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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Cloud 소개
네이버클라우드(NAVER Cloud)는 2009년 
IT 인프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한국의 대표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NAVER Cloud는 네이버 
및 라인(LINE), 스노우(SNOW) 등에 IT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4
월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NAVER Cloud Platform)
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 고객에게 25개 카테고리에 
걸쳐 119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AVER Cloud 고객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독일 및 미국 등에 진출하여 전 
세계 고객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사위치
한국
www.ncloud.com

NAVER Cloud의 비즈니스 과제
네이버클라우드(NAVER Cloud)는 2017년 4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NAVER Cloud Platform)을 
출시한 이래로 2019년 4월 기준 매년 고객 수가 두 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평균 6개의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이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는 선도적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 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즈니스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공공 기관, 금융, 의료, 게임 및 통신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전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레이턴시
(지연 시간)를 낮추고 사용 경험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허브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Network Service Providers, NSPs)와의 연결성은 중단 없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리던던시(Redundancy)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loud Service Providers, CSPs)와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즈니스 및 고객을 위한 모든 중요한 요구 사항들을 고려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 성능, 상호연결성, 보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상호연결 및 콜로케이션 
파트너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IT 인프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네이버클라우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에퀴닉스와 손잡았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고객의 
다국가 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플랫폼 
에퀴닉스(Platform Equinix®)의 영향력과 연결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성장 전략 핵심은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고객이 어디에서나 당사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무중단 
연결성을 요구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위한 모든 여정에서 수 많은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지닌 에퀴닉스는 주요한 파트너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 글로벌 IT기획실 홍광표 리더

에퀴닉스, 네이버클라우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고객 
확보 지원

http://www.Equinix.kr
https://www.n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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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장 방문 및 심층적인 기술 평가 등 철저하고 엄격한 선정 과정을 거쳐 에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및 콜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글로벌 표준을 갖춘 에퀴닉스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익스체인지(International Business Exchange™, 
IBX®) 데이터 센터 시설과 모든 위치에서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NSP)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적인 기준과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에퀴닉스와 
함께 자사의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든 위치에서 원활하고 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에퀴닉스 의IBX 데이터 센터가 전략적으로 위치한 곳들이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내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요건에 자연스럽게 부합했습니다. 에퀴닉스의 글로벌 입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미국, 독일 및 일본 등과 같은 주요 국가로 네이버클라우드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의 상호연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퀴닉스 인터넷 
익스체인지(Equinix Internet Exchange, IX)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다른 핵심 솔루션은 에퀴닉스 패브릭(Equinix FabricTM)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여러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고객 중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단 몇 분 만에 Equinix Fabric을 통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와의 직접 연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정의 상호연결(software-defined 
interconnection)을 통해 주요 도시 내 또는 전 세계 두 곳 이상의 Equinix Fabric 위치에서 높은 수준의 
확장성, 민첩성, 연결성을 바탕으로 온디맨드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Equinix Fabric 상에서의 풍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생태계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를 통해 맞춤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공급업체의 
광범위한 생태계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의 고객들은 벤더 종속 없이 맞춤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글로벌 성장 전략으로 맞춤화, 확장성 및 
유연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IT 인프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네이버클라우드은 다양한 
시장 내 고객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의 글로벌 입지 및 상호연결 플랫폼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장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들에 보다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 IBX 데이터 센터 및 상호연결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의 증가로 평균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 20배 증가했습니다. 고객은 네이버클라우드이 제공하고 있는 
중단 없이 지속되는 서비스 가동 시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퀴닉스의 글로벌 표준 및 노하우 덕분에 네이버클라우드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와 플랫폼을 단 몇 달 사이에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네이버클라우드이 고객에게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를 에퀴닉스가 제공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전략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네이버 및 계열사의 IT 인프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와 함께 5년 내 세계 5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프라 확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에퀴닉스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IBX 데이터 센터가 있는 8개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 및 글로벌 입지 구축
• 높은 네트워크 가용성 및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크로스 연결 확보  
• 고성능 상호연결 옵션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활성화
•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시키는 향상 및 확장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시장 내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매김

About NAVER Cloud
NAVER Cloud는 기업의 IT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객을 생각하며 가장 
편리하고 친근한 기술들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네이버. 오랜 시간 
쌓아 온 네이버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누구보다 필요로 할 기업, 
창작자와 함께 나눕니다. 이를 통해 IT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클라우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라인, 스노우 등 
네이버 계열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많은 이용자와 파트너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IT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www.ncloud.com

Equinix 소개
Equinix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기업입니다. 디지털 리더들은 
Equinix의 신뢰성 높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는 
기반 인프라를 하나로 모으고 상호 
연결합니다. Equinix는 고객이 
신속하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장소, 파트너 
및 가능성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quinix와 함께 하십시오. 
민첩하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quinix.kr을 참고해 
주십시오.

Equinix Americas
+1.650.598.6000
info@equinix.com

Equinix EMEA
+31.20.754.0305
info@eu.equinix.com

Equinix Asia-Pacific
+852.2970.7788
info@ap.equinix.com

http://www.Equinix.kr
http://www.ncloud.com
http://Equinix.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