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배포 선택법
몇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배포 옵션이 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데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니즈와 배포 간
차이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에 앞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십시오.

온프레미스 배포

호스팅형
클라우드 배포

관리형
클라우드 배포

온프레미스 배포
온프레미스 배포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지만 유지
및 관리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이 옵션은 배포를 예의 주
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데이터 위치 및 이동에 대한
최고 수준의 맞춤화 및 가시성
구현 가능

방화벽 설치를 통한 추가
보안 및 규정 준수 실현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가능

인네트워크(in-network)
또는 전용 WAN 연결로 인한
지연시간 감소

최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하드웨어 선투자 필요

호스팅형 클라우드 배포
호스팅형 클라우드 배포의 경우 하드웨어 획득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어 정도가 제한됩
니다. 이 옵션은 온프레미스와 관리형 서비스 사이에서 절충안
을 찾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인프라 추가 구매 없이도
외부 재해 복구 가능

많은 경우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활용 가능

관리형 클라우드 배포 대비
온프레미스 시스템과의
통합 용이

데이터가 자사의 하드웨어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최적화에
대한 한계 존재

온프레미스 배포 대비 대역폭에
대한 접근 및 제어 제한

관리형 클라우드 배포
관리형 클라우드 배포의 경우 단순함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권한
설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배포 옵션에 대한 최
소한의 제어는 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확장, 계산 및 저장을 위해
클라우드 버스팅(cloud bursting)
등 신속한 탄력성 제공

실사용 품목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므로 최대 용량 유지 불필요

개발 또는 부서별 이용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배포 가능

공급사와의 서비스 수준 계약
(SLA)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역폭 통제 제한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관리형 클라우드 공급사가 선택함으로
써 업체 종속 상태가 되기 쉬우며 고객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의 이용이
잠재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존재

온프레미스, 호스팅형 클라우드 및 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배포 모두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선택한다면 경우 상
당한 장점을 선사합니다. 대다수 조직은 다양한 유형의 배포를 동시에 활용해야 하므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효율적이고
통합이 잘 이루어진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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