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분석의 실태

초기 도입 기업으로부터 배우기

초기 도입 기업은 통찰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밝히는 클라우드 분석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분석 사례
클라우드 분석은 결정을 망설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업 부서는 더 나은 솔루션과 기업 내 데이터를 핵심 

클라우드 소스와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석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거나 12개월 이내에 
도입할 예정인 현업 부서는 클라우드 
분석이 그들이 사용할 핵심 분석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석 지출 규모는 기업 내에 
비해 4.5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석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방법

초기 도입 기업은 보안 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클라우드 분석의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 
도입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DG 백서, 

'클라우드 분석의 실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IDG Research는 클라우드 분석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얻기 위해 
북미 및 EMEA에 위치한 400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 IT 및 현업 

부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와 핵심적인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귀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총 71%의 현업 부서가 향후 3년에 걸쳐 클라우드 
분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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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Research 비즈니스 분석 및 정보 관리 부문 프로그램 VP, Dan Vesset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에서는 반복적 개발, 
실험 및 증분적인 출시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민첩성과 
적응성은 클라우드 분석 서비스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덕분에 고객은 
사용 후에 구매를 결정하거나 솔루션을 확장/축소하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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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부서는 데이터 품질, 통합 및 시각화 향상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클라우드 분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조직이 사용자가 이러한 향상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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