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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CT 정책의 명암 

    90년대 중반 이후 Network기반의 ICT Infra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물리적 유무선인프라확충 및 전자거래, 단말제조 산업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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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인프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중 네트워크  기반의 생
태계는 매우 성공적 
 
- Broadband Internet 
- Mobile Network, WiFi 
- Mobile 단말기,스마트폰 
- Broadband 전송, 교환 일부 
- 전자정부, 전자거래 등 

 
반면 SW infra 는 자생적 생태계 
구축 실패 
 
- SW Platform 대외 의존성 
- 글로벌표준 주도 한계  
- 상용SW의 벤더 Lock-in  
   (OS, DBMS, BI, Package 

Application) 

- SW내장형 대용량 네트워크 장비 
    (Router, Switch ) 

 



Broadband 
Infra 

 성공사례 :  Broadband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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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PG and Portal 

•
•G2G, G2B,  

G4C 

•
•

e-Learning 
e-School   

e-Manu- 
Facturing 
 

•
•

코아
장비 

플랫
폼 

표준 



 지난 20년간 SW 플랫폼시장의 강자였던 MS의  성공요인은 
Platform & Ecosystem 주도 및, 개인시장 포함한 Mass Market 추구  

• Platforms 
– Innovation 
– IPR-based 

 

• Ecosystem 
– Partner-driven 
– Standard 

 

• Mass Market 
– Global Reach 

혁신적  

플랫폼 제공 

 고객 가치! 
 플랫폼 활용 수익 

더 큰 고객 가치 

출처: 김명호 CTO,MS Korea,,2013.4 

 Global Leader는 ?  



 What is the Next ?  

  Delivery Model, Leading Players만 변화, “플랫폼주도”,   
“표준주도” 라는 핵심은 과거 20년과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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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 Model : 시스템구축  
- SI, 일괄구축(미래수요포함) 
- 공급자 중심(Ready Made) 
- Package SW, 유지보수  
 
  소수 폐쇄형 SW플랫폼 기업 중심 
-  MS, IBM, Oracle, SAP, Cisco 
- 분야 : 서버, OS, DBMS, WAS, BI,  

Application,  
 
 

  Delivery Model : 서비스  
- 필요에 의한 활용 
- 이용자 중심(Order Made) 
- Open SW, Renewal  
 

 Open Source Powered 서비
스 플랫폼(클라우드컴퓨팅) 또
는 커뮤니티 중심 

- Google, Amazon, Facebook, 
SalesForce, Apple, VMWare 등 

- Open Stack, Hadoop, CloudStack 
- 분야: IaaS, PaaS, SaaS, DaaS 

<과거20년> <앞으로 20년?> 



 What is a Service ?  

출처 : Merriam-W
ebster 

• A facility supplying some public demand  

• the work performed by one that serves  HELP, USE, 
BENEFIT 

• A service is the non-material equivalent of a good. Service 
provision has been defined as an economic activity that 
does not result in ownership, and this is what 
differentiates it from providing physical goods. 

• It is claimed to be a process that creates benefits by 
facilitating either a change in customers, a change in their 
physical possessions, or a change in their intangible assets.  

사전적 의미 (Webster)  

경제 및 마케팅적 의미  

http://www.m-w.com/dictionary/serves
http://www.m-w.com/dictionary/help
http://www.m-w.com/dictionary/use
http://www.m-w.com/dictionary/benefit


 What is Cloud Platform ?   
 
Platforms are ‘what you load your application or service on, A platform 
provides a standard operating system and all the ‘enablers’ your 
application needs to run  
•  “Agency Composed” Cloud Platform and “Vendor Composed Platforms”  
     ex> Google Apps, Force.Com  

* Source : Sandy Barsky, GSA, April  2013.  



 국가 R&D 와  공공프로젝트의 수행방향은 지금
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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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항  >  
 
- HW 중심적 제도, 제품중심적 R&D(스펙->생산) 
- 최저가격, 나이등급제, 경력기간개념 
- SW개발에  개인별 생산성 무시(man hour/month 개념) 
- SW의 마켓수용 단계별 세분화 지원 미비(R&D SW, PKG SW, SI, SM, 서비스) 
- IT분야에서 SW 기여도 저평가  
- 정부의 정보화는  App구축에 중점, 주요SW의 대외의존성 확대 
- 정보화사업의 대부분은 SI 의존적 일괄발주, 책임전가 
- 정부의 R&D 투자는 기반 보다는 제품 위주로..  
 

 방향성  

공공프로젝트의 90%가  
패키지HW, SW가 점유 , 
나머지 10%로 경쟁 

10% 를 위한 정책   90% 를 위한 정책  

기존의 Track과 차별화, 서비스화 
 
- 정보화 추진 원칙 설정 
      * 미국 Cloud First 

- 제도적 장치(법,제도,표준화)   
- 일정수준의 잉여 허용 
- 원석을 보석으로(OSS) 
- Open Standard 
- Flag Sh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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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S의 성공에 대한 컨센서스  

OS, Web 서버에서 클라우드, 웹 플랫폼, Big Data, DB, Application 까
지, OSS의 창조적 개발과 활용이 국가별 ICT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 Google, Amazon, Saleforce, Yahoo, Apache재단, Open Stack, hadoop 등  

“모든 SW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돈키호테식 사고방식이 혁신과 
변화의 원동력” (InforWorld) 
 
“ 소스코드를 얻을 수 없거나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
용금지 Open Standard”  (2013년 오픈소스의 해 by Sam Moorhead)  
 
“ 오픈소스는  누구든 쓸 수는 있으나, 쓰기만 하고, 개발을 주도하지 못
하면 Follower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Yo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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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서비스시장 

Package SW 

SI 시장 

시간  

마켓  
볼륨 

 Two Track : 현재 시장과 미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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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역량 

필
요
역
량 

고유
역량 

필
요
역
량  

Gap  

- 패키지 SW, 전용기기 
- Turn-key SI 방식 
- 규모의 경제통한 가격 
  경쟁 (volume D/C)  

- 설계 
- APP               
  일부 개발 

OSS 

Gap  

기술의 내재화 
- Foundation 
- Consortium 
- Task Force 
- Association 

     글로벌 생태계 활동 
-자생적 생태계 또는 글로벌화 
- Source Code 기술내재화 
- Service Provisioning capability 
- Service Ochestration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 쓰는 단계 
(저부가가치)  

개발참여 및 기여 단계 
(거버넌스 주도, 고부가 가치) 

 자생적 SW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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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분석, 설계 
통합 전문 그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개방형SW 프로젝트 
기간, 예산, 결과물, 분야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는가 ?)  

   목적별/분야별  프로젝트 

 New R&D + 표준화, 공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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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ommunity 와 협력    

자체개발 

자체적용 

공개 소스 

다수 활용 

생태계간  

경쟁 대응 

OSS커뮤니티    
활동 

소스공개 및 
표준화  

글로벌      
서비스  

1단계 

2단계 

3단계 

글로벌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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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추진방법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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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표준 
 

 - Interoperability, 
 - Portability,   
 - Security,   
 - SLA(Metrics, 
   Measurement) 

 표준화  : Open Standards   

 
 위험관리 표준 
   - Assessment, Risk 

Management, Compliance 
 
 오픈플랫폼 표준 
   - 분야별  Open Framework  표준  
    * 공공데이터, 전자정부, u-city, 

Health IT 등 분야별 최적화   

     개방형커뮤니티          법제도              공공적용  R&D  

 
 사업 초기단계 표준화 
  (정의, 용어, RA 등) 
 
 표준 통합형 R&D 
  (표준 플랫폼 개발 등)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cloudbook.net/images/companies/distributed_management_task_force_dmtf_logo.jpg&imgrefurl=http://www.cloudbook.net/directories/cloud-groups/distributed-management-task-force-dmtf&usg=__1_XSoej-PcUVY5GzfnqrZe-c0Tc=&h=106&w=300&sz=23&hl=en&start=1&zoom=1&tbnid=H_ofpgHCZ6FnPM:&tbnh=41&tbnw=116&ei=ybKgToTjDojJ0AGS5K3aBA&prev=/search?q=Distributed+Management+Task+Force&hl=en&gbv=2&tbm=isch&itbs=1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avatar.identi.ca/48080-96-20110728114111.png&imgrefurl=http://identi.ca/opencloud&usg=__58Ts3ayqLs3KQieXOc_D9tW55hM=&h=96&w=96&sz=8&hl=en&start=10&zoom=1&tbnid=rws3GcozierayM:&tbnh=81&tbnw=81&ei=h7SgTrzMK-Xh0QHqqviLBQ&prev=/search?q=Open+Cloud+Initiative&hl=en&gbv=2&tbm=isch&itbs=1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prlog.org/10566532-mezeo-software-has-joined-the-storage-networking-industry-association.jpg&imgrefurl=http://www.prlog.org/10566532-mezeo-software-joins-storage-networking-industry-association-cloud-storage-initiative.html&usg=__5YXFsu4GCBID6EVQEbznw4JQRnI=&h=1008&w=1255&sz=94&hl=en&start=1&zoom=1&tbnid=sV3Y6k_wfTpafM:&tbnh=120&tbnw=150&ei=ArWgTr_RO-Xh0QHqqviLBQ&prev=/search?q=Storage+Networking+Industry+Association&hl=en&gbv=2&tbm=isch&itbs=1


 마무리   

- 오픈 플랫폼에 대한 참조모델 표준화, 가이드 개발 
    오픈 플랫폼 R&D와 연계된 표준화  

 
- 전체 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는 SW인프라 구축 
     
- 기존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과의 수직적 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