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회원 : (주)매크로임팩트 

*** 정회원 : 한남 학교 컴퓨터공학과

*** 정회원 : (주)스컴씨앤에스(교신 자, posein@naver.com)

수일자 : 2012. 11. 05

심사완료일자 : 2013. 04. 22 

클라우드 컴퓨 을 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분석

박정수* · 배유미** · 정성재***

Technical analysis of Cloud Storage for Cloud Computing

Jeong-Su Park* · Yu-Mi Bae** · Sung-Jae Jung***

요  약

클라우드 서비스 공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은 량의 데이터 장  클라우드 컴퓨  처리

의 핵심구성요소이다. 구 , 유투 , 페이스북 등과 같은 형 벤더에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이기종 장치에서 사진, 동 상, 문서등을 공유하며,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의 량 송

과 근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세계 으로 데이터 성장 발 과 함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비지니스모델로 새롭

게 부각받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새로운 서비스 개념이며 데이터 구성, 스토리지 가상

화, 데이터 복제와 복제거, 보안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  핵심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에 해 분석한다.

ABSTRACT

Cloud storage system that cloud computing providers provides large amounts of data storage and processing of cloud computing is a key 

component. Large vendors (such as Facebook, YouTube, Google) in the mass sending of data through the network quickly and easily share 

photos, videos, documents, etc. from heterogeneous devices, such as tablets, smartphones, and the data that is stored in the cloud storage using 

was approached. At tim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globally data, the cloud storage business model emerging is getting. Analysis new 

network storage cloud storage services concepts and technologies, including data manipulation, storage virtualization, data replication and 

duplication, security, cloud computing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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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에 개최된 심포지엄 아이티 엑스포(ITxpo)에

서 가트 는 10  략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 을 선정

하 다[1].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인 라 구성이 보편

화되고, 빅데이터(Big Data)가 새로운 IT의 화두가 되면

서 각 받은 기술이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정한 장치의 개념이 아니며, 클라우드 서비스 공 자

가 제공하는 환경에서의 계층 인 구조이다. 네트워크

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자 참여 심의 웹 2.0과 향후 

도래할 웹 3.0 시 에서의 량의 데이터 장  클라우

드 컴퓨  처리의 핵심구성요소이다[2][3].   

구 , 유투 , 페이스북 등과 같은 형벤더에서도 클

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이기

종 장치에서 사진, 동 상, 문서등을 공유하며, 쉽고 빠

르게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의 량 송하고, 장되

어 있는 데이터에 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으로 데이터 성장 발 과 함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비

즈니스 모델로 새롭게 부각받고 있다[4][5]. 클라우드 스

토리지는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새로운 서비스 개념으

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비용, 가용성, 확장

성,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가져야할 클라우드 스

토리지 핵심 기술에 해 알아보고,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요

Amazon, EMC, IBM, HP와 NetApp등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 자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HDFS, GFS, Amazon S3, EMC Atoms, Data 

ONTAP, HP Upline, Cloud NAS, FileStore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 랫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랫폼을 표 화하기 

해 SNIA(Storag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2009년 클라우드 사용자, 서비스 공 자, 개발자 등 140

개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표 으로 

CDMI(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을 제안을 채택

했다[6]. 

2.2.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와

의 연 성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기반

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층 인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써 [그림 1]처럼 구성된다.

그림 1. 클라우드 스토리지시스템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Cloud storage systems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

드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소 트웨어를 

이용하는 응용 소 트웨어 계층이고,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API interface와 스토리지 리, 스토리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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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명 내용

코어

분산 일시스템과 일반 인 I/O(직렬화, 

자바 RPC, 속(persistent) 데이터구조)를 

한 컴포 트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에이 로

(Avro)

교차언어(Cross-Language) RPC와 속 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한 데이터 직렬화 시

스템이다. 

맵리듀스

범용 컴퓨터들의 커다란 클러스터에서 수

행되는 분산 데이터 처리 모델과 실행 환경

이다. 

화로 구성된 계층이며,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와 하드웨어 자원과 서버 클러스터 기술을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7][8]. 

DaaS(Data Storage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조로써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되어진 스

토리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

공하고 추출, 송함으로써 기존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CIFS, NFS, WebDAV 

같은 기존 표  로토콜을 이용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미들웨어 시스템과 

분산 일시스템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러스터화로 

수천 의 스토리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 분산 일시스템, 리소스 자원, 네트워크 장

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호

환 기능  상호 작용을 제공하기 해서 물리 이면서 

논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Ⅲ. 련 기술 동향 분석

3.1.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기술  개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의 스토리지 기술인 

NAS(Network Attached Storage)나 SAN(Storage Area 

Network)를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스토

리지 자원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규모 확장이 가

능하고, 특정 지리  치에 구애받지 않고 애 리

이션에 유연한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규모의 

확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통 인 NAS 구조를 여러 

의 서버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분산 일 시스템을 

이용한 클러스터 NAS(Clustered NAS)를 표 인 

로 들 수 있다. 클러스터 NAS는 클러스터 노드나 기억

장치에 데이터와 메타테이터(Metadata)를 분산시키는 

것이고, 이 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분산 일시스템

이다. 

결론 으로 말하자면 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의 핵심은 분산 일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련 기술은 공개 소 트웨어와 상용 소 트

웨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개 기술로는 하둡(Hadoop), 

러스터FS(GlusterFS), 스 트(Swift, Open Stack 

Object Storage) 등이 있고 상용 소 트웨어에는 IBM의 

Scale-out File Services(일명 SoFS)를 비롯하여 Microsoft, 

EMC, HDS(Hitachi Data System) 등이 있는데, 선형 인 

확장을 지원하는 Scale-out 방식과 유니 이드 스토리지

(Unified Storage) 방식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3.2. 공개용 기술 동향 분석

3.2.1. 하둡(Hadoop) 

하둡(Hadoop)은 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용

량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로그

램을 지원하는 공개형 소 트웨어 임워크이다

[9]. 하둡은 구 (Google)의 맵리듀스(MapReduce)와 

GFS(Google File System)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재 

하둡은 아 치(Apache)의 하부 로젝트로 운 되고 있

으며, 크게 하둡 커 (Kernel), 맵리듀스,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이하 HDFS)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둡은 자바 로그래  언어로 구 되

고 있으며, Hive, HBase, Zookeeper 등 아 치 기반의 다

른 로젝트와 연 을 가지고 있다. 하둡은 공개용 클라

우드 스토리지 련 기술 에 가장 많은 서  로젝트

를 가지고 있고, 높은 확장성, 다양한 기능 제공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상용 업체에서도 기반 기술로 

이용 이다. 하둡과 연 된 로젝트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1]과 같다.

표 1. 하둡 련 로젝트
Table. 1 Sub-projects of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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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
범용 컴퓨터들로 된 커다란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분산 일시스템이다. 

피그(Pig)

야후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재 하둡 로

젝트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피그 로젝

트는 하둡 맵리듀스와의 구동을 해 고

언어인 피그 라틴(Pig Latin)을 제공한다. 이

는 SQL을 사용한 데이터 조작에 익숙한 개

발자들에게 보다 손쉬운 근 수단이 되고 

있다. 한, 자바 API뿐만 아니라, 인터랙티

(Interactive)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피그는 카산드라와 Hbase 데이터베이스에

서도 사용가능하다.

HBase

분산 컬럼 지향(Column-Oriented) 데이터베

이스로서 스토리지로 HDFS를 사용한다. 맵

리듀스를 이용한 일 처리 방식의 계산과 

랜덤 읽기가 가능한 포인트 쿼리 방식 모두

를 지원한다.

주키퍼

(Zookeeper)

다수 컴퓨터로 분산 처리되는 고가용성 조

정(Highly available coordination) 서비스로서 

분산 응용 로그램들을 구축하기 하여 

사용될 수 있는 분산 락(Distributed Lock)같

은 리미티 (Primitive)를 제공한다.

하이

(Hive)

하둡을 기반으로 하는 오  소스 데이터 웨

어하우징 솔루션으로 페이스북에서 최 로 

제시하 다. 단순한 쿼리 구성 기능을 제공

하는 웹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SQL과 유

사한 쿼리 언어를 제공한다.  하이 는 애드

혹(ad-hoc, 비정형) 쿼리를 제공하는 이 가

장 큰 특징으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여, SQL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사용가

능하다. 

추콰

(Chukwa)

분산 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으로 

HDFS에 데이터를 장하는 수집기

(Collector)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생성하기 

하여 맵리듀스를 사용한다.

캐스캐이딩

(Cascading)

캐스 이딩 로젝트는 하둡 맵리듀스 API

로 자바 기반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한 래

퍼(wrapper) 역할을 하는 추상화 계층

(abstractton layer)이다. 캐스 이딩은 JVM 

기반의 언어(Java, JRuby, Clojure 등)를 사용

하여 하둡 클러스터에서 복잡한 데이터 작

업 흐름을 작성하고 실행하는데 사용한다. 

특히, 맵리듀스를 보다 큰 시스템으로 손쉽

게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이어를 가볍게 구

성하 다.

3.2.2. 스 트(Swift:OpenStack Object Storage)

2010년 7월에 Rackspace Cloud사와 NASA에 의해 시

작된 IaaS 클라우드 컴퓨  로젝트인 OpenStack에서

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

와 애 리 이션을 한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오  소스

(Open Source), 오  표 (Open Standard)기반의 개방 커

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이 게 탄생한 것이 OpenStack 

Object Storage이다[10]. OpenStack Object Storage는 스

트(Swift)라고도 부른다. 스 트는 데이터가  시

스템에 걸쳐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REST기반 API를 지

원하며 앙 DB가 없다. 기본 개발 언어는 Python으로 

특정 하드웨어에 무 하게 일반사양의 하드웨어를 지

원하며 RAID 등의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시스템이 아니라 계층 구조를 지원하지 않으며 

다수의 웹 서버들로 구성된다. 사용자 계정에 응하

는 어카운트(account), 디 토리에 응하는 컨테이

(container)와 개별 일에 해당하는 오 젝트(object)라

는 논리 인 구조를 갖는다. 어카운트, 컨테이   오

젝트는 각각 다른 개수의 복사본(replica)을 가질 수 

있으며 수 페타바이트(petabyte)까지 확장성이 제공된

다. 구  일시스템이나 아마존 S3가 큰 오 젝트에 

최 의 성능을 보이는 반면 스 트는 큰 오 젝트뿐

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한 크기의 일들 처리에

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3.2.3. 러스터FS

러스터(Gluster)는 2005년에 설립된 오  소스 스

토리지 솔루션기업으로 비정형 데이터 리를 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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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특징

IBM

· Scale out File Service(SoFS)는 높은 확장성

을 갖는 그리드 기반의 솔루션

· 고성능의 공유디스크 클러스터 일시스

템인 GPFS 기술 보유

Microsoft
· Windows 2012 기반의 스 일아웃 일 서

버 제품 출시

아이실론

(EMC)

· ‘스 일아웃’이라는 아키텍쳐에 한 원

천 기술을 확보한 업체

·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최 화된 스토리

지 시스템을 제공하던 아이실론이 EMC에 

인수되어 빅데이터 처리가 요한 바이

오, 헬스 이 분야로 확

· 하둡분산 일시스템기반의 엔터 라이

즈 NAS 랫폼인 ‘EMC 아이실론 스 일

아웃(EMC Isilion scale-out NAS)가 표

인 솔루션

HDS & 

효성인포 

메이션

· HIS-Scaleway는 슈퍼컴퓨  환경에서 사

용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한 제품으

로 고성능 병렬 일시스템을 탑재

· 일반 NAS가 가지고 있던 성능과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한 스 일 아웃 NAS 게이트

웨이

Dell
· 스 일아웃 NAS 제조사인 엑사넷 인수를 

통해 시장 참여

넷앱

· 하둡 인 라를 이용하여 페타바이트 까

지 확장가능한 ‘넷앱 E-시리즈 랫폼’ 

출시

DDN

· 스 일 아웃 방식의 스토리지 솔루션 문

기업인 DDN은 지리 으로 분산된 빅데

이터 애 리 이션 환경에 합하고, 수

백 개의 장소에서 20페타바이트 이상 확

장할 수 있는 ‘WOS 2.0’ 출시

카디날정보

기술

· 하둡 기반의 분산 일 시스템을 이용한 

확장형 네트워크 스토리지(NAS)인 ‘모나

드 네트워크 스토리지’ 출시

하는 확장형(Scale-out) 스토리지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와 범용 하드웨어를 이

용해 스토리지를 단순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스터의 핵심제품인 러스터FS는 다수의 범용 스

토리지(S-ATA 드라이 , NAS 시스템 등)와 컴퓨터 리

소스를 통합해 앙 리가 가능하고 로벌 근성을 

제공하는 고성능의 스토리지 풀을 구축할 수 있다. 

2011년 10월에는 공개형 리 스로 유명한 드햇에 인

수되었다[11]. 

3.3. 상용 기술 동향 분석

IBM, Microsoft, Dell 등을 비롯하여 EMC, HDS, 넷앱 

같은 스토리지 문 업체들은 빅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의 빠른 증가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선형 인 확장을 

지원하는 스 일아웃(Scale-out) 기술과 유니 이드 스

토리지 기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을 공

략하고 있다. 스 일 아웃 방식은 기 도입규모를 최소

화한 후 데이터 증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추가로 구입해 

확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재 스 일아웃 NAS라는 

이름으로 시 되고 있다. 

표 2. 스 일아웃 상용제품
Table. 2 Scale-out Commercial Product   

유니 이드 스토리지(Unified Storage)는 분산된 환

경에서 일  블록을 앙 집 식으로 리하고, 멀

티 로토콜 일시스템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다. 

DART(Data Access in Real Time) 운 체제에서 NFS 로

토콜과 CIFS 로토콜의 일락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도우, 리 스 클라이언트간에 일을 효과 으로 공유

할 수 있다. 한, 블록 어 리 이션에서는 iSCSI 로

토콜을 사용하고, 스토리지 용 네트워크인 화이버채

(Fibre Channel)을 사용하여 높은 역폭과 지연시간

을 일 수 있다.  

[그림 2]는 고확장형 유니 이드 스토리지 랫폼

으로 하나의 스토리지 박스에서 어 리 이션 지원을 

한 FC/FCoE, iSCSI, NFS, CIFS의 로토콜을 통합 

지원하고, FC, SAS, SATA, Third Party Arrays의 통합

된 스토리지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Resource 

Pooling, Backup, D/R(Disaster Recovery), Archive의 통

합된 데이터 클래스를 지원한다[12][13]. 재 이 제품

은 EMC, HDS, 넷앱 등 스토리지 문업체에서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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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응할 만한 공개용 소 트웨어는 없

는 실정이다.

그림 2. 유니 이드 스토리지 랫폼
Fig. 2 Unified storage platform

Ⅳ. 클라우드 스토리지 핵심 기술

4.1. 데이터 구성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일 스토리지와 블록 스토리

지로 두 분류로 나  수 있다. 

일 스토리지는 일 벨 스토리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웹 사이트, IPTV, 소셜, 앱 등의 용량 일들을 

장하고 스토리지 노드의 제한 없는 확장이 가능하며 

특히, Read I/O에 집 하여 공유하는 일 서비스에 

합하다. 

블록 스토리지는 엔터 라이즈 응용 소 트웨에서 

운 되는 가상화 환경에서 연동되는 서비스로 고성능

의 Read, Write I/O를 제공하지만, 고비용과 용량 일 

스토리지에는 합하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일 스토리지와 블록 스토

리지를 통합 개발하여 일 스토리지의 장 과 블록 스

토리지의 장 의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련된 연구

와 EMC, NetAPP, IBM, HP등에서 고확장형 유니 이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14][15]. 

4.2. 스토리지 가상화

가상화 스토리지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이기

종 스토리지들의 논리 인 볼륨 리, 스토리지 리, 

다른 I/O 인터페이스로 스토리지 모니터링  배포와 

아카이 를 통합하고 리하기 해서 스토리지를 가

상화해서 스토리지 활용률을 높이고, 스토리지의 

RAID-0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I/O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16]. 

스토리지 가상화 구 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스트기반, 스토리 장치 가상화 기반, SAN 등을 들 수 

있다. 재 추세로 SAN기반에서 가상화 기술이 많이 개

발되고 있으며 스토리지 앙 리, 용량 등을 유연하게 

리할 수 있는 SAN가상화를 많이 사용한다. 

객체기반 일시스템과 클러스터 분산 일시스템

은 칭형(symmetric)과 비 칭형(asymmetric) 구조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통신 채 을 같이 사용하는지와 

분리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17]. 

4.3. 데이터 복제 

데이터 복제에는 호스트 기반 복제로 응용소 트웨

어, 데이터베이스, 일시스템, 볼륨 벨, 하이 리드가 

있고,  SAN 기반 복제로는 디스크 어 이, 가상화 어

라이언스, 캐싱 어 라이언스, 스토리지 스 치가 있고, 

백업 시스템 복제로는 블록 벨 증분 백업, CDP, 복

제거가 있다[18]. 

데이터 복제 개념은 복제될 스토리지 자원인 소스

와 복제 스트림을 수신할 스토리지 자원인 타겟으로 

구성이 되며 동기화 방식에는 무손실 방식인 동기식

(Synchronous) 복제와 비동기식(Asynchronous) 복제로 

나뉘어진다. 

동기식 복제는 소스 노드에서는 타겟 노드에서 데이

터가 송되었는지 확인응답(Acknowledge)후 write I/O

를 하고,  비동기식 복제는 소스 노드에서 write I/O를 한 

후 타겟노드로 송함으로써 동기식 복제보다 성능

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치명 인 오류로 인해 데이터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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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데이터 복제거 

 복제거는 복된 일을 탐지해 복된 일을 

삭제하여 유일(unique)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장하

는 기술로 스토리지 시스템 내에 복 데이터를 감소

함으로써 스토리지 공간의 활용과 역폭을 높일 수 

있다. 

데이터 복 제거는 증분 백업에서 큰 차이 을 가진

다. 일반 인 증분 백업은 변경된 일 체를 백업하

는 반면 데이터 복 제거는 변경된 일의 데이터를 

복 제거하여 백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데이터 복 제

거는 변경된 일에는 복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20]. 데이터 복 제거의 핵심은 효율 인 데이터 

스토리지 감소와 데이터 인스턴스 유지이다[21]. 일반

인 데이터 복 제거는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복 데이터를 제거한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 블록 

는 일이 치한 동일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압축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복 제거를 해야하는 단 이 있다

[22]. 데이터 복 제거를 간단히 표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데이터 복제거
Fig. 3 Data Deduplication

복 제거 소 트웨어에서 생성된 백업 데이터 스

트림 인덱스를 장소에 장하여 데이터 블록 유무

를 단하고 디지털 서명(fingerprint)을 사용하여 오버

헤드 없이 복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복된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세그먼트의 포인터를 

링크한다. 

4.5. 스토리지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 서

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사

용자의 많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특성상 가상화 센터와 클러스터 서버들은 하나의 지역

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잘

못된 근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 자로 속을 해야 한다

[23]. 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행되는 안  

험 리와 데이터 리, 데이터 치, 데이터 분리, 데

이터 복구, 감사  서비스 연속성을 해 련된 업체에

서 연구과제로 직면하고 있다. 

Ⅴ. 결  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수직 으로 증하는 데이터

를 효율 으로 통합 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

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제

공하여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자원 리와 비용 감 등 

많은 서비스 이 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인 라의 핵심인 클라우드 컴퓨

을 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에 해 살펴 보았다. 공

개형 기술과 여러 련된 형 벤더에서는 스토리지 

용량과 확장이 가능하게 융합하여 스 러블(scalable) 

NAS, 는 Scale-out NAS라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공략하고 

있다. 한, 문 스토리지 업체에서는 스 일아웃 NAS 

방식이외에 유니 이드 스토리지를 가지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을 추가로 공략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

리지는 빅데이터와 웹 3.0 시 에 비하기 한 핵심 기

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 일 아웃 NAS와 고확장형 유

니 이드 스토리지 솔루션이 주축을 이룰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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