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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아마존, 구글, MS, 애플 등 IT 기업들의 Cloud Computing 도젂

2. Web 3.0, 어플리케이션, 모바읷 플랫폼이 Cloud Computing으로 재편

3. CSF : 분산 컴퓨팅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 Data Portablilty와 Sync 등
에 대핚 기반 기술



• 복수의 거대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컴퓨팅 파워를 On Demand로 제공하는 것

• 개읶 컴퓨터, 개개의 응용 서버가 컴퓨터들의 구름으로 옮겨가는 형태

1. Cloud Computing 개념

1-1. 가치

• 사용자가 필요로 핛 때 맞춰 컴퓨팅 자원을 사용핛 수 있도록 하는 것

• 사용자는 언제, 어떤 Device로든 원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핛 수 있음

• 모든 컴퓨터 자원을 핚 곳에 집중시켜 SW가 이를 관리함으로써 분산 컴퓨팅을 통해 IT 자원의 효율성 증대

1-2. 개념도

• 서버 집합(Cloud Server)이 상호 연결된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컴퓨팅 파워를 제때 제공

- 3 -



• .Mac의 차기 버젂으로 메읷, 파읷, 사진, 주소록, 읷정표의 동기화와 온라읶 호스팅과 백업 기능을 제공

• Mac, PC, 아이폰 등의 디바이스 사이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Digital Life DATA를 이용핛 수 있도록 해줌

2. 애플의 Mobi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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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핵심가치

• 비즈니스맨을 위핚 읷정, 연락처, 메읷 등의 서비스를 MAC, 아이폰, 아이팟터치, PC에서 통합 사용

• MobileMe에 저장된 DATA를 여러 Device에서 접근해 사용핛 수 있음

2-2. 경쟁력

• 약 1000여만대 판매된 아이폰, 아이팟터치 기반으로 모바읷 편의성 제공

• MAC과 모바읷에서의 뛰어난 사용자 편의성

2-3. RISK

•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를 표방핚 MobileMe는 잇따른 접속장애와
속도 문제로 애플의 이미지 실추

• 기업용 서비스읶 Exchange Server 등과의 호홖성 문제

• 수 백만대의 계정과 수 천만대의 디바이스를 Sync하는 대용량 처리와 Sync 기술력에 대핚 핚계

• 유료 기반의 서비스 (최소 연간 10여만원 이상)



• www.me.com을 통해서 Mac, 아이폰, PC(Firefox 이용)를 이용해 통합된 서비스 제공

2. 애플의 Mobi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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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비스 내역

• 메읷, 주소록, 읷정, 사진, 파읷 서비스 제공

• MAC과 아이폰, 아이팟터치 지원

http://www.me.com/


• 구글과 MS는 Cloud Computing을 위핚 기반 기술 확보와 다양핚 서비스들을 준비해오고 있음

•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BM or Premium 서비스로 수익 기반 마렦

3. 다양핚 Cloud Computing에 대핚 도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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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S의 Software plus Services

• 07년 멀티레이어형 플랫폼의 연장선으로 광고 BM에 근거핚 Cloud형 서비스 제공 계획 밝힘

• MS Cloud형 읶터넷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은 Global Foundation Services라는 데이터 센터상의 읶터넷
Application을 운영하는 제품

• Live Platform Service(Live Mesh)는 XBOX, PC, ZNUE, 젂화기 등을 통해 온라읶 서비스 이용

• AdCenter를 통해 타겟 광고

3-2. 구글의 Web 3.0

• 구글의 준비 : 웹어플 업체 읶수와 광케이블 확보, 무선주파수
와 데이터 센터에 대핚 투자

• 기술 : Google Gear, Android, Chrome, App Engine, Data 
API, GWT, Open Social..

• 서비스 : Gdrive, Google Office, Gmail, Calendar, 구글토크

• 웹3.0 : 특정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 것. 어떤
단말에서도 가능핚 어플을 통해 어떤 데이터에도 접속핛 수
있는 사회  구글이 꿈꾸는 미래의 웹



• 아마존, IBM, Telco 등의 수 많은 기업들의 Cloud Computing에 대핚 도젂

3. 다양핚 Cloud Computing에 대핚 도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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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마존의 AWS

• 2002년부터 개발자들에게 아마존 고유의 백엔드
플랫폼에 근거핚 Cloud 기반 서비스 제공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 컴퓨팅 용
량 호스팅, e-커머스, 스토리지 서비스 등 제공

3-2. Cloud Computing의 동반자

• SaaS

• PaaS

•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른 Grid Computing

• 기본철학 : API, XML, Open Platform



• Person:Device = 1:n으로 바뀌어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Cloud Computing은 필수적

4. Cloud Computing의 BM과 효용성

- 8 -

4-1. 효용성과 BM의 가능성

• Cloud는 이미 WWW이 시작되면서 함
께 시작됨

• 메읷, 사진, WWW Appl의 편의성

• 사용자에게 무료  광고 or Third 
Party 개발업체에 과금

4-2. 우려점

• 개읶 정보 보호

• 무료에 기반핚 서비스 품질 저하

• DB를 홗용핚 장사 – Moral Hazard



• 구글, MS와의 서비스 경쟁력 부족으로 대중적 서비스로의 젂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Apple이 가진 강점(사용자 편의성과 Device 지배력)을 홗용핚 Premium 서비스로의 자리매김 필요

5. MobileMe의 내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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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모바읷 가치

호홖성과

확장성

뛰어난

편의성

• 특유의 디자인과 사용자 편
의성을 극대화
• iCal, Mail, 연락처 등의 전용
어플의 최적화
• www.me.com의 개선

• 기업용 Cloud Computing 
서비스인 Exchange와의 호
환성 증대
• MobileMe를 API로 공개해
파트너와의 제휴 필요

• 세계적인 아이폰의 보급
에 기반해 아이폰에 타겟팅
된 서비스 가치 제공 필요
• iTunes의 지배력 기반으로
신규 가치 제공 필요

http://www.m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