 

a drain on profitability….” (2008)

- 경영 전략에서는 핵심 역량을 공유하지 않는, 

즉 시너지가 없는 비관련 다각화를 부정적으로 평가

O 그러나 AWS는 아마존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e)에 기반한 사업

- 아마존이 retail business를 잘 하기 위해, 전세계에 걸친 대규모 웹 비즈니스를

잘 운영해야 하는 기술적 역량은 AWS를 잘 운영하는 역량과 동일

- 또한 고객 관리 등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도 AWS에 도움

- 뿐만 아니라, retail biz를 위한 HW/SW 구매와 AWS를 위한 구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즉, AWS 용도의 HW/SW 구매 비용 면에서 경쟁 기업

대비 비용 우위 확보 가능

(3) 아마존의 초기 AWS 전략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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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마존의 Retail Biz Model과 경쟁 전략

- 사업 모델: 온라인 쇼핑몰(소매 모델)

- 핵심 성공요인: 낮은 가격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원가가 가장 중요

- 낮은 원가를 확보하기 위해 조기에 규모의 경제 실현

“Get big fast”: 빠르게 판매 제품 다양화 (책→음악/영화→전자→가정용 제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창고, 배송센터 등 supply chain 구축에 막대한 투자

- 고객만족을 통한 제품 차별화: 

리뷰 시스템, 추천 엔진, Amazon Prime Membership 등

낮은 원가
더 많은
구매자

더 많은 구매

낮은 가격

■ 소매 모델에서의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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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WS 경쟁 전략

-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IaaS는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사업

AWS의 규모가 커질수록 스토리지, 컴퓨팅 파워, 회선 당 단위 비용은 하락

-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기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전략

∙ 대부분의 경쟁 기업들은 up-front fee가 있고, 

minimum guarantee를 보장하는 사용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AWS는 스토리지, 컴퓨팅 모두에서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만

있을 뿐, up-front fee나 minimum guarantee가 없음

(AWS의 일부 고객은 월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월 사용료 납부)

- 그럼에도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확보…

- 아마존의 경영자원을 잘 활용하여 AWS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도 노력

즉, 단지 가격 경쟁력이 유일한 경쟁 수단이 아니라는 점

아마존의 Retail Biz와 AWS는 사업 모델, 성공 요인, 따라서 경쟁 전략

측면에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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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 방향

“We have every service you can imagine, 

it works everywhere and at any scale, and everyone is on it.”

- AWS Marketplace와 자체 SW 개발을 통해 SaaS 매출액 증대

- IaaS/PaaS 시장 방어

- early adopter 및 digital native를 넘어서 고객 기반 다양화

O 강점

- 선발자 우위와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IaaS/PaaS에서 확실한 1위 확보

→ 규모의 경제 실현

→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 및 현금 창출

→ 좋은 제품을, 경쟁사를 압박할 수준의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 능력

- 상품의 다양성(breadth), 손쉬운 확장성(scalability),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

- SaaS 강화를 위해 IaaS/PaaS 고객 기반 활용 가능 (’16-’17년 100% 이상 성장) 

(4) AWS의 전략, 강점 및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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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속)

-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 AWS는 출발부터 개발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둠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70%가 AWS를 사용하면서 개발자들이 AWS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AWS가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초기에 장악했음

∙ 개발자들은 AWS 활용 역량이 자신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O 약점

- 편중된 고객 기반: 아직 클라우드 보급률이 낮은 대기업 시장에서는 취약

- hybrid cloud 시장에서는 MS Azure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

∙ 다만 ’19년 하반기 hybrid cloud platform인 AWS Outposts를 출시하였고,

∙ private cloud 강자인 VMware와 제휴하여(’17년) VMware Cloud on AWS를

출시함으로써 취약한 hybrid cloud가 public cloud에 미치는 악영향 축소

- 아마존의 사업영역 확장은 클라우드 사업에 부담 (e.g. Walmart, Target…)

O 전망

- IaaS 시장에서 Azure의 점유율 상승이 있겠으나 1위 유지는 문제없을 것

- 그러나 hybrid cloud 시장에 대한 투자와 commitment 필요

- SaaS 비중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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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apshots

3) Microsoft

O Cloud Service 구성 요소

- Azure(IaaS/PaaS), Office 365, Dynamics 365(CRM, ERP)

O 매출액 추이

- 빠른 성장: $9.5B(‘16)→ $16.2B(‘17) → $26.6B(‘18) → $38.1B(‘19) → $51.7B(‘20)

- 특히 Azure는 2018년 90% 이상 성장

- SaaS의 매출액 비중은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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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사업부문 및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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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 방향

“Seamless on/off premise environment for Microsoft customer base

with most hands-on service and support for enterprise customers.”

- SaaS에서의 지배적 지위 방어

- IaaS/PaaS 성장 가속화를 위해 Azure 상품 혁신 및 협력 강화

- 동종 업계 최고(best-in-class) 경쟁력 창출

O 강점

- 두터운 기존 SW 고객 기반이 Azure 고객 증대에 기여

∙ Window OS 및 서버, MS Office 사용 기업들의 순조로운 클라우드 전환

∙ Window 서버를 AWS에서 운영하면 Azure에 비해 더 많은 비용 지불

∙ SW 고객 기반을 활용한 제휴를 통해 Azure 서비스 확대

e.g., Adobe는 Azure를 preferred platform 지정; SAP+Azure 제휴

- SaaS 우위 유지를 위해 Office 365에 의존하지 않고 AI 투자 및 인수 확대

e.g., LinkedIn 인수로 Dynamics 365의 ‘관계 관리’ SW 역량 보강; 

오픈 소스 커뮤니티 Github 인수(‘18.6, $7.5B)로 SaaS 상품 개발 촉진

(2) MS의 전략, 강점 및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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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속)

- hybrid cloud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MS가 우위에 있으나 아직 보급률이 낮은 대기업 고객 확대

(MS의 경쟁력은 첨단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동성 확보에 있음)

- 전세계적으로 AWS에 비해 훨씬 많은 region에 데이터센터 보유 중

(AWS 19 vs. Azure 44, ’18.7 기준)

O 약점

- IaaS/PaaS 시장에 늦은 진입으로 digital native, 스타트업 시장 확보 어려움

- open source SW에 대한 지원 취약 → 많은 고장 시간

O 전망

-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IaaS/PaaS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나,

AWS를 추월할 가능성은 없음

- 강력한 Office 상품 + AI 투자로 SaaS에서의 지위 유지 전망

- hybrid cloud를 원하는 대기업, 글로벌 시장에서는 개도국에서 유리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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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방향

“Friendliest, independent developers with most flexible pricing

and best tech in key areas(container tool, AI/ML).”

- 대기업 고객 확보

- 클라우드로의 이행, 클라우드 간 전환 촉진을 위한 인수∙제휴

- AI를 통한 차별화

(2) 강점

- “개발자에 의해, 개발자를 위해” 구축된 플랫폼

∙ 속도 및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가/혁신가에게 적합

∙ DIY policy + open source components, flexible pricing model

- AWS 대비 가격 경쟁력

- AI/ML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AWS/Azure 대비 차별적 매력도 확보

- container tool(Kubernetes)에서의 기술력으로 우호적 인식 확보

- 최근 전략적 인수(e.g., AppBridge) 확대로 cloud migration/sharing 지원

4)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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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점

- 보다 많은 기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시장에 취약

(예외적으로 정부 및 교육 기관 점유율은 높음)

- hybrid cloud 시장에 대한 대비 부족

(4) 전망

- 구글은 AWS 및 MS와의 격차를 줄여서 3강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나,

격차가 큰 3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임. 

기술적 전문성은 편의성을 중시하는 대기업 고객 확보에 별 도움이 안됨

- 그럼에도, 낮은 가격과 AI에서의 우위는 고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6.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보급 현황 및 Sentiments

(1)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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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users have nearly 
achieved previously 
predicted levels of 
cloud adoption…

…And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doption 

forecasts

+4 
pt p
.a.

+7 
pt p
.a.

O 2013년 19% → 2019년 31% → 2021년 38% 보급률을 달성하고,

2024년 아주 높은 보급률을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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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vs. 2018년

- speed, flexibility, scalability 및 보안이 가장 중요한 동기를 차지하며

비용 절감도 여전히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임

(2) 클라우드를 채택하려는 주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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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 vs. 2021년

- scaling, flexibility를 클라우드 채택의 주된 동기로 더 중요하게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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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increasingly 
view scaling and flexibility 
as most important drivers 
of cloud migration

% mentions as important driver of adoption

High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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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ublic cloud로의 migration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기준은,

보안, 비용 및 신뢰이며, 2018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음

O 이전 및 사용 편의성, scalability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public cloud

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의미

(3) Public Cloud vs. Private Cloud/On-Premise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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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vs. 2018년

- 비용에 대한 불만족이 제일 크고, 규제 및 compliance issue에 대한 우려도 큼

- 보안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었는데, 자신이 data center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public cloud가 해킹, 데이터 보호 등 보안 문제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뢰 확산

(4) Cloud 사용 시 불만족 및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



O 2019년 vs. 2021년

- 2019년에 비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 증가

- 인력 등 기술역량 부족은 여전히 중요한 제약 사항이나 우려가 크게 감소

- 클라우드의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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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ivation

O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Cloud의 경제성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

“The economics are in favor of SaaS across all workloads…”

- Former CIO, Fortune 500 company

“…Cloud was 10-20% more expensive across workloads.”

- CIO, Fortune 500 company

O 가격 추이 또한 반드시 하락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IaaS의 경우, 컴퓨팅 및 스토리지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고속” 컴퓨팅 가격 하락은 크지 않았으며, data transfer(I/O) 가격도

덜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량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비용 증가 가능성

- SaaS의 경우 IaaS와 같은 가격 하락은 관찰되지 않으며, 

도리어 기능 추가 등으로 비용이 상승되는 경향

O 기업 서베이에 따르면, TCO(Total Cost of Ownership)가 줄어들지 않았다거나, 

비용과 사용량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가장 큰 불만

으로 등장

2) 클라우드 서비스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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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들

① Integration

- 복잡한 기존 업무들은 다른 on-premise system들과 서로 연결, 통합되어

있음 (e.g. ERP는 클라우드가 지원할 수 없는 외부 시스템들과 연결)

- 이런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cloud migration해야 하며,

- 시스템들 간의 interface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

② Customization

- SaaS는 환경을 단순화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환경을 감안하여 customized vers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loud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듦

③ Usage Requirements

- cloud는 사용량에 따라서 빠르게 규모를 조절해야 하는 업무에 가장 잘 맞음

- 따라서 항상 사용량이 많거나, data transfer(I/O)가 많은 업무에는 비경제적

④ Migration Optimization

- on-premise 환경을 1:1로 클라우드 전환하면 무조건 비용이 증가하므로,

불용 서버 제거, scalability 확보 등 최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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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rs of Cloud Economics

O TCO 계산 시에, 클라우드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driver 존재

cloud migration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성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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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업무들의 TCO 절감 가능성

O 실제 TCO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표적인 업무의 TCO 절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ERP

- heavily customized, highly integrated w/ on-premise system, mission-critical

- IaaS/SaaS 채택 시 비용 증가

② HCM(Human Capital Mgmt.)

- standalone system, require little to no customization during cloud migration 

- SaaS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 가능

③ Development/Test

- infrastructure-intensive, variable usage; little integration with on-premise

- IaaS 전환으로 비용 절감 가능

④ Custom App

- new-to-world, custom built

- IaaS 활용이 바람직하나, app의 복잡도, 활용도에 따라 비용 절감액 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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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technical debt”를 감안하면 클라우드가 더 경제적인 대안일 수 있음

O “Technical debt is the accumulated costs and long-term consequence of

delaying routine maintenance and employing suboptimal IT practices.”

- 즉, 자체 IT infra를 구축하면 초기에는 가장 첨단 기능을 가진 상황이지만,

감가상각이 끝난 후에는 뒤처진 기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비효율적

O 따라서 technical debt가 거의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경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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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약 1.6조원이고, 2021년에는 3.4조원 전망

O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2018년 기준 22.9%로 OECD 평균인

31.2%에 많이 못 미치며, 27개국 중 16위로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미흡

- 또한 단순한 IaaS 중심으로 도입 중으로, multi/hybrid cloud 활용은 제한적

- 대기업들은 대개 private cloud로 전환 중이며 public cloud를 부수적으로 사용

(1) 클라우드 도입 현황

7. 한국 도입 현황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자료: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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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차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법 제정(’15년 3월), 정부 기본계획 수립

(’15년 11월) 등으로 기반 마련

- 그 이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기준 제정 및

인증 제도 도입(’16년 5월), 가이드라인 마련(’16년 7월) 등을 시행했으나,

- 주요국에 비해 공공기관의 public cloud 활용이 크게 미흡하여, 

’18년 11월 기준 대상기관 467개의 32.8%인 153개에 그침

*공공기관 클라우드는 국내 CSP의 주된 타겟 시장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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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aaS/PaaS

- 기존의 IDC(Internet Data Center)는 통신사업자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양상

*대기업 데이터 센터는 SI 자회사들이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구축∙운영하는 형태

- 현재 AWS가 압도적 1위이고 MS, IBM, 구글 포함 외국계가 대부분 차지

국내 기업은 KT가 추격하고 네이버도 시장에 진입한 상황

- 그러나 외국 기업에 비해 PaaS, SaaS에서 경쟁력에 심각한 격차

- 삼성 SDS, LG CNS는 그룹 클라우드를 운영하며 외국계 CSP와 협업

몇몇 기업들은(SK C&C, LGU, KT) 외국계 cloud datacenter 구축에 협업 참여

② SaaS

-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그나마 embedded SW, IT 서비스

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SaaS 형태로 판매할 package SW는 더욱 취약

(세계 100대 패키지 SW 기업 중 국내 기업 전무)

- SaaS 시장에서도 기존 SW 강자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기회는 제한적이나, 더존비즈온 등 일부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음

(2) 클라우드 관련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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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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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드웨어: 클라우드 도입 이전부터 스토리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

- 서버: 고가 제품은 선두기업(HP, Dell, Cisco, IBM)이 저가 제품은 중국기업

(Lenovo, Huawei, Inspur)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품질, 가격 경쟁력이

없는 국산 제품을 사용할 인센티브 부족

-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SSD와 HDD로 구성됨

SSD(Solid State Drive) 시장은 삼성이 압도적 1위이지만, 이를 활용한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은 EMC, HP 등이 지배하는 별도의 시장

HDD(Hard Disk Drive)도 Seagate, Western Digital, Hitachi, Toshiba가 장악

- 네트워킹 장비: Cisco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저가의 주변 장비 공급에 그치고 있는 상황

④ 클라우드 솔루션

- 가상화, 분산 컴퓨팅 등 Cloud Infra를 지원할 SW는 미국 기업(VMWare 등)

들이 장악한 상태로, 의미 있는 규모의 한국 기업은 전무



8. Seven common myths about cloud (McKins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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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보다 비즈니스 전반의 편익 증대가 훨씬 중요

(e.g., 대기업의 앱호스팅 비용은 매출액 0.5%에 불과 → 절감액이 큰 의미 없음)

O 좋아진 IT 인프라(용량, 스피드 등),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Analytics/AI 솔루션을

활용하면 더 빠른 혁신이 가능 (e.g.,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테스트 등)

O 클라우드 경제성은 업무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

O 그러나 shared-resource model & autoscaling이 가져다 주는 비용 절감은

TCO 계산에서 종종 간과하는 경향

클라우드가 future-proof technology(no technical debt)를 제공하는 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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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메이저 CSP들은 보안 역량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최고 수준

보안 시스템 보유 (각 CSP는 수십 억 달러 보안 투자, 수천 명 보안 전문가 채용)

O Gartner는 클라우드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99%가 사용자측 잘못이라고 전망

O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센터와 자체 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 면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없음. 도리어 클라우드가 전세계에 위치하고,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latency가 더 짧을 가능성

O 대부분의 latency는 보안, 핵심 정보 등의 이유로 자체 센터에 보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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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클라우드 전환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전체 인프라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 활용을 위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역할 중요

O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옮기거나, 앱 별로 CSP를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

O 특정 영역 또는 기능(e.g., 초기 신약개발, 결제) 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lift & shift’는 전환은 용이하나 전환 편익을 못 누리며, ‘complete refactoring’

은 시간, 비용, 역량 면에서 무리 → container 기술 등 활용



9. Key Takea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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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Infra 활용 방식의 한 진화 과정이며,

기업 특성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이 달라진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완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보통 산업화”하였다.

③ 지금까지는 Public Cloud가 Private Cloud를 압도하였으나,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나서면서 Private Cloud 도입도 늘 것이다. 

④ Public Cloud에서는 지금까지 SaaS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클라우드에 대한

commitment가 높아지면서 IaaS/PaaS의 성장이 더 빨라질 것이다.

⑤ IaaS/PaaS 시장은 아마존, MS가 주도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으로의 합병,

중소기업들의 퇴출을 통해 시장 집중화가 지속될 것이다.

SaaS 시장은 마케팅 드라이브를 통한 신규 기업들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기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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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향후 Hybrid/Multi Cloud 사용이 일반화될 것이며,

Container, Serverless computing 기술이 multi cloud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Hybrid 시장에서는 Microsoft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IDC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통신사업자의 지위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⑧ IaaS/PaaS의 수익성은 시장 집중화에 따라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며,

SaaS 또한 기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차츰 개선될 것이다.

한편 HW Infra(특히 서버/스토리지)는 범용화로 이익률이 점점 낮아지지만,

SW Infra는 20% 내외의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다.

⑨ 클라우드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용, 규제

/compliance 이슈, 보안 등이 주된 우려로 남아 있다. 

과거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으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가 더 경제적인지 여부는 IT 업무의 integration, customization,

usage requirements의 정도에 달려 있다.

⑩ 그러나, 자체 IT infra 보유에 따른 “technical debt”를 감안하면 클라우드 서비

스가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