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ature	 Hitachi HSP, 성공 비즈니스의 

 새 판을 짜다

Hot	Trend 생명과학을 위한 빅데이터의 약속

Solution	Focus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HFS A 시리즈

Inside	IT 현실이 된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거대 물결이 되다

2016 
SPRING

 
NO.120

Hyosung Information Systems Magazine 



02

H
IS advantage 2016

Spring N
O

.120

2016. SPRING NO.120

CONTENTS

발행처

발행일

발행인

진행

편집	및	디자인

HIS advantage
2016년    통권 제120호

HIS advantage 신규 구독 및 주소 변경은 

his-yjkim@hyosung.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2016년 3월   

전홍균  

전략마케팅팀 02-510-0282 

his-yjkim@hyosung.com 

정보엠앤비 02-535-5215 www.imb.co.kr

Feature  06
Hitachi HSP, 성공 비즈니스의 새 판을 짜다

Hot Trend  11
생명과학을 위한 빅데이터의 약속

Interview  14
빅데이터 분석의 참맛을 보여주다  

▶ 수닐 샤반 / HDS 아태지역 솔루션 총괄 선임이사

Insight & Info  16
빅데이터에 대한 환상과 실체 

Big 
advantage

Solution & 
Trend
Special Theme 21
2016년 10가지 IT 트렌드 

성장하는 IT, 비즈니스 혁신과 경쟁력의 열쇠를 쥐다

2016 아태지역(APAC) IT & 비즈니스 전망 24
기술이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고객니즈
파악

NO.1

민첩성

Feature	 Hitachi HSP, 성공 비즈니스의 

 새 판을 짜다

Hot	Trend 생명과학을 위한 빅데이터의 약속

Solution	Focus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HFS A 시리즈

Inside	IT 현실이 된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거대 물결이 되다

2016 
SPRING

 
NO.120

Hyosung Information Systems Magazine 



02 03

Story 
& Issue
Inside IT   40
현실이 된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거대 물결이 되다

No.1 Partner  43
이디엄_‘매일매일이 터닝포인트’라는 각오를 다지다

HIS Family  46
제조2팀_ 잔잔하지만 악착같은 우리의 자세

Book in Book  48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초콜릿’ 만들기

독자와 함께  50

Solution Focus  26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HFS A 시리즈

Best Practice 31
넥슨_클라우드 환경 구축 위해 Hitachi VSP G1000 도입

성모병원_탄탄한 병원 인프라의 중심에 선 Hitachi VSP G1000  34

What’s New? 38



04

H
IS advantage 2016

Spring N
O

.120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매섭고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성장을 하듯이 기업들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이지요. 자연에서의 봄은 기업으로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출발을 의미할 것입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민첩성과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생존을 넘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

이 모든 산업군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고객 밀착형으로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IT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HDS(Hitachi Data Systems) CTO인 휴 요시다는 전통적인 기업들이 혁신  

기술로 무장한 신생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IT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솔루션으로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IT 시장의 핵심이 될 빅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호 HIS advantage에는 2016년 IT 업계의 주요 예측과 플래시 기술, IT 인프라 구축  

사례와 함께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과 솔루션, 그리고 동향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CEO Message

기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CEO Message : 

2016년 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전 홍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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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웹 기업들은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1)과 맵리듀스(MapReduce)2)로 대용량의 데이터 자산을 저장·관리하고,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 비즈니스 통찰력을 끌어낸다.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는 서버 컴퓨팅,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 견고하게 통합한 하이퍼 컨버지드(Hyper-converged) 플랫

폼3)이다. 서버와 스토리지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가상화할 필요가 없어 운영 비용과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컴퓨팅과 데이터 집약적인 운영이 가능해 하둡/분

석 작업에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성공 비즈니스의 
새 판을 짜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완벽한 스케일아웃 플랫폼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

# Feature : 

1)	하둡	:	분산 파일 시스템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2)	맵리듀스	: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병렬 컴퓨팅 환경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이 제작해 2004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3)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	: 가상 서버와 스토리지를 통합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 결합해 스케일아웃 형태로 성능 확장이 가능해져 관련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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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은 현재 구조화되고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자산을 통찰력 있는 정보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신의 데이터 아키텍처와 분석 툴을 도입해

야 할 것이다. 하둡 에코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웹 기업과 일반 기업들 간에 하둡/분석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몇 가지 차이가 있

다. 웹 기업과 달리 일반 기업들은 레거시 데이터와 차세대 데이터에 대한 분석 애플리케이

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고, 규모도 웹 기업에 비해 작다. 웹 기업은 대부분 직접 채용한 사내 

전문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둡/분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IT 인프라 규모도 상당

하다. 뿐만 아니라 하둡/분석 전용의 서버팜도 운영한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라면 기존의 엔

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하둡/분석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엔터프라이즈급	하둡/
분석	툴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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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2.0(Web	2.0)	:	차세대 웹을 뜻하는 웹 2.0은 정보 참여·공유·개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신기술을 수용한다. 
5)	데이터	레이크	:	데이터를 실제 사용하기 전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오브젝트 기반 저장소. 데이터 소스를 원본 상태로 가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6)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파일 스토리지들을 마치 1대의 파일 스토리지가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기능
7)	SPOF	: 정보시스템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하나의 장애(Failure)로 인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한다. 

HSP는 고속 컴퓨팅을 위해 듀얼 인텔 제온 E5v3 시리즈 프로세서를 채용한 하이퍼 컨버지드 솔

루션으로 즉각적인 배치가 가능하다. 가상 머신 관리 툴이 탑재돼 있으며, 공유 스토리지를 위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6)(Global Namespace)를 지원하는 자체 엔터프이즈 스케일아웃 파일 시스

템(eScaleFS)을 사용한다. 또한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데이터가 위치한 지점과 데이터가 노드

에 추가된 지점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자동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대규모 병렬 프로세

싱을 수행한다. 단일 장애포인트(SPOF: Single Point of Failure)7)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HSP는 단일 노드의 장애 혹은 전체 랙의 장애 상황에서도 클러스터가 중단 없이 동작하는 

고가용성을 보장한다. 프로세싱과 분석 작업 중 적절한 비트가 늘 사용될 수 있도록 동기화된 

3중 데이터 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즉각적인	배치	가능
	‘준비는	끝났다’

엔터프라이즈	하둡/분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Hitachi HSP는 가상 머신 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소스를 운영한다. HSP에서는 데이

터와 컴퓨팅이 각각 로컬에서 동작한다. 이는 HSP가 하둡/분석 작업의 본질적 특성, 즉 컴퓨

팅과 데이터 집약적 측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SP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취합하며, 하둡 클러스터 내 스토리지와 서버 간 데이터 이동이 끊이지 않을 때 발

생하는 성능 저하 이슈를 해결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HSP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

(Data Lake)5)로 취합하여 하둡/분석 애플리케이션에의 적용이 용이해진다. HSP를 이용해 대

규모 데이터를 수집해 분산 처리하는 하둡 워크로드와,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를 추출, 정제, 분

석하는 가상화 기반 분석 워크로드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또한 성능 극대화를 위해 최대 

100 노드까지 확장 가능한 HSP 클러스터 간 데이터 밸런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Hitachi HSP와 같은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을 이용하면 일반 기업들도 웹 2.04) 기업들처럼 

데이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도 하둡/분석 작업, 

전통적인 사내 업무, 컴퓨팅, 스토리지 등 각각의 인프라에 집중할 수 있다.

Hitachi HSP의 구현 원리

트렌드와 예측    분석과	리포팅				 기업 사용자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취합

관리

CRM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CM	: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DWH	: 데이터 웨어하우스   ERP	: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비디오·이미지  
웹 로그·

클릭 스트림
센서 데이터 이메일·PDF

DWH

CRM ERP
SCM 레거시

연관성/워크플로우/가상화/상관관계/패턴

데이터	프로세싱과	산출
분석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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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는 하둡/분석 이상의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다. 즉,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웹 프론트엔드를 통해 분석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HSP가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HSP는 또 일반적인 목적의 콘텐츠 제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HSP의 엔터프라이즈 스

케일아웃 파일 시스템(eScaleFS)은 하둡/분석 이상의 광범위한 호환성을 지원하는 읽기-쓰

기 표준 POSIX8) 파일 시스템으로, 하둡 기반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거나 전통적인 

POSIX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는 데도 최적의 시스템이다.

HSP는 글랜스(Glance), 노바(Nova), 스위프트(SWIFT) API를 지원하는 등 오픈스택

(OpenStack)과도 호환되므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다른 가상화 인프라와

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한 100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대규모 분산 클러스터의 고성능

을 보장하기 위해 브로케이드(Brocade)의 고속, 엔터프라이즈급 10Gbps급 스위치가 탑재

돼 있다. 이를 통해 노드 간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네트워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Hitachi	HSP,	
하둡/분석	그	이상의	
워크로드	가능

8)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for	Computer	Environment)	:	유닉스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표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하둡(Hadoop)은 비디오, 사진, 웹 클릭 스트림, 머신 센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

세싱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유연성과 신속성이 뛰어나 데이터 탐지와 발견을 통한 분석에 이상적이다.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 프로젝트는 컴퓨터 클러스터에 저장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 확장성에 더해 분산 컴퓨팅이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하둡, 대용량 데이터 분석의 레전드 솔루션

* 출처 : Hitachi Hyper Scale-Out Platform, Enterprise-Class Support for Hadoop and Analytics, https://www.hds.com, 2015년 4월

출처: Hadoop.Apache.org

KVM 컴퓨팅 환경기반의 Hitachi HSP

Scale-Out, Hyper-Converged Platform

Web AppsAnalytics
Applications

VM Management

Scale-Out Compute and Storage

KVMKVM KVM Shared 
Data

VM	=	Virtual Machine  KVM	=	Kernel-based Virtual Machin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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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HSP가	
데이터	아키텍처의	대세인	이유!

현재 데이터 아키텍처 분야의 2가지 주요 트렌드는 하이퍼 컨버지드(Hyper-

converged)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이다. 그러나 이 2가지 모두 엄청난 규모의 데

이터 사일로(Data silos)9)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HDS(Hitachi Data Systems)

가 최근 선보인 차세대 플랫폼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는 데이터 

사일로를 통합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준다. 펜타호 엔터프라이즈 플랫

폼과 통합되어 완벽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하이퍼 컨버지드는 단일 벤더가 지원하는 상용 하드웨어 박스(어플라이언스)에 컴

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가상화 리소스가 견고하게 통합된 소프트웨어 집중형 아

키텍처 인프라다. IDC에 따르면 이 분야의 주요 벤더로는 뉴타닉스(Nutanix), 심플리

비티(Simplivity) 등이 있다. 많은 벤더들이 VM웨어의 EVO:Rail을 지원하며, HDS는 

UCP 1000 솔루션에서 EVO:Rail을 제공한다. 데이터 관리, 다중 노드 클러스터, 데

이터 공유 리소스 스케일 아웃을 위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프로세싱을 통해 기업은 데이터로부터 잠재된 패턴 혹은 연관

성을 찾아내 비즈니스에 유용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대용량 데

이터의 더 빠른 프로세싱을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인 하둡(Hadoop)과 같은 신기술에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둡 파일 시스템은 수백, 수천 노드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

송한다.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기반 통찰력을 확보하려 할 때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상

당히 빠른 방법이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데이터가 모두 하둡 파일 시스템

에 로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서 생성된 데이

터를 분석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추출해 변형한 후 하둡 시스템에 로딩해야 한다. 

하이퍼	컨버지드
(Hyper-converged)
인프라는?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는 하둡, 아파치 스파크, 카산드라, 오픈스택 

등 인기 있는 다른 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의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턴키(Turn-key) 방식의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이다. 

HSP의 하이퍼 컨버지드 패키징은 설치가 간단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

생하는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 

Hitachi	HSP는?

빅데이터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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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일로	:	데이터가 격리되고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10)	PDI(Pentaho	Data	Integration)	: 데이터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형하며 로딩하는 펜타호의 ETL(Extract, Transform and Load) 솔루션

Hitachi의 차세대 HSP는 턴키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로 

제공되며, 펜타호의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통합과 비즈니

스 분석 플랫폼이 탑재돼 있다. 펜타호는 트랜잭션이 진

행 중인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

스가 ‘혼재된’형태로 함께 전송될 수 있도록 PDI(Pentaho 

Data Integration)10) 툴 셋을 제공한다. 

펜타호 CTO인 제임스 딕슨은 차세대 HSP의 특징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그는 

“HSP-펜타호 어플라이언스는 복잡성을 제거한 현대적이고 확장 가능한 하이퍼 컨

버지드 플랫폼을 통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포함해 모든 종

류의 이질적인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통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옵션이다. 컴퓨팅, 분

석, 데이터 관리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로 통합한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로 간소

화된 단일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HDS와 협력할 수 있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Hitachi HSP 400은 전체 분석 프로세스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펜타호와의
통합으로	더	강력해진
Hitachi	HSP

* 출처 : Hyper-converged Meets Big Data Analytics, https://community.hds.com, 2016년 2월

HDS의 엔터프라이즈급 빅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가상화는 HSP 노드의 가상 머신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

픈소스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애

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 다른 노드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애

플리케이션과 분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다. 

HSP 파일 시스템은 모든 노드에 메타데이터를 분배하므로 각각의 노드가 전체 데이

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HDFS API를 통해 하둡에 대해 투명성을 제공한다. 

표준 POSIX를 준수하므로 다른 분석 툴이 HSP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

어 데이터를 추출해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Transactional
Data

Email and
Documents

Enterprise Hyper-Converged Scale-out

● Archive
● Regulatory
  Compliance

● Analytics
● Hadoop/Spark
● NoSQL
● Elastic Search

IT, Sensor, and
Machine Logs

Video, Image,
and Audio

Social Media

HSP

HCP

데이터 레이크DATA SOURCES

PDI in KVMs

VSP
G1000

HNAS

UCP

VSP
G1000

PBA

TX TX

PDI = Pentaho Data Integration   PBA = Pentaho Business Analytics

PDI

PDI

PDI

P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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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명과학 영역에서 공공 및 사설 연구기관, 제약 연구소, 병원, 임

상 부문 간 협업이 급증했다. EMR(전자의무기록)의 도입과 인터넷 접속 등 생명과

학 연구에 디지털 영역이 결합되면서 각 부문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 수준도 한층 

발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생명과학 연구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시

키며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협업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새로운 의료 기기

와 약물 요법의 개발 및 테스트 방식뿐 아니라 임상 및 외과 수술 방식까지도 변화시

키고 있으며, 향후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에도 맞서고 있다. 이러한 연

구의 진전으로 전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인간의 유전자와 그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인 

유전학(게놈)이다. 유전학은 물론 새롭게 등장한 학문은 아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도입되면서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축적된, 수만 건에 달하

는 유전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생명과학 연구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몇몇 개인 혹은 몇몇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

다. 수천 명에 달하는 개인들이 보유한 유전자 행태를 비교해 유사성과 패턴을 찾아낼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문제다. 바이오IT월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차세대 염기서열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데이터의 관리, 저장, 분석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고 한다. 헬스

케어 분야에 빅데이터를 도입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잠재성이 아닌 현실로 끌어올리

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생명과학 연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산

재된 데이터를 축적·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과학 연구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유전학	연구의	복잡성	해결	

생명과학을 위한 
빅데이터의 약속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다

# Hot Tr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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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방대한 규모의 유전자 데이터와 환자 의료기록이 결합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연구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미 개인 환자들의 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임상전문의들은 DNA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향후의 암 진행 경과를 예측하고, 이를 치료 

방법으로 제안한다. 약물 요법을 수행하기 전에 종양을 배열할 수 있게 됐으며, 여기에 빅데이

터 분석의 힘이 더해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염기서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 주, 수천 달러가 소요되던 치료가 단 며칠 만에 수

백 달러로 가능하게 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이전보다 유의미한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때로는 간단한 해답이 복잡한 데이터에 가려지기도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헬스케어 서

비스 품질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변화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은 개인 의료기록을 활

용 가능한 디지털 포맷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전자 포맷을 활용하면 연구자가 수천 건

의 EMR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EMR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데이터 풀과도 결합될 수 있다. 이는 연구 기관 및 헬스케어 관련 기관들에게 꽤나 흥

미로운 부분이다.

한 의료센터가 환자의 건강 증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수술 후 재입원 환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다. EMR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의료진은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재입원률이 높은 원인을 몇 가지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분명한 패턴은 찾아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수천 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야 원인을 찾아냈다. 재입원률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퇴원 직후부터 환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간호사들이 첫 전

화 접촉을 하기까지의 시간이었다. 퇴원 후 36시간 이내에 간호사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재입원률이 급감했다. 적절한 시점에 간호사가 환자를 체크해 증상에 대한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할 때 재입원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이는 물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없었다면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궁극적으로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데이터는	복잡하지만	
해답은	간단

Case Study   

Ho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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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는 오랫동안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해왔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부터 이를 관

련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의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생명과학 분야 내 끊임없는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Hitachi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의 커다란 청사진에 기반한 수많은 연구진들의 노력 덕택일 것이다. 

Hitachi는 임상 연구와 병원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설 및 공공 부문의 기초 생명과학 연구, 

제약 연구 등을 수행하는 헌신적인 의사와 과학자들의 활동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한다. 

Hitachi의 목표는 이들 연구진의 연구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Hitachi는 데이터의 저장, 추출, 검토, 처리, 관리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Inspire the Genome’ 프

로젝트에 그동안 축적해온 고도의 전문성을 제공한다. Hitachi는 유전자 데이터 분석용 클

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과학 및 DNA 염기서열 연구 분야에서 오랜 기간 히타

치 솔루션즈(Hitachi Solutions)와 협력해왔다. 이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저장할 공간과 방대

한 범위를 아우르는 연구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며, 한층 더 진보된 차원의 혁신을 기대하

고 있다. 유전자 클라우드 플랫폼은 연구진, 임상전문의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유전자 매핑

(Mapping) 데이터, 인간 염색체 분석 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치료방법 수립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적인 포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인프라와 툴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많은 연구진들과 협력 체계도 구

축했다. 일례로 HDS(Hitachi Data Systems)는 방광암 치료에 매진할 세계 최고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지난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수많은 

환자의 임상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HDS는 이 데이터를 몇몇 공공 방광암 데이

터 세트와 통합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면 

이 대학의 연구 성과는 통찰력과 가치 측면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HDS는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에 연구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센터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상당수는 현재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오프라인 아카이브(archive)1)에 저장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장소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명과학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생명과학 연구와 헬스

케어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임상 실험으로 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높은 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훨씬 더 낮은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Hitachi는 이러한 연구 지원과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

답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의	위력

* 출처 : The Promise of Big Data for Life Sciences, https://www.hds.com, 2014년 8월

1)	아카이브(archive)	:	사용 빈도가 적은 정보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파일의 일종으로 마이크로 필름 등이 많이 사용된다.

Hitachi,	빅데이터로	
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촉발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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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어플라이언스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펜타호(Pentaho)’의 

분석 솔루션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했다. 고객은 HSP 400을 통해 데이터 수집, 저

장,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쉽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수개월이나 소요되던 ‘빅데이터 구축에서 운영까지’의 시간을 몇 시간 이내

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HSP 400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 바로 하둡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이 

실제로 발생하는 위치와 최대한 가까이에 두는 것이었다. 하둡에는 굉장히 많은 

ETL(Extract, Transform and Load)1)이 발생한다. 하둡 애플리케이션을 HSP 400 내

부에 위치시키면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ETL과 분석 애플리케

이션이 함께 작동하게 되므로 데이터 크런칭(data-crunching)2) 관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도 줄일 수 있다.

하둡은 누구나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 부분은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HSP 400 고객은 하둡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HDS(Hitachi Data Systems)가 호튼웍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둡을 바로 지원하

기 때문이다. 또한 HSP 400은 스케일 아웃3)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KVM과 

하둡을 별도로 파티셔닝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

어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HDS가 인수한 펜타호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한다. KVM, 하둡, 

펜타호를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므로 고객은 기업 상황에 맞게 보안 수준

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Hitachi	HSP	400은	어떤	솔루션인가.

솔루션	내에	하둡을	탑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둡은	오픈소스라	비용이	없는	대신,	하둡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유지보수,	보안	등에	제약이	있지	않나.

빅데이터 분석의 
참맛을 보여주다

# Interview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2016년 

IT 업계에 던진 화두는 단연 빅데이

터다. 올해 2월 빅데이터 전담 조직

을 신설하고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과 연합해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내놓은 데 이어 Hitachi HSP(Hyper 

Scale-Out Platform) 400을 국내에 

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달 

16일에는 HDS 아태지역 솔루션 총

괄인 수닐 샤반 선임이사가 방한해 

2016년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리더

십 강화를 노리는 HIS를 측면 지원

하고 나섰다.

수닐	샤반	
HDS	아태지역	솔루션	총괄	선임이사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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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데라는 물론 MongoDB도 곧 지원할 예정이다. 호튼웍스를 가장 먼저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호튼웍스 하둡이 아파치 

오픈소스 하둡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약 80% 정도 중복되기 때문이다. 호튼웍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파치 

오픈소스 하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고객들이 호튼웍스와 클라우데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HSP 400은 두 버전과 MongoDB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벤더의 기술지원 여부다. HIS-HDS는 이 부

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HSP 400을 사용하는 고객은 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를 HIS-HDS 헬프데스크로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HSP 400 애플리케이션 박스에서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이슈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를 하나의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다.

HIS가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우선 빅데이터 메시지가 명확해

졌다는 의미다. 컨설팅부터 기술 지원까지 모든 역량을 갖춰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한국 

내 조직에서 지원하게 되고, 컨설팅 부분에서는 HIS의 요청이 있으면 글로벌 지원 조직이 언제든 협력할 계획이다.

HSP 400에는 호튼웍스의 보안 모듈이 포함돼 있으므로 고객은 별도의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HSP 400은 

멀티테넌시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으며, 하드웨어 리소스를 애플리케이션에 

분산시켜 활용하면서도 데이터가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지 않도록 데이터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HSP	400이	내세우는	장점은.

클라우데라가	하둡	생태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호튼웍스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HSP	400	사용	기업은	장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HIS가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HDS	본사와	아태지역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1)	ETL(Extract,	Transform	and	Load)	:	추출, 변환, 적재 등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세 가지 형태
2)	데이터	크런칭(Data-crunching)	:	일정기간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편집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
3)	스케일	아웃(Scale-Out)	: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추가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균일하게 증가시키는 방식. 노드를 추가하는 만큼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저장 속도도 증가한다.

HSP 400은 하둡 기반의 분석 플랫폼으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산, 병렬처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UCP 포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올 때 빠르게 이를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솔루션이다. 특히 사

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UI 등을 한국 사용자에 맞게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목표를 감안해 HIS가 

최적의 제안을 할 것으로 믿는다. 

비슷한	시기에	HIS가	출시한	
UCP	포	빅데이터(UCP	for	BigData)와의	차이가	궁금하다.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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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IT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업부서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재는 앞으로 4회에 걸쳐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트렌드, 사례, 전망 등

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빅데이터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의 유래와 특징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 대

중들이 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

‘빅데이터(Big Data)’라는 단어의 정확한 유래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그 중 가

장 유력한 설은 1990년대 인터넷 이용이 확대되면서 점차 강력한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게 되

었고, 1997년 7월 NASA 과학자들의 논문(Application-Controlled Demand Paging for Out-

of-Core Visualization)에 컴퓨터의 메모리나 디스크의 성능에 부담을 주는 것을 ‘Big Data 

Problem’이라고 부르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갈수록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는 거대해지

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

(2014~2015년) 간 생성된 것이며,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상당량이 사람이 아닌 

디지털 기기 및 센서와 같은 사물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라고 한다. 아울러 데이터

의 양은 매년 40%씩 증가해 2020년에 약 50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방대한 양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에 대한 
환상과 실체 

# Insight & Info  : 

Writer 노윤재 ㅣ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빅데이터사업팀 팀장

2015년 빅데이터 용량 분석,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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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

센서 &
디지털기기

VoIP(인터넷 전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소셜 미디어

Insight &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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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인 하둡(Hadoop)이 탄생하고, 구글(Google)이나 아마존

(Amazon)과 같은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2011년 이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커졌다. 

여러 기관들이 주목해야 할 기

술로 빅데이터를 지목했지만, 어

떤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정의했

는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

게 해석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3Vs: Volume(용량), Variety(다

양성), Velocity(속도) 또는 4Vs: 

3Vs+Value(가치)로 정의하는 것

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기기, 센서, 소셜 네트워크 등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사람 혹은 기계에 

의해 생성되는데,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데

이터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현재 빅데이터의 표준 기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

하는 ‘하드웨어 영역’과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영역’

으로 구분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기

술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존에 정형 데이터를 분석·활용해오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반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해 활용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과 열을 갖는 표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관계형 스키마로 구성된 데이터로 간단한 질의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해 활용                              

고정된 스키마를 갖지 않는 정형 데이터로 데이터에 레코드 및 필드와 같은 구조를 갖기 위해 

태그나 인덱스 등을 포함                                   

구조화 되지 않은 임의의 형식                             (예) 이미지, 동영상, 이메일, 문서 등

데이터,	어떻게	분류하나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전의 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빅데이터 기술에 

구체적인 2가지 기술(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언급

3Vs에 데이터의 품질을 강조하는 Veracity 

(정확성)를 추가 

가트너의 분석가 Doug Laney는 기업에

서 데이터 관리 문제의 핵심으로‘3Vs’, 즉, 

Volume, Variety, Velocity를 꼽았으며, 이후 전

문가들이 빅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데 

3Vs를 가장 많이 인용

가트너의 ‘3Vs’에 빅데이터의 가장 민감한 문

제인 Value(가치)를 더해 밀집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가치를 찾는 것으로 정의

● Batch
● Near time
● Real time
● Streams

● Structured
● Unstructured
● Semistructured
● All the above

3Vs of 
Big Data

● Terabytes
● Records
● Transactions
● Tables, files

VELOCITYVARIETY

VOLUME

빅데이터,	어떻게	
구현되나

 (예) 시스템 로그, 센서 데이터, HTML 등

(예)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 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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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하둡(Hadoop)은 오픈소스에 기초한 분산 컴퓨팅 플랫

폼으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대규

모 컴퓨팅이 요구되는 연산처리 환경을 제공하는 맵리듀스(MapReduce) 기술과 하둡 분산 파

일시스템(HDFS)은 고확장성과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하둡을 보완하는 

여러 에코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는 하둡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에코시스템을 사용하

거나, 안정적이고 편리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들과 연계하기도 한다. 

하둡의	주요	에코시스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복잡한 정보를 직

관적인 표현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Pentaho BA를 통해 기존에 

활용되던 그래프나 차트 외에도 3D 맵 등 다양한 그래픽으로 시각화

가 가능하며, 대시보드 및 보고서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

Sqoop

기능: RDBMS 연동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둡 파일시

스템으로 옮기거나, 이를 다시 RDBMS에 저장

Flume

기능: 데이터 수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둡의 저장소에 저장

Hive, Pig

기능: 스크립트 언어

SQL과 유사한 스크립트를 이용해 데이터 처리

Mahout 

기능: 기계 학습

하둡에서 실행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ZooKeeper

기능: 분산 코디네이터

분산 환경에서의 자원 제어, 메타 데이터 관리 등 

HBase, Cassandra, MongoDB

기능: NoSQL

고정된 테이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데이터의 일관성보

다는 확장성이 보장되는 읽고 쓰는 작업에 최적

화된 기능을 제공

수집 및 저장된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통계,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과 같은 기법들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하둡 에코시스템

인 Pig, Hive, Mahout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고급분석을 위해 오픈

소스 통계 패키지인 R과 Weka를 연계한 Pentaho BA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분석

을 위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스트리밍 분석 기술이 사용된다.

데이터	분석

조직 내·외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하는 과정이다. 수집 과정에서 하둡 에코시스템의 ‘Sqoop’이나 

‘Flume’, 파일을 전송하는 FTP, 웹서비스 아키텍처 REST와 같은 

‘OpenAPI’ 혹은 웹사이트(인터넷 게시판, 뉴스 기사 등)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웹 크

롤링(Crawling)’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케줄링을 통해 간편하게 이기종의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Pentaho DI(Data Integration)와 같은 상용 ETL(추출, 변환, 적재) 솔루션도 사용한다.

데이터	수집

18Insight & Info

데이터	저장

수집 데이터를 분산 파일시스템 기반의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분석 

과정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 및 처리해 NoSQL 혹은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RDBMS)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분산 파일시스템으로는 

GFS(구글 파일시스템), HDFS, eScaleFS(히타치 스케일아웃 분산 파일시스템) 등이 있다. 데

이터 적재를 위해서는 필터링, 변환, 정제 등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며, 용이한 분석을 위해 

가공 및 통합 작업 등이 필요하다. 역시 이 과정에서 Pentaho DI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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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빅데이터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남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과 기술은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는 과

거에 비해 디지털 기술 진보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형식이 다양

해지고 처리 성능도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

럽게 각광받게 된 것이다.

02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형식(정형, 반

정형, 비정형)으로 분류되며, 비정형 데이터

는 그 양이 조직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처리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 형식과 상관없이 분석을 위해 필

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상

관관계 등을 식별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03 빅데이터를	도입하
려면	처음부터	크게	시
작해야	한다.

빅데이터 도입 시 가장 많은 편견은 데이터

는 많을수록 좋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Big하

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데이

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효

용 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 잘못된 의사결

정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기간 내 도출하기 어렵

게 만들어 빅데이터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도입 초기에는 단순하더라도 양질의 데이

터를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한 주

제를 선정해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4 빅데이터는	IT부서
에서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T 부서는 빅데이터 기술에 초

점을 두지만, 빅데이터 도입의 기본 목적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지원에 있

다. 빅데이터 도입을 수행하는 부서는 기업 

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모든 현업 부서(영

업, 마케팅, 생산, 판매, 품질 등)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IT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단, 여러 현업 

부서가 동시에 빅데이터 도입을 필요로 하

거나 전사적인 IT자원 통합이 필요한 경우, 

IT부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05 뛰어난	분석가가	빅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통계적 기법에 기반해 수집 데이터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 

데이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가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

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해 실

제 분석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련의 작업 또한 중요한 과정이

다. 분석가뿐만 아니라 데이터 아키텍트, 현

업 업무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긴밀

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06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커야	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다.

빅데이터가 대용량이라는 것은 극히 부

분적인 정의로, 4Vs(Volume, Velocity, 

Variety, Value)를 고려해보면 중소기업에서

도 빅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적 가치를 찾

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07 빅데이터는	 하둡
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하둡이 유용

한 솔루션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솔루

션이 될 수는 없다. 

하둡의 핵심 기능은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

터를 여러 곳에 분산해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하둡 에코시스템보다는 안정적이며 다양

한 편리기능을 제공하는 상용 솔루션을 선

호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빅데이터 도입 

시 하둡 기반의 플랫폼을 상용 솔루션과 연

계해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고려해

야 한다.

18 19

빅데이터에 대한 

가지7오해

NE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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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신

생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 바로 숙박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에

어비앤비(Airbnb)이다. 1927년 이래 꾸준

히 시장의 지배자였던 매리어트(Marriott)와 

같은 대형 업체의 가치 평가액은 200억 달

러로 산정되는 반면, 2008년 시장에 처음 

등장한 에어비앤비의 가치 평가액은 이미 

255억 달러에 육박한다. 소프트웨어 기업

인 에어비앤비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

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숙소를 찾는 사람들과 숙소를 제공하

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시장이 뒤바뀌게 된 것은 크게 2가지 이

유 때문이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은 인터

넷과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기업은 오프라

인 중심의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 훨씬 민첩

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열쇠는 고객에게 

있다. 호텔이 제공하는 스탠다드룸(기본 객

실)을 이용해 오던 고객은 이제 ‘프로슈머

(Prosumer: 생산적 소비자)’로 진화해 원하

는 곳에, 원하는 방을, 원하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고 역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된 것이

다. 에어비앤비의 비약적인 성장은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

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비즈니스 민첩

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점차 진화해가

는 고객들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이러한 신생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제는 IT가 혁신과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은 특히 IT에 대

한 기업의 관심이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

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한 해가 될 전망이

다.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플

리케이션 개발 및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IT 예

산을 ‘인프라’,‘개발 플랫폼’, ‘애플리케

이션 및 최종 사용자’로 나눠 볼 때, 기존

에는 50% 이상의 예산이 인프라에 투자되

었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분석에 가장 많

은 예산이 투자될 것이다. 

고객니즈
파악

NO.1

민첩성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기업이 

주도하던 경쟁의 무대에 오른 신생업체

들의 파죽지세가 심상치 않다. 이들 기

업의 강력한 무기는 비즈니스 민첩성과 

정확한 고객 니즈 파악 능력으로, 이 모

든 것의 핵심에는 IT가 있다.

IT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인프라에서 애플

리케이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변화

가 이어질 2016년 IT 트렌드를 알아보자.

변화하는 IT 투자 분야 

$

Apps/End Users$

$$$$

$$$$

Then Now

Dev. Platforms

Infrastructure

성장하는 IT, 
비즈니스 혁신과 
경쟁력의 열쇠를 쥐다

# Special Theme 1 : 2016년 IT 트렌드년TOP 10

Writer Hu	Yoshida	ㅣ HDS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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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과	분석에	
집중하는	IT	

1)	데브옵스(DevOps)	: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을 결합한 용어.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출시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부서가 상호의 

 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2)	섀도우	IT	:	기업의 현업 직원이 IT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	사일로	: 고립된 데이터

(Data Warehouse, DW)와도 통합할 수 있

으므로 기존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15K RPM 디스크와 플래시의 경쟁이 본격 

화 되고 있다. 2016년 등장하게 될 스토리지

들은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해 응답 속도를 줄

이고 성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

록 설계된 제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07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	증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실시간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다 빠른 리포팅과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P HANA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비즈니스 스

위트와 S/4 HANA를 통합하는 등 개발 작

업과 더불어, 통합 솔루션 및 클라우드 서

비스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IT 인프라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쉽게 데이터 

이관을 수행할 수 있다.

혁신을	주도하는	IT	리더십

08
차세대	클라우드를	
위한	준비

지난 2015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글로벌 기업의 IT 임원 232명을 대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전략을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IT 경영진의 

대다수인 67%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

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또는 인프라 통합 

실패 등 몇 가지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라우드 구현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공급업체(29%)보다 내부 운영조직에 

더 문제(36%)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기술

05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대체하는	컨버지드	인프라

공급업체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 

사례를 구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

하는 대신 컨버지드 인프라를 통해 템플릿

의 형태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를 제공할 것이다. 컨버지드 인프라는 보다 

응집력 높은 관리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획

기적으로 높이고 IT 자원의 절감 효과를 보

장하기 때문이다. 

06
고성능	디스크를	대체
하는	플래시	디바이스

테라바이트급 플래시 디바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용량 단위 당 비용 면에서 고성능  

IT	스킬의	변화

IT 혁신을 위해서는 인프라 관리 및 운영에 

배치된 직원들이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클

라우드, 분석, 데브옵스(DevOps)1),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 등에 대한 전문 기술을 습

득해야 한다. IT 기술의 변화가 곧 기업 문

화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비

즈니스 결정권자와 IT 의사 결정권자들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02
보다	빠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위해	DevOps	확산

데브옵스(DevOps)는 운영과 개발 영역의 

엔지니어들이 전체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

이클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 IT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론이다. IT 관련 성능이 높은 기업은 수

익성, 시장점유율, 생산성 목표 또한 효과

적으로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3
데이터	레이크로	변화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

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는 데이터 소스를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가

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01

02

03

04
IT	부서가	주도하는	
분석	플랫폼	관리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IT 부서에게 분석 플

랫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IT를 

통해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통합, 서비스 레벨 요건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분석 플랫폼과 툴을 확보함으로

써 섀도우 IT(Shadow IT)2) 혹은 데이터 사

일로(Silo)3)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04

07

08

05

06

Special T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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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의	플랫폼	: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을 토대로 하는 IT 환경. LAN, 인터넷 환경과 함께 2세대를 지배한 PC와 달리  

 3세대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가 중요하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나오고 LTE 등 통신 환경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전략은 어떻습니까? 다음 중 동의하거

나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골라 주세요. 

항목별로 하나만 선택하세요.

(응답 비율 : %) 

˙조사	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	대상	

 글로벌 기업 IT 임원 232명

* 출처 : https://community.hds.com/community, 2015년 12월

● 비즈니스와 IT 간 협업이 

 전혀 없음
● 비즈니스 혁신이 비즈니스 

 자체 혹은 외부 벤더의 

 도움으로 진행됨

● 비즈니스가 혁신을 주도하고,  

 IT가 비즈니스를 지원함
● IT가 혁신 사이클의 후순위에 

 위치함
● 새로운 IT 기술 또는 혁신 

 측면에서 조직이 추종자가 됨

●  비즈니스와 IT 간 협업을 기반 

 으로 혁신이 수행됨
● 새로운 IT 기술을 조직이 

 비교적 빠르게 수용함
● IT 기능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됨

●  조직의 혁신을 IT가 주도하고,  

 IT로부터 혁신이 시작됨
●  IT 혁신이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고, 비즈니스 혁신 

 도구로 사용됨
●  조직이 신기술의 얼리 어댑터 

 이거나 조직 자체가 신기술의  

 혁신자가 됨

관계	없음0 반응형1 협업형2 3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	전략

동의 동의하지 않음 모름/해당사항 없음

경영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다.

경영진이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경영진이 기술 혁신을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에서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진이 기업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진이 공공 클라우드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진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이다.

경영진이 현재 사용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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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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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IT	인프라	기업의	분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직 인프라에

만 집중하는 기업들은 매출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사업부 분할과 인프라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

서 사물인터넷 관련 솔루션을 위한 운영 기술과 IT를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물인터넷 시

장, 즉 공공 안전 및 교통,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09

								제3의	플랫폼과	IT	리더십의	중요성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 등이 결합된 ‘제3의 플랫폼’에 의한 혁신이 예고되는 가운데, 

IT 부서가 전체 비즈니스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기술 

관련 IT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T 부서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3의 플랫폼4) 기술과 관련한 IT 가치는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10

IT와	비즈니스	관계의	발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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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

인하는가?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

들은 하루에 많게는 84회나 스마트폰을 확

인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결코 놀라운 것

만은 아니다. 아태지역(APAC)에서 스마트

폰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25억 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인구가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실

제로 일본에서는 휴대폰을 꾸미고 분신처

럼 여기는 이른바 ‘케이타이(keitai)’ 문화

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메신저, 소셜 네트워킹, 검색 등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기술들이 비즈니스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기술이 비즈니스를 주도하

는 시대가 도래했다. 2016년 아태지역을 이

끌 5가지 비즈니스와 기술을 꼽아보았다.

01
전통기업들은	지금	디지털로	전환중	

DX, 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 기업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발빠

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기업들로 인해 혼

란스러움을 느끼는 전통 기업들에겐 특히 

더하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 전환이 단순

히 생존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

작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한 CIO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

라 조직 내 모든 리더들이 고민하는 문제

다. 일례로 CMO(Chief Marketing Officer)

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

이지 않다는 사실을, CFO(Chief Financial 

Officer)는 고객에게 보다 간편한 결제 수단

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디지털화(Digital 

ization)를 통해 각 부서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기업내 모든 조직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02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스마트	기업들

공공 안전에서부터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이 정부 차원의 프

로젝트를 시행할 정도로, 스마트시티는 꽤 

오랫동안 아태지역의 주요 관심사였다. 하

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진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스마트시티 구현

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벤더들과 협력 중이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Digital India, Smart 

Nation Singapore, Digital China 등 프로젝

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에 집중하고 있

으며, 스마트 기업들이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투자는 

2023년까지 지금의 4배 이상인 연간 1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03
바이모달	IT를	통한	
비즈니스	사일로	통합

최근까지도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애플

리케이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었다. 하나는 CRM,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 

전통적인 시스템을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

다. 이들 시스템은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정확성, 가용성

이 핵심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

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현재 상

황을 진단하고, 하나의 가설 아래 다양한 

데이터 셋(Data set)을 매치시켜 시나리오

를 구성해보는 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칭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킬 5가지 키워드

Writer Adrian	De	Luca	ㅣ HDS Asia Pacific CTO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기술이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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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속하는(전통적 시스템을 위한) 애

플리케이션의 빠른 구축과 자동화를 통

한 최적화와 더불어, 후자에 속하는 애플

리케이션에 고객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단에서 두 가지 유형을 통합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

템의 안정성은 물론 민첩성과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바이모달

(Bi-modal) IT1)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4
멀티	클라우드로	새	지평을	열	
지역	간	비즈니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2)이 발표된 가운데 아

태지역의 기술 시장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

고 있다. 국가 간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막

대한 경제적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탄생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

용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라는 측면에

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

진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무역 거래 및 투

자 환경이 마련되면서 장벽이 낮아진 환경

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IT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들은 현재 사용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며, 잠

재적으로는 다른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

과의 통합도 원하게 될 것이다. 

05
기술	부족으로	인한	인재	쟁탈전	심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도입

함에 따라 기술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나 사이버 보

안, 분석 등의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태지역 내 많은 국가들에서 IT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3) 등의 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기존 기업들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IT 기술의 부족은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생

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

제는 아니다. 기존 인력들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최고의 젊은 인재들을 끊임

없이 유입시켜야 한다. 이제 막 현장에 투

입되고 있는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다르다. 이들은 평생동안 

평균 17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훨씬 더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자

신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

로운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1)	바이모달	IT	: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IT 접근방식과 가치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IT 접근방식이 혼재된 상태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해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3)	크라우드펀딩	: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 출처 : https://community.hds.com/community, 2015년 12월

IT 투자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다

2016년 한국 IT 시장 10대 전망 한국IDC는 IT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소셜 영역을 포함한 제3의 플랫폼 기반 기술 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혁신을 추구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IT 

투자를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

으로 자리잡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주도권 경쟁 심화

혁신 단계의 

제3의 플랫폼, 디지털 

전환에 초점

디지털 전환, 

상호협력이 핵심

모바일, 연결의 정점, 

주력으로 안착

IT 인프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변화 가속

소셜 세대의 소비자

(Social Generation)

다양한 응용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발생

IT 시장의 

저성장 기조 지속

빅데이터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리더십의 결합 강화

키워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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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많은 업종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거래조회 등을 위한 트랜잭션 지향의 업무를  

 쉽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환경에서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더 이상 낯선 제품이 아니

다.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대접받게 되면서 적

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핫 트렌드가 되었다.

확대일로에 있는 플래시 시장을 놓고 스토리지 업계도 독특한 기술과 솔루션을 잇

따라 발표하면서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2016년 초 발표

한 HFS(Hitachi Flash Storage) A 시리즈는 Hitachi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포트폴리

오의 완성판이다. 특히 자체 플래시 메모리 처리 기술을 쓰지 않고 범용 SSD(Solid 

State Drive)를 채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플래시 스토리지와 통합될 때 이점이 많다. 특히 가상

서버에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과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1) 지향의 애플리케이션

이라면 기대 이상으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다. 성능 가속화는 운영비용 절감과 애플리케이션

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투자대비효과(ROI)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상승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과의 비즈니스에서도 플래시 도입 이후 즉각적인 ROI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

객과의 소통을 위해 웹이나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현업부서나 경영진이라

면 플래시의 이점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플래시 채택을 통해 고객은 긍정적으로 애플리케

이션을 생각하게 되어 결국 매출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엔터프라이즈 IT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프로세싱(OLTP),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 가

상화 서버 등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속도 향상과 안정화를 위해 올플래시 스토리

지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는 주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플래시	스토리지	환경으로	
가는	엔터프라이즈	IT

Hitachi Flash Storage
A 시리즈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Flash For All Applications

# Solution Focus : 

Soluti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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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서버가 고성능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불균형도 적지 않다. 한편에

서는 프로세싱 파워의 과잉 현상을, 또 다른 편에서는 넘쳐나는 프로세싱 파워를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겪는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DRAM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속도는 디스크보다 빠른 스토리지

를 원하는 기업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입출력(I/O)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로테이팅 디스크

(rotating disk)와 비교할 때 서버 기반의 CPU는 데이터 대기 시간이 줄고, 실질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CPU를 증설하지 않고도 서버가 더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 추가 비용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향상된다.

2)	로우	레이턴시(Low	latency)	:	입력과 출력 사이의 반응속도가 짧은 상태를 말한다. 

멀티코어	프로세서	
기반	서버의	이점01

02

03

가상 서버 환경에서는 CPU와 RAM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디스크의 데이터 

처리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랜덤 입출력 패턴의 생성을 피할 수 없다. 흔히 말하

는 I/O 혼합 효과(I/O blender effect)다. 가상 서버의 상단에 위치하는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

(이하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나 올플래시 시스템이라면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VDI 사용자라면 최소한 기존 

데스크톱 수준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래시 환경에서 VDI 도입과 관련

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의 수준도 만족할 수 있다. 서버

를 증설하지 않고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VDI 환경의 경제성이 증대되고, 기존 애플리케이

션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된다.

가상	서버	환경에	
특화된	성능	제공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고객이 사용하는 CPU 코어의 개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

용을 책정한다. 따라서 프로세싱 코어가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증가시키면 전체 

작업량이 증가해도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절감 효과를 계속 얻게 되면 

올플래시 시스템 투자에 대한 ROI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의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애

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랜덤 입출력 워크로드를 생성하는데 이는 HDD 기반의 스토리

지 시스템 환경에서라면 끊임없는 디스크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플래

시 환경에서는 증가하는 워크로드 수요에 맞춰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된다 해도 로우 레이턴

시(low-latency)2)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디스크를 끊임없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 

운영비용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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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플래시 도입 배치 전략은 대개 다음 2가지 시나리오를 따른다. HDD를 

SSD로 교체하는 것과 플래시를 기존 환경에 플래시 티어(tier)로 추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둘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가속화, 서비스 수준

(SLA: Service Level Agreements)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용자 및 고객 경험의 개

선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업의 IT 운

영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의	기로에	선	
플래시	전략
추가’냐	‘교체’냐	

왜	추가	
전략인가?

추가전략의 이점

교체전략의 이점

왜	교체	
전략인가?

가용 용량 단위를 기반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HDD가 비용 

측면에서 SSD보다 유리하다고 확신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플래시 전략은 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 혹은 

올플래시 시스템 방식으로 플래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

한 접근방식의 이점은 좌측과 같다.

추가 전략을 선택하는 기업과 달리 교체를 선택하는 기업의 

생각은 이렇다. 미래에는 스토리지 벤더들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SSD로 전환될 것이며, 이

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감안할 때 SSD가 HDD에 비해 유리

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HDD 기반 스토리지를 SSD 기

반으로 교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교체

할 경우의 이점은 좌측과 같다.

why

why

차세대 애플리케이션들은 획기적인 

반응성과 민첩성,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자동화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한다. HDS는 2016년 1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플래시 포트폴리오에 올플래시 HFS A 시리즈를 추가했다. 

HDS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플래시 관련 특허를 350개 이상 출원했고, 

HFS A 시리즈 출시 이전에도 이미 250PB 규모 이상의 플래시를 공급하는 등 플

래시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HFS A 시리즈의 출시로 플래시 포트폴리오를 완성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중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HDS의 플래시 전략의 결정판인 HF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8

실시간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HFS
(Hitachi	Flash	Storage)

장기적 관점에서의 
총소유비용(TCO) 절감

전략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가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 수립 가능

IT 환경에 대한 혼란 최소화

관리 변화의 최소화

공통의 스토리지 풀에 대한 
플래시와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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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는 지난 수년간 차세대 플래시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해왔다. 

350건 이상의 플래시 관련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	최고의	수준이다.

 - 컴퓨터 테크놀로지 리뷰(CTR) 

HFS는 스토리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높은 수준의 투자대비효과(ROI)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인라인 중복 제거 및 압축 가능

 씬 프로비저닝(Thin provisioning), QoS(Quality of Service) 보장

Hitachi의 올플래시 솔루션은 운영 속도의 저하 없이도 더 높은 수준의 워크로드

를 통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해 궁극적으로 총소유비용(TCO)을 절

감할 수 있다.

IT	예산	절감

HFS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경쟁업체의 다른 솔루션과 달리,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비즈니스를 위한 로우 레이턴시(low-latency: 짧은 

  대기시간) 보장

     향상된 복제 기능과 함께 Hitachi 고유의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상 스토리지 머신으로 할당 가능

비즈니스	지속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성능

28 29

HDS는 광범위한 플래시 포트폴리오, 티어드 스토리지, 서버, 데이터 보호, 컨버지

드(converged)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스토리지 

선두 기업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함으로써 기

업의 HDD 기반 환경을 새로운 올플래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지

원할 수 있다. 

기존	IT	인프라	환경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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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업종 규모 테라바이트

온라인 기업 14, 918

금융 서비스 4,278

기술 2,471

주요 은행 2,125

공공기관(APAC) 1,750

여행사 1,027

연예기획사 1,006

제조 978

통신 960

유통(Europe) 946

Hitachi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판매 현황

구분 HFS	A220 HFS	A250 HFS	A270

초기 용량 16TB 48TB 96TB

최대 용량 64TB 192TB 384TB

SSD 용량 10 X 1.6GB 10 X 1.6GB 10 X 1.6GB

캐시 128GB 128GB 128GB

최대 입출력 속도 700,000 900,000 1,000,000

평균 응답속도 1,000분의 1초 미만

최대 대역폭 4 GB/sec 5 GB/sec 8 GB/sec

Hitachi Flash Storage A 시리즈 사양

* 출처 : Ask These Five Questions When Reviewing a New All-Flash Solution for a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2016. 1월, HDS); Is It Time to Shift Your Enterprise to an All-Flash,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HDS, eBOOK); 2016년 1월

Hitachi는 더 빠른 응답속도와 100% 가용성을 보장하는 올플래시 솔루션을 제공해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Hitachi의 광범위한 플래시 포트폴리오는 어떠

한 데이터 혹은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스케일아웃 분석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부터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에 이

르기까지 어떤 IT 환경에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Hitachi는 고객사들이 올플래시로 가는 길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올

플래시 인프라로 향하는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

유다. HFS A 시리즈는 최근 업데이트된 하이브리드 플래시인 VSP(Virtual Storage 

Platform) G 시리즈와 F 시리즈와 함께 HDS의 플래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될 것이다.  

3가지 모델(A220, A250, A270)로 제공되는 HFS A 시리즈는 고성능 컨트롤러 한 

쌍과 트레이 하나당 최대 60 SSD까지 수용 가능한 2U 트레이(high tray)로 구성되

어 있다. 최대 384TB의 용량과 100만 IOPS(초당 입출력 처리량) 제공으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빠르게 통합해 데이터센터 상면공간을 줄임으로써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집적	고성능	플래시	어플라이언스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Solution Focus

이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Gartner Magic Quadrant)의 범용 스토리지(General 

Purpose Storage) 분야 리더로 선정된 바 있으며, VSP에 적용된 기술력은 ‘가트

너 핵심역량 평가(Gartner Critical Capabilities)’ 하이엔드 스토리지 부문에서 3년 

연속 리더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전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의 생산을 위

한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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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994년 창립한 이후 1996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

하며 국내 게임산업 환경에 혁신을 몰고 온 게임 기업이다. 2002년 캐주얼 게임인 ‘크레이

지 아케이드 비엔비’ 런칭 이후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등 게임 타이틀

을 꾸준히 발표해 게임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왔다. 

한국 온라인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넥슨의 자신감은 세계 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한 이래 꾸준

히 성장해 전 세계 150개 이상 국가에서 약 150종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넥슨의 서버 가상화 기반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것은 지난 2014년 9월. 서

버 가상화는 단일 서버를 논리적으로 구분해 복수의 서버처럼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자원을 할당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다.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컴퓨팅 리소스와 스토리지 용량을 사용해 중복되는 데이터와 자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넥슨의 기존 게임 서비스 인프라의 특징은 게임별 특화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그리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별로 차이가 나는 사용자 특성 등

을 감안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방학기간이나 특별 이벤트 등의 이슈에 

따라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게임 별로 백업과 DB 클러스터, 미러링 등 시

스템을 구현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서버 가상화

에 이어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한 넥슨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이렇게 게임 별로 구축된 인프

게임별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합하라

설립연도 1994년 

업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기업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G1000 2대 

소프트웨어 Hitachi Global Active Device 

도입	효과 

� 최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신뢰성과 

  가용성, 확장성 확대

� 완벽한 Active-Active 구현으로 게임 

  서비스 안정화

� 스토리지 관리의 용이성 확보

� 2.5인치 HDD 사용으로 상면 및 전원 

  등 운영비용 절감

� 저전력 및 적은 상면 구조의 환경친 

 화성 제공

넥슨은?	

잘나가는 온라인 게임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IT본부 내에 TF를 꾸렸다. IT 자원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확장일로에 있는 비즈니스를 감안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여 년 게임 사업으로 외길을 걸어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넥슨(Nexon)의 얘

기다. 넥슨은 1년 여의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를 도입해 게임 서비스의 안정화라는 성과

를 일궜다. 현재는 일부 서비스에 국한된 변화지만 향후 서버 가상화에 이어 클라우드 

환경까지 감안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클라우드 환경 구축 위해 
Hitachi VSP G1000 도입

# Best Practice 1 :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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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1

라를 통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면서 미래 확장성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TF가 특히 주목한 장비

는 스토리지였다. 한정된 서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서비스 안정화까지 받

쳐줄 수 있는 역할은 스토리지의 몫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성능과 용량 증가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시스템 장애가 났을 경우 

100%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넥슨코리아 IT 본부 게임인프라실 조주형 팀장은 “수년간 게임 서비스 운영 경험으로 스토

리지 성능과 용량의 증설 시기는 언제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문제는 서비스 장

애에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성능, 가용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고려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고 설명했다.

1년 여의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 스토리지 장비 선정에만 6개월 여 시간을 투입한 이유다. 

넥슨이 최종 선정한 솔루션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제안한 Hitachi VSP(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 G1000이다. 그리고 실시간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이중

화 솔루션인 GAD(Global Active Device)였다.

넥슨이 가상화 서버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HIS가 제안한 VSP G1000을 선택한 이유는 

명료했다. VSP G1000은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

지다. 해외에서는 금융과 통신, 공공 분야 등 대형 사이트에 도입되어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무엇보다 스토리지 기반의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환경을 지원해 비즈니

스 연속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GAD의 기능은 매력 그 자체였다.

Hitachi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GAD는 서로 다른 2대의 VSP 볼륨이 동시에 GAD

라는 가상 스토리지 볼륨으로 복제된다. GAD를 통해 2대의 VSP G1000 스토리지가 한 대

의 스토리지의 볼륨처럼 관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의 읽기/쓰기가 동시에 가능하다. 스

토리지 간 볼륨 이동도 자유롭다. 한대의 스토리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무중단 페일 

오버(Fail-Over: 장애 극복 기능)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대의 스토리지에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입출력되므로 응답시간 또한 빠르다. 벤치마크 결

과 동종 업계의 유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5배가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VSP G1000은 장애 발생시 시스템 무중단 상태에서 해당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Hot Swap)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스토리지 이외의 하드웨어를 추가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타사 제품과도 차별화된다. VM웨어(VMware), 하이

퍼-V(Hyper-V), 시트릭스(Citrix) 등 가상화 서버가 요구하는 API를 제공한다는 점도 HIS의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한 몫 했다. HIS 전담팀에서 제안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제반 기술지

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었다. 유사한 프로젝트 구축 경험을 100% 활용해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즈니스의	연속성	보장하는	
GAD의	매력에	‘풍덩’

넥슨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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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사내 반응은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지

만 기존 인프라에 극심한 변화를 준다는 점에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프라이

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6개 PC 온라인 게임에 한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사업이

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설립 후 20여 년 시스템 운영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안정화된 클라우

드 인프라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Q.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2014년 9월 TF 구성 이후 게임 업계에 필요한 스토리지 인프라 환경을 파악하고 프라이빗 클라

우드 환경을 구축한 기업을 벤치마크하면서 넥슨에 적합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5개 업

체의 제품들을 검토한 결과 VSP G1000의 GAD 솔루션에 매료된 것이죠. 

Q. 스토리지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요?

스토리지 자체의 성능보다는 서비스 안정화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중단 없

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저희 같은 게임 회사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기

존의 인프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고

요. 업계의 내로라 하는 솔루션 중에 VSP G1000이 가장 매력적인 성능과 기능을 제공했습

니다. 특히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완벽한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기능을 제공하는 

GAD는 강력했습니다. HIS의 기술력과 지원 시스템도 솔루션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지요.

넥슨코리아 IT 본부 

게임인프라실 IT 시스템팀 팀장 

조주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 위한 첫 단추를 꿰다

Interview 

넥슨은 6개의 주요 PC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면서 VSP G1000 2대를 연결해 

스토리지 이중화 환경을 구축했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GAD 솔루

션을 활용해 두 대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스토리지인 것처럼 구성한 것이다. 

GAD 이전에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개념으로 스토리지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

우 서비스 유지가 어려웠다. GAD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구성

이 가능해지면서 스토리지단에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운영이 수월해졌다. 관

리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장애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조주형 팀장은 “3개월 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BMT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어 만족스럽다. 이번 프로젝트는 효율적이고 완벽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넥슨은 IT 인프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장애 문제에 완벽

하게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게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보다 

탄탄하게 받쳐주며 나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보전진’을 이룬 것이다.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	장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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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원에서도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유는 한 가

지다. 의료의 중심에 있는 환자와 병원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다. 병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력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길 뿐. 

가톨릭중앙의료원 계열 병원들은 최근 병원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메인 스토리

지 변경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탄탄한 병원 인프라의 
중심에 선 
Hitachi VSP G1000

환자 우선하는 HIS(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성공

# Best Practice 2 :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1)	CMC(Catholic	Medical	Center)	: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말하는 것으로, 산하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 

 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총 8개 부속병원이 있다.

2)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병원 진료 지원 업무 중 의료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며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 등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학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저장 전송 및 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4)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 의료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각종 진료 지원부서에 전달하는 시스템

의료업계의 경쟁력은 결국 IT를 활용한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을 

얼만큼 잘 구축해 활용하고 있는가로 귀결된다. 전자의무기록(EMR)2), 의료영상저장전송시

스템(PACS)3), 처방전달시스템(OCS)4) 등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HIS는 환

자의 등록부터 진료, 수납까지 병원내 모든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모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계열 병원 간 진료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HIS를 구축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진료 정보를 병원 간 교류하면 환자 이송과 협진이 가능해져 병원으로서는 진료 수익을 최

대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지난 2015년 하반기 가톨릭중앙의료원(Catholic Medical 

Center: 이하 CMC) 산하 7개 병원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CMCnU(neuro-Ubiquitous)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평화이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프로젝트는?	

도입연도 2015년 12월

도입	프로젝트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CMC1)nU 2.0)의 메인 스토리지 

하드웨어 Hitachi VSP G1000 1대, 

Hitachi HUS VM 2대

소프트웨어 Hitachi 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SVOS) / 

Hitachi Remote Replication

도입	효과

� 최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CMCnU 

  2.0의 신뢰성과 가용성 향상

� 대용량 스토리지 도입을 통해 

 DB 응답속도 1.5배 개선

� 접수와 수납 업무에 SSD 기술 도입,  

 처리속도 향상

� 안정적인 스토리지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안정화

� 스토리지 관리의 용이성 확보

Best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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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안한 Hitachi VSP G1000은 Hitachi의 최상위 시스템으로, 글로

벌 공인 성능 #1 인증(SPC-1)을 받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 믿고 사용중인 장비였다. 높은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 신속한 정보 전달 등의 요

건을 갖춰야 하는 CMCnU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최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컨트롤러를 

증설하지 않고도 처음의 용량 대비 최소 3배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했다. 이 점은 평화이즈

가 CMC 7개 병원정보시스템의 인프라를 향후 5년까지 내다보고 구성한다는 점에서 최적

의 선택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용량만큼, 필요한 성능만을 무중단 증설이 가

능했다. 또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병원정보운영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Hitachi 비동기 전송 방식을 통한 안정적인 복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5월 30일 장비 납품과 함께 2개월간 DB 애플리케이션과의 테스트가 이뤄졌으며, 8월 26일에

는 스토리지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다. 평화이즈는 CMC 병원통합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해 VSP 

G1000 1대를 주요 운영 스토리지로, HUS VM 1대는 복제 스토리지로 구성했다. RAID 5 환경으로 

구성한 다른 HUS VM 1대에는 교육/개발, CRM, 그룹웨어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도록 했다. 

시스템의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능 저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 엔지니어가 상주하면서 헌

신적인 지원을 해주었기에 해결 가능했다. 이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본사에 평화이즈 전담 

기술인력을 배치해 고품질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과 시스템의 재구성과 증설, 업그레이드 상

황 등 필요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인 스토

리지 교체 후 5개월 동안 7개 병원에 CMCnU 확산 프로젝트는 가속이 붙었고, 데이터 파기와  

평화이즈가 CMC 산하 병원들에 CMCnU를 구축한 것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화

이즈는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등 5개 산하 병원에 CMCnU 1.0을 설치해 ‘5인 5색’이었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병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2015년 CMC 산하 병원에 CMCnU 2.0 확산 프로젝트를 맡은 평화이즈. 그간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강력해진 CMCnU 2.0을 설치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의료업계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본격적인 CMCnU 2.0 구축에 앞서 평화이즈는 심사숙고를 해야 했다. CMCnU 2.0을 탄탄하

게 받쳐줄 수 있는 주요 인프라 장비의 하나인 스토리지가 문제였다. 스토리지가 노후화되어서 

통합정보시스템 DB 운영과 이중화를 통한 안정화는 요원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2015년 1월 

과감하게 메인 스토리지 교체를 결정했다. 사용중인 HP의 XP 장비 지원이 만료(EOS:End of 

Support)되는 시점이어서 추가 증설보다는 새로운 스토리지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3개월 여 CMC 산하 병원들을 찾아 다니며 CMCnU 확산 프로젝트의 진행과 함께 새로

운 스토리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3월 본격적인 발주에 들어갔다. 국내 내로라 

하는 3개 주요 벤더들이 맞붙었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평화이즈

가 그동안 사용하던 XP가 Hitachi의 베스트셀러 스토리지인 VSP(Virtual Storage Platform) 

라인의 OEM 공급제품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계열병원	간	긴밀한	의료	
서비스	통합	체계	마련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
하는	VSP	G1000	채택

CMC 산하 병원들의 메인 스토리지 환경

R5
SSD

2.1TB

R1
SAS10K
96.5TB

R5
SSD

2.1TB

R5
SAS10K
99.1TB

HUR

HUR

R5
SAS10K
58.2TB

개별
및 

기타 서버
HA

windows(메일)

HIS DB 운영서버 HIS DB 복제서버

Hitachi	
Universal	
Replicator

Ethemet

신규도입	장비

Fc

HIS DB 평균 응답시간

병원명

평균 DB 응답 속도
(msec) 성능 

향상(배)
15. 10. 12 15. 12. 14

여의도성모 3.13 1.98 1.58배

서울성모 6.97 4.46 1.56배

의정부성모 2.92 2.13 1.37배

부천성모 3.49 2.31 1.51배

성빈센트 3.36 2.35 1.43배

HAHA

Hitachi	HUS-VM
복제	스토리지

Hitachi	VSP	G1000
운영	스토리지

Hitachi	HUS-VM
개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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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스템의 전원 정지에 이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1월 14일 최종 완료할 수 있었다. 평화이즈

의 스토리지 인프라 구성에는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다. 96테라바이트 용량의 VSP G1000 

저장 공간의 일부에 병원 업무의 근간이 되는 수납/처방 업무와 DB 구성에 SSD (Solid State 

Disk)를 할당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쓴 것이다.

HIS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가장 좋아진 점은 전체적으로 DB 평균 응답시간이 빨라졌다는 

점이다. 시스템 설치 전과 후 평균 1.5배 가량 속도가 향상됐다. 속도 향상과 함께 평화이즈

가 꼽는 스토리지 도입 효과는 안정성 향상 부분이다. 이전 스토리지 사용 연한이 길다 보니  

400~500개의 디스크 중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신규 장비

라는 점 외에도 철저한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가톨릭의료법인은 의료 환경의 급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 병원’과 같은 

기능 통합을 위해 평화이즈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평화이즈의 CMCnU 20.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

일 수 있게 된 가톨릭의료법인이 보다 탄탄하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으로 입지를 굳히길 기대한다.

비용	대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가능

Q. 평화이즈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2007년 3월 출발한 우리 회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Catholic Medical Center, CMC)과 산하 

기관에 IT 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의료 전문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세상

을 건강하게 하는 IT 프로페셔널(Professional)’그대로 CMC 산하 병원들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IT 시장을 겨냥해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Q.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후 CMC 산하 병원 업무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CMCnU 2.0 구축과 함께 스토리지와 같은 탄탄한 인프라 장비를 들여놓아 시스템 응답

속도가 1.5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는 얘기이지요. 요즘 의료업계 

트렌드 중 하나가 여러 계열 병원들을 하나로 묶어 정보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계열 

병원 간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시간 의료현장 중심의 정

보를 취합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거죠.

평화이즈 병원통합운영본부 

인프라기술팀 팀장

김종배

계열 병원 간 인프라 통합으로

의사결정시간 더 빠르게!

Interview 

Q.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2015년 2.0 버전을 구축하면서 진료 부분의 고도화를 이뤄냈고, 나머지 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의료 분야의 IT 

기술이 점차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병원을 위한 의료 장비 및 스마트 기기들과의 연계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Best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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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가상화, 서버가상화,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최강의	성능,	최적의	효율!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 HFS A와 함께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ITACHI 플래시 포트폴리오의 완성

HFS A SERIES
출시기념
이벤트

HIGH EFFICIENCY

HIGH QUALITY

HIGH PERFORMANCE

설문조사 소식공유 상담신청
STEP 01 STEP 02 STEP 03

하단의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 클릭 눌러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여러분의 페친들에게 
신제품 이벤트 소식을 

공유해보세요.

HIS 컨설턴트에게 최적의
올플래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상담 받아보세요.

이벤트	경품

스마트홈	CCTV	앱봇링크	1명

CGV	2인	주말	영화예매권	10명

이벤트	기간	:	
2016년 2월 22일 ~ 2016년 4월 22일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하기

HIS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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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빅데이터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 빅데이터 솔루션 

협력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HIS는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컨버지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UCP 포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초기 컨설팅부터 데이터 통합, 분석, 시각화 등 필수기능 및 제반 하드웨어 인프

라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고객들은 본 제

품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쉽고,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HIS 전홍균 대표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UCP 포 빅데이터’는 검증된 국산 제품으로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커스

터마이징이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므로 국내 고

객이 보다 빅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What’s New?

What’s New?
비즈니스 요구 사항인 획기적인 반응성과 민첩성,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자동화된 데

이터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기술로 가속화된 인프라에 소프트웨어 정의 접근 방

식을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Hitachi Data Systems(HDS)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올플래시 HFS(Hitachi Flash Storage) A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HFS A 시리즈는 작은 상면공간(foot print) 상에서 뛰어난 고용량 고밀도, 고성능 및 전

력 효율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TCO(총소유비용)를 크게 절감시킨다. 또한 QoS(Quality of 

Service)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선택적으로 인라인 

중복제거 기술 등을 적용해 성능을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절감한다. 즉, HFS A 

시리즈는 올플래시 구성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TCO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최

적화된 플랫폼이며, 특히, 데스크톱 가상화(VDI), 서버 가상화 및 빅데이터 분석환경 등에 적

합한 솔루션을 찾는 고객에게 이상적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스케일 아웃 방식의 분석 플랫폼 HSP 400을 출시하고, 빅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2016년 빅데이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역

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HSP 400은 지난해 인수한 빅데이터 전문기업 ‘펜타호

(Pentaho)’의 분석 솔루션 기술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어플라이언스로, 고

객은 HSP 400을 통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쉽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HIS는 개별 고객에 최적화된 빅데이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IS 빅데이터 사업팀의 박병한 상무는 “HIS는 고객들이 기업 내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지

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플래시	신제품	
HFS	A	시리즈	출시

HIS,
‘UCP	포	빅데이터’로	

시장	적극	공략

HFS	A

01NEWS

02NEWS

03NEWS

HIS,	신규	분석
플랫폼	출시	및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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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기업을 똑똑하게 만든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자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따라온다.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열광하는 

이유다.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적지 않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된 기업’이 

제공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에 한번 맛을 들리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그 틈새로 ‘빅

브라더’에 대한 경계심도 들어선다. 빅데이터의 명(明)과 암(暗)에 관한 논쟁이다.

어찌보면 빅데이터라는 트렌드를 연 데는 하둡(Hadoop)의 기술적인 공이 컸다고 볼 수 있

다. 하둡은 비정형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 플랫폼을 논문 형태로 공

개한 후 2006년 야후(Yahoo)의 더그 커팅(Doug Cutting)이라는 개발자 주도 하에 만들어졌

다. 더그 커팅은 검색엔진‘루씬(Lucene)’1)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다. 마침 올해는 하둡이 세

상에 나온지 꼭 10년째 되는 해다. 하둡이라는 이름은 더그 커팅의 어린 아들이 갖고 놀던 

노란색 코끼리 인형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하둡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

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하둡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데이터마저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는 기업은 하둡을 활용한다.

빅데이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업들은 너도나도 빅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데이터가 기업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

는 말도 들린다. 흔히 빅데이터를 단어대로 데이터의 크기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이보다

는 가치의 크기에 가깝다.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이

다. IBM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에 정확성

(VERACITY)을 보태 4V로 정의하기도 한다.

현실이 된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거대 물결이 되다

# Inside IT : 

Writer 김국배	ㅣ 아이뉴스24 기자

1)	루씬(Lucene)	:	1999년 개발된 자바 언어로 이루어진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로,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루씬 라이브 

 러리를 사용해 검색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야 한다. 

10돌	맞은	하둡(Hadoop),	
빅데이터	시대	이끌다	

Insi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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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둡은 클라우데라, 맵알, 호튼웍스 같은 수많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대

표적인 기업인 클라우데라의 경우 하둡 배포판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이끌고 커뮤

니티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루터가 하둡 전문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둡의 아버

지 더그 커팅조차 하둡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고 말한다. 하둡은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

들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된다. 한편 더그 커팅은 올 4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고

객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음은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기업들보다 앞서 빅데이터라는 ‘안

경’을 쓰고 고객의 마음을 훔쳐본 기업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 중 한 

가지는 최근 한국에 상륙한 넷플릭스(NetFlix)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시청자의 시청 습관을 

분석해 취향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것이다. 전세계 190개국에서 7천만 명이 넷

플릭스를 이용한다.

넷플릭스는 시청자가 좋아하는 장르와 배우, 줄거리는 물론 평일과 주말 여부와 시청 시각 

등 시청 패턴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준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800명 이상

의 개발자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은 에미상 3관상에 빛나는 대표작인 정치 

스릴러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 배경으로 꼽힌다.

비행기 엔진 제조업체인 영국의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엔진 모니터링 서비스에 빅데

이터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제품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애프터 서비스의 

신기원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 흩어진 4천여 개 제트엔진 성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쌓

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의 고장을 예측하게 된 것이다. 이 엔진 모니터링 서비스는 현재 

민간 항공기 엔진 부문 연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내는	아직	빅데이터
금맥	제대로	못	캐내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국내의 경우‘빅데이터 금광’은 넘쳐나지만 활용 정도는 상대적으

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 수준도 선진 기술과 비교하면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소셜데

이팅 서비스 업체 <이음소시어스>,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 내비게이션앱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 정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음소

시어스는 회원들의 프로필과 성향을 분석해 적절한 데이터 상대를 연결해주고, 우아한 형제

들은 인구, 배달업체 수, 주문량 등을 따져 광고주에게 전략적 영업을 제안한다. 록앤올의 경

우 이동경로, 차량속도 등 실시간 교통 상황을 빅데이터 분석에 반영한다. 이 정도를 제외하

면 사실상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

는 기업(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기준)은 4.3%로 나타났다. 10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한 셈

이다.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9.6%에 그치고 있다. 전체 기업 중 향후 도입 의사를 가

진 기업은 30.2%였다. 그러나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30.5% 성장한 2,623억 원을 기록했다. 

?

‘현실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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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지금은 부진한 제조업이었다. 정부는 빅데

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98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IT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 역시 연평균 23% 성장해 2019년에는 486억 달러(59조 원)로 고속 성

장할 것이라고 한다.

더	알고	싶은	기업들	vs
다	보여주기	싫은	개인‘격돌’

빅데이터에 열광하는 이상으로 논쟁 또한 가열 양상을 보인다. 이는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

기 쉽지 않은 환경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나친 규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의료정보 등 핵심 데이터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통신, 

금융 등 데이터 생산 기업들의 보수적인 성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 데이터 개방

은 빅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기업들이 따를 만한 성공사례가 적고 결국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되는 악

순환이 반복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선을 도

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빅데이터가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달

콤함을 보는 측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인

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측은 섣부른 규제 완화를 경계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

법상 기본권이 걸려 풀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개인은 너무 

많은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아버지보다 먼저 알고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낸 미국 대형마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일단 정부는 기업 편에 좀더 가까이 서 있는 듯 보인다. 빅데이터 산업을 국가 차세대 성장동

력 중 하나로 삼고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개인정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빅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린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당시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과 다른 유권

해석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일단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

만 여전히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신뢰가 낮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언제든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더는 유행으로 치부해 버리기 힘들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존재한다. 이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새판을 짜기 위

해 정부와 기업, 산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치

열한 토론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

VS

Insi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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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이 
터닝포인트라는 
각오를 다지다

# No.1 Partner :  EEDIOM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단순하게 번역하면 ‘전환 시점’

이라고 한다. 체육학대사전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온다. 경기

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특히 그 원인이 된 플레이로 

표기되어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떤 계기로 크게 성장하게 된 사건을 터닝포인트라고 지칭

한다. 기업이라면 잠재된 시장마저 깨울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거나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해 매출 확대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를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자체	기술	증명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전문기업을 표방한 이디엄(EEDIOM)에게 터닝포인트는 무엇일까. 비

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된 빅데이터 시장에서 외산을 물리치고 대기업 프로젝

트를 거머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2013년에 수주한 국내 통신사의 실시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통

신사 고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품질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통신사가 고

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외산 솔루

션과 경쟁했지만 통신사는 이디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디엄이란 회사와 보유 기술에 업계

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사건이다. 통신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가 10테라바

이트(TB) 이상에 달해 기존 인프라로는 3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로그프레소(Logpresso)를 

도입한 이후 분 단위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이디엄은 통신과 금

융, 공공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5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객사들이 로그프레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다. 데이터 수집에서 저장, 분석, 시각화에 이르는 데

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을 유연하게 통합한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이디엄만의 데이터 처리 성능

과 분석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고객사의 입맛을 저격할 수 있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비스 품질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개인정보 유출 

탐지, 하루 20TB에 이르는 통신 로그 분석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금융, 통신, 공공 등 업종에서 힘을 발휘한다.

강력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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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와의	파트너십,	
그	의미있는	터닝포인트

이디엄은 지난 2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빅데이터 솔루션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

으며 또 다른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내용은 명확하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위해 기업들이 뭉쳤다는 것.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HIS가 주축이 되어 비즈니

스 인텔리전스(BI), 데이터베이스(DB) 및 검색엔진 솔루션 분야의 전문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

다. 이디엄은 HIS뿐만 아니라 D&T시스템즈, 위세아이텍, 알티베이스, 트리니티 등 국내 솔루션 

업체들과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 컨버지드 솔루션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UCP 포 빅데이터’다.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초기 컨설팅부터 데이터 통합, 분석, 시각화 기능과 함께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올인

원 플랫폼(All-in-One Platform)이다. 데이터 처리 시간 및 저장 용량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

해 모든 데이터를 인메모리 기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증된 국산 제품들로 구성돼 

고객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슈가 됐다. 이디

엄은 자사의 최고 강점인 인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엔진을 공급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파트너사 간 밀착 영업과 교통 정리를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한 달 남짓. 

성과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디엄이 이번 파트너십에 거는 기대는 확실하

다. HIS는 중공업, 산업자재, 화학, 섬유 등 분야에서 IT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탄탄한 회사다. 이디엄에게 빅데이터 분석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은 각광받는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이디엄.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기술하나 믿고 

창업이라는 불안한 길을 걷는 스타트업이었다.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창업 기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모여 엔초비(nchovy)라는 보안관제 솔루션 업체를 

설립한 것은 2009년. 대용량 보안로그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관제 솔루션을 개발해 영

업을 전개했지만 비즈니스를 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회사 설립 2년 여 만에 회

사를 접어야 했다. 다행히 주축이 된 세 명과 직원들이 한데 모여 일하는 행운이 따랐다. 

로그프레소를 통해 고객의 이체 거래를 50종 이상의 패턴과 2년 간의 행위 이력을 대조하게

된 은행은 이상 거래 여부를 0.1초 안에 탐지해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다양한 컴플라이

언스 이슈를 해결하고, 보안 사고와 장애 추적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대응 시스템을 만든 회

사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로그프레소를 도입한 공공기관 등등. 고객사로

부터 믿음직한 솔루션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이디엄의 구동언 이사는 “IT 인프라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IoT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방대해지고 있다. 로그프레소는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강조한다. 

2013년 첫 버전을 발표한 이래 버전업되어 온 로그프레소는 지난 1월 출시된 3.0에서 보다 

강력한 무기를 탑재했다. 실시간 분석과 검색 기능을 한층 개선하고 복잡한 조건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그 동안의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해 

더 많은 기업을 상대로 솔루션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픈	과거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No.1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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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더욱 성숙시키면서 절치부심 기회를 노렸고, 2013년 6월 로그프레소 첫 버전을 발표

하면서 다시 ‘비즈니스 정글’로 나왔다. 

재설립 초기에는 빅데이터 보안 관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집중했지만 이후 서비스 품질 

관리,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 타깃을 확대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로그프레소의 출시는 이디엄에게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는지 모른다. 각자의 근거지가 서

울, 인천, 대전으로 달랐던 세 명의 동년배가 만나 IT 솔루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 것도 단

순한 우연은 아니었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한다. 빅데이터가 빅트렌드가 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 쓰이던 분

석 기술이 빅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30대 초반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뤄 매일매일을 터닝포인트로 만드는 이디엄이야말로 빅데이

터 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한 회사다.‘기회는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진

리를 증명하는 시험대에 오른 이디엄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Q. 이디엄이 빅데이터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장점은 단연코 인력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에 이르

는 전체 과정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데,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집

중됐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B2B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업을 직접 찾아 다

니며 고객을 발굴하고 컨설팅한 7년 여의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의 자산이지요.

Q. HIS를 포함해 파트너사들과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펼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UCP 포 빅데이터는 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솔루션입니다. 빅데이터가 하둡은 아니라는 것을 

고객들이 알게 되었고 통합 어플라이언스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산 

제품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제대로 협업할 수 있도록 HIS가 판을 짰으니 신명나게 비즈니스하는 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Q. HIS와의 비즈니스에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업무 중심으로 더 파고들기 위해서는 비

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HIS는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한 스토리지와 서버뿐만 아니라 정보 자산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

하기 위한 각종 솔루션, 전문화된 컨설팅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있는 회사이

지요. HIS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더 높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파트

너십을 통해 이디엄은 빅데이터 시장에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전쟁터에서 최고의 동지를 만나다

Interview 

이디엄 운영이사

구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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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 듯,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팀이 있다. 바로 제조2팀이다. 4명의 영업대표가 만들어내는 잔잔

한 물결은 차곡차곡 쌓여 작년에 비로소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잔잔하지만 악착같은 
우리의 자세

# HIS Family : 제조2팀

일당백의	역량	
결집

제조2팀은 김병관 팀장과 양지웅 대리가 작년부터 팀에 합류하면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

다. 규모가 작은 사이트가 많지만, 작년은 제조2팀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교

통카드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1년간 통합 작업을 펼친 것이다. 다른 업종에 비하면 평균 

정도 되는 수주 규모지만 제조2팀 자체로만 놓고 보면 빅딜이었다. 이 외에도 유통 및 제조

분야 고객들의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병관 팀장은 “과거와 달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영업에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판매자

와 고객 모두 제품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한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품이 좋은 것은 물

론이고 기술지원과 서비스까지 받쳐줘야 진정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HIS라는 브랜드 

파워까지 더해지면 영업 대표들은 토탈 사커(Total Soccer)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죠.”라며 

“그룹 회장님께서 ‘악착같이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항상 뇌리에 남

아 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모든 팀원이 내 일처럼 책임지고 집요하게 

HIS Family

제조2팀은 국내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리지 및 솔루션 영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대기업 그룹사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다 보니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프로젝트 

규모는 작은 편이다. 여기에 유통, 통신, 제조 등 고객사의 성격 또한 다양하니 모든 분야를 포

괄하는 영업 전략 역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임환 차장은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만큼 이익

도 적겠죠. 유통 및 제조분야가 유달리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많은 이익을 내려면 

많은 고객을 만나야 하고, 결국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라고 말한다.

제조2팀 팀원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날이 비일비재하다. 하루에 미팅만 

다섯 번을 다닐 때도 있다. 4명의 팀원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때문에 SNS를 통해 팀원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공통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슈에 대해 공유하면서 기본적인 보고와 결정 역시 SNS를 통해 이뤄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라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애사심을 갖고 비전을 

찾아가는 HIS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병관	팀장

팀 구성원이 변하면서 팀

의 분위기도 유연해졌습

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 

아이디어를 꾸준히 창출

해 내겠습니다.

이임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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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는 의리있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양지웅	대리

2015년은 제조2팀에게 힘들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규 사이트를 개척한 

데 이어 경쟁사가 주도하던 몇몇 사이트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시에는 스트

레스가 상당했지만 돌아보니 그만큼 보람되고 값진 시간이 없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에 이어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사이트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객가치를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 제조2팀의 비전이자 HIS의 비전이

다. 비전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네 명의 영업대표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달려나갈 것이다.

달려든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고객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하면서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종대 차장은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객의 간지러운 부

분을 긁어줘야 합니다. 올해는 하드웨어를 넘어 솔루션 제안에 좀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

이디어를 창출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우리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영업대표’	
마인드로	무장

제조2팀은 직급에 관계 없이 모두를 영업대표라고 칭한다. 양지웅 대리는 “영업대표라고 부

르고 또 불리다 보니 ‘내가 대표,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적은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유통 제조분야에서 승리하려면 내 사업이라는 책

임감을 갖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다져진 신뢰는 쉽게 무

너지지 않거든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사이트도 경쟁사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안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제

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김종대	차장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꾸

준히 발굴해서 고객의 니

즈를 먼저 충족시키는 제

조2팀이 되겠습니다!

고객가치를	우선시한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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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달콤한 정성

# Book in Book :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 초콜릿’ 만들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3명의 사우들이 서

울 반포동의 한 초콜릿공방에 모였다.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 곳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원데이 클래

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가 이틀 뒤여서 그런

지 클래스 예약이 쉽지는 않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업

무가 끝난 시간이라 피곤한 몸에, 그것도 황

금같은 금요일 밤에 2시간을 꼬박 들여야 

한다. 사원들이 참여하는 수제 초콜릿 체험

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가 ‘악재’로 꼽혔

다. 신청하는 사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걱

정이 앞섰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기우’였

다. 생각보다 참가 신청자가 많았고, 절절한 

사연을 적은 3명의 사우가 사보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업 시작 5분 전

기대감에 ‘손재주가 없는데 예쁘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2시간이나 들여 만든 

초콜릿인데 과연 기쁘게 받아줄까’라는 걱정

이 더해져 3명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시범을 보면서 직접 초콜

릿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자신감이 생겨 손놀림이 점차 대담해지기 시

작했다. 짤주머니에 담은 초콜릿을 틀에 부어

내는 작업도 떨림 없이 한 번에 해냈다. 과정 

하나 하나를 즐기는 모습이다. 초콜릿을 녹

이고, 생크림을 데워 섞어주고, 초콜릿 틀에 

넣고, 장식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어느새 

‘아마추어 쇼콜라티에’가 되고 있었다.

Book in Book



48 4948 49

화이트 초콜릿에‘사랑의 메시지’담다

완성된 초콜릿을 박스에 담으며 마음은 이미 소중한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김민주 

사원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건 상대는 역시나 선물의 주인공인 아빠였다. “아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먹고 싶은 거 없어?” 5개월 여 힘든 병원생활에 지쳐있을 아빠에

게 사랑을 담고, 정성을 녹여낸 초콜릿은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될 것 같다. 이길환 대리

나 김정숙 사원도 곧 있을 만남을 위해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날아가듯 거리

로 나서는 3명의 어깨 위로 살짝 내려 앉는 것들의 정체는 소중한 사람의 마중은 아닐까.

5 4가 굳은 후 다크초콜릿으로 뚜껑을  

 막고 장식해서 마무리한다.

1 밀크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다.

2 생크림을 따뜻하게 데운다.

3 1과 2를 잘 섞는다.

4 짤주머니에 3을 넣어 쉘 안에 짠다.

사진으로	보는
밀크봉봉	만들기

결혼 5년차 주부인데 임신과 출산 후 아이

들 먼저 챙기다 보니 남편은 뒷전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

어 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잡은거죠.

2월 말이 여자친구와 만난지 1주년이라서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발렌

타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

는 날인 줄 착각하고 있었네요. 하하~

작년 10월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큰 수

술이 4~5차례 남아 있다고 하네요. 무뚝뚝하

고 애정 표현에 서툰 아빠지만 제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초콜릿	선물을	하고
싶어	했나?

이길환

김민주

김정숙

인사팀 사원

SA팀 대리

서부사무소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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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역사와 비전

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0년간 꾸준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트렌드 등을 다양하게 다룬 

Big advantage가 가장 흥미로웠습

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빅데이

터 관련 이슈들을 많이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의	소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만끽하는 것

은 어떨까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단

언합니다. 120호 HIS advantage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Big advantage 섹션을 신설해 빅데이터에 대한 명쾌

한 설명과 함께 최신 동향을 실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자와 함께

문화상품권 김성민, 박홍석

음료	기프트권 김미현, 이승호

김성민

박홍석

120호	당첨자	선물

119호	퀴즈	당첨자

문화상품권(3만원) 
2명

음료 기프트권(2만원) 
2명

Spring NO.120

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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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고 있는 올플래시 어레이,  그 이상

HIGH EFFICIENCY

HIGH QUALITY

HIGH PERFORMANCE

HITACHI AFA
HFS 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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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 IOPS 보장
응답시간 1m/s 이하 보장

타사 대비 용량 효율성 10배 및 
에너지 절감 효율 10배 보장

HIGH EFFICIENCY
QoS 및 데이터 절감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SLA 보장

HIGH QUALITY HIG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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