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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Global Cloud Index: 예측 및 방법론 2011-2016

개요

Cisco® Global Cloud Index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반 IP 트래픽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수단입니다. 

예측은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트렌드를 포함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그 뒤에 숨은 연구 및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측 개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ㆍ 2016년 말이면 연간 글로벌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이 6.6 ZB(제타바이트)에 달하고 월간 글로벌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은 

554EB(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2011년에는 146EB/월).

ㆍ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이 거의 네 배나 증가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의 

CAGR(연평균성장률)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1%씩 높아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

ㆍ 설치된 기존 서버당 워크로드 개수는 2011년에 1.5이던 것이 2016년에는 2.0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ㆍ 설치된 클라우드 서버당 워크로드 개수는 2011년에 4.2이던 것이 2016년에는 8.5로 늘어날 것입니다.

ㆍ 2016년에는, 모든 워크로드의 약 2/3 정도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

ㆍ 2016년 말이면 연간 글로벌 클라우드 IP 트래픽이 4.3 ZB(제타바이트)에 달하고 월간 글로벌 클라우드 IP 트래픽은 

355EB(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2011년에는 57EB/월).

ㆍ 글로벌 클라우드 IP 트래픽은 향후 5년 간 6배나 늘어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IP 트래픽의 CAGR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4%씩 늘어날 것입니다.

ㆍ 2016년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IP 트래픽이 총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약 2/3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클라우드 준비 현황:

ㆍ 2011년에는 북미와 서유럽이 광대역 액세스(고정식 및 모바일) 부문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고 2016년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예측 기간 내내 광대역 액세스 이용자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내내 가입자 수에서 선두에 있는데,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광대역 유비쿼티” 단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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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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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서유럽은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속도가 11.7Mbps로 모든 지역에 앞서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10.3Mbps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유럽은 평균 고정식 업로드 속도가 각각 6.7Mbps와 5.9Mbps로 타 지역에 앞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개요” 단원 참조).

지역별 클라우드 준비 현황:

ㆍ 2011년에는 북미와 서유럽이 광대역 액세스(고정식 및 모바일) 부문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고 2016년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예측 기간 내내 광대역 액세스 이용자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내내 가입자 수에서 선두에 있는데,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광대역 유비쿼티” 단원 참조).

ㆍ 서유럽은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속도가 11.7Mbps로 모든 지역에 앞서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10.3Mbps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유럽은 평균 고정식 업로드 속도가 각각 6.7Mbps와 5.9Mbps로 타 지역에 앞서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개요” 단원 참조).

ㆍ 서유럽과 중/동유럽은 평균 고정식 네트워크 지연이 각각 58ms와 59ms로 타 지역에 앞서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지연” 단원 참조).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진화

최초의 Cisco Global Cloud Index가 공개된 작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채택이 신흥 기술에서 기성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진화했고 현재 

수용 및 설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부 기관은 테스트 환경에서 벗어나 클라우드에 중요한 워크로드를 더 많이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액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기기를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가 위치한 거의 모든 곳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클라우드 채택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보다 빠른 서비스와 데이터 제공,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된 운영 

효율성 등입니다. 일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안 그리고 기존 IT 환경과의 통합이 가장 큰 걱정거리지만 소비자 및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예: 개인정보보호, 이동성, 다중 기기 

액세스)를 충족시키며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단기적 기회와 장기적 우선 전략을 모두 지원합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데이터 센터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2008년부터 인터넷 트래픽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비롯되거나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지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인프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한 가지를 보면 글로벌 클라우드 진화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016년에는 클라우드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의 총 트래픽에서 약 2/3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다음 단원부터는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트래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로 다른 기능 단위 사이에서 이동하는 트래픽의 

양과 성장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2016년까지 약 4배 증가

그림 1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의 예측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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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1-2016 참조

그림 2. 목적지별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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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2016년이면 제타바이트(ZB)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이미 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과 IP WAN 

네트워크를 지나는 트래픽 양은 2016년에 연간 1.3ZB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1, 데이터 센터 트래픽 양은 이미 연간 1.8ZB 

수준이며 2016년 즈음이면 연간 6.6ZB로 약 4배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수치면 CAGR이 31%에 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트래픽 양이 더 많은 것은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보통, 인터넷과 WAN의 정의는 데이터 센터 경계에서 

멈춤).

Cisco Global Cloud Index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예측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가 운영하는 전세계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가 모두 반영됩니다.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트래픽 예측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Cisco VNI Global IP Traffic Forecast를 기준으로 한 Global Cloud Index Forecast의 위상에 대해서는 부록 B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목적지: 트래픽 대부분 데이터 센터 내에 유지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소비자 및 기업 트래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림 2).

ㆍ 데이터 센터 내에 남아있는 트래픽

ㆍ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트래픽

ㆍ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이나 IP WAN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트래픽

데이터 센터 내에 머무르는 트래픽은 예측 기간 내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2011년과 2016년 모두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76%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 내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인자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복제, 백업, 읽기/쓰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적 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렬 처리는 작업을 나누어 여러 

서버로 분배함으로써 내부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머무르는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트래픽의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비디오 

파일은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지만 파일 크기에 비례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처리 트래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스크톱 

가상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사용률의 증가가 이러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능이 더 이상 랙이나 서버 등 로컬로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및 기타 데이터 센터 기능의 가상화가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을 증가시킵니다. 표 1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성장률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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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2011–2016

그림 3. 워크로드 분포: 2011–2016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2011–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2016

299 438 561 714 912 1,160 31%

118 173 222 284 365 468 32%

1,338 1,940 2,468 3,126 3,969 5,021 30%

1,404 2,107 2,700 3,439 4,418 5,672 32%

351 444 551 685 828 977 23%

683 1,181 1,694 2,324 3,166 4,255 44%

1,072 1,370 1,557 1,800 2,080 2,394 17%

1,755 2,551 3,251 4,124 5,246 6,649 31%

출처: Cisco Global Cloud Index,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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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ㆍ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이나 IP WAN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트래픽

ㆍ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트래픽

ㆍ 데이터 센터 내: 데이터 센터 내에 남아있는 트래픽

ㆍ 소비자: 소비자인 최종 사용자에게서 나왔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트래픽

ㆍ 기업: 기업인 최종 사용자에게서 나왔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트래픽

ㆍ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소비자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트래픽

ㆍ 기존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외 소비자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트래픽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2016년이면 약 2/3 정도가 클라우드 기반일 것으로 예상

워크로드는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작업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Cisco Global Cloud Index는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 모든 워크로드의 약 2/3 정도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그림 3). 

지역별 워크로드 분포는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유형별 (연간 EB)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내

부문별 (연간 EB)

소비자

기업

유형별 (연간 EB)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

총 (연간 EB)

총 데이터 센터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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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워크로드

그림 4. 총 데이터 센터 트래픽 성장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단위: 백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2016

49.8 53.1 58.3 63.7 66.7 68.5 7%

21.3 33.5 49.7 67.9 88.4 112.1 39%

71.1 86.6 108.0 131.6 155.1 180.6 20%

30% 39% 46% 52% 57% 62% NA 

70% 61% 54% 48% 43% 38% NA 

출처: Cisco Global Cloud Index, 2012

TOMORROW starts here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 워크로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존의 워크로드보다 5.5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버 1대가 

워크로드 1개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서버 컴퓨팅 용량과 가상화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물리적 서버 1대가 워크로드 

여러 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서버 비용, 복원력, 확장성, 제품 수명을 고려한 클라우드의 경제학은 데이터 센터 안팎의 

모든 서버에 걸쳐 워크로드의 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심지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까지). 

보통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서버 여러 대에 분산되는 여러 워크로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사용자를 거치는 

트래픽 외에도 데이터 센터 내 그리고 데이터 센터간의 트래픽 등 트래픽 스트림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당 평균 

워크로드는 2011년에 4를 조금 넘던 것이 2016년에는 8.5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당 평균 

워크로드는 2011년에 1.5이던 것이 2016년에는 2로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표 2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워크로드를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IP 트래픽 성장률

전세계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CAGR은 31%이지만(그림 4),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CAGR은 44%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배 

늘어날 것입니다(그림 5).

기존의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총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총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에서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차지하는 비율

총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에서 기존의
워크로드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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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 2011–2016

클라우드 IP 트래픽, 2011–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2016

559 992 1,426 1,960 2,692 3,659 46% 

124 189 268 364 474 596 37%

683 1,181 1,694 2,324 3,166 4,255 44%

출처: Cisco Global Cloud Index, 2012

그림 5.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 성장률

TOMORROW starts here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2년에 제타바이트(ZB) 문턱을 넘었고 2016년이면 총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약 2/3 정도가 클라우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11년에 Cisco Global Cloud Index의 첫 공개 이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추정 방법이 바뀌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방법에서는 스토리지 트래픽을 모두 클라우드 외 트래픽 범주에 넣었습니다. 반면, 새 방법에서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와 관련된 스토리지 트래픽을 구분해 이를 클라우드 트래픽 범주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방법에서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스토리지 트래픽을 클라우드 트래픽으로 간주하지만 이전 

방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스토리지는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서는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전체 클라우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새 방법을 이용할 경우, 2016년 즈음이면 클라우드 트래픽이 총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64%에 이를 것입니다. 이전 방법을 이용했다면 36%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급속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급률 및 이전율 증가 그리고 훨씬 더 큰 트래픽 

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역량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성능 강화와 용량 및 처리 속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기업 및 소비자 클라우드 성장률

본 연구의 목적상, Cisco Global Cloud Index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센터는 보통 조직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며 기업의 요구를 고려해 트래픽을 처리하므로 보다 강력한 보안 지침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 센터는 보통 더 폭넓은 대상을 지원하며 대중의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 예측 내에서, 소비자 트래픽의 CAGR이 46%로 앞서 있으며 2016년 즈음이면 연간 3.6ZB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업 클라우드 트래픽의 CAGR은 37%로 2016년까지 연간 596PB 수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표 3은 글로벌 소비자 및 기업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부문별 (연간 EB)

소비자

기업

총 (연간 EB)

총 클라우드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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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인용 콘텐츠 라커 트래픽 성장률

TOMORROW starts here

중대한 애플리케이션은 기업과 소비자 부문에서 모두 클라우드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 

아카이브에 빠르고 유연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는 IT 조직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 

고급 분석 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협업 서비스를 강화하면 직원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반면, 

개인용 콘텐츠 라커(Content Locker)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용 콘텐츠 라커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음악, 사진,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블릿, 

스마트폰, 기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사용자들이 개인용 콘텐츠 라커를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Cisco GCI는 개인 클라우드 트래픽이 2011년에 연간 0.6EB이던 것이 2016년에 25EB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CAGR로 보면 

11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그림 6).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

Cisco Global Cloud Index는 이제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 산출 시 지역별 예측 데이터도 반영합니다(그림 7).

ㆍ 2011년에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클라우드 트래픽(연간 261EB)을 발생시켰고 아시아태평양 지역(216EB)과 

서유럽(156EB)이 뒤를 이었습니다.

ㆍ 2016년에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클라우드 트래픽(연간 1.5ZB)을 발생시킬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1.1ZB)과 

서유럽(1ZB)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ㆍ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가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CAGR 79%)이 가장 높을 것이며 남미(66%)와 

중/동유럽(55%)이 뒤를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라우드 트래픽이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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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

그림 8. 견본 기업 및 소비자 클라우드 서비스 범주

TOMORROW starts here

글로벌 클라우드 준비 현황

이번 연구 중 클라우드 준비 현황 영역에서는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지역별 요구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능 향상과 신뢰성은 기본 및 고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 소비자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과 소통하고 음악과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사용자들은 화상 회의와 중대 고객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준비 현황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량을 평가하는 기본적 잣대는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와 지연입니다. 그림 8은 이번 연구의 

견본 기업 및 소비자 클라우드 서비스 범주와 각각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 동시 사용이 사용자 

경험과 클라우드 액세스 용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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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1년 지역별 광대역 유비쿼티

2 Speedtest.net에서 측정한 값인데,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소용량 이진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해 연결 속도(kbps)를
산출한 것입니다.

TOMORROW starts here

이러한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범주를 지원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네트워크 성능 통계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전세계 약 

150개국에 걸쳐 Ookla2, Cisco GIST 애플리케이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90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분석했는데, 2년치 데이터 양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지역별 평균은 다음과 같고 부록 G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준비 현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ㆍ 광대역 유비쿼티: 이 지표는 고정식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을 가리키며 각 지역의 보급률과 기대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 통계를 고려합니다.

네트워크 성능:

ㆍ 다운로드 속도: 모바일 및 고정식 대역폭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최종 사용자의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을 위한 가상 컴퓨터, 고객 관계 관리(CRM), 전사적 자원 관리(ERP)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비자를 위한 동영상 다운로드와 콘텐츠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ㆍ 업로드 속도: 고정식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가상 컴퓨터, 태블릿, 화상 회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업로드 속도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속도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질 것인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가상화의 일반화, 수도 없이 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패치의 전송 필요성, 대용량 파일을 가상 파일 시스템에 배포, 소비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와 백업 스토리지의 요구 

때문입니다.

ㆍ 네트워크 지연: VoIP, 동영상 시청 및 업로드, 모바일 광대역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 의료 환경에서 병원 기록 열람 등의 경우 

지체되는 현상은 긴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보통 ms 단위로 표시). 클라우드와 패킷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것이 오늘날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그리고 최종 사용자에게 품질 높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광대역 유비쿼티

그림 9와 10은 2011년과 2016년의 광대역 보급률을 보여줍니다. 2011년에는 북미 및 서유럽이 광대역 액세스(고정식 및 모바일)에서 

선두에 있고 2016년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 기간 내내 모든 지역에서 광대역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내내 가입자 수에서 선두에 있는데,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Cisco Global Cloud Index가 처음 공개된 이후 광대역 유비쿼티 산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의 자체 예측에서는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광대역 회선 수와 가정당 평균 사용자수를 산출한 다음 국가별 예측 값을 통신회사의 기록에 따른 국가별 

데이터와 비교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측면에서는 가입자 대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에 초점을 맞추어 중복 반영을 

차단합니다(여러 번 가입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부록 H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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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6년 지역별 광대역 유비쿼티

TOMORROW starts here

글로벌 평균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개요 (2012)

클라우드 준비 현황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적 잣대는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와 지연입니다. Cisco GCI Supplement

에서는 국가별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지연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ㆍ 글로벌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속도는 9.4 Mbps입니다.

ㆍ 글로벌 평균 고정식 업로드 속도는 4.5 Mbps입니다.

ㆍ 글로벌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는 2.2 Mbps입니다.

ㆍ 글로벌 평균 모바일 업로드 속도는 0.97 Mbps입니다.

소비자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ㆍ 소비자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서유럽이 11.6Mbps로 가장 높고 북미가 10.6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소비자 평균 고정식 업로드 속도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이 6.8Mbps로 가장 높고 중/동유럽이 5.9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림 11).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와 Cisco GCI Supple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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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2년 지역별 소비자 평균 고정식 속도

그림 12. 2012년 지역별 소비자 평균 모바일 속도

TOMORROW starts here

소비자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ㆍ 소비자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북미가 3.3Mbps로 가장 높고 서유럽이 2.7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소비자 평균 모바일 업로드 속도의 경우, 북미가 1.6Mbps로 가장 높고 서유럽이 1.2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림 12).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와 Cisco GCI Supple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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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2년 지역별 기업 평균 고정식 속도

TOMORROW starts here

기업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ㆍ 기업 평균 고정식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서유럽이 15.8Mbps로 가장 높고 중/동유럽이 11.5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기업 평균 고정식 업로드 속도의 경우, 서유럽이 11.3Mbps로 가장 높고 중/동유럽이 7.6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림 13).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와 Cisco GCI Supple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모바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ㆍ 기업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중/동유럽이 3.14Mbps로 가장 높고 서유럽이 3.13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기업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중/동유럽이 1.7Mbps로 가장 높고 아시아태평양이 1.6Mbp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림 14).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와 Cisco GCI Supple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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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2년 지역별 기업 평균 모바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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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연

ㆍ 글로벌 평균 고정식 지연은 70ms입니다.

ㆍ 서유럽의 평균 고정식 지연이 58ms로 가장 짧고 중/동유럽이 59ms로 약간의 차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중/동유럽의 기업 평균 고정식 지연이 73ms로 가장 짧고 북미가 93m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서유럽의 소비자 평균 고정식 지연이 58ms로 가장 짧고 중/동유럽이 59m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글로벌 평균 모바일 지연은 229ms입니다.

ㆍ 서유럽의 평균 모바일 지연이 142ms로 가장 짧고 중/동유럽이 180m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기업 평균 모바일 지연은 남미가 231ms로 가장 짧고 북미가 248m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ㆍ 소비자 평균 모바일 지연은 서유럽이 142ms로 가장 짧고 북미가 179ms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와 Cisco 

GCI Supple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Cisco Global Cloud Index 2011–2016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결론이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확실히 

제타바이트(ZB) 시대에 접어들었고 2016년 즈음이면 연간 6.6ZB 수준에 이르러 거의 4배로 커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빠르게 늘고 있는 부문이 바로 클라우드 트래픽으로 예측 기간 동안 6배로 늘어날 것이며 2016년 즈음이면 모든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약 2/3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속 확장에서 트래픽을 초래하는 중요한 인자는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가상화로 유연하고 설치가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트렌드로는 높은 다중 기기 보급률과 아무 네트워크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기대치 상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서버당 가상 컴퓨터와 워크로드를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이면, 모든 워크로드의 약 2/3 정도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광대역 유비쿼티의 중요성 그리고 광대역 유비쿼티와 클라우드 준비 현황 간의 관계도 고려합니다. 모바일 및 고정식 

연결 상의 기업과 소비자 트래픽에 대한 지역별 평균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와 지연을 근거로 할 때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기본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개선하면서 기업과 최종 사용자들이 기대하고 믿는 

고급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cloudindex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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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데이터 센터 트래픽 예측 방법 분석 프로그램

TOMORROW starts here

부록 A: 데이터 센터 트래픽 예측 방법

그림 15에서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트래픽을 예측하는 방법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워크로드 유형과 구현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존의 워크로드 기반으로 시작해 월간 워크로드당 바이트 값을 적용해서 현재와 미래의 트래픽을 산출합니다.

분석 데이터

몇몇 분석 업체와 국제 기관(Gartner, IDC, Informa, Ovum, ITU, United Nations 포함)에서 구한 데이터를 Global Cloud Index 분석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로드 유형과 구현 방식(클라우드냐 아니냐)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존의 워크로드 기반을 산출할 때 분석 

데이터를 반영했습니다. 이 분석 데이터는 서버 배송, 지정 워크로드 유형, 구현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isco는 기존의 

서버 사용자수를 비롯해 서버당 워크로드 수를 산출해 기존의 워크로드 기반을 계산했습니다.

측정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는 기업과 인터넷 센터 10곳에서 수집했습니다. 분석 대상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는 다양해서 3계층형도 있고 2

계층형도 있습니다. 3계층형 데이터 센터의 경우, 데이터를 네 지점에서 수집했습니다. 액세스 라우터와 수집 라우터 간의 연결, 수집 

스위치 또는 라우터와 사이트 또는 지역별 백본 라우터 간의 연결, WAN 게이트웨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2계층형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세 지점에서 수집했습니다. 액세스 라우터와 수집 라우터 간의 연결, WAN 게이트웨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기업 데이터 센터의 경우, 트래픽을 측정한 수집의 노스바운드(northbound)는 로컬 비즈니스 캠퍼스와 데이터 센터 외 트래픽도 주고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계층에서 전달하는 트래픽 양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간의 트래픽 대신 호스트 간의 대화를 통해 

트래픽을 측정해 데이터 센터 외 대화 내용을 배제시켜야 했습니다. 대화의 양쪽 끝에 있는 호스트는 위치와 유형별로 구분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고려하기 위해, 적어도 대화 한 쌍이 데이터 센터 수집 스위치나 라우터와 액세스 스위치나 라우터 간의 링크에 

나타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매월 40TB씩 트래픽을 분석했습니다. 연구는 2012년 9월을 끝으로 12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서에서도 봤듯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트래픽 산출 방법이 지난 Cisco Global Cloud Index 발표 이후 바뀌었습니다. 

이전 방법에는 클라우드 외 트래픽 범주에 속한 모든 스토리지 트래픽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에서는 클라우드 트래픽 

범주에 속한 클라우드 워크로드와 관련된 스토리지 트래픽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방법에서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스토리지 트래픽을 클라우드 트래픽으로 간주하지만 이전 방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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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isco VNI 및 Global Cloud Index

TOMORROW starts here

부록 B: Global Cloud Index 및 Visual Networking Index

Cisco Global Cloud Index와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는 서로 다른 예측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Cisco VNI는 인터넷과 IP 

WAN 네트워크를 지나는 트래픽 양을 예측하는 반면, Cisco GCI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트래픽을 예측합니다. Cisco VNI 예측은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 트래픽 그리고 Cisco GCI에 반영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 외 트래픽(여러 유형의 피어 투 피어 트래픽)을 반영합니다.

Cisco GCI는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 트래픽(Cisco VNI와 같음),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 데이터 센터 내 트래픽을 

반영합니다. Cisco VNI는 인터넷과 IP WAN 네트워크를 지나는 트래픽 양을 예측합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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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1년 다중 기기의 확산

그림 18. 2016년 다중 기기의 확산

TOMORROW starts here

부록 C: 다중 기기의 확산

이 백서를 보면 최종 사용자, 소비자, 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중 기기 사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런 현상은 사용자가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도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유비쿼터스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7과 18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중 기기 사용률이 증가하는 지역별 현황을 보여줍니다. 2011년에는, 사용자당 평균 고정식 

기기 수에서는 북미가, 사용자당 평균 모바일 기기 수에서는 중/동유럽이 각각 가장 높았습니다. 2016년에도 사용자당 평균 고정식 기기 

수에서는 북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사용자당 평균 모바일 기기 수에서는 서유럽이 근소한 차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당 모바일 및 고정식 평균 기기 수 모두 남미와 중/동유럽이 가장 높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모바일 기기 수 증가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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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Pv6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TOMORROW starts here

부록 D: IPv6 및 클라우드 트래픽

Cisco Global Cloud Index, 2011–2016에 따르면 향후 몇 년 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로 다중 기기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업무에 중대한 애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화식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접속하는 기업, 

공공기관,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각 기기나 노드마다(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M2M) IP 주소가 필요하지만 IPv4 주소 공간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v6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공해줍니다.

IPv6 클라우드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공급자들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 IPv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 연말 이전에 IPv6에서 최초의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국 연방 고객들에게 최초로 공급할 Cisco WebEx®

ㆍ 기본적으로 IPv6를 지원하는 Rackspace, Amazon, OVH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

ㆍ IPv6에서 400만 개에 이르는 도메인 이름을 호스팅 및 관리하는 StratoGen

ㆍ Google Gmail이나 GDoc과 같이 기업과 공공부문을 위해 IPv6에서 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ㆍ 인프라 전체에 걸쳐 IPv6를 구축해 기업 고객들에게 IPv6 캐싱 및 이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 공급자 

Akamai와 Limelight

그 밖에,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인기 많은 사이트를 포함해 클라우드를 지날 확률이 높은 웹 콘텐츠에서도 IPv6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Cisco IPv6 Lab은 120개국 이상의 주 500개 웹사이트를 추적해 IPv6에서 웹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그림 19).

예를 들면, 체코에서는 웹 페이지 중 59.4%를 IPv6에서 지원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52.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49%, 

미국은 43.8%입니다. 일부 국가 중에는 IPv6 웹사이트 가용성 측면에서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이를 테면, 

러시아(28.8%)와 중국(17.8%)이 이에 속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용자가 IPv6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의 비율이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일부 웹사이트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얼마 되지 않는 웹사이트들이 IPv6 상에서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콘텐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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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총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의 지역별 분포(단위: 백만)

표 5.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지역별 분포(단위: 백만)

표 6. 기존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의 지역별 분포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16

23.0 28.1 36.0 45.8 55.7 66.7 24%

2.2 2.7 3.6 4.9 6.4 8.0 29%

2.3 3.0 4.4 6.4 8.7 11.4 38%

1.0 1.3 2.0 3.0 4.6 6.8 48%

26.4 31.5 36.5 40.0 43.4 47.1 12%

16.3 20.1 25.6 31.5 36.3 40.7 20%

출처: Cisco Analysis, 2012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16

6.7 10.6 16.2 23.2 31.2 40.6 43%

0.7 1.0 1.7 2.5 3.7 5.0 50%

0.7 1.1 2.0 3.3 5.0 7.2 60%

0.3 0.5 0.9 1.5 2.6 4.2 73%

8.1 12.5 17.1 21.0 25.1 29.7 30%

4.9 7.8 11.7 16.2 20.7 25.4 39%

출처: Cisco Analysis, 2012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16

16.3 17.4 19.8 22.6 24.5 26.0 10%

1.6 1.7 2.0 2.4 2.7 3.0 14%

1.6 1.8 2.3 3.0 3.6 4.2 21%

0.7 0.8 1.1 1.5 2.0 2.6 30%

18.3 19.0 19.3 19.0 18.2 17.4 -1%

11.4 12.4 13.8 15.3 15.6 15.3 6%

출처: Cisco Analysis, 2012

TOMORROW starts here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은 전원을 켰을 때 IPv6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성능입니다. Cisco VNI 2011–2016 Update의 

예측 결과를 보면, 2016년이 되면 고정식 및 모바일 기기 중 40.3%가 IPv6를 지원하게 될 전망인데, 2011년에 10억 3천만 대이던 기기 

수가 2016년이 되면 76억 대로 늘어나 CAGR이 49%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보급률과 IPv6 지원 결과를 고려해볼 때, 문제는 ‘IPv6 클라우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기업들이 기회를 활용할 준비를 미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IPv4 희소성의 시대에 사용자들이 IPv6 또는 공유 IPv4를 이용해 접속하게 되면서 엔드 투 엔드 IPv6 연결을 이용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해서 IPv4 주소 공유 메커니즘이 초래하던 성능, 보안, 사용자 경험상의 문제를 피하려는 클라우드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든 클라우드 공급자든 모두 클라우드나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액세스할 때 IPv6 연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Alian Fiocco, Cisco IPv6 High Impact Project 선임이사.

부록 E: 지역별 워크로드 분포

표 4, 5, 6에서는 유형 및 지역별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보여줍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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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단위: EB)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011–16

216 375 554 793 1,116 1,541 48%

21 36 57 87 131 190 55%

21 40 69 114 181 273 66%

8 17 30 53 94 161 79%

261 439 584 720 901 1,126 34%

156 274 400 557 743 964 44%

TOMORROW starts here

부록 F: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

표 7은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성장률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출처: Cisco Analysis, 2012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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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역별 클라우드 준비 현황

네트워크 부문 지역   

고정식 기업   8,190 5,433 215

          11,477 7,635 73

          7,606 6,809 117

          2,349 976 442

          9,420 7,538 93

          15,755 11,305 94

     기업 평균  10,056 7,505 154

     소비자  9,367 6,790 76

          9,119 5,967 59

          3,919 989 92

          3,457 1,021 120

          10,588 2,714 62

          11,610 2,515 58

     소비자 평균  9,469 4,490 70

고정식 평균      9,438 4,514 70

모바일 기업  2,955 1,680 347

          3,143 1,784 309

          2,907 763 231

          1,677 666 388

          2,432 963 248

          3,136 1,461 264

     기업 평균  2,919 1,443 266

     소비자  1,670 757 449

          2,130 927 197

          1,222 585 247

          1,922 727 323

          3,315 1,563 179

          2,651 1,152 142

     소비자 평균       2,209 967 231

모바일 평균            2,218 964 229

출처: Cisco Analysis, 2012  

TOMORROW starts here

부록 G: 지역별 클라우드 준비 현황 요약

표 8은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지연을 고려해 지역별 클라우드 준비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GCI Supple-

me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평균 다운로드
속도(kbps)

평균 업로드
속도(kbps)

평균 지연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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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1년 지역별 광대역 보급률 (비율은 지역당 광대역 액세스 사용자 수를 나타냄)

표 10. 2016년 지역별 광대역 보급률 (비율은 지역당 광대역 액세스 사용자 수를 나타냄)

지역 인구 (2011)

815,516,524 (21%) 627,271,466 (16%) 3,880,762,984

92,426,466 (19%) 67,546,558 (14%) 491,195,658

141,743,264 (23%) 79,083,243 (13%) 605,241,915

223,884,843 (17%) 74,891,178 (6%) 1,305,228,573

226,280,637 (63%) 106,975,042 (30%) 360,824,514

252,360,141 (58%) 111,968,203 (26%) 434,200,925

출처: Cisco Analysis, 2012

지역

1,130,347,660 (28%) 1,689,910,551 (42%) 4,066,889,702

113,441,563 (23%) 210,862,009 (42%) 498,003,945

178,876,168 (28%) 251,529,890 (39%) 639,071,873

350,433,532 (24%) 426,103,680 (29%) 1,458,984,051

232,197,863 (62%) 216,644,001 (58%) 376,433,836

269,376,918 (61%) 247,291,265 (56%) 442,81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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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광대역 유비쿼티

표 9와 10은 2011년과 2016년 지역별 광대역 보급률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011년에 Global Cloud Index가 처음 공개된 이후 광대역 

및 인터넷 유비쿼티 산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의 자체 예측에서는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광대역 회선 수와 가정당 

평균 사용자수를 산출한 다음 국가별 예측 값을 통신회사의 기록에 따른 국가별 데이터와 비교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측면에서는 가입자 대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에 초점을 맞추어 중복 반영을 차단합니다(여러 번 가입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

고정식 광대역 가입
건수(2011)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수(2011)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인구 (2016)

출처: Cisco Analysis, 2012

고정식 광대역 가입
건수(2016)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 수(2016)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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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별 다운로드 및 업로드 최대 속도

네트워크 부문 지역   

고정식 기업   100,418 85,023

          931,107 663,801

          43,318 59,257

          145,720 97,122

          61,237 479,006

          218,480 243,480

     소비자  34,118 130,832

          44,141 315,950

          15,280 166,218

          15,798 136,316

          36,096 246,634

          49,618 406,175

모바일 기업  16,634 21,166

          21,835 19,736

          32,889 33,216

          16,992 18,085

          10,894 36,252

          15,485 16,068

     소비자  5,273 19,152

          7,563 13,414

          3,969 13,600

          5,577 9,240

             18,172 42,198

          8,479 16,357

출처: Cisco Analys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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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지역별 다운로드 및 업로드 최대 속도

측정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최대 속도는 표 1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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