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의 성장

7.7ZB의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러한 트래픽 
유형은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얼마를 차지할까요?

성장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3배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이 기간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 증가는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경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69%를 차지할 것입니다.

1ZB(제타바이트)는 1섹스틸리언 바이트 
또는 1조 기가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전통적 데이터 센터 트래픽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

2.6 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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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ZB

2.4 ZB

2017년2012년

2017년경 데이터 

센터와 최종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은 연간 

1.3ZB(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17%)에 달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약 5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까지 전체 워크로드의 약 2/3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증가(30% CAGR)는 

전통적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증가(6% CAGR)의 5배에 
달할 것입니다.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간 링크 등의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은 

0.5ZB(7%) 발생할 

것입니다.

2017년

2012년

하지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대부분(5.9ZB, 
76%)은 여전히 데이터 

스토리지, 생성, 개발 및 

인증 트래픽과 같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트래픽은 데이터 센터와 최종 사용자 간, 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합니다.

17%

7%

76%

클라우드 트래픽 및 워크로드

데이터 증가량은 지역별 네트워크 행동 및 
리소스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광대역의 
편재성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북미

서유럽

중/동유럽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고정 

광대역 도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중/동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8% 증가

2017년까지 인구 대비 모바일 

광대역 도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모바일 
광대역 도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클라우드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고정형 또는 모바일 장치 보유 및 연결 현황

2012년에 사용자당 고정형 장치 

및 M2M(Machine-to-Machine) 연결 

수의 평균이 가장 컸던 지역:

북미 5.18
서유럽   3.36

중/동유럽
             

2.01 
남미

   
2.00

        

2012년에 사용자당 모바일 장치 

및 M2M 연결 수의 평균이 가장 

컸던 지역:

중/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서유럽

북미

서유럽

중/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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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ZB는 2017년경 전 세계 76억 

인구가 매일 2.8시간 분량의 HD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2017년경 전 세계 36억 근로자가 

매일 약 14시간 동안 웹 회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2017년경 인구 대비 고정 광대역 
도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북미

서유럽

중/동유럽 

2017년에 사용자당 고정형 장치 

및 M2M 연결 수의 평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2.99

남미 2.96

2017년에 사용자당 모바일 장치 

및 M2M 연결 수의 평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출처: Cisco Global Cloud Index, 2013

2017년경 전 세계 76억 인구가 약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중/동유럽

40% 증가

북미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

7.7 ZB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

1.2 ZB
3,200만 클라우드 

워크로드

5.3 ZB
1억 1,900만 

클라우드 워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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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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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광대역과 모바일 광대역 도입률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