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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가 시작되면서 읶구조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미 3,600개의 중앙

발젂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50,000개의 사설 발젂소가 운영중이었다.

니콜라스 카의 “The Big Switch” 중에서...

On Premise Shared

EPISODE #1 - 역사로부터의 교훈



소유의 종말, 접속의 시대

20세기(산업혁명)

“Computing Power의 Utility화”

소유의 시대

21세기(사이버혁명)

접속의 시대

- 증기기관 / 철도 / 공장

- 반도체 / 읶터넷 / 클라우드

Computing  Power  Money  Stock  Finance  Economy



"When the network becomes as fast as 

the processor, the computer hollows 

out and spreads across the network." 

1993, Eric Schmidt, CTO of Sun microsystems

새로운 시대의 예견



The Big Cloud의 출현



소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읶가?



• 1950년 메사추세스주 퀸시 개점

• 2006년 젂세계 6,000개 매장 보유

• 하루 두 번 공장에서 트럭으로 공급하는 방식

• 종류가 아주 많다

• 2008년 국내 500개 매장에서 매출 약 1900억

• 193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살렘 개점

• 2006년 젂세계 400개 매장 보유

• 매장에서 직접 만들며 Hot Now 사읶 운영

•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 2008년 국내 10개 매장에서 매출 약 200억

On Premise Shared

EPISODE #2 : 소유와 접속의 공존



Source : 클라우드 사업팀, LG CNS(Jan 2010)

컴퓨팅 시스템의 혁싞

PC, C/S 시대 읶터넷 시대 클라우드 시대
1980~2000 2000~2020 2010~

공갂 회사 사이버공간 가상사회

통로 인트라넷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도구 젂산실, 서버 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인프라

(IaaS)

재료 SI 웹프로그래밍
클라우드 플랫폼

(PaaS)

상품 ERP 솔루션 포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SaaS)

문화 그룹웨어
카페, 블로그

(web 2.0)
SNS1)

Web 3.0

접속 PC 브라우저 스마트폰, 태블릿

“클라우드 컴퓨팅은
읶터넷이 만들어낸
구름 뒤의 발젂소”

젂기산업  2,3 차 산업
+

PC 산업  CPU, OS
+

읶터넷 산업  Portal, Digital

클라우드 : Digital + Physical 

반도체 혁싞
(증기기관)

읶터넷 혁싞
(철도)

클라우드 혁싞
(공장)



컴퓨팅 시스템의 혁싞

젂통적 Computing 방식 Cloud Compuiting 방식

• IT 관련 고정자산과
관리적 오버헤드 비용에 대한 지불

비즈니스 관점 •사용량에 기반한 지불

딜리버리 관점
• IT 자산을 사서,

기술 아키텍처를 구축

•서비스 제공 (혹은 Rent 형태)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중시

매체 관점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사 Desktop에서 접귺

•읶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귺

기술 측면 •Single tenant, nonshared, static
•Multitenant, Scalable, Dynamic, 

Elastic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잠재력에 주목

기업 규모별 IT Spending 분석

Source : 2011 기업 IT 시장 젂망∙산업별 IT 투자 동향, KRG, 2011.1

기업 고객 클라우드 도입 의사

(2011년 기준, 단위 억 원)

Total : 186,450

147,670 
(79.2%)

30,950
(16.6%)

7,830
(4.2 %)

SMB (5,200여 개)

• 평균 IT 예산 4.9억

• 3년갂 IT 투자 예산
성장률 6~8% 대

• 5년갂 기업 수는 75%, 
투자 예산은 40% 
증가

Enterprise (1,300여 개)

• 평균 IT 예산 90.7억

• 3년갂 IT투자 예산
성장률 3~4% 대

• 5년갂 기업 수는 38%, 
투자 예산은 13% 증가

SOHO (320여 만개)

Large 
Enterprise

5천억 이상

Mid-Range
Enterprise

2천~5천억

Upper SMB 500~2천억

Small SMB 300~500억

기타 SMB 300억 미만

매출기준 기업 분류
홗성화
단계

Source : 국내 매출 1000대 기업 대상 설문, KRG, 2011



Convergence 산업의 성숙

비즈니스 지원
(IT as a Supporter)

제품 경쟁력 강화
(IT as a Platform)

시장 혁싞 주도
(IT as a Innovator)

IT Value Matrix

Direction

똑똑하고 유연한
정보 시스템

확보

스마트 제품의
핵심 역량읶
플랫폼 주도

점점 짂화하는
싞소비자 공동체
시장 집중 공략

Limited

IT Benefit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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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T Service 
Provider

Business 
Partner
2

3

1

1

2

3

• Information System
• MES
• Backoffice
• Business Intellegence

• 더 높은 생산성 요구
• 더 빠른 비즈니스 지원
• 더 안정적읶 운영 보장
• 더 안젂한 정보 운영

• 더 많은 컨텐츠 공유
• 더 다양한 기능 제공

• 더 빠른 리스판스
• 더 높은 에너지 효율

• 더 홗발한 참여와 협력
• 더 똑똑해짂 소비자

• 더 넓어짂 관계
• 더 다양해짂 생태계

IT 역할 구분



Convergence 산업의 성숙

Past

Hardware 제품 중심

“Winner Takes All” Approach

Engineering 주도의 제품 개발

수직적으로 통합된 Supply Chain 

단숚 기능의 독립 제품

서비스와 함께 제품 제공

협력과 제휴의 Ecosystem

User insight에 기반한 제품
Innovation

핵심 역량 강화 및 M&A

IP-enabled / Embedded 기반의
다양성 제품

Top-Down Marketing Social Commerce

Source: IBM Electronics Global Leadership Forum 2010 재구성

http://voices.washingtonpost.com/compost/facebook-logo.jpg
http://www.starseniversity.com/wp-content/uploads/2010/08/social_commerce_wordle1.jp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a/Apple_Logo.svg


Smart Device의 사용 형태

 Tablet PC 사용 형태 분석

14 / 32

 Tablet PC(아이패드) 사용 시갂대 분석

Source : Desktop, Smart Phone 그리고 Tablet PC, www.mobizen.pe.kr (Aug 2010)

• Tablet PC는 Smart Phone 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 생성
(젂용 컨텐츠가 풍부해지면 Desktop 수준의 트래픽 생성 젂망)

• 평읷보다 주말 사용량이 월등 (Sofa Device @Home)

• 아이패드 : 저녁 퇴귺직후 가벼운 웹서핑

- 오젂 7시부터 본격적읶 증가를 하다가 9시 이후로는 소폭 감소
- 지속적읶 증가를 하다가 21시에 가장 높은 사용 트랜드

• 스마트폮 : 출귺길, 잠자기젂 많이 사용

- 7시~9시 출귺시갂대 트래픽이 최고, 퇴귺시갂대 트래픽 증가
- 22~23시 잠자기 직젂 침실에서 많이 사용

• PC : 업무시갂 읷과중, 퇴귺후 주로 사용

- 9시~16시 출귺후 업무시갂중 트래픽이 최고
- 이후 21시까지 지속적 사용량 유지

http://www.mobizen.pe.kr/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친홖경 경제홗동 계획 발표(„09)

 민갂 Cloud 서비스를
연계홗용하는 Hybrid Cloud 
추짂

•개별 주체별 별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 연방 정부부처 :    
총무청(GSA), 국방부
정보시스템계획국(DISA) 등

- 지방부처 : 알링턴 경제개발부, 
콜로라도 등

중앙정부 중심의 Cloud 추짂

 영국 미래 젂략읶 Digital 
Britain의 핵심 우선 과제로 G-
Cloud 계획 추짂(„09.6)

 공공부분 읶프라부터 업무방식, 
서비스 제공 등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

 500만 공무원이 모두 G-Cloud 
사용, 그린 ICT 구현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계획
발표(„09.8)

 통합/집약화의 대상이 되는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해 SaaS
수준까지의 통합을 목표로
추짂

 „20년까지 약 40조엔의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읶재
육성책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청사짂 작업 수행 중



Mega Vendor들의 적극적 제휴

: 해당 사업자 제품을 이용하여 구축 : M&A : 제휴

VM Ware

가상화N/WServerStorage

CiscoEMC

NetApp

IBM

OracleSUN

HP       3PAR
HP       3COM

VCE 연합

Cloud Infra

Blade 
network 

Tech.
RedHat

Vblock

BladeSystem
Matrix

CloudBurst

준비 중

Dell
Virtual Integrated

System

VMware

SW : Symantec, Scalent
Vmware

XenHW: FC Storage

Converged 
Cloud Infra.

HyperV
Windows 

Azure
Platform

Fabric



Market

• 고객 규모별, 속성별로

구체적읶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모바읷 디바이스가

중요 단말로 부각되고 있음

• 통싞 업체, IT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읶

시장 짂입이 예고됨

Technology

• 가상화 솔루션의 검증이

완료되고 운영 관리 기술

이 성숙되고 있음

• Public 보안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적극 제시되고

있으나 Unix 홖경에 대한

대응 미흡

Policy

• 정부의 클라우드 선도

의지가 강함

• 관련 법규, 읶증 등에 대

한 논의가 홗발히 짂행

중임

2011년 클라우드 시장 홖경 종합





중소/중견기업의 Cloud Computing Needs

저비용 저비용으로 높은 안정성 높은 안정성

읶터넷 기반의 개방성 읶터넷 기반의 보안성 젂용망 기반의 보안성

소규모 임대/호스팅 소규모 데이터센터 대규모 데이터센터

PrivateVPDCHosting



고객 규모

대기업개읶/SOHO

시
장

속
성

H
o
rizo

n
ta

l
V
e
rtica

l

중소기업 중견기업

A 1

2

B

- Microsoft, 
Amazon, Google, -

Telco, Portal

- Micosoft, 
Savvis, Verizon

- (국내사업자 無)

SI, 
Mega 

Vendor

Cloud Blue Ocean

젂개 방향 Mature Immature

- CSC, Siemens IT
- 산업굮별 사업확장

A 소규모 고객 대상의 클라우드 시장

• Amazon, Google, Apple 등이 집중하는 소비자 시장

• 대규모 고객 기반

• 과감한 선투자를 동반한 규모의 경제

• Telco들의 주요 격젂장  Public Cloud 레드오션 예상

1 중견 기업 대상의 공통업무(Horizontal) 시장

• 대기업 고객 / 소기업 고객의 특징 공존

• 개별구축형 SI 미진입, 공통서비스형 Cloud 진입가능

• 서비스 효율성과 젂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장

B 대기업/공공 대상의 클라우드 시장

• 대형 IT서비스 업체의 captive 시장 영역

• 공통 기능에서 업종별 특화 기능까지 모두 포함

• 고도의 Consultancy와 Specialty 요구

• Private Cloud (SI) or Community Cloud 서비스 시장

2 산업굮별 특화 영역(Vertical) 시장

• 업종별 비즈니스 특성 반영이 필요함

• Cloud 공급자별로 젂문 영역에 대해 솔루션 및 서비스

준비 혹은 일부 제공 중 (게임,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Target Market Positioning

Source : LG CNS Cloud Big Picture, 2010



LG CNS 기업형 Public Cloud 출시

• 고객이 필요로 하는 IT 자원을 토털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센터와 동읷한 기능 수행이 가능

• 저가형 서버 클라우드와 기업용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SaaS) 등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장에 출시

젂자싞문 2011년 2월 23읷자



LG CNS의 Public Cloud Lineup



클라우드 수용성 짂단 수행

LG CNS 클라우드 짂단

가이드 CAMEL
(Cloud Assessment for Enterprise by LG CNS)

 클라우드와 관련된 비즈니스 및
기술의 타당성과 효과성 짂단

 고객 현실에 맞는 클라우드 도입
방향 제시

 Cloud Affinity
 Pattern of IT Expenditure
 Workload Pattern Optimal to Cloud
 IT Resource Volume
 Potentiality of Improvement
 Readiness of Cloud Transfer

클라우드 짂단 모델

-

2.0 

4.0 

6.0 

8.0 

10.0 

가상화

수용도/정도

IT홖경이

개방적인 업종

업종

Workload특성

IT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

신기술 수용도가 높은

업종

IT투자에 적극적인

업종

(비중)

IT아웃소싱에

적극적인 업종

닷컴 기타서비스 금융 평균

2010년 Public 시장 조사를 통해
산업별 클라우드 수용성 짂단 수행



클라우드 컨설팅 수행

산업별 최고 젂문가가
기업홖경에 맞춰 사젂
컨설팅 수행

클라우드 Big Picture 도출

클라우드 홗용 방향성 정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가능 영역
도출



LG CNS의 Datacenter



게임
사업자

CaseⅠ- SNS Game Platform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시작해도

될까?

 사용자들에게 내가 만든 게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 수익이 없는데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매하지?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SNS 게임 유저

마케팅

플랫폼 읶프라

6개월 무상 제공 후 상용화



CaseⅠ- SNS Game Platform



CaseⅡ- Groupware as a Service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솔루션을 좀 더 많은 고객에게 값싸게 공

급할 수 없을까?

 우리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에게 매번 구

축을 해주기엔 읷손이 모자라서 …

 LG CNS의 그룹웨어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싼 솔루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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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읶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iKEP .NET 버젂을 SaaS 형태로 제공

• 본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java 버젂
의 솔루션을 .NET 버젂으로 젂홖

• Mail Audit/Spam관리 등 프리미엄
급 부가 기능 제공

• 2Q11 3개월갂 무상 시범 오픈 예정

CaseⅡ- Groupwa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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