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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호조 및 오라클 클라우드 ERP 업체 인수 

◈ 아마존닷컴이 발표한 2 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는데, 여기에는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가 큰 기여를 하였음 

• 2분기 총매출은 304억 4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 %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억 

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7 % 증가하였음 

• 사업분야 별로 보면 클라우드 사업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매출이 28 억 8,600 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 %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 1,800 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음 

• 즉, 클라우드 사업부문이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0%에 채 미치지 못하지만,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차지한 것 

• 또한, 클라우드 사업의 분기 매출이 28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AWS의 연간 매출이 100

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마존의 실적 발표 하루 전날, 오라클은 클라우드 ERP 서비스 최대 업체인 넷스위트(NetSuite)

를 9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넷스위트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5 년 매출 7 억 4,114 만 달러로 ERP 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업자로는 최대 기업임 

• 지난 6 월에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은 오라클은 SaaS 와 PaaS(Platform as a Service)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첫 번째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으며, 이

에 따라 조만간 SaaS/PaaS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음 

• 오라클의 2015 년 SaaS/PaaS 사업 매출은 전년대비 49% 성장했지만 매출규모는 22 억 달

러에 불과해 PaaS 최대 기업인 세일즈닷컴의 2016 년 1 분기 매출 66 억 6,700 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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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년에 창업한 넷스위트는 전세계적으로 3 만 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도 연평균 30% 대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넷스위트 인수를 통해 오라클은 SaaS 매출을 크

게 늘릴 수 있게 되었음 

◈ 오라클의 인수를 두고 언론은 래리 앨리슨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기업 클라

우드 시장을 놓고 대형 플레이어간 경쟁이 향후 더 치열해질 것은 명확해 보임 

• 넷스위트는 매출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2015 년 순손실은 1 억 2,474 만 달러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 

• 이번 인수는 넷스위트로서 나쁜 선택은 아니나, 이슈가 되는 것은 넷스위트가 창업 당시 

래리 앨리슨의 출자를 받았으며, 지금도 앨리슨과 가족이 넷스위트 주식의 45.4%를 소유

하고 있고, 이번 인수를 통해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게 된다는 점 

• 정확한 이유야 어찌되었든, 클라우드 분야에서 뒤쳐진다는 느낌을 주던 오라클은 이번 인

수로 단번에 업계의 큰 손이 되었으며, 다른 경쟁업체들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Forbes, 7. 28. & New York Times,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