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중력이 클라우드로 분석을 
끌어당기는 방식



전에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조직의 온프레미스에서 로컬로 
호스팅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혁명이 이 기본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중력은 
조직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Gartner는 향후 
5년 동안 IT 지출에서 1조 달러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는 모두 자체 '중력'이 있는데 데이터 중력이 가장 강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술이 데이터를 향해 갑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다면 
데이터 중력이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도 클라우드로 끌어당깁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한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분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두 물체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서로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 끌어당깁니다.
-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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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은 데이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초기 클라우드 기술자인 Dave McCrory는 뉴턴의 기본 
법칙이 물리적인 개체 그 이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를 데이터 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Dave는 만유인력의 공식을 데이터 중력의 개념에 맞게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는 모두 자체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 중 가장 힘이 세므로 가장 강한 중력을 
가집니다.

지구는 사과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현상을 통해 
사과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서 사과가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기술을 끌어당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조직이 
전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혁명이 이 기본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으로 뉴턴의 15세기 법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연 시간
(초)

평균 요청 
크기(MB)

초당 
대역폭(MB)(  (  ))2

  +  /  

데이터
질량

애플리케이션 
질량

초당 
요청 수(  ) x  x  



*Dave McCrory, https://blog.mccrory.me/2010/12/07/data-gravity-in-the-clouds

데이터 중력

특히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끌어당기는 
데이터의 경향 

지연 시간 처리량
앱데이터서비스

https://blog.mccrory.me/2010/12/07/data-gravity-in-the-clouds


분석에서의 중력

분석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연 시간과 처리량은 데이터 중력의 기본적인 동인입니다. 뉴턴의 
사과와 달리 데이터에는 주변 개체를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질량이 
없습니다. 대신 지연 시간과 처리량이 분석 프로세스에 촉진제로 
작용합니다.

분석에 적용하면 지연 시간은 쿼리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한 다음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같은 예에서 처리량은 지정된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지연 시간: 작업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양 

처리량: 지정된 시간 단위당 
작업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횟수



속도

데이터는 사람들이 사용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때에만 유용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려면 면밀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데, 
쿼리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리면 분석 흐름이 깨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리면 쿼리가 
빨라져서 분석과 답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지연 시간과 처리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관된 변수는 위치입니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같은 
엔터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연 시간이 단축되고 처리량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중력을 행사합니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위치입니다. 

올바른 위치를 선택하여 
속도 향상



클라우드로 가는 길

Tableau의 호스팅 분석 제품인 Tableau Online에서 이러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클라우드에 배포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자 연결이 28% 
증가했습니다. 현재 Tableau 고객이 연결하는 데이터의 70%  
이상이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됩니다(이 추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데이터 개요 참조).

그렇지만 클라우드로 가는 방식이 단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만 이동합니다. 
다른 조직에서는 인프라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둘 다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시작되어 
웹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에서만 실행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표지판은 
클라우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클라우드 
인프라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cloud-data-brief


데이터, 중력 및 클라우드

Gartner는 IT 지출이 전통적인 IT 제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경우 총 클라우드 전환이 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Gartner에 따르면 2020년까지 클라우드 전환율이 37%가 
될 것입니다. 

분석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려면 분석 배포를 계획할 때 데이터 
중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향하는 각 조직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에 가까이 유지하려면 환경이 바뀌고 
진화해도 플랫폼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원하는 분석 및 시각화 도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자체에 
끌립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클라우드로의 대규모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측면

데이터 중력은 분석 인프라를 계획할 때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사용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과 오랫동안 확립된 워크플로우의 변경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전환의 각 단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관리자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담 팀이 있습니까? 
또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완전히 관리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액세스하도록 해야 합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은 데이터,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오늘날 
분석을 어디에 배포할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고 환경의 전환과 변화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데이터 
전략이 진화함에 따라 배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측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조직에서 온프레미 
스로 호스팅되고 관리됩니다. 이는 충분한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하고 
향후 요구에 따라 확장할 책임이 조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데이터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와 완전한 클라우드 
호스팅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이점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호스팅 SaaS



Tesco는 영국에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매장에는 15,000개 이상의 제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Tableau Server를 Teradata
에 라이브로 연결했으며 매우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ADAM YEOMAN, 선임 분석가, 공급망 개발 부문, TESCO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측면

IAAS 및 PAAS. 자체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대신 AWS, GCP 또는 
Microsoft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인프라를 
대여하여 데이터베이스 또는 분석을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또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이용(IaaS 및 PaaS)하여 비용과 
확장성, 유연성의 이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와 완전한 클라우드 
호스팅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이점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호스팅 SaaS



Amazon Web Server(AWS)내에서 Tableau Server
를 사용하면 Tableau Server를 더 세분화하여 
제어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편리함을 활용하고 
모든 데이터가 AWS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 MANUEL ANDERE, 데이터 과학자, PATREON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측면

완전히 호스팅된 SAAS. 웹 기반 분석도 SaaS(software-as-a-service)
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질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소요됩니다. 분석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나 호스팅된 인프라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와 완전한 클라우드 
호스팅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이점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호스팅 SaaS



우리에게 [Tableau] Online과 온프레미스  
Tableau [Server]의 차이점은 그러한 턴키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동으로 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얻었고 손쉽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데이터 
관리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 BRIAN BUNCE, 선임 책임자, 조사 및 분석, BELLEVUE UNIVERSITY



Tableau의 클라우드 접근 방식은 간단합니다.  즉, 모든 것을 귀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어디에 어떻게 배포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호스팅 방식의 SaaS 솔루션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온프레미스에 
배포된 조직 자체 소프트웨어까지 Tableau를 사용하여 각 조직의 
방식대로 분석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클라우드 전환 단계에서 어디에 있든 Tableau가 도와드리겠습니다.

Tableau 정보
Tableau를 통해 원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표준 보고 방식을 개선하고 탐색적 분석으로 숨겨진 
인사이트를 드러내는 대화형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사내 또는 클라우드에서 동료, 파트너, 공급업체 
및 고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십시오. 일인 기업가든 IT 기반 기업이든 
상관없이, 귀사의 요구 사항에 맞게 Tableau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정부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직이든 Tableau를 통해 자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발전에 발맞추는 Tableau

조직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조직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귀사가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TABLEAU.COM/KO-KR/TRIAL

http://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