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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13개의 
DBaaS 공급업체
Forrester가 평가한 상용 및 오픈 소스 DBaaS 
공급업체 중에 3개는 리더 기업 , 5개는 우수 기업 , 4
개는 경쟁 기업 , 1개는 추격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동화 , 저가 , 보안 및 성능 기능을 찾고 있는 EA 
전문가
DBAaS 시장은 더 많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 
전문가들이 DBAaS를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차별화 요소인 확장성 , 성능 , 자동화 및 가용성
당사가 확인한 리더 기업들은 대형 성능 및 규모를 
지원하고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 우수 기업은 해당 리더 기업과 
함께 열기를 올렸고 경쟁 기업은 서비스를 늘려 
자동화와 간소화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목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DBaaS)는 모든 조직이 새롭고 
증가하는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플랫폼은 EA 전문가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프로비저닝 , 
무한한 탄력적인 확장 및 지속적인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Forrester는 Amazon Web Services 
(AWS), CenturyLink, Citus Data, ClearDB, 
EnterpriseDB, Google, IBM, Microsoft, MongoDB, 
Oracle, Rackspace, Redis Labs 및 SAP 등 13개의 
DBAaS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30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



2

4

7

13

© 2017 Forrester Research, Inc. 견해는 해당 시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 Forrester®, 
Technographics®, Forrester Wave, TechRadar 및 Total Economic Impact는 Forrester Research, Inc.
의 상표입니다 .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 무단 복사 또는 전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 
Citations@forrester.com 또는 +1 866-367-7378

Forrester Research, Inc., 60 Acorn Park Drive, Cambridge, MA 02140 USA
+1 617-613-6000 | 팩스 : +1 617-613-5000 | forrester.com

목차
모든 기업에 중요해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DBaaS의 큰 발전

계약에서 보장된 것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평가 개요

평가 대상 공급업체 및 포함 기준

공급업체 소개

리더 기업

우수 기업

경쟁 기업

추격 기업

보조 자료

관련 연구 문헌
Forrester Wave™ : Big Data NoSQL, 2016년 3분기

Forrester Wave™ : Document Stores, 2016년 3분기

Forrester Wave™ : In-Memory Databases, 2017년 
1분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전문가용

Forrester Wav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017년 2분기
자동화 , 저비용 및 유연성으로 채택 확대

노엘 유한나
와 진 레간자 및 에밀리 밀러
2017년 4월 24일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RES125643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RES125581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RES132143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RES132143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BIO852
http://www.forrester.com/go?objectid=BIO794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전문가용
Forrester Wav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017년 2분기

2017년 4월 24일

© 2017 Forrester Research, Inc. 무단 복사 또는 전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  
Citations@forrester.com 또는 +1 866-367-7378

2

자동화 , 저비용 및 유연성으로 채택 확대

모든 기업에 중요해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민첩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대를 거는 EA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DBaaS는 급변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자동화 된 프로비저닝 , 백업 , 탄력적 인 규모 및 
통합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리포지토리를 제공하여 트랜잭션 , 운영 또는 분석의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공급자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리소스를 계산하여 고객 중심 또는 내부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발생하는 많은 운영 문제를 추상화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기타 기술 리소스 필요없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 관리 , 백업 , 복구 , 가용성 , 보안 및 확장성을 자동화합니다 . 또한 DBaaS는 사내 
구축 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증가하는 사용자 및 
워크로드 증가를 충족하도록 탄력적인 규모를 지원하며 ,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고 향상된 고객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DBaaS의 큰 발전

Forrester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신규 및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통찰력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 안전하고 및 
확장 가능한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배포는 중소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 오늘날 수백 개의 대기업이 테라바이트 규모의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인프라 의사 결정자 중 약 28%가 이미 DBaaS 배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Forrester는 이 수치가 앞으로 4년 동안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림 1 참조 ). 
또한 전 세계 데이터 및 분석 의사 결정자의 43%는 자사가 전년도 배포보다 5% ~ 10%의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관리 투자를 늘릴 것이며 16%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2 참조 ). 조직에서 
지원하는 사용 사례 유형은 테스트 및 개발 , 백업 , 아카이빙 및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배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조직에서 배포하는 주요 DBAaS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비자 맞춤형 앱 . 지금은 고객의 시대이며 고객 지식은 모든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Facebook, LinkedIn 및 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소비자 생성 콘텐츠가 이미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 DBaaS는 소비자 개인화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고객 데이터를 
저장 , 처리 및 액세스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사물 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 . DBaaS를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설계자가 클라우드의 연결된 장치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IoT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비에 수백 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는 DBaaS 기반 데이터에서 클라우드의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앱 . 오늘날 많은 모바일 앱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 트랜잭션 시스템 및 로그 파일과 같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필요로합니다 .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데이터를 저장 , 처리 및 액세스하기위한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빠른 배포를 지원합니다 . 또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계절별 
사용 요구 사항을 지원하거나 예기치 않은 작업량 증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전문가용
Forrester Wav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017년 2분기

2017년 4월 24일

© 2017 Forrester Research, Inc. 무단 복사 또는 전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  
Citations@forrester.com 또는 +1 866-367-7378

3

자동화 , 저비용 및 유연성으로 채택 확대

 › LOB(비즈니스 라인 ) 협업 . 각 부서가 이전보다 더 자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및 비즈니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DBaaS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LOB를 
협업하는 데 도움이되며 , 인터넷 브라우저나 스마트 폰 , 태블릿 및 웨어러블을 기반으로 하는 앱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 EA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핵심 애플리케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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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A 전문가 , 2017년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투자 확대 중

계약에서 보장된 것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공급업체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조직은 DBaaS 배포에 대한 현재의 가용성에 만족합니다 . 이것은 이들이 광고하는 SLA
보다 더 높은 가동 시간을 제공한다는 업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1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SLA가 실제 가용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SLA에 명시된 내용 외에 공급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AWS는 Amazon RDS SLA에서 99.95%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 그러나 AWS는 Aurora 용 Amazon 
RDS가 모든 장비에서 99.999%의 가용성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2 일부 공급업체는 SLA 상태보다 가용성이 
떨어지며 관련된 환불이 가동 중단 비용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평가의 점수는 주로 
공급업체의 가동 시간 주장과는 상반되게 계약에 보장된 SLA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EA 전문가들은 DBaaS 
공급업체와 현재 서비스 가동 시간과 SLA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크레딧 또는 월별 청구서 할인 
등의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가용성이 99.999% 이상인 SLA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복제뿐 
아니라 여러 가용성 영역 또는 지역에 여러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복원력이 뛰어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배포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평가 개요
Forrester는 DBaaS 시장 상태를 평가하고 여러 공급업체를 서로 비교하고자 상위의 DBaaS 공급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 이전의 조사 내용과 사용자 요구 평가 , 공급업체와 전문가 인터뷰를 검토한 후에 3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한 30가지의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

 › 현재 서비스 . 각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DBaaS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각 솔루션의 아키텍처 및 
운영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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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 우리는 신흥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DBaaS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  
각 공급업체의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각 공급업체의 시장 진입 접근 방식 , 이행 및 방향 전략을 평가했습니다.

 › 시장 점유율 .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기 위해 각 DBaaS 제공 업체의 회사 재무 , 입양 및 파트너십을 평가했습니다 .

평가 대상 공급업체 및 포함 기준

Forrester는 이 평가에서 Amazon Web Services, CenturyLink, Citus Data, ClearDB, EnterpriseDB, 
Google, IBM, Microsoft, MongoDB, Oracle, Rackspace, Redis Labs 및 SAP 등 13개 공급업체를 
평가했습니다 . 이들 공급업체는 모두 다음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림 3 참조 ).

 › 포괄적인 DBaaS 서비스 . 이 평가에 포함된 공급업체는 공용 클라우드에서 개체 , 표 및 콘텐츠를 저장 , 처리 
및 액세스하는 기능과 공용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 보호 , 백업 , 복구 , 통합 및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DBaa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주문형 프로비저닝 .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 테스터 및 기업 아키텍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소비자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어야합니다 . 비즈니스 사용자 , 분석가 
및 기타 비기술적 사용자는 필요한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

 › 주문형 규모 . DBaaS 서비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통찰력 요구 사항에 따라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을 
동적으로 확장 및 축소할 수있는 탄력적이고 주문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자동 관리 및 모니터링 . 이 Forrester Wave의 DBaaS 제품의 핵심 기능은 백업 , 복구 , 튜닝 , 최적화 , 패칭 , 
업그레이드 및 생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 사전 계획적 또는 사전에 시작 ).

 › 지불 거절 . 이 제품은 조직의 다양한 소비자 또는 그룹에 대한 지불 거절을 허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량 
미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마케팅은 고객 개인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반면 , 
엔지니어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제품 청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러한 그룹의 사용에 
따라 지불 거절이 수행됩니다 .

 › 독립형 DBaaS 서비스 . 이 평가에 포함 된 공급 업체는 다른 SaaS, PaaS 및 IaaS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DB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묶여 있거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 , 제품 또는 솔루션에 
묶여서는 안되며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독립형 서비스처럼 DBaaS
를 판매하고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

 › 참조 가능한 설치 기반 . 하나 이상의 주요 지리적 영역에 걸쳐있는 DB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유 유료 기업 
고객이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각 공급 업체는 Forrester에 인터뷰할 고객을 2명 이상 추천했습니다 .

 › 고객의 관심 . Forrester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주제와 관련된 Forrester 문의 전화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순 고객 10명이 언급한 공급업체만 포함했습니다 .

 › 고객의 문의가 쇄도하고 기술력이 뛰어나 Forrester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경우 . Forrester 고객은 공급업체와 
제품에 대해 문의 및 인터뷰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공급업체의 기술 동향이나 시장 진출 상황 , 고객 상호작용 
및 /또는 시장 점유율로 인해 Forrester의 판단에 따라 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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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가 대상 공급업체 : 제품 정보 및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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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소개
DBaaS 시장에 대한 이 평가는 단지 하나의 출발점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 고객 여러분은 상세한 제품 평가를 
확인하고 Forrester Wave의 엑셀 기반 공급업체 비교 도구를 사용해 개별적인 요구에 맞게 기준 가중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4 참조 ).

그림 4 Forrester Wav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017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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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orrester Wav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017년 2분기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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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기업

 › Amazon Web Services는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가장 큰 채택률을 자랑합니다 . AWS는 DBaaS
를 가장 많이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 , 운영 및 트랜잭션 작업 부하를 지원할 수있는 가장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MySQL 호환 데이터베이스인 Amazon Aurora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Amazon RDS가 포함됩니다 . AWS는 유연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인 Amazon DynamoDB도 제공합니다 .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Amazon Redshift, Memcached 및 Redis를 지원하는 메모리 내 캐시인 Amazon ElastiCache가 
있습니다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쉽고 저렴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AWS의 핵심 강점은 역동적인 규모 , 자동화된 관리 ,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유연성 , 강력한 보안 및 높은 가용성 기능에 있으며 , 이 때문에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 공급 업체의 
로드맵은 자동화 , 성능 및 보안에 대한 추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

 › Microsoft는 성숙하고 확장 가능하며 안전하고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합니다 . Microsoft는 2010년에 DBaaS
를 처음 출시했으며 그 이후로 확장성 , 성능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몇 차례 반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Microsoft는 SQL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 Azure Data Warehouse도 
제공합니다 .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 , 안정성 및 보안을 최대화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패턴을 
익히고 적응하는 내장된 인텔리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 Azure SQL Database는 다양한 
분야 및 사용 사례에 걸쳐 광범위한 배포 수준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고객은 Azure SQL Database
를 사용하여 전자 상거래 , 웹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고객은 Microsoft Azure의 규모 , 자동화 및 보안에 만족하지만 추가 백업 , 재해 복구 및 프리미엄 성능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액세스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 Oracle이 DBaaS 서비스를 늘림에 따라 확립된 업체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Oracle Cloud
는 여러 가지 Oracle Cloud Service 배포 선택 항목을 제공하여 기업이 사용 사례에 적합한 기능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택 항목에는 단일 스키마 , 전용 플러그 가능 데이터베이스 , 가상화 
데이터베이스 , 베어 메탈 데이터베이스 및 엔지니어링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 . 
EA 전문가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온 -프레미스에서 사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기능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 수직 산업에 종사하는 고객은 트랜잭션 , 운영 및 분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부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EA 전문가는 1) 직접 네트워크 연결 및 전체 관리 제어 
기능이 있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또는 2) Oracle에서 관리하는 전체 개발 및 배포 플랫폼을 갖춘 전용 
스키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고객은 Oracle의 성능 , 규모 , 자동화 및 가격에 만족하지만 일부 고객은 
기술 지원이 Oracle의 온 -프레미스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

우수 기업

 › Google Cloud Platform의 DBaaS 솔루션은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Google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은 다음 네 가지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합니다 . Google Cloud SQL은 MySQL 호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쿼리를 실행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웨어 하우스인 BigQuery, 
관리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인 Google Cloud Datastore, 대규모 분석 및 운영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확장 가능한 NoSQL 데이터베이스인 Google Cloud Bigtable이 있습니다 . Google 
Cloud SQL은 사용자가 Google Cloud Platform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구성하고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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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완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 기업 고객은 Google Cloud Platform이 제공하는 성능 , 규모 , 
사용 편의성 및 자동화 수준과 같은 높은 비용 , 광범위한 보안 제공의 부족 및 공급 업체 종속성에 대한 우려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Google은 최근 PostgreSQL용 분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Google Cloud Spanner 
및 Google Cloud SQL을 발표했습니다 .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DBaaS가 필요한 
기업은 Google Cloud Platform을 선정해야 합니다 .

 › MongoDB는 DBaaS 기능을 추가하고 빠르게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 MongoDB는 새로운 차세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가장 유명한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MongoDB Atlas는 2016년 6월에 MongoDB 환경을 위해 자동화되고 관리되는 DBaaS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클라우드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 MongoDB Atlas 외에도 MongoDB는 MongoDB 
배포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호스팅 플랫폼인 Cloud Manager를 제공합니다 . MongoDB Atlas는 현재 AWS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할 것입니다 . MongoDB Atlas는 시장 
진입이 늦었지만 , 고객들은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과 좋은 가격 모델로 지금까지 만족해왔다고 평합니다 . 그러나 
플랫폼의 보안이 다른 DBaaS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이라고 말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

 › Redis Labs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행 가능한 고가용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Redis Cloud는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 및 IBM SoftLayer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Redis 
데이터베이스의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 관리 및 관리를 제공하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edis Cloud는 재해 복구를 위한 원격 백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지속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 Redis 
데이터베이스는 몇 초 만에 생성되며 그 순간부터 모든 작업이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 이 서비스는 개발자가 
노드 , 클러스터 , 확장 , 데이터 지속성 구성 및 오류 복구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동시에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 기업은 Redis를 사용하여 실시간 분석 , 대규모 트랜잭션 , 소셜 애플리케이션 , 운영 보고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기업 고객은 Redis Cloud의 사용 용이성 , 규모 및 고가용성 기능에 만족합니다 .

 › IBM은 여러 가지 기업용 DBAa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IBM의 DBaaS 서비스에는 관리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인 Cloudant, 관리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IBM Graph, 관리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dashDB,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한 관리 플랫폼인 IBM Compose가 포함되는데 , 여기에서 평가한 
것들입니다 . IBM이 2015년에 인수한 Compose는 확장 , 고가용성 , 페일오버 , 백업 , 보안 및 관리를 지원하는 
멀티 테넌트 및 전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 IBM Compose는 IBM SoftLayer, IBM Bluemix, AWS 및 
Google Cloud Platform에서 Elasticsearch, MySQL, Redis, PostgreSQL 및 MongoDB를 포함한 여러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 또한 IBM은 Compose Enterprise를 제공하여 멀티 테넌트 플랫폼과 
같은 완벽한 셀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용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IBM 
Compose의 규모 , 성능 및 자동화에 만족하지만 일부는 높은 비용과 대기 시간 문제를 들었습니다 . IBM의 
로드맵에는 성능 , 규모 , 보안 , 자동화 및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SAP Cloud Platform은 다양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SAP Cloud Platform은 AWS, 
Microsoft Azure 및 Google Cloud Platform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실행되는 인프라 서비스 , 
HAN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HANA App Services를 포함하는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SAP 
Cloud Platform은 온디맨드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의 모듈식 PaaS입니다 . 
다른 DBaaS 공급 업체와 달리 SAP는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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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기업은 SAP Cloud Platform을 사용하여 부서별 데이터 마트 , 실시간 
분석 , SAP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확장 및 SAP HANA 기반의 차세대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Cloud Platform의 성능 , 보안 및 지원에 만족하지만 사용 용이성 , 자동화 
및 고급 확장 기능에서 아직 뒤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 SAP의 로드맵에는 성능 , 규모 , 보안 , 거버넌스 및 
통합 향상이 포함됩니다 .

경쟁 기업

 › EnterpriseDB는 PostgreSQL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많은 사용 사례가 있는 실용적인 옵션입니다 . 
EnterpriseDB Ark는 AWS 및 Rackspace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프로비저닝 , 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프레임 워크입니다 . EnterpriseDB Ark을 사용하면 모든 설정 , 유지 
보수 , 백업 및 모니터링이 자동화되고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 사전 
설정된 매개 변수에 따라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 고객은 자동화 , 쉬운 설치 및 성능 기능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회사는 다른 솔루션보다 
약간 높은 비용 , 포괄적이지 않은 보안 제품 및 고급 규모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온프레미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기업은 EnterpriseDB Ark를 고려해야 합니다 .

 › Rackspace의 Managed Data Services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Rackspace는 자체 
관리에서부터 Elasticsearch, MariaDB, MongoDB, MySQL, Oracle, Redis 및 SQL Server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완벽하게 관리되는 DBAaS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Rackspace는 전용 서버에서 멀티 및 싱글 테넌트 인스턴스용 DBaaS를 제공합니다 . AWS, Microsoft Azure 
및 Rackspace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서비스는 물론 고객이 지정한 위치의 구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공급업체는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제공하여 CPU가 메모리 , 네트워크 및 인프라 리소스를 
격리시키면서 거의 빠른 속도로 작동 할 수있게 합니다 . 고객은 Rackspace가 각 단계에서 도움을 얻어 도전 
과제 및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상호 작용을 보고했습니다 . 기업들은 Rackspace의 지원 ,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성능에 만족합니다 . 그러나 일부 조직에서는 더 큰 데이터 크기 , 제한된 
사용 사례 및 강력한 보안 기능의 부족과 관련된 지연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

 › CenturyLink는 진출 시기가 늦었지만 유연한 구성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 CenturyLink는 2016년 1
월에 MySQL 및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지원으로 RelationalDB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른 서비스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대부분의 다른 DBaaS 플랫폼과 달리 CenturyLink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CPU, RAM 
및 스토리지를 다양한 규모로 조합하여 유연한 온디맨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또한 구성 가능한 일일 백업 , SSL 인증서 및 데이터 센터 복제 및 자동 복구 기능의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또한 CenturyLink는 NoSQL Orchestrate를 제공하여 유연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찾는 조직을 
지원합니다 . 고객은 신뢰할 수있는 백엔드 인프라와 유연한 프로비저닝 옵션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모델 (계약 없이 시간별 청구 )에 만족합니다 .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보다 유연한 DBaaS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CenturyLink를 유력한 업체로 고려해야 합니다 .

 › ClearDB는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MySQL을 위한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learDB는 2010년 
창립 이래 클라우드 기반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AWS 및 Microsoft 
Azure와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SLA 기반의 고가용성 , 간편성 , 쉬운 
관리 및 효율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ClearDB는 커뮤니티 계층에서 맞춤 계층에 이르기까지 배포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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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 고객은 보안이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멀티 테라바이트 규모의 배포에서 액세스 지연을 
보고했지만 ClearDB는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반적으로 ClearDB는 
특히 사내 MySQL 고객이 클라우드를 플랫폼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중소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옵션으로 간주하는 실용적인 옵션입니다 .

추격 기업

 › Citus Data는 중소 규모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 Citus Cloud는 PostgreSQL을 확장한 
분산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업이 관계형 기능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또는 온 -프레미스의 다양한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플랫폼은 간단한 프로비저닝 ,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및 다양한 
워크로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범용 서버에서 확장되고 클러스터 노드에서 병렬로 쿼리를 처리하여 분석 및 운영 
통찰력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 핵심 기능 중 일부에는 탄력적 컴퓨팅 확장 , 투명 샤딩 및 통합 
행 및 열 저장을 포함됩니다 . 회사는 소매 , 애드테크 , 전자 상거래 , 통신 및 제조와 같은 여러 분야의 Citus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Citus Data의 클라우드 섭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은 대규모 배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및 가용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 전반적으로 Citus Data는 중소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 
테스트 및 개발 환경 및 운영 작업 부하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

애널리스트 지원
Forrester의 유능한 리더들과 손잡고 귀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및 기술 프로젝트에 당사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의사 결정에 자신감을 높여 보십시오 .

iPhone® 및 iPad®용 Forrester 연구 앱
현재 어디에 있든 경쟁에서 앞서 가십시오 .

애널리스트 문의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려면 애널리스트와 
함께 30분간의 전화 통화로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하거나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애널리스트 자문

맞춤형 전략 세션 , 워크샵 , 
강연 등의 형태로 특정 
업무에 대해 애널리스트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

자세히 알아보기

웨비나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온라인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 
모든 통화에는 애널리스트 
질의 응답 및 슬라이드가 
포함되며 통화는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https://go.forrester.com/apps/
http://forr.com/1einFan
http://www.forrester.com/Analyst-Advisory/-/E-MPL172
https://www.forrester.com/events?N=1000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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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온라인 리소스

그림 4의 온라인 버전은 상세한 제품 평가 및 맞춤형 랭킹을 제공하는 Excel 기반의 공급업체 비교 도구입니다 .

본 Forrester Wave에서 사용된 데이터 출처

Forrester는 각 솔루션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데이터 출처를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 이 Forrester 
Wave에 참여한 공급업체에서 2016년 12월 21일까지 Forrester에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업체들을 
평가했습니다 .

 › 공급업체 설문조사 . Forrester는 평가 기준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공급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작성된 공급업체 설문조사서를 분석한 다음에는 공급업체의 상세한 자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와 전화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 제품 데모 . 공급업체에 제품 기능에 대한 데모를 부탁했습니다 . 이러한 제품 데모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공급업체 제품의 세부적인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

 › 고객 추천 온라인 설문 조사 . 제품과 공급업체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Forrester는 또한 각 공급업체의 현재 
고객사 두 곳 이상과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Forrester Wave 방법론

Forrester는 이 시장의 평가 기준에 일치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 그 다음 이 초기 
공급업체 목록에서 최종 대상을 추려냅니다 . 1) 제품 적합성 , 2) 고객 성공 및 3) Forrester 고객 요구에 따라 이러한 
공급 업체를 선택합니다 . 고객 추천이 제한적이고 제품이 우리 평가 범위에 맞지 않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

이전의 조사 내용과 사용자 요구 평가 , 공급업체와 전문가 인터뷰를 검토한 후에 초기 평가 기준을 수립합니다 . 
자사 기준에 비추어 공급업체와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평가 , 설문조사 , 데모 및 /또는 추천 고객과의 대화를 
종합하여 제품의 수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평가 결과를 공급업체에 보내 검토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조정하여 공급업체의 제품과 전략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대규모 사용자 회사의 요구에 대한 분석과 Forrester Wave 평가에 제시된 기타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 가중치를 설정한 다음 명확히 정의된 척도를 기준으로 공급업체의 점수를 매깁니다 . 이 기본 가중치는 
단지 하나의 출발점으로 수립된 것이므로 독자 여러분은 엑셀 기반 도구를 사용해 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 
가중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점수를 바탕으로 현재 제품 , 전략 , 시장 입지에 근거한 그래픽 시장 설명도를 
제시했습니다 . 제품의 기능과 공급업체 전략이 달라짐에 따라 Forrester는 정기적으로 공급업체 평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모든 Forrester Wave에서 따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forrester.com/marketing/
policies/forrester-wave-methodology.html 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forrester.com/marketing/policies/forrester-wave-methodology.html
http://www.forrester.com/marketing/policies/forrester-wave-methodolo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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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방법론

2016년 EDITORForrester Data Global Business Technographics® 인프라설문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이 온라인 설문 조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 , 프랑스 , 독일 , 인도 , 
뉴질랜드 , 영국 , 미국의 직원 수 2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 3,503명이 참여했습니다 .

2016년 Forrester Data Global Business Technographics 데이터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6년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 이 온라인 설문 조사에는 호주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 , 프랑스 , 독일 , 인도 , 뉴질랜드 , 영국 , 
미국의 직원 수 100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 3,343명이 참여했습니다 .

이 설문 조사에 포함 된 브랜드 질문은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Forrester의 Business Technographics 브랜드 질문의 목적은 한 번에 특정 대상 고객이 브랜드 사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무결성 정책

Forrester Wave 평가를 포함하여 Forrester의 모든 조사는 무결성 정책에 따라 실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forrester.com/marketing/policies/integrity-policy.html을 참조하십시오 .

미주 (Endnotes)
1 SLA: 서비스 수준 계약 .

2 출처 : Amazon RDS 서비스 수준 계약 , "Amazon Web Services, 2016년 5월 25 일 (https://aws.amazon.com/rds/sla)

3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 PaaS: 플랫폼 서비스 IaaS: 인프라 서비스 .



당사는 사업 및 기술 분야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 핵심 조사 및 도구
 › 데이터 및 분석
 › 동료 협업
 › 애널리스트 참여
 › 컨설팅
 › 이벤트

Forrester Research(Nasdaq: FORR)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서치 및 자문 기업입니다 . 당사는 사업 및 기술 분야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독점적인 조사 , 데이터 , 맞춤 컨설팅 , 비공개 임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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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forrester.com을 참조하십시오 .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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