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中 알리바바, 자회사 통해 해외 데이터센터 대거 증축...

글로벌 중소기업 집중 공략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Facts]
ü

中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자회사인 알리윤(Aliyun)이 올해 말까지 일본, 유럽, 호주,
그리고 중동 각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8월10일 China Daily誌가 보도.
또한 알리윤은 50개 이상의 글로벌 리딩 SW 업체들이 내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세계일류의
정보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초기 파트너로는 SAP SE와 SUSE
Linux GmbH 같은 SW 업체와 데이터 관리 및 스토리지 전문업체인 HitachiData Systems 등이 있음.
알리윤의 YuSicheng 부사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알리윤을 이용하는
해외고객수가 지난해 700% 증가했다”고 밝힘. 또한 당사의 주요 서비스들은 인공지능과 보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인터넷 아키텍처를 커버한다고 덧붙임. 현재 알리윤은 중국과 홍콩,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상태임.

ü

또한 Yu 부사장은 스마트폰 제조사인 HT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 알리윤이
VR(가상현실) 산업 부흥을 목표로 HTC의 VR 단말 브랜드인 HTC Vive에 기술지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 HTC의 중국내 VR 사업을 담당하는 Alvin Wang Graylin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개발자 자원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알리윤이 HTC Vive의 중국 시장
진출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냄. 이 밖에도 알리윤은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위해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Digital ChinaHoldings 및 글로벌 회계-자문업체인
Deloitte와도 전략적 협업관계를 체결할 예정.

ü

한편, Forrester Research의 Charlie Dai 수석 애널리스트는 China Daily 측에 “클라우드 시장은
중국과 그외 지역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쟁이 인프라 레이어에서
모든 플랫폼과 가치생태계(value ecosystem)로 전환중”이라면서, “Aliyun의 데이터센터 거점 확장은
글로벌 사업(globalization)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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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ü

中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업계 1위인 아마존과 유사함.
중국 광군절(11월11일)처럼 트래픽이 몰리는 쇼핑시즌에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만, 항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잉여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처럼 사용하고 남는 자원을 타사에게 서비스 형태로 판매해 추가수익을
얻자는 생각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화로 이어진 것임.

ü

클라우드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IoT 등 시장의 성장과 기업들의 비용절감 니즈가 맞물리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시장조사업체
Gartner는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015년 1,750억 달러에서 2016년 2,040억 달러로
16.5% 성장할 것이라 예상. 특히 IaaS 부문이 38.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SaaS와 PaaS 등의 시장도 각각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IDC도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015년 700억 달러에서 2019년 1,4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내다보고 있음.

ü

이처럼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기대되는 클라우드 시장에 알리바바가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 지난해 7월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4년내에 아마존 AWS를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알리윤에게 1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그리고 알리윤은 이같은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거점을 공격적으로 확대중. 중국과
홍콩을 넘어 지난해 3월 해외 최초로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개장했으며,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 등 아시아, 중동, 유럽 등에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의

채비를 갖추고 있음. 또한 알리윤은 각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현지업체와의 제휴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지난 1월 합작회사 ‘SB클라우드’를 설립했으며,
12월까지 일본에 설치한 데이터센터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국내에서도 뱅크웨어
글로벌 및 SK C&C와 손잡고 클라우드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임.
ü

물론, 알리윤이 미국 IT 업체들이 장악중인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함.
아마존과 MS 등의 선두주자들도 클라우드를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상황으로써, 시장 주도권을
놓치기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 그러나 알리윤이 적어도 중국 본토에서뿐 아니라
중국 경제의 영향이 큰 일부 시장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예컨대,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각 지역의 로컬업체들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기반을 단숨에 확대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알리바바는 아마존 AWS와 MS Azure 등
선두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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