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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상세 스택 ][ Cloud 상세 스택 ]

3자료 : ETRI 클라우드컴퓨팅연구부



[ K Cloud 기술개발(R&D) 현황 ][ K-Cloud 기술개발(R&D) 현황 ]

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 기타 서비스

PAAS  (Platform-as-a-Service)   

SAAS  (Software-as-a-Service)   
SW

IAAS  (Infrastructure-as-a-Service)

Infrastructure

차세대컴퓨팅

Server
(Processor, Memory …)

Storage
(Drives, Persistent…)

Network
(Internal, External…)

Facilities
(Location, Power…) 차세대컴퓨팅 &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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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BcN지식정보보안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연묵 PD (2012.3.30)



[ K Cloud 기술개발(R&D) 현황 ][ K-Cloud 기술개발(R&D) 현황 ]
분야 과제명 구분

연구
기간

`12년
출연금기 출 금

독립형 컴포넌트 기반 서비스 지향형 페타급 컴퓨팅 플랫폼
기술개발

혁신 09-12 1,442

신뢰성 컴퓨팅 기반 기술 개발 원천 09-12 1 200신뢰성 컴퓨팅 기반 기술 개발 원천 09 12 1,200

고성능 가상머신 규격 및 기술개발 혁신 09-12 1,000

단말 독립형 퍼스널 클라우드 시스템 혁신 10-13 2,000

차세대
컴퓨팅

클라우드 DaaS 시스템 및 단말 기술 개발 혁신 10-13 1,500

개인 및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용 통합
개발환경 및 이기종 단말-서버 간 협업 기술개발

혁신 11-14 1,800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1mW/MIPS 급 이하의 에너지 절감형
그린서버 기술개발

혁신 11-14 1,700

가입자 구간 비디오 트래픽의 50% 절감이 가능한 글로벌 딜리벌리가입자 구간 비디오 트래픽의 50% 절감이 가능한 글로벌 딜리벌리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발 (New)

혁신 12-14 1,991

고품질(Full HD급)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가속처리 및
전송 프로토콜 기술 개발 (New)

혁신 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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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프로토콜 기술 개발 (New)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연묵 PD (2012.3.30)



[ K Cloud 기술개발(R&D) 현황 ][ K-Cloud 기술개발(R&D) 현황 ]
분야 과제명 구분

연구
기간

`12년
출연금기 출 금

SW

10,000 사용자 이상 동시 접속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용 파일시스템 개발 (New)

혁신 12-14 1,800

클라우드 서버와 스마트 기기간의 암호화된 콘텐츠 실시간
혁신 12-14 1 100

(1Gbps) 동기화 소프트웨어 개발 (New)
혁신 12-14 1,100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N스크린 대응 뷰어 및 에디터 개발 개발 12-13 후불형

이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파일과 블록 스토리지
를 통합 제공하는 페타 스케일 규모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SW 개발

개발 11-12 2,700
WBS

를 통합 제공하는 페타 스케일 규모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SW 개발
개발 11 12 2,700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웍스 환경의 문서보안을 위한 차세대
Enterprise DRM 개발

개발 11-12 1,500

홈N/W 스마트가전 자원 가상화에 의한 가정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홈N/W
정보가전

스마트가전 자원 가상화에 의한 가정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개발 (New)

혁신 12-14 1,700

DTV
방송

스마트 융합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Maas 기반 커뮤니티 방송
기술개발 (New)

혁신 12-14 1,308

BcN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가상 ID 기반의 기업망-클라우드-모바일
기기 연결을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 기술개발 (New)

혁신 12-14 1,400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 내부 가상화 영역에서 발생하는 해킹공
혁신 12 15 1 000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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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 컴퓨팅 환경하에서 내부 가상화 영역에서 발생하 해킹공
격을 분석/탐지/차단하기 위한 가상 NW 침해 대응기술 개발 (New)

혁신 12-15 1,000지식/
보안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연묵 PD (2012.3.30)



[ K Cloud 표준화 현황 ][ K-Cloud 표준화 현황 ]
국제표준화국제표준화 현황현황

사실사실 표준화표준화 기구를기구를 중심으로중심으로 관련관련 규격규격 개발이개발이 우선되고우선되고 있으나있으나사실사실 표준화표준화 기구를기구를 중심으로중심으로 관련관련 규격규격 개발이개발이 우선되고우선되고 있으나있으나
아직아직 글로벌글로벌 표준으로서표준으로서 공통된공통된 합의가합의가 이뤄지지이뤄지지 않은않은 상태상태
최근최근 들어들어 ISO/IEC JTC1 ISO/IEC JTC1 및및 ITUITU--T T 등등 공적공적 표준화표준화 기구를기구를 통한통한
표준화가표준화가 본격화본격화표준화가표준화가 본격화본격화

2010-2011 : JTC 1 SC38 SGCC 활동
☞ 클라우드 WG(WG3) 신설 (컨비너 : ETRI 이승윤 팀장)☞ 클라우드 WG(WG3) 신설 (컨비너 : ETRI 이승윤 팀장)
☞ 신규 표준화 항목 2건 도출

- Cloud Computing Vocabulary
- Cloud Computing Reference Architecture p g

2010-2011 : ITU-T FG Cloud 활동
☞ SG13 내 WP(W96/13)와 표준작업반(Question) 신설

Q26/13 : Cloud Computing Ecosystem Inter-cloud andQ.26/13 : Cloud Computing Ecosystem, Inter cloud and
General requirements (라포처 : ETRI 이강찬 책임)

☞ 신규 권고안 5건 개발 착수
- Cloud Computing Definition and Vocabulary

Cl d C i E 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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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Computing Ecosystem, Use cases 등



[ K Cloud 표준화 현황 ][ K-Cloud 표준화 현황 ]
정 부

정책 수립/지원

방송통신
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정책 수립/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코디네이터

ISO/IEC JTC 1 / ITU-T
(SC38 전문위원회)

국제 표준화

국가 표준
단체 표준 (PG420)

포럼표준 (클라우드컴퓨팅포럼)

국내 표준화

클라우드컴퓨팅포럼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포럼표준 (클라우드컴퓨팅포럼)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CDC(Cloud Data 
Center) 기술 분과

클라우드 기술 프
레임워크 분과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분과

스마트 미디어
기술 분과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기술 분과

통신사 CP/포탈 등솔루션기업

관련 산업체

연구회

학계/연구계

8

통신사 C / 탈 등솔루션기업

SW벤더 제조사
학회 연구분과

연구기관



[ K Cloud 표준화 현황 ][ K-Cloud 표준화 현황 ]
목표

2015
목표 클라우드 표준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 및 우리기술세계화

3대
전략

표준화표준화
초기대응초기대응

표준 기술
(Standardiz
ation)

민간민간 표준화표준화
역량역량 강화강화

산업체산업체 연계연계
표준표준 개발개발전략 ation)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
핵심표준개발핵심표준개발

4대
과제

클라우드 표준
경쟁력 향상

글로벌글로벌 표준화표준화
대응체계대응체계 강화강화

핵심표준개발핵심표준개발

개방형개방형 생태계생태계
구축지원구축지원과제 경쟁력 향상 대응체계대응체계 강화강화구축지원구축지원

표준표준 활성화활성화 기반조성기반조성

9자료 : 기술표준원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코디네이터



[ K Cloud 표준화 현황 ][ K-Cloud 표준화 현황 ]
전
략

S2 : S2 : 차세대차세대 공략공략 항목항목 ((신규제안신규제안)) S1 : S1 : 적극적적극적 공략공략 항목항목 ((선도경쟁선도경쟁))
략
적
중
요
도

클라우드 거버넌스 표준

클라우드 미터링 표준

클라우드 SLA 표준클라우드 SLA 표준

클라우드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 관리 표준

S3 : S3 : 방어적방어적 수용수용 항목항목 ((수용수용//적용적용)) S4 : S4 : 다각화다각화 협력협력 항목항목 ((부분협력부분협력))

클라우드 참조모델 표준

컴퓨터 시스템 가상화 표준

스토리지 가상화 표준

인터클라우드 표준

모바일 클라우드 표준

클라우드 보안 표준스토리지 가상화 표준 클라우드 보안 표준

가상 데스크탑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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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술개발수준

자료 : TTA SSM 2012 (지능형서비스SW)



[ Cloud & 공개 S/W ][ Cloud & 공개 S/W ]

11자료 : KT 클라우드추진본부 안재석 팀장



[ Cloud & 공개 S/W ][ Cloud & 공개 S/W ]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 표준표준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2011(2011년년~)~)

☞☞ 전자정부전자정부 표준표준 프레임워크를프레임워크를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 환경의환경의

표준표준 프레임워크로프레임워크로 고도화고도화 추진추진

☞☞ 공공분야공공분야 중소기업을중소기업을 위한위한 오픈오픈 소스소스 활용활용 지침지침//가이드가이드 개발개발 추진추진☞☞ 공공분야공공분야, , 중소기업을중소기업을 위한위한 오픈오픈 소스소스 활용활용 지침지침//가이드가이드 개발개발 추진추진

오픈오픈 소스의소스의 적용적용//확대를확대를 위한위한 제도적제도적 지원지원 강화강화 추진추진

한중일한중일 공개공개SWSW활성화포럼활성화포럼 (2009(2009년년~)~)
☞☞ 한중일한중일 간간 공개공개SW SW 기반의기반의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 표준표준 아키텍처아키텍처 연구연구

☞☞ 공개공개SW SW 기반의기반의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 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한위한

한중일한중일 공동공동 협력사업협력사업 전개전개(e.g. (e.g. 시범사업시범사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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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모바일모바일 산업산업 미디어미디어 산업산업 M2MM2M 산업산업

하드웨어하드웨어 산업산업

핵심 부품
기술력 산업

융합(보완)재 산업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산업산업

하드웨어하드웨어 산업산업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산업산업

정보보호정보보호 산업산업
필요기술 산업

인프라 산업

네트워크네트워크 인프라인프라 산업산업 클라우드클라우드 데이터센터데이터센터 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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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모바일모바일 산업산업 미디어미디어 산업산업 M2MM2M 산업산업

하드웨어하드웨어 산업산업

핵심 부품
기술력 산업

융합(보완)재 산업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산업산업

하드웨어하드웨어 산업산업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산업산업

정보보호정보보호 산업산업
필요기술 산업

인프라 산업

네트워크네트워크 인프라인프라 산업산업 클라우드클라우드 데이터센터데이터센터 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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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 > < 국내 현황 >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 세계적인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보유

- 2011년 세계 10위 수준

∙ 유선 트래픽 : 연평균 67~100% 증가 예상

∙ 무선 트래픽 : 62~114% 증가 예상
네트워크 가상화 원천

기술 미확보
- 스마트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에

적합한 환경 보유

기술 미확보

네트워크 보안 기술

∙ 향상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및 상용화 미진

클라우드 서비스와- KT : LTE 워프(WARP)

- SKT : 어드밴스드 스캔

∙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계한

< 네트워크 기술 향상, 신규 서비스 확산 >

∙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술 발달

- CDN, 펨토셀(Femtocell), 인터넷 트래픽 분산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술의

융복합 부재
서비스 발굴

- KT : 유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한

LTE 전용 클라우드 앱 출시

(2012년 1월)

∙ LTE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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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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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확대 > < 국내 현황 > CDC 구축 지침 및 가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 2009년부터 기존 IDC의 CDC 

전환 또는 신규 CDC 구축 사례

증가

∙ 전체 IDC 트래픽 중 클라우드 트래픽의

비율이 2010년~2015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CAGR) 예상

이드라인 필요

법령 및 제도 개선- 삼성SDS ICT 수원센터

(수원, 2009.10)

- KT 클라우드 1 데이터센터

(천안 2010 10)

성장률(CAGR) 예상

∙ CDC를 통해 총 소요비용(TC)의 최대 50%까지

절감 가능 전망

∙ 2014년에는 CDC의 처리량이 51%로 일반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

(천안, 2010.10)

- LG U+ 안양 데이터센터

(안양, 2010.12)

- SKT 일산 IDC센터(일산, 2011.01)

2014년에는 CDC의 처리량이 51%로 일반

IDC를 넘을 것으로 전망 개별 CDC 구축으로

인한 상호 연계의
SKT 일산 IDC센터(일산, 2011.01)

∙ 정부차원의 CDC 육성 정책

수립 ∙ 추진

“글로벌 IT 허브 육성”을 5대

어려움

CDC 구축 및 활용- 글로벌 IT 허브 육성 을 5대

정책 과제로 선정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2011.5)

CDC 구축 및 활용

혜택 및 글로벌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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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모바일모바일 산업산업 미디어미디어 산업산업 M2MM2M 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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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 하드웨어 산업 > < 국내 현황 > 국내 하드웨어와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 x86서버와 유닉스 및 메인프레임 서버 간

시장 규모 격차가 5%대로 좁혀짐

∙ 빅데이터 이슈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 국내 서버 사업자 취약

-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

- 자립도 부족으로 기술력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지원 필요
빅데이터 이슈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스토리지 수요 증가

∙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와 연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공략 중

자립 부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 부재

∙ 일부 해외 VDI 전용 단말 제품

출시

클라우드 분야 핵심

부품 기술력 취약컴퓨팅 시장 공략 중 출시

중장기적인 하드웨어

분야 기술 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 산업 > < 국내 현황 >

매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필요

∙ 소프트웨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중

∙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에 공개소프트웨어

∙ 매년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및 인력 비중 감소

∙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낮은활용 추세

∙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와 연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공략 중

일본,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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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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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관련 산업 동향 ]
<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 > < 국내 현황 >

[ K-Cloud 관련 산업 동향 ]

> ∙ 국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의

급부상 전망

- “2012년 모바일 산업 10대

∙ 2011년 스마트폰은 전체 휴대폰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SA)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 확대

필요
이슈”로 모바일 클라우드 포함

(NIPA, 2011.12)

∙ 정부차원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 모바일 클라우드 산업 확산 >

>플랫폼 사업자(애플 구글 MS)는 자신들의

필요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중

- 지경부와 방통위에서 모바일

라우 야의 요 기

>∙ 플랫폼 사업자(애플, 구글, MS)는 자신들의

플랫폼 환경에 종속시키기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추진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저장 및 백업 기능을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확대

클라우드 분야의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 사업 지원

- 방통위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

표준화 지원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저장 및 백업 기능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콘텐츠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

모바일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보안
표준화 지원

- 2010년부터 ITU-T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모바일 클라우드 표준을

제안하고 선도적으로 추진 중

< 클라우드폰 출시 전망 >

>∙ 2014년경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클라우드폰이

분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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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 동향 ]
솔루션솔루션

[ K-Cloud 산업 동향 ]
솔루션솔루션
사업자사업자

통신통신
사업자사업자

인터넷인터넷
포털포털

KK--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산업산업

사업자사업자 포털포털

서비스서비스 산업산업

ITIT
서비스서비스

융복합융복합
산업군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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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동향 T l ]
KTKT

[ K-Cloud 산업동향 – Telco ]

☞☞ 기존기존 IDCIDC의의 CDC(Cloud Data Center) CDC(Cloud Data Center) 전환전환

☞☞ uClouduCloud : B2C: B2C ⇒ ⇒ B2B B2B 확대확대, B2G, B2G 마케팅마케팅 본격화본격화

Compute ServiceCompute Service 외외 다양한다양한 서비스서비스 라인업라인업 구축구축(BS DS(BS DS 등등))Compute Service Compute Service 외외 다양한다양한 서비스서비스 라인업라인업 구축구축(BS, DS (BS, DS 등등))

☞☞ 최근최근 IaaSIaaS를를 비롯하여비롯하여, , PaaSPaaS, , SaaSSaaS까지까지 확대확대

SKTSKT
☞☞ TcloudTcloud : B2B : B2B 중점중점 공략공략 ((TcloudTcloud biz, T biz, T bizpointbizpoint 등등))

LG U+LG U+

☞☞ U+ Box(Personal Storage Service)U+ Box(Personal Storage Service)☞☞ U+ Box(Personal Storage Service)U+ Box(Personal Storage Service)

☞☞ SaaSSaaS 形形 Smart SMESmart SME

☞☞ IaaSIaaS + + PaaSPaaS = Cloud N= Clou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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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동향 IT서비스 ]
삼성삼성SDSSDS

[ K-Cloud 산업동향 – IT서비스 ]

☞☞ 삼성삼성 그룹그룹 내내 USEFLEX USEFLEX 제공제공

☞☞ 모바일오피스모바일오피스 솔루션솔루션 ‘‘모바일모바일 데스크데스크’  ⇒ ’  ⇒ 유럽지역유럽지역 확대확대 추진추진

☞☞ 전용전용 CDCCDC를를 통한통한 바이오인포매틱스바이오인포매틱스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플랫폼플랫폼 구축구축☞☞ 전용전용 CDCCDC를를 통한통한 바이오인포매틱스바이오인포매틱스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플랫폼플랫폼 구축구축

SK C&CSK C&C
☞☞ 공개공개SW SW 중점중점 추진추진

☞☞ 공공공공 및및 이업종이업종 분야의분야의 프라이빗프라이빗 클라우드클라우드 구축에구축에 주력주력

LG CNSLG CNS

☞☞ VPDC(Virtual Private Data Center)VPDC(Virtual Private Data Center)☞☞ VPDC(Virtual Private Data Center)VPDC(Virtual Private Data Center)

☞☞ Virtual Desktop ServiceVirtual Deskt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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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동향 인터넷포털 ]
NHNNHN

[ K-Cloud 산업동향 – 인터넷포털 ]

☞☞ Personal Storage Service ‘NPersonal Storage Service ‘N드라이브드라이브’’

☞☞ 네이버네이버 워드워드

☞☞ B2CB2C에서에서 B2B B2GB2B B2G 확대확대 추진추진☞☞ B2CB2C에서에서 B2B, B2G B2B, B2G 확대확대 추진추진

DaumDaum
☞☞ Personal Storage Service ‘Personal Storage Service ‘다음클라우드다음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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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동향 솔루션사업자 ]
이노그리드이노그리드

공개공개SWSW 기반의기반의 클라우클라우 서비서비 개발개발 주력주력

[ K-Cloud 산업동향 – 솔루션사업자 ]
☞☞ 공개공개SW SW 기반의기반의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 개발개발 주력주력
☞☞ ClouditCloudit 2.02.0

틸론틸론
☞☞ 가상화가상화 주력주력
☞☞ VstationVstation, , AstationAstation, , DstationDstation, , elcloudelcloud

더존더존
☞☞ 전용전용 CDCCDC 구축구축전용전용 CDC CDC 구축구축
☞☞ SaaSSaaS 形形 회계관리회계관리 솔루션솔루션//서비스서비스

한글과컴퓨터한글과컴퓨터한글과컴퓨터한글과컴퓨터
☞☞ 모바일모바일 오피스오피스 솔루션솔루션 ‘‘씽크프리씽크프리’’ 사업사업 본격화본격화
☞☞ 국내국내 뿐뿐 아니라아니라 해외시장해외시장 개척사업도개척사업도 활발히활발히 전개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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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loud 산업동향 융복합 산업군 ]
지능형지능형 서비스서비스 로봇로봇

[ K-Cloud 산업동향 – 융복합 산업군 ]

☞☞ 클라우드클라우드 로봇로봇
☞☞ 클라우드클라우드 기반의기반의 개방형개방형 로봇로봇 SWSW개발개발 환경환경 구축구축

교육교육
☞☞ 디지털디지털 교과서교과서 사업사업 ⇒ ⇒ 스마트스마트 교육교육

물류물류//유통유통
☞☞ 클라우드클라우드 기반의기반의 국제국제 물류물류//유통유통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추진추진

의료의료
☞☞ 분당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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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사))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http//www.kcsa.or.krhttp//www.kcsa.or.krpp

Twitter : @Twitter : @K_CloudsK_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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