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시대, 날씨는 ‘클라우드’
글로벌 IT기업 “클라우드를 선점하라”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SNS가 일상이 되며 하루에 생산되

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트위

터(Twitter)를 통해 매일 약 5억 개의 트윗이 오고가고 있

으며, 페이스북에선 약 3억5000만 개의 사진이 업로드되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해 2025년엔 매일 463 엑사바이트(EB)의 데이터가 생성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이 늘어날수록 저장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

니다. 때문에 글로벌 IT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크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입니다. 이 BIG 4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72%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존은 단연 돋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은 ‘유통’이 중심인 기업입니다. 유통과정

을 단순화해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많은 채널을 확보하는  

‘박리다매(薄利多賣)’의 방식입니다. 때문에 수익성은 낮았

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다릅니다.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 중 10%만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은 70%

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는 효자 분야

가 된 것입니다.

AWS가 클라우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

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리바바를 합치면 약 72%입니다. 

저장 혁명이 일어나다

우리는 기록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고대하던 합격 소

식, 새로운 발견과 같은 특별한 일부터 집으로 돌아오며 바

라본 하늘, 산책하며 만난 귀여운 강아지 등 일상까지 말이

죠. 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실시간으

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록에 필수적인 기술은 ‘저장’입니다. 과거 종이에 글을 쓰

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서 타자기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

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정보는 데이터화되기 시

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서더미가 자그마한 메모리카드에 담

기게 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공간 절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메모리카드의 분실 위험도 사

라졌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언

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

게 됐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무형의 데이터 구름, ‘클라우드

(Cloud)’입니다.

BIG 4의 뒤를 이어 세일즈포스, IBM, 오라클, 텐센트, 시네

트-AWS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AI(인공지능)

와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

터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은 

구축된 클라우드를 이용해 유통 채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IT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

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수익

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클라우드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 규제와 함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 

역시 발전해야 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먹구름?

그렇다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조

사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클

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세계 시

장 기준으로 약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덧붙여 

2021년까지 약 3조4000억 원으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아직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크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점한 것은 아마존입

니다. 아마존은 2016년 1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AWS를 보급해왔습니다.

구글 역시 한국 진출을 알렸습니다.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설립 소식을 알렸는데요. 오는 2020년 서울

에 설립될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구글의 점유율을 한층 더 높

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 역시 클라우드 시장에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10월 세종시를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제2데이터센터) 설립 

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후발주자이긴 하

지만 국내 서비스 연계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의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국내 시장을 비롯해 전세

계 클라우드 시장의 일기예보를 주목해 봐야할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