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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빅데이터 즉, 증가하는 데이터 볼륨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는 기술이 기업 규모 및 업종의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Stratecast 조사에 따르면,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솔루션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2년에는 220억 달러였고 2017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
그러나 분석 워크로드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IT 팀의 관점에서 보면, 조만간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기존의 인프라 및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IT 팀은 LOB(line-of-business)의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 2014 클라우드 사용자 설문 조사(Cloud User Survey)에서 클라우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가입한 기업의 47%가, 그 사용 목적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 워크로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29%는 향후 2년 동안 클라우드 기반 BI 워크로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2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

확장성 – Frost & Sullivan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IT 리더가 데이터 센터
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
하는 데이터 볼륨을 처리하기 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온디맨드 액세스 환경 – 분석 기능은 더 이상 고도의 기술을 가진 데이터 처리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LOB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모델에서는 IT 팀이 컴퓨팅 및 데이터 리소스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하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
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운용 편의성 –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비용을 설비 투자 항목에서 운영
비용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며, Frost & Sullivan 설문 조사에서 IT 의사결정권자의 약 60%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프레미스 기반 인프라를 호스팅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보완함
으로써 IT 팀은 더 융통성 있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PPU(pay per
use)” 모델에서는 IT 팀이 (더 이상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오버엔지니어링할 필요 없이) 비용과 가치를 연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석 워크로드를 위해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한 IT 리더들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똑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IT 팀이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워크로드에 적합한 유형
의 클라우드 제공 모델을 선택하고 필요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워크로드에 적합한 클라우드 유형
퍼블릭, 프라이빗 아니면 하이브리드? 보안, 제어, 가격,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각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적합한 클라
우드 모델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빅데이터”는 복잡다단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지능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 말
입니다. 어느 한 클라우드 제공 모델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독립형 워크로드와 달리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제공 모델과 기존 데이터 센터 구성까지 포괄할 때가 많습니다.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사내에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
된 각기 다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 소스 및 파트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전략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즉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뿐 아니라 이종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전 범위에서 원활하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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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cast, The World Moves Fast and Data is Driving (BDA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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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Frost & Sullivan은 다양한 기업 규모 및 업종을 대표하는 미국의 IT 의사결정권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 행동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웹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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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워크로드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선택
그러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업체 중에서 귀사의 빅데이터 워크로드에 적합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이브리드”의 정의가 업체마다 다르므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및 분석
워크로드를 맡길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위한 클라우드 업체를 조사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하십시오.

▪

종합적인 클라우드 전략 –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소프트웨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향후에는) 다양한
소스 및 제공 모델로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 서버 및 물리적 서버, 싱글테넌트 및 멀티테넌트 환경,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호스팅 퍼블릭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여 모든 클라우드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

고성능 컴퓨팅 – 고성능 및 대용량 워크로드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의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그러면 워크로드에서 가격 대비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위해 베어 메탈
(가상화되지 않음) 클라우드 옵션(예: IBM SoftLayer)에서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일부로 관리되는 전용 자원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개방형 표준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 앞으로 분석은 독립형 기능이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형태로 구현될 것입니다. OpenStack과 같은 개방형 표준을 지원하면서 LOB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분석 기능을 구현하는 개발자용 툴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를
선택하십시오.

▪

허가 받은 사용자를 위한 보안 데이터 액세스 – IT 팀은 개방적인 데이터 액세스와 제한적인 데이터 액세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기술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허가 받지 않은 자로부터 기업 데이터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귀사와 손잡고 해당 워크로드에 적합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체를
선택하십시오.

적합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일관성 있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비즈니스 결정을 위해 LOB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온디맨드 실시간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ynda Stadtmueller
Stratecast | Frost & Sullivan
클라우드 컴퓨팅 담당 부사장
lstadtmueller@stratecast.com

IBM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IBM 영업 대표 또는 IBM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웹페이지 ibm.com/cloud-

computing/kr/ko 를 방문해주십시오.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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