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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nix,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클라우드 비즈니스 확장 지원 

 

국내 선도 IT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NBP 

서비스 품질 및 네트워크 가용성 향상 위해 Platform Equinix®(플랫폼 에퀴닉스) 도입  

 

서울, 대한민국 – 2019 년 8 월 21 일 서울 – 글로벌 상호연결(interconnection)과 데이터 센터 기업인 

Equinix가 한국의 선도 클라우드 및 IT전문 기업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AVER Business Platform, 

이하 NBP)이 Platform Equinix®(플랫폼 에퀴닉스)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NBP는 Equinix의 글로벌 입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미국, 홍콩,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주요 국가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NBP는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Equinix와 함께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NBP는 안정적인 무중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 내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했다. 

 

NBP는 IT 인프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09년 네이버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NBP는 

현재 전 세계 2 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 등 네이버 

계열사에 IT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NAVER Cloud Platform)을 선보였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 고객들에 25개 카테고리 중에서 124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 내 Equinix의 핵심 인프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NBP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의 증가로 평균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 20 배 증가되었다. 국내외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결과로 NBP 는 핵심 인프라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Platform Equinix 의 장점과 

연결성을 활용하여 세계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주요 내용 

• NBP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레이턴시를 

낮추고 사용 경험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허브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NSP와의 연결은 

중단 없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리던던시(Redundancy)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와의 연결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NBP와 NBP의 고객은 Equinix Internet Exchange™ (에퀴닉스 인터넷 익스체인지, IX)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1,8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Equinix Cloud 

Exchange Fabric™(에퀴닉스 클라우드 익스체인지 패브릭, ECX Fabric™)은 전 세계 최대 

CSP를 비롯해 1,600개 이상의 제공업체와 온디맨드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https://www.equinix.kr/services/?ls=Public%20Relations&lsd=19q1____pr-equinix_pr-newswire_press-release__us-en_AMER_SL1&utm_campaign=us-en__press-release_SL1_pr-equinix&utm_source=&utm_medium=press-release&utm_content=_
https://www.equinix.kr/?ls=Public%20Relations&lsd=19q1____pr-equinix_pr-newswire_press-release__us-en_AMER_SL1&utm_campaign=us-en__press-release_SL1_pr-equinix&utm_source=&utm_medium=press-release&utm_conten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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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nix Cloud Exchange Fabric 은 NBP가 전 세계 고객 중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축한 고객에 단 몇 분 만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와의 직접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들은 높은 수준의 확장성, 민첩성,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정의 

상호연결(software-defined interconnection)을 통해 주요 도시 내 또는 전 세계 두 곳 이상의 ECX 

Fabric™ 위치에서 온디맨드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 Equinix가 발표한 시장 연구 결과인 Global Interconnection Index(GXI)에 따르면, 2021년까지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 부문에서의 상호연결 대역폭 용량이 1,382Tbps(초당 테라비트)로 다른 

업계 대비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라우드 및 IT 제공업체와 연결되는 기업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98%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전략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국내 선도 퍼블릭 클라우드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의 IT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탄생했다. 

NBP는 향후 5년 내 글로벌에서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NBP는 Platform Equinix 을 통해 정부와 공공 기관, 금융, 의료, 게임 및 통신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전문화된 맞춤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용구 

• 홍광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IT기획실 리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은 중단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NBP 의 성장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고객들에게 고성능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다. NBP 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모든 여정에서 

Equinix 는 주요한 파트너이다. 견고한 인프라와 수 많은 클라우드 기업의 규모를 확장해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 제레미 도이치, Equinix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 

“Equinix 가 제공하는 입증된 상호연결 데이터 센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연결성을 통해, NBP는 단기간에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이뤄낼 

것이다. Equinix 는 NBP가 가까운 미래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장혜덕, Equinix 한국 대표       

“전 세계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NBP의 글로벌 확장 계획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CSP 고객의 비즈니스 확장 지원 경험과 다양한 NSP와의 근접성을 

https://www.equinix.com/global-interconnection-index-gxi-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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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Equinix는 NBP가 디지털 시대에 주어진 광범위한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Equinix 고객 성공 사례 –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영상)  

• Equinix Cloud Exchange Fabric Datasheet  
 

Equinix에 대해  

Equinix(나스닥:EQIX)는 상호연결성이 가장 뛰어난 데이터 센터 내의 고객, 직원 및 파트너를 세계 유수 

기업과 연결하고 있다. 디지털 사업을 위한 이 글로벌 플랫폼에는 오대주 내 50개 이상의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모였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 닿아 모든 사람들을 상호 연결하고 디지털 미래 창조를 위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Equini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ward-Looking Statements 

이 보도자료는 현재의 전망, 예측 및 추정에 기반한 미래 전망 보고서로 이 보고서에 논의된 바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BX 데이터 센터의 인수, 운영, 설립 그리고 Equinix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구축, 제공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비용, Equinix 가 이미 인수했거나 인수할 예정인 기업과 통합의 어려움; 최근 구축 혹은 

인수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고객사가 서비스 사용료 지불 불이행; 때때로 재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혹은 신규 업체와의 경쟁; 충분한 현금 유동성 산출 능력이 없을 시 자금을 통해 신규 혹은 

미납 채무 상환; 주요 고객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하락; REIT 과세 관련 어려움; 정기적으로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기타 위험 요소 등. 이 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작성한 Equinix 서류에 설명된 기타 위험. 특히, Equinix 에게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는 Equinix가 SEC에 보고한 분기별 및 연례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quinix는 현 

보고자료에 포함된 미래전망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 # # 

 

미디어문의 

Equinix 아시아태평양 

애니 호(Annie Ho) | +852 2970 7761| annho@ap.equinix.com 

 

웨버샌드윅 코리아 (한국 언론 홍보대행) 

임찬수 차장 | 010-5918-4345| CLim@webershandwick.com  

김태희 대리 | 010-2743-8099 | TKim5@webershandwick.com 

 

https://youtu.be/N9xyx2x19bQ
https://www.equinix.hk/resources/data-sheets/equinix-cloud-exchange/?ls=Public%20Relations&lsd=19q1_cross-vertical_no-program__pr-equinix_Equinix-run_press-release_inpress_hk-en_APAC&utm_campaign=hk-en_inpress_press-release_NN_pr-equinix&utm_source=inpress&utm_medium=press-release&utm_content=no-program_
https://www.equinix.hk/resources/data-sheets/equinix-cloud-exchange/?ls=Public%20Relations&lsd=19q1_cross-vertical_no-program__pr-equinix_Equinix-run_press-release_inpress_hk-en_APAC&utm_campaign=hk-en_inpress_press-release_NN_pr-equinix&utm_source=inpress&utm_medium=press-release&utm_content=no-program_
http://www.equinix.kr/
mailto:annho@ap.equinix.com
mailto:CLim@webershandwick.com
mailto:TKim5@webershandw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