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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이끌 
혁신기업으로 도약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란 뒤,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 계절, 

저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창립 30주년을 자축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1985년 국내 최초 대형 공공, 금융 기관에 메인프레임과 디스크를 공급하는 토종기업으로 탄생한 이후 HIS의 30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ICT 통합 인프라 솔루션 업체로 탈바꿈해 금융, 제조, 공공, 통신 등 전 산업분야에서 약 950여 

고객사에 스토리지 및 관련 솔루션을 공급해 왔으며, 지난 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창립 원년 대비 900배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하이엔드 스토리지 부문에서는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내 No.1 스토리지 및 서버 전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른 살의 HIS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지 않고 도전을 넘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Innovation for the Connected world’라는 비전 아래 미래지향적인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고객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모토로 삼고, 미래 신수종 사업이 될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HDS가 인수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전문 기업인 ‘펜타호’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해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는 등 

도전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행하는 118호 HIS advantage에는 이런 HIS의 기술력과 도전 의지를 담아 스토리지 가상화 OS, 소셜 이노베이션,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지향적인 솔루션 정보와 풍부한 읽을거리를 실었습니다. 늘 새로운 가치를 지닌 IT 기술과 

정보 제공으로 고객과 파트너의 비즈니스 혁신을 돕겠습니다. 

2015년 가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전 홍 균



서른 살의 
HIS를 만나다 

지난 8월 25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창립기념식에는 전홍균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현준 ㈜효성 정보통신 PG

장(사장), 마크 애블릿 HDS APAC 총괄 부사장 등 내외빈과 전 임직원이 참석해 HIS의 지난 30년 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HIS의 지난 30년 역사를 담은 샌드 애니메이션 상영과 함께 임직원이 참여한 축하 영상 메시지, HIS 직원 밴드 공연 등이 더해져 활기차고 즐

거운 축제의 장이 됐다. 이 외에 30년의 족적을 함께 한 장기 근속 직원에게 상금 등을 수여했으며, 공로상, 사훈상, 동호회상 등도 풍부하게 시상했다.

전홍균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HDS와 협업을 강화하여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국내 No.1 스토

리지 및 IT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HIS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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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의 
HIS를 만나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HIS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BP팀 김경훈 팀장

과거의 30년보다 미래의 3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HI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선호 상무

‘미래를 믿는 자만이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HIS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용진 상무

전체적으로 힘든 IT업계 속에서도 

30주년을 맞이했듯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HIS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Product지원팀 김동혁 팀장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HIS인들을 만나 일과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고민과 열정, 그리고 

꿈꾸는 HIS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6HIS advantage 2015. FALL NO.118



지금이 바로 HIS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변화의 시점에 잘 적응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TS팀 김재옥 팀장

2002년 입사한 이후 회사가 매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팀 박범구 차장

입사 10개월 차에 선배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2주 가까이 긴장되고 힘든 날들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A팀 김기수 사원

HIS에서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과 함께 

고민이 점점 늘어납니다. 후배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마케팅팀 최승규 과장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까지 HIS가 순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마케팅팀 김예지 사원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배들처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TS팀 이준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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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에서 소셜 이노베이션까지

IT 혁명의 스위치를 켜다

기업의 IT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공공 인프라 및 인구의 노후화, 의료비용 증가, 

공공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도전 과제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급변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공공의 안전에 이르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이슈를 실시간으로 핵심부터 파악할 수 있는 머신 데이터와 정보기술, 향상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접근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 Hitachi의 전략과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알아본다.

8HIS advantage 2015. FALL NO.118



왜 SDDC일까?
기업의 IT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데이터 분석 등 

새롭게 등장한 ‘차세대 신규 IoT 인프라’ 애플리케이션도 도입해야 하고, 

수많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Hitachi Data Systems(HDS)는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IO 및 금융기관과 같이 특히 

보수적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적

인 경쟁력 유지,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1)  

3A로 통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
다만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위와 같

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주도

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HDS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은 새

로운 플랫폼 및 플랫폼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추구하는 ITaaS로의 여정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은 중요한 다음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다.

특집 1부 
Strategy

IT 전문가들은 부족한 디바이스로 인해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 

기존 인프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정보에 파묻혀있다. 

게다가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늘 

24/7 서비스를 기대한다.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CIO부터 IT 인프라 운영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모바일 사용자, 모바일 데이터,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이 가능한 ITaaS를 지원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합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중요한 통찰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미래를 향한 
이유 있는 선택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1) 최근 글로벌 IT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인 Logicalis가 24개국의 177명의 CIO 및 IT 관리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3년간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이 IT 서비스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중 10%는 1년 안에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을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Logicalis 사장 Mark Rogers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기

술들이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역동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환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http://www.itworldcanada.com/article/cios-eyeing-a-software-defined-future-survey/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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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부 
Strategy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에 대한 HDS의 접근방식은 더 많은 자동화, 접

근성, 신속한 미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위 

세 가지 주제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다.

간소화를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인 자동화에 대해 알

아보자. IT 업무시간의 약 30%는 지루한 반복 업무에 소요되며, IT 중단

의 40%는 관리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자동화는 불필요하게 소모되

는 시간을 없애 인프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며, 에러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므로 운영자는 보다 생산적인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HDS는 HAD(Hitachi Automation Director)의 출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

다. Hitachi VSP G 시리즈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HAD는 자동화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간소화·가속화한다. 특히 HAD

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프라 운영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

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간단히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사전 정의

된 템플릿이 탑재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또한 셀프서비스 접근방

식을 지원, 애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카탈로그에서 직접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화 관리를 위한 또 다른 혁신 컴포넌트는 IT 운영을 매끄럽게 해주고 

서비스 접근을 간소화시키는 HID(Hitachi Infrastructure Director)다. 

커스터마이즈된 인프라 구성은 

IT 부서에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

는 프로세스일 수 있다. HID 콘

솔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인

프라를 통해 인프라 구성 이슈를 

제거하고 운영자의 시간과 운영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

완벽한 자동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일 콘솔에서 가상 스토리지와 서버

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Director

다. UCP Director에 사전 정의되고 설정 및 조정된 템플릿이 내장돼 있

어 사용자와 운영자 모두 경험이 간소화된다. 

UCP Director 역시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통합 솔루션이므로 운영자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간 매끄러운 이동이 가능하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추상화
현재의 인프라는 복잡하고, 디바이스 레벨 관리는 제한적이다. 추상화는 

운영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T 서비스 수준이 애플리케이션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을 더 많은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어떤 것으로 가상화할 수 있다.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 G 시리즈

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화를 제공한다. 기업 전

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하

나의 운영시스템(SVOS)을 적용한 VSP G 시리즈

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완벽히 

부합하는 이유다.

추상화를 충족하는 두 번째 솔루션은 HDID(Hitachi 

Data Instance Director)다. 전체 데이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재해 발생에 대비한 데이터 복제본이다. 새롭게 선보인 

HDID 소프트웨어는 복제되는 데이터 양을 줄여 보호 기능을 더 쉽고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는 더욱 자동

화되며, IT 운영자에게 친숙한 기존 화이트보드 스타일의 단순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채용돼 새로운 솔루션 교육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액티브 플래시(Active Flash)는 HDS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솔루

션에 추가된 또 다른 매력적인 기능이다.

자동화(Automate) 
인프라의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간소화

추상화(Abstract) 
신속성, 맞춤형 IT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인프라

접근성(Access)

분석에 기반한 통찰력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루는 모바일 

사용자와 IT 운영자를 위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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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Dynamic Tiering에 추가된 이 기능은 활성 데이터를 단 몇 초 만

에 높은 성능의 실행 계층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하면 액세스가 잦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선택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하게 데이터의 저장만을 원하지 않는다. 저장된 데이터

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정보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데이터는 어느 

순간 기업의 가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분석을 위한 데

이터 액세스가 간단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가 바로 이러한 수

요에 부응하는 하이퍼 컨버지드(Hyper-converged) 솔루션이다.

Hitachi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은 가상 서버와 스토리지를 전체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결합한다. 스케일아웃 성능이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관련 비용과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분석 애플리케이션과 하둡(Hadoop)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완

벽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데이터는 머신, 소셜 미디어, 비즈니스 생산적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또

는 기록 시스템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취합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하이퍼 스케일아웃 플랫폼 내에서 분석, 저장될 수 있다.

통찰력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데이터 액세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에는 HCP(Hitachi Content Platform)도 포

함돼 있다. HCP는 거의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동기화·공

유할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HDI(Hitachi Data 

Ingestor) 소프트웨어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HDI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자가 데이터를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대신 매끄럽

게 저장, 공유, 동기화, 보호, 보존, 분석,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TaaS와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정의 전망에서 중요

한 요소는 플랫폼의 데이터와 기능이 웹을 통해서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개방형 API인 REST API

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HDS는 모든 자사 플랫폼에 대해 REST 기반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미래의 도전을 위한 솔루션
기업 업무의 약 80% 이상은 가상화 환경에서 진행된다. 또한 집중·통

합된 시스템이 매년 23%씩 증가하면서 IT 담당자들은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주도적인 HDS의 접근방식

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HDS는 UCP 제품 라인업을 통해 어떤 종류의 서버 

환경, 통합 플랫폼, 최적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광범

위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DS는 복잡한 IT 환경에서 고객이 더 쉽게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위한 자동화, 민첩성

을 위한 추상화, 통찰력을 위한 접근성 제공을 위한 

혁신의 첫발을 이제 막 내디뎠다.

* 출처: Software-Defined Data Center: Tomorrow’s Data Center Today, 
 www.hds.com, 2015년 4월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Director, 

HAD(Hitachi Automation Director), 

HID(Hitachi Infrastructure Director)를 통한 자동화로의 전환, 

ITaaS에 기반한 오케스트레이션과 관리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를 통한 

분석과 HCP(Hitachi Content Platform)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더 많은 데이터 접근성 제공

엔트리부터 하이엔드까지 전체 라인업을 갖춘 

SVOS(Hitachi 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 

기반의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 G 시리즈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결합한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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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컨버지드의
새 지평을 열다

Hitachi UCP 1000

특집 2부 
Solution 

현재 기업들이 추구하는 데이터센터는 통합시스템으로 거의 대동단결하

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언급한 바이모달 IT1)와도 

관계가 있다. 바이모달 IT는 기존의 인프라와 클라우드 시대의 인프라의 

접근법을 다르게 보라고 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맞이한 데이

터센터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예로 서비스의 배포 방식이 있을 것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으로

는 고객이 하나의 서비스를 오픈하려면 유닉스와 같은 고가의 장비 수

입부터 개발 및 서비스 오픈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의 인프라는 가상머신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보통이며 길

게는 1달 이내, 짧게는 2~3일 내에도 서비스 오픈이 가능하다. 바로 이

런 것이 오늘날을 바이모달 IT 시대라고 하는 것이며 기존 인프라와 클

라우드 스타일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분명이 달라야 하는 이유

일 것이다.

HDS도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 SDI(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 및 

Converged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HDS가 

출시한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컨버지드 솔루션은 글

로벌하게 다양한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다양한 고

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는 컨버지드를 넘어 하이퍼 컨버지드 인

프라의 바람이 또 다시 불고 있다.

새로운 물결, 하이퍼 컨버지드
컨버지드 인프라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하나

의 랙에 탑재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인프라다. Hitachi가 제공하는 UCP 컨버지드 인프라는 UCP 

Director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 불어오는 통합시스템의 바람으로 컨버지드 솔루션에 

이어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하이퍼 컨버지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Hitachi Data Systems(HDS)에서 최근 출시한 

UCP 1000은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를 지향하는 

기업에게 걸맞은 차세대 컨버지드 솔루션이다.

Writer 최기훤 Product지원팀 차장

1) 바이모달(Bimodal) IT: 가트너가 2014년 소개한 기업 IT 조직 모델로, 미래의 기업 IT 조직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방법론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안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전통적 IT이며, 나머지 하나의 유형은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을 중시해 애플리케이션 발전 주기 단축, 비즈니스 부서와의 유연하고 긴밀한 연결에 초점을 맞춘 실험적이고 신속한 IT다.

(http://www.itworld.co.kr/news/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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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이퍼 컨버지드는 어떤 솔루션일까? 하이퍼 컨버지드는 기존 

컨버지드를 좀 더 컴팩트하게 간소화 시키면서 확장에 유연하게 대응하

는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컨버지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

펴보면, 컨버지드 인프라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하나의 랙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형태인 반면, 하이퍼 컨버지드는 서버, 스토리지, 네

트워크의 요소가 한대의 랙형 서버에 합쳐진 형태이며 그에 따른 솔루션

이 사전에 결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이퍼 컨버지드는 

Scale-out 기반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워크로드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상황별 유연한 대응 가능
컨버지드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 구매 방식과 동일하게 용량에 대한 부분

을 사전에 산정해야 하는 형태로 초기 인프라 용량이 Oversizing될 우려

가 있지만 하이퍼 컨버지드는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 노드 단위의 증설

을 통해 다운타임 없이 즉시 리소스의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

연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 컨버지드는 주로 VMware에서 발표한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개념에 입각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

로 Nutanix, Pivot3, SimpliVity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에 VMware 솔

루션이 사전에 탑재되어 Scale-out 방식으로 리소스를 늘려갈 수 있다.

최근에는 VMware에서도 SDDC 환경을 사전에 구현해주는 하이퍼 컨

버지드 제품이 출시되었다. 바로 지금 소개할 UCP 1000 for VMware 

EVO:RAIL이다.(이하 UCP 1000)

VMware EVO:RAIL 제품은 VMwar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9개

의 QEP(Qualified EVO:RAIL Partners)를 통해 이루어진다. VMware

는 SDDC 관련 솔루션 및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부분만 지정하고 9개의 

QEP 파트너에서 제품을 사전 인스톨 및 생산해 판매하는 형태이다.

HDS는 VMware EVO:RAIL 제품을 UCP 라인업에 UCP 1000이라는 모

델로 추가했으며 지사 및 소규모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포

지셔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SMB 시장에서부터 하이엔드 영역까지 전체 

컨버지드 인프라의 UCP 라인업을 완성했다.

소규모부터 하이엔드까지 커버
UCP 1000은 QEP를 통해 VMware로부터 사전 인증된 벤더에 한해서만 

고객에게 판매한다. 사전 구성 및 인증 파트너 판매 방식을 통해 솔루션의 

판매 및 유지보수가 진행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해 UCP 1000은 HDS를 통

해 고객에게 납품되고 판매된 제품은 HDS를 통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UCP 1000 모델은 사전구성 정의 방식이므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All-in-One으로 탑재되어 있다. 다음은 UCP 1000 제품에 탑재되는 하

드웨어의 스펙이다.

<그림 1> UCP 제품 라인업

<그림 2> UCP 1000 하드웨어 스펙

UCP 1000 (EVO:RAIL) UCP 2000 UCP 4000E UCP 4000

Server 2U4N (Rack) 2U4N (Rack)
Hitachi Compute Blade (CB) 

500 (2-16 Blades)
CB 500 (2-128 Blades)

Storage Internal Disk
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 (VSP) G200

Hitachi Unified Storage (HUS) 

130, HUS VM, VSP G200, 

VSP G400

HUS 150, HUS VM, 

VSP G400, VSP G600, 

VSP G800, VSP G1000

Networking 10GbE switch Brocade Converged Cisco Converged
Brocade Fibre Channel: 

Cisco or Brocade IP

Management VMware vCenter No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UCP) Director

● Dual Intel E5-2620v36 
 core processors(Haswell)
● 192GB memory
● 3X1.2TB SAS 10k HDD
● 1X400GB Intel SSD
● 2X10GbE NIC port
● 1X1GbE management port

Per Node Per 2U Appliance

● 48CPU cores ~ 100GHz
● 768GB memory capacity
● 14.4TB storage capacity
● 1.6TB flash cache capacity
● 80GbE network bandwidth
● Dual redundant 
 power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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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어플라이언스에 4대의 노드가 탑재되며 각 노드에는 VMware의 

ESXi가 사전 설치된다. 총 8대의 어플라이언스는 Scale-out 형태로 동

적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2대의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UCP 1000 제품에는 다음

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번들링

(Pre-Installed)되어 제공된다.

UCP 1000의 활용 방안
UCP 1000은 주로 소규모 오피스 및 리모트 오피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

다. 서버 가상화 및 VDI 용도로 주로 도입될 수 있으며 노드 4개가 탑재

되는 1대의 어플라이언스에서 서버 가상화의 경우 100 VM, VDI의 경우 

최대 250대의 가상 데스크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HDI와의 연계를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백업 

프리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 VDI 환경에서 HCP 및 HCP Anywhere를 

가상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사 및 지점의 클라우드 스토

리지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백업 프리 파일 서비스가 구축 가능하다.

국내 가상화 시장 규모는 글로벌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컨버지드 

스타일 보다는 UCP 1000과 같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점점 각광받

을 전망이다. 유연한 확장성, 손쉬운 관리 등의 강점을 지닌 하이퍼 컨버

지드 제품은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쟁도 치열

해질 것으로 보인다. Hitachi가 출시한 VMware EVO:RAIL 기반의 UCP 

1000이야말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특집 2부 
Solution 

VMware EVO SW Bundle

● (1) EVO Deployment Configuration
● (8) vSphere Enterprise Plus CPU
● (8) VSAN CPU
● (1) vCenter Standard Edition
● (8) Log Insight Manager
● 3 Years Production Support and 
 Subscription(SnS)

UCP 1000의 특장점

Scale-out 방식의 확장성
UCP 1000은 최대 32노드까지 고객의 서비스에 지장 없이 
온라인 상에서 확장이 가능하며, 새로운 노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증설할 수 있다.

15분 내에 서비스 배포
서버의 전원을 켠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15분 내에 
가상머신을 생성 및 구동할 수 있다.

간소화한 관리(Management Console)
기존의 VM 생성방식을 보다 간소화하여 Simple, Middle, Enterprise급의 
VM을 클릭 몇 번만으로 생성한다. 또한 Policy 정책 및 보안 설정도 
간소화했다. 특히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므로 vCenter에 대비해 가시성이 풍부해졌다.

통합 유지보수
QEP 파트너가 모든 제품을 생산 및 유지보수하므로 한 벤더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4>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백업 프리 환경 구현

<그림 3> UCP 1000 활용 방안

Use Cases

100 VMs 
250 Desktops

200 VMs 
500 Desktops

300 VMs 
750 Desktops

400 VMs 
1000 Desk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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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부 
Hot Issue 

비즈니스 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통하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공공 인프라 및 인구의 노후화, 의료비용 증가, 공공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도전 과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Hitachi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이용한 솔루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소셜 이노베이션’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업을 인수해 HDS의 고급 분석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IoT,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민간 조직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고 정교한 통찰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통합·분석,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변화의 속도는 엄청

나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

은 이제 무감각할 정도로 변화에 익숙해졌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갈수록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

는 수많은 난제를 양산하고 있다. 헬스케어, 천

연자원에서부터 사회 인프라, 공공의 안전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숫

자가 늘면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관련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Hitachi는 이처럼 확대되는 문제들을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이용한 솔루션으

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즈니스 

이슈를 핵심에서부터 파악하는 견고한 기반을 

이용하는 머신 데이터, 정보기술, 향상된 분석을 

통합하는 기술과 접근방법을 통해서다. HDS는 

특정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유의 솔루

션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Hitachi 팀과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을 통해 기술 전문성과 

깊이 있는 업계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 Hitachi는 

이를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이라 부

른다. 소셜 이노베이션은 더 안전하고, 더 스마

트하며,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소셜 이노베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다. 

HDS만의 IT 노하우를 기반으로 100년 이상의 

비즈니스 역사를 가지고 있는 Hitachi 전 산업

군의 OT(Operational Technology)를 융합하고, 

IoT(사물인터넷) 등 산업별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고객 비즈니스에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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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
2014년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이점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

로 상호 작용하기 시작한 변곡점이 되는 해였다. 

이제 센서에서 가져오는 거의 모든 데이터는 언

제 어디서나, 실시간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더 발전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

는 데이터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핵심 지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를 통

해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한층 더 예

측 가능한 실시간 인텔리전스로의 발전을 가속

화하고 있다. 

HDS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Hitachi의 OT 경험을 활용하는 사물인터넷에 주

목한다. 기업의 미션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미

션, 그리고 대량의 디바이스와 데이터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산만함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셜 이노베이션 솔루션의 엔진 역할을 하는 빅

데이터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다.

2014년 9월에는 영상 감시 및 센서 기술 관련 

기업 에이브리오(Avrio), 펜타신(Pentascene)을 

인수한 후 Hitachi Visualization for Public Safety

에 반영했다. 2015년에는 클라우드와 SAP 솔루

션 관련 서비스 공급기업인 옥시야(oXya)와 빅

데이터 및 IoT 기업인 펜타호(Pentaho)를 인수해 

소셜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에 반영했다. 특히 

펜타호 플랫폼을 통합하면서 데이터 통합, 가공, 

모니터링, 관리, 조직화 역량을 확장해 뛰어나고 

정교한 데이터 분석 스택을 제공하게 됐다. 이로

써 HDS의 소셜 이노베이션 솔루션을 더욱 강화

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에서부터 빠르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정

한 의미의 IoT’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HDS는 올해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에너지 등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

며, Hitachi 계열사 전체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업계에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함으로써 

IoT, OT, M2M(Machine to Machine) 및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HDS, 소셜 이노베이션 엔진 ‘빅데이터’ 솔루션 장착

<그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혁신

데이터 정보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단순히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비정형 데이터 폭증 환경에 대비하여 데이터 인덱싱, 검색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에 가치 부여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IT인프라 가상화, 자동화, 통합관리, 컨버전스, 
인프라 온디맨드 구현

TELECOM HEALTHCARE PUBLIC SAFETY OIL & GAS MANUFACTURING FINANCE & BANGKING

모빌리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IoT)

특집 3부 
Hot Issue 

HDS가 올해 2월 인수한 펜타호는 전세계 185개 국에 빅데이터 솔루션

을 공급하는 회사로, 1,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BI 툴의 문제점을 해결한 펜타호의 차세대 솔루션은 오픈소스,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시각화를 지원한다. ‘빠른 개발 기간’ ‘최소의 전문 서비스’‘경쟁력 있

는 가격모델 기반의 저렴한 TCO’ ‘비즈니스 사용자 중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펜타호 플랫폼은 HDS의 OT 및 IT 자산을 보완하는 핵심적

인 통합 요소를 제공해 HDS의 IoT, 분석, 소셜 이노베이션 솔루션 포트

폴리오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반기 출시 예정인 Hitachi 스케일-아웃 플랫폼(Hitachi Scale-

out Platform, 이하 HSP)은 빅데이터를 위한 확장형 플랫폼으로, 펜타호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완벽한 기능을 제

공한다. HSP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안정적인 시스템에 저장해 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 상에서 애플리케이

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둡과 완벽히 호환되며,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제품이다.

HDS는 HSP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인 

HCP와 함께 HSP 및 펜타호 솔루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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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Zoom In Ⅰ

최근 스토리지 시장을 보면 과연 SSD(Solid State Disk)의 전성기라고 할

만하다. 올 플래시 어레이(All Flash Array)라는 이름으로 많은 신생 벤

처기업들이 나와 있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일부는 EMC나 

IBM 등 거대기업에 인수되기도 했다. 

사실 컴퓨터 역사상 저장 미디어는 CPU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CPU는 18개월마다 2배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무어의 법칙대로 CPU는 

무섭게 성능이 향상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저장 미디어인 하드디스크는 

기계적인 한계로 15,000rpm의 속도에 멈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능의 한계를 뛰어 넘는 대안으로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기술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SSD 업체와 관련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SSD 시장 활성화를 통한 플래시 메모리 공

급 확대를 꾀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업체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

다. 가격도 규모 경제를 갖춰 가기 시작하면서 하드디스크와의 격차를 줄

여가고 있다. 

휘발성 메모리의 단점 보강한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1984년 도시바에서 탄생된 것으로, 기존의 휘발성 메모

리의 단점을 보강해 비휘발성 메모리로 개발되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일

반적으로 SLC, MLC로 나뉜다. SLC는 하나의 셀(Cell)에 1bit만 저장하는 

방식이고 MLC는 2bit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림 1>을 보면, 하나의 셀

에 전자(-)를 다 채워 넣으면 0, 빼면 1이 된다. MLC는 하나의 셀에 2bit

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전자(-)의 양으로 bit 수를 조정하며 11, 

10, 01, 00의 정보를 하나의 셀에 저장할 수 있게 한다.

알아봅시다
플래시 스토리지의 
이모저모
Writer 권필주 Product지원팀 부장

<그림 1> SLC, MLC의 Bit 표현 방식

1 0

11 10 01 00

SLC(Single Level Cell)
= 1bit

MLC(Multi Level Cell)
= 2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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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을 MLC의 예로 들어보자. 붉은 줄의 산화막을 

사이에 두고 전자를 Control Gate의 전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끌어 당겨 

bit 상태를 표현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 같이 Control Gate의 (+) 볼트

를 1, 5, 9, 13V와 같이 조절하면서 셀 영역에 전자의 수를 조절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쓰기(Write) 횟수의 제약을 받는 것은 전자가 옮겨

질 때 통로 역할을 하는 산화막의 내구성 때문이다. 전자의 이동이 잦아지

면서 산화막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가 생기게 되고 특정 횟수가 지나면서 

산화막에 쌓이게 된 전자로 인해 더 이상 전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즉, 더 이상 쓰기(Write)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MLC는 SLC에 비해 동일한 셀에 이런 동작(Operation)이 2배 이상 발생

하기 때문에 Write 가능 횟수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동하는 전자량이 일정하지 않아 원하는 bit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SLC에 비해 MLC가 동일한 셀에 더 미세한 전자량 조절이 

필요한데 전자량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될 경우 오류 bi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ECC(Error Correcting Code: 

에러정정코드. bit 전송 때 자동으로 에러를 정정하는 코드) 영역의 크기가 

SLC보다 더 커지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MLC의 

경우는 1KB당 24bit의 ECC 값을 갖는다. (그림 3 참조)

플래시 메모리는 셀에 대한 수정 동작이 없다. 대신 Program이라는 쓰기 동

작과 Erase라는 삭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쓰기 횟수를 얘기할 경우 

P/E cycle이라 부른다. 쓰기 횟수를 줄이기 위해 수정 시에는 새로운 셀에 

저장하고 삭제 시에는 바로 삭제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표시만 한다. 이런 과

정이 전체 셀에 골고루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웨어 레벨링’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데이터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셀이 생기

게 되고 실제 쓰기 가능한 부분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셀들을 다시 쓰기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메모리 관리 기법 중의 하나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할당했던 메모리 영역 중에서 필요 없게 된 영역을 해제하는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가비지 컬렉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쓰기 진행 중에 발생할 경우에

는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쓰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Write Cliff(쓰

기 절벽)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SSD 혹은 Flash controller는 이런 

Write Cliff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해 가비지 컬

렉션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다.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 클수록 성능 저하 최소화
또 하나의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의 지우기 방식이다. 쓰기를 할 경우 

4~16KB 단위의 페이지 단위로 저장되지만, 지우기는 페이지의 모음인 

블록 단위(보통 128~4,096KB)로 이루어진다. 즉, 지우려는 블록에 유효

한 페이지와 가비지가 혼재될 경우 유효한 페이지를 다른 저장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지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 영역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영역을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이라고 한다. 오버 프로비저닝 영

역이 많을수록 동시에 가비지 컬렉션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웨어 레벨링을 할 때나 ECC 체크로 인한 

오류 셀 발생 시 쓰기 가능한 셀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SSD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동일한 MLC를 사용하더라도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많이 구성하면 내

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사용하는 SSD의 경우 20% 

이상의 오버 프로비저닝 공간을 제공한다. 반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SSD의 경우는 10% 이하의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제공한다. 통상 메모

리 용량이 256GB, 512GB, 1,024GB, 2,048GB로 표시되는데, 엔터프라

이즈용의 경우는 200GB, 400GB, 800GB, 1.6TB로 용량을 표시하고 각

각 숨은 영역을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용 SSD의 경우는 사용 가능 용량이 그보다는 많게 표시된다. 삼성의 경우

는 256GB, 512GB를 250GB, 500GB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2> MLC의 Bit 변화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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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LC보다 크고 복잡한 MLC의 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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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스펙으로 도입 규모 확인
업계에서 아직 논란이 많은 용어가 있는데, eMLC가 그것이다. 필자가 인

터넷에서 SSD 미디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검색해 보았지만, eMLC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샌디스크(SANdisk) 한 군데뿐이었다. 기업용 스

토리지에 많이 채용되는 삼성전자, 도시바, HGST 등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서버용 혹은 enterprise SSD로 표현하고 사용 메모

리를 MLC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부 스토리지 벤더에서 eMLC SSD를 사용

한다고 표기를 하는데, 샌디스크가 아닌 삼성전자나 HGST, 도시바의 SSD

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eMLC는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

는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enterprise SSD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enterprise SSD의 사용 여부를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SSD의 용량 

스펙을 확인하면 된다. 200GB, 400GB, 800GB, 1.6TB의 SSD는 오버 프로

비저닝 영역이 대폭 확대되어 쓰기 횟수를 늘린 enterprise SSD혹은 eMLC 

SSD라고 판단하면 되며, 256GB, 512GB, 1,024GB, 2,048GB와 같거나 이

보다 약간 적은 용량이라면 일반용 혹은 eMLC SSD라고 판단하면 된다. 

HDS만의 뛰어난 플래시 메모리 처리 기술 ‘HAF’
HAF(Hitachi Accelerated Flash)는 HDS(Hitachi Data Systems)만의 독

특한 플래시 메모리 처리 기술이다. 기존의 스토리지 OS 기능에 Flash 

Acceleration 기능을 탑재해 이미 검증 받은 스토리지 기능인 프로비저닝, 

티어링, 데이터 보호, 모니터링 기능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플래시의 특

성을 반영한 향상 ECC, 가비지 컬렉션, 글로벌 웨어 레벨링 뿐만 아니라 

플래시 성능 가속화 기능을 포함해 플래시의 활용성을 최대로 높였다. 

반면, 최근 나오는 올 플래시 어레이 제품들은 새로운 스토리지 OS를 탑

재한다. 플래시 기능에 대해서는 최적화 되었을지 모르나, 프로비저닝, 티

어링, 데이터 보호 등의 기능이 없거나 개발된 지 얼마 안된 OS라 불안

정성이 존재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VSP G 시리즈에 탑재된 

HAF는 기존 코드의 안정성 위에 플래시 기능을 가속화함으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반 SSD를 사용할 수도 있고 최적화된 전용 Flash Module 

Drive(이하 FMD)를 이용해 플래시의 성능을 최적화 한다. FMD는 전용의 

쿼드 코어를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 일반 범용 enterprise SSD에 비해 프

로세싱 파워가 4배에 이른다. 가비지 컬렉션, ECC, 웨어 레벨링 등 플래시

의 특화 기능을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프로세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듈당 제

공되는 전용 쿼드 프로세서를 통해 빠르게 처리한다. 특히, 대규모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한 Write Cliff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림 5 참조) 

FMD는 현재 1.6TB, 3.2TB를 출시했으며 각각 400GB, 800GB 이상의 오

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함께 엔터프라

이즈급 성능과 쓰기 횟수를 보장한다. 조만간 6.4TB급의 FMD가 출시되

면 플래시의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SP G Family

Flash Storage OS

Hitachi Accelerated Flash Storage

기존 High-End code + 
Flash Acceleration 

AFA vendor

Flash Storage OS

Commodity SSDs

새로운 
컨트롤러 펌웨어

<그림 4> VSP G Family HAF와 타 AFA 벤더의 아키텍처 비교

AFA 전용 모니터링 Command Suite

<그림 5> Hitachi Accelerated Flash File Modu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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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LEVELLING ZERO BLOCK 
COMPRESSION

DATA REFRESH ENDURANCE 
MANAGER

EXTENDED ECC

X8 PCle PHYs

PCle Root Complex

Core

Core

Core

Core

X16 Flash Controllers

X32 Flash P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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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정된 Hitachi 스토리지만의 하이엔드 코

드를 통해 기존의 안정성, 데이터 보호, 관리 기

능 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범용 SSD가 아닌 스토리지에 최적화한 자체 제

작한 SSD 모듈인 FMD는 25% 이상의 오버 프로

비저닝과 확장 ECC 기능, 인라인 압축(여기서 압

축되는 영역은 오버프로비저닝 영역으로 사용하여 내구성을 늘려 

준다)기능을 이용해 일반 범용 enterprise MLC SSD보다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한다.

200개 이상의 Hitachi만의 플래시 관련 자체 특

허를 적용한 Flash Acceleration 소프트웨어와 

전용 Enterprise SSD인 FMD의 조합을 이용해 

고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을 보장한다. 특히 쓰기 절벽(Write 

Cliff)과 같이 타 벤더의 SSD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성능 저하 현상이 없다.

플래시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및 성능 튜닝 

도구 설치가 필요 없다. HDS의 공통 관리 툴인 

Hitachi Command Suite를 이용해 일반 스토리지

와 하나의 뷰로 관리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Tiering 등의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이

용해 SSD에서 HDD로의 이동을 혹은 반대로 구성

하는 것도 보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저장 미디어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준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오

라클, VMware, MS exchange, 오픈스택(Openstack) 

등 다양한 어댑터를 제공한다.

유니파이드 기능을 이용해 블록뿐 아니라, 파일/오

브젝트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검증된 최고 성능(SPC-1 벤치마크)을 보유

하고 있다. (참고: 스토리지 공인 성능 기관

Storage Performance Council, http://www.

storageperformance.org/results/benchmark_results_spc1_top-ten)

투자를 보호해 준다. 올 플래시 구성에서 하이브리

드 형태 혹은 Full HDD 구성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싼 플래시 미디어를 적절하

게 배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플래시급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

터는 저가의 HDD로 전환해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HAF(Hitachi Accelerated Flash)를 탑재한 VSP G 시리즈 

올 플래시는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환경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래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한다. 일반 범용 SSD와 

올 플래시 어레이(AFA) 솔루션을 조합할 경우와 비교할 때 

HAF를 탑재한 VSP G 시리즈 올 플래시의 장점은 9가지나 된다. 

플래시 스토리지의 인프라 적용에 참고가 될 것이다.

HAF 탑재한 VSP G 시리즈 
올 플래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가지 이유9

2

5

6

7

8

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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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HCP가 
책임진다!
Writer Hu Yoshida HDS CTO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
데이터 보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HCP(Hitachi 

Content Platform)는 정교한 데이터 보호 기술을 이용해 테이프 복제본 없

이도 콘텐츠를 보호하는 진정한 백업 프리(Backup-free) 플랫폼이다. 다

른 플랫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별화된 데이터 보호 체계가 오브젝트 

스토어에 내장돼 있다. HCP는 최대 80개의 연계 노드, 80 페타바이트 용

량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를 보호한다. 

최대 4개까지 제공되는 데이터 복제본

HCP는 설정 가능한 여러 개의 로컬 오브젝트 복

제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

를 불식시킨다. 다이내믹한 DPL(Data Protection 

Levels)이 원본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 최대 4개까지 복제본을 제공하

므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아주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데이터 이중화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요소다.

소프트웨어 미러링은 서로 다른 노드의 다양한 위치에서 각각의 오브젝

트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해당 노드는 보호 세트로 그룹화

되므로 오브젝트용 데이터의 모든 복제본이 단일 세트 내의 노드 전반에 

걸쳐 저장된다. 이러한 수준의 보호 서비스로 필수적인 데이터 이중화가 

자동 실행된다. 복제본의 유지는 오류시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해준다. 디폴트(Default)는 2개의 복제본을 제공하며, 스토리지 관리자는 

복제본을 통해 DPL에 적합하도록 HCP 설정을 구성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보호

HCP는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중화 장치를 사용한다. 메타데이터는 HCP에 저

장된 데이터의 전반적인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올바른 오브젝트 정책 할당과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 저장을 관리한다. HCP는 데이터의 완벽한 통합 검

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업계 유일의 통합 메타데이터 쿼리 엔진을 제공한

다. MDPL(MetaData Protection Level)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수

많은 HCP용 메타데이터 복제본을 명시한 전체 시스템 설정을 말한다. 

DPL을 통해 MDPL용 디폴트는 2개의 복제본이 된다. 메타데이터 2차 복

제본은 각각의 오브젝트 데이터 복제본으로 생성, 저장되지만 관리는 독

립적으로 이뤄진다. 메타데이터 원본이 소실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2차 

복제본을 이용해 복원할 수 있다. 

백업 프리 파일 동기화와 공유

HCP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파일 동기화와 공

유를 제공하는 HCP Anywhere용 핵심 저장소의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는 2주 정도가, 복구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련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Hitachi Data Systems(HD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 스토리지 비용의 약 2배, 원격 사무실의 

경우는 약 3배에 달한다. 데이터 보호 비용은 백업 미디어, 백업 서버,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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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HCP Anywhere를 통해 데이터는 방화벽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된다. 물론 이때도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승인받은 사용자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기기 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을 모든 종류의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한 기기에서도 간단히 복구된다. 

백업 프리 원격 오피스

HDI(Hitachi Data Ingester)는 원격 서버 또는 가상 

머신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 원격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파일러(Filer)와 유

사하다. HDI에 파일이 작성될 때 이 파일은 데이터센터의 HCP에 RESTful 

인터페이스로 복제되므로 별도로 백업할 필요가 없다. HDI 서버 또는 원

격 사이트가 어떤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로운 서버가 설치

돼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HCP Anywhere가 원격 설치돼 HDI 소프트웨어

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연계가 이뤄지면 새롭게 구성된 HDI가 시스템 

중단 이전에 HCP에 복제된 파일에 액세스하며, HCP에 복제된 새 파일을 

생성하는 것으로 즉시 가동을 시작한다.

글로벌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REST, 아마존 S3, 오픈스택 스위프트(Openstack 

Swift)가 포함된 HCP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재해복

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글로벌 분산 클

라우드 서비스로 기존의 재해복구 사이트를 대체할 수 있다. HCP는 데이

터를 암호화하므로 클라우드 내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침해 여

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할 수 있다. 

복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HCP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메타데이터는 시스템

이 재시동 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백업 테이프

에 복구할 필요가 없다. 대신 더 빠르고 정확한 콘

텐츠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주며,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HCP는 엄격한 RPO(Recovery 

Point Objectives), RTO(Recovery Time Objectives), SLA(Service Level 

Agreements)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완벽히 보유하고 있다.

콘텐츠 입증

데이터 무결성은 명칭 또는 ID로 검색된 데이터가 

같은 명칭이나 ID로 저장된 데이터와 완벽하게 동

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 이

상 저장된 데이터라면 콘텐츠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증은 일반적으

로 암호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HCP는 지속적인 데이터 무결성 체크와 최우선적인 데이터 복구를 수행한

다. 각각의 데이터 오브젝트는 ID 또는 해시 알고리즘이 해당 데이터를 다

른 복제본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지문을 갖고 있다. 불일치 또

는 무결성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HCP가 원본 데이터 오브젝트의 완전 복

원을 위해 자동으로 오브젝트 복구를 진행한다.

오브젝트 버전 이력 보호

데이터 보호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데이터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의도치 않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데이

터 오브젝트 버전이 생성되면 이 미션의 수행과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오브젝트 시스템에 저장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기본적

으로 ‘WORM(Write Once, Read Many)’ 상태다. 오브젝트 고유의 식별

자, 즉 디지털 지문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불변성(Immutability)을 보장

해준다. HCP는 오브젝트 수정이 가능하도록 원본에서 새로운 다른 오브

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다른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원본 데이터

는 삭제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버전 이력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버전 이

력 기능은 파일의 과거 버전을 손쉽게 복구하고, 최종 사용자에 의한 셀프

서비스 방식의 속성을 갖는 백업 프리 HCP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HCP는 현 시점에서 백업된 대부분의 데이터인 파일, 오브젝트 및 아카

이브 데이터에 대해 백업 프리 보호를 제공한다. 이때 고성능 블록 기반 

시스템은 활성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재해복구 솔루션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 내 비활성 데이터는 백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HCP에 보관돼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HCP를 통해 

백업과 재해복구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SLA가 향

상될 수 있는지 경험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 출처: https://community.hds.com,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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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Up  

전산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전산센터에 

‘나홀로’ 작업을 진행 중인 서버 장비가 눈에 띈

다. 브랜드 네임은 화웨이 x86서버. 판타지 호러 

영화 ‘손님’의 렌더링(Rendering: 컴퓨터 그래픽

에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작업에 투입되어 실

감나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 제작에 일조했다.

끊임없이 부동소수점 계산을 해야 하는 렌더

링 작업 특성상 CPU에 높은 열이 나면 셧다운

되기 마련인데도 화웨이 서버는 높은 성능과 

낮은 전력소모, 거기다 효율적인 통합관리 기

능을 장착해 중단없는 작업을 진행했다. 저렴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고개를 갸

우뚱하는 업계의 편견을 하나 둘씩 깨고 있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화웨이사업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먼저 영화 제작사에 화웨이 제품을 
납품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파트너를 통해 영화를 렌더링하는 고객사의 

x86 서버 도입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길로 

고객사를 찾아갔지요. 고객사의 주요 거래처 

중 중국 영화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화제작

에 화웨이 서버를 사용하면 중국의 영화 관객 

유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그 

부분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화웨

이 서버를 통해 디지털 캐릭터 작업과 군중 장

면, 물, 불, 바람, 안개 구현 등과 같은 장면이나 

국내 최초로 털이 난 사족동물의 무리를 표현하

는 등 실감나는 CG 영상이 가능하게 된 거죠. 

화웨이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겠어요. 화웨이와의 비즈니스 
시작이 궁금합니다.
출발이 조금 특이합니다. 영상 보안 쪽 신규 

사업을 위해 해외 벤더를 검색하다가 화웨이

를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영상 보안 제품보

다는 화웨이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문 제품들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화웨이 측에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TFT를 조직해 

화웨이 사업을 검토하고, 2014년 2월 영업 4

명, 프리세일즈 성격의 SA 4명으로 팀을 구성

했습니다. HIS의 스토리지와 솔루션 파트너 조

직과는 별개로 골드, 실버 파트너 등 30여 개

의 전국적인 영업 라인을 구축했지요.

IT 세상의 
중심에서 
화.웨.이를 
외치다

화웨이사업팀

24HIS advantage 2015. FALL NO.118



한국 IT 업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화웨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있나요?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화웨이 본

사 조직은 스마트폰 중심의 컨슈머 파트와 서

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중심이 되는 엔터프라

이즈 파트, 그리고 무선통신 등 통신업체를 대

상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리어 사업부

가 있습니다. 이 중 엔터프라이즈 파트는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IoT 등 기반기

술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통신장비 사업에 집중하던 화웨이 입

장에서도 한국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지난해는 조직 구축과 함께 x86 서버 시장에 

화웨이의 존재를 알려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영업 기간이었던 6개월 동안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의 매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면 화웨이 제품이 가격도 저

렴하고 고성능과 고품질의 장비라는 것을 경

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90여 고객 사이트

에 판매한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RMA: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애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

기입니다. 2013년 2월 모 홈쇼핑 사에 60여 

대의 제품을 판매한 이후 일곱 차례나 추가로 

서버를 납품했습니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화웨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품 및 솔루션은 
무엇이며, 이 외에 화웨이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현재는 화웨이 x86서버, 무선 LAN 등의 네트워

크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데, 영화 산업이나 빅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영역 등 광범위한 

산업군이 대상입니다. 화웨이 엔터프라이즈 사

업부문의 20여 개의 솔루션 중 클라우드, 화상

회의 등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추가로 

소싱할 계획입니다. 

화웨이사업팀의 올 하반기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1,0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공공,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 매출처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북유럽과 아프리카,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적은 곳이죠. IT 인프라 수

출 1위국인 우리나라의 SI 업체들이 활발한 비

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화

웨이 제품을 해외 시장에 전파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사업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HIS에서 오라클사업팀에 이어 두 번째로 타

사 벤더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팀입니다. 짧

은 기간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

어 있습니다. 인력의 80%가 팀을 결성하면서 

HIS에 입사한 경력사원인 만큼 HIS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자신감과 의욕도 충만

합니다. 동호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

로 관계도 끈끈하지요.

저희의 팀 모토는 ‘하던 대로 하지 말자’입니

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어요. 어떤 점이든 차별화해야 합

니다. 우리 사업팀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지점이지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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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ocus 

더욱 강력해진 

UCP for 
SAP HANA

신속한 빅데이터 분석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분석에 의존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이터 소스는 시의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

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분석의 수준이 전체의 

총합이나 샘플 데이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결론이 도

출되거나 ‘최상의 추측’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소스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확실하게 활용하려면 다중 소스로부터 취합

한 광범위한 기업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보고와 분석이 요구된다.

수작업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설계, 개발 및 사용은 비즈니스 발전 속도

가 더욱 빨라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에 더 나은 통찰력을 확보하려면 신속하고도 유연한 방식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접속해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데이터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Hitachi Data Systems(HDS)는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 

속도에 맞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집중형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UCP(Unified Compute Platform)를 SAP HANA의 속도와 펜타호 데이터 

통합에 결합시켰다. HDS는 기업이 사람과 머신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고객 경험의 개별화, 운영 최적화, 경쟁업체 대비 신속한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

실시간 분석 및 즉각적인 정보 제공
HDS는 통합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SAP와 20여 년에 이르는 전

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HDS 자회사인 펜타호의 데이터 통

합 기능을 추가했다. Hitachi UCP for SAP HANA에서 작동하는 SAP 

HANA 및 펜타호 소프트웨어는 정보에 기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AP HANA는 거의 실시간 단위의 대량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향상된 성

능을 갖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 인메모리(In-memory), 데이터 및 애플

리케이션 플랫폼이다. 다양한 종류 및 소스에서 취합된 방대한 양의 데이

터셋을 수용하며, 기업이 적절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셋 내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펜타호 데이터 통합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완벽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준비, 조합하는 방식으로 SAP HANA를 지원

하며, 정확하고 즉시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시각화 툴을 사용

하므로 복잡한 수동 코딩이 불필요하고,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취합된 빅

데이터를 기업과 IT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SAP HANA에 대해 포괄적인 구현 환경

을 제공한다. 인메모리 분석을 통해 최종 사용자가 대용량 데이터를 실

시간 결과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확장성과 통합, 신뢰성, 가치 있

는 데이터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다. 하이엔드급 스토리지 시스템, 컴

퓨팅 블레이드, 네트워킹 컴포넌트, 데이터 통합 툴이 결합돼 개발이 쉬

우며,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보장한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리

펜타호 기술을 결합한 Hitachi UCP for SAP HANA

신속한 쿼리와 보고서 생성

실시간 단위의 대량 데이터 분석

SAP HANA로 고속의 데이터 수집, 조합 및 전송

사용자 요청 시 다운타임 없이 인프라 추가

2주 이내 솔루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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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팅과 쿼리 응답 속도를 높여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이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빅데이터 수집, 처리, 제공 프로세스의 가속화
펜타호 데이터 통합은 SAP HANA로의 즉각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거

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가공 후 조합한다. 이에 따라 기업 

사용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의 이력, 운영 및 예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분석에 대해 준비된 상태의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사용자는 제공

받은 데이터가 기업의 최신 표준에 부합한다는 확신 하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및 조합,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

펜타호의 고성능 통합엔진은 간단한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용 가능한 

Point-and-click 구성, 네이티브 SQL 언어와 함께 신속한 쿼리 실행, 푸

시 다운(Push-down: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새로 기억된 정보가 먼

저 검색되는 방식) 데이터 처리를 통해 SAP HANA를 지원한다. 지금의 

데이터 플로우 엔진은 서버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프로세싱을 배포하고, 

완벽한 64비트 멀티코어 CPU를 활용하도록 스케일 아웃(Scale out)된다.

펜타호 데이터 통합은 사용자가 빅데이터를 소스 상태에서 조합한 후 완

벽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직접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둡(Hadoop), NoSQL 등 많은 비정형 빅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조합한다.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펜타호 플랫폼은 분석적 통찰력에 대해 끊임없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수

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Hitachi UCP for SAP HANA와 간편하게 통합된

다. 실제로 펜타호 소프트웨어는 모든 종류의 Hitachi Compute Blade 

서버 혹은 모든 종류의 랙마운트 서버에 탑재될 수 있다.

펜타호의 드래그&드롭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 소

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발맞춰 사용

자가 수동 스크립팅과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 통합을 위해 몇 

개의 소스로부터 스키마를 수정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펜타

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혁신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
Hitachi UCP for SAP HANA는 SAP HANA에 적합한 포괄적인 개발 환

경이다. 하이엔드급 스토리지 시스템, 컴퓨트 블레이드, 네트워킹 컴포넌

트의 결합으로 개발을 단순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CB 500 및 CB 2500 등 Hitachi Compute Blade(CB) 서버 

기술을 스케일업(Scale-up) 및 스케일아웃(Scale-out) 구성용 Hitachi 

Unified Storage(HUS) VM 및 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VSP) 시

리즈 등의 하이엔드급 스토리지와 결합시킨다.

Hitachi UCP for SAP HANA 스케일업 솔루션은 SAP HANA의 최소 단

위부터 최대 단위의 싱글노드 구현을 위해 설계된 25개 이상의 다른 메

모리 구성에서 이용 가능하다. 스케일업 솔루션이 제공하는 메모리 구성

은 128GB부터 최대 6TB까지다. 스케일아웃 솔루션은 1TB부터 3TB까

지의 메모리 구성을 제공하며, 최대 16노드까지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복잡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드투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기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해답을 찾아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스케일업 솔루션은 PoC(Proof-of-Concept), 개발 및 테스트 환경, SAP 

HANA에서 동작하는 SAP 비즈니스 스위트 운영 측면에서, 스케일아웃 

솔루션은 HANA에서 동작하는 SAP BW(SAP Business Warehouse) 운

영과 대규모의 중요한 SAP HANA 구현 측면에서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TDI로 확보된 유연성
기업에 이미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구현 방식에 따라 SAP HANA 

TDI(HANA 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 프로그램의 이점을 얻는 것

도 가능하다. TDI 개발은 SAP HANA 레이어 구성에 필요한 어플라이언

스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IT 예산에 큰 변화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구현 주기를 단축하고, 하드웨어의 활용성을 높여 SAP HANA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다.

E5 CB520H B3 서버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Hitachi CB 500뿐 아니라 

Hitachi VSP 및 HUS VM은 모두 TDI 프로그램을 통해 SAP HANA 개발

이 입증된 솔루션들이다. 이런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익숙한 방식으로 빅데이터 소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ETL(Extract-Transform-Load) 툴 제공

많은 소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해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풍부한 내장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지원

필드 매핑, 입증, 강화 규칙 결정이 가능한 가변성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변환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의 간편한 관리와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화 인터페이스 지원

15배 빠른 맵리듀스(MapReduce) 작업의 
개발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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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ocus 

리스크 완화, 도입비용 및 운영비용(Capex/Opex) 절감을 위해 이미 구

축된 운영 프로세스를 조절할 수 있다.

메인프레임급 성능과 확장성
SAP HANA 플랫폼은 ‘만약 ~한다면’이라는 가설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는 풍부한 기능과 함께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에서 즉각적인 비즈니스 통찰

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분석은 비즈니스 변화 속도에 맞춰 의사결정을 수

행할 때 매우 중요하며, 호스트 상의 중요한 요구사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향후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장하는 확

장성과 투자 보호를 통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한다. Hitachi UCP 인프라

스트럭처는 프로세싱과 스토리지를 간편하게 확장하고, 추가적인 SAP 

HANA 최종 사용자와 더 큰 규모의 SAP HANA 데이터 볼륨까지도 수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Hitachi UCP for SAP HANA의 프로세싱 엔진에는 인텔 제온 E7 패밀리 

프로세스 기반의 하이엔드급 블레이드 서버 플랫폼인 Hitachi Compute 

Blade(컴퓨트 블레이드)가 있다. Hitachi Compute Blade는 메인프레임

에서 제공해온 Symmetric 멀티프로세싱과 LPAR(Logical Partitioning: 

논리 파티셔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놀라운 수준의 하이엔드급 성능을 

제공한다. 구입비용(Capex)과 운영비용(Opex) 측면에서 높은 비용효율

성을 자랑하는 Hitachi Compute Blade는 네트워크, 파워, 서버 리소스

를 단일하고 공간 효율적이며, 유연성 있는 솔루션으로 통합시킨다. 랙마

운트가 가능한 섀시를 사용해 블레이드 모듈 보관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이용하는 플래시 스토리지와 지속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내장 

스위치와 연결성을 갖춘 I/O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24/7 데이터 가용성 보장
SAP HANA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24/7 데이터 가용성은 필수다. 기

업이 요구하는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백업과 복구, 내재해성(Disaster 

tolerance)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Hitachi는 UCP for SAP HANA의 서

버 및 스토리지 컴포넌트에 대해 고가용성 기술을 제공한다. Hitachi 

Compute Blade는 고도화된 내장 RAS(안정성, 가용성, 서비스 가능성) 기

능을 통해 SAP HANA 플랫폼의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발생가능성을 줄

여준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섀시에 2개의 관리모듈이 장착돼 충분한 이중

화 기능(Redundant)을 제공하며, 2개의 관리모듈은 각각 섀시의 원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해 독립적인 관리 LAN 인터페

이스를 지원한다. 블레이드와 컴포넌트는 핫스왑(Hot-swap)이 가능하다.

Hitachi UCP for SAP HANA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는 HNAS를 통해 고

가용성,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한다. HNAS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사용하

면 SAP HANA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고속의 시스템 내 백업(최대 

500MB/초)을 수행할 수 있다. Hitachi는 시만텍의 넷백업(NetBackup), 

컴볼트의 심파나(Simpana) 등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백업도 지원한다. 시

스템 오류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을 보호하기 위

해 기업의 기존 백업 인프라 레버리징 옵션도 제공한다.

SAP HANA 내재해성을 위해서는 HUS VM 또는 VSP를 SAP HANA의 

지속적인 스토리지 데이터 보관소로 사용한다.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를 통한 비동기 복제와 Hitachi TrueCopy를 통한 동기 복제

도 모두 지원한다.

내재해성 기능은 더욱 미션 크리티컬한 SAP HANA 구현을 위해 주요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와 SAP HANA 

플랫폼에 대한 24/7 액세스를 보장한다.

SAP와 Hitachi는 기업의 직원, 벤더, 고객이 모두 지속적인 가용성을 필

요로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기업 IT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완벽을 기한다.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SAP HANA 플랫폼용 Hitachi 솔루션은 실시간 분석이라는 새 시대의 패

러다임에 맞춰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가속화한다. 통합된 컴포넌트를 

통해 기업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전

반에 걸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고도의 확장성을 갖춘 아키텍처 및 통합, 데이터 가용성을 

위한 99.9% 가동률을 제공,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실

시간 데이터를 눈 앞에 가져다줄 수 있다.

Hitachi는 Hitachi UCP for SAP HANA와 펜타호 통합 컴포넌트를 제공

함으로써 기업이 포괄적인 분석 솔루션을 매끄럽게 구현해 비즈니스 목

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펜타호 데이터 통합 툴은 다양한 소

스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조합해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함으로써 SAP 

HANA의 효율성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신속한 분석과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 출처: Hitachi UCP for the SAP HANA Platform With the Power of Pentaho, 
 www.hds.com, 2015년 6월

28HIS advantage 2015. FALL NO.118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세계 170여 개국에 해외지사를, 중국 내에 

31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사로 

꼽힌다. 신화통신은 중국 내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종 이상의 신문과 12종의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도 운영 중이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 시스템
신화통신의 시청각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라이브러리 내 시청각 파일을 

디스크 어레이와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저장, 24/7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으로 2003년에 구축됐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신화통신 본사가 보유한 

6만 시간(약 9만 건의 엔트리), 지사가 보유한 1만 시간 등 총 7만 시간

의 시청각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신화통신은 비디오와 뉴미디어 비즈니스의 발전으로 관련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기존 시스템의 핵심 디바이스가 노후하면서 시스템 용량 부족

Best 
Practice 

신화통신

오브젝트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탄탄한 미디어 환경 구축
라이브러리 수용량 확대, 더욱 간편한 파일 배치와 액세스, 중요한 아카이브 보호 방안을 

모색하던 신화통신은 Hitachi NAS 플랫폼과 HCP(Hitachi Content Platform)를 이용한 

오브젝트 기반 클라우드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업종 국영 통신사

적용 솔루션 파일 및 콘텐츠, 클라우드

하드웨어 Hitachi NAS Platform 4100, Hitachi Content Platform  
 500 (XL), Hitachi Unified Storage 150

소프트웨어 Hitachi NAS Platform 4100 value cluster software  
 bundle, Hitachi Data Ingestor

도입효과 ● 상시 액세스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리소스 환경 구축
          ● 다운타임 감소,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수집 자동화

신화통신 Xinhua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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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비스에 한계가 왔다. 대량의 시청각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시스템의 전면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이 절실했다.

기존 시스템 처리량의 한계로 신화통신의 시청각 라이브러리는 한정적인 서

비스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의 양도 제한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본사, 아태지역, 남미, 유럽지사의 접속자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시청각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운영 압박과 아키

텍처 설계로 인한 제약이 본사 이외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제한

해 비즈니스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파일의 자체 기술과 자체 관리를 위해 향상된 오브젝

트 스토리지 기술과 커스터마이징된 메타데이터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 기능이 구현되면 비디오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해 독

립적이면서 질의 및 액세스가 가능한 미디어 자산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테이프 데이

터 읽기 오류 가능성도 없앨 수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문제 해결
신화통신은 전 세계로 공급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용 시청각 서브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브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 본사와 

해외 및 중국 내 지사의 단일 관리가 가능하고, 리소스가 강화될 뿐 아니

라 각각의 노드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TV

와 뉴미디어 사업 강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도 갖출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화통신은 하루 평균 120시간의 비디오 데이터 처

리와 송수신, 향후 3~5년간 TV 사업부문의 비디오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또한 지사의 시청각 데이터 아카이브 요구사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 세계 지사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단일화된 관

리와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Hitachi Data Systems(HDS)는 신화통신이 필요로 하는 온라인과 아카이

브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HCP 500XL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

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미디어 리소스 관리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 온라인 

스토리지는 핫스팟 비디오, 중요한 프레임 이미지, 신속한 액세스가 요구

되는 저비트율 비디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또 장기간 아카이브가 필

요한 비디오 파일 저장에 사용되는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도 있

다. 이 온라인 스토리지 시스템에는 고성능 HNAS 4100이 포함돼 있으

며, 저장된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편집하고자 하는 수백만의 신화

통신 인트라넷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신화통신의 인트라넷 및 엑스트라넷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프

라이빗 클라우드에 구축돼 테이프 송출 대기 시간이 없어졌으며, 수많은 

지사에서 유입되는 중앙집중화된 데이터 취합 문제도 해결됐다.

HDS는 2개의 하이엔드 HNAS 4100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고가용 클러

스터를 구현했다. 2개의 게이트웨이를 하나의 HUS 150 시스템과 결합

해 최대 4GB/초 대역폭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 있는 NAS 스토

리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또 HUS 150의 충분한 파이버 채널 인터

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SAN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HDI로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6개의 HCP 500XL 게이트웨이와 하나의 HUS 150이 스

케일아웃(Scale-out)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생성한다. HCP는 기

간이 오래된 데이터 저장에 디스크를 활용하며, S3, HTTP, CIFS 또는 

NFS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온라인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HCP 500XL은 미디어 리소스 관리 시스템의 고대역 요구사항을 만족시

키기 위해 게이트웨이 노드당 이미 검증된 성능인 250MB/초를 제공한

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스토리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

카이브 데이터에서의 읽기/쓰기 대역폭 요구사항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 

HCP 오브젝트 기반 시스템에 구현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은 인

트라넷 및 엑스트라넷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청뿐 아니라 데이터 아카이

브 수요를 충족하고자 설계된 것이다.

신화통신 지사 소속 저널리스트들은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FTP를 통해 본사에 비디오를 업로드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됐다. 

HDS는 신화통신 지사에 HDI(Hitachi Data Ingestor) 가상 머신(VM)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사에 설치된 HDI 소프

트웨어는 본사에 구축된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과 연계돼 있어 

지사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보호할 수 있다.

지아오루(Jiao Lu) 
신화통신 기술 부서 시청각 데이터 부문 

클라우드 미디어 자산 프로젝트 팀장

HNAS와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미디어 자산 

스토리지 스트리밍을 위해 

디스크를 도입한 

첫 통신사가 됐다.

Be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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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도입 효과

완벽한 디지털화란 미디어 리소스 데이터 원본

이 저장된 스토리지 미디어가 테이프에서 디스크

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대기 및 관리 필요성이 없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향상되며, 언제라도 접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HCP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스템 신뢰성을 보장

한다. RAID 기본 데이터 보호를 통해 디스크 오류

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HCP의 

복제 메커니즘으로 비즈니스 다운타임 가능성이 

줄어든다.

HCP는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3단계의 사용자 비밀번호뿐 아니라 WORM(Write 

Once, Read Many) 기능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대

한 잠금 설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예정된 시간 이전

에는 어느 누구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

으므로 파일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이 보장된다.

HCP는 데이터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일 상태 

체크와 셀프 힐링(Self-Healing)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복사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파일을 다중 복

제하며, 해당 파일에 대한 해시 값 확인을 정기적

으로 실행한다. 해당 파일이 해시 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파일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

우, HCP는 해당 파일의 복사본이 늘 최상의 상태

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손상된 파일을 다른 무결점 

복사본으로 자동 대체한다.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을 갖고 있는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된 메

타데이터 관리를 제공한다. HCP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파

일 오브젝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HDS는 IBM 콘텐츠 매니저 시스템을 대체

하면서 HCP의 API를 통해 HCP에 작성된 파일 

오브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복사본을 추가적으

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메타데이

터에 대한 2단계 보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다운타임 감소

상시 액세스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리소스 

환경 구축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호

향상된 
메타데이터 관리

S3와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HTTP 프로

토콜은 라우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트라넷 및 

엑스트라넷 사용자가 본사에 설치된 HCP에 실시간

으로 접속할 수 있다. HCP의 HTTP 프로토콜은 방

화벽, 에어갭(Air gap: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환경) 

등 독립 디바이스 내에서 동작할 수 있어 엑스트라

넷에서도 비디오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지사에 근무하는 저널리스트들도 LAN을 통해 HDI

에 비디오 파일을 신속하게 업로드 할 수 있어 사무

실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저널리스트

들이 업로드한 비디오 파일 복사본은 HDI가 본사의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에 자동으로 복사한

다. 그리고 승인이 완료되면 전 지역의 지사에서 해

당 HDI VM을 공유할 수 있다.

자동화된 아카이빙이란 HDI VM이 정책에 기반해 오

래된 지역 데이터를 자동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지 공간이 확대돼 무제

한의 스토리지 리소스 풀을 생성할 수 있다. 삭제된 

데이터는 HCP에 복사된 데이터 복제본을 지칭하는 

‘스텁(Stub)’으로 대체되므로 해당 파일이 아카이브 

됐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굳이 공지할 필요는 없다.

엑스트라넷을 
통해 비디오 파일 

액세스 가능

지사 데이터 
자동 수집

유연한 스케일

지아오루(Jiao Lu) 신화통신 기술 부서 시청각 데이터 부문 클라우드 미디

어 자산 프로젝트 팀장은 “HNAS와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미디어 자산 스토리지 스트리밍을 위해 디스크를 도

입한 첫 통신사가 됐다. HCP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과 커스텀 메타데

이터 기능은 미디어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대용량의 컨텐츠에 대

한 빠르고 정확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 HCP가 제공하는 표준 

HTTP 기반 액세스 프로토콜로 테이프 송출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없

어졌으며, 외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를 통해 파일 스트리밍의 읽기/쓰기 응답 속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

대한다. HNAS와 HCP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제 신화통신 TV서비스의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 출처: Xinhua News Agency Supports Object-Based Cloud Platform With 
 Hitachi File and Content Technologies, www.hds.com,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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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IT의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Q.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스토리지 서비스를 가상화 레이어에 구축한다. 스토

리지 가상화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는 광범위하게 포진된 스토리지 자산에 대한 유지, 프로비저닝

(Provisioning), 성능, 가용성, 용량 최적화 등 모든 수준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

한다. 가상화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상화를 통

해 효율성을 확보한 IT 부서는 예산을 혁신 및 혁신에 수반되는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네트워

킹, 분석 등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토리지 가상화를 
설명해달라.Q. 

스토리지 자원들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간단한 파일이나 볼륨 또는 다른 형태

의 저장 매체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스토리지가 중앙에서 통합 관리

되고 이질적인 서버 네트워크와 공유하면서 중앙 스토리지 풀의 모든 가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스토리지 장비들을 가상화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관계

없이 가상 스토리지에 연결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자원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토리지 가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Q. 
스토리지 가상화를 논하기 앞서 IT가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IT

는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 도전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고, 동시에 수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

를 언제나(24/7) 무중단 무장애 상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 

두 번째 도전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느냐이다. 혁신을 위한 전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곳

곳에 분산된 고객이 다양한 액세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한정된 IT 예산으로는 이 중 하나 정도만 간신히 해결

할 수 있다. 혁신과 더 나은 인프라 관리 두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 IT 예산을 할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IT가 비즈니스 혁신을 견인하는 한 요인이 되면서 스토리지 가상화의 발전이 곧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이는 스토리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며 보다 지능적이고 

통합된 IT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소셜 기술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IT 부서가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리지의 물리적 구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가상화의 개념과 필요 이유, 그리고 Hitachi의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에 

탑재되어 자원 관리를 대폭 단순화한 Hitachi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s)에 대해 알아본다.

 스토리지 가상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비즈니스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 위한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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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가상화의 
이점은 무엇인가. Q.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기업 IT 환경의 

미디어 혹은 서드파티 시스템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의 보호, 관리, 모니터링, 프로비

저닝 가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하면서도 리소스에는 덜 집중된 관리가 가능

하다. 가상화를 통해 추상화가 가능해졌으며, 기업 인프라 기능에 대

한 액세스가 간편해져 모든 스토리지 자산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자동화해 이를 모든 워크로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툴 셋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 관리

가 간소화됐다. 

스토리지 가상화도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Q.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 또는 스토리지 시스템 내의 데이터 가상화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과 웹 스케일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워크로드를 처리하려면 완전

한 가상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상

태여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소프트웨어 정의는 스토리지 가상화를 이용하여 

진화된 온라인 모빌리티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한다. 

시간대가 다른 많은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기업 또는 실시간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경우 다운타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들 

시스템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블록 단위 이동이나 파일 워크로드를 위해서도 서비스 무중단, 데

이터 무손실의 Zero RPO(Recovery Point Objectives)와 Zero RTO(Recovery Time Objectives)

를 필요로 한다. 가상화된 블록 스토리지 플랫폼의 최상층에서 고성능 NAS 게이트웨이를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다면 파일 서비스에서의 가상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T 환경 변화가 
스토리지 가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Q.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IT 프로세스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예를 들어보자. 메인프레임 환경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되던 

의사결정 지원 애플리케이션이 지금은 새로운 분석 애플리케이션과 더불어 가상화된 x86 아키

텍처에서 구동된다. 또 6~12개월 단위로 이뤄지던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는 주 단위의 마이

크로서비스로 대체되어 업데이트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블록(Block)과 파일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지

금은 데이터의 장기적인 유지와 API를 통해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IT 인프라 예산도 10년 전과 달리 투자비용(CAPEX)이 아니라 운영비용

(OPEX)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하나의 데이터센터에서 익히 알고 있는 특정 사무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했

다. 지금은 어떤가. 대도시와 대륙 간 경계를 넘어 다중 데이터센터로 데이터 소비 범위가 확대됐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애플리케이션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센터 내에서 발전해 왔다. HDS가 스토리

지 가상화를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기업들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성과 성능 향상에 가

상화를 이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액세스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능적인 데이터 배치를 위해 스토리지 가상화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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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가상화는 아직까지 수직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다. 스토리지 가상화 엔

진은 뒷단에 이어진 이기종의 스토리지 시스템까지도 가상화 시키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가상화로 인해 여러 지역에 분산된 블록, 파일, 그리고 콘텐츠 스토리

지까지 모두 수평적인 가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의 가상 스토리지 자원 풀을 

제공하는 가상 스토리지 머신을 통해 여러 개의 물리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을 지원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스토리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가상 스토리지 

이미지를 각각의 시스템에서 읽거나 쓸 수 있게 된다. 

Q & A

최근에는 글로벌 
가상화라는 용어도 
회자되고 있는데.

Q.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스토리지 가상화는 
필요충분 조건이지 
않은가.

Q. 
요즘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장기보관하려는 기업들이 늘

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격 사무실에 데이터 모빌리티를 

제공한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직원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해준다. 데

이터 보호, 관리, 보고를 중앙화할 수 있고, 데이터가 비용 최적화된 매체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며, 에지(Edge: 말단) 디바이스에 대한 원격 구성과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DS에서 구현하는 
스토리지 가상화의 
특징은.

Q. 
HDS의 모든 플랫폼은 간단하게 가상화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 환경의 가상화 레이

어를 통해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가용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비

파괴적 시스템의 대체 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이기종 스토리지 전반에 

걸쳐 가상화를 하나의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신속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접근

성의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통찰력을 강화하며, 

자동화로 간소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토리지 가상화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체제

를 스토리지 시스템에 탑재하고 있다.

스토리지 가상화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체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Q. 
Hitachi의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체제(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s; 

SVOS)는 Hitachi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집대성한 첫 번째 독립형 스토리지 소프

트웨어다. 고객들이 별도의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선택 옵션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여러 곳에 분산된 Hitachi VSP 

스토리지를 동기화 시킴으로써 특정 시스템에 중단이 일어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스토리지 가상화를 이용하면 SVOS의 폭넓은 가용성을 다른 벤더의 스토리지에도 확

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관리 툴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사용되었던 SVOS의 적용 범위를 넓힌 VSP G200/G400/

G600/G800을 출시함으로써 전체 스토리지 플랫폼에 동일한 관리, 마이그레이션, 스토리지 가

상화, 복제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 출처: Seize Opportunity With Evolving Levels of Automation, Abstraction and Access, 
 www.hds.com,  2015년 4월

34HIS advantage 2015. FALL NO.118



HIS & HDS 
News

What’s 
New?

01

Hitachi Data Systems(HDS)가 HCP Anywhere에 Hitachi, 넷앱,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파일 서버 

등 NA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HDS는 디지링

크(Digilink)와 협력하여 HCP Anywhere에 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고, 그 결과 언제 어디서

나 데스크톱 PC, 모바일, 브라우저 등 모든 디바이스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의 콘텐츠

를 완벽히 관리할 수 있는 HCP Anywhere Connector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

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Share Point로 동기화시킬 수 있

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용 HCP Anywhere 플러그인을 사용해 서로 쉽게 협업하고 콘텐츠

를 공유할 수 있다. HDS의 CTO Peter Sjoberg는 “최신 HCP Anywhere는 단순히 파일 동기화 및 

공유 프로그램을 넘어 진정한 소프트웨어정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HCP 

Anywhere는 소프트웨어만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실행될 수 있으며 NAS, 콘텐츠 관리 시스템과 같

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자원에서부터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며 

“고객들은 전통적인 IT 환경에서부터 클라우드 기반 모델로 쉽게 환경을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HCP Anywhere, NAS 환경의 
데이터 모빌리티 지원 기능 추가

02

Hitachi Data Systems(HDS)가 Hitachi VSP G1000 및 Hitachi VSP G200/G400/G600에 이어 

Hitachi VSP G800을 출시했다. Hitachi VSP G800은 플래시로 가속화된 115만 IOPS을 제공하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의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한다. 또한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Global Active 

Device)를 지원하여 서로 다른 사이트에 위치한 두 개의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연속성과 보안을 완

전히 보장한다. Hitachi VSP G800는 Hitachi 다이나믹 티어링 액티브 플래시 기술을 통해 플래시의 

빠른 성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활성 데이터를 한 단계 높은 티어로 즉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를 통

해 사용자들은 플래시 티어로 활성 데이터를 바로 이동시켜 워크로드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고 성능

을 극대화 할 수 있다. Hitachi 다이나믹 티어링 액티브 플래시 기능은 데이터 모빌리티 팩에 포함되

므로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HIS Product지원팀 권필주 부장은 “부

가 기능 때문에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매해야 했던 고객들이 VSP 제품군 확장 이후 비

즈니스 목적에 알맞은 용량, 성능, 가격을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선택하면서도 우수한 소프

트웨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사이트

를 추출해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것이 기업의 최대 경쟁력으로 떠오른 이 시대에, 국내 고객들이 최

적의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HDS, Hitachi VSP G80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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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Data Systems(HDS)가 VMware EVO:RAIL을 지원하는 Hitachi UCP 1000과 UCP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Hitachi UCP 1000은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형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

라이언스로 매우 단순하게 설계돼 원격 오피스, 테스트 및 개발, 가상 데스크톱 등 가상화 솔루션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기존 Hitachi UCP 제품군과 동일하게 엔터프라이즈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1차, 2차(core-to-edge) IT 워크로드를 모두 커버하며 데이터 센터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Hitachi UCP 1000에 HDI(Hitachi Data Ingestor) 소프트웨어를 통합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통합 후 온-프레미스의 경우 HCP(Hitachi 

Content Platform)를, 클라우드 환경의 경우 콘텐츠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Hitachi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백업할 수 있다. HDS 솔루션 마케팅 및 소셜 이노베이션 총

괄 부사장 라비 찰라카(Ravi Chalaka)는 “많은 기업들이 시간 대비 가치를 높이고 

데이터센터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각의 컴퓨트,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시스템

을 통합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VM웨어와의 장기적·전략적

인 파트너십을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솔루션과 기능으로 파트너 및 고객들이 비즈

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HDS, Hitachi UCP 1000 출시

04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에서 고객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소셜 이노베이션 세미나’ 로드쇼를 개최했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기업 혁신을 말하

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SDI) 및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비전

을 공유하며 고객 및 파트너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

됐다. 세미나는 IT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조연설 ‘CONNECT 

to Next Innovation’을 시작으로 SDI 구현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컨버지드 솔루션에 대해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적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구성 방안과 혁신적인 컨텐츠·아카이빙 

전략 등 실질적인 도입 방안 및 구축 솔루션을 제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HIS 전홍균 대표는 “이번 소셜 이노베이션 세미나 로드쇼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HIS 고객, 파트

너사들에게 기업 혁신 전략 및 비전을 직접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고객들이 IT 기

술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혁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고 전했다.

HIS, ‘소셜 이노베이션 세미나’ 로드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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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변신하고 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은행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뱅킹은 비트와 바이트일 뿐이다”라고 했던 

존 리드 씨티은행 최고경영자의 말처럼 은행은 더 이상 ‘돈’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은행이 데이터 저장소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선보일 

디지털 뱅크(인터넷 전문은행)가 그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 과거 은행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금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

는 건 여전하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 대출 상담을 원하는 

사람, 지로 납부를 원하는 사람, 동전 뭉치를 들고 와 지폐로 바꾸길 원

하는 사람, 집 이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억대의 돈을 수표로 찾기 원하

는 사람… 은행 문이 닫힌 후에도 직원들은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2 머지않은 미래에는 길거리에서 은행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

다. 갈수록 이용 빈도가 낮아지는 지점의 80% 정도가 문을 닫기 때문이

다. 남은 20%의 지점은 최적의 장소에서 금융거래가 아닌 영업과 고객 

상담 업무를 위한 장소로 바뀔 것이다.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할 수 있

었던 계좌 개설과 같은 몇몇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마저도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 까닭이다. 

데이터가 새로운 은행 서비스의 중심
세계 최대의 모바일 분야 컨퍼런스이자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 향후 어떤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바꿀 것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MWC 2015의 하이라이트는 

핀테크였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의 프란치스코 곤잘레스 회장은 

“은행은 급격하게 디지털화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은행에서는 데이터

가 필수이며, 데이터가 새로운 은행 서비스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했

다. 이를 풀이해 보면 앞으로 얘기할 핀테크는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처

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기술인 셈이다.

핀테크의 정의를 보자.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ial)과 기술

(Technique)의 합성어로, ICT(정보통신기술)를 바탕으로 송금, 결제, 자

산관리,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목

Writer 김완선 머니투데이 사업국 부장, 신한퓨쳐스랩 핀테크 기업 멘토로 활동

은행과 금융거래 경계가 무너진다 

핀테크와 디지털 뱅크, 
그리고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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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수의 개

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주로 

SNS를 활용하므로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한다)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

스이다. 핀테크는 지난 5년간 투자 규

모가 3배 이상 성장할 만큼 빠른 속

도로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 액센츄어

의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지난 20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의 급속한 변신이 핀테크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

다. 거꾸로 핀테크의 성장이 은행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기도 하다. 핀

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속적인 ICT 발전에 따른 은행 고객들의 비대면 채널 이용의 확대이다. 

둘째는 기존에 광고 및 게임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ICT 기업들이 

수익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ICT와 만난 금융서비스의 무한 확장 
핀테크는 유럽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9

년에 설립된 독일의 피도르(Fidor) 은행은 특히 SNS를 활용해 독자적

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규 고객의 경우 페이스북 커넥트

(Connect)를 통해 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계정의 ‘좋아요’ 

클릭 수가 1,000회 늘어날 때마다 고객의 예금 금리도 0.1% 상승하는 

독특한 소셜 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인 밀레니엄 BCP는 액티보뱅크라는 디지털 은행

을 설립, 주로 젊은 고객층을 주 타깃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프랑스의 BNP파리바는 모바일 전용은행을 통해 자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좌번호를 휴대폰 번호로 대체하고 전화번호와 QR 코드 등

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핑잇(Pingit)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금융그룹이 ICT 업체들과 제휴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

다. 캐피털 원(Capital One)의 경우 네덜란드 인터넷 전문은행인 ING다

이렉트를 인수,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페이팔

(Paypal)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결제액의 18%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

대의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로 성장했으며, 구글(Google)의 경우

에도 가상결제 시스템인 구글 월렛(Google Wallet)을 만들어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나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

도록 간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

지에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중국의 경우 IT 업체가 은행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은행

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전용 머

니마켓펀드(MMF) 상품인 ‘위어바오’를 출시, 5,000억 위안(약 82조 원)

에 달하는 수탁액을 달성하는가 하면 중국 사업자 40만 명에게 소액대출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높은 금융규제 장벽으로 인해 은행시

스템과 IT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 은행들과 IT 업체들의 제휴가 본격

화되고 있다.

디지털 뱅크가 핀테크의 시험 무대
길거리에 수많은 은행들이 정말 사라지게 될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점들만 남아 영업과 상담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견해다. 은행 지점들의 급격한 감소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뱅

크의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한다. 디지털 뱅크는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 20여 개, 유럽 30여 개, 일본 8개가 영업 중이다. 디지

털 뱅크의 태동은 ‘고객을 실물 기반의 유통망에서 디지털 유통망으로 

옮기지 않으면 은행의 미래는 없다’는 명제를 상기시켜 준다.

<그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As-Is 
은행서비스

To-Be 
은행서비스

기대효과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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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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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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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비자가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3938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선정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디지털 뱅크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금융감독원

은 9월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 올해 중 2곳 정도를 선정, 내년엔 무늬만 

인터넷이 아닌 ‘진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적

으로 더 인가해 줄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화되면 모바일 플

랫폼, 전자결제, 근거리무선통신(NFC), 정보보안, 신용평가 등의 핀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토리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디바이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핀테크의 핵심은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

스에 접근해 안전하게 결제·송

금하고 거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방법, 이

상 금융거래 탐지 및 차단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사용방지시스

템), 빅데이터 분석 능력 등

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핀

테크는 보안과 빅데이터 처

리,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세 

기술이 핵심인데, 궁극적으로 

스토리지와 서버를 구축하는 시스

템 업체들과 SI 업체들이 혜택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터넷 전

문은행은 표면적으로 결제가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기술이 스토리

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스토리지가 인터넷 전문은행

의 핵심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

범하면 1개 은행당 최소 500억~1,000억 원 정도의 구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을 대체하

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여·수신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로 시작해 

핀테크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 크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P2P 대출 등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개별 고객 

투자나 소비성향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마케팅 서비스

로 진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스토리

지가 큰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금융 IT의 강자로 군림

하고 있는 Hitachi가 일본 내 대다수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프라 공급원으

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POS 시스템 해킹 등 금

융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인터넷 전문은행

은 금융 거래의 편리함이나 간편함, 간소화 이면에 무엇보다 보안을 최우

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리하자면 빅

데이터 처리 기술과 보안, 클라우드 기술에서 

우세함을 보이는 스토리지가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거대 시장의 강자 자리를 차

지할 것으로 보인다. 

Insi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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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설립 이래 한국내 주요 기업이 가장 많이 도입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벤더로 입지를 굳힌 SAP 코리아. 

지난해 초부터 HI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SAP HANA 

어플라이언스 벤더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 신규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DB 시스템 영업 확대에 나섰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절대적인 강자 SAP가 자신을 한껏 낮추고 벤더들과 함께 

도전자의 위치에 선 까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DB 회사가 되고 싶은 까닭이다. 

SAP HANA 중심의 
DB 생태계 그린다

SAP 코리아

4140



SAP 코리아가 고속 인메모리 분석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DB 

플랫폼인 SAP HANA로 DB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2014년 초 플랫

폼솔루션그룹이라는 영업 조직을 구성하면서부터다. HANA 중심의 DB, 

BI(Business Intelligence: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접근, 수집, 보관, 분석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기

술), 모빌리티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조직으로, 계속 확장중이다.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지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DB 시장에서 의미있는 

활약으로, 2013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40%에 이른다. 오라클이 독점하

다시피한 한국 DB 시장에서 점유율은 잠시 논외의 문제로 접어두었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DB 회사’라는 SAP의 비전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DB 회사를 꿈꾸다
플랫폼솔루션그룹에서 HANA 사업 담당 김희배 상무는 “플랫폼솔루션그

룹이라는 별도의 영업조직이 전문가그룹에서 핸들링하던 DB 사업을 담당

하게 된 것은 회사가 SAP HANA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DB 시장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시장보다 3배나 

큰 시장이다. 국내만 해도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시장이 2,000억 원대

라면 DB는 6,000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 2017년까지 점유율을 10%대 

후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영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DB 영업에 힘을 실어주는 일도 있었다. 올 초 

SAP가 20여 년 만에 차세대 ERP(전사자원관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SAP HANA’에 맞춰 최적화된 ERP를 만든 것이다. SAP HANA 플랫폼

을 모든 SAP 제품 및 혁신의 중심에 놓고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

이터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SAP의 강력한 의

지의 표명이다.

인메모리 기술로 DB 블루오션을 만든다 
SAP는 아직까지 주류인 RDB 시장을 HANA 중심의 인메모리 기술로 재

편해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다. 인메모리 기술은 DB 관리를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서 하는 것이다. 기존 DB 관리는 모든 자료를 디

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불

러들였지만, 인메모리는 메모리에서 불러들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

르다. 가트너는 향후 수년간 35%의 기업에서 인메모리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65%가 인메모리를 도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DB 대비 처리 속도가 평균 1,000배 빠른 

SAP HANA의 인메모리 기술의 매력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솔루션그룹은 SAP HANA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함께 어플라이언

스 벤더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내세운다. 어플라이언스 벤더

는 스토리지의 HIS를 비롯해 유닉스 서버, 네트워크 분야에서 내로라하

는 벤더들로, 굳건한 기존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SAP HANA 중심으로 

DB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로서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계가 돈독하다.

스토리지 벤더에서 최적화된 IT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HIS

와의 비즈니스에 거는 기대도 크다. 2011년 글로벌 SAP와 HDS(Hitachi 

Data Systems)가 맺은 파트너십이 국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HIS

가 국내서 UCP for SAP HANA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면서부터다. HIS

는 UCP(Unified Compute Platform) for SAP HANA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영업에 나섰다.

대규모 ERP DB 사이트 확보로 파트너십 결실
SAP 플랫폼솔루션그룹 입장에서도 HIS와의 파트너십은 두 가지 관점

에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김희배 상무는 “HIS와의 전략적 파트너

십으로 DB 비즈니스에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IT 생태계

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HIS가 스토리지에서 출발한 벤더인 

만큼 고가용성(HA)과 로지컬 파티셔닝이 출중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다. HIS가 제안하는 Hitachi UCP for SAP HANA는 1994년부터 유지해 

온 Hitachi와 SAP의 전략적 기술 협력이 집약된 솔루션으로 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스트럭처 플랫폼이다. 특히 높은 가용성과 장애 대응성 및 백업 기능으로 

TCO(총소유비용)를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서버 수를 

80% 이상 줄이고 상면 공간과 전력 유지 보수비도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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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AP가 한국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한국 비즈니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SAP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입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변

화에 대처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지요. 전세계 거래량의 70% 이상이 

SAP 솔루션으로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80%가 SAP를 이

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이베이스 인수, 2011년 인메모리DB HANA 출

시, 2012년부터 HANA DB 탑재 어플라이언스 출시 등을 통해 SAP HANA 

플랫폼으로 DB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SAP HANA 솔루션 외에 향후 HIS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은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컴퓨

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ERP 같은 비즈니

스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SAP는 주요 애플

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

스와 월 정액제 모델을 도입했으며, 현재 SAP HANA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

반으로 30개 이상의 업종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 코리아는 핵

심 솔루션을 HANA 기반의 클라우드로 이전해 클라우드 회사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최근 국내서 두 곳의 ERP 클라우드 사이트를 확보했습니다. 역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표방한 HIS와 비즈니스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Q. HIS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AP HANA 어플라이언스의 중심은 SAP HANA 솔루션이므로 아직까지 

플랫폼솔루션그룹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지요. HIS뿐만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벤더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SAP HANA 비즈니스를 적극적으

로 전개해 파트너십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INI INTERVIEW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해 
win-win의 틀 마련

김희배 

플랫폼솔루션그룹 
HANA 사업부문장

SAP 코리아

대표이사 형원준

설립년도 1995년

주요사업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  
 클라우드 / 모바일 솔루션 개발 및 판매 

홈페이지 http://www.sap.com/korea

HANA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다. 플랫폼솔루션그룹은 2년 전 SAP가 인수

한 사이베이스 DB를 구축한 200여 사이트의 업그레이드 시점과 맞물려 

HIS와의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 사이트들이 HANA

로 전면적인 재구축을 하거나 속도 가속화를 위해서도 HIS의 지능적인 

솔루션이 제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플랫폼솔루션그룹의 영업이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

다. ERP의 DB 시스템으로 오라클이 아닌 SAP HANA를 채택한 대규모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SAP 코리아와 HIS,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벤

더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세고

취화(勢孤取和). 내 편이 허약할 때는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이다. 세력이 고립되면 화평을 취하라는 ‘바둑 10결’ 대로 세계적인 벤

더들과의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DB와 분석시장에서의 블루오션 

잡기에 나선 SAP 플랫폼솔루션그룹. 후발주자이기에 ‘실속 있는 2등’을 

목표로 한 전진이 IT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업계에 새로운 신화로 자리할 

날을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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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내환의 위기를 기회로!
HIS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

는 팀들에게 2014년은 특히 변화의 시기였다. 

행정조직의 지방 이전 때문이다. 

공공2팀 역시 국토해양부와 LH공사, 소방방제

청 등이 충청이남, 경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

울 경기지역의 중앙부처와 공사/공단, 병원 시

장으로 영업 타깃에 변화가 있었다. 2013년 행

정안전부에서 목표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HIS 

내 공공사업팀의 모범이 되었던 영광스런 과

거는 과감하게 떨쳐내야 했다. 최정현 부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업 조직의 재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죠. 일터와 삶

터가 달라진 다른 영업조직과 달리 우리 팀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을 전개할 수 있

었지만 팀 내 인력 변동이 이어지면서 집중력

이 흐트러진 건 사실이에요. 다행히도 새로 공

공2팀 수장이 된 김홍래 팀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어요.”라고 말한다. 

공공기관과 병원 등 기존 사이트 영업에 신경쓰는 

한편, 관광과 자원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한 새 영업전에 필요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外憂內患(외우내환). 안팎으로 근심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사자성어

다. 영업 타깃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직 변동의 몸살

도 함께 겪어야 했던 HIS 공공2팀의 지난 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그런데 공공2팀의 지난 행적을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됐

다. 불과 1년 6개월 여 만이다. 조직 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팀원들이 똘똘 뭉쳐 적극

적으로 헤쳐 나가며 만들어낸 결과는 좋았다. 2015년 상반기 HIS에게도 중요한, 전략

적인 요충지를 연이어 거머쥔 것이다. 중간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영업은 곧 수주’다. 

숫자로 말하는 냉엄한 세계에서 강단 있게 도전한 결과다. 팀원들 간 남다른 결속력도 

빛을 발했다.

공공2팀

작지만 
강한 영업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다

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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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래 팀장 

공공2팀은 고객과 윈윈하는 동반자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과 함께 고객에게 
한층 다가가겠습니다.

최정현 부장

공공2팀의 고객들을 안 보이는 곳에서 
케어해주는 지원팀, 담당 SA, CS팀 등에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기에 자신 있게 영업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영업이라고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융화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의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보이는 것들
공공2팀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홍래 팀장은 영

업 프로인 최정현 부장, 채필규 차장과 함께 두 

사람의 인력이 빠져나간 공공2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갑자기 팀장이 

되어 기존 고객 사이트의 매출을 챙기면서도 

팀원들의 업무 파악과 팀 전체 매출 챙기기 등 

눈코 뜰 사이 없었지요. 팀장으로서 공공2팀

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

고 했고요. 안정기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야 되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열정적이었던 만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스펙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영업은 수

주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공

공2팀은 ‘모든 해결책은 고객에게 있다’는 것

을 알기에 고객에게 더 많이 다가가려 했다. 

‘잦은 회의는 지양하고 업무의 흐름을 공유한

다’ 공공2팀만의 전략이다. 김홍래 팀장은 “영

업의 시나리오는 어떤 사이트나 비슷하지요. 

공공시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주 

경쟁과 매출, 수금 등 일련의 과정들이 패턴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 시나

리오를 공유하며 맥을 짚어나가고 있지요. 시

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특이사항에 대해선 협의

하고 오류 부분은 수정하는 식이죠.”라고 설명

한다. 차분한 분위기에서도 역동적인 영업활동

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맥을 짚어

주는 김 팀장과 영업 베테랑인 팀원들이 궁합

을 잘 맞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력 부족의 빈자리, 배려로 채우다
공공2팀은 상반기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완

료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다. 그런 이

유 때문일까. HIS 내에서 케미가 가장 좋은 팀

으로 꼽히고 있다. 케미는 화학 반응을 의미하

는 ‘Chemistry’의 줄임말로 TV 드라마나 영

화의 남녀 주인공이 현실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 ‘케미가 좋다’는 말은 곧 ‘팀

워크가 좋다’는 얘기다. 인력 변동이 잦아 어

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사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

은 팀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비결로 공공2팀원

들은 ‘배려심’을 꼽는다. 최정현 부장은 “각자 

영업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부족한 인

력의 빈자리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채우고 있

어요. 필요하다면 고객사 방문에 동행하고, 행

정적인 업무 처리도 도와주면서 서로를 챙기고 

있지요.”라며 팀 분위기를 자랑한다.

팀의 막내임을 자처하는 채필규 차장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팀의 색은 무채색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란스럽지 않게 묵묵

히 각자 맡은 일은 깔끔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배려합니

다. 이런 진솔함이 고객에게도 자연스럽게 전

해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사에게 다가서는 

노력과 끈기가 더해지면 값진 결과를 낼 수 있

다. “병원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의 최대 감염지로 관계자 외엔 

출입을 멀리했던 곳이었죠. 그렇다고 영업대표

가 멀리할 수 있나요. 평소보다 더 자주 고객을 

찾아가 크고 작은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우리

만의 솔루션을 알려 나갔어요. 격무에 시달리는 

고객사 분들의 노고를 달래기 위한 비타민 음

료는 필수품이었고요. 이런 진심이 수주로 이어

진 것은 행운이었죠.” 고립되다시피 한 고객사

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영업의 결실을 맺은 채

필규 차장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외우내환 속에서 팀원 간 결속을 굳건하게 다

지며 영업의 기본에 충실해 온 공공2팀. 상반

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업목표 달성을 자신하

는 것은 그동안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냈기 

때문일 것이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

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을 떠올

리며 공공2팀의 무한성장을 기대해본다.

채필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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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브랜딩 하라! 
셀프 브랜딩

셀프 브랜딩
셀프 브랜딩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스스로 브랜딩 하는 것이다. 당신

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기

준은 셀프 브랜딩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브

랜딩 된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싶은 이미지와 

일치할 때, 비로소 셀프 브랜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동료라도 확연하게 어필되는 사람이 있다.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업무 해결능력, 외모관리 등 스펙 이외의 

여러 부분이 동료보다 잘 디자인된 사람, 이들은 이른바 셀프 브랜딩

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한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기

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가령 사내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하

자. 프로젝트의 총괄자는 자신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낼 사람을 찾는 

데 신경이 곤두서있고, 주위를 둘러보며 적임자를 찾기 시작한다. 이

때 눈에 가장 먼저 드는 사람은 조직 내 확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셀프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사람일 것이다.

셀프 브랜딩 체크 리스트
성공적인 셀프 브랜딩을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

리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 리스트를 잘 읽어보고 나의 셀프 브랜딩 레

벨을 확인해보자!

셀프 브랜딩 체크 리스트

첫인상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한다.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인사성이 좋으며 평소에도 밝은 표정을 유지한다.

내 체형에 맞는 코디법을 알고 있다.

평소 향수나 작은 패션소품까지 신경 쓰는 편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센스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건강한 몸매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

웃는 모습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는다.

바른 자세로 걷는 편이다.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며 목소리가 좋다는 평을 들어본 적 있다.

평소에도 등을 곧게 펴고 앉으며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부터 이미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닌 ‘나’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내세우는 이른

바 ‘셀프 브랜딩(Self Branding)’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브랜드’

상사들로부터는 인정을, 후배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여기에 겸손까지 더한다면 당신은 누구나 인정하는 직장의 신!

아장아장, 셀프 브랜딩 걸음마 단계

이제 막 셀프 브랜딩을 하기 위해 첫 발을 뗀 당신. 

좀 더 신경 써서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셀프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

셀프 브랜딩이나 이미지 관리에 생소한 당신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셀프 브랜딩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 

11~
15개

6~
10개

1~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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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을 만들어라
자신의 레벨을 확인했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셀프 브랜딩을 시작할 차

례다. 셀프 브랜딩의 첫 단계는 바로 ‘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종이 위에 마인드맵을 그려보자. 종이의 중앙에 가장 먼저 

내 이름을 적고 그 주변부로 하나씩 이어 나가보자. 과거에 내가 들었

던 말들이나 평가도 좋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도 

좋다. 얼마 전 친구에게 “넥타이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마인드맵 재료가 된다. 마인드맵을 다 만

들었다면 많이 겹치는 이미지들을 찾아 서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 속에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고 그

것을 중점적으로 컨트롤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나를 소개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자.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가 있

다면 이것 역시 체크해놓는 게 좋다. 

언제,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셀프 브랜딩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고 있는 순간마다 틈틈이 

이뤄지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시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업무만 맡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흥미를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것 역시 능력이

다. 자신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패턴 안에서 이뤄지는 셀프 브랜딩이

야말로 성공적인 셀프 브랜딩이다.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고객과의 미팅에서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다

가가는 것, 관리직이라면 업무를 진행할 때 동료들과의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 모두 셀프 브랜딩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언급할 때 “김 

대리는 일 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한단 말이야”라는 말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미 셀프 브랜딩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직장 내에서의 이미지 관리 말고도 더 넓은 의미의 셀프 브랜딩도 있

다. 평범한 회사원이 틈틈이 요리학원을 다니며 준비해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 되는가 하면, 글을 써본 적 없는 은행원이 경제 관련 글들을 

SNS에서 연재하다가 책을 내고, 억대 연봉의 경제 강사가 됐다는 일

화들을 심심찮게 들어봤을 것이다. 업무 외에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세우는 것이며, 이

것 역시 셀프 브랜딩의 대표적인 예다.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셀프 브랜딩 

방법 중 하나다. 당장 도전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우선 자신의 영역 

안에서 점차 도전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좋다. 퇴근 후 평소 배우고 싶

었던 악기를 배워보거나, 주말을 이용해 출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 외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 굉장

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작업을 시작하고 그 

분야에서 일정량의 성공을 거두는 것만큼 당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

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셀프 브랜딩은 직장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직장 밖의 삶 역시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셀프 브랜딩은 아직까지는 생소한 단어인데다가, CEO나 자영업자,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는 특정 계열에서만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더 이상 셀프 브랜딩은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의 삶을 빛나게 해주며, 훌륭하게 셀프 브

랜딩 된 사람은 직장은 물론 다양한 그룹에서 환영받는다. 

주어진 업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작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셀프 브랜딩의 첫 발걸음을 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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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S

With

● 전략금융팀 황규하 팀장, 정보인의 날 공로상 수상 

● Product지원팀 오승도 과장, SAP HANA 전문가로 업계 주목 

● HIS의 저력은 무대 뒤에서도 계속된다! 

01
전략금융팀 황규하 팀장, 
정보인의 날 공로상 수상 

지난 5월 18일 한국IT전문가협회 주최로 열린 ‘제29회 정보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HIS 전

략금융팀 황규하 팀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정보인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IT전문가협회에

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24일로 정한 정보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1987년부

터 개최되어 올해로 29회 기념행사를 가진 IT분야의 큰 행사다. 이날 공로상을 수상한 황규

하 팀장은 금융 자동화기 솔루션과 재해복구 시스템 확산 

등 IT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황규하 팀장은 “한국IT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큰 행사에서 

‘정보인의 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

습니다. 앞으로 국산 SW의 우수성을 더욱 홍보하고, 경쟁

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중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02
Product지원팀 오승도 과장, 
SAP HANA 전문가로 업계 주목 

지난 6월 HIS Product지원팀 오승도 과장이 출간한 ‘SAP HANA 개발자 가이드’가 업계에

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 과장은 “많은 이들이 SAP HANA에 대한 자료와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SAP HANA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자 가이드는 SAP HAN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SAP HANA 모델링 방법, SAP HANA 환경에서의 ABAP 개발 방

법, SAP HANA LIVE 등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특히 오승도 과장은 SAP HANA와 관련해 개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사내 분위기에 더해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 HIS 블로그(blog.

his21.co.kr)를 통해 SAP HANA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 외에 SAP HANA 관련 커뮤니

티인 ‘SAP HANA Community’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관련 

내용 공유의 필요성으로 개설한 커뮤니티에는 SAP HANA 관련 자료들이 부족한 국내 상황에

도 불구하고 SAP HANA에 관련된 양질의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오승도 지음

오
승

도
 지
음

오승도  

SAP HANA Community

(http://cafe.naver.com/saphana) 운영자

SAP HANA 모델링 컨설턴트

ABAP FOR HANA 튜닝 컨설턴트

SAP BW 컨설턴트

ORACLE 튜닝 컨설턴트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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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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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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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개발 실전 지침서

SAP HANA 소개

SAP HANA(High Performance Analytical Appliance) 데이터베이스는 메인 메모리 

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입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지만 데이터 백업, 데이터 

복구, 표준 SQL 지원, 데이터 일관성 보장 등 기존의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OR-

ACLE, MS-SQL, SYBASE 등)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과 비교하여 대비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과 데이터의 레코드별 저장 

구조를 행기반 저장구조(Row Store)뿐만이 아니라 열기반 저장구조(Column Store) 

를 지원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관리, 보안 등을 위한 통합 관리 툴인 SAP HANA Studio 

를 제공하고 데이터 복제, ETL 데이터 서비스와 SAP BO 클라이언트 런타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소스 환경을 지원합니다.

SAP HANA 기본 개념 이해

SAP HANA 모델링 이해

ABAP FOR HANA 신규 기능 설명

ABAP FOR HANA PERFORMANCE TUNING 방법 및 예제

SAP HANA LIVE 소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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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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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원9 791185 9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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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59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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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IS의 저력은 
무대 뒤에서도 
계속된다

지난 8월 11일, 전홍균 대표이사를 포함한 70여 명의 HIS인들이 삼성동에 모였다. 바로 ‘호프데이’를 즐

기기 위해서다.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호프데이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주 참석자는 영업, 영업지원 부문 및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직원

들이지만, 소통을 원하는 HIS인 누구나 호프데이에 참석 가능하다. 세 번째 호프데이 역시 1·2차와 마찬

가지로 ‘치맥’이 주 메뉴! 삼삼오오 테이블에 둘러 앉아 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한잔 기울이

다 보니 발그레한 얼굴빛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어 갔다. 갈수록 높은 참여율로 인해 장소 선정에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호프데이가 모든 HIS인들에게 또 다른 에너지 충전의 기회라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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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선선한 바람과 뜨거운 햇살,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곡식이 무르익듯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땀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118번째 HIS advantage에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사회의 수많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새롭게 등장한 소셜 이노베이션 솔루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꾹꾹 눌러 정성껏 담은 정보가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HIS 사

보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들을 접

하고 있는데, HIS 솔루션 외에 일반적인 

동향도 함께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30년이 된 HIS의 소식을 사보에서 접하니 

괜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HIS People, 어

제와 오늘’을 통해 직원들의 진솔한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성민

독자의 소리

117호 퀴즈 당첨자

문화상품권 이선영, 박흥석

음료기프트권 김성민, 김석호

118호 당첨자 선물

문화상품권(3만원) 2명

음료 기프트권(2만원) 2명

Fall

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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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동)   TEL 02-510-0300(代)  FAX 02-547-9998
www.his21.co.kr Ⅰ www.facebook.com/hyosunginfo

리스크 제로, 
이기종 스토리지까지 
간편한 마이그레이션 

사용자 중심의 
자동화된 통합 관리와 
데이터 보호

완벽한 
Non-stop 데이터 
센터 실현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구현

HITACHI VSP
G200/G400/G600/G800/G1000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구현하는 올인원 솔루션

제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스캔 해주세요.

You can have i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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