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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운영체계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과거의 운영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공정경쟁 관련 문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서도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으로 인해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 정책의 집행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 상황과 표준화 노력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시장 자체에서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주요 클라
우드 컴퓨팅 플랫폼 제공자가 해당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기반으로 공정경쟁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결합 판매, 배타적 거래, 개발 환경 제공 차별 및 거래 거절 등의 잠재적
불공정 행위가 시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 제공자가 이미 다수의
이용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위의 불공정 행위들을 시도했는가를
판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표준화 정착이 고착 효과를 감소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자의
지배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들을
테스트 베드 조기 구축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고 구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설립 과정에서 이전보다 많은 해외의 잠재적 메이저 플레이어
들을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한 표준화 정착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 규제 기관의 관할권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
제재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 확립을 위해 G20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
적인 이슈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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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네트워크의 고도화, 웹의 급속한 진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트래픽과 컴퓨팅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측(ABI Research(2010))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나, 주로 고속 네트워크 환경
과 컴퓨터 자원 활용도 증가를 통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컴퓨팅 환경
을 지칭함
- 시카고 대학의 Ian T. Foster 교수는 기술적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인터넷
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화되고, 동적 확장성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성이 있
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규정
- Forrester Research는 유틸리티 컴퓨팅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제공되고,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며, 수요가
변함에 따라 가변적이고, 사용량이나 광고에 따라 과금 모형을 달리하는 형태”라고
설명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 관계없이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 네트워크나 서버, 저장
공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과 같은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라고 규정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과거 운영체계 시장에서 나타났듯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공정경쟁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 사업자는 OS 제공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제공
사업자로서 기능
- 이용자가 특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 사업자를 선택할 경우, 해당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lock-in” 현상의 발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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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Stallman(GNU 프로젝트 창시자)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상용 시스템에 고착화되도록 만드는 함정”이라고 비판

- 우월한 지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사업자는 자신과 협력 관계에 있지 않
은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참여하
는 것을 배제하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스마트폰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애플, 구글 등의 해외 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 및 규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 현재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
4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알려져 있음(이상동(2010))
- Economist(2009)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최후의 승자는 미국 기업(Google,
Apple, Microsoft, 혹은 Amazon 등)이 될 것이라고 단언
-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경우, 불공정 행위
에 대한 규제 수단 부재의 문제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문제 못지않게 심
각해질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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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플랫폼

□ 클라우드 플랫폼 개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흔히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

◦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발 환경이자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존 개인용 기기에서의 OS와 유사하며,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
- Infrastructure Service 계층: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저장(storage) 및
컴퓨팅 작업, 사용자 식별(identity) 등의 역할을 담당(예: Amazon EC2, S3 등)
- Foundation 계층: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계층이며(예: Microsoft Azure 등), 좁은 의미로 이 부분만을 플랫폼
이라고 지칭하기도 함(source: Wikipedia)
- Application Service 계층: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의 일종
(SaaS)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계층(예: Google Docs 등)

◦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이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전부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화 현황
◦ Open Cloud Manifesto 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자신에게 적절한
1)

클라우드 플랫폼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속한 이용자와도 쉽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
1) Open Cloud Manifesto(http://www.opencloudmanifesto.org)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천명하고 있는 문서로 Reuven Cohe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IBM,
Cisco 등 주로 하드웨어 및 장비 제조사의 지원을 받고 있음.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문서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며 Microsoft와 Amazon이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반발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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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주요 표준화 이슈로는 (ⅰ) 플랫폼 독립성 제공,
(ⅱ) 플랫폼 간 통합 서비스와 이동성 제공, (ⅲ) 안전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ⅳ)
단말 독립적 서비스 제공, (ⅴ) 도메인별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있음(이강찬 ․ 이승윤(2010))

◦ ISO/IEC JTC 1 SC38, ITU-T FG Cloud & SG13 등은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화 이슈 대상 및 항목 선정 등의 작업을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Open Cirrus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 베드나 Open Cloud Consortium 테스트 베드와 같은
공조체계 하에서 테스트 베드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임(류희수(2010))

◦ 또한 OGF(Open Grid Forum), CSA(Cloud Security Alliance), OCC(Open Cloud
Consortium),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Storage Security
Industry Forum,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등의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류희수
(2010))

◦ 이와 같이 발 빠른 표준화 움직임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특정 플랫
폼에 종속되는 고착(lock-in) 효과가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만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실제로 구글은 Data Liberation Front를 통해 구글 제품 및 환경과 외부 환경
사이의 데이터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나서고 있음
- 이는 고착 효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공개 환경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는 구글의 수익 구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거의 MS Windows 및 현재의 Apple iPhone에서 나타나듯이, 편의성과
비교해 볼 때 개방성이 시장에서 항상 선호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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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정경쟁 이슈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간 경쟁
◦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관련 시장의 획정이 사실상 불가능(Feinstein(2009))
-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장이 됨
- 개인용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및 시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과거 운영체계의 경우와 비교할 때 표준화 노력이 매우 활발하며, 고착 효과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음
- 하나의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지나치게
거대하며(Kirkwood(2010)), 주요 선발 주자들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른 만큼
여러 사업자들이 당분간은 지배적 사업자 없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Economist(2009); Feinstein(2009))
-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 워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규모 기업용
private cloud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입자 확보 관련 문제가 적기 때문에 진입 장
벽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개인 및 소규모 기업용 시장의 경우 Google, Microsoft, Apple 등의 주요 선발 업체
중 하나가 지배적 클라우드 플랫폼의 제공 사업자로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당분간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시장 자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해 공정경쟁 관련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음
- 현 시점에서 Google은 PaaS, Amazon은 IaaS, Apple은 이동단말에서 부각을 나타
내는 등 주요 사업자들이 강점을 나타내는 분야가 상이함

3.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정경쟁 이슈

7

□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경쟁 상황과 비교해볼 때,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 내에
서 고려해야 할 공정 경쟁 관련 이슈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남

◦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클라우드 이용자에 대한 독점적 접근이 가능
- PaaS가 개방되어 있어도, SaaS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플랫
폼의 foundation 및 infrastructure 단계를 거쳐야 함(Chappel(2008))
-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착신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음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방성 및 호환성이 이전의 개인용 컴퓨터 환경보다 개선되
었다 하더라도, 이용자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택과 전환에
따른 정보 처리 비용 및 심리적 장벽(Ofcom(2006))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고착
효과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
※ Ofcom(2006)에 따르면 통신 시장을 기준으로 과거 행태, 시장 관심도 및 의사 결정 유형에 따라
이용자를 분류할 때, 58%의 사용자는 수동적이거나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조

[

자료: Chappe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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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충분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음

◦ 우월한 지위를 가진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SaaS 서비스를
결합 판매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
- 결합 판매 자체가 항상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플랫폼과
SaaS 서비스처럼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aftermarket 제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결합 판매가 문제될 수 있음(Feinstein(2009))
- 가령 기업용 시장과 같은 유료 시장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용 SaaS 서비스와 클라우드 환경 관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이미 해당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며, 여타 SaaS 제공자는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설사 타 SaaS 제공자를 배제하지 않거나 결합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결합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무료 이용자 중심의 개인 시장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와 SaaS 등 서비스 제공자 간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의
발생이 가능
- 배타적 거래는 여러 서비스 공급자 중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
의 서비스만을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결합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거래가 항상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이미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고착화된 이후에 이러한 배타적 거래가
일어났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개발 환경의 차별적인 제공 및 거래 거절(exclusive dealing)
2)

- 과거 Undocumented Windows

등에서 드러났듯이,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PaaS

2) Microsoft가 자신들만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Windows API의 일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의 제목. Microsoft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ulman et al.(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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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환경과 차별을 둠으로써 경쟁자
비용 증대(raising rival’s costs)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거래 거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예 자신의 플랫폼을 통한 특정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백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 위법성 판단 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가 이미 다수의 고착화된 이용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시도했는가를 판별해야 함
- 이용자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의 aftermarket 정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결합 판매 혹은 배타적 거래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규제 적용 및 실효성 관련 문제
◦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대부분 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해외 클라우드 플랫폼의 강세가 예상됨
- Google, Microsoft, Amazon 등 해외 기업들의 경우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
는데, 이에 비해 국내의 기업들은 상당히 뒤쳐져 있음. 삼성, LG 등은 자체
private cloud의 시범 적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KT의 IaaS 서비스인
uCloud는 아직 베타 서비스 단계에, SKT는 테스트 서비스 단계에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

◦ 서버가

위치한 곳에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할 경우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제제하거나 통제할 수단
이 부재하여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짐
- 이러한 법적 구속력 부재의 문제를 우려한 기업이나 정부가 자신이 소유한 네트워
크에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속하는 것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 및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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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표준화 확립 및 정착 유도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 표준이 정착될 경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aaS가 갖는 aftermarket 제품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게 됨
- 이 경우 클라우드 플랫폼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갖는 우월한 지위가
유지될 수 없게 되며, 잠재적 경쟁 저해 행위의 발생이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됨
- 한편, 이는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 표준화와 관련한 정책적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협력 제안 및 회의
주재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류희수(2010)), 구체적
수행 및 적용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아직 미비

◦ 테스트

베드 조기 구축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
- 구현에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표준 설립 활동을 주도하며, 보다 많은 해외의 잠재적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불공정 행위 제재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현실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소속 국가와 피해 당사자의 소속 국가가
다른 경우 피해 당사자 소속 국가의 경쟁법 집행 및 적용이 불가능
- 반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속된 나라의 규제 기관은 해당 국가의 공정
경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정보 제공 및 규제 관할에 대한 국제적 표준 규범 확립의 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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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제가 된 프랑스의 이른바 ‘구글 세’(Google tax) 징수 시도에서도 드러났
듯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실제로 Google의 수입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게시자에 대한 과
세를 실시.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초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함.(Kiss(2010))

- 국가별 규제 기관의 관할권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 제재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G20 등과 같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인
이슈화의 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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