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기업이리드하는
클라우드컴퓨팅

chapter3| 클 | 라 | 우 | 드 | 의 | 충 | 격 | 

새로운컴퓨팅혁명의담당은컴퓨터메이커에서
인터넷기업으로……………………………………………………………………… 42

차세대컴퓨팅의지배자를노리는구 …………………………………… 43

한발앞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시작한아마존 ………………… 56

SaaS에서PaaS 제공자로의전환을꾀하는세일즈포스닷컴 …… 70



새로운컴퓨팅혁명의담당은컴퓨터메이커에서인터넷기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혁명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메인프레

임이나 클라이언트/서버 시대의 주역이었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

클 등의 IT 업계의 거인들이 아니다. 구 이나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과 같

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한

인터넷기업이다.

구 , 아마존은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적 판매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

기시작하고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은구 이나아마존의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에

서힌트를얻어, 기업용업무애플리케이션을인터넷기반의‘서비스’로서제

공하는방법을생각해내급성장을이루고있다. 나아가서는이업무애플리케

이션 서비스의 플랫폼 부분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로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업은 고성능, 고신뢰성을 추구한 서버 개발에

격전을 벌이는 컴퓨터 메이커들을 개의치 않고, 신뢰성이 낮은 저가의 범용

서버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대규모 컴퓨팅 처리와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을 실

현하는방법을고안해내컴퓨터메이커에충격을주고있다.

이장에서는현재클라우드컴퓨팅을리드하는구 ,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의현재까지의대처방안과그전략을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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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컴퓨팅의지배자를노리는구

(1) 잇달아건설되는거대데이터센터

2006년 이후, 구 은 전 세계에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잇달아 건설하고 있다.

그 투자액은매년 증가 일로를걷고 있으며, 2006년에 약 19억 달러(약 2조3천

억원), 2007년에약 24억달러(약 2조9천억원), 2008년 2/4분기까지약 15억달

러(약 1조8천억 원)이다(도표 3-1). 2007년에 발표된 4곳의 데이터센터 건설계획

에는 한 곳당 투자금액이 약 6억 달러(약 7,200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는 건설

비용, 설비비용, 컴퓨터비용등의비용이모두포함된다.

구 은 철저한 비 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수나 장소, 규

모, 설비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공개하고있지않다. 그이유는데이터센터

의 운용능력이 자사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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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구 의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액 추이

출처: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을 근거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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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한된정보를근거로대략적으로나마그전체모습이밝혀지고있다주(1).

먼저, 북미에서는 2008년 10월 현재 건설 중(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구스 크릭Goose

Creek, South Carolina, 오클라호마주 프라이어Pryor, Oklahoma,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럽스Counsil

Bluffs, Iowa 등)인 것을 포함해서오레곤주 댈러스Dalles, Oregon, 노스 캐롤라이나주

레노아Lenoir, North Carolina등 미국 내 19개소와 캐나다의 토론토를 더해 합계 20

개소에서데이터센터가가동되고있다고한다(도표 3-2).

또한유럽에는 베를린, 파리, 런던, 모스크바 등 합계 12개소(도표 3-3),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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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2 구 의 북미지역 데이터센터

1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11 버지니아주 레스톤(Reston, Virginia)
(Mountain View, Califonia)

2
캘리포니아주 프레젠톤

12 버지니아주 애시번(Ashburn, Virginia)
(Preasanton, Califonia)

3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13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San Jose, Califonia) (Virginia Beach, Virginia)

4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4 텍사스주 휴스턴(Houston, Texas)
(Los Angeles, Califonia)

5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15 플로리다주 마이애미(Miami, Florida)
(Palo Alto, Califonia)

6 워싱턴주 시애틀(Seatle, Washington) 16
노스 캐롤라이나주 레노아
(Lenoir, North Carolina)

7 오레곤주 포틀랜드(Portland, Oregon) 17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구스 크릭
(Goose Creek, South Carolina)

8 오레곤주 댈러스(The Dalles, Oregon) 18 오클라호마주 프라이어(Pryor, Oklahoma)

9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Illinois) 19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럽스(Bluffs, Iowa)

10 조지아주 애틀란타(Atlanta, Georgia) 20 캐나다 토론토(Toronto, Canada)

출처: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을 근거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주(1) 구 의데이터센터에관한정보는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에일부나와있다.



에는 도쿄, 홍콩, 베이징 3개소, 남미에는 브라질(상파울로)에 센터가 존재하는

등전세계에 36개소에이른다.

여기에는구 이직접구축, 운 하고있는데이터센터뿐만아니라타사로부터

일정기간빌려서사용하는설비도포함되어있지만, 최근에는자사에서구축,

운 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한다. 자사의데이터센터라면설계나레이아웃

변경을자신들이원하는대로할수있지만, 타사와공동으로이용하는센터의

경우아무래도외부사람의출입이있기때문에비 주의가철저해지지못한다

는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타사로부터빌려쓰는센터는예전부터이용하고있

는센터가많으며다른센터와의허브로서의역할에집중하고있는듯하다.

(2) 데이터센터건설후보지선정기준

구 은세계각지에계속해서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있는데, 그위치선정기

준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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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3 구 의 유럽지역 데이터센터

21 독일 베를린(Berlin, Germany) 27
네덜란드 엠스하벤
(Eemshaven, Netherands)

22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Germany) 28 프랑스 파리(Paris, France)

23 독일 뮌헨(Munich, Germany) 29 국 런던(London, U.K)

24 스위스 취리히(Zurich, Switzerland) 30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Ireland)

25
네덜란드 흐로닝언

31 이탈리아 라노(Milan, Italy)
(Groningen, Netherands)

26 벨기에 몬스(Mons, Belgium) 32 러시아 모스크바(Moscow, Russia)

출처: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을 근거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주(2)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google-data-center-faq-part-2/



대량의전력이저가로공급될것

거대한 데이터센터는 소비하는 전력도 방대하다. 따라서 안정된 전력이 저가

로확보될수있어야한다.

carbon-neutral을실현할수있을것

‘carbon-neutral’이란, 자연에너지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업

무활동에서생기는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상쇄시켜실질이산화탄소배출량

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구 에서는 2008년까지 carbon-neutral 실현을 공

약하고 풍력이나 수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이용기술의 개발, 개

발촉진활동참가를추진하고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건설된 미국 오레곤주 댈러스의 데이터센터는 근처에

흐르는콜롬비아강의수력발전으로저가의전력을얻는다. 또한현재건설중

인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럽스의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풍력발전이 풍부한 지

역이라는점이선정이유중하나가되었다.

대량의물공급을기대할수있을것

데이터센터설비냉각에는대량의물이필요하다. 구 이최근건설하고있는

데이터센터중상당수가하천이나호수근처에위치하고있는것은이러한이

유에서다.

광대한토지를확보할수있을것

데이터센터의프라이버시와보안을지키기위해서는데이터센터와근접한도

로와의사이에충분한공간을확보할수있는광대한토지가필요하다.

예를들어, 미국오클라호마주프라이어의데이터센터는 800에이커(324만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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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라는도쿄돔약 70개에상당하는광대한토지에건설이진행되고있다. 또

한미국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럽스에는 도쿄돔 약 104개에 상당하는 1,200에

이커(486만평방미터)라는광대한토지가데이터센터건설의무대가되고있다.

다른구 데이터센터와의거리

데이터센터 간의 고속 네트워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센터와의 거리가

선정기준의하나가된다.

세제상의우대조치가있을것

구 이최근데이터센터건설을결정한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오클라호마주, 아이오와주는 모두 특정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에대해마련해두고있다. 예를들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06년여름

에, 데이터센터투자액이 2억 5천만달러이상의기업을대상으로매출에대한

세금우대조치를적용하는주법률을승인했다. 이주법률이시행되고나서약

반년후구 은 6억달러를투자해서데이터센터를개설하기로발표했다.

(3) 전세계적규모의인프라구축이의미하는것

지금까지설명한바와같이구 에서는북미를시작으로세계각지에몇몇거

대한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리투아니

아 등에 건설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업의 확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

은틀림없다.

그리고 이 거대한 데이터센터 내에는 방대한 수의 서버가 수용되어 있다. 공

식적인 수치는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총 100만 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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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2월에는 KDDI 등 아시아의통신회사 5개사와공동으로일본과

미국을잇는광대역해저광파이버케이블건설프로젝트에참여할것으로발

표하는등네트워크대역확장에도관심이많다.

이와 같은 구 의 일련의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물론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십 억의 검색요청에 0.5초 이하로

응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프라는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지금까

지와 같은 범지구적 규모의 인프라는 필요치 않다. 그 해답은 구 이 차세대

사업전략으로서착실히계획을진행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이다.

(4) 오피스킬러가될‘구 앱스’

구 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상용 서비스 형태로 처음으로구현해서 제공

하고있는것이‘구 앱스Google Apps’라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통합툴이다. 

구 앱스에는 약 7GB의 대용량 메일박스(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의 Hotmail은

5GB)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웹메일‘Gmail’외에, 인스턴트메시징서비스

‘구 토크Google Talk’, 온라인캘린더서비스‘구 캘린더Google Calendar’, 여기에

웹기반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구 문서도구Google

Documents’, 휴대전화브라우저에서 Gmail이나구 캘린더에액세스할수있는

기능등이포함되어있다.

가족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한 무료버전인‘스탠다드 에디션Standard Edition’에서

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전화로

24시간 365일 기술지원해주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지만, 주택 등에서 개인

적으로사용할용도라면충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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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으로는한계정당연간약 65달러에이용할수있는‘프리미어에디

션Premier Edition’이 준비되어 있다. 이 유료버전은 무료버전에서는 제공되지 않

았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전화 기술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메일용량이 한

계정당 25GB로 확장되고, 99.9%의 메일 가동률을 보증하는 서비스 수준 협

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도제시된다.

구 앱스는 2006년에 시작되어 이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이용대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기업은 50만 개 기업을 넘었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

용자수는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무료버전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므로비즈니스적으로는앞으로유료버전사용자를

얼마나늘릴수있느냐가포인트다.

기업에 널리 침투해 있는‘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의 아성을 무너

뜨리기란 간단치 않지만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스탠다드 버전의 소매가격은 530달러를 넘지만, 구 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65달러다. 또한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버전업 비용은 필

요없다.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의경우 200달러밑으로는내려가지않는다.

물론, 구 앱스에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와동등한기능이탑재되어있는것

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어디서든 이용

할수있고온라인에서문서를공유할수있기때문에, 일본은물론이고전세

계에있는다른동료와공동작업을수행할수있다는또다른매력도있다.

(5) 대학부터씨를뿌리는구

구 에서는 기업 대상의 오피스 소프트웨어가하룻밤에 구 앱스로 바뀔 거

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현시점에서구 이취하는전략은가능하면많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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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자사의서비스를사용할수있고친숙해지도록하는것이다.

그 상징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에듀케이션 에

디션Education Edition’이다. 이것은 유료인‘프리미어 에디션’과 비교해서 메일용

량이 적고 SLA도 제시되지 않지만, API를 이용해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전화로 24시간 365일기술지원은제공하고있다. 

구 은 구 앱스를 가능한 한 많은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에 이러한 학생이 기업에 입사했을 때 계속 이용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구

의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기업 내에 늘어가고 이러한 사용자의목소리

가 커진다면 기존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아성을무너뜨릴 수 있다고 예상하

는것이다.

일본에서는 니혼대학日本大學이 학생 10만 명의 이용을 발표(2007년 4월)한 것을

시작으로, 도쿄여자대학東京女子大學, 카에츠대학嘉悅大學, 교토부립의과대학京都府立醫科

大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이잇달아도입을결정하고있다. 니혼대학의경우에

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자메일 시스템의 운용비용에 연간 2억 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주(3)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학생은 개인

적으로 Gmail 등의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점이결정요인이되었다고한다.

구 로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대학에서도 이용, 그리고 기업에 입사한

후에도이용한다는청사진을그리고있을것이다. 구 의의도대로일이착착

진행될지에대한여부는아직판단할단계는아니다. 그러나대학에서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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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착실하게확산되고있는듯하다.

(6) 구 앱엔진으로본격참여

구 앱스에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 2008년 4월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실행환경인‘구 앱 엔진
Google App Engine’이다. 이 PaaSPlatform as a Service형서비스는당초, Preview 버전으

로 1만 명 한정으로 배포되었다. 현재는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Gmail 계정만

있으면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다.

구 앱엔진을한마디로말하자면, 구 의인프라에서일반개발자가자유롭

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즉, 구 이 검색

엔진이나 구 맵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프라와 동일한

인프라에서누구나직접제작한웹애플리케이션을실행할수있다는것이다.

지금까지비 에둘러싸여있던구 의인프라에대한깊은관심과무료로이

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인지, 공개 후 6주 동안에 15만 명 이상의 신청이

쇄도할정도로인기를모았다.

구 앱엔진의주요장점은, 자동스케줄링, 자동부하분산등가동후의운용

관리도 구 이 해준다는 점이다. 따라서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확장성이

나 돌발적인 트래픽 증가도 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분산 파일시스템

인‘구 파일시스템GFS, Google File System’이나데이터스토리지시스템인‘빅테

이블BigTable’등, 구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확장성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점도개발자에게는매력적일것이다.

또한인증이나메일등구 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컴포넌

트나 API도 마련되어 있고, 구 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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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개발할수있다. 게다가브라우저에서웹애플리케이션의가동상황을확인

할수있는모니터링환경도제공된다.

하지만제약도있다. 2008년 11월현재, 이용할수있는개발언어는파이썬Python

뿐이고, 무료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은 500MB까지, 월간 액세스 수는

500만페이지뷰까지다. 2008년말까지 Preview 기간은종료되지만, 500만페이

지뷰범위라면Preview 기간종료후에도무료로이용할수있다.

한편, Preview 기간종료후에는트래픽을초과한만큼에대해서다음과같은

추가요금이발생한다.

● CPU코어: 1시간당10~12센트

● 스토리지: 1GB당월15~18센트

● 구 앱엔진으로데이터송신: 1GB당11~13센트

● 구 앱엔진에서데이터읽기: 1GB당9~11센트

구 앱엔진의개략적구성을도표 3-4에나타냈다.

(7) 구 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참여하는이유

구 의 수입 대부분이‘구 애드워즈’, ‘구 애드센스’등의 검색 서비스와

연동된 광고수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2007년도는 총수입의 99%, 2008년도

는 9월현재까지총수입의 97%). 광고수입이주요수익원인구 이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에참여하는목적은대체무엇일까?

그 해답은‘사용자의 웹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구 이 제공하고

있는서비스는전자메일서비스인‘Gmail’뿐아니라, 워드프로세스와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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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트애플리케이션을제공하는‘구 문서도구’모두웹애플리케이션이다.

구 이 매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실행해

서 웹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 조회횟수는증가하고 그

에비례해서구 의수익도늘어난다는것이다.

그러면애플리케이션을제공하는것이아닌, 플랫폼을제공하는서비스인‘구

앱 엔진’의 경우에는 어떨까?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하는 경우와 달리 구 의 광고수입으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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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4 구 앱 엔진의 개략도

구 데이터센터

개발자가 직접 제작한 웹 애플리케이션
(Python 한정)

구 앱 엔진 프레임워크
(Django + 각종 API)

Python(언어 엔진)

빅테이블(분산 스토리지)

GFS(Google File System)

리눅스(OS)

서버(약 100만 대 머신)

기본 무료로 제공

인터넷

자동 스케일아웃, 
자동 부하분산

스토리지 용량 500
MB까지, 월간 500
만 페이지뷰까지

구 이 제공하는
SDK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
발. 구 의 플랫폼
에 업로드

개발자



아무래도이플랫폼에서가동시키는애플리케이션에대해서는무료로이용할

수있는트래픽의범위를넘어설경우, 초과분의요금을이용자에게서징수하

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광고수입에 비하

면그다지대수롭지않다.

사실 이 경우에도 목적은 동일하다. 구 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실행환경

을 제공하고 운용관리까지 해줌으로써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서

릴리즈까지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운용관리

작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상에 나오는 매력적인 웹 애플리

케이션이증가하리라기대할수있는것이다. 즉, 구 이직접제공하는애플

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더라도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웹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조회횟수가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구 의 수익으로 이어

진다는것이다.

(8) 우수한애플리케이션개발자포섭

구 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우수한 애플리케이션개

발자의포섭, 우량한벤처기업을매수하기위해서는아닐까?

구 앱엔진의토대가되고있는것은분산파일시스템인‘GFSGoogle File System’,

분산스토리지시스템인‘빅테이블BigTable’이라는구 이독자적으로개발한기

술이다. 또한이용가능한언어도자사의검색엔진개발에사용되고있는파이

썬뿐이다(2008년 11월 현재). 물론, 자사가 정통하고 있는 미들웨어, 개발언어만

을이용가능케하고개발, 이용환경에일정한제약을둠으로써편하게운용하

려는의도도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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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번 구 의 독자적인 플랫폼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플랫

폼으로이식하기어렵게된다. 즉, 구 에고착화lock-in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 의 플랫폼과 친화성이 높은, 우수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개인 개발자나 벤처기업의 포섭이라는 숨겨진 목

적이있진않을까라는생각이들게된다. 

반대로, 구 에 매수될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서 회사를 창업한 벤처기업이

라면 구 앱 엔진을 이른바‘공개 오디션’의 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막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보다는 구 이 준비한 툴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 종래보다도 구 의 눈에

띌기회가훨씬많아질것이다.

(9) 휴대단말용플랫폼‘안드로이드’로노리는것

구 이클라우드컴퓨팅시대의단말기로서염두에두고있는것은 PC뿐만이

아니다. 2007년 11월에발표한휴대단말용플랫폼‘안드로이드Android’는구

이앞으로중요시하는휴대광고시장을공략하기위한열쇠를쥐고있다. 안드

로이드란, OS, 유저 인터페이스, 미들웨어등 휴대단말을개발하는 데 필수불

가결한소프트웨어스택으로, 구 은이를오픈소스로무상으로제공한다.

휴대단말 제조사에게 이것은 반가운 얘기일 것이다. 최근 휴대단말의 고기능

화에 따라 그 개발비용은 한 기종당 평균 1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 대

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단말 제조사를 고민스럽게 해왔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 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함으로써이 비용

이큰폭으로절감되리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구 이노리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마이크로소프트가축적해온‘P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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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와동일한관계를휴대단말에서실현하는것, 즉안드로이드를‘휴대단

말업계표준OS’로만들려는것이다. 전세계에약11억명가량존재하는PC 사

용자에비해휴대단말사용자는약33억명이나된다. 구 의수익원인광고를휴

대전화사용자에게도전송할수있다면그만큼비즈니스기회는늘어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는 구 의 이러한 야망을 지지해주기에 충분한

순풍이된다. 지금까지와같이단말측에서많은처리를담당할경우, CPU 부

하가높은애플리케이션을구동하면휴대전화의배터리는금새소진되므로이

용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시대가

도래함에따라클라우드측의풍부한 CPU 파워로수많은처리를실행하게된

다면휴대전화에서이용가능한애플리케이션의폭은비약적으로넓어진다.

안드로이드에는 구 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구조가이미탑재되어있다. 구 이매력적인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다수준

비해서서비스이용자가늘어난다면부수적으로들어오는광고수입도늘어나

게된다. 특히안드로이드가아니면이용할수없는, 혹은매력이반감되는서

비스를 제공해서 다수의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안드로이드를 채택하

는 단말기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드로이드가 휴대단말의‘사실상

표준’이될가능성은한층높아질것이다.

한발앞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시작한아마존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용어를제창한것은구 의CEO인에릭슈미트Eric Schmidt

다. 그러나구 보다한발앞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것

은세계최대의온라인서점을운 하는아마존Amazon이다. 아마존에서는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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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용인프라구축에지금까지 20억달러이상을투자해왔다. 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6년 3월에온라인스토리지서비스인‘아마존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를, 같은해 8월에는가상서버의임대서비스인‘아마존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를연이어발표하면서클라우드컴퓨팅시대를열었다.

아마존에서는이러한상용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라는 자회사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아마존 S3, 아마존 EC2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서비스‘아마존심플 DBAmazon Simple DB’, 메시지큐서비스인‘아

마존심플큐서비스Amazon Simple Queue Service’등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최초에제공하기시작한아마존 S3는개발자를대상으로제공하고있는온라

인 스토리지 서비스로,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는 인터넷 표준기술을 이용해 액세스할 수 있다. 1Byte부터 5GB의

오브젝트를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로의 쓰기, 읽기, 삭

제가가능하다. 또한각각의오브젝트의속성은 private 또는 public으로설정

할수있고특정사용자에게만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도있다.

이용요금은이용하는스토리지용량과데이터전송량에따라결정된다(도표 3-

5). 스토리지용량 1GB당사용료가월15센트로, 데이터전송요금은아마존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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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5 아마존 S3의 이용요금/데이터 전송

스토리지 이용요금(1개월) $0.15/1GB

아마존 S3로의 데이터 송신 $0.100/1GB

아마존 S3에서 데이터 읽기 ~10TB(월 전송량) $0.170/1GB

10~50TB(월 전송량) $0.130/1GB

50~150TB(월 전송량) $0.110/1GB

150TB~(월 전송량) $0.100/1GB



로의 데이터 송신 시에는 1GB당 10센트, 데이터를 읽을 때는 1GB당 10~17

센트(월간데이터전송량에따라다르다)로매우저가에이용할수있다.

또한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에는 드물게 SLA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포인트다. 매월가동률이 99.9%를하회할경우에는익월이후의요금이

할인된다.

(1) 가상서버임대서비스‘아마존EC2’

한편, 2006년 8월부터제공되고있는‘아마존 EC2’는 2장에서설명한오픈소

스가상화소프트웨어‘Xen’을기반으로한가상서버임대서비스다.

자사에서 서버를 준비할 경우는 하드웨어 조달, 설정 등으로 실제 가동할 때

까지 수 주간,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이러한작업은기업에경쟁우위를가져오는것이아니다. 아마존 EC2

를이용하면수분, 길어도수시간만에설정완료된서버를빠르게가동시킬

수가있다. 따라서단조로운작업을생략하고보다생산적인프로세스에시간

과노력을투자할수있게된다.

아마존EC2를이용할경우, 사용자는아마존으로부터‘인스턴스’라고하는가상

서버를인터넷을통해빌리게된다. 이인스턴스에는표준인‘스탠다드인스턴

스’와 큰 CPU 파워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CPU를 증강시킨

‘High-CPU 인스턴스’라는두가지타입이마련되어있다. 이둘은인스턴스수,

메모리, 디스크용량에따라더세분화된타입으로나뉜다(도표3-6, 도표3-7).

아마존 EC2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먼저 메일주소와 패스워드, 요금지불에

사용할신용카드정보등을아마존웹사이트에등록하고계정을생성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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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다음‘AMIAmazon Machine Image’라고 하는 머신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업로드함으로써 서버 인스턴스를 기동할 수가 있다. AMI는 OS(Redhat,

Ubuntu, Debian, CentOS, Fedora 등)나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해서

서버의기본적인설정을수행하는것이다.

AMI는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1) 개발자가직접생성한다.

(2) 아마존이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 설정 완료된 AMI 중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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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6 아마존 EC2 스탠다드 인스턴스의 사양과 이용료

Small Instance Large Instance Extra-Large Instance

인스턴스 수 1 4 8

메모리 1.7GB 7.5GB 15GB

디스크 160GB 850GB 1690GB

CPU 32비트 64비트 64비트

I/O 성능 중 고 고

요금(1시간) $0.10 $0.40 $0.80

도표 3-7 아마존 EC2 High-CPU 인스턴스의 사양과 이용료

High-CPU Medium Instance High-CPU Extra-Large Instance

인스턴스 수 5 20

메모리 1.7GB 7GB

디스크 350GB 1690GB

CPU 32비트 64비트

I/O 성능 중 고

요금(1시간) $0.20 $0.80



(3) 일반개발자가공개하고있는 AMI 중에서희망하는것을선택한다.

공개되어있는 AMI는벌서 100종류이상에달하며, OS로‘Fedora Core4’만

인스톨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Tomcat’, 데이터베이

스인‘MySQL’과 함께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인‘Alfresco’까지 설정 완료

된것등여러종류가있다. 서버인스턴스의기동이나정지, 감시등은웹서비

스 API를 사용해서 수행한다. 아마존 EC2의 이용 개념도를 도표 3-8에 나타

냈다.

아마존 EC2의 이용요금은 가상서버의 기동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결

정되며, 기동하지 않는 동안은 과금되지 않는다. 데이터 전송량과 요금의 관

계를 도표 3-9에 나타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아마존 S3와 같은 형태의 요금

체계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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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Xen

도표 3-8 아마존 EC2의 이용 개념도

아마존 데이터센터

가상서버 1대의 기본 스펙
CPU: Xeon급
메모리: 1.7GB
디스크: 160GB
통신대역: 250Mbps

10센트/
1시간

실제로 이용한 시간,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과금

인터넷

기업 사용자

개발자

서버의 이미지 파일을 직접 생성, 업로드.
아마존이 미리 준비해놓은 이미지도 이용
가능.



(2) 고도의확장성과증감이자유로운유연성이특징

아마존 EC2의 서버 인스턴스 수는 필요에 따라 1개부터 수천까지 증감할 수

있으며, 그변경은불과수분만에완료된다. 따라서미래의부하를사전에예

측하기어려운서비스나단기간에대량의리소스를필요로하는태스크, 계절

마다부하가현저하게오르내리는서비스등‘필요한리소스를다이나믹하게

증감시킬수있다’는장점을살릴수있는경우에대단히유용하며높은비용

효과를 발휘한다. 가상세계‘세컨드라이프SecondLife’를 운 하는 린든 랩Linden

Lab과 같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이용이 많은 것은 이러한 특징에

기인한다.

아마존 EC2는 기능확장도 두드러진다. 2008년 3월부터는 고정 IP 주소를 이

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고가용성을 실현하는‘Availability Zones’라고 하

는기능이제공되고있다. Availability Zones를이용하면장애에대비해복수

의서로다른위치에애플리케이션등의인스턴스를분산해서배치할수있게

된다. Availability Zones에서는 네트워크, 전력, 냉각장치도 독립적으로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홍수 등이 발생해서 어느 한 Zone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Zone으로전환해서서비스를계속할수있다.

그리고 2008년 8월부터는가상서버에블록액세스가가능한디스크볼륨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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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9 아마존 EC2의 이용요금(데이터 전송량)

아마존 EC2로의 데이터 송신 $0.1/1GB

아마존 EC2에서 데이터 읽기 ~10TB(월 전송량) $0.170/1GB

10~50TB(월 전송량) $0.130/1GB

50~150TB(월 전송량) $0.110/1GB

150TB~(월 전송량) $0.100/1GB



당하는서비스인‘아마존 EBSAmazon Elastic Block Store’를추가하고있다. 이것은아

마존 EC2의가상환경내에최대 1TB의포맷되지않은외장하드디스크로서기

능하는스토리지볼륨을생성할수있게하는기능이다. 이기능이제공되기이

전에는서버에장애가발생해서서버인스턴스를잃었을경우가상서버의디스

크 내용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외장 하드디스크로서 기능하는 아마존

EBS에저장된데이터는가상서버에장애가발생하더라도손실되지않는다.

아마존 EBS에서는 특정 시점의 디스크 볼륨의 상태를 기록하는 스냅샷 기능

도갖추고있으므로, 이를이용하면아마존 EC2에서운용하는시스템의백업

이나복구도용이해진다.

이와 같이, 아마존 EC2에는 새로운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이용 분

야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대기업에서도 그 이용가

치는충분히높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트래픽이본업의트래픽을뛰어넘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책이나 가전 등의 온라인 판매’라는 자사의 핵심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확

립해서새로운수익원을만들려는것이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개발자 수는 서비스 시작

이래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약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08년 6월말현재, 그수는 40만명을넘어서고있다(도표 3-10). 단순가입자

만늘어나고있는것은아니다. 서비스이용도착실하게증가하고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아마존 S3’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수는

2007년 4월 50억에서 2008년 4월에는 200억으로 1년만에 4배가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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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 부문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대역폭이 아마존 본 서비스 웹 사이트의 대

역폭을 넘어선 것도 뚜렷해지고 있다(도표 3-11). 아마존 S3나 아마존 EC2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합하면 세계 최대규모의 e-커머스 사이트인

아마존보다크다는것이며, 서비스가급성장한모습에놀랄따름이다.

그렇지만, 수익 면에서는 아마존 본업의 매출에는 아직 훨씬 미치지 못한다.

아마존에서는아마존 S3나아마존 EC2 등클라우드컴퓨팅관련사업의매출

을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마존의

2007년도매출중에책이나 DVD, 가전등의실물판매를제외하고‘기타’의

수입(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의 매출이 포함된다)이 약 3.8억 달러라는 점

에서 월 스트리트에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의 매출은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도 총 매출이 15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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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0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자 수의 추이

출처: Amazon.com ‘2008년 연차주식총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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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라는점을감안하면, 총매출대비차지하는비율은 3%에미치지못하는정

도로매우적음을알수있다(도표 3-12).

다른 사업을 살펴보면, 책이나 DVD, CD, 비디오 게임 등의 매출로 구성된

‘미디어’사업이 약 92억 달러, 일렉트로닉스나 컴퓨터, 장난감, 의류 등 미디

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매출로 구성된‘전자기기 등 상품’사업이

약 52억달러로되어있고, 클라우드컴퓨팅관련사업에비해훨씬크다.

다만절대 금액은 아직 작은 규모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의 매출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 박리다매인 소매업의 세계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낸

아마존에게는, 마찬가지로 박리다매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이

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야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온라인서점의 웅으로

서연간 150억달러의매출을자랑하는아마존이지만, 흑자화에성공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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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1 아마존의 웹 사이트와 AWS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 비교

출처: Amazon Web Services Blog (http://aws.typepad.com/aws/2008/05/lots-of-bits.html)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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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후 약 8년 뒤인 2003년이다. 매년 적자를 쌓아가면서도 확장하

고 투자를 이어간 것은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강한 의지

와 확고부동한 신념의 산물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공으로이끌것인지, 다시한번제프베조스의수완이주목을모으고있다.

(4) 뉴욕타임즈, 나스닥도이용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미 미국의 대형 신문사인뉴욕 타임즈
NewYork Times나세계최대의벤처기업주식시장인나스닥NASDAQ증권거래소에서

이용하고있다.

뉴욕타임즈

뉴욕 타임즈에서는 동사同社의 웹 사이트에서 과거의 신문기사를 아카이브
Archive해두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가 텍스트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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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2 아마존의 사업별 매출 추이

출처: Amazon.com,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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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1851년 9월부터 1980년 12월까지의기사에대해서는 PDF 파일형식

으로보관되어있다.

동사에서는 먼저, 약 130년 분량의 신문기사를 스캔한 1,100만 매의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 스토리지‘아마존 S3’에 저장하고, PDF 파일로 변환할 때 가

상서버‘아마존 EC2’와 2장에서 설명한 오픈소스 분산처리 프레임워크인

‘Hadoop’을이용한다.

각 기사에는 다수의 TIFF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스캔한 결과, 총 데이터

양은 4TB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아마존 EC2에서 100인스턴스의 가상서

버를 동시에 기동하고 Hadoop을 이용해서 병렬처리를 실행한 결과, 24시간

이하로 PDF 파일로변환할수있었다고한다.

동사에서는만일동일한작업을자사의서버를이용해서실행할경우 14년이

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이 불과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요된비용은겨우 240달러정도다.

또한PDF 형식으로변환된파일은 1.5TB가되었고다시아마존 S3에저장되

어 있다. 사용자가 기사를 검색하면 검색된 기사의 PDF 파일은 이 아마존 S3

에서읽혀진다(도표 3-13).

나스닥증권거래소

미국의나스닥증권거래소에서는자사에서개발한‘나스닥마켓리플레이NASDAQ

Market Replay’라는애플리케이션에서아마존S3를이용하고있다. 나스닥마켓리플

레이는금융전문가들이시장동향을언제든지재현할수있는툴이다. 이툴을사

용하면투자가가거래를할때의시장상황을상세하게분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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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플리케이션은어도비시스템즈의최신데스크탑애플리케이션실행환경인

‘AIRAdobe Integrated Runtime’을이용해서개발되었으며, 과거마켓데이터축적에아

마존 S3를이용하고있다. 특이한점은애플리케이션자체는사용자의컴퓨터에

서동작하고있지만, 데이터는구름저편에, 즉인터넷에있다는점이다.

주식시장에서는매일수 GB단위의거래데이터가발생한다. 따라서사용자로

부터의요청에바로응답할수있도록이애플리케이션에는거래데이터상세

를 기록해두도록 요구되었다. 매일 증가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는‘확장성’과‘가능한 한 저가에’, ‘수년 전 데이터에도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응답성’이라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 아마

존 S3가선택되었다.

한발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 67

……………
………………
…………
………

hadoophadoop

도표 3-13 뉴욕 타임즈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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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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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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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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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이와 같은 거래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구입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길어도 1개월치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

면 디스크 용량이 한계에 달한다. 따라서오래된 데이터부터 파기할 수밖에

없게된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면과거의데이터를파기

하지않고수년치의데이터를저장해두는것이가능하다.

또한비용면에서도이점이크다. 미래의데이터양의증가를예측해서대용량

디스크를 처음부터 구입할 필요 없이 실제로 이용한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면

되기때문에초기비용을줄일수있다. 게다가아마존 S3의경우, 데이터전송

에 드는 요금에 비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해두기만 하는 경우라면‘1개월

1GB당 15센트’라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비용도

저렴하게낮출수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울’애플리케이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는‘고도의

확장성’, ‘종량제 과금’이라는 특징이 잘 맞아떨어진 이용사례라고 할 수 있

을것이다.

(5) 확산되어가는에코시스템역주(1)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아마존 EC2나 아마

존 S3를중심으로한에코시스템도확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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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1) 에코시스템이란, 서비스와비즈니스를고객, 주주, 조직원, 공급자들, 그리고비즈니스개발파트

너 및 아웃소싱 전문업체 등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부가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

는군집체(Cluster)를의미한다.



이미미국에서는아마존 EC2의이용을전제로한새로운비즈니스가계속해

서생겨나고있다. 또한아마존 EC2를이용한애플리케이션의운용관리를용

이하게하는등을목적으로한다양한툴이써드파티Third Party벤더에서연이어

만들어지고있다. 예를들면, 레드햇은아마존 EC2에서리눅스OS인‘RedHat

Enterprise Linux’와 함께 미들웨어군인‘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을제공하기시작하고있다. ‘RedHat Enterprise Linux’를아마존

EC2에서이용할경우, 기본요금은한사용자당월 19달러, 게다가아마존 EC2

이용시간에따라과금되는구조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도 자사가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 OS ‘OpenSolaris’

나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인‘MySQL’을아마존 EC2에릴리즈하고있다.

그 밖에, Ruby on Rails 애플리케이션의 브라우저 기반의 통합개발환경과 실

행환경 일체를 아마존 EC2에서 제공하는‘Heroku’, 아마존 EC2 관리(부하분

산, 자동확장 등)를 커맨드라인이 아닌 UI로 실현하는‘RightScale’,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운용상황이나 성능 등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인

‘CloudStatus’등, 신흥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아마존 EC2나 아마존 S3를 대

상으로 한 다양한 툴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에코시스템의 확대는 급속하게

진전되고있다(도표 3-14).

이러한에코시스템이확산되면될수록아마존 EC2나아마존 S3는보다사용

하기 쉬운 서비스가 되어 간다. 또한써드파티 벤더의 직접적인 수익이 될 뿐

만 아니라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도 이어지므로앞

으로도계속확산될것이다.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새로운시장의더

나은발전에도공헌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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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에서PaaS 제공자로의전환을꾀하는세일즈포스닷컴

SaaS 시장의 리더로 알려진 세일즈포스닷컴의 고객기업 수는 전 세계 5만

1,800개사(2008년 10월말 시점)에 달한다. 2009년도 결산에서는 SaaS 전문기업

으로는최초로연간매출 10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예측된다(도표 3-15).

세일즈포스닷컴의 SaaS형 CRM/SFA는 해외에서 델, 씨티그룹, 시스코, 메릴

린치 등이 수만 명 규모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약 6만5,000명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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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4 아마존 EC2, 아마존 S3에 관련된 서비스/툴의 예

벤더명 서비스 내용 요금 등

RedHat

Sun 
Microsystems

Heroku

Scalr

RightScale

Hyperic

RedHat Enterprise Linux(RHEL)
와 JBoss 미들웨어를 아마존 EC2
에서 호스팅 형식으로 제공

아마존 EC2에서 운용하는 Open-
Solaris와 MySQL에 대해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Ruby on Rails 애플리케이션의 브
라우저 기반 통합개발환경 및 실행환
경 일체를 아마존 EC2에서 제공

아마존 EC2의 각 인스턴스 상태를
감시하고 상태에 따른 인스턴스 추
가, 제거 등 scalable한 시스템을
자동으로 실현

아마존 EC2 관리(부하분산, 자동확
장)를 커맨드라인이 아닌 UI로 실현

아마존 EC2, 아마존 S3, 아마존
SimpleDB 등의 서비스의 성능을
감시하는 사이트‘CloudStatus’를
베타 공개

기본요금은 한 사용자당 월 19달러,
거기에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 발생
(1시간당 21센트~, RHEL의 경우)

OpenSolaris에 대해서는 무료지원,
MySQL에 대해서는 유상지원

현재는 벤더 버전이므로 무료로 이
용 가능

월 50달러

설치비용 2,500달러, 월 500달러부
터 이용 가능

무료

출처: 각 사 자료를 근거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해서 세계 최대규모의 사용자 수가 된 일본우정그룹을시작으로미즈호 파이

낸셜그룹, 손해보험재팬등의대기업이이용하고있다.

‘No Software’를 표방하며 1999년에 창업한 세일즈포스닷컴은 지금까지의

10년을‘SaaS’, 앞으로의 10년을‘SaaS’, ‘PaaS’의 10년으로선언하고, 순조로

운 SaaS 사업과함께 PaaS 사업에주력해가는자세를명확히하고있다.

동사가앞으로주력할 PaaS ‘Force.com’은원래동사의 SaaS형 CRM/SFA의

기반이 되었던 부분이다. PaaS 제공 이전에는 CRM/SFA 애플리케이션의 커

스터마이징을사용자측에서가능케하는플랫폼으로서제공해왔다.

PaaS로서외부에제공하기시작한다음에는 CRM/SFA와는관계없는임의의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마

쳤다. 그 후 2008년에 들어서면서 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UIUser Interface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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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5 세일즈포스닷컴의 연도별 매출액

(백만 달러)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76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측

310
497

749

1,100



계, 개발할수있는‘비주얼포스VisualForce’라는새로운기능도발표하면서더욱

매력적인애플리케이션개발이가능해졌다.

애플리케이션의기반부분을외부개발자가이용할수있도록 API 등과세트

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자사의 검색엔진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외부 개발자

에게제공하는구 의 PaaS ‘구 앱엔진’과비슷하다.

(1) 강점은엔터프라이즈시장의실적

일반적인 지명도에서는 구 에 뒤질지 모르지만 PaaS 제공에서는 세일즈포스

닷컴이앞서고있다. 현재의‘Force.com’이라는명칭으로 PaaS라는용어를처

음제창한것은 2007년 9월이지만, 그이전인 2007년 1월에는‘Apex’라는이

름으로 현재의 PaaS와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 제공을 발표했다주(4). 이는 2008

년 4월에서비스제공을시작한구 앱엔진보다 1년이상앞서는것이다.

구 과비교했을때세일즈포스닷컴의강점은엔터프라이즈시장에서의실적

이다. 구 은 소비자 시장에서는 발군의 실적과 존재감을 자랑하지만 엔터프

라이즈 시장에서의 실적은 부족하다. 최근, 기업 대상의 구 앱스나 검색 어

플라이언스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공격을 펼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 개인개발자혹은벤처기업이타깃이라는인상이강하다.

한편, 세일즈포스닷컴은 중소기업에 한하지 않고 일본의 대기업 금융기관이

나 구미歐美의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실적은

충분하다. 기업이 원하는 요구, 특히 보안이나 가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등은숙지하고있다고해도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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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이시점에서는온디멘드플랫폼(on-demand platform)이라고하고있다.



동사의PaaS ‘Force.com’을이용한애플리케이션구축사례도계속등장하고있

다. 일본우편국주식회사에서는각우체국에방문하는고객으로부터불만이나

문의내용등을등록해서지사나본사간에공유, 분석하기위한‘문의보고시스

템’을 Force.com에서구축, 운용하고있다. 전국에흩어져있는우체국의직원

약 4만명이이용하는이시스템은 2007년 6월말부터 8월말까지불과 2개월만

에개발을완료했다. 같은해 10월 1일부터민 화될예정이었으므로급히서둘

러야했던것도사실이지만, 4만명이이용할시스템을 2개월만에구축, 릴리즈

라는초단기간의시스템구축을실현해냈다는점에놀랄뿐이다.

그 밖에도, 신호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미츠비시 상사 석유나 콩셰르쥬
concierge역주(2) 업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호텔 뉴오타니New Otani, 인재채

용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ER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국의 CODA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Force.com에서 개발돼 실

행되고있다.

이러한사례들모두네트워크, 스토리지, OS, 데이터베이스등의인프라가미리

준비되어있었기때문에, 개발자입장에서는‘애플리케이션개발에전념할수있

고단기간에시스템구축이가능’하다는PaaS의장점에매력을느껴 Force.com

을채택하기로결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

2008년 8월에는 델과‘3년간에 걸쳐 Force.co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

발’이라는대형계약을체결한것으로밝혀졌다. 이는델에근무하는전세계

종업원을대상으로한애플리케이션을 Force.com을이용해서개발하는것이

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의 침투라는 면에서는 구 보다 몇 발 앞서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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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2) (호텔의) 접객책임자, 서비스담당, 도어맨.



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2) 델, 스타벅스에서는고객대상웹사이트로이용

사내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뿐만이 아니다. 델과 스타벅스에서는 고객 대상의

웹사이트운 에 Force.com을이용하고있다.

세일즈포스닷컴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IdeaExchange’라는온라인포럼(도

표 3-16)을개설하고있다. 이것은사용자가신기능아이디어를투고하고그아

이디어에대한코멘트를달거나신기능아이디어에대한인기투표를하는곳

이다. 버전업할때에는 IdeaExchange에서특히인기가많았던기능을포함시

키는등사용자의목소리를반 하는도구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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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6 세일즈포스닷컴의 IdeaExchange

출처: http://ideas.salesforce.com



델과 스타벅스(도표 3-17)에서는 이 온라인 포럼과 동일한 도구를 Force.com에

구축해서운 하고있다. 양사모두이사이트를중요한고객접점으로자리매김

해두고사이트를통해수집한고객의목소리를신제품개발이나서비스향상에

반 하고있다.

델의 경우에는자사의 고객이 리눅스가 기설치pre-installed된 서버를 원한다는 것

을이포럼을통해파악하고리눅스채택을결정했다. 스타벅스도온라인포럼

에올라온아이디어로부터포인트카드도입, 메뉴재검토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SaaS형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해온 사용자

한 명당 월 엔이라는 요금체계가 아닌, 로그인당 0.99달러(2008년 말까지)

라는새로운요금체계가적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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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7 스타벅스의 온라인 포럼‘my STARBUCKS IDEA’

출처: http://mystarbucksidea.force.com



(3) 구 과협력해서대對 마이크로소프트의자세가선명하게

세일즈포스닷컴은 2008년 4월, 구 과 협력해서 자사의 CRM/SFA와 구 의

구 앱스를결합해서이용할수있는 ‘Salesforce for Google Apps’를제공하

기시작했다.

이것은 자사의 CRM/SFA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구 앱스의 Gmail이나

구 문서도구, 구 캘린더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

면, Gmail을 사용하는 세일즈맨은 세일즈포스의 CRM/SFA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게한번클릭으로메일을발송할수있고, 고객과의메일송수신은모두

세일즈 과정의 일부로 기록되게 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판매관리 데이터로

활용할수있음과동시에컴플라이언스역주(3) 강화관점에서도유용할것이다.

또한구 캘린더와의 연계로는 세일즈 이벤트나 마케팅 캠페인을 캘린더에

표시할수있게된다.

양사의 제휴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끼어들고자 하는 구 에게는 이점이 크

다. 세일즈포스닷컴의사용자라면구 앱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으므로세

일즈포스닷컴이지금까지획득해온전세계의 5만1,800개의고객기업이그대

로 구 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 은 힘들이지 않고

엔터프라이즈시장으로참여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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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3)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안, 규정, 권고등에대한준수,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

전자문서를통한회계작성준칙이나원본문서보관의무등기업회계와경 의투명성을높이기위

한목적으로새로운규제나법안, 권고등각나라별혹은 로벌감독기관이제시한각종요건을충

족시킬수있도록해당정부기관및기업의정보시스템과업무프로세스를재정비하는것을총칭.



한편, 세일즈포스닷컴의 이점은 찾기 힘들다. 사실상세일즈포스닷컴이 구

앱스를 재판매하는 형태가 되며옵션으로 제공하는 엔드유저End-User 전화 기

술지원이나 과금업무도 세일즈포스닷컴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직 기업

에침투해있지않은구 앱스의재판매가매출에그다지공헌하지는못하고

부담만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다만클라우드컴퓨팅의제창자인구 과의제휴는세일즈포스닷컴이클라우

드컴퓨팅에강력하게헌신하고있다는강한인상을남긴다. 구 이아마존과

나란히 개인 사용자나 개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 개척자라고 한다면, 세일즈포스닷컴은 기업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선구자다. 이두회사가제휴한다면개인적이든비즈니스적이든모든컴퓨

터 이용 측면에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

하게될것이다.

미국에서는 구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

다. 이는 구 에 있어서 세일즈포스닷컴의 인수가‘대對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점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앱스의 제공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Microsoft Exchange’나‘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의 와해를 노리면서세일즈포스닷컴을 인수한다면 업무 애플리케이션과

동시에엔터프라이즈시장의비즈니스노하우도손에넣게된다. 게다가양사

모두‘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비전에서 일치하고 있다. 인수처로는 더할 나

위없는상대인것이다.

클라우드네이티브한양사의제휴이후에인수를하게될지어떨지미래는알

수없지만, 어쨌든간에클라우드컴퓨팅으로의완전한이행은어떻게해서든

지저지하고자하는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큰위협이됨은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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