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DI 현황 및 전망
– JEDI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JUL.
2020

Vol.

08
- 1 -

CLOUD ISSUE
01 JEDI 현황 및 전망 – JEDI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03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02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온에어’

12

│도안구 테크수다 편집장

03 텐센트 클라우드 사업을 살펴보기

21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04 2020 상반기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사업자 동향
│김태진 ㈜누리텔레콤 이사

본 제작물은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의 승인없이 이슈리포트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28

CLOUD ISSUE
01 JEDI 현황 및 전망
– JEDI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JEDI(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는 미국 국방성이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2019년 10월 시장 1위인 아마존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따냄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시장의 절대적 1위로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이미 이전에 CIA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아마존 AWS가 JEDI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었기에 이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 수준의 뒷얘기가 돌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주인이기도 한 제프 베조스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이러한 음모론이 힘을 받기도 했다. 결국 10년간 100억 달러, 그리고
단일 벤더와의 계약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던 JEDI는 마이크로소프트로의 품으로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2019년 씨앗 리포트에 정리되어 있다.1)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일 계약 당사자로 2019년에 이미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JEDI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 된지 한 달 후 채 아마존은 이에
바로 소송을 바로 제기했다.2) 자세한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존을 탈락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후
담당판사는 우선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을 보류시켰고3), 지난 4월에는 최종 판결을 유보해 달라는
재판부에 대한 국방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4) 이 기간에 JEDI 계약 관련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
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JEDI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5) 이 보고서에는 그간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히스토리, 낙찰자 선정 프로세스,
오라클과 IBM에서 제기했던 전직 국방부 관리와 아마존 AWS 연루설, 백악관의 영향력 행사설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1)
2)
3)
4)
5)

씨앗 이슈리포트, “JEDI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품으로 –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Nov, 2019
CNBC, “Amazon files suit protesting Microsoft’s JEDI cloud contract with Pentagon”, Nov 22, 2019
CNBC, “Judge temporarily blocks Microsoft Pentagon cloud contract after Amazon suit”, Feb 12, 2020
Engadget, “Amazon's JEDI lawsuit is on hold until mid-Augus”, Apr 18, 2020
Inspector General,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JEDI) Cloud Procurement”, Ap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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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계약 대상 선정이 완료된 후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낙찰자 선정 전 제기되었던 전직 국방부 관리들의 아마존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 오라클 및
IBM이 제기한 JEDI 추진과정의 불공정 이슈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존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 리포트가 공개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한 것에 대한
번복 없이 가능한 한 빨리 JEDI 클라우드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JEDI 현황과 전망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JEDI 클라우드 계약 감사보고서 개요
JEDI 계약 규모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런 큰 규모의 계약이 단일 벤더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최종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EDI 추진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의 탈락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 있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아마존의 수주가
당연할 것으로 여겨지던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JEDI 진행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마침
새로 부임한 에스퍼 국방장관의 JEDI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런 의혹이 확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전직 국방부 직원의 아마존 AWS 취업을 포함한 아마존과 국방부의 밀접한 관계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아마존의 잠재적 JEDI 경쟁사였던 오라클에서 정리한 아마존 스캔들 보고서가
직접 트럼프에게 전달되었다고도 한다. 오라클과 IBM이 연이어 JEDI의 아마존 연루설을 제기하자 2018년
10월 공화당 하원의원인 스티브 워맥(Steve Womack)과 탐 콜(Tom Cole)이 국방부 감사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 또한 본 보고서가 다루게 되는 주요 안건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아마존과의 연루설과 연관된 전직 국방부 관리들을 본 감사보고서에 모두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정확하게는 아마존과의 연루라기보다는 JEDI 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주요 전직 관리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첫 번째 파트는 개요 및 요약 부분이며, 두 번째 파트
에서는 JEDI 클라우드 조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JEID 조달 내용에
대한 감사관의 검토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 4번째 파트에서는 JEDI와 직접 연관된 전직 국방부 관리
들의 도덕적 행위(ethical conduct)에 대한 조사내용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7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언급한 것이다. 본 감사보고서는 제기되었던 핵심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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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일 벤더와의 ID/IQ 계약

Ÿ

JEDI 클라우드 요구사항

Ÿ

낙찰자 선정과정 프로세스

Ÿ

낙찰자 확정 후 선정과 관련된 기밀(Proprietary) 정보 공개

Ÿ

JEDI 클라우드 조달에 대한 백악관의 입김

이러한 쟁점들은 JEDI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많은 논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JEDI 클라우드 요구사항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위 언급한 5가지 쟁점 중 앞의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나머지 쟁점은 주로 프로세스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이슈들인데 기회가 되면 추후 다루어 볼 계획이다.

단일 벤더와의 ID/IQ 계약
ID/IQ(Indefinite Delivery/Indefinite Quantity)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자재, 기타 자원 공급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주로
필요한 자원 혹은 서비스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계약 시점에선 어렵다고 판단될 때 택하는 계약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최소/최대 공급 규모를 계약 시 명시하며 대체로 5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JEDI의 경우엔
10년 동안 1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과연 “단일 벤더”와의 계약이 적절한 것
인가가 쟁점이다.
국방부에서는 JEDI 추진을 위한 육/해/공/해병의 요구사항 청취 및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하는 한편 주요
클라우드 벤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JEDI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국방부에서 JEDI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선행 프로젝트는 CIA의 C2S(commercial cloud services)이다.6) 이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CIA에서 본격 활용한 첫 케이스로 아마존 AWS가 단일 벤더로 참여하였다. CIA
에서는 단일 벤더가 제공하는 C2S를 통해 클라우드 활용성에 대한 이해 및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IA에서 추진하는 상용 클라우드 프로젝트7) C2E(Commercial Cloud Enterprise)에서는 단일 벤더가
아닌 다수 벤더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관계자도 이런 CIA 선례를 따라,

6) https://aws.amazon.com/ko/blogs/publicsector/announcing-the-new-aws-secret-region/
7) Bloomberg Government, “CIA’s Next Cloud Contract May Be Worth $10B: This Is IT”, Oct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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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클라우드 도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JEDI는 단일 벤더와 추진하고, 이후 확장 시
다수 벤더와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JEDI 발주 전 실시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에서는 국방부의 미션과 향후 비즈니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CCPO(Cloud Computing Program Office)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옵션을 놓고 검토했다.
1) 현재 상태를 유지
2) 국방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주로 활용
3) 국방부 데이터센터와 JEDI 클라우드의 혼용(hybrid)
4) 단일 벤더 계약을 통한 JEDI 클라우드를 주로 활용
5) 다수 벤더 계약을 통한 JEDI 클라우드를 주로 활용
CCPO는 위 옵션들 각각이 다음 8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
Ÿ

탄력적이고 높은 가용성의 서비스

Ÿ

글로벌 접근 가능성

Ÿ

중앙에서의 관리 및 분산된 세부 제어

Ÿ

쉬운 사용성

Ÿ

상용 수준의 서비스

Ÿ

확장 가능한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Ÿ

강력한 보안

Ÿ

고도의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는 4번째 옵션인 단일 벤더 계약을 통한 JEDI 클라우드 활용이 위에 열거한 8가지 목표 중
7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80퍼센트의 국방부 애플리케이션이 JEDI
클라우드로 옮겨갈 수 있고, 10퍼센트는 상용 클라우드에서 실행 가능하며, 10퍼센트만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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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업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단일 계약이 필요한 조건, 그리고 그
반대로 큰 규모(1.12억 달러 초과)의 ID/IQ 계약 시 수반되는 다수계약의 예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계약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도달했다는 태도다.
오라클은 이런 결정 과정에서의 판단이 일반적인 연방정부의 계약행태에 부합하지 않고, 또 특정 벤더
(AWS)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제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감사관 역시 단일 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가 합당하고, 조달 및 계약 표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JEDI 클라우드 요구사항
이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JEDI
클라우드 요구사항 부분이다.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9가지 요소들로 구분되어 적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건이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국방부의 CCPO(Cloud Computing
Office)에서 제시한 RFP에 들어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팩터(factor)들로 구성된다.
Ÿ

팩터 1: 최소 기본 통과 기준
JEDI 클라우드 제안사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기본 요건들을 제시

Ÿ

팩터 2: 논리적 분리 및 안전한 데이터 전송

Ÿ

팩터 3: 전술적 엣지 활용(Tactical Edge)
전투기 등 전투 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엣지(컴퓨팅) 활용 방안

Ÿ

팩터 4: 정보 보안 및 접근 제어 방안

Ÿ

팩터 5: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수용 및 이동성
신속한 가상 머신 제공 및 데이터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쉽고 빠르게 이동할 방안

Ÿ

팩터 6: 운영 안정성
신속한 이슈 대응, 리스크 및 품질 관리, 자산 및 운영 감시 체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방안

Ÿ

팩터 7: 중소기업과의 시너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

Ÿ

팩터 8: 팩터 2에서 팩터 6까지 5항목에 대해 실행 데모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Ÿ

팩터 9: 가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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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단 보안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도
클라우드 도입 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JEDI에서의 주요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라
우드 도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규모와 기능이 확장될 것을 고려한 점도 엿볼 수
있다. 팩터 3 “전술적 엣지 활용”이나 팩터 5의 “데이터 이동성” 등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의 당위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팩터 1 최소 통과 기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적시하고 있다.
팩터 1은 제시한 요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임팩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논란이 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Ÿ

팩터 1.1 – 탄력적(elastic) 활용성
클라우드 활용의 기본적인 목적인 용이한 확장성을 담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JEDI에서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규모가 제안사에서 상업용으로 제공하는 전체 클라우드 규모의 50
퍼센트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IaaS(Infra as a Service)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JEDI 클라우드 규모를
고려하면 벤더의 서비스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라클에서 제시한 “특정 벤더에
유리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 AWS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오라클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팩터 1.1의 요구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Ÿ

팩터 1.2 – 고가용성 및 장애조치
JEDI에서 적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주로 IaaS와 PaaS(Platform as a Service)에 해당한다.
RFP에서는 IaaS와 PaaS의 고가용성 및 장애조치에 대한 기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안사는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미국 내 최소 세 개를 보유하고 있
어야 하며 각 데이터센터는 최소 1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데이터센터는 모두 IaaS
와 PaaS를 제공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보안 요구사항(FedRAMP)을 충족시켜야 한다. 오라클은 이 요
구사항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며 팩터 1.1과 마찬가지로 많은 제안사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불공정
한 요건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감사보고서에서는 팩터 1.2가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결
론을 내렸다.

Ÿ

팩터 1.6 – 상용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직접 사람이 개입하여 서비스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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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할당받고 이에 합당한 비용 청구/지불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상용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JEDI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제 3자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혹은 플랫폼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라클에서는 팩터 1.6도 JEDI에서는
불필요한 요건이며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 제안서에는 제안사 모두 해당 요건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에서 역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서 각 요구사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자주 인용한 문건으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출간한 “Evalu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Based on
NIST SP 800-145”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8) 이 문서는 NIST에서 정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및 서비스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위 팩터 1.1과 팩터 1.6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도 본 NIST 문건을 참고했다고 감사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보안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이슈도 논란이 되었다. 국방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일정 수준의 보안
레벨(IL-6: Impact Level 6)이 필요한데 RFP가 공개된 2018년 12월 시점에 이 보안 레벨을 획득한
벤더는 아마존 AWS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소개한 팩터 1 기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된 후 6개월 이내 획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AWS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 실제로, 10월에 계약당사자로 선정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12월에
IL-6를 획득한 바가 있다.
다양한 등급의 보안등급 권한은 DISA(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가 SRG(Security
Requirements Guide)에 따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이슈로 언급한 IL-6도 DISA가 부여하는 권한이다.
관련하여 또 다른 제안사인 IBM이 제시했던 이슈는 JEDI에서 상당 수준의 보안(IL-5, IL-6) 권한을
요구하지만, 막상 상용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보안 수준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IL-5, IL-6는 국방부나 연방정부 클라우드에서밖에 운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 보안 정책과 JEDI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호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상용 클라우드를 활용하자는 JEDI의 기본 철학을 지키면서도 현재의 보안 정책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 이슈는 더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대안이란,
8) NIST, “Evalu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Based on NIST SP 800-145”,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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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수준 요건 준수를 위해 기존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소한의 수정을 적용할 경우, 이 역시 상용
서비스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상용 서비스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JEDI의 경우에도 매티스 전 국방
장관이 가지고 있던 클라우드 비전부터 시작하여,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주요 오피스, 정부 에이전시, 관료들이 있다. 본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런 이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기존에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 적용하는 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클라우드 요구사항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JEDI 전망 및 시사점
이 감사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마존이 제기한 소송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국방부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시점과 매우 근접해 있다. 8월까지는 어쨌든 재판 결과가 유보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적으로
JEDI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JEDI 클라우드 조달 전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선정을 뒤엎을만한 이슈나 쟁점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아마존을 배제하기 위한 백악관의 입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에스퍼 국방장관을
포함한 수많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지만,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물론 몇 가지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테면 아마존이 소송을 제기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기밀정보나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팀의 개인정보 등이 부적절하게 공개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 1.12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선정과정의 투명성, 법적 검토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판결을 약 4달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 최종 판결 전 전반적인 JEDI 클라우드 조달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단독 계약사로 선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탈락한 제안사들도 포함한 다수 벤더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CIA의 C2S(Commercial Cloud Service)에 이은 C2E
(Commercial Cloud Enterprise) 계약이다. C2E는 CIA가 아마존 AWS와 단독으로 계약 진행한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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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짜리 클라우드 계약의 후속 프로젝트이다. C2E도 JEDI에 버금가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그 반사작용으로 JED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마존과의 소송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JEDI를 차라리 포기하고 CIA가 추진하는 C2E에 편승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9) 이미 C2S를 통해서 C2E로 발전
하고 있는 CIA의 클라우드 전략을 다시 반복 답습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CIA와 국방부가
한배를 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며, 어쨌든 JEDI 계약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참여했던 제안사도 포함된 다수 벤더 계약도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다.

9) Fedral News Network, “Time for DoD to cancel JEDI, ride the CIA’s cloud coattails”,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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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온에어’
│도안구 테크수다 편집장
구글이 클라우드 행사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 온에어’를 7월 14일부터 9주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업계 저명인사의 기조 연설부터 구글 최고의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심층적인 학습 기회 등
200개 이상의 세션이 무료로 제공된다. 생산성&협업, 인프라, 보안,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등
다채로운 주제의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이 소개되고 코로나19 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트렌드와 다양한
업계의 고객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업무에서 디지털, 협업, 유연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객은 미래 성장을 대비하고 혁신하고 경제
변혁기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요구는 구글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구글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했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들이 원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보안, 유연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구글과 구글 클라우드
라는 것도 강조했다.
첫날 공개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그동안 구글이 줄기차게 밀고 있는 스마트 데이터 분석 영역인
‘빅쿼리’와 컨테이너 관리 분야의 사실상의 표준인 쿠버네틱스를 관리하는 ‘안토스’에 대한 기능 강화와
사업 확장, 실시간 암호화 실연 보안 포트폴리오인 ‘컨피덴셜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등이다.
순다 피차이 구글·알파벳 CEO는 “이 신개념 가상 콘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지만 구식 농담에
웃어주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엔 농담은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간 준비한 내용을 몇 주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는 말로 키노트를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틔워주었고
기존의 업무 방식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
구글에서는 분산된 팀이 함께 제품을 빌드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하는
팀이 늘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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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 덕분에 구글의 도구를 테스트해 보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가 주변에 도움이 될지 더욱 깊이 깨닫고 그래서 바이러스 노출 알림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보건 당국의 모니터링과 주요 리소스 할당에 도움을 주었다.
구글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롬북을 배포해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구글 미트
(Meet) 화상회의 솔루션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과 구글 클라우드가
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선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파트너가 고객과 고객사 직원, 지역 사회를
돕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며, 현재 구글의 주력 분야는 조직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이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세상은 그전과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3가지 트렌드로 정리했다.
첫째, 미래의 업무는 더욱 디지털화된다. 이미 장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할 채비를 하는 비즈니스가
많다. 분야는 온라인 업무, 교육, 의료,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큰 폭으로
장기간 지속된다. 75%가 넘는 기업이 디지털 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을 밝혔다. 결국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최근 가트너가 밝힌 예측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보급률이 2023년에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래의 업무에서는 협업이 늘어난다. 대규모 팀과 조직에서 잘 알고 있듯 협업은 성공의 열쇠다.
많은 기업이 팀을 연결하고 가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클라우드 생산성 제품군과 화상
회의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모두 재택근무 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 전에
회의실에서 결정된 계획을 토대로 업무를 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정해진 틀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솔루션에 투자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도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미래의 업무는 보다 유연해진다. 구글은 초창기부터 반드시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업무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란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순타 피차이 CEO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미래를 위한 혁신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구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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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대표

기술 관련해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 쿠리안(Thomas Kurian) CEO가 맡았다. 앞서
밝힌 대로 구글은 스마트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정보보호, 컨테이너 환경의 확실한
관리를 강조하고 관련 제품들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자사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와 같은 경쟁 클라우드 회사에도
구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단행했다.
또 구글 클라우드를 기업 내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코와 HP엔터프라이즈, 델 같은 어플라이언스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스택(Azure Stack), AWS가 아웃소프트(Outposts)라는
제품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도 같은 행보로 볼 수 있다.
빅쿼리 옴니(BigQuery Omni)는 모든 유형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일관된 분석 경험을 제공한다. 토마스
쿠리안 CEO는 “데이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그러나 종종
데이터가 온프레미스(on-premise)와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 걸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사일로(Silo)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빅쿼리 옴니를 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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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글 빅쿼리 옴니 구성도

빅쿼리 옴니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구글 클라우드 안토스(Anthos)를 기반
으로 구동되며, 구글 클라우드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저장된 데이터에 빅쿼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에도 곧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빅쿼리의 경우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서비스도 구글 클라우드 고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빅쿼리 옴니는 고객이 데이터세트를 옮기거나 복사할 필요 없이 구글 클라우드, AWS, 애저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 연결해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데이터가 저장된 리전
에서 분석이 가능해 일관된 분석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AWS S3용 프라이빗 알파(Private Alpha)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며 아브로(Avro), CSV, JSON, ORC, 파케이(Parquet) 형식을 지원한다.
양승도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고객 엔지니어링 총괄은 “데이터를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일은 번거롭고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종류와 상관없이
최고의 클라우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빅쿼리 옴니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지 않고도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해결하고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개방성과 이식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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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글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인 안토스

구글 클라우드는 이 프로젝트 이전인 지난 4월 이미 안토스(Anthos)를 온프레미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아마존웹서비스에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구글 클라우드가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안토스(Anthos)’의 멀티 클라우드 지원 기능을 공식 출시한 것. 이에 따라 기업은
온프레미스,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기타 클라우드 전반에서 운영을 통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워크로드도 프리뷰 버전으로 통합 가능하다.
구글 클라우드는 2019년 4월 안토스를 공식 발표한 이후 모든 규모의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개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과 전통적인 기업 모두에게 대규모의 워크로드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레거시(legacy) 워크로드가 많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일수록 더욱 어렵다.
안토스의 새로운 멀티 클라우드 지원 기능은 가상머신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은 안토스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기존 시스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워크
로드 유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전통적인 워크로드 중에서도 고난도인 다음 두 영역도 관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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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책 및 구성 관리 – 고객은 안토스 컨피그 매니지먼트(Anthos Config Management)를 이용해
이제 컨테이너 방식과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 내 가상머신에 대한 정책을 프로그래밍
(Programmatic) 방식 및 선언형(Declarative)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개입
으로 인한 구성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동시에 안토스 플랫
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항상 원하는 상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이기종 배포 환경에서 서비스 관리 – 향후 몇 개월 내 안토스 서비스 메시(Anthos Service
Mesh)는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구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및 기타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보안과 정책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

안토스는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외에도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해 말 고객은 써드파티 하이퍼바이저 없이도 안토스를 실행할 수 있게 돼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추가로 벤더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성능이나 규제 상의 이유로 베어 메탈
(Bare Metal)이 필요한 까다로운 워크로드에도 유용하다.
베어 메탈은 엣지(edge) 단에서 안토스를 지원해 고객은 데이터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외에 필요한
곳 어디에나 워크로드를 배치할 수 있다. 안토스는 소매점과 지사뿐만 아니라 원격 장소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 최종 사용자와 더 가까운 곳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마이그레이트 포 안토스(Migrate for Anthos)’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더욱
간소화하고 있다. 기업은 수동으로 워크로드를 재설계하거나 재배치할 필요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은 안토스의 신규 지원 기능을 이용해 운영을 지속적으로 단순화하고 마이그레이션
한 워크로드를 다른 안토스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다.
빅쿼리와 안토스는 구글 클라우드가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할 카드로 강력히 밀고 있다. 매년 어떤 기능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컨피덴셜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용
중인 데이터의 실시간 암호화 실현하는 것으로 기업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민감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저장과 전송 중인 데이터를 디폴트
로 암호화하는데,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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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덴셜 컴퓨팅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 있는 사용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로, 컨피덴셜 컴퓨팅
환경은 메모리와 같은 중앙처리장치(CPU) 외부에서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데이터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그림 4 컨피덴셜 VM 기능

컨피덴셜 VM(Confidential VM)은 구글 클라우드 컨피덴셜 컴퓨팅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제품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 내 다양한 격리(isolation) 및 샌드박스 기술(sandboxing technique)을
이용해 멀티-테넌트(multi-tenant) 아키텍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베타 버전인 컨피덴셜 VM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메모리 암호화를 제공해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격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피덴셜 VM은 2세대 AMD 에픽(EPYC) CPU가 지원하는 시큐어 암호화 가상화를 이용해 N2D 시리즈
VM에서 실행된다.
양승도 총괄은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정부 기관 등을 비롯한 모든 산업의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컴플라이
언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기업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종종 장애물로 작용한다. 컨피덴셜 VM은 고객이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보안 운영을 보다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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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서울 리전 기반으로 코로나19 시대 한국 고객 클라우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며 기업, 지역 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두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원격 근무⋅진료⋅교육과 디지털 뱅킹은 새로운 삶의 표준이
됐다. 많은 기업은 중대한 시기에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통한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기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구글 클라우드는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향후 전 세계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 중대한 시기에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여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 5)

그림 5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최기영 대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지난 2월 개설한 GCP 서울 리전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고객의 클라
우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는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취급설명서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KIA Owner’s Manual App)’을 개발해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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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했다. KB국민은행은 구글 클라우드의 AI 및 머신러닝 기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에
특화된 한글 자연어 학습 모델 ‘KB 알버트(KB ALBERT)’를 개발해 금융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했다.
특히 구글 클래스를 활용한 교육 시장에 대한 대응, 구글 미트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화상회의를 적극
돕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협업 시장에서도 국내 고객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최기영 대표는
“대한항공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사례”라고 전하고 “하반기 더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가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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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텐센트 클라우드 사업을 살펴보기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소셜미디어, 게임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으로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kakao i cloud) 서비스를 본격 론칭했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보다
먼저 소셜 미디어 및 게임 플랫폼이었던 텐센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9월에 시작한 텐센트 클라우드는 알리바바가 2009년 9월에 시작한 점을 생각하면 4년 늦은
행보이다. 그러나 2020년 4월 기준으로 가트너의 자료에 따르면 텐센트 클라우드는 세계 5위의 사업자
이며 111%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10) 아시아 퍼시픽 시장으로만 보면 4위의 서비스이다. 상위 5개의
기업으로만 비교하면 100%가 넘는 성장으로 성장률로는 텐센트가 1위이다.
현재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가 전체 시장의 81%를 차지한다. 카날
리스의 분석으로는 중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은 2020년 1/4분기에 전년에 비해 67%가 증가한
39억 달러 수준이다. 현재는 알리바바가 44%, 텐센트가 14%이며, 화웨이가 마찬가지로 14%의 시장을
갖고 있다. 바이두의 AI 클라우드는 8.6%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다. 텐센트 클라우드 사업은 텐센트 전체
매출의 4.5% 정도이지만, 알리바바는 8% 수준이다.
텐센트의 최근 경영 실적 보고에 따르면, 2019년 클라우드 사업에서 24억 달러 (170억 위안)의 매출을
이루어 냈고 2019년에만 100만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한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5개 대륙에 26개의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53개의 존을 운영하는 중이고, 엑사바이트 수준의 스토리지와 1,300개 엑셀러레이션
노드를 글로벌 수준에서 갖추고 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백만 개 이상을 서버를 갖는 기업이 되었고
피크 시점에서 대역폭이 100조 바이트에 도달한 최초의 중국 회사가 되었다. (그림 6)

10) Gartner, “Market Share: IT Services, Worldwide 2019,” Dean Blackmore et al, April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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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텐센트 클라우드의 리전과 존이 있는 곳

텐센트가 클라우드 사업을 중요한 영역으로 삼은 것은 2018년 9월부터이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올해에만 3천 명의 신규 인력을 클라우드 부문에서 뽑을 예정이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기술 인프라에 향후 5년 동안 5천억 위안(700억 달러)
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11) 이는 향후 3년 동안 2천억 위안을 투입하겠다는 알리바바와 비교되는 투자
금액이다.
그러나 텐센트가 B2C 영역에서 강한 기업이었고 B2B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고, 텐센트 자신도
이런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텐센트 클라우드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컴퓨트, 스토리지, CDN&가속, 미들웨어, 도메인과 웹사이트,
보안, 서버리스,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텐센트 DB,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관리 도구, 게임 서비스, 개발자 도구, 커뮤니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빅 데이터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 ‘AI Transfy’ 서비스인데, 이는 다중어 오디어/비디오
자막 작성, 번영, 편집 서비스이다. 중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 번역, 음성 인식을 통한 자막 제작,
효과적인 자막 편집, 자막 압축과 배포, 인간 번역, 실시가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11) Reseller News, “In cloud clash with Alibaba, underdog Tencent adopts more aggresstive tactics,”
Jul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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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텐센트 클라우드의 ‘AI Transfy’ 서비스 그룹

팬데믹으로 중국이 락다운 되어 많은 기업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대역폭 요청이 급증할 때 텐센트는
10만 개의 서버를 8일 만에 확충했다. 이를 통해 텐센트 콘퍼런스라는 두 달 밖에 안 된 서비스 지원을
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텐센트 콘퍼런스는 얼굴 인식으로 접속하며 동시통역, 라이브 상호작용, 통계적 관리
등이 제공되며, HTML5와 위챗 미니 프로그램 등 여러 형식으로 제공한다. (그림 8)

그림 8 텐센트 콘퍼런스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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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클라우드 콘퍼런스는 6월에 4차 세계 정보 콩그레스(World Intelligence Congress)에서 활용
되었으며 행사 기간 중에 5,86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사회
개발에 인공지능을 깊이 있게 융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수십만 명이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
텐센트는 기업용 고화질 비디오 컨퍼런싱 서비스로는 ‘VooV 미팅’이라는 서비스를 따로 제공한다. 클라우드
미팅을 위한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연과 지터링이 없는 부드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음질 처리
알고리듬으로 깨끗한 오디오 컨퍼런싱을 제공한다. 미팅 내용은 저장되거나 자동으로 암호화되어서 클라
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 VooV 미팅은 지난 4월에 유엔의 75주년 기념 캠페인에서 사용되었으며, 유네
스코의 글로벌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조인해 전 세계 12억 명의 학생과 젊은이에게 원격 교육을 위한 도구로
추천되었다.
팬데믹의 영향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들고 있다. 첫 번째는
플랫폼과 자원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과 백신 발견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알리바바가가 알리헬스 앱을 통해 천여 명의 의사를 호스트
해서 시간당 최대 천 건 이상의 진단을 요청받은 것처럼, 텐센트의 위닥터 (Wedoctor) 앱은 2월 말까지
150만 건의 진료를 받게 했다.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 역시 현재 상황에서 더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텐센트는 나아가 센젠에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5G,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넷 시티(Net City)’를
구현하고자 한다.12) 이는 동구 안 시에 ‘옥스 혼(Ox Horn)’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화웨이의 움직임과
비교되는 행보이다. 세계적인 건축 회사 NBBJ가 이번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시 전체에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림 9)

12) TechWire Asia, “Tencent is latest tech giant to launch a smart city project,” Ju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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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넷 시티의 상상도 [출처: NBBJ]

중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텐센트는 2016년부터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을 필두로 이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53개의 존을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여러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초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리뷰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동남아시아의 리딩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Shopee)가 대표적인 고객으로, 2019년에만 5억 뷰의 쇼피
라이브와 10억 건의 인 앱 게임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쇼피는
2018년 총 매출이 103억 달러이며, 2억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해 그 해 쇼핑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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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남아시아의 유력 쇼핑몰 쇼피

2020년 7월에는 싱가폴에 있는 아시아 디지털뱅크(ADBC)와 클라우드 기반 금융 서비스와 공동으로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은행을 위한 혁신을 위한 이해각서(MOU)를 체결했다.13) 또한 실리콘 밸리에 있는
핀도라(Findora)라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핀도라의 “zkLDB”라는 신뢰할 수 있는
원장 제품을 지원해 암호화된 트랜잭션과 자산의 발행, 처리, 검증 그리고 저장을 지원하기로 했다.14)
또한, 싱가폴 관광 위원회(STB)를 위해 클라우드 콘퍼런스와 VooV 미팅을 제공하기로 했다.15) 이는 특히
중국 대응 웨비나를 위한 운영 플랫폼이 될 것이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 시대에 관광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STB의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고객으로는 노트 기록 플랫폼인 인시앙 비지(Yinxiang Biji), 에듀케이션 퍼스트,
사이버 에이전트의 자회사인 사이버 팔, 온라인 증권사인 푸투 시큐리티즈(FUTU) 등이다. 사이버 팔은
일본에서 셀럽과 팬들이 온라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텔레 라이브(Tele Live)를 6월에 오픈

13) Finextra, “New Singapore bank ADBC inks MoU with Tencent Cloud,” Jul 9, 2020
14) BusinessWire, “Findora Partners With Tencent Cloud to Offer World’s First Zero-Knowledge
Ledger,” Jul 1, 2020
15) Yahoo! Finance, “Tencent Cloud Powers Up Singapore Tourism Board's China-Ready Webinar
Through Tencent Cloud Conference and VooV Meeting,” Jun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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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를 위해 텐센트 클라우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TRTC)과 라이브 비디오 브로드캐스팅(LVB)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고객은 펍지(PUBG) 모바일, 클래시 로얄, 가레나(GARENA), 피타야(Pitaya) 게임스,
마이넷, 주아 (ZOOA), 쉬로(SHIRO) 게임즈 같은 게임 전문 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텐센트가
성장한 배경이나 서비스 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의 NHN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숙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7

CLOUD ISSUE
04 2020 상반기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사업자 동향
│김태진 ㈜누리텔레콤 이사
지난달에는 2019년 7월 발표된 가트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쳐 매직퀘드란드에 포함된 6개 업체 중에서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한 아이비엠(IBM)과 SaaS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한 오라클
(Oracle),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를 제외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 마이크로소프트 에저(Microsoft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IaaS 서비스 사업자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3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icrosoft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이 전체 시장의 67.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성장률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16)
다른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17)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 1,000명 이상의 주요 업체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87%가 하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나 이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는 2.2개의 퍼블릭 클라
우드와 2.2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33%만이 멀티클라우드 관리 도구를 사용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73%가 기준 클라우드 비용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
하여 효율적인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장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6) Gartner, “Gartner Says Worldwide IaaS Public Cloud Services Market Grew 31.3% in 2018,” Jul 29, 2019
17) Flexera, “State of the Cloud 2020,”
https://info.flexera.com/SLO-CM-REPORT-State-of-the-Clou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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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직원 1,000명 이상 주요 회사들의 클라우드 전략

아이비엠 / 레드햇
아이비엠이 2019년 7월 9일 약 40조 원($34B)에 레드햇을 인수18)할 당시, 이미 두 회사는 아이비엠의
글로벌 영업망과 레드햇의 오픈소스 기술을 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 달 후에는 합병 후에 소유하게 된 쿠버네티스 플랫폼인 레드햇 오픈
쉬프트(OpenShift)를 기반으로 다섯 개의 클라우드 팩(Cloud Pak)를 선보였다. 아이비엠의 원래 움직임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들웨어를 용도별로 패키징 하여 다양한 쿠버네티스 플랫폼 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레드햇 인수 이후에는 오픈쉬프트와의 시너지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엠과 레드햇이 함께 출시한 첫 제품인 이 클라우드 팩은 1) 아이비엠의 개발 툴과 레드햇 런타임으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배포에 필요한 마이크로서비스 프레임워크(micro-services framework)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팩, 2) 앱, 데이터, 클라우스 서비스, API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인테그
레이션 클라우드 팩, 3)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통일된 뷰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팩, 4)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팩,

18) 레드햇, Press release,
https://www.redhat.com/en/about/press-releases/ibm-closes-landmark-acquisition-red-hat-34-bi
llion-defines-open-hybrid-cloud-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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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겠다는 아이비엠과
레드햇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아이비엠/레드햇의 최종 목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많은 고객들이 오픈쉬프트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픈쉬프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레드햇의 입장에서는 모든 IaaS 서비스에서 오픈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2015년 말 출시한 오프쉬프트 데디케이티드(Openshift Dedicated)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드햇이 관리하는 오픈
쉬프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레드햇은 2019년 애저 레드햇 오픈쉬프트, 2020년 5월
아마존 레드햇 오픈쉬프트 서비스를 발표하면서19) 고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오픈쉬프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아이비엠과 레드햇의 노력은 2020년 결실이 확인되고 있다. 2020년 6월 인도의 주요 통신사 중의
하나인 에어텔(Bharti Airtel)이 5G와 엣지 컴퓨팅 등을 지원할 차세대 네트워크 클라우드 공급자로 아이
비엠/레드햇을 선정하였다.20) 이는 엣지까지 포함한 통신사의 모든 클라우드에 동일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B2B, B2C 파트너도 효율적으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의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2020년 6월 30일 레드햇, 아이비엠, SAP는 고객에게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온프레
미스로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S/4 HANA와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아이비엠의
프라이빗 데이터센터 인프라스트럭쳐, 레드햇 오프쉬프트 가상화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SAP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고객의 방화벽
(firewall)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금융이나 의료와 같이 보안에 대한 규제를 만족시켜야 하는 고객이
S/4 HANA와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19) 레드햇 블로그, https://www.redhat.com/en/blog/red-hat-and-aws-extend-collaboration-introducingamazon-red-hat-openshift
20) E3 Magazine, “Airtel Selects IBM and Red Hat to Build Open Hybrid Cloud Network,” Ju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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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웨어 / 델 이엠씨 (VMware / DELL EMC)
1984년 설립된 델(DELL)사는 2013년 설립자인 마이클 델(Michael Dell)과 주요 투자자인 실버레이크
파트너스(Silver Lake Partners)에 의해 비공개 회사로 전환된 이후, 2016년 9월 약 80조($67B)에
이엠씨(EMC)를 합병하였다. 이 합병 과정에서 델 이엠씨는 VM웨어의 80.6%를 보유하게 되지만, VM
웨어는 여전히 독립적인 상장회사로 영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VM웨어 시가총액은 $59B이지만,
이 회사의 80.6%를 소유하고 있는 델 이엠씨의 시가총액은 $39B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당시의 델 테크노롤지가 이엠씨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6B의 부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지만, 시장에서 원래 델의 사업 부문에 대해 가치 평가를 높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레드햇과 마찬가지로 VM웨어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VM웨어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반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VM웨어는 IaaS 사업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장
선두주자인 아마존웹서비스와는 일찍부터 ‘VMware Cloud on AWS’를 제공하고 있었고, 2020년 내에
아마존웹서비스의 온프레미스 제품인 AWS 아웃포스트(Outpost)에도 VM웨어 클라우드를 제공할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21) (그림 12)

그림 12 AWS 상의 VM웨어 클라우드 구조
21) 아마존, AWS Outposts, Comming soon in 2020, AWS Outposts infrastructure on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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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22) 오히려 애저 VM웨어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고, VM웨어가 승인(endorse)를 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VM웨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5월 구글 클라우드
VM웨어 엔진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구글이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고, VM웨어가 승인(endorse)를
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림 13)

그림 13 구글 클라우드 VM웨어 엔진

레드햇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VM웨어는 적극적으로 기업 인수
행보를 보이고 있다.23) 2020년 1월에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분석 회사인 니얀사(Nyansa)를 인수하였고,
5월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보안 플랫폼 회사인 옥타린(Octarine)을 인수하여 2019년 8월에
인수한 카본 블랙(Carbon Black)의 보안 성능을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회사인 라스트라인(Lastline)을 인수하였고, 7월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애 복구 회사인 데이트리움(Datrium)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상의 기업 인수 행보를 보면, 가상화를 넘어서 보안과 장애 복구를 포함하여 가장 최선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 Microsoft announces next evolution of Azure VMware Solu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blog/microsoft-announces-next-evolution-of-azure-vmware-solution
23) VM웨어, https://www.vmware.com/kr/company/acquisitions.html

32

CLOUD ISSUE
시사점
3대 IaaS 사업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기업
들이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1) 이미 투자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하기는 힘들고, 2) 특정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
우드로 옮기는 것은 꺼리는 부분이 있으며, 3) 특정 퍼블릭 클라우스 서비스에 종속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가상화 기술이다.
대표적인 가상화 기술인 쿠버네티스의 기업용 상용화 제품인 오픈쉬프트를 보유하고 있는 레드햇과 가상화의
원조 격인 VM웨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고객들이 모든 IaaS 사업자들의 클라우드에서 자사의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갖춤은 물론,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고 있는 모회사(델 이엠씨, 아이비엠)와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온프레미스로 자사의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로서는 가상화의 원조 격인 VM웨어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수를
포함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통적인 강자인 아이비엠이 레드햇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극대화하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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