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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Realty는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 용량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급자로서1 

기술 인프라의 구축, 배치 및 운영 방식에 있어 고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들은 전 

세계에서 당사 플랫폼을 통해 가장 복잡한 인프라, 연결 및 워크로드 이용 사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사례에는 네트워크 피어링, 하이퍼스케일, 짧은 대기 시간, 고성능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 

지능이 포함됩니다. 

최근 당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중요 동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당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계 경제 포럼, UN부터 글로벌 컨설팅 

및 시장 조사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타사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기업 성장 영향을 측정, 정량화 및 판별할 수 있는 공식을 개발했으며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 방법은 각 대도시에 소재지를 둔 글로벌 2000대 기업의 수천 가지 특성과 GDP, 인구, 

직원 수, 기술 통계, 테그노그래픽스(technographics), IT 비용, 평균 대역폭과 대기 시간 및 데이터 

흐름 등 각 대도시의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당사는 업계 간 논의를 촉진하고 이 새롭고 중대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 전략을 바꾸고 있는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 고객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연례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개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증가의 강도와 중력을 측정하는 전역 예측 

도구인 Data Gravity Index DGx™를 소개합니다. 

Data Gravity Index™ 개요

본	문서의	모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및	그래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최대	범위까지	Digital	Realty	Trust,	Inc.가	소유하고	허가합니다.	귀하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복사,	재생,	수정,	배포,	전시,	공연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451 Research, Market Forecast, Leased Datacenter Global Providers, 2020. 
데이터센터 용량은 데이터센터 수와 운영 면적(평방 피트)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측정되었습니다. 

Digital Realty 소개
Digital Realty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 배치 및 상호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합니다. PlatformDIGITAL®은 

전역 데이터 센터 플랫폼으로,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력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초와 입증된 Pervasive 

Datacenter Architecture PDx™ 솔루션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은 전 세계 6개 대륙, 22개국, 47개 대도시, 280개 시설에 분산되어 있는 

Digital Realty의 전역 데이터 센터를 통해 중요한 연결 커뮤니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igital Real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realty.com을 참조하거나 

LinkedIn과 Twitter에서 Digital Realty를 팔로우하십시오. 

A DIGITAL REALTY COMPANY
Digital	Realty	및	Brookfield	Infrastructure	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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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 창출 및 전달 

방식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키텍처 필요 
기업 성공을 위해 기업은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고객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통해 

모든 채널, 부서 및 여러 비즈니스 소재지에서 고객, 파트너, 

직원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중력은 장벽 
데이터 중력은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 성능을 억제하고 보안 

문제와 비용 증가를 야기합니다. 여기에 규제 요구 사항과 

다른 인공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데이터 중력으로 인해 물리학 법칙과 IT 법칙을 결합하여 

기업이 채택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지원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의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필요한 프록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문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로의 전환 요구 
데이터 중력은 트래픽 흐름을 반전시켜  

사용자,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를 

비공개 호스팅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데이터 중력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 역할 확대
이러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를 구현하려면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 모두 인프라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개별적인 위치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러한 배포 패러다임이 가능해집니다. 

글로벌 2000대1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중력을 최초로  
측정 및 정량화했습니다.

1. 포브스지에서 매년 선정하는 세계 2000대 상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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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매스(Data	Mass)		

축적(저장	또는	보관)된	데이터

데이터	활동(Data	Activity)	

유동(생성,	상호	작용)	데이터	

대역폭	

해당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대역폭	총계

대기	시간	

해당	위치와	다른	모든	위치	

간의	평균	대기	시간

데이터 중력1 지수 공식2

전역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생성,	집계	및	비공개	교환을	측정하는	방법.
데이터	중력	계산

대역폭은	데이터	중력의	승수입니다.		

대역폭이	크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대기	시간은	데이터	중력의	억제	요인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Data Gravity Index DGx™   I  digitalrealty.com ©2020 Digital Realty Trust®, Inc. 

1. Dave McCrory, Data Gravity in the Clouds, Dec. 2010  
2. Digital Realty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Sept. 2020

데이터
질량

데이터
활동

대역폭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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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력 지수 점수 
데이터 중력 지수 점수는 전 세계 21개 대도시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증가 세기와 그 중력을 측정합니다. 이 점수는 초당 

기가바이트 수로 측정되며 데이터 생성, 집계 및 처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록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중력 점수는 초당 기가바이트 수로 측정되며 실제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주

뉴욕  
데이터 중력 
점수
79.61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도쿄 데이터 
중력 점수
80.32

런던 데이터  
중력 점수
167.05

데이터	중력	점수는	권위	있는		
13개	정보원에서	수집한		
G2000	기업의	1,000가지	이상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퍼모그래픽

(Firmographic)	데이터

• 산업	분야

• 직원	데이터

• 매출	데이터

• 위치	데이터

• 기업	항목

테크노그래픽

(Technographic)	데이터

• IT	비용

• 선호	벤더

• 네트워크	트래픽	배포

• 네트워크	PoP

•	DC	PoP

•	클라우드	PoP

산업	벤치마크	

•	데이터	생성/전송	속도

•	액세스	방법,

사용자	유형,	위치,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대기	시간

•	증가	속도

•	클라우드	사용

•	네트워킹	서비스

•	분산	서비스

•	데이터	기술

• 끝점,	사용자	기기	

•	애플리케이션	이용	사례

그림 1, 2 및 3.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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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및		

구조화되지	않은		

저장소

상호	작용	및	트랜잭션

데이터 중력의 토대가 되는 연속 데이터 생성 수명 주기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사용자와	끝점을	지원하면서	
데이터	생성과	교환도	증가합니다.	

2022년까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50%	이상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사람	및	사물

데이터 
생성

데이터 
처리

데이터  
집계 및 교환

데이터  
강화

그림 4. 데이터 생성 수명 주기,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파일과	메시지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동시	상호	
작용	및	트랜잭션을	야기합니다.

이	21개	대도시의	G2000	기업에서	새로운	디지털	
워크플로를	처리하려면	2024년까지	8,960
페타플롭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2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프레젠테이션,	교환	및	규격	
저장소에	맞게	수집되고	형식화되어야	합니다.

21개	대도시	내	G2000	기업은	2024년까지	집계	
및	교환에	초당	총	496테라바이트	속도로	저장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3

기업은	분석,	기계	학습	및	AI를	통해	워크플로	
인텔리전스를	수용합니다.

2022년까지	CIO	65%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를	
자사	ERP	전략에	통합할	예정입니다.4

1. Gartner, Infrastructure is Everywhere, ID #G00384194 
2. Digital Realty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Sept. 2020 
3. Digital Realty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Sept. 2020 
4. Gartner, 100 Data and Analytics Predictions Through 2024, ID #G00721868 

분석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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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력을 증폭시키는 거시적 동향

동향

원인

전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세계의 데이터 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엔터프라이즈에  

상주할 것입니다1.

집계 및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볼륨이 증가합니다.

출처: 1IDC #US44413318, Data  
Age 2025, The Digitization of the World 

From Edge to Core, November 2018

디지털 기반 상호 작용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의  
디지털화 증가 

디지털 기반 상호 작용  

중요성이 물리적 상호  

작용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3.

전역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교환 규모가 증가합니다.

출처: 3McKinsey, B2B Decision  
Maker Pulse Survey, April 2020

데이터 현지화

로컬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한 법률 및 규제  

정책 확대 

2022년까지 IT 리더 87%가  

규정 준수를 위해 고객 및 트랜잭션  

데이터의 로컬 복사본을 유지 관리합니다4.

데이터 집계에 사용되는  

 엔터프라이즈 위치 수 증가

출처: 4451 Research , Infrastructure  
Imperative – IT Leader Survey,  

November 2019

사이버—물리 

물리적 및 디지털 

보안 시스템 통합으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2023년까지 보안 제품의  
70%가 IT-OT-IOT  

시스템을 통합합니다5. 

데이터 생성 및 교환 

유형과 규모 증가

출처: 5Gartner, Emerging  
Technology Analysis- Cyber-Physical  

Security. ID: G00726994

 

인수 합병

세계화가 규모 확장을 위한 기업 

M&A를	가속화합니다. 

M&A 규모가 2021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2.

데이터 교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소스 수가 증가합니다.

출처: 2Goldman Sachs, BRIEFINGS  
Newsletter June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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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력이 G2000 기업의 방해 요인이 되는 이유
글로벌 2000대 기업은 데이터 중력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IT 인프라와 네트워킹 분야에 연간 2조 6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1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끝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G2000 기업 
IT 종합 프로필1,2,3,4,5,6,7,8

• 사업장이 있는 국가 13개국 이상

• 상위 21개 대도시에 있는 사업부 

19000개

• 인터넷 접속 포인트(PoP) 36개 이상 

• 데이터센터 PoP 7000개 이상

• 직원 1억명 이상

• 애플리케이션 11백만 개 이상

• SAAS 애플리케이션 57000개 이상

• 연간 IT 및 네트워크 비용 2조 6천억 

달러 이상

• 연간 IAAS 비용 180억 달러 이상

• 연간 PAAS 비용 80억 달러 이상

• 연간 SAAS 비용 400억 달러 이상

• 연간 배치 비용 70억 달러 이상

1. Gartner, Digital Realty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2. HG Insights, 3. Intricately, 4. Synergy Research, 5. Gartner, 6. IDC, 7. Telegeography, 8. Digital Realty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그림 5, 6 및 7.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미주

뉴욕  
데이터 중력 
점수
79.61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도쿄 데이터 
중력 점수
80.32

런던 데이터  
중력 점수
1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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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모든 지역과 대도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데이터 중력 강도는 초당 기가바이트 수로 측정되며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총 증가율이 1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관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전역 데이터의 대다수를 집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대도시 결합체 간 독특한 유인율(attraction rate) 공유. 특정 두 대도시 결합체 간에서는 서로 간에 흐름이 동일하며 이 

경우 대도시 내부의 데이터 중력 강도는 물론 해당 대도시 간 유인율도 직접적인 증가세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 

간 디지털 기반 상호 작용의 중요성이 변화하면서 데이터 교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터 생성, 처리 및 저장의 퀀텀 컴퓨팅 수준 근접. 2024년까지 G2000 기업에서는 초당 110만 기가바이트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에 따라 연간 15,635엑사바이트 데이터 저장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글로벌 기업은 중요 

데이터의 로컬 복사본을 유지하여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글로벌 기업에게는 데이터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및 연결된 커뮤니티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백홀 

아키텍처로는 여러 내부/외부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 로컬 데이터 복사본 및 각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의 성능 분석 

실행 능력 등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중력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중력은 엔터프라이즈 간의 연결된 커뮤니티 

접근 방식, 연결, 데이터 교환 센터에서 코어, 클라우드 및 에지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공급자를 필요로 하며 전 세계 

각 사업장에서 안전한 하이브리드 IT 및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를 구현해야 합니다. 

1

2

3

4

Data Gravity Index DGx™는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데이터 중력 강도를  

측정, 정량화 및 예측합니다.

개요								서문								소개								예측								의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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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2024년까지의	지역,	대도시,	대도시	간	교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생성,	처리	및		
저장소별로	데이터	중력	지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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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예측
모든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데이터 중력 강도는 초당 

기가바이트 수로 측정되며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총 증가율이 1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관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전역 데이터의 대다수를 집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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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Gravity Intensity Global Forecast1,2

139%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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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중력 강도는 데이터 중력 지수 공식 (DM x DA x BW) / L2 로 계산됩니다.
2. 데이터 중력 강도는 데이터 중력 지수 점수로 정의됩니다.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8.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연도

초
당

 기
가

바
이

트

데이터 중력 강도 글로벌 예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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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22 2023 2024

Data Gravity Intensity Regional Forecast1,2

APAC 153% CAGR

EMEA 133% CAGR

NA 137% CAGR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Re
gi

on

Gigabytes Per Second

12,000.00 14,000.00

지역 예측
모든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데이터 중력 강도는 초당 기가바이트 

수로 측정되며 2024년까지 각 지역의 연간 총 증가율이 13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예측

•  2024년까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21개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중력 강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개 대도시 중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중력 강도가 북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21개 대도시 중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데이터 

중력 강도가 북미 지역의 약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9.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1. 데이터 중력 강도는 2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력 지수 공식 (DM x DA x BW) / L2 를 통해 계산됩니다.
2. 데이터 중력 강도는 데이터 중력 지수 점수로 정의됩니다.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초당 기가바이트

지
역

데이터 중력 강도 지역 예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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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Gravity Intensity Metro Forecas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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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CAGR

164% CAGR
대도시 예측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가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대도시(내림차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I   홍콩   I   댈러스   I   시드니   I   시애틀   I   도쿄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과 다양한 연결 옵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및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글로벌 기업을 연결해주는 국제 금융 및 

무역 허브이자 관문입니다.

댈러스는 글로벌 및 지역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는 우수한 비즈니스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을 

연결해주는 관문입니다.

시드니는 접근성이 훌륭한 관문이자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시애틀에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해줍니다.

도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도시 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도시입니다.

그림 10.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1. 데이터 중력 강도는 데이터 중력 지수 공식 (DM x DA x BW) / L2 로 계산됩니다.
2. 데이터 중력 강도는 데이터 중력 지수 점수로 정의됩니다.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초당 기가바이트

상
위

 2
1
개

 대
도

시

데이터 중력 강도 대도시 예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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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간 예측
글로벌	대도시	간	중력

2020년 10대 연결 대도시
유인 대도시 A 대도시 B

 14,344.22  런던 암스테르담

 12,162.51  파리 런던

 7,604.18  워싱턴 D.C. 뉴욕

 4,533.48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1,611.46  프랑크푸르트 파리

 1,211.34  런던 프랑크푸르트

 1,109.79  상하이 베이징

 420.32  뉴욕 실리콘밸리

 386.90  뉴욕 런던

 369.07  더블린 런던

두 대도시 결합체 간 독특한 유인율(attraction rate) 공유. 특정 두 대도시 결합체 간에서는 서로 간에 흐름이 

동일하며 이 경우 대도시 내부의 데이터 중력 강도는 물론 해당 대도시 간 유인율도 직접적인 증가세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 간 디지털 기반 상호 작용의 중요성이 변화하면서 데이터 교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  런던-암스테르담이 2020년과 2024년 모두 1위입니다. 런던은 국제 기업들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이며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 허브입니다. 무엇보다 금융 및 

무역 목적으로 데이터가 교환되며 그에 따라 매우 높은 유인율이 나타납니다.

2. 파리-런던이 2020년과 2024년 모두 2위입니다.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금융 

중심지이자 해당 국가의 수도입니다. 다양한 G2000 기업이 활동하는 만큼 결합 데이터의 공유 및 생성에 따라 

유인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3. 홍콩과 도쿄의 두 도시간 유인율은 2024년에 10위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은 무역이 활발한 

대규모 금융 중심지이자 중국의 관문입니다. 도쿄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많은 제조 시설을 

갖춘 금융 중심지로, 이 곳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10위 안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11 및 12.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1. 대도시 간 유인율은 데이터 질량(Data Mass)과 데이터 활동(Data Activity) 수치를 모두 더하고 대역폭을  
곱한 후 그 값을 두 도시 간의 대기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2.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024년 10대 연결 대도시
유인 대도시 A 대도시 B

 387,160.00  런던 암스테르담

 351,187.93  파리 런던

 220,339.51  워싱턴 D.C. 뉴욕

 167,647.26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54,800.54  프랑크푸르트 파리

 34,162.12  베이징 상하이

 27,464.84  런던 프랑크푸르트

 12,193.56  뉴욕 실리콘밸리

 11,183.59  뉴욕 런던

 10,795.09  홍콩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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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21개 대도시의 G2000 기업에서  

초당 110만 기가바이트 데이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00

2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2020 2021 2022 2023 2024

Calculating Enterprise Data Creation (Gigabytes Per Second) 1,2

521,611

669,708

859,860

1,104,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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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65

그림 13.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데이터 중력  
강도 정량화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생성

1. 데이터 생성량은 G2000 기업 직원과 끝점 모두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연도

초
당

 기
가

바
이

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생성량 계산(초당 기가바이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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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21개 대도시의 G2000 기업에서 새로운 디지털 워크플로를 

처리하려면 8.96엑사플롭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 14.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데이터 중력  
강도 정량화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처리

1. AI 및 ML, 분석, TFLOP당 비용 및 기타 요인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중심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G2000 엔터프라이즈 IT 처리량을 분석하여 데이터 처리량을 산정했습니다.
2.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대도시 2020  2024
암스테르담 154.51  185.67 

베이징 1,598.23  1,920.55 

시카고 211.90  254.63 

댈러스 250.34  300.82 

더블린 127.22  152.87 

프랑크푸르트 64.99  78.10 

홍콩 237.51  285.40 

런던 693.31  833.13 

로스앤젤레스 130.28  156.55 

멕시코시티 48.16  57.87 

뉴욕 796.67  957.34 

파리 420.82  505.69 

상파울루 48.14  57.85 

시애틀 227.47  273.35 

서울 193.99  233.11 

상하이 172.79  207.64 

실리콘밸리 587.94  706.51 

싱가포르 101.40  121.85 

시드니 148.92  178.95 

도쿄 1,054.97  1,267.73 

워싱턴 DC 187.53  225.34 

 7,457.06  8,960.96 

2020~2024년 대도시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처리(pFLOP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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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ng Enterprise Data Storage Growth (Exabyt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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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21개 대도시의 G2000 기업에서는 연간 

15,635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저장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15.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데이터 중력  
강도 정량화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저장소

1. 데이터 저장소는 저장소 용량, 증가 및 연간 엔터프라이즈 저장소(HDD, SSD 및 테이프) 배포 속도를 고려하여 21개 대도시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점수 산정과 해당 데이터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연도

엑
사

바
이

트
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저장소 증가 계산(엑사바이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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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센터 

의미 1 –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 필요  

제한적인	아키텍처	 반전	필요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배포

현재의 백홀 아키텍처로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중력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   여러 내부/외부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규정 준수를 위한 로컬 데이터 복사본 유지 관리
•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성능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동시 다중 

데이터 집합 분석 실행 

데이터 중력 장벽을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   아키텍처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
•  트래픽 흐름 반전, 상호 연결 활용 및 클라우드와 사용자를 데이터로 이동 
•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광속 및 데이터 중력 성능 제한 조건 제거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데이터 중력을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험 감소 – 안전하게 데이터 교환 
•  비용 절감 – 대역폭 및 중복 인프라 감소
•  수익 증대 – 무한대의 데이터 분석 성능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송

클라우드를  
데이터로 이동

저속으로  
데이터 수신

사용자를  
데이터로 이동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용량

에지 
사용자와 사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용량

에지 
사용자와 사물

현재의 백홀 아키텍처로는 여러 내부/외부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 로컬 데이터 복사본 및 각 전역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의 성능 분석 실행 능력 등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중력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키텍처에서는 중립적인 다중 테넌트 데이터 센터 내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배포되는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로의 반전을 통해 비공개 및 공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 16. 데이터 중력 지수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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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 연결된 커뮤니티 접근 방식 필요 
데이터 중력에는 기업, 연결, 클라우드 및 콘텐츠 공급자 간의 연결된 커뮤니티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 교환 센터에서 코어, 클라우드 및 에지를 통합하여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에서 배포되고 글로벌 기업의 사업장에서 안전한 데이터 중심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를 구현합니다. 

클라우드 상호 연결 다중 테넌트 데이터센터 배포 인터넷 접속 포인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용량

클라우드

데이터 
교환 센터 

연결된  
데이터 커뮤니티

에지

사용자,  
장치, 사물

그림 17. 데이터 중력 지수(2020년 9월)

새로운
시장 추가 

진입로(ON-
RAMP) 진화

하이브리드  
제안 구축

네트워크 

재연결

데이터 교환 
최적화

하이브리드  
제어 구현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제안 구축

새로운  
관리 서비스
추가

새로운
인터넷 접속  
포인트 추가

클라우드 및 콘텐츠 공급자 엔터프라이즈  연결 공급자 

이용  
사례

개요								서문								소개								예측								의미								방법								

Data Gravity Index DGx™   I  digitalrealty.com ©2020 Digital Realty Trust®, Inc. 21

Data 
Gravity
Index™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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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Gravity Index DGx™는 전 세계 21개 대도시에서 

지속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량화 및 예측하는 공식으로, 

현재 특허 출원 중 있습니다.

수천 가지 특성 분석

데이터 중력 지수 방법은 각 대도시에 소재지를 둔 글로벌 

2000대 기업의 수천 가지 특성과 GDP, 인구, 직원 수, 기술 

통계, 테그노그래픽스(technographics), IT 비용, 평균 

대역폭과 대기 시간 및 데이터 흐름 등 각 대도시의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데이터 질량 및 데이터 활동 해석

각 대도시의 데이터 크기와 유인율은 데이터 질량 수치와 

데이터 활동 수치를 구해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평균 

대역폭으로 곱한 후 해당 평균 대기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도시 간 데이터 중력 계산

대도시 간 데이터 중력은 데이터 질량과 데이터 활동 수치를 

모두 더하고 대역폭을 곱한 후 그 값을 두 도시 간의 대기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생성 수명 주기 계산

데이터 생성량은 G2000 기업 직원과 끝점 모두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AI 및 ML, 분석, TFLOP당 비용 및 기타 

요인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중심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G2000 엔터프라이즈 IT 처리 요구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저장소 용량, 증가 및 연간 엔터프라이즈 

저장소(HDD, SSD 및 테이프) 배포 속도를 고려하여 21개 

대도시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방법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데이터	중력	측정	시스템

데이터 질량(Data Mass)   
일정	기간	동안	대도시	내에	저장되는	

예상	데이터	양.

데이터 활동(Data Activity)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대도시 내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작용 규모.

대역폭  
대도시 내 또는 두 대도시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평균 대역폭 양.

대기 시간   
모든 대도시와 단일 대도시 간 또는  

두 특정 대도시 간의 평균 대기 시간.

데이터 중력 지수 개발을 위해 HG Insights, Intricately, 
Synergy Research Group, Telegeography, PeeringDB, 
WonderNetworks , Dotcom-Monito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kipedia, 
Google 지도, Worldometer, US. Census, DataUS.io, IDC, 
451 Research, Gartner, McKinsey, PWC, Accenture, 세계 
경제 포럼, UN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참조 및/또는 
고려했습니다. 

23

대기 시간대역폭데이터 
활동

데이터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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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vasive Datacenter  
Architecture(PDx™) 라이브러리
• PDx 방법

• 청사진

• 설계 가이드

• 솔루션 요약

DigitalRealty.com/PDx-Library

이 새롭고 중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업계 최초 보고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datagravity@us.digitalrealty.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데이터 중력 통찰력 허브
• 통찰력

• 동영상

• 온라인 행사

• 시각화 도구

• 새 버전 출시

DigitalRealty.com/Data-Gravity-Index

Digital Realty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 배치 및 상호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합니다. PlatformDIGITAL®은 전역 데이터 센터 플랫폼으로,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력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초와 입증된 Pervasive Datacenter Architecture PDx™ 솔루션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은 전 세계 6개 대륙, 22개국, 47개 대도시, 280개 시설에 분산되어 있는 Digital Realty의 전역 데이터 

센터를 통해 중요한 연결 커뮤니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igital Real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realty.com을 참조하거나 LinkedIn과 Twitter에서 Digital Realty를 팔로우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데이터	중력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도록	새로운	기능	제공

연락처

미국 및 남미 +1 877 378 3282

아시아 태평양 +65 65053900

 
EU - 런던 +44 (0)207 954 9100

EU - 암스테르담 +31 (0)88 678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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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문서의 내용과 Digital Realty의 서비스는 귀하와 Digital Realty 간의 최종 합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와 "사용 가능한 경우" 제공됩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Digital 

Realty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인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모든 진술과 보증을 부인합니다. Digital Realty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수익 손실, 이용 손실, 사업 

중단 또는 Digital Realty가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귀하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콘텐츠, 제품 또는 다른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의 간접적, 특수, 부수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는 어떠한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에는 변경될 수 있는 위험 및 불확실성과 관련 있고 정보원 및 기타 중대한 동향의 변화를 포함하여 실제 성과와 결과의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내부 기대, 예측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igital 

Realty 또는 그 계열사는 데이터 중력 지수의 개별 요소 또는 관련된 진술 또는 예측의 성공 가능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어떤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략 또는 예상의 실제 이행 여부는 보증되지 않는 향후 이벤트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이벤트 중 일부는 Digital Realty의 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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