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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중요 인프라이므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
○ 추진기간 : 2017년 ~ 현재 진행 중
○ 2019년도 사업비 : 16,646백만원
○ 주요내용
-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적용
-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인프라 운영
-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대중소기업 협업 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 추진경과
- 2015.3월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미래부) 및 시행(‘15.9월)
- 2015.11월 :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관계부처 합동)
- 2016.4월 :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기준고시(미래부)
- 2018.4월 :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
수립(과기정통부) 및 시행(‘18.12월)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클라우드산업팀 조성현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사업수행자

○ 사업 관련자

(관련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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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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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사업 총괄
사업 총괄
사업운영 및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진흥과
다른기관 또는
-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민간인 관련자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클라우드
컴퓨팅연구조합,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018년 주요 실적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적용]
○ 전국 산업단지 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을 통해 정보화 향상 및 시장 확산 기반마련
* 105개 공급기업의 203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1,510개 도입기업에게 지원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 중소SW기업과 클라우드 선도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14개
SaaS 개발·고도화 및 14개 사업화**(사업화율 100%)
* Amazon Web Service(AWS), Microsoft, 케이티 등 국내외 IaaS 선도기업
** 국외 8.17억원(미국·중국·일본·베트남 등) 포함하여 연내 매출 21.46억원 발생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인프라 운영]
○ 클라우드 개발환경(PaaS), 사업화 등 성장 지원 및 민간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등 제공
* 개발환경: 기업 40개, 개인 1,065명, 도입/공급 컨설팅 30건, 모니터링 101건
(56건 검토/27건 권고/18건 개선)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추진실적

○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교육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전문인력 확보수준 제고
* 클라우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7종, IaaS/PaaS/SaaS 분야),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총 1,025명 수료(집체 322명, 온라인 703명)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성능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통계청 산업분류 체계와 연계한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추진
* 품질·성능 검증(31건) 및 확인서 발급(15건), 품질성능 활성화 연구(1종),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추진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18건), 가이드라인 개발(11월), 협의체 운영(6회) 등

○ 클라우드 컨퍼런스, 교육 세미나 및 인식확산 콘텐츠 제작 등
클라우드 시장 지속성장 및 활성화 지원
* 컨퍼런스 2회(스마트클라우드쇼,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클라우드 CEO
아카데미(4-7기, 총 16회), 클라우드 도입사례집, 기획기사, 발표자료 제작 등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 광역지자체 내 산업 데이터 활용 및 클라우드의 선제적 도입
지원을 통한 도입 성공사례 확보 및 산업 경쟁력 확보
* 클라우드 영유아 교육 플랫폼 등 영유아 교육 서비스(부산), 클라우드 한방
통합관리 시스템 등 의료·금융 융합 서비스(대구-경북) 등 추진 중(‘19년)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 금융 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및 가이드** 마련 행정지원(7월)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12월)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금융보안원, ‘19.1 발행)

○ 규제개선 간담회(3회), 법제도 연구반 운영(10회) 및 조세특례법
개정안 건의*(4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소기업 클라우드 도입 유인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비용 세액공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