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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장단점 비교 분석

이 강 표*

1)

논문요약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방식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유형, 무형의 다양한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방식 사이에서의 선택은 현실적으
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측면에서는 초기 장비 도입 비용은 크지만 일단 한번 구축해놓으면 
이후 운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온프레미스 방식이 매월 사용한 만큼 비용이 
청구되는 클라우드 방식에 비해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방식이 물리적인 
장비 구축 없이 손쉽고 빠르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
는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과 끊임 없이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클라우드 방식의 최대 장점들로 꼽힌다. 한편,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한번 특정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다른 업체로의 전환이나 온프레미스 방식으
로의 귀환이 어렵다는 점 등은 클라우드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도 지적된다. 이 모든 
장단점들을 고려해볼 때, 결국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 사이에서의 합리적
인 선택은 연구자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와 단계별 성장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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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학계와 업계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증대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전통적인 온프레미스(on-premise)1)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

가, 아니면 클라우드(cloud) 상에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서버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

기 이전에는 필요한 서버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선택 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이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기능적

인 측면에서나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두 옵션 사이에서의 선택은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을 위한 매우 합리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비용인데, 이 

비용 산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옵션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평한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클라우드 방식을 선택했

다가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반대로 클라우

드 방식을 채택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꼭 필요한 자원만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온프레미스 방식을 고집하여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곤 한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먼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구성요소와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회 과학 연구

자들이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물리적인 서버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우리말과 정확히 대응되는 적절
한 용어가 없으므로 영어를 그대로 옮겨 이하 '온프레미스'라 호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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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경

1. 온프레미스 플랫폼 

앞서 밝힌 대로 온프레미스 플랫폼은 한 대 혹은 그 이상의 물리적인 서버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서버들을 직접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온프레

미스 플랫폼 비용에 있어서 서버 장비 비용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필요한 서버들

이 확보된다면 그 서버들을 물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 두대의 

서버들이라면 연구실 내 한켠에 둘 수도 있겠지만, 열 대 혹은 그 이상의 서버들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단 장비들이 내뿜는 소음과 열기로 인해 연구원들과 한 공간에 

상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4시간 작동하는 서버들2)에게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

되어야 하며, 손실되지 말아야할 중요한 작업을 하는 서버들의 경우에는 정전의 사태

에 대비해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는 무정전 전원 장치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들 사이의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버들 간 내부 네트워크 연결 또한 중요하다. 많은 서버들

과 케이블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랙(rack) 장비, 그리고 서버실 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줄 항온항습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는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야 한다. 가장 먼저 서버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리눅스(Linux)와 같은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한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밖에 서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준비까지 마치

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작업을 

2) 서버들은 필요할 때마다 켜고 끄는 개인용 컴퓨터와는 달리 보통 24시간 가동된다. 
24시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자들이 언제 서버를 
필요로 해서 접속할 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웹 포털 서버
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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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인력과 소프트웨어 작업을 수행할 인력 모두가 필요하겠지만, 작고 단순한 

플랫폼의 경우 소프트웨어 인력이 하드웨어 작업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최초에 이 모든 것들을 설치하는 일회성 작업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이후 유지보수를 할 운영 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

는 플랫폼의 경우 프론트 엔드(front end)에서 사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 사항들을 

직접 응대할 서비스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프레미스 플랫폼을 구축하

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 환경, 그리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요한다.

2.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환경에 구축된 플랫폼을 

일컫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마치 구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터넷 상 어딘가

에 존재하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컴퓨팅 자원을 가리킨다. 최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우리가 개인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동기화된 상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근간한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은 온프레미스와 같이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물리적인 플랫폼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상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3)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서버 장비를 직접 확보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비가 실제로 어디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며4), 또 알 필요도 없다. 사용자들은 그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과 저장 공간 등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서버 장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서버 공간, 전력, 네트워크 등의 모든 하드웨어 장비들도 동일한 이유로 사용자가 

3)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 호스팅(hosting)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
버 호스팅은 온프레미스의 대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온프레미스 장비를 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비, 공간, 그리고 관리 서비스
를 이용하는 개념이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   

4) 보통 그 장비가 위치하는 큰 단위의 지역(region)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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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할 대상에서 사라진다. 온프레미스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는 온프레미스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나 주요 소프

트웨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수고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인력의 경우는 하드웨어 장비의 최초 설치와 

이후 운영에 대한 수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운영에만 집중하면 

되고, 앞서 밝힌 대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상당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해준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사라지고,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만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서 Amazon이 제공하는 Amazon Web 

Services(AWS), Microsoft가 제공하는 Azure, Google이 제공하는Google Cloud 등

을 들 수 있다. 세 서비스 모두 한국에도 진출하여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5)를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 요금 결제도 한화를 통해 지불이 가능6)하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네이

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RightScale이 99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 조사(RightScale, 2018)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약 64%의 기업들이 

Amazon Web Services를 이용하고 있으며, Azure가 45%, Google Cloud가 18%로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용화를 주도한 Amazon Web Services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Azure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다. 세 서비스 모두 저사양 서버들에 한해 보통 1년간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무료 티어

(free tier) 서비스를 먼저 사용해보기를 권한다. 간단한 회원 등록과 결제 정보 입력으

로 무료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5) Amazon Web Services: https://aws.amazon.com/ko/, Microsoft Azure: https://azu
re.microsoft.com/ko-kr/, Google Cloud: https://cloud.google.com/?hl=ko 

6) 요금 산정은 USD로 이루어지지만 지불은 한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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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단점 비교 분석

1. 비용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온프레미스와 클라

우드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무엇보

다도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에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옵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이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는 가정 하에 선택해 볼 만한 옵션일 수도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용 산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비용은 바로 초기 도입 비용이다. 

앞서 밝힌 대로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랙, 케이블, UPS, 

항온항습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 구입이 필수적이며, 사실 이 비용이 전체 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할 

인력에 대한 비용도 발생한다. 반면,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이러한 장비 확보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최소한 장비와 관련된 표면적인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7).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모든 필요한 장비가 구축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체제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직접 설치해

야 하는 인력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밝힌대로, 클라우드 방식에서도 소프트웨어 환경 

설치에 대한 인력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체제

를 비롯한 주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7) 엄밀히 말하면 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
불하는 사용료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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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

하는 다양한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굳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서버들을 일일이 구축하지 않아도 손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

초기 도입 비용 이후 고려해야할 비용은 바로 매월 소요되는 운영 비용이다. 온프레

미스 방식의 경우 공간 임대비, 전기비 등의 비용이 매월 소요되지만, 사실 초기 도입 

비용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온프레미스 방식의 경우 큰 

규모의 초기 도입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단 한번 구축해 놓으면 최소한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 운영 비용도 초기 도입 비용에 비하면 보통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초기 장비 구입 및 이후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이 모든 비용이 월 사용료라는 방식으로 청구가 된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pay-as-you-go 방식을 기본 

요금제로 채택하고 있다. Amazon Web Services의 대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EC2(Elastic Compute Cloud)라는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EC2가 제공하

는 모든 타입의 서버 스펙에 대한 시간 당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다8). 가령, 8개의 

vCPU(virtual CPU)9)와 32 GB 메모리를 지원하는 m4.2xlarge 타입의 EC2 인스턴스

(instance)10) 하나를 사용할 때, 시간 당 $0.40의 비용이 청구된다. 따라서 이 인스턴

스를 한 달(30.5일 기준) 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24시간/일 * 30.5일 * $0.40 =  

$292.8이 매월 청구된다. 

여기서 인스턴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들을 종료(stop)시켜두는 방법이다.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버들을 종료시켜둔다 한들 전기 비용 정도 아끼는 

수준이겠지만, 온디맨드(on-demand)11)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종료한 

8) Amazon EC2 Pricing: https://aws.amazon.com/ec2/pricing/on-demand/
9) 실제 물리적인 CPU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가상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CPU

를 지칭함.
10) 온프레미스 방식에서의 물리적 서버 한대를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보통 인스턴스라 

칭한다. 클라우드 방식에서의 서버는 실제 물리적 서버가 아닌 가상화된 서버로 존재
한다.   

11) 그 때 그때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과 저장 공간을 청구하는 방식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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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단, 컴퓨팅 자원이 아닌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용이 청구되지만 이 비용은 컴퓨팅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들에 대해 적절한 예측과 이에 기반한 유연한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면 청구되는 인스턴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인스턴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온디맨드 인스턴

스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가령 1년 혹은 3년) 약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리저브드

(reserved)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Amazon Web Services의 경우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온디맨드 비용의 최대 75%까지도 절약이 가능하다12). 또한 

이러한 리저브드 인스턴스 비용을 일시불(upfront)로 한번에 지불한다면 더 큰 할인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예시로 언급한 m4.2xlarge 타입의 인스턴스는 3년 약정에 

전액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시간당 $0.231로 비용이 낮아지며(온디맨드 대비 

42% 절약), 이에 따라 월 사용료도 $292.8에서 $169.092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연구과제비를 미리 할당 받고 시작하는 과제의 경우 리저브드 인스

턴스의 활용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단순화를 위해 온프레미스 방식의 서버 비용과 클라우드 방식의 월 사용료만을 

고려하여 두 비용을 비교해보자. 즉, 온프레미스의 서버 외 모든 하드웨어 장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제외한다.  앞서 예시로 든 Amazon EC2의 m4.2xlarge 타입 인스턴스

와 가장 유사한 성능을 지니는 물리적 서버로서 HP ProLiant ML110 Gen10 3106을 

선택하고, 두 시스템 모두 960 GB의 SSD(Solid State Drive)를 저장 공간으로 요구한

다고 가정하자. HP 웹사이트13) 공시 가격 기준으로 물리적 서버의 구매 비용이 

$4,391.00이고 이를 향후 3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Amazon EC2가 제공하는 

m4.2xlarge 타입 인스턴스를 같은 기간 사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보자 (세금 

제외). 아래 표1의 첫번째 행을 살펴보면 물리적 서버는 최초에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 

이후 추가로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였기에,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발생

하는 비용 없이 최초 장비 구매 비용으로만 고정된다. 온프레미스 방식은 일단 최초에 

12) Amazon EC2 Reserved Instances Pricing: https://aws.amazon.com/ec2/pricing/r
eserved-instances/pricing/

13) SERVERS: ProLiant Servers | HPE: https://www.hpe.com/us/en/product-catalog/
servers/proliant-serv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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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구축해놓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

로 꼽히는 이유이다. 한편, 두번째 행은 Amazon EC2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이용할 

경우 향후 3년 간 누적 비용을 보여주는데, 최초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비용이 $388.80으로서 첫해 1년차 누적 비용($4,665.60)이 이미 온프레미스의 최초 

도입 비용($4,391.00)을 뛰어넘게 된다. 이후 2년차, 3년차 비용도 월 비용에 정비례

하여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최초 도입 비용을 없애고 

짧은 기간 실험적으로 운영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적으로 비현실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행에서와 

같이 1년 약정에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매년 갱신하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이용

하면 3년차 최종 누적 비용이 온디맨드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여기서 월 비용 $96.00은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저장 공간에 대한 비용

임), 네번째 행에서와 같이 3년 약정 전액 일시불 지급을 선택하면 3년차 누적비용

($7,409.00)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비용이 여전히 첫 

행의 온프레미스 비용보다 높긴 하지만, 앞서 서버 이외의 장비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운영 비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생각할 때, 

클라우드 방식이 온프레미스 방식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저렴한 수준의 비용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뒤에서 밝힐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장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온프레미스의 경우 

3년간 비용이 고정적인 반면(매월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면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가파르게 비용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디맨드를 대체하여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면 비용 상승 폭과 

총비용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참고로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모두 웹사이트14)를 통하여 예상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Amazon Web Services Simple Monthly Calculator: https://calculator.s3.amazona
ws.com/index.html, Microsoft Azure Pricing Calculator:  https://azure.microsoft.
com/en-us/pricing/calculator/, Google Cloud Platform Pricing Calculator: https:/
/cloud.google.com/products/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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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형
일회성 
비용

월 비용
1년차 

누적 비용
2년차 

누적 비용
3년차 

누적 비용
HP ProLiant 

ML110 Gen10 
3106

4,391.00 0.00 4,391.00 4,391.00 4,391.00

Amazon EC2 
m4.2xlarge 
(온디맨드)

0.00 388.80 4,665.60 9,331.20 13,996.80

Amazon EC2 
m4.2xlarge 

(1년 약정 전액 
일시불 리저브드)

2,026.00 96.00 3,178.00 6,356.00 9,534.00

Amazon EC2 
m4.2xlarge

 (3년 약정 전액 
일시불 리저브드)

3,953.00 96.00 5,105.00 6,257.00 7,409.00

<표 1> 시스템 별 누적 비용 (단위: USD)

[그림 1] 시간에 따른 시스템 별 누적 비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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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및 효율성

앞서 살펴본 대로, 온프레미스 방식은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

자가 직접 확보 후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물론 설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당연히 소요된다. 설치 후 유지보수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된다. 반면,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할 경우 온프레미스와 거의 동일한 플랫

폼을 구축하는 데 빠르면 수 분 내에도 가능하다.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Amazon 

Web Services의 경우 사용자와 결제 정보 등록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능숙한 사용자의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리눅스 서버가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수 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설치해야

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모든 과정들을 고려한다면, 클라우드 방식이 가지는 절대적인 

우위점이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방식이 가지는 또 하나의 우위점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굳이 서버가 없어도 필요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지칭한다. 사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연산 작업을 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다. 가령 어떤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수집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위해서는 최소 한 대의 서버가 필요하며, 이 서버는 스케줄러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설정되어야한다. 클라우드 방식의 

서버리스 컴퓨팅을 활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서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Amazon Web Services의 대표적인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가 바로 AWS Lambda15)

인데, Amazon Web Services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 어떤 이벤트가 발생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규칙(rule) 설정을 통해 필요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단순히 연산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데이터베이스도 서버리스 컴퓨팅 방식으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서버 자원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후 저장 공간 관리, 사용자 계정 및 

15) AWS Lambda: https://aws.amazon.com/lam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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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리 등의 다양한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Amazon Athena나 Amazon 

DynamoDB 등과 같은 서비스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서버에 대한 고민 없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연산이나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플랫폼 전체도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 예로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경우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취합, 처리, 

저장, 관리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요구되는데,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Amazon 

Web Service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Lee, 

Kuhl, Bockholt, Rogers, & Reed, 2018). 각각의 서버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을 감안하면 클라우드 방식이 제공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는 플랫폼 구축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줄 수 있다.

3. 확장성 및 유연성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얼마나 큰 규모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요로 하는 서버들의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분석 연구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것이며, 

그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지,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지만 구체적으

로 CPU(Central Processing Unit) 혹은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메모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등에 대한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경우 과제 최초 단계에서 정확한 서버 사양 산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서버 사양보다 적은 규모로 산정이 된다면, 결국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

지 못해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반면 실제로 필요한 사양보다 

과하게 산정이 된다면, 가령 막상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보니 전체 컴퓨팅 

자원의 50%도 활용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면16), 이는 그야말로 예산과 자원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 113 ｜

낭비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온프레미스 방식은 일단 한번 

구축해놓으면 후에 변경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개의 경우 구축하려는 

플랫폼의 최대 용량을 산정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자원이 낭비될 여지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서버들이 평소에는 

32 GB정도의 메모리면 충분하나, 아주 드물게 256 GB의 메모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가정하자. 온프레미스의 경우 이렇게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항상 최대 용량인 256 GB메모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자원 낭비 요소가 

발생한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플랫폼의 서버들이 과제 초기에는 1 TB 정도의 저장

공간이면 충분하나, 과제가 진행될 수록 점점 더 큰 저장공간이 필요하여 과제 말기에

는 수백 TB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역시 최대 용량을 고려한다면 

과제 초기부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수백 TB의 저장공간으로 시작한다면 역시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온프레미스 방식도 점진적으로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을 요하고, 저장 공간을 확장한다

는 것이 단순히 HDD(Hard Disk Drive)나 SSD(Solid State Drive)를 추가 장착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

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장성(scalability)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손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확장

성과 유연성 측면에서도 명확한 장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방식은 일단 최소

한으로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는 단계별 성장이 매우 용이하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 또한 가능하다. 과제 초기 단계, 혹은 

PoC(Proof of Concept, 어떤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고 빠르게 

검증해보는 작업) 단계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사양으로 서버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

를 해봄으로써 시스템 설계에 대한 확신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양을 

키워나갈 수 있다. 물론 불필요한 자원은 미리 예약해서 쓰는 리저브드 인스턴스가 

아닌 이상 언제든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때 

16) 이상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자원 사용률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온프레미스 시스템들은 50% 를 밑도는 자원 사용률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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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의해둔 규칙에 따라 자원이 확장되고 반환되는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자원을 확장하고 불필요한 자원은 언제든 반환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의 유연성은 확장성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빅데이터 분석 연구자들

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4. 통제용이성

클라우드 방식이 가지는 활용성과 유연성은 한편으로는 통제용이성을 저하한다는 

단점으로도 지적된다. 온프레미스 방식에서는 모든 시스템 자원을 사용자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의 구축부터 관리까지 모두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원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정의하지 않는 자원과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만큼의 자유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된 통제용이성은 장애 

발생 시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의 장애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도 없거니와, 개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에 

대한 조치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온프레미스 방식의 경우 어떤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

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에러 메시지 자체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가공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장애 대응 상식이 무의미

해지며,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기술 지원에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제한적인 통제용이성은 한번 특정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

기 시작하면 그 환경을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와도 연결된다. 

시스템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온프레미스 방식과 달리 제한된 환경 하에서 

필요한 자원과 기능만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현재의 시스템을 다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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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귀환하

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게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Ⅳ. 결론

클라우드 방식이 제공하는 높은 사용성과 효율성, 확장성, 유연성 등은 빠르게 변화

하는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한번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그 서비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에서의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측면에서는 일견 온프레미스가 클라우드 보다 

저렴해보일 수는 있으나, 온프레미스 구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유형, 무형의 비용

과 노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클라우드 방식이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제 또한 

클라우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표와 그 활용 계획

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지만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본인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

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이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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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oice between the traditional on-premise approach and the new 
cloud-based approach is one of the critical decis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building and operating a big data analytics platform. In reality, however, 
it is never easy to choose between the two approaches and thus one can 
conclude that one approach is better than the other only by considering a 
wide range of visible and invisible aspects in a comprehensive way. In terms 
of cost, which can be a deciding factor in the decision making, the on-premise 
cost may be lower than the cloud cost that is based on the pay-as-you-go 
model, as the former may require a large amount of budget for the initial 
installation of hardware and infrastructure at first but does not cost much 
afterwards once the initial installation is successfully done. The cloud 
approach may have definite advantages over the on-premise approach in that 
it allows users to build a big data analytics platform in a very easy and quick 
way without thinking about physical hardware and infrastructure and also 
that it provides scalability and flexibility responding to rapidly increasing data 
and constantly changing requirements and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the cloud approach may have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allow users to 
have complete control over the system and that it makes users highly 
dependent on a vendor for the cloud service and unable to use another vendor 
or return to an on-premise solution without substantial switching costs, once 
they start using a particular vendor. With all of tho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sidered, the reasonable decision between the two 
approaches is completely dependent on whether the researchers are able to 
establish concrete goals and step-by-step growth plans of their big data 
analytic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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