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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의 데이터는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소스 
또한 급속히 늘어난 결과, 데이터 사일로가 증가하고 IT 인프라의 복잡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러 데이터 사일로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 레이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검사와 균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내 데이터가 범람하면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견고하고 총체적인 데이터 전략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중요해지는 데이터 자산을 
효과적으로 포착, 관리, 공유 및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데이터의 수명 주기 
전반을 통제하는 엄격한 데이터 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액세스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현재 가용 데이터 중 실제로 분석을 거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비율은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2입니다. 고급 분석과 인공 지능(AI)의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과 전략을 강화하려는 고객에게 이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겨 줍니다. 이 두 기술은 
견고하고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고 시기 적절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간결하게 
정리된 고품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폭증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기업 전반에서 효과적인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폭증하는 데이터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현대적 데이터 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계된 
지능형 데이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몇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1. 데이터 준비 

2.  효과적인 데이터 계층화를 통해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 사용 

3. 데이터 보호 및 이중화의 최적화

4. 가속기를 활용한 데이터 입수의 최적화

5.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정책의 개발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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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준비

데이터 폭증을 제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환경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사일로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데이터를 교착 상태에 빠트린 파편적 시스템과 구형 데이터 
스토리지 모델에서 벗어나야 혁신의 길로 이어질 인프라를 보다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적시에 액세스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오늘날의 많은 조직에서는 현대적인 데이터 레이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데이터 유형과 
용량에 관계없이 실시간이든, 실시간에 가깝든 어떤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집계, 저장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기반으로 엔드 투 엔드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분석 엔진 및 AI 접근 방식을 적절한 워크로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경우 데이터 수집, 저장과 변환부터 
데이터 모델링 및 시각화까지를 포괄하는, 명확히 정의된 데이터 
전략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및 보안 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작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현대적이고 민첩성이 뛰어난 기술 
스택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2. 데이터에 적합한 미디어의 사용

모든 데이터 현대화 과정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및 계층화는 
기술 스택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략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유형과 
소스를 반드시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유의 
데이터 계층화 전략을 정의하고 각 데이터의 수준과 용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핫' 데이터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입니다. 또한 '웜' 및  
'콜드' 데이터를 비롯해, 액세스할 필요는 없지만 규정 준수나 
업무 정책상의 이유로 보관되는 '프로즌'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존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진단하고 조직의 데이터 
계층에 상응하는 계층형 스토리지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로써 총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계층은 성능과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데이터는 액세스 
빈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지정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또는 '핫') 데이터는 정보 액세스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시스템에 가장 가깝게 배치됩니다. 
핫 데이터는 비교적 확장성과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시스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중요성이 덜한 '콜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성능이 낮은 시스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속 인메모리 스토리지 기술과 저속 스토리지 기술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느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비싼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중 어느 쪽에 
데이터를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분석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세서에 가까운 위치에 
보관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Montefiore Health System
뉴욕에 위치한 유수의 의료 기관에서는 파편화된 시스템과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 진료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텔® 제온® 프로세서 기반의 최신 데이터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치료를 받아야 
할 고위험 환자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환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 기법으로 사고 
발생률이 70% 이상인 환자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48시간 이전에 감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3.

Caesars Entertainment
이 국제적인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Cloudera* 
Enterprise(Hadoop*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 
모두를 포함하도록 데이터 분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분석 및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6시간이나 걸렸던 주요 작업을 이제 단 45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당 3백만 건 
이상의 레코드를 처리하고 상세한 수준의 고객 세분화를 
수행하여 마케팅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4.

그림 1. 4가지 데이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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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칩 위에 수직으로 메모리를 쌓아올리는 3D NAND 기술의 
개발 덕분에 동일한 표면 위에서 더 많은 메모리 셀 계층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밀도가 높아져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성능은 높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상된 처리량, 짧아진 
지연 시간, 고품질 서비스 및 높은 내구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휘발성 메모리(NVM)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에 기반한 
인텔® Optane™ SSD는 분석 및 AI 워크로드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 계층화 모델에서 탈피해 
스토리지 병목 현상을 해소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 SSD
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속 캐싱과 스토리지가 
지원되며, 지연 시간에 민감한 워크로드의 트랜잭션 비용을 
줄이고 서버당 확장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DRAM과 비교했을 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메모리 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Optane 기술은 영구적이므로 비영구 DRAM의 
경우처럼 데이터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인텔® 제온® 프로세서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로 이제 더욱 

방대하고 경제적인 데이터 집합을 배포하여 대용량 메모리 
풀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텔 Optane 
기술 및 3D NAND SSD를 사용하면 복잡한 대용량 데이터 세트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대규모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의 성능이 높아집니다. 

스토리지 포트폴리오에 이 옵션을 추가하면 보다 풍부하고 
유연한 데이터 계층화 전략을 수립하여 비용, 성능 및 처리량을 
최적화함으로써 대규모 고급 분석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보호 및 이중화의 최적화  
분석 및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과 성능을 
얻으려면 데이터 보호 방법과 이중화 관리 방법을 반드시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막대한 성능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많은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이 제공되므로 각자의 데이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장애 시 내결함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및 
인코딩 방식에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RAID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3
배 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이중화에 필요한 보조 
스토리지는 가격이 높기 마련입니다. HDFS 프로세스를 처리할 
경우 스토리지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및 기타 리소스를 감안해 
200%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빈도가 낮은 
데이터 세트를 보존하는 데 HDFS를 사용할 경우,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을 인프라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데이터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데이터 계층화 전략을 구성하십시오.

그림 2. 데이터 스토리지 미디어의 비용/지연 시간 비교

® 3D NAND SSD

® Optane™ SSD

® Optane™® 3D NAND

데이터 사일로, 단편화된 시스템  
및 구형 데이터 스토리지 모델에서 최신  
데이터 관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삭제 코딩(EC)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 기능은 
큰 데이터 블록을 작은 
조각들로 나눈 후 데이터 
및 패리티 셀을 모두 
결합한 삭제 코딩 그룹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매우 공간 효율적으로 
보존합니다. 특정 셀이 
손실되더라도 그룹의 
다른 셀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통해 누락된 

비트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HDFS에 비해 약 
50% 수준까지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C에서 데이터 코딩 및 디코딩에 사용하는 까다로운 
알고리즘으로 인해 프로세서 속도가 느려지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 데이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텔®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가속화 라이브러리(인텔® ISA-L)는 프로세서와 병렬로 
작동함으로써 EC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복원력을 높여 지연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인텔® ISA-L
은 해싱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라이브러리에서 전송 
중 상태인 데이터를 
평가하여 저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텔 ISA-L은 특정 
데이터 세트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스토리지 공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중복이 방지됩니다.

인텔 ISA-L의 가속화 기능 덕분에 데이터 중복 제거 속도가 200%
까지 높아지는데⁵, 이 경우 스토리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분석을 
위한 개별 데이터 지점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빨라지므로 결과를 더 신속하게 도출하거나 
주어진 응답 시간 내에 더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속기를 활용한 데이터 입수 최적화

인텔® FPGA는 구리 및 광섬유 케이블에 직접 연결되는 
스트리밍형 병렬 가속기입니다. FPGA는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든 케이블에서 메모리로 나노초 단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FPGA를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총 소유 
비용(TCO)으로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데이터 입수 기능을 더욱 
손쉽게 최적화할 수 있으므로 FPGA는 현대적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프로그래밍을 
거치면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에도 활용하고 기존 하드웨어를 토대로 새로운 사용 
사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 고대역폭 메모리 DRAM(HBM2)이 장착된 업계 
최초의 FPGA인 인텔 Stratix 10 MX FPGA는 독립 실행형 DDR 
메모리 솔루션에 비해 최대 10배 더 향상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⁸. 고성능 데이터 분석(HPDA) 환경에서 Apache 
Kafka* 및 Apache Spark* 스트리밍과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에는 실시간 하드웨어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인텔® Stratix® 10 MX FPGA는 호스트 CPU 리소스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쓰고, 
암호화 및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정책의 개발과 배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시장에서 데이터는 마치 새로운 형태의 
통화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보존, 보호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성능, 우수한 확장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하려면 데이터를 최적화하십시오.

HDF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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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ichael J. Fox Foundation
이 선도적인 연구 기관에서는 파킨슨병의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웨어러블 모니터, 앱 및 기타 소스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 중입니다. 이를 위해 Hadoop*
의 Cloudera* 배포판과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현대적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 후 인텔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상 연구 전문가들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는 
분명히 다른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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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데이터 관리 업무의 책임은 IT 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데이터의 저장, 
구성, 관리, 분석 및 공유 방식을 기업 전체 차원에서 정의하고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 내에 “부서별” 데이터를 
고립시키는 사일로를 해체하고 데이터 트렌드를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주요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부서에서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댓글 
트렌드를 참고하면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 선호도에 관한 실시간 
웹 사이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꾸준히 
가치를 제공할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거버넌스를 시행하는 데이터 중심 기업은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은 
구체적인 정책 요구 사항을 조사한 후 정책 준수를 보장할 점검 
및 감사 방안을 포함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요구 
사항은 업계, 정부 기관의 지침, 법률 및 회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 분석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기반

기업 내에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AI
를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하우스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데이터의 계층화, 최적화 및 제어를 위한 각종 프로세스와 도구를 
구현하고 나면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가 성장할수 있도록 더욱 
심층적인 인사이트와 강력한 기능이 마련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급 분석 및 AI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백서: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5단계

•   솔루션 요약: 빅 데이터 분석의 수수께끼를 풀다

•   솔루션 요약: BlueData로 빅 데이터의 장애물 극복*

•   솔루션 요약: Microsoft SQL Server*용 인텔® 셀렉트 솔루션 
비즈니스 운영 솔루션 요약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인텔® FPGA와 결합된 최신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속도와 유연성이 실현되므로 고급 분석 
워크로드를 비롯해 머신 러닝에서 딥 러닝에 이르는 
인공 지능 워크로드를 포함하도록 분석 이니셔티브가 
확장됩니다.

1 https://insidebigdata.com/2017/02/16/the-exponential-growth-of-data/ 
2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6/11/01/20-mind-boggling-facts-every-business-leader-must-reflect-on-now/#1088273720dc
3 https://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solution-briefs/montefiore-advaning-patient-care-solution-brief.pdf
4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big-data/xeon-entertainment-caesars-case-study.html 
5 https://blog.cloudera.com/blog/2015/09/introduction-to-hdfs-erasure-coding-in-apache-hadoop/
6 https://hadoop.apache.org/docs/current/hadoop-project-dist/hadoop-hdfs/HDFSErasureCoding.html 
7  https://newsroom.intel.com/news-releases/the-michael-j-fox-foundation-and-intel-join-forces-to-improve-parkinsons-disease-monitoring-

and-treatment-through-advanced-technologies/
8  표준 DDR 2400 DIMM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텔® Stratix® 10 MX 장치로 메모리 대역폭 문제 해결(Intel® Stratix® 10 MX Devices 

Solve the Memory Bandwidth Challenge)” 백서(https://www.altera.com/content/dam/altera-www/global/en_US/pdfs/literature/wp/wp-01264-
stratix10mx-devices-solve-memory-bandwidth-challenge.pdf)를 참조하십시오. 

인텔 기술의 기능 및 이점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제조업체 또는 소매점을 통해 확인하거나 intel.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워크로드는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에만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SYSmark 및 MobileMark와 
같은 성능 테스트는 특정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운영 및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입니다. 해당 요소에 변경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를 고려 중인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을 포함한 기타 정보 및 성능 테스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m/performance 를 참조하십시오. 

비용 절감 시나리오는 인텔 기반 제품이 특정 상황 및 구성 하에서 미래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절감 효과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 상황은 제각기 다릅니다. 인텔은 일체의 비용 또는 비용 절감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인텔 제품 사양 및 로드맵을 확인하려면 인텔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인텔, 제온, Optane, Stratix 및 인텔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사의 상표입니다.

*다른 이름과 브랜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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