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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
▶

2023년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 4조 4,754억 엔 예상

●

일본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퍼블릭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 망을

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 또는

음. 일본 클라우드 서비스 일본 시장조사기관 엠엠종합연구소(MM Research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Institute)의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9,000억 엔으로 2017년 대비 22.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운영 형태별로는 2018년 퍼블릭클라우드(Public

●

Cloud)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 규모의 31.7%인 6,000억 엔, 프라이빗클라우드
(Private Cloud)는 68.3%인 1조 3,000억 엔으로 나타남

프라이빗클라우드
(Private Cloud)
기업,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환

엠엠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클라우드 시장은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8.9%

경을 구축, 승인된 내부자에게만

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4조 5,0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됨. 운영 형태별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로는 퍼블릭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1조 6,000억 엔, 프라이빗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2조 8,000억 엔으로 성장할 전망임

●

하이브리드클라우드

[그래프 1]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조 엔

(Hybid Cloud)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
라우드의 결합형태로, 공유를 원
하지 않는 일부 데이터 또는 서
비스에 대해 프라이빗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자료 : M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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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세부 시장 규모
▶

일본 IaaS와 PaaS 시장 규모, 2022년 약 8,400억 엔 예상

●

일본 야노경제연구소(Yano Research Institutte)에 따르면 2018년 일본 Iaas(Infr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structure as a Service)와 PaaS(Platform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와 스토리

규모는 3,200억 엔으로 나타남. 해당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지, 호스팅 등 데이터 센터 자원

에는 2018년 대비 약 162.5% 증가한 8,4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

●

[그래프 2]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IaaS, PaaS) 시장 규모
단위: 억 엔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의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
한 툴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SaaS
(Software as a Service)
별도의 설치 또는 전환 과정
없이 클라우드 기반 앱에
연결하여 필요한 SW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2019년 ~ 2022년까지는 예측치
자료 : Yano Research Institute

▶

일본 SaaS 시장 규모, 2022년 약 6,412억 엔 예상

●

후지케이자이그룹(Fuji Keizai Group)에 따르면, SaaS(Software as a Service)와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2022년 예상)
전체 시장 : 1조 7,350억 엔
- 페키징 시장 1조 938억 엔
- SaaS 시장 6,412억 엔1)

패키징(Packaging)으로 분류되는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 2,891억 엔, 이중 SaaS 시장 규모는 약 30%, 패키징 시장 규모는 70%로
패키징 시장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하지만, 최근 낮은 초기 비용, 편의성
등으로 SaaS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SaaS 공급업체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2022년 일본 SaaS 시장 규모는 6,412억 엔
으로 전체 시장의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1) Fuji Keizai Group 보도자료, 「デジタルマーケティング、コラボレーション、ミドルウェアの伸びが大きいソフトウェア（パッケージ／SaaS）の
国内市場を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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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
▶

IaaS, PaaS 사용 관련, AWS, Azure 주로 이용 또는 이용 예정
엠엠종합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Iaa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
업 359개사 중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 사용 기업 비율은
47.1%,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25.6% 등 2개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P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287개사의
47.7%는 아마존 웹서비스, 32.8%는 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aaS 이용 예정 기업 241개사의 향후 이용 예정 서비스는 아마존웹서비스
29.5%, 애저 24.9%, IBM 소프트레이어(SoftLayer) 17.0% 구글 클라우드플랫폼
(GCP, Google Cloud Platform)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PaaS 서비스 이용
을 고려하는 기업 266개사의 33.5%는 아마존웹서비스, 31.6%는 애저, 19.9%는
구글 클라우드플랫폼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그래프 3]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IaaS, PaaS) 사용 현황
(IaaS(n=359건), PaaS(n=287건), 복수 응답)
●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IaaS, PaaS) 사용 계획
(IaaS(n=241건), PaaS(n=266건), 복수응답)

구분

IaaS

PaaS

비율
AWS

29.5%

Azure

24.9%

GCP

16.6%

SoftLayer

17.0%

후지쯔(Fujitsu)

14.9%

AWS

33.5%

Azure

31.6%

GCP

19.9%

SoftLayer

15.0%

후지쯔(Fujitsu)

13.5%

자료 : MMRI
자료 : M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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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진흥 정책
▶

일본 Society 5.0 달성을 위해 2018년 IT신전략 수립

●

일본 정부는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달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실시
일본, Society 5.0
Society 5.0은 2016년 ‘제5

하고 있음. 2000년 일본 정부는 ‘IT기본법’을 제정,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민관

기 과학기술기본계획(第5期科学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 2017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민관

技術基本計画)’에서 제시한 개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함. 2019년 해당 계획의 방향과 계획, 부처별

념2)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①
국민의 편리성 향상, ② 행정 등

대응 방안을 보완한 ‘IT신전략’5)을 발표함

효율성 향상, ③ 데이터 자원화
및 활용 극대화와 ④ 안전을 기
반으로 한 디지털화, ⑤ 누구나

IT신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모든 정부부처 및 산업의 행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달성

정 디지털화, 5G 등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

사회로 정의함3)

음. 해당 전략에 따라 일본 정부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
고 있으며, 2021년까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들도 클
라우드 도입을 실시하고 있음

●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해당 법은 발전하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
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

[표 1] 일본, IT신전략 주요 내용
목표

국민의 안심, 안전, 풍요로운 삶 실현을 위한 디지털 사회의 실현
· Society 5.0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회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중

1) 사회 기반 정비
· AI 보안 대책,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실시, 인재육성, 디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의 책무를

규정함4)

털 격차 해소, 5G 등 인프라 구축 등
2) 국민 생활에 편익을 실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

· 지방과의 연계 (지역 밀착형 산업 활성화 등)
· IT정책대강(IT政策大綱) 및 정보은행(情報銀行) 실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

※ IT정책대강 : 국제적 데이터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실현을 목표로 개인정보보

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
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
本計画)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사회로 전
환을 목표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오픈데이터 촉진, 민관 데
이터 취급 관련 규정 정비, 민관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의 내용을 포함함

중점
추진 방안

호법 내용을 포함
※ 정보은행 : 개인 데이터 활용 계약을 바탕으로 개인 대신 타당성 판단 및 제3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은행 실시

3) 디지털 거버넌스
· 지방과의 연계, 정부 정보 시스템 일원화, 시스템 통합을 위한 API 정
비, 건강보험증 이용 등
4) 세계를 선도하는 선구적인 노력의 사회 구현 프로젝트 실시
· 5G와 차세대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인프라망 구축 및 재정비
· 스마트 농림수산, 항만정보처리 실현 및 건강, 의료 등에 데이터 적용
자료 : 일본 IT종합전략실(CIO), 「IT新戦略(社会全体のデジタル化に向けて)」, 2019-06

2)
3)
4)
5)

일본내각부(CAO), 「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 2016-01-22
일본 IT종합전략실(CIO), 「IT新戦略(社会全体のデジタル化に向けて)」, 2019-06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e-Gov),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2016-12-14
일본 IT종합전략실(CIO) , 「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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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23년까지 1,100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클라우드화 도입 목표

●

일본 정부는 IT신전략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중앙과 지방, 민과 관

지방자치단체의 클라우드화

의 범주를 넘는 디지털 거버넌스 실현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

기존 각 청사 내 정보시스템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행정 서비스 개혁, 인프라

통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외부

환경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등을 계획함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 이용하도
록 하는 방안. 경비 절감과 서비
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함6)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실현을 위하여, 2023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클라우드화 도입을 목표로 2020년말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관데이
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 및 지
방단체의 운영비용은 기존 대비 30%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일본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실현 주요 내용
목표

·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와 지방, 민과 관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정
서비스 실현 및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실현
·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및 경제 성장의 실현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 간단하고 편리하며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 실현
2) 디지털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정부 정보 시스템 일원화 실시

중점
추진 방안

※ 2021년까지 정부 및 지방단체 운영비용의 30% 감축 목표

· 클라우드를 포함한 선진 기술의 지속적 활용
※ 각 부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기본으로 한 정보 시스템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 주민의 편리성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개선 등
· 2023년까지 1,100개의 도와 현 등 행정의 클라우드화 도입 목표

●

· 2020년말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관데이터 활용 추진계획 수립
커넥티드산업 (Connected Indu
stries)

자료 : 일본 IT종합전략실(CIO), 「IT新戦略(社会全体のデジタル化に向けて)」, 2019-06

일본 정부에서 2017년 발표한
정책, 제조산업 발전을 통한 경
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람, 기
계, 기술 등 경계와 세대를 넘어
선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

▶

일본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기업에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실시
일본 정부는 기업간 데이터 공유 가능 영역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

전략.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상 클라우드화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함. 일본 경제산업성(METI, 経

플랜트 인프라 등을 주요 중점

済産業省)은 커넥티드 산업(Connected Industries)(IoT)에 대한 감세 및 금융지

분야로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원을 실시하고 있음.7) 또한,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이터 센터 이용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8)

6) 이광호, 「일본 지자체 클라우드화 동향」, 2015-11-12
7) 일본 경제산업성(METI), 「コネクテッド・インダストリーズ税制（IoT税制）・公的データ提供要請制度について」
8) Law Business Research, 「Cloud Computing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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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규제
▶

퍼블릭 클라우드,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 권장

●

일본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직접적 금지, 제한 등의 통제 규제를 시행하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표준 지침
(デジタル・ガバメント推進標準

지는 않고 있음.9) 하지만, 2019년 IT종합전략실(CIO, Government Chief Infor

ガイドライン)

mation Officers)에서 발표한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표준 지침(デジタル・ガバメ

IT 적용을 통한 행정의 편리성,

ント推進標準ガイドライン)’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 정보보안 관련 인증을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실시되는
업무 개혁에 따라 일본 IT종합

권장하고 있음

전략실에서 2019년 2월 발표한
표준 지침. 각 지방자치단체 행
정의 클라우드화에 따라 ‘정부

[표 3]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안 관련 권고 인증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보안에 필요한 보안통제와 구현
지침, 약 14분야의 120개로 구성된 항목으로 평가 실시
· ISO/IEC 27002에 기초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
유 역할과 책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관리 작업 절차, 가상 네트
워크와 물리적 네트워크의 보안 관리 등에 대한 표준 제시

이용 관련 기본 방침(政府情報シ
ステムにおけるクラウドサービス
の利用に係る基本方針)’을 통하
여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권
고사항을 제시함

ISO/IEC
27017 인증

관리적

· 정보보안정책, 인적 보안, 서비스공급망 관리 등

기술적

·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화 등

물리적

· 보안구역 지정, 물리적 접근제어 등

· 인증 절차 : 시스템 구축 → 인증 신청 → 인증심사 → 부적합 시정
및 인증 결정 → 사후관리심사 → 인증 갱신 등
※ 관련 정보 : isms.jp/isms-cls/lst/ind/index.html

JASA 클라우드
보안 추진협의회
CS 골드 마크

·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보안 표준, ISO/IEC 27017
과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정보, 물리 및 개발 보안, 인사 보안, 재해 복구 및 관리 등 관련
1,500개 통제항목으로 구성(AISAS, Authorized Information
Security Audit System)에 따라 평가 실시
· 승인 기관은 AISAS의 항목에 따른 평가 후 CS 골드 마크 승인 실시
· 승인 절차 : (비회원) 내부 감사 심사 → 외부 감사 평가 → 신청 →
CS마크 심사
※ 내부감사/외부감사의 리스트 : jcispa.jasa.jp/cloud_security/outside_auditor

· 승인 기관 : JASA(Japan Information Security Audit Association)
※ 관련 정보 : jcispa.jasa.jp/cs_mark_co/cs_gold_mark_co/14

미국
FedRAMP 인증

· 연방정부 위험 및 인증관리 프로그램(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평가, 인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 접근제어, 감사와 설명 책임, 대응계획, 유지보수, 위험평가, 시스템과
서비스 조달 등 187개 항목에 따라 평가 실시
· 인증 기관 : 외부평가기관(3PAO)
※ 관련 정보 : marketplace.fedramp.gov/#/products?status=Compliant

자료 : 일본 IT종합전략실(CIO), 「政府情報システムにおけるクラウドサービスの利用に係る基本方針」

9) Law Business Research, 「Cloud Computing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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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법
일본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APPI,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

Information)을 근거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해당 법률은 개인정보 취

일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급 사업자와 자국민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2015년 연금기구 해킹

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으로 약 100만명 이상 개인정

받게 됨

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일본 정
보처리추진기구(IPA, 情報処理推
進機構)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한편 정
보보안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통신업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 개인 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의료,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산업에 적용하고 있음

[표 4] 일본, 개인 정보 보호법

대상

·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기초연금번호, 면호번호, 각종 보험증,
DNA, 얼굴, 홍채, 지문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 전자적 기록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취급할 수 없
으며, 사업의 승계, 합병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
인에게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취득한 개인정보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한 관리 계획과 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등

자료 :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e-Gov),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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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 현황
▶

클라우드 기반 기술, 의료, 금융 등 산업별 적용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당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업, 의료기관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IB
M Japan은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Mizuho Financial Group)과의 협력을 통
한 API 뱅킹 프로젝트, 후지쯔(후지쯔(Fujitsu))는 교토대학 의료센터와의 협약을
통한 의학분야 인공지능 적용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개인 정보 보안 기준에 따른 인증 취득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연구 진행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정보 보안 기준 및 산업별 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일본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들은 ISO/IEC 등 보안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제시한 산업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후지쯔 등은 자사
의 연구소를 통하여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표 5]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 주요 내용
주요 기관

관련 프로젝트
API 뱅킹 프로젝트,

IBM Japan

무역 거래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NEC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IIJ

LoRaWAN를 통한 IoT 확대 계획

의학분야에 AI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Fujitsu

보안 강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

자료 : EC21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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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M Japan
▶

자회사, 협력회사를 통하여 일본 전역에 관련 서비스 제공
1937년 왓슨통계회계기계주식회사(Watson Statistical Accounting Machine Co.,
Ltd)으로 시작된 IBM은 1959년 IBM Japan으로 상호명을 변경, 2001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 2008년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설립함. 일본 내 자회사 및 계열
사와 정보 처리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6] IBM Japan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IBM Japan
1937년

홈페이지

ibm.com/jp

· 자본금 : 1,053억 엔
· 직원수(2018년) : 12,000명
기업규모
· 매출액(2018년) : 9,063억 엔
· 사업분야 : 통합 시스템, 보안, 정보 처리 시스템, 컨설팅 등
· 1937년 : IBM, 일본 도쿄에 Watson Statistical Accounting
Machine Co.,Ltd. 설립
· 1959년 : IBM Japan Ltd로 사명 변경
· 1995년 : IBM 인터넷 서비스 실시
· 2001년 : IBM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설립
· 2008년 : IBM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설립
·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8개의 자회사(100% 지분율)와
주요 활동

11개의 계열사를 보유
※ 자회사 : CSOL(정보 시스템 기획, 유지보수 등), IBIT(시스템 개발, 운영/유지보수, 아웃소
싱 등), IGSCH(정보 시스템의 기획, 설계, 개발, 유지보수 및 운용에 관한 컨설팅 등) 등
※ 계열사 (지분율 보유) : D&I(정보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등), KSC(통합 시스템, 소프트웨
어 판매 등), NIIS(정보 시스템 기획, 개발, 설계 등). CLIS(보험 관련 컨설팅, 시스템 구
축), NI+C(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개발, 보수 등) 등

· 도쿄에 2개의 연구소를 보유
※ IBM 연구소(도쿄)에서는 AI 기술응용, 차세대 시스템, 혁신기술 등을 연구 개발
※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연구소(도쿄)에서는 IBM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의 개발 등

· 주요 획득 인증 : COPC-2000, ISO 14001, GDF(Global
Delivery Framework), ISO/IEC 20000 : 2005 및 ISO 27001
: 2013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 :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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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IBM Japan은 AI,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IT
인프라 구축,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IaaS, Paas
및 스토리지, 보안,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7] IBM Japan, 클라우드 관련 제공 서비스 상품
주요 분야

관련 내용
· 네트워크의 평가, 설계 등, 데이터 센터 자원 제공 서비스
·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복

●

IaaS

구할 수 있도록 완벽히 관리되는 DRaaS(Disaster Recovery a
s a Service) 서비스 등 제공
· 이외에 IBM Cloud Virtual Servers, IBM Cloud Metal Serv

DRaaS (Disaster Recovery

ers, IBM High Performance Service 등 서비스 제공

as a Service)
재해복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실행,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서비스

· 오픈소스 서버리스 플랫폼 Apache Openwhisk를 기본으로 한
PaaS

FaaS(Functions as a Service)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제공
· IBM Cloud Brokerage Managed Services, Continuos Rel
ease, Hybrid Data Management Platform 등 제공

●

FaaS
(Functions as a Service)

클라우드 스토리지

앱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Cloud Storage)

·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기업 데이터를 관리, 보호하는 솔루션 제공
· Block Storage, Spectrum Storage Suite 등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관리 없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
(Cloud Security)

· 방화벽과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서버와 사용자를 보호하는 Net
work Security 서비스 제공
· Secure Service Container, Network Security 등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사용, 고급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

데이터베이스

램 제공 DaaS(Databs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 제공

(Cloud Database)

클라우드 관리
(Cloud Management)

· Compose, MongoDB, DFSMShsm, PostgreSQL 등 제공
· 모바일, 웹,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위한 보안 및 통합 플랫폼, Li
nux환경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등
· VMware Solutions, Private on Power, Lift 등 제공

자료 :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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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즈호그룹, IBM 기술 적용 API 뱅킹 프로젝트 실시

●

미즈호파이낸셜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
핀테크 API 솔루션

융 서비스를 위하여 IBM Japan의 BIAN(Banking Industry Architecture Netwo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rk) 핀테크(FinTech) API 솔루션, 클라우드 및 데이터파워게이트(DataPower Gat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eway)를 적용한 API 인터페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함.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

규칙으로 폐쇄형과 공개형이

하여 은행은 사내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를 작성 실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되

있음. 폐쇄형 API는 특정 회사,
기관 내부에서만 API를 통한

었으며, 미즈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공한 개인 재무 관리 서비스 활용, 고객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하며,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공개형 API는 특정 회사 및
기관 이외의 제3자도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허용하는

▶

일본 미즈호그룹과 무역 거래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진행

시스템

일본 금융 그룹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IBM Japan과 함께 무역 업무의 간소화
와 공급망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 구축 프로젝
트를 실시함. 해당 프로젝트는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프레임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수출업체, 수입업체, 운송업체 및 보험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가 서류를 교환함

[표 8] IBM Japan과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프로젝트

자료 : FintechFutures, IBM Japa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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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C
▶

NEC, 통신사업의 변화에 따른 사업 범위의 확대
NEC(Nippon Electric Company)는 미국의 Western Electric Company와 일본
이 1899년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전화 장비 조립 및 제조업체로 시작됨. 193
0년대에 NEC는 케이블 장비를 개발 설치하여 중국과의 전화 네트워크를 구축함.
1954년부터 NEC는 컴퓨터 연구 및 개발을 실시하여 왔으며 1960년부터 1980
년대에 걸쳐 세계 컴퓨터 시장에 진출함
NEC는 1978년 Electronic Arrays를 인수, 반도체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
였으며, 모바일 전화 통신, 디지털 및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함. 2000년대에
들어 통신사업이 급변함에 따라 NEC는 사업 법위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
크 인프라, 보안 등으로 확대, 고객은 통신 사업자에서 기업 및 공공으로 확대함

[표 9] NEC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NEC Corporation
1899년

홈페이지

www.nec.com

· 매출(2018년) : 2조 8,444억 엔
기업규모

· 150개 자회사와 753개 지점을 보유
· 사업분야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합 컨설팅을 통한 IT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1899년 : 미국 Western Electric Company와 합작하여 설립
· 1930년 : 케이블 장비를 개발 설치
· 1954년 : 컴퓨터 연구 및 개발 실시
· 1960년 ~ 1980년: 컴퓨터 시장 진출

주요 활동

· 1978년 : Electronic Arrays Inc. 인수, 반도체사업 범위 확대
· 2000년 이후 :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
· 2018년 : 클라우드 회사의 수요 지원을 위한 데이터 센터 추가
구축 (고베, 나고야 등)

자료 : NE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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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하마 리조트 타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실시

●

NEC는 일본 서부 시라하마 리조트 타운에 스마트 시티(Smart City) 프로젝트를
스마트 시티 (Smart City)
도시와 ICT의 융합을 통해 도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 NEC는 보안이 강화된 IoT 구축을 위하여 에이알엠(ARM)사와 협력하기
로함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의미10)

해당 프로젝트는 고객들의 얼굴인식을 통한 체크인과 쇼핑의 실현을 목표로 에
이알엠 플랫폼 시큐리티 아키텍처(ARM PSA, ARM Platform Security Architect
ure)를 적용하기로 함. 또한, 에이알엠 펠리온 장치 관리(Arm Pelion Device M
anagement)를 적용한 실시간 얼굴인식 가속기를 개발할 예정임. 해당 가속기에
는 ARM Cortex-A53 프로세서를 장착,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는 안면 인식 프로
세스를 더욱 빠르게 분석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10] 일본 전기주식회사 스마트 시트 프로젝트

자료 : NEC, ARM, FUTUREIOT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스마트시티 ICT·SW 핵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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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J
▶

합작,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 범위 확대
Internet Initiative Planning Inc이라는 이름으로 1992년 도쿄에 설립된 IIJ(Inte
rnet Initiative Japan)는 1993년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실시함.
이후 인수, 합병 및 다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회사 설립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
를 확장함
2019년 기준 인수 및 분사를 통하여 8개의 그룹사, 합작 투자를 통한 5개 계열
사를 보유하고 있음. 2019년 기준 간사이, 나고야, 요코하마 등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 자회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클
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표 11] IIJ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IIJ(Internet Initiative Japan)
1992년

홈페이지

iij.ad.jp

· 직원수(2018년) : 3,562명
기업규모

· 매출액(2019년, 1Q) : 74억 엔
· 사업분야 :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통합시스템, 아웃소싱 등

· 1992년 : Internet Initiative Planning Inc. 설립
· 1993년 : IIJ(Internet Initiative Japan)로 사명 변경. 인터넷
연결 서비스 실시
· 1997년 : NTT 그룹 및 기타 회사와 합작하여 데이터 센터
Internet Multifeed Co. 설립
· 2007년 : Hi-ho Inc. 자회사로 인수, Taihei Computer Co.,
주요 활동

Ltd 투자, Hirata Corporation과 사업 제휴 등 사업 범위 확장
· 2008년 : IIJ 모바일 서비스 런칭
· 2011년 : 마쓰에 데이터 센터 파크 설립
· 2012년 :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위하여 ACCESS Co.Ltd와
합작하여 Stratosphere Inc. 설립
· 2013년부터 유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서비스 실시

자료 : I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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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및 AI 기술 보유 데이터 센터 설립

●

5G, IoT 및 AI 등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shiroi DCC (shiroi Cata Cent
er Campus)
구분

내용

면적

40,000 m2

용량

6,000 rack

최대 전력 수신 용량

50MW

자료 : IIJ

따라 IIJ는 서버 용량을 확장시키고 있음. IIJ는 2019년 지바현 시로이시에 시로
이데이터센터캠퍼스(Shiroi DCC, shiroi Data Center Campus)를 설립함. 해당
데이터센터캠퍼스는 자동화된 무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해당 시설의 자동화를 위하여 IIJ는 종합경비조장주식회사(ALSOK)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

자동화

프로젝트를

실시함.

프로젝트는

종합경비조장주식회사의 로봇을 도입하여 시설 순찰 임무를 실시, IIJ는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자동화 플랫폼
적용, 진입 허가,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등 자동화된 IT 운영을 시연함. IIJ는
해당 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네트워킹을 실시할 계획임

[그림 1] 시로이데이터센터캠퍼스

자료 : I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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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키위테크놀로지와 협력, LoRaWAN를 통한 IoT 확대
IIJ는 대만 키위테크놀로지(Kiwitec, Kiwi Technology)와 IoT 활용에 장거리광
역망(LoRaWAN, Long Range Wide Area Network)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해당 장거리광역망은 IIJ의 2017년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에
적용, 논의 물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임. IIJ와 키위테크놀로지 각각의
강점 기술을 결합하여 IoT분야의 장거리광역망 활용을 추진할 계획임

[표 12] IIJ, 장거리광역망 적용 확대를 위한 계획

자료 : IIJ, Kiwitec, ZDNe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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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지쯔(Fujitsu)
▶

2010년부터 본격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시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제조 및 정보 시스
템 컨설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온 후지쯔(Fujitsu)는 2010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 2012년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사이(Akisai)를
출시했으며, 이후 의료, 금융, 항만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음

[표 13] Fujitsu 기업 정보
기업명

Fujitsu

설립년도

1935년

홈페이지

www.fujitsu.com

· 직원수(2018년) : 약 132,000명(100개국)
· 매출(2017년) : 4조 983억 엔
※ 국가별 : 일본(2조 5,915억 엔), 아메리카(2,807억 엔), 아시아(2,771억 엔) 등
※ 분야별 ; 기술(3조 527억 엔), 유비쿼터스(6,639억 엔), 장치 솔루션(5,600억 엔) 등

· 사업분야 : 기술 솔루션, 유비쿼터스 솔루션, 장치 솔루션
기업규모

※ 기술 솔루션 : 정보 시스템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등 서비스 제공
Fujitsu Frontech ltd, IT products Ltd, FIP corp., FSAS Inc 등
※ 유비쿼터스 솔루션 : PC, 휴대폰,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제공
Fujitsu Personal System Ltd, Isotec Ltd 등
※ 장치 솔루션 : 반도체, 배터리, 고성능 산업용 장비 제공 등
Fujitsu Semiconductor Ltd, FDK Corp, Electronics Inc 등

· 세계 7위 IT 서비스 제공 업체, 세계 10위 서버 공급 업체
· 1935년 : Fuji Tsushinki Seizo, Fuji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 설립
· 1954년 : 일본 최초의 FACOM 100 컴퓨터 제조
· 1967년 : Fujits로 상호명 변경
· 1990~91년 : 영국 ICL, 러시아 KME-CS 등 컴퓨터제조사 인수
주요 활동

· 2004년 : Microsoft Corp., Cisco System 등 파트너십 형성
· 2010년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후지쯔(Fujitsu)
Trusted Cloud Square 개설
· 2012년 :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 Akisai 출시
· 2013년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및 보안 서비스 체계화,
이니셔티브 실시
· 2014년 ; IoT 플랫폼 출시

자료 : Fuj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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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 클라우드 서비스 K5 개발
후지쯔는 자사 기술을 바탕으로 고유의 후지쯔 클라우드 서비스 K5(Fujitsu Clo
ud Service K5)를 2015년 개발함. 후지쯔 K5는 IaaS와 PaaS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록시스템(SoR, Systems of Record)과 참여시
스템(SoE, Systems of Engagement)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게 함

▶

건강 및 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PaaS 플랫폼 개발
후지쯔는 자국민의 건강을 관리를 위하여 의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들을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PaaS, 개별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Healthcare
Personal Service Platform)을 개발함. 2013년 후지쯔는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
의 건강 및 의료 정보에 대한 관리 플랫폼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2015년 의료,

●

간호 및 건강분야의 정보를 통합하는 의료 ICT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함

전자의료기록(EMR/EHR)
환자 건강 데이터를 전산상

해당 플랫폼은 개인 건강 기록 형태를 안전하게 관리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인

기록하는 환자 관리 시스템

동의에 따른 데이터 접근 제재,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의료 정
보 사용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을 실시함

[표 14] Fujitsu 개별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주요 내용

자료 : Fuj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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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 및 쿄토대학, 의학분야에 AI 적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후지쯔와 쿄토대학(Kyoto University) 및 후지쯔 연구소(Fujitsu Laboratories)는
의학 분야에 인공지능(AI)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2년간 실시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쿄토대학 병원의 전자의료기록, 암치료 지원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에 기록된 암 환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AI 학습, 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 방법의 발견 등을 기대함

[표 15] 의학분야 AI 적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자료 : 후지쯔(Fujitsu)

▶

후지쯔 연구소, 보안 강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
후지쯔 연구소는 보안 검색 기술을 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안전하게 검
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해당 기술은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암호화 된 개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로써 조직 전체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것
으로 기대됨. 해당 기술은 의료 분야 적용, 2020년까지 의료 정보 데이터 활용
솔루션 상용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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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의료, 금융 및 스마트 시티 등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일본 정부는 빅 데이터, AI, IoT, 클라우드 등을 통하여 일본 사회의 고령화, 출
산율 저하, 노동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에 따른 산업별 고도
화 기술을 적용,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의료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높아지는 원격의료 수요 등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
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관련 기술
일본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확대 정책과 함께 클라우드의 개인 정보 보
안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임. 이에 따라 클라우드 액세스 제어 관련 보안의
기술 및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현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의료, 금융, 스마트 시티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 고령화와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
- 산업별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연구 실시
- 생체인식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시스템 목표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관련 기술
- 클라우드 액세스 제어 관련 보안 기준 강화 추세
- 현지 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진행 중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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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기관의 지원 또는 현지 기업과의 MOU를 통한 현지 진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하여 일본 박람회, 전시회 등을 통하여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MOU를 통하여 진출하고 있음. 나일소프트, 센스톤 등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KISA)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 최대 박람회인 Japan IT Week에 참여하였음.
GS ITM은 현지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고, 각 기업간의 노하우와 강점을 바탕
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표 17] 한국 기업 진출·협력 관련 사례
NHN 엔터테이먼트, TOAST 일본 리전 서비스 실시 (2019. 3. 14.)11)
- NHN 엔터테인먼트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토스트(TOAST), 일본 리전 서비스 시작,
현지 진출의 본격화 실시
- NHN엔터테인먼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집약된 플랫폼을 앞세워, 게임, 쇼핑 분야
시장을 중심으로 공약할 계획

KISIA, Japan IT week-IST 한국공동관 운영 (2019. 5. 8.)12)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일본 최대 IT 행사인 Japan IT week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 전시회인 IST 2019에 한국공동관을 운영
- 해당 운영관은 나일소프트, 명정보기술, 센스톤, 에프원시큐리티, 위즈코리아,
이글로벌시스템, 이글루시큐리티, 인정보 등 통합보안, 데이터 복구 , DB 암호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함

GS ITM, 틸론, 투모로우넷, 일본 진출을 위한 협력 체결 (2019-06-19)13)
- GS ITM은 본격적 일본 가상화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해 인프라 전문 일본 기업
투모로우넷,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 틸론과 업무협약 체결
- 업무 체결식을 통해 3사는 일본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사업을 공동 추진에 따라 각 사의
강점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함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1) BLOTER, 「NHN엔터, TOAST 클라우드 일본 리전 서비스 시작」, 2019-03-14
12) 보안뉴스, 「KISIA, 일본 Japan IT Week-IST 2019 한국공동관 운영」, 2019-05-08
13) 경향비즈, 「GS ITM-틸론-투모로우넷, 일본 가상화 클라우드 시장 공략 위한 협력 전개」, 2019-06-19

- 26 -

Ⅳ.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파트너사
2. 주요 박람회/전시회 정보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파트너사
▶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주요 제공 업체
일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일본 자국 기업 또는 일본
내 글로벌 기업 자회사 등으로, 해당 업체들은 일본 현지 이외에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접국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용자들의 클라
우드 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18]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파트너사
구분

기업명

소재지

홈페이지

주요 분야

1

BiOS Inc.

도쿄(미나토구)

www.biosjp.com

IT 관리 서비스 등

2

Cordeos K.K.

도쿄(치요다구)

www.cordeos.jp

클라우드 컨설팅 등

3

EIRE Systems K.K.

도쿄(미나토구)

www.eiresystems.com

클라우드, 보안 등

4

FIXER Inc.

도쿄(미나토구)

www.fixertechnologies.com

IT 관리 서비스 등

5

Mezurashico., Ltd.

도쿄

www.mezurashi.co

앱 개발 등

6

Power-All Networks

도쿄(시나가와구)

www.powerallnetworks.com

클라우드 컨설팅 등

7

TerraSky Co., Ltd.

도쿄(주오구)

www.terrasky.co.jp

SI 및 CRM 컨설팅 등

8

Ubitus Inc.

도쿄(미나토구)

www.ubitus.net

클라우드 컨설팅 등

9

Xoxzo Inc.

도쿄(다이토구)

www.xoxzo.com

웹 개발 등

10

Yappli Inc.

도쿄(미나토구)

www.yapp.li

모바일 앱 개발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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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IRE Systems K.K.

인프라 환경

▶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EIRE Systems K.K,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 서비스 제공
EIRE Systmes K.K.는 아일랜드 IT 기술자가 일본에서 1996년 설립한 회사로 홍

개요
· IT 서비스 제공 업체

콩, 상하이 및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현지 및 인근 국가의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계부터 장비 구축, 시운전

· 1996년 설립

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T 보안을 위하여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의

· 직원 수 : 98명

위험 평가 및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eiresystems.com

[표 19] EIRE Systems K.K. 정보
· 전화번호 : 81 3 5484 7935
접촉 정보

· 이메일 : info-japan@eiresystems.com
· 소재지 : 도쿄 미나토구 시바 지역
(Hokkai Shiba Building 2F, 2-31-15 Shiba, Minato-ku, Tokyo 105-0014,)

담당자 정보

· 캐빈 엔글(Kevin Engle)

· EIRE SYSTEM는 도쿄(본사), 홍콩, 상하이 및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현지 IT 서비스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제공
·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보험 등 분야에 IT 서비스를
제공 중
주요
협력 분야

· 주요 사업 분야
① IT 관리 및 컨설팅
② 클라우드 컨설팅
-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및 시운전 등 서비스 제공
③ 사이버 보안
- 기업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및 웹
응용 프로그램 취약성 관리

주요
파트너사

· IENOVO, Symantec, Forcopoint, Amazon. Google, Polycom, Rapid,
Apple, Cisco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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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rraSky Co., Ltd.

인프라 환경

▶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TerraSky Co., Ltd,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TerraSky Co., Ltd.는 2003년 도쿄에 설립,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

개요

사임. 2010년 일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개발하는 일본통신기술
소프트웨어(NTT Software, Nipp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2019년

·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제공
· 2003년 설립
· 직원 수 : 434명

일본기술솔루션(NTS, Nippon Technology Solution)사와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
고, 컨설팅, 개발, 서비스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terrasky.co.jp

[표 20] TerraSky 정보
· 전화번호 : 81 3 5255 3410
접촉 정보

· 소재지 : 도쿄 주오구 니혼바시 지역
(103-0027 Taiyo Life Nihonbashi Building, 1-21-2 Nihonbashi, Chuo-ku, Tokyo)

담당자 정보

· 마사요시 야마다(Masayoshi Yamada)

·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NTT(Nipp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Software
Corp., 2019년 NTS(Nippon Technology Solution) Co., Ltd.
등과 업무 제휴 실시

주요
협력 분야

· 주요 사업 분야
① 통합 클라우드
- Salesforce, AWS, Heroku, SAP 등
② 컨설팅 클라우드
- IoT Consulting, Cloud ERP Concierge Service 등
③ 개발 툴 클라우드
- SkyVisualEditor, DCSpide, SkyonDemand 등
③ 서비스 클라우드
- mitoco, GLOVIA OM, Fied Service Lightning 등

주요
파트너사

· NTT Technocross Co.,Ltd, KDDI Corp, Amazon Web Service Japan
K.K., Yamah Corp., Hitachi Ltd, Marubeni Corp.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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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주요 박람회/전시회 정보
▶

일본 클라우드 포함 IT 관련 최대 박람회, Japan IT Week
오사카, 지바현, 도쿄 등에서 열리는 Japan IT Week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SaaS,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인프라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등의 제품이 전
시됨. 2019년 열린 Japan IT Week(Spring)에는 총 54세션의 세미나가 열렸으
며, 총 1,566개사 참여, 약 10만 49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 국가는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나타남

▶

CPS/IoT 전문 전시회, CEATEC
정보 통신, 영상 등 디지털 네트워크 관련 각종 기술과 제품이 전시되는
CEATEC(Combined Exhibition Advanced Technologies)은 클라우드플랫폼시스
템(CPS) 등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보안 서비스, 스마트 홈, 로봇 및 스마트 기
기 등 관련 기술 또는 제품 보유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해당 전시회에는 2018
년 기준, 653개사가 참여했으며 53,212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시공 관련 전시회, Cloud Impact
IoT, 클라우드, 보안, AI, Fintech & 블록체인 등의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는 클
라우드 임팩트 박람회(Cloud Impact)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형 앱
및 시공 서비스 등 관련 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2018년 기
준, 해당 박람회에는 300여개사가 참여했으며 75,89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일본 주요 박람회/전시회 정보
구분

1

박람회/전시회명
Japan IT Week
(Spring, Autumn, Osaka)

지역

규모

도쿄,

(2018년 기준)

지바현,

1,566개사 참여

오사카

100,490명 방문

일본 전자,정보통신,영상
2

박람회

www.japan-it-autumn.jp

(2018년 기준)
도쿄

(CEATEC)

3

홈페이지

653개사 참여

www.ceatec.com

53,212명 방문

도쿄 클라우드 임팩트
(Cloud Impa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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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도쿄

300개사 참여
75,890명 방문

expo.nikkeibp.co.jp/x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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