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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는무엇인가?

• Cloud는 소비자와 기업(기관)들이 인
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회사의
데이터센터(DC)

• DC 내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
크, SW 등 IC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
로 빌려서 이용하는 방식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Cloud의정의

미국의 국립표준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
드 컴퓨팅 정의 초안을 발표함

5가지특징

3가지 ‘서비스’    
모델

3가지 ‘배치’ 모델

IaaS
(인프라 서비스)

PaaS
(플랫폼 서비스)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Measured Service

Public Private Hybrid

Rapid Elasticity
On-Demand Self 

Service

Broad NW Access Resource Pooling

Visual Model of NIST’s Working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IaaS, PaaS, SaaS는무슨뜻인가? (X - as a Service)

• On-premises IT infrastructure is like owning a car. When you buy a car, 
you’re responsible for its maintenance, and upgrading means buying a new car.

• IaaS is like leasing a car. When you lease a car, you choose the car you want and 
drive it wherever you wish, but the car isn’t yours. Want an upgrade? Just lease a 
different car!

• PaaS is like taking a taxi. You don’t drive a taxi yourself, but simply tell the driver 
where you need to go and relax in the back seat.

• SaaS is like going by bus. Buses have assigned routes, and you share the ride 
with other passengers.



Cloud Service Model 비교



Cloud Deployment Model (배치모델)

• Public Cloud
–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면 사용 가능함
– 예. AWS, Azure, GCP, NCP, KT 등

• Private Cloud
– 기업 및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여 클라우드를 이

용하는 방식
– Public과는 다르게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음(접근 제한 있음)

• Hybrid Cloud
– Public Cloud + Private Cloud가 합쳐진 형태
– 공유를 원하지 않는(노출되면 안되는) 데이터는 Private Cloud로, 그 외 서

비스는 Public Cloud로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

• 기타 분류
– Multi Cloud, Edge Cloud, G-Cloud, Fin-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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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5가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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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사용時이점들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음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운영비용 절감

Biz 민첩성 - 빠른 설치 및 오픈 Biz에 집중된 업무와 혁신손쉬운 Global 확장



NCP 서비스및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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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2009년 5월 1일

박원기

Cloud 및 IT 서비스 제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크래프톤타워

[강남 Office & 교육 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강남N타워

1566-3880 / 031-784-1800

www.navercloudcorp.com (기업)

www.ncloud.com (NAVER Cloud Platform)

4,925억 8,051만 (2019.12. IFRS 개별)



글로벌리전
세계 10개 국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의 글로벌 리전 보유
각 리전 간에는 NBP 전용선 글로벌 백본을 통한 사설 통신



가장빠르게성장하는클라우드서비스

22

2017.3

1 1

Number
of Services

Number
of Regions

Supported
Languages

2021.1

6

2

173

78

2017.12

6

2

+56
6 new services
every month

3 new services
every month

+46



공공기관용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보안인증 (Certifications)

다양한 정보 보호 보안 인증을 포함하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CSA STAR’ 인증을 획득하여 클라우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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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 게임, 금융, 공공, 교육, 미디어 등 여러 산업군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창업자까지 다양한 분야 및 규모의 고객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loud는 ‘이마트’와 판매방식이비슷하다!

Server Storage Network

Database Security (제조사/공급자)

AI IOT

Game



자사에필요한서비스만선택하여구독할수있습니다!

www.ncloud.com

http://www.n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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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