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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IoT, 빅데이터, 유비쿼터스 통신 네트워크 간의 결합을 통해 도시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스마트시티(Smart City)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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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IoT(사물인터넷) 프레임워크
삶의 질 높은 첨단도시를 만든다

Writer  Darrin Lipscomb / Hitachi Insight Group Public Safety 및 스마트시티 사업부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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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데이터 전문성을 
발휘해
비즈니스 혁신을 
돕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생기는 

혁신 사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의 산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1985년 한국 최초의 스토리지 토종 기업으로 출발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지난 33년간 집

중해온 분야 역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돕는 인프라 제공으로 시작된 효성인

포메이션시스템의 기나긴 여정은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상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DATA사업팀

을 신설,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핵심 역량으로 승부하라’는 말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성공을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능력이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33년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독보적인 역량은 ‘데이터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비즈니

스 중심이 되는 시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핵심 역량을 발휘해 고객의 혁신을 돕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고객의 옆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데이

터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낸 사회의 모습과 접근법에 집중한 HIS Advantage 가을호에서 저희 효

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전문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의 노고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가을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가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정 태 수



도시 지능화, 솔루션을 찾다!

과거의 실패 ‘도시 와이파이’에서 배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 와이파이, 즉 뮤니 와이파이(Muni Wi-Fi)1)가 도시 내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

소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05년경이다. 뮤니 와이파이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첫 시도였던 와이어리스 필라델피아(Wireless Philadelphia)는 이러한 비즈

니스 모델의 단점을 그대로 노출시켰고, 결과적으로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필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와이어리스 필라델피아는 미 전역을 대상으로 백홀(Backhaul)2) 비디오 전

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라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요 구매자는 도시 내 법률 및 Public 

Safety 관련 기관들이었다. 물론 우리는 뮤니 와이파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또 이미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에 당시의 시류에 동참할 것인가

를 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심각하게 논의했다. 하지만 분석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볼

수록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자체들은 도시 전체에 무선 

핫스팟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게 전신주와 

전력 등 인프라를 기본으로 제공했고, ISP는 무선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ISP는 무선 인터넷 액세스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월정액을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었고, 도시도 매출의 일부를 가져갔다.

주요 ISP 업체 중 하나가 와이어리스 필라델피아(Wireless Philadelphia) 사업자로 선정됐고, 2007년 

여름까지 소규모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접속 속도가 느리고 신뢰성 또한 낮

았다. 1년여 동안 확보한 사용자는 6,00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ISP는 프로젝트에서 즉시 손을 뗐고, 

더 큰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할 마땅한 대안도 찾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사례는 도시 내 광범위한 공적 연계성(Public Connectivity)이라는 개념 

전반에 대해 회의를 품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현재 미국의 수많은 도시 전체에 

무선 기반 비디오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다. 

도시 와이파이 vs. 스마트시티 ‘들여다보기’

뮤니 와이파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데에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 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적인 문제점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식과 프레임워크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이었다.

다시 2007년으로 돌아가보자. 디지털 빈부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역폭 때문이라기보다는 웹

에 접속할 수 있는 저가의 디바이스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커뮤니티에 참

여한 도시들이 정부와 거대 산업계와의 협상을 우선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최근 Hitachi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인지라 두 가지

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도시

들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일부 사적 펀드까지 활용한다.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4.9GHz 대역의 허가받은 

주파수를 사용했다. 바꿔 말하면, 아주 적은 비용의 파이버 또는 구리선을 통해 이들 지역에 솔루

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ISP 업체들의 경우 뮤니 와이파이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했고, 이에 대한 정

치적 리스크는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었다. 물론 이러한 ‘성능 기반 계약 모델(Performance-based 

Contracting Model)’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이후 와이파이는 몇 가지 방식으로 발

전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방식에 있었다. ISP와 지자체, 양측이 모두 시민

들과 지역 사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이다.

지금의 도시들은 인프라 문제와 디지털 빈부격차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 도

시들은 IoT(Internet of Things)라는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특정 문제들에 집중한

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실제 세계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를 통해 실시간 통찰력을 확보하고, 보다 풍부한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IoT는 본질적으로 스마트폰과 앱(사람이 제공하는 데이터) 그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사람이 실제 세계의 물리적 실체와 네트워크에 접속된 센서 및 작동장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

한다. 이들 센서는 IoT 단자라고 불린다. 도시의 IoT 사례로는 도시 거리 곳곳의 쓰레기통을 비워

야 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센서, 주변 사람을 탐지할 때 조명의 광도를 조절하는 센서 등을 들 수 

있다. Io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셀 수 없이 많다.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다른 많은 용어들처럼 스마트시티 역시 IT 업계가 만들어낸 유행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늘 스마트시티의 일반적인 정의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수많은 의미를 가진 ‘스

마트시티’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 미션은 사회 전체로 일반

화시킬 수 있지만 Hitachi는 주로 도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이 수치는 2050년이 되면 70%까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도시의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콘셉트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먼저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쾌적한 환경이기

를 원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도시들은 10년 전 뮤니 와이파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교훈 삼

아 오늘날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도시들이 같은 공

간에 있는 업계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과 차세대 킬러 앱을 개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 등 두 가지 

접근 방법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도시 내 보유 자산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각자의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파괴한 두 기업,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의 사례

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버를 포함한 여러 카풀 앱들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음

주운전) 감소, 교통 정체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이미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앱은 온실가스와 도시 인프라의 감가상각을 줄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특히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기술 관련 학생들이 많은 큰 규모의 대학이 소재한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카테고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파괴적 기술의 사례다. 더 나아가 지역민들에

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에는 단기 여행자들의 체류를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 

1) 뮤니 와이파이 : Muni Wi-Fi. 여기서 Muni는 Municipal  

 즉 ‘도시의’ 라는 뜻을 가진 말로 여기에 Wi-Fi를 

 붙여서 Muni Wi-Fi라고 한다. 기업들이 무료 혹은 

 저가로 도시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주려고 했던  

 붐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구글의 전략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대형 통신업체까지도 

 이 흐름에 참가한 바 있다.

2) 백홀(Backhaul) : 주요 정보통신망과 이용자를 

 잇는 체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Darrin Lipscomb, 
Hitachi Insight Group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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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제에서 배운 것들은 스마트시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앱의 핵

심은 기존의 자산을 활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보다 더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람과 물리적인 실체를 연계시킨다. 건물, 대중교통, 긴급 

구조원, 주요 인프라, 심지어 지역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것들이 집단으로 구성되

는 사례들이다.

 

도시의 자산은 시민들과 비즈니스를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도

시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완전히 최적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 청소 트럭은 어떤 

거리가 지금 당장 청소가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움푹 

패인 도로에 대한 보고는 기껏해야 임시방편으로 처리되는 정도다. 지역 경찰은 범죄가 지속적

으로 발생했던 곳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버와 에어비앤

비의 방식, 즉 자산과 사람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시에도 적용한다면 어떨까? 우버와 에어비앤비

는 세계 최대의 교통 서비스, 숙박 서비스 업체지만 차량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해

당 서비스의 제공업체(또는 프로슈머)와 소비자들이 서로의 수요에 맞게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해둔 것이 전부다. 

이상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낮춰야만, 도시

가 이미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부문이 기술 

세계로 편입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는 지자체의 물리적 플랫폼을 통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오픈 디지털 플랫폼

을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시는 센서와 시민들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를 개방된 방식으로 소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 간의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 혹은 디바이스는 도시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보를 보낼 수 있어

야 한다. 그래야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연결된 도시의 CAD(Computer-Aided Dispatch) 시스템이 작

동해 긴급구조원이 더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오픈 프레임워크 혹은 오픈 플랫폼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 센서가 적절한 데이터에 접근해 정

보를 해석하거나 사람 또는 센서가 요구하는 조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제공해

야 한다. Hitachi는 이를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을 개발해 최근 IoT 코어 플랫폼 ‘루마다(Lumada)’를 

선보였다. 

루마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청소가 필요

한 거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거리에 대해서만 실제 청소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하는 것이다. 거리 청소 장치에 부착된 센서가 거리의 움푹 패인 지점을 자동으로 탐지해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교각 위의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교각의 구조적 문제점을 초기에 탐지할 수

도 있다. 물 용량 센서, 홍수 센서 등도 모두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다.

이 모든 센서와 센서가 생산해낸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일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을 이해해야 하는 중

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저가의 센서를 배치하고, 이들 센서가 주는 정보를 취합

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앱과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수는 있다. 하지

만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유용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통해 시각화와 지능성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셋으로부터 통찰력을 확보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IoT와 빅데이터 결합으로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IoT와 빅데이터의 결합뿐이다. 솔루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향식(시민과 지역 비즈니스 기반)과 하향식(산업체 기반) 접근방식 간의 균형점을 찾

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도시 기획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 도시의 IT 의사결정자라

면 포인트 솔루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포인트 솔루션은 IoT를 이용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도시와 도시 내 이해관계자들의 미래 선택을 제한하는 폐쇄형 에코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기업가를 수용하고, 공공 및 사적 영역 간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지원하며,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시민을 위치시키는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도시가 IoT의 모든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몇 가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레

임워크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관계자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시의 거주적합성(Livability), 경제 

활력, 지속가능성의 증가다. 이렇게 해야만 가장 좋은 인재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다시는 떠나가지 

않게 된다. 이때 거주적합성은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엔진이 되어줄 뿐만 아니

라 경제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혁신적, 

기업가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한다.

Hitachi의 오픈 IoT 플랫폼인 루마다(Lumada)는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의 기반이다

비즈니스 데이터IoT 데이터 연구 데이터

지역 사회가 중시하는 스마트시티의 긍정적 성과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영향력이 있는 
유관솔루션
커뮤니티 참여 및 
공동 창작

권한있는 커뮤니티
오픈 IoT 플랫폼

스마트시티

※ 출처: The Need for a Smart City IoT Framework,  

 www.hds.com,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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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 간의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Darrin Lipscomb, 
Hitachi Insight Group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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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

Feature
스마트시티 모범 사례,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그 성공의 비결은?  12

Q&A
똑똑해지는 도시 ‘스마트시티’  18

Hitachi, 데이터 연계를 통한 통찰력 확보, 

더 나은 삶의 환경 제공

데이터를 통한 가시성 확보로 더 안전한 도시 만들다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도시 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 더 스마트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가 Public 

Safety의 제고와 스마트한 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입효과 : 스마트한 Public Safety로 보다 안전해진 도시

프로세스 : 완벽한 상황 인식

문제점 : 산재되어 있는 이질적 시스템

Video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s

CAD/911 
Systems

Gunshot 
Detectors

ETC

해결방안

1 데이터 확보 2 데이터 전송

3 단일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HVS(Hitachi Visualization Suite)는 영상

데이터, 이벤트 정보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여러 소스들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실시간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모든 정보는 사용이 

편리한 맵에 담긴다. 

센서 및 이벤트 데이터 확보

연관 데이터 전송

데이터 연관성 비교 및 시각화

통합 워크플로우 기반의 프로세스

신속한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한
저장 알고리즘

연관 데이터 분석

정보 공유

서드파티 민간 기업의 카메라 시스템을 Public Safety 시스템에 통합시키면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범죄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HVS 솔루션은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더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통합과 팀워크를 지원한다.

HVS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위해 설계된 지능형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다

이질적인 비디오, 데이터 
및 Public Safety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

지도 기반 실시간
시각화 및 

분석 통찰력 제공

범죄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확한 

상황 인식이 가능해진다
비디오와 

데이터의 통합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을 지원하고, 

순찰의 효율성과 지역 

경찰의 전략을 향상시킨다범죄 예측

모든 환경을 모듈식으로 

구성해 시스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추가하라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

스마트시티는 안전하다!

* 출처: Smart Cities are Safe Cities, https://www.hds.com

리포트(내외부 상황)

네트워크 기반 
센서 부착

분석 엔진

데이터 저장

At Rest Active

Human 
or Machine 
Learning

Servers & 
Cloud

Data Models & 
Analyses Text

Videos Images

피드백
제어 명령 요청

반복 
모델 및 분석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레노밸리 경찰청(Moreno Valley Police Department, 이하 MVPD)은 지

난 2011년,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83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 영상 

관리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했다. MVPD의 요구사항은 딱 두 가지였다. 

83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더 나은 가시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과 

기술을 역량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2012년,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이러한 트렌드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공원·교통·응

급관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수자원 활용·용수 지

구·2개의 학교 권역·마트·부동산 중개업·지역 대학 등과도 MOU를 체결하는 등 광범위

한 영역으로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다. 

완벽한 솔루션과 품질 제공
MVPD는 RFP를 공고하기 전에 도입 예정인 것과 유사한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7개의 도시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쳤다.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살펴보고, 솔루션을 구축한 이후의 

이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경기 침체기 동안 프로젝트가 추진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예산도 충분히 감안해 지난 1년간 절감한 자금으로 예산을 충당했다. RFP를 제시한 

기업은 총 11개였으며, 모든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조건으로 Hitachi와 최종적으로 18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MVPD가 Hitachi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부분적인 솔루션만 제공하는 다른 벤더와 

달리 Hitachi는 모레노밸리의 83개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

업이었으며, 두 번째는 모레노밸리가 비디오 카메라 품질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고성능 카메라 설치 및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Hitachi는 83개 지역의 모든 교차로에 고정 카메라 2대와 PTZ(Pan-Tilt-Zoom) 카메라 1대를 

설치했다. PTZ 카메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카메라의 방향을 사건 지점으로 돌리고, 줌인/줌아

웃까지 가능한 고해상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다. 오큐라리스(Ocularis)의 비디오 관리 시스템도 

솔루션의 일부로 도입됐다. 모레노밸리의 비디오 시스템은 Hitachi의 스토리지를 이용해 최대 

140TB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1년 동안 비디오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명시한 주 법률이 적

용되는 경찰서 부근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비디오 데이터는 30일간 보관된다. 솔루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강력한 네트워크였다. 기존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의 파이버 네트워크는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었으며, Hitachi가 설계하고 구현해낸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됐다. 

카메라 설치와 통합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됐다. MVPD는 교육훈련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 내 여러 부처와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RFP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시민간담회를 12차례나 진행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시민들이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신호위반 

Case 01 모레노밸리 경찰청

비디오 카메라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재발견
범죄율 높은 지역의 철저 감시와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픽셀화 및 마스킹 아웃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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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스마트시티 
그 성공의 비결은?

Feature

스마트시티 모범 사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의 최우선 과제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확신한다. 스마트시티로의 여정에

실패한 도시는 자본 투자, 관광객, 지역 사람, 비즈니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및 모든 산업 

영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Hitachi Insight Group이 발표한 세 가지 성공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도시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범칙금 발부용인지 혹은 자신들의 삶을 감시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혹여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MVPD는 창문, 현관문, 사람의 얼굴 등을 자동으

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오큐라리스 솔루션의 ‘마스킹(Masking)’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등 적

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프로젝트가 지지를 받기 시작하자 MVPD는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하는지 알리고자 경찰국 로비에도 모니터를 설치했다. 스크린에는 10~15초 

단위로 도시 전역에 설치된 9개의 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영상들이 나타난다.

응답시간 향상·상황 인지 강화·인력 최적화 달성
여러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레노밸리는 실질적인 성과

를 거두고 있다. 기술이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

해 얻은 이점이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전보다 더 신속하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을 빠르게 우회하도록 함

으로써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Public Safety 담당자들에게 사건 발생의 경보가 전달

되면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 현장의 진행 상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도시 내에서 이동 중인 용의자의 실시간 추적도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1,200건 이상에 달하는 범죄 사건 관련 비디오 데이터는 치밀한 수사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됐다. 비디오 기록 상의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MVPD는 현장 전담 인력의 숫자와 장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1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카메라 이동, 카메라 간 ‘현장’ 및 ‘기

록’ 모드 전환 등 기본적인 시스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로써 모레노밸리는 높은 비용효율성

으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섬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높은 범죄율이다. 특히 살인범죄의 비중이 높

아 이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랜드캐이맨(Grand Cayman), 바하마(Bahamas), 안티과

(Antirua) 등 3개 섬이 최근 비디오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구 38만 명

의 바하마에서 매년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약 150건이다. 미국의 경우 2016년 인구 10만 명

당 살인 범죄율이 4.7명인 데 비해 바하마에서는 이 수치가 그 6배에 달하는 27.4명이다.

매년 카리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대략 2,500만 명. 높은 범죄율은 관광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섬 전체의 관광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때문에 카리브 지역은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Hitachi Visualization Suite 구축으로 보안 권역 확대

경쟁 입찰을 통해 3개의 섬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에서 Hitachi는 확장성·신뢰성·

협업 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Hitachi Visualization Suite(이하 HVS)가 이미 성공적으

로 구현된 북미 지역의 수백 가지 사례도 Hitachi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랜드캐이맨과 바하마, 안티과 등 3개 섬은 공동으로 HVS를 구축했다. HVS에는 CCTV 카메라

(그랜드캐이맨과 바하마 300대, 안티과 140대), 비디오 관리 시스템으로의 무선 및 파이버 접속, 

비디오 분석 레이어 등이 포함됐다. 그랜드캐이맨에는 LPR(License Plate Readers)도 설치됐다. 

법률에 근거한 비디오 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극대화해 섬 전역에 갱단의 폭력 사태 움직임

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섬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덕분에 보안 권역도 확대됐다. LPR와 비디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총격 사건이 발생(교통 흐름, 인파 집중, 테러 관련 사물 또는 사람)하면 경보

음을 통해 알려준다. HVS는 CAD 및 911 시스템과도 통합돼 응급전화가 접수된 지역에 카메라가 있

을 경우 사건 현장으로 방향을 돌려 확대해 보여주는 등 시스템이 자동으로 현장을 파악한다.

3개의 섬은 HVS를 통해 범죄의 사전 탐지와 유죄 판결 비율이 높아졌으며, 사건 대응 시간도 대

폭 줄어들었다. 많은 섬들과 협력함으로써 집합적인 정보 활용이 극대화 돼 필요한 경우 관련 기

관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출처 : IDC Government Insigh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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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케이만 제도, 시큐리티 센터 인터내셔널

예방과 보안을 한 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범죄 사전탐지와 Public Safety 시스템까지 완벽 구축

! Key Point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 관련 예산도 포함시켜라. 특히 

해안 지역일 경우, CCTV 카메라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가 필수다. 카메라가 부착된 전신주에 자동차가 충돌하

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카메라는 수리 또는 교체

해야 한다. 즉각적인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의존한다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다.

성장과 확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라. 비디오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문제는 핫스팟 지

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범죄 자체가 다른 지

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

국 CCTV 카메라가 커버하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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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밸리의 프로젝트는 5년간 유지보

수 예산을 선행투자로 계획한 덕분에 매

년 전체 시스템 비용의 20%를 별도로 

비축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5년 내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

! Key Point



코펜하겐 데이터 거래소(Copenhagen Data Exchange, 이하 CDE)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관

계자들 간의 데이터 공유가 어떻게 도시를 혁신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사례다.

많은 도시들이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데

이터 주도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모든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이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확신한다. CDE는 플랫폼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로, 

새로운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개인 및 개방 데이터셋의 거래를 한

데 모아 정리한다. 비유하자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마트인 셈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식재료 대신 데이터셋이 판매된다는 것이다. 

CDE는 개방된 데이터 플랫폼, 교통·주차, 센서 데이터, 금융거래, 전력 데이터, 수자원 이용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소셜 미디어, 시민 개개인의 데이터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서 데이터 공급자의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리서치 과학자, 시민, 일반 기업 등이 개발하는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토대를 제공

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환된다. 코펜하겐시 당국도 인프라 투자 계획, 교통체증 관리, 도시 

대시보드 생성 등을 위해 이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게 될 것이다. CDE는 즉각적인 비즈니스 

수요에 부응하는 단순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혁신과 신뢰의 중심

CDE의 RFP는 경쟁입찰로 시작됐으며, 최종적으로 2개 업체가 경쟁한 결과 Hitachi가 선정됐

다. CDE 플랫폼은 코펜하겐시, 덴마크 수도권, CLEAN(덴마크 클린테크 클러스터 조직) 등 수

많은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됐다. 코펜하겐시는 이 프로젝트에 17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Hitachi도 250만 달러를 투자했다. Hitachi가 투자한 이유는 도시 데이터

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플랫폼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곧 선보일 솔루션에 멀티시티 및 멀

티컨트리(Multicountry)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CDE 플랫폼 구축에 사용될 Hitachi의 프레임워크 콘셉트는 설계 적합성, 혁신성, 커스터마이징 

수준 등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코펜하겐시는 Hitachi가 다른 업체와 달리 프

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데이터 제공업체들과 협력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했

다. 뿐만 아니라 Hitachi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과 CDE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했다. 

CDE만의 고유한 솔루션

CDE재단은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MS Azure 플랫폼에 호스

팅된 CDE는 계정 정보 저장을 위해 SQL 서버를, 애플리케이션 구축의 용이성을 위해 MS API 매

니저를, 그리고 빠른 데이터셋 검색이 가능한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 기능이 제공되는 

MongoDB1)를 활용한다. 향상된 분석을 위해서 펜타호(Pentaho)가, 클라우드 기반 CMS(Content 

Management Solution)를 위해 움브라코(Umbaraco)가, 매핑 서비스를 위해 리플릿 자바스크립트

(Leaflet JavaScript)가 제공됐으며, 데이터 스토리지는 코펜하겐의 KMD 호스팅 장비에 포함됐다. 

Hitachi와 CDE는 2015년에 계약을 체결했고,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5년이다. 약 1년 정도 소요된 

프로젝트 1단계는 법적 프레임워크 생성과 거래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솔루션 구축에 중점을 

뒀다. 2016년 3월 Hitachi는 CDE 베타 버전과 아이폰용 저니 인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선보였고, 

그 다음달에는 저니 인사이트와 에너지 인사이트2) 앱의 정식 버전이 출시됐다. CDE는 베타 버전 

기간 동안 데이터 업로드, 가격 구조, 서비스 및 데이터 격차 구조, 활용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취

합했다. 한 달여 뒤 결과물을 보여주는 2개의 앱과 함께 정식 플랫폼이 출시됐다. 프로젝트 2단계

는 플랫폼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공공 및 사기업 간 데이터 공유 협약을 마무리하는 등 

프로젝트에 가속도를 붙이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새로운 시도의 명과 암

CDE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중요한 사적 영역의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라는 영역으로 통합시켰

다는 것이다. CDE는 공공과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정보를 제공

하는 최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펜하겐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 이

상의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공동 투자 덕분에 프로젝트 리스크도 줄일 수 있었다.

데이터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위한 가격 구조 개발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였다. 

CDE는 판매자가 데이터의 가격을 결정하는 ebay 모델을 택했다. 따라서 충분한 가치가 입증

된 데이터셋은 데이터 제공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졌다. 

이에 비해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성으로 데이터 취합이 쉽지 않았고, 사기업의 데이터는 데이

터 민감성으로 인해 안전한 사일로에 독립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잇따랐다. 데

이터 표준화 역시 시간 소모적이면서도 복잡한 작업이므로, 프로젝트 관계자 모두 이 작업에

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se 03 코펜하겐 데이터 거래소

생각의 전환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데이터의 가치를 재확인하다

1) MongoDB: 도큐먼트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특정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빠르게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저니 인사이트 & 에너지 인사이트: PDI(Pentaho  

 Data Integrator)와 추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Hitachi 펜타호 C 분석 툴이 제공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저니 인사이트 앱은 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취합해 코펜하겐 사람들의 도시 내 이동성 

 (자전거, 자동차 및 열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너지 인사이트 앱은 덴마크 에너지가 

 공급업체들로부터 에너지를 취합해 기업과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이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출처: Building Your Smart City, 
  www.hds.com, 2016년 6월

Hitachi의 비전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술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코펜하겐 데이터 교환 비전

· City Open Data
· Transportation / Parking
· Telecom Data
· Sensor Data
· Financial Transactions
· Energy Data
· Water Usage Data
· Event Data
· Weather / Environmental
· Social Media
· Citizens

Data Suppliers

· City Departments
· Public Authorities
· Retailers
· Property Development
· Property Management
· Transportation and   
 Parking Providers
· Insurance Companies
· Application Developers
· Consulting Fims

Data Consumers

CITY DATA 
EXCHANGE

B2B Marketplace
Public and Private Data

Cloud-Based CDE-as-a-Service
Data Privacy - No Personal Data

데이터 공급자가 소비자 모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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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은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제공

하는 방식, 즉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혁

신을 이뤄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파악하고, 그 

중 사용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사전 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

코펜하겐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IoT를 통

해 많은 데이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

지만, 오히려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집중하게 됐다. 기술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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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에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33억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앞다퉈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과 관련된 수치 중 일부다. 

IoT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은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알아본다.

Q&A _ 스마트시티 

똑똑해지는 도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모바일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교

통, 환경,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개념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도시민에게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공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를 말하는 테크노피아, 네티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나타내는 사이버 시티, 

거대도시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하는 월드 시티 등의 용어가 스마트시티와 비슷하다.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 & Sullivan)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에너지, 교통, 의료, 건설, 

인프라, 공공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며, 2020년까지 1조 5,000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경제

포럼은 국가의 디지털화를 10% 상승시키면 GDP가 0.75% 올라간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를 추진

하며 도시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정비하면 결국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다리에 진동 센서를 부착해 구조적 문

제점을 초기에 탐지해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물 용량 센서, 홍수 센서 등을 설치해 홍수가 발생

하면 더 신속하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거나 차량 우회를 도와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파악해 사건 현장의 진행 상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 전기차 등을 이용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 ICT를 이용한 도시 인프라의 지

능화를 꾀하는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규정했다.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고속 통신망 

기반의 사람 및 사물이 항상 연결되는 사회 등을 실현하면서 도시의 경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전개

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에너지, 교통, 수자원, 의료, 안전 등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데이터

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

서와 센서가 생산해낸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또한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IoT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

용함으로써 도시를 더욱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HIS advantage p.6, Cover Story ‘스마트시티 IoT 프레

임워크, 삶의 질 높은 첨단도시를 만든다’ 참조)

Hitachi는 헬스케어, 교통,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집

중해 왔다. 

Hitachi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을 Public Safety로 본다. 기존의 CCTV라는 영상 감시에 한정하지 않고 IoT, 인

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통합과 분석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특히 도시 내 핵

심 시설에 대한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Pentaho를 기반으로 한 비정형 소셜 데이터 분석, 분석된 모든 데이터를 단일 뷰의 

형태로 도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까지 갖추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가? 

ICT 기술을 
채택해 도시가 
첨단화된다는 
말인가?

Hitachi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스마트시티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다고 
들었다. 

스마트시티에서 
사람 사는 모습은 
어떤가?



설립연도  1955년      

업종  제조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F600 1대  

도입 효과  

� 5년 앞을 내다본 스토리지 용량 증설 성공

� ERP 결산 속도 50% 이상 개선

� 기존 스토리지의 높은 유지보수 비용 절감

� IDC 임대 상면공간 비용의 절감

�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플래시 스토리지 관리 자동화

1955년 2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선명가’ 대한전선. ‘We Connect the Future; 더 나은 미래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창립 이후 올곧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전선의 모습 그 자체다. 지난 60여 

년 전력과 통신 케이블과 전력기기, 엔지니어링, 부스덕트 등 전선 관련 토털 솔루션을 생산 및 판

매해왔으며, 최근에는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속적인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시작한 글로벌 비즈니스도 안정화되어 

2017년 현재, 미국과 남아공,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12개의 해외지사를 갖춰 

잇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전선은 비즈니스 성장을 탄탄하게 받쳐 주기 위해 SAP ERP 및 MES(생산관리시스템)를 운영 

중이며, 그룹웨어와 E-Accounting, 문서관리, HR 등 일반적인 지원 시스템도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가 현재의 IT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종 업계에서는 

다소 늦은 SAP ERP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17년 현재 최적화 단계라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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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0TB 데이터 증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 이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가 문제가 됐다. 이미 SAP ERP 데이터 

용량이 90% 이상 가동되고 있었다. 당장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 그런데 용량 증설만으로

는 성이 안 찼다. 성능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었다.

PI(Process Innovation)2)팀의 이기혁 팀장이 ERP1) 스토리지의 용량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하

며, IT 인프라의 용량 증설 또는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해 아카이브 도입과 기존 HDD 스토리지 

증설, 그리고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새로 도입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중 하나를 제안했다(표 참

조). 이기혁 팀장은 “세 가지 안 중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돼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이 섰다.”고 설명한다.

때마침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해 50% 이상 SAP ERP 서비스 속도 향상 사례를 접하게 됐

다. 더구나 같은 업종의 기업이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벤치마크 대상은 없었다. 이기혁 팀장은 

“주 이슈였던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까지 ERP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업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주사업자였던 효성인포메이션시스

템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빠른 응답 속도 제공하는 VSP F600 도입 결정
대한전선이 도입한 올플래시 스토리지 Hitachi VSP F600은 올플래시 스토리지 특유의 장점

인 빠른 응답 속도는 기본이었다. 초당 입출력 처리량을 말하는 IOPS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

도 99.6% 서브 밀리세컨드(Sub-millisecond: 1,000분의 1초 미만의 응답 속도)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 사용자의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 속도가 빨라지면 작업 완료 속도가 빨라질 것

이다. 성능 저하 없이 압축 기능을 제공해 실제 스토리지 용량 대비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다

는 이점도 있었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은 ‘플래시 디스크의 단점인 내구성 

부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다. Hitachi는 플래시 아키텍처 설계 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오버 프로비저닝 등 성능 저하와 디스크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을 구현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성능 향상으로 결산에 드는 22.2시간 단축
Hitachi VSP F600은 신속한 배치(Batch)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솔루션답게 설치 과정

은 일사분란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1시 이후부터 시작된 데이터 이관을 위한 

시스템 정지 시간도 다음날 새벽 6시 전에 끝낼 수 있었다. 5일 정도로 예상했던 시간이 6시간

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스토리지 설치와 데이터 이관을 무사히 끝낸 후 맞이한 첫 결산 업무에서 성과는 여실히 드러

났다. ERP 업무 수행 시 속도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현업 담당자들은 이구동성

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원가계산 관련 순수 시스템의 처리 시간이 48.7시간에서 26.5시간으로, 평균 22.2시간이 줄

어들었다. 매출원가 계산 작업 중 가격 차이 기표 작업을 하는 ‘결산전기’ 작업은 평균 10시

간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기혁 팀장은 “결산 속도가 평균적

으로 50% 향상됐으며, 모듈별 프로그램들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 50% 이상의 응답 속도 향

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결산 마감 작업을 하는 현업 담당자들의 체감 효과를 전달받

고 프로그램별 성능 향상 효과를 수치로 보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고 보람도 느꼈다.”고 

말한다.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이후 IT 하드웨어 리소스 재배치를 통한 IT 성능 개선 작업에 한창인 

대한전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회사에 걸맞은 IT 시스템 운영 및 체계 확립이라는 

명쾌한 목표만큼이나 도전 정신 가득한 나날이다. 이런 인재들로 꽉 찬 대한전선의 미래 기상

도가 ‘늘 맑음’이길 희망한다.

대한전선 PI팀 팀장

이기혁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고민하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1년 SAP ERP 도입 이후 5년여 동안 쌓인 데이터가 10TB. 향후 5년 이상 기존 ERP 시스템을 유지한

다고 했을 때도 스토리지 용량 확대는 필요했다. 단순히 용량만을 증설하는 것으로 끝나면 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올플래시 기술을 검토한 것이다. 올플래시 스토리지 가격

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시스템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했다. 

스토리지 설치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

스토리지 설치 완료 후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문의했을 때, 대략 120시간(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실제 수행 시간은 6시간 정도였다. 데이터 이관이 너무 빨리 끝나 혹여 잘

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올플래시의 성능이 훨씬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

면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데이터 이관을 지원해준 결과라 생각한다. 

대한전선의 IT 비전은 무엇인가.

국내 한 조사분석기관의 2016년 업종별 IT 투자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다. 매출의 2%를 투자하는 금융권

과 달리 제조업은 0.3%를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도 제조업의 특성상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으

로 투자하지만,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다. PI팀의 사명 그대로 전 업무 영역에서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해 회사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용량 증설’과 ‘속도 향상’   
 두 가지 목표 달성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

 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2) PI(Process Innovation):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조직,  

 IT 등 기업 활동의 전 부문에서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개선 업무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세 가지 방안 비교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DB 이관

운영 리스크 최소화 
시스템 성능 향상 기대

HDD + HDD 추가

운영 리스크 최소화
2012년 데이터부터 
조회 가능

아카이브 도입 HDD 스토리지 증설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HDD → SSD 교체

업무처리 속도 향상
신속한 내/외부 감사 
대응 용이

신속한 정보 조회 한계 
주기적으로 
아카이브 작업 수행

속도 및 성능 저하 불가피
데이터 증가로 인해 백업 
및 복구시간의 증가

운영 리스크 존재 → 
서비스 다운타임 발생 

※ 자료 : 대한전선 PI팀

구분

방법

장점

단점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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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매뉴팩처링이 답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의 리콜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 중 미리 결함 가능성을 파악하는 한

편, 제품 결함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생산 라인의 

운영 성능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Smart Manufacturing)만이 

해결책이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 지능형 생산을 말한다. 특히 제조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기반

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손꼽히는 분석 리포트들도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일례로 마켓앤마켓 리포트

(MarketsandMarkets Report)의 <2022년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 전망>에 따르면 ‘스마

트 매뉴팩처링을 도입함으로써 상품 결함률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루마다, 문제 해결의 열쇠 
A사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Hitachi의 루마다(Lumada)를 주목했다. 

루마다는 Hitachi의 IoT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 서비스다. 특히 제조업에 도입할 경우 

품질에 대한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여기에 작업 현장에서의 실시간 

데이터와 표준 행동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작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인간과 기계, 자재 및 방법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분석과 모델링이 가능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줄여주는 실시간 분석 및 통지, 시각화 기능과 함께 일련번호로 결

함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다단계 추적 기능 또한 제공한다.

제품 결함률 0% 도전
A사의 루마다 도입 성과는 한 마디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솔루션 도입 이후 생산원

가의 10%가 감소해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A사의 솔루션 도입 담당은 “생

산라인의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해 제품의 결함률을 0%에 가깝게 만들었다.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리콜의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상품의 품질 제고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 또한 성과 중 하나다. A사는 조만

간 다른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루마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제조업체의‘리콜을 피하는 법’
Hitachi 루마다(Lumada) 도입, 품질 예측 관리로 무결점 제품 생산

2014년 사상 최고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GM의 경우 리콜 비용으로만 41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제조업체라면 늘 잠재된 위험 요소로 ‘리콜’을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화학 및 화학공업 분야 글로벌 제조기업인 A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
2022년까지

740억 달러

제조업

단일 규모로

IoT 최대 투자(2016년 5월 
현재, 향후 5년 이상 지속)

최대

생산 과정에서의 
신속한 문제 파악과 해결로 

20%효율성 향상

제조업 재정 손실 중 

는 리콜 때문80%

동작 데이터를 캡처하는 
심도 감지(Depth-sensing) 
카메라

모니터링과 추적 등을 위한 
IoT 센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분석과 모델링을 위해 
이질적인 데이터 취합)

시간 예측 분석을 통해 
결함 가능성 있는 제품 
사전 파악

향상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작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이상 행위 파악

인간 및 머신 데이터의 
실시간 취합

※ 출처 : https://www.hitachiinsight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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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II

전선(電線)명가 대한전선, 
올플래시를 만나다

제조업 공장에 

IoT를 도입할 경우 

2025년까지 매년 

1조 2,000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루마다, 제품의 품질을 예측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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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의 스마트시티 전략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 Hitachi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의 영상 시장에 특화돼 있는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IoT 및 빅데이

터 기술을 접목해 Public Safety와 스마트시티를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기반 데이터소스가 되는 IoT 디바이스 및 영상 플랫폼 솔루션을 포함해 � 기존의 단순한 영상 

분석에서 업그레이드해 비즈니스 통찰력까지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 빅데이터 분

석 솔루션 Pentaho를 기반으로 한 비정형 소셜 데이터 분석 � 분석된 모든 데이터를 단일 뷰의 

형태로 도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맵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까지, Hitachi는 스마트시티

를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
Hitachi가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로 Public Safety, 즉 영상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미래형 스마트시티는 바로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내 핵심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영상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데이

터소스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도입 및 관리 중인 영상 관리 솔루션의 경우, 

이와 같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해 영상 

솔루션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화된 대규모 데이터 통합 저장 및 관리

영상 데이터는 날이 갈수록 고화질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용량 또한 폭증하고 있다. 영상의 화질

이 기존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용량 증가로 인한 관리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IoT,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소 도

입이 필수적이다.

고성능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기존 영상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하던 저가형 데이터 저장소의 경우, 데이터의 유실 및 손실에 취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영상 데이터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경향

이었으나, 향후 구축될 Public Safety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에서는 데이터의 유실 및 손실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2014년에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

계 인구의 약 66%가 도시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도시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Public Safety,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Public Safety다. 기존의 Public Safety는 주로 영상 감시에 한정됐다. 하지

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CCTV 등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새

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를 위한 여건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영상감시 시장으로 대변되는 국내 Public 

Safety 시장은 CCTV와 접근통제 위주다.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

가 필요하지만 영상 데이터 관련 운영 및 관리 비용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

의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Public Safety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감시와 집행에서 벗어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

로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떻게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Solution Focus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주목하라, 
Hitachi 통합 영상 플랫폼을! 

Writer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전략/스토리지사업본부 DATA사업팀

Hitachi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포트폴리오

데이터 
분석

IoT 
기기

컴퓨팅

영상 및 비즈니스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S/W 패키지

영상·IoT·SNS 데이터의 통합 상황 인지를 위한 실시간 위치 기반 상황 인지 솔루션

Hitachi Visualization Suite(HVS)

Hitachi Video Analytics(HVA)
영상 분석 솔루션

Hitachi kokusai Live Face Match(LFM)
안면 인식 솔루션

Pentaho
데이터 통합/분석 및 리포팅 솔루션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VMP)

Hitachi UCP HC

인체 부착 카메라 에지 게이트웨이 번호판 판독기

서드파티 
카메라·
센서스마트 카메라

Hitachi 
Visualization 

Platform(HVP)

Hitachi Content 
Platform(HCP)

영상 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한 컨버지드/하이퍼컨버지드 플랫폼

모바일 
기기

전신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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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증거 자료와 영상 데이터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

문이다. 또한 데이터 유실로 인한 운영 및 관리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고성

능이 보장되는 데이터 저장소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컨버지드 인프라,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모든 요소가 분산되어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각 구성요소가 별도의 벤더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유지보수 이슈 발생 시 민첩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가형 데이터 저장소의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의 위험성 또한 크다. 

모든 구성요소들이 사전에 테스트되고 일체화해 탑재된 컨버지드 형태의 인프라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고객은 각 솔루션의 개별 구매로 인한 운영 환경의 분산 

가능성을 피할 수 있으며, 솔루션과 인프라가 최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성능과 가용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품별 유지보수가 아닌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 및 운영비용의 절

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근 영상 플랫폼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컨버지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Hitachi

에서는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이하 HVMP)이라는 제품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다수

의 IP CCTV 및 각종 IoT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연계 및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영상 전용 컨버지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대 10,000대 이상의 IP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

으며, 고성능의 SAN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최상의 I/O 처리량 및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스케일아

웃 기반의 인프라로, 단일 시스템에서 최대 64PB까지 영상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에 VMS(Video Management System) 관리 서버가 낭비되던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절감을 꾀했다. 기존 영상 플랫폼에서는 카메라가 늘어나면 이 

카메라를 관리하는 Archiver 물리 서버 또한 늘려야만 했다. 하지만 HVMP는 가상화 인프라를 통

해 카메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상머신을 새로 생성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

존 플랫폼 대비 80% 이상 물리 서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HVMP만이 제공하는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다. 가상화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 이중화도 물론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가상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똑똑해지는 영상 관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위한 영상 관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방식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다

양한 IoT 기기 및 업무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사이트 획득을 위한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육안으로만 영상을 관제했고, 제한된 인원으로 다수의 영상을 관리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영상 분석 기술의 발달 덕택에 영

상 관제 시스템은 이제 지능화의 과정에 있다. IP 카메라를 통해 교통, 건물, 상점 등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사전 범죄 방지, 교통 및 운송 관리, 건물 시설 관리, 

도시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기존의 단순 영상 관제에서 

벗어나 개체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IoT와 Public Safety가 결합된 지도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
기존 Public Safety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긴 하나, 특정 구역에 한정돼 있거나 실

시간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분명한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 IoT 및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의 Public Safety 플랫폼은 한정된 거점이 아닌 도시 전체를 커버

하는 광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Hitachi는 Hitachi Visualization 

Suite(이하 HVS)를 제시한다.

HVS는 광대역 통합관제 솔루션으로, 영상 데이터 혹은 다른 종류의 시스템 및 센서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지도 상에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단일 화면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레이어까지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도 상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도 있다. 또한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건, 119 Call, 차량 흐름 등을 IoT 및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해 지도 상에서 표시함으로써 범죄 예측 분석 및 리포팅 기능을 제공해 범죄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 

HVS는 향상된 디바이스 제어 및 상관 분석 기능을 제공해, 카메라 및 디바이스를 지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소스를 통합해 하나의 지도 상에 표시하게 된다. 담당자는 지도 상에 표시된 데이터를 근

거로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Hitachi & HIS
Hitachi는 Public Safety를 하나의 단순 솔루션이 아닌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기반 인프라에 IoT 및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하는 주요 기술을 접목해 도시를 스마트하게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의 도시도 이제 변모해야 한다. 바로 Public Safety 기술과 스마트시티 기술이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Hitachi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그 첨

병에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통적인 분산형 구조의 인프라와 
컨버지드 인프라

전통적 분산형 구조

서버

컴퓨팅

스위치 소프트웨어 서비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산재된
서드파티
솔루션

규정된 구조
(예측 가능한 성능/가용성)

빠른 구성 및 
운영

CAPEX & 
OPEX 절감

유연성
(Scale-Out 확장 용이)

컨버지드 구조

광대역 통합 관제 솔루션, Hitachi Visualization Suite

Smart 
Ligihting

Smart 
Parking

Intelligent
Transportation

Body Worn 
Video

CAD/RMS

Facial
Recognition

Gunshot
Detection

License Plate
Recognition(LRP)

Video management
Systems

Drone 
Detection

Social 
Media



※ 출처: www.h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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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관리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 영상보안 및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영상 모니터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영상보안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 체증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한 발 더 나아가 ‘빅비디오 데이터(혹은 빅비디오)’, 즉 다양한 고용량 비디오셋의 성장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고 있다.

Infographic

격이 다른 영상 관리 시스템

Hitatchi VMP
Video Management Platform

비즈니스 니즈  해상도 개선 / 저장기간 확대 /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 / 카메라 증설 / 보안 강화 및 법 준수 / 비용 및 리스크 절감

문제점  파일 손상 및 유실 / 비디오 액세스 지연 / 흐릿한 영상 
/ 이질적인 시스템 / 제한적인 분석

현 시점의 영상 에코시스템이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나? 

오늘날 영상 인프라는 고가용성, 높은 이미지 품질, 온디맨드 등을 요구하지만 

과거에 구축된 인프라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비즈니스 니즈에 부응하는 영상보안,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빅비디오 성장 
사람, 재산, 정보보호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빅비디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발생된 문제의 75%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관리에 관한 것이다

신뢰성 있는 영상보안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부과된 벌금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

Fortune 500대 기업의 
60%가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영상을 꼽는다

75% 60%1일7,000달러

기업의 미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신속성·컴플라이언스 준수·안전성·확장성·효율성을 두루 갖춘 

Hitachi VMP

Hitachi VMP(Video Management Platform)는 혁신적인 영상보안 특화 

컨버지드 아키텍처로 복원력, 비용효율성, 확장성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완벽한 리스크 통제가 중요한 엔터프라이즈급 턴키 

영상 데이터 솔루션으로 손색이 없다.

신속한 적용
분석 및 보안 소프트웨어 맞춤형 사전 구성
최대 16PB 및 10,000대 카메라로 확장 가능
완벽한 고가용성 환경
생산성 및 사용성 향상

보안 리스크 감소
ROI 및 비용 절감
컴플라이언스 준수 간소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스마트·확장성·안전성 높은 
컨버지드 아키텍처로의 전환

VMP, 데이터 리스크 없는 탁월한 성능의 빅비디오 제공

Hitachi의 Full 포트폴리오

확장
HVS(Hitachi Visualization Suite)를 통해 

단일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라

영상 시스템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 전체의 

영상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카이브
아카이브 지속성과 백업의 편리성을 위해 

VMP를 HCP(Hitachi Content Platform)와 

함께 배치하라

규제
정보 유출 및 데이터 손실 등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VMP의 세그멘테이션 및 

보안 기능을 통해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라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가능케 하다

기업의 영상 데이터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Hitachi VMP는 적정 규모의 예산만으로도 영상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인력과 자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일 플랫폼에서 분류·저장·확장·보호하라

VMP는 해상도, 프레임 수, 보존기간 등 기업이 영상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완벽히 충족한다. 

단일 플랫폼만으로 폭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고의 속도와 복원력에 기반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또한 해결해줄 것이다.

비즈니스 성장에 발맞춘 비용 효율적 성장

VMP는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 및 니즈에 부합하도록 

영상 에코시스템을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장된 가상화 기능을 통해 엔터프라이즈급 

영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복잡성과 상면공간, 

에너지 소비 등을 줄여준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통찰력 확보

VMP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가능하도록 모든 영상 

데이터에 대해 선명한 화소로 실시간 보기 및 다시 

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중요한 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성까지 향상시키고 싶다면 

영상 분석 및 VMP 자산과 가까워져라.

VMP는 차세대 서버, 스토리지, 플래시 모듈,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 Brocade의 고성능 파이버채널 네트워크 구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Hitachi와 Brocade는 더 강력해진 영상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VS.

기존의 산재된 서드파티 솔루션                         Hitachi 컨버지드 솔루션

서버

컴퓨팅

스위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Hitachi 
블레이드 서버

Hitachi 
플래시 모듈

VIRTUALIZED BY



HIS advantage 201732 Fall NO.126 33

아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이하 DR)와 백업 솔루션을 별도로 구성해 운

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 아니다. DR과 백업 모두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방편이다. 재해 발생으로 중단된 전산 인프라를 복구

하는 계획인 DRP(Disaster Recovery Planning)는 BCP의 하부분야로, DRP 실행을 위해 특정 데

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백업이다. 

기존에는 DR과 백업을 별개로 생각해 스토리지 기반의 DR 솔루션과 네트워크 백업 솔루션을 별

도로 도입했다. 스토리지 기반 DR 솔루션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4시간 이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하는 핵심 업무가 그 대상이다. 데이터 손실은 거

의 제로(Near 0)로 규정하므로 시스템 안정성이 매우 높다. 네트워크 백업 솔루션은 서버 및 네

백업 솔루션의 라이프 사이클

HIS Visual 

백업이 특별한 이유
데이터 보호에서 데이터 활용까지

UNIX에서 x86으로 서버 플랫폼이 변화하고 데이터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백업 시장 또한 급변하고 있다. 

PTL, VTL 등 기존의 백업 솔루션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Copy Data Management(이하 CDM)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 백업 데이터의 복구뿐만 아니라 활용에도 초점을 맞춰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지난 8월 22일 토크IT에서 방영된 ‘백업 및 재해복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백업 프로덕트 매니저인 조형진 차장이 과감하게 버려야 할 백업 솔루션에 대한 

고정관념과 새로운 백업 기술, 백업 데이터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스토리지 재해복구 솔루션과 백업 솔루션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오해 1

Market Start

Zenith of
Industrialization

Dawn of 
Standards

Dusk of
Obsolescenc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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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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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ost

High-End Storage Arrays

Server-Based Storage Virtualization

Enterprise-Grade SSDs

NAS

FC Networking
SAS and SATA HDD

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

IISiSCSI Storage and Networking

FCoE Networking

HCIS

Solid State Arrays

Array-Based Storage Virtualization

Object Storage

Management SDS

Public Cloud Storage

EIA

Continuous Data Protection

Shared Accelerated Storage

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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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nfrastructure SDS

External Storage Virtualization
Midrange Storage Arrays

DRTA

Backup Software

Data Center Tape

VTL

* 출처: Gartner, IT Market Clock

Time to Next Market Phase 5 to 10 years2 to 5 years< 2years > 10years En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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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으로 생긴 오해다. 백업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만 백업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즉 데이터 보호가 

백업이 가진 목적의 전부였다. 전용 서버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리소스를 투자하는 데 비해 

활용도가 지극히 낮았다. 데이터 복구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라면 논의가 필요 없지만 백

업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CDM은 기존 IT 인프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CDM은 백업을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 조

회 및 테스트 서버 등에 활용한다.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백업 및 보호 솔루션과 CDM 솔루션, 기능별 솔루션을 늘 ‘별도’ 구매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Live Protector는 백업과 시점 기반, 그리고 스토리지 기

반 보호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일 솔루션 기반의 백업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트워크 기반의 복구 방법으로 24시간 이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일부 데이터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두 개의 솔루션을 별도로 두는 것이 관례였지만, 각각의 솔루

션 구매 비용, 인프라 구성 그리고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이 컸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해 하나의 

포인트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비용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새로운 백업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백업 방식이라면 그럴 수 있다. 즉, 현재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은 서버 리소스 사용이 불가피

한 구조다. 에이전트 설치는 필수다. 백업 마스터 서버와 미디어 서버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야 하며, VTL(Virtual Tape Library), PTL(Physical Tape Library) 등의 전용 저

장장치를 필요한 용량만큼 구매해야 한다. 백업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이더넷 혹은 SAN) 역시 필요

하다. 그런데 백업된 이미지는 활용할 수 없었다.

서버에 의존하는 기존 백업 방식과 다르게 스토리지 리소스를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효성인포

메이션시스템의 Live Protector는 데이터 보호(백업)를 위한 인프라 도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디

어 서버와 전용 저장장치, 백업 네트워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운영 스토리지와 직접 연

결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설치된 스토리지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스토리지 시장에서 수년간 검증된 Hitachi의 DR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DR과 백업 기능을 
‘Live Protector’하나로

운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Live Protector

단순 백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으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종류

백업은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해 2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은 오로지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다?

오해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인트 솔루션은 따로 구매해야 한다?

오해 4

효율적 통합 관리

Live Protector

Tier1
스토리지 
DR 솔루션

Tier2~6
네트워크 기반 
백업 솔루션 

Agentless 기반 백업 선택

스토리지 리소스 사용 

백업 네트워크 선택

운영시스템 부하 제거

Agentless 지원 + 스토리지 리소스 활용

백업 네트워크

DATA

백업 마스터

DATA

저장장치

DATA

DATA

운영서버

DATA DATA

Agent 기반 복구

Agent 기반 백업 Agentless 기반 백업 및 복구
Batch Backup

Full Backup

Incremental Backup

Differential Backup

현행 적용 중인
일반적 백업

Point-In-Time, Protection

Network-base CDP 

Block-base CDP 

Network-base Snapshot

시점 기반의 
데이터 보호

Storage DR Solution

In-System Replication

Remote Replication

Storage-base Snapshot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보호

백업 이미지 활용

테스트

DATA

개발

DATA

Agentless 지원 + 백업 데이터의 활용

대상 서버

DATA DATA

백업 네트워크 백업 마스터 백업 네트워크 저장장치

SAN
SAN Ethernet

DATA DATADATA DATA

DATA

Agent 기반복구

Agent 기반 백업 Agentless 기반 백업 및 복구

File 기반 

CDM

Block 기반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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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HDS(Hitachi Data Systems)가 VMware의 파트너 대상 행사인 ‘VMware 

파트너 리더십 서밋 2017’에서 전 세계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EMEA)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 OEM 파트너 부문에서 올해의 

VMware 파트너 상을 두 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HDS가 2016년에 달성한 유례 없는 매출 성장과 더불어 

VMware vSphere, vSAN, vRealize, NSX 솔루션과 Hitachi UCP 제품의 지

속적인 통합 성과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한 HDS는 차세대 프로그

래머블 데이터센터(Programmable Data Center) 개념을 통해, 고객들이 

기존 워크로드 및 클라우드 기반 워크로드 모두에서 IT 및 데이터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HDS의 글로벌 파트너 조직을 담당하는 마이크 워키(Mike Walkey) 부사장

은 “HDS는 VMware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비

즈니스 리스크를 줄이며, 미래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VMware의 성공이 더욱 확

대되어 고객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데이터가 가진 힘을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IS의 김동혁 팀장은 “HIS는 VMware와 함께 Hitachi UCP 제품을 통해 기

존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컨버지드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모델로 전

환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고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

할 수 있도록 VMware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향후 하이퍼컨버지드 

및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대한전선에 Hitachi VSP F600을 공급, 대

폭 개선된 ERP 환경을 구축했다. 

대한전선은 90% 이상 가동되던 ERP 데이터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업

무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2월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을 결정

하고 Hitachi VSP F600을 채택했다.

Hitachi VSP F600 도입 후 대한전선의 ERP 업무 처리 속도는 기존 대비 

50% 이상 향상됐고, 각 모듈별 프로그램 응답 속도 또한 50% 이상 개선

됐다. 프로그램별 성능 개선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결산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대한전선의 PI(Process Innovation)팀 이기혁 팀장은 “Hitachi VSP F600 

도입을 통해 데이터 용량 확대와 속도 향상이 이뤄져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고성능의 FMD를 통한 고속 복제로, 120시간 정도 예상

했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6시간으로 크게 단축됐다.”고 말했다.

HIS 올플래시 담당자는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SAP ERP 및 MES 성능 

개선을 위해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트너가 발

표한 매직 쿼드런트 SSA(Solid State, Arrays)부문 보고서에서도 HDS는 

최고등급인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 차별화된 HDS 솔루션의 우

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시장에

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국내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블로

코와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CP 포 블록체인(Unified Compute Platform for Blockchain)’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HIS는 기업이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블록체

인 서버의 스케일아웃, 관리 편리성 및 유연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리눅스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단일 

채널로 제공하고, 블로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설치,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HIS는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해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와 긴밀한 

협력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블로코는 지속적인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안정화된 블록체인 솔

루션을 제공하면서, HIS의 블로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영업 및 기술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HIS 채널사업본부 이관호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도입 시 환경 구성, 운영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검증된 유지보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HIS는 블로코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구축 인프라 문제를 해결

하고, 향후 금융 고객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IoT 기반 디바이스 

제조업체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다양한 산업군에 도

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효율성 향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은행권 및 공공기관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

기에는 신한캐피탈과 SBI저축은행에 Hitachi VSP F 시리즈를 공급하는 

등 주요 은행의 차세대 및 VDI 환경 구축 사업을 다수 수주했다. 한국 

IDC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금융 분야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 조사에 따르면, HIS는 작년 대비 6.7% 상승한 33.2%의 시장 점유율

을 기록했다.

Hitachi VSP F 시리즈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OS인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100%의 데

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고, 자체 개발한 플래시 모듈 드라이브 FMD를 구성

할 경우 성능저하 없는 데이터 압축기능을 활용해 고성능을 유지하며 비

용 절감 효과 또한 크다. 이에 더해 최근 HDS는 Hitachi VSP F400/600/ 

800 제품군의 성능을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향상시켰다. 따라서 이 제품

군은 하이브리드 어레이 Hitachi VSP G 시리즈와 동일한 용량을 구현하

고, 4개 단위로 6.4TB부터 8PB까지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증설할 수 

있게 됐다. 

HIS 솔루션사업팀 권필주 부장은 “HIS는 모든 산업군의 비즈니스에 많

은 편익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플래시 전략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 

(Hitachi Content Platform)와 컨버지드 플랫폼인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에도 적용하면서 데이터센터 혁신을 주도하고 있

다.”고 말했다.

HDS, ‘VMware 파트너 리더십 서밋 2017’
에서 올해의 혁신 OEM 파트너 부문 수상

HIS, 대한전선에 올플래시 스토리지 
공급해 결산 및 응답 속도 대폭 개선

HIS-블로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공략 
위한 업무협약 체결

HIS, 올플래시 스토리지 공급 확대해 
비즈니스 가속화



1) 참조: https://slock.it/

2) 참조: http://www.etnews.com/20170629000305

3) 참조: https://ripple.com/

4) 참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 

 asp?artice_id=20161031123549&type=det&re=)

5) 참조: http://www.reuters.com/article/us-blockchain- 

 gold-idUSKBN17D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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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내는 변화
핀테크 회사에 다니는 재무팀장 A씨는 아침 

출근 후 외근을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회사 차량인 전기 자동차의 문을 열고, 수년 

전 입사 시 등록한 본인의 지문 인증을 통해 

시동을 건다. 회사 공유차량의 사용시간, 사

용자 등에 대한 정보는 사전 예약과 동시에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사용시

간 및 사용자 변경 등의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1) 

A씨는 전기차량으로 이동 중 전기충전 알람

을 듣고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깝고 

저렴한 충전소를 추천 받았다. 위치는 사무

실 근처의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에서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급속충전소다. A씨

는 충전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충전량 20kWh가 제대로 충전

됐는지 확인만 하면, 신용카드회사의 승인, 

결재 도움 없이 공유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

는 비트코인이 직접 부녀회로 지불된다.2)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와 일정을 확인하니 베

트남 협력사의 용역개발 대금 지불을 위한 해

외송금 업무와 내일 개최하는 팀 내 사회봉사

활동인 야외 바자회 관련 미팅, 그리고 개인적

으로 지인 자녀의 돌 선물 준비가 남아 있다.

해외송금은 수수료 부담 및 송금 완료까지 며

칠이 소요돼 협력사로부터 불만이 많은 업무

였다. 베트남에 있는 협력사 용역개발 대금은 

미화 5만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소액인 관계

로 해외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완료까지 

수일이 걸리는 기존 해외송금 SWIFT망을 이

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반기부터 10만 

달러 미만 해외송금 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한 리플 해외 송금망을 통해 매우 적은 송금 

수수료에 몇 분 내로 베트남까지 해외송금을 

완료한다.3)

야외 바자회의 경우 번번히 비로 인해 운영 

손실이 많았다. 이번 바자회도 비가 올 가능성

이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주거래 보험회사에서 최근 블록체인의 스마

트 계약 기술을 이용해 출시한 매개변수 보험

인 날씨 보험에 가입해 강수량 5mm 이상 시 

보험약관에서 지정 금액을 보상받기로 한다.4)

지인 자녀의 돌잔치에는 돌 반지 등을 선물

하곤 하지만 매번 주위 금 판매점을 찾아 다

니며 구입·전달하는 것이 불편했다. 다양한 

금 상품을 취급하는 A은행에서 최근 금 선물 

상품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현금과 같이 

자산가치 있는 금을 블록체인에 디지털 자산

으로 등록해 놓았다. A씨는 본인의 스마트폰

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A은행 금융상품 중 

금의 일부인 2g을 지인의 스마트폰으로 수

십 초 만에 보낸다. 지인은 이렇게 받은 가상

공간에서의 금을 A은행에서 현물의 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단위의 

디지털 금을 선물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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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조: 옥스포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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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조: 노상규 교수 “오가닉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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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시 중앙거래장부의 기록을 통해 각 금융기관 간 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존 거래방식 대신 참여 금융기관 모두가 동일한 거래장부를 가지고 거래 내역을 각

자 관리하는 분산 거래장부 방식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가 순차적이고 공개적으

로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장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6)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술을 보관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7) 

블록체인 기술 구현을 IT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보저장 기술인 데이터 분산저장 기술과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 기술 그리고 분산된 정보의 정합성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Peer-to-Peer 통신 기술이 융합된 기술이다. 또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생산자, 

사물, 물질 등 노드 중심의 비즈니스와는 대조적인 노드 간 연결의 가치를 통한 네트워크 비즈니

스로 정의한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스케일아웃 비즈니스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중간 

운영자 없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8)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2008년 10월 31일 필명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설명한 논문 ‘Bitcoin: A Peer-

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지불 시스템)’9)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논문 발표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

는 스스로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블록이라 불리는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10)을 채굴하고 

50 비트코인을 보상받았으며, 1월 12일 컴퓨터 학자인 할 피네이(Hal Finney)에게 10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초창기 비트코인의 가치가 형성되기 전인 2010년 5월 22일 라

즐로(Laszlo)는 파파존스 피자 두 판 값으로(당시 미화 25달러) 1만 비트코인을(2017년 7월 말 기

준 1 비트코인당 300만 원 가치로 계산 시 약 300억 원) 지불한 사례도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논문에서 공인된 제3자(Trusted 3rd Party) 없이 개인 간 안전한 거래를 위

한 전자지불 시스템을 발표했지만, 논문을 발표한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 파산 직후 금융 위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관리와 통제를 받

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대안화폐의 필요성을 느낀 시기였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접

속이 가능한 누구나 거래 계좌를 만들어 공인된 제3자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은행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저개발국가의 국민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포용적 금융 정책(Inclusive Financing)의 일환이다. 반대로 비

트코인 거래는 익명성 보장으로 마약, 불법무기거래 또는 해커들의 보상금으로 이용되는 부정

적 측면도 존재한다. 

활용 영역과 확장되는 사업 분야
보안성(Secure), 투명성(Transparent), 탈중개성(P2P-based), 즉시성(Instantaneous) 및 확장성

(Scalable)을 바탕으로11) 개인 간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

업무인 해외송금, 주식 및 자산 거래, 매개변수 보험, 포인트 관리 및 거래 등의 업무를 스마트계

약을 통해 자동화·단순화한다. 뿐만 아니라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소액보험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도 만들어 낸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금융뿐 아니라 유

통, 공공, 제조산업의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별 적용 분야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가상화

폐거래소, 해외송금회사, 미디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월렛(가상화폐 지

갑), 가상화폐 채굴 기업 등의 새로운 사업영역 및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블록체

인 관련 국내 솔루션 기업으로는 블로코·더루프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종합 핀테크 기업

으로는 현대페이·코인플러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빗·빗썸, 해외송금 기업으로는 코빗·핀

샷 등이 활약하고 있다.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보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에는 코인

데스크, 국내는 땡글·피넥터 등의 전문 미디어 제공자도 생겨났다.

 

블록체인 기술 시장의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술에 관심을 갖는 많은 

기술 전문기업이 참여해 해외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표준화 선도를 위한 생태계

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 업무 도입을 

위한 비즈니스 영역 컨설팅, 블록체인 API 및 SDK를 이용한 업무 개발, 기술 구현을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그리고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율조직으로 변모한 새로운 세상 
디지털은 1990년대 인터넷 세상의 첫 시작인 메시지 전송에 이어 점차 정보를 분류, 정리 그리

고 제공하는 기능을 뛰어 넘어 이제는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로 변모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

들어낼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거래, 자동화된 실행인 스마트계약을 통해 

금융 및 비금융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통제 기구가 없는 탈중앙화자율

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과 같이 중앙집권 주체의 개입 없이 구성

원이 모여 자율적으로 제안,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단순 비즈니스의 변화만이 아닌 삶의 방

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인 개인 간 

신뢰 있는 거래를 위한 공개(Open), 연결(Connectivity) 그리고 공유(Share)가 실현될 것이다. 

기존 금융거래 방식 vs. 블록체인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 

기존 금융거래 방식

청산기관

중앙거래장부

블록체인 방식

분산 거래장부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상거래

아마존, 이베이 등 

거래 중개 플랫폼 없는 

당사자 간 직접거래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계약

컴퓨터로 계약 조건 

작성 후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변조 방지, 

자동 강제성 부여

금융상품

금융상품을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하고 

안전하게 관리

저작권 보호

영상·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공공서비스

전자 시민권 발급, 

전자투표, 

부동산 정보 기록 등 

공공 서비스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의 

데이터 보안, 공유 등을 

위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시장 생태계

블록체인 인터페이스(API, CLI, SDK)

인프라스트럭처(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비즈니스 영역(예)

무역거래 디지털인증 해외송금 자산거래 KYC/AML P2P대출, 보험

블록체인 코어

트랜잭션 P2P 네트워크 분산저장 암호화 스마트계약 자산화

산업별 
솔루션

블록체인 
영역

인프라 영역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CLI : Command Line Interface, P2P : Peer-to-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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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근간, 우리가 책임진다
DATA사업팀은 명칭만 새로울 뿐 신규 조

직은 아니다. 기존의 영상보안 비즈니스 

인력과 펜타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관련 

인력이 영상 데이터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화한 것이다. 팀명을 두고 고민도 많았

다. 사실적인 접근으로는 팀명이 너무 길

고 임팩트가 부족했다. 고민 끝에 포괄적

이면서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모두 아우

를 수 있는 ‘DATA사업팀’으로 확정했다. 

김형준 팀장을 포함, 총 9명의 DATA사업

팀원은 각자 역할이 분명하다. 전체를 아

우르는 김형준 팀장과 영업대표 김성숙 과

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솔루션별 및 타깃시

장별 담당을 지정해서 명확한 비즈니스 전

문가를 추구한다. 

DATA사업팀에서 다루는 Public Safety 관련 

솔루션은 HVS(Hitachi Visualization Suite, 

통합 관제 솔루션), HVA(Hitachi Video 

Analy t ics, 영상 분석 솔루션), Hitachi 

LFM(Live Face Match, 안면 인식 솔루션)과 

컨버지드 플랫폼인 HVMP(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 그리고 데이터 통

합/분석 솔루션인 펜타호 등이다. 이와 함

께 환경, 유통, 교육 및 방범, 공항 및 운송, 

문화재, 자살 예방 등 각자 산업분야별 타깃

과 목표도 설정했다.

팀이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염

려하는 부분도 있다. “팀원 대부분이 영상 

분야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각자 

담당한 솔루션이나 플랫폼보다 우선시 되

어야 하는 부분은 시장을 파악하고 우리

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솔루션

별 및 타깃시장별 담당자는 있지만, 국내 

선례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찾고 정보를 

습득해 차별화 요소까지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발로 뛰어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최기훤 

차장은 전했다.

풍부한 경험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조화
DATA사업팀은 9명의 팀원 중 대리·사원

이 6명으로 과반수이다. 많은 경험과 경력

도 중요하지만, 신규 솔루션을 전파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김형준 팀장은 “솔루션 자체로는 HIS가 새

롭게 시도하는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HIS가 30년이 넘게 지속하던 비즈니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팀

의 미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우리

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죠. 직급 자체로

만 보면 경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각

자 분야에서는 나름의 경험도 보유하고 있

고, 탄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이 더 큽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숙 과장은 “경험이 중요하지

만, 틀에 박힌 생각 또한 많습니다. 고정관

념을 벗어 던지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현장

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지요.”라고 

덧붙였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솔루션
DATA사업팀이 주력하고 있는 솔루션은 

이미 미국 뉴욕의 Public Safety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국내의 첫 레퍼런스 확

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 인근 도시는 2018평창동계올림

픽의 경기가 치러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테러 방지 등에도 관심이 많죠. 현

재는 인프라만 공급했지만, 연내에 관련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

니다.”라고 김성숙 과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팀장은 “단기 목표는 다양

한 산업군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HIS의 솔

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이

를 위해 팀원들이 각자의 솔루션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겠지요.”라고 부연 설명했다.

굳건한 기반 위에 세운 높은 꿈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표방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기업은 

셀 수 없이 많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은 

금새 잊혀지기 마련이다. DATA사업팀은 

시간에 쫓겨 일희일우하지 않고 기반을 

탄탄히 다져 Public Safety 분야에서 최고

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기업이 많지 않

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

하고 있고, 최초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낼 겁니다. 믿고 기다려

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확실하게 보

여줄 수 있도록요.”라고 말하는 김형준 팀

장의 각오가 다부지다.

조직이 구성되고, 국내에서 HIS가 Public 

Safety의 1인자가 되는 데까지 주어진 시

간 중 이제 첫 발을 신중히 뗀 DATA사업

팀. 짧지 않은 기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당히 이뤄낼 높은 

꿈을 응원한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긴 호흡이 필요한,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모두가 조급해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김형준 팀장

HIS가 영상보안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모

든 영업대표가 DATA사업에 관심을 가지도

록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성숙 과장

아이디어 창출이 현재 가장 어려운 과

제입니다. 팀과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현철 대리

집요할 만큼 의구심을 가지고 독창

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성민 사원

지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만의 분야를 확보하는 것에 집

중하겠습니다. 이학희 사원
모든 솔루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

을 충실히 해 내겠습니다. 최기훤 차장

다양한 데이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상, 

음성 등 모든 데이터를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게 늘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진 대리

영상 관련 분야의 경험을 더 발전시

켜, DATA사업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민규 사원

세상의 변화에 앞장서다
DATA사업팀

HIS People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창 열을 올리면서, 

그 기반이 되는 Public Safety 솔루션이 주목 받고 있다. 

여기에 Public Safety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한 조직이 있다. 

지난 7월 1일, 새롭게 탄생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DATA사업팀이다. 

구성된 지 두 달 남짓 된 팀이지만, 그동안 HIS가 걸어온 길 위에 

새로운 가지를 내기 위해 9명의 팀원은 모두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아이디어와 열정은 신입사원의 자세로, 비즈니스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노련한 전문가의 자세로 다가가는 DATA사업팀의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1) VMS(Video Management Software) : CCTV 영상을  

 한자리에서 쉽게 관제하기 위한 운영체제(OS)라고  

 보면 된다. IP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디지털화된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기존 아날로그  

 CCTV 영상도 디지털화할 수 있다.

2) H.265 : 비디오 부호화 표준으로 H.264 대비 

 50% 이상의 압축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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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영상보안 업계의 작은 거인 

With HIS_ 엔클라우드

IT 기술이 전통 보안 시장과 디지털 융합하면서 그 핵심인 CCTV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영상 관제 기술 또한 고도화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기업이 있다. 

바로 IP 기반의 영상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클라우드다. 

최근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과 영상보안 파트너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제2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지난 2010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극악 범죄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영상보안 업계가 호기를 맞게 

됐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CCTV 관련 시장이 확대된 것이다. 이듬해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

부)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나섰다. 지자체가 교통, 방범,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과별로 관리하던 CCTV를 통합해 한 곳에서 통합·관제하기 위함이다. 이는 터널, 교량, 도시

철도, PSD,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영상보안 시스템의 설치와 통합·관

제가 일반화하는 계기가 됐다.

엔클라우드는 호황기를 맞은 영상보안 시장에서 화려한 족적을 남겨왔다. 2013년 설립 이후 한 지

방 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공항에 CCTV 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으며, 발전소와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고객사로 맞아 승전보를 이어갔다. 경쟁사인 대기업들도 엔클라우드의 파

죽지세를 놀라워했다. 기술적인 부침이 심한 영상보안 업계에서 중소기업으로선 의외의 선전을 펼

쳤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영상보안 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 
창립 5년 차 엔클라우드는 지금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진다. 기술과 시장이 언제 어

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디지털 CCTV부터 VMS(Video Management Software; 영상관제

솔루션)1) 등 최적화된 시스템을 공급해오면서도 트렌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김원헌 대표이사는 “2013년 국내 영상보안 시장은 VMS가 하드웨어를 견인

하는 시장이었어요. VMS는 고해상으로 진화하는 CCTV, 더 많이 설치되는 CCTV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영상 처리와 관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VMS에 최적

화된 CCTV, 서버, 스토리지가 최상의 솔루션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였죠. 2메가픽셀(Mega 

pixel, 1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 CCTV를 아카이빙 서버 1대에서 60대 이상 처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시기였습니다.”라며 창업 당시를 회상한다. 

 

이후 IT 기술이 영상보안 부문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CCTV의 설치 대수를 

줄이고 설치·운영·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를 위해 가상화 시장이 열렸다. 스마트 압축이나 

H.2652) 압축 기술 등을 활용해 대역폭이나 저장공간을 줄여 회선 사용 비용을 줄이고 스토리지 비

용을 절감할 방법도 주목을 받게 됐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새로

운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CCTV 영상만이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와

의 연계·분석 처리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생겼다. 

최첨단 영상보안 레퍼런스 확보
보다 지능화된 영상보안 솔루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기에 HIS는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HIS는 

때마침 Public Safety 사업을 회사 성장 축의 하나로 삼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 Public 

Safety는 공원·교통·응급관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원격지

에서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개념이다. 엔클라우드의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창업 

초기부터 Hitachi 스토리지를 제공해왔던 인연에 사업적인 필요가 더해졌다. 두 기업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엔클라우드가 주목한 HIS의 솔루션은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이하 Hitachi VMP)이다. 

Hitachi VMP는 가상화 기반의 VMS를 통해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컨버지드 플랫

폼으로 제공한다. 지난 2016년 9월 출시된 VMP의 신규 모델은 엔터프라이즈급 영상보안 및 관제 



엔클라우드 대표이사

김원헌

HIS와 최근 영상보안 분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HIS와는 5년 지기에요. 우리 회사의 나이와 같죠. 그만큼 오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부터 

시작해 가장 최근에 영상보안 관련한 솔루션까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IP 비디오 감시에 대

한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제품을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제공하고 영상 플랫폼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점에서 우리 회사 최고의 파트너지요.

첨단 기술이 구현된 영상보안 프로젝트를 수주한 배경이 있다면요.

2016년부터 HIS의 Public Safety에 대한 개념과 솔루션 등을 접하면서 엔클라우드의 방향에 맞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VMS와 IP Wall, 스토리지 등을 서비스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고객의 요구

를 접목해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로 이어진 거죠. HIS 담당자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가 남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시스템에서 25명의 직원은 거리낌 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 구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파격적으로 보상을 해주지요. ‘물 만난 고기’처럼 직

원들이 엔클라우드라는 조직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무한 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IS와 ‘환상궁합’ 
파트너십으로 
영상보안 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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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최적화된 안면 인식, 인원수 계산, 침입감지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엔클라우드는 자사가 아웃소싱한 Genetec의 VMS와 Hitachi VMP를 통합해 지자체에 지능화된 영

상보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장에 설치된 각종 보안 IoT 센

서와 VMS를 연계하는 감시통제 서버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엔클라우드 김원헌 대표는 

“VMS와 연계된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영상보안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납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컨버지드 형태의 제품 도입 사례는 여럿 있지만, 지자체에 납품한 것

으로 H.265 기술이 적용된 풀 멀티캐스팅 환경의 컨버지드 플랫폼은 최초에요. 기존 H.264보다 

2배 이상의 비디오 수집과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구현할 확장성 부분도 획기적이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빅데이터, IoT 부문

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엔클라우드는 올해 안에 지능형과 빅데이터 솔루

션을 애드온(Add-on)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HIS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기술과 사람이 먼저다
엔클라우드가 영상보안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하나다. 25명의 직원 중 절대다수가 연구인

력과 엔지니어다. ‘기술로 승부를 걸겠다’는 엔클라우드의 창업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첨단 기술이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기술 역

량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엔클라우드의 중심엔 직원과 기술이 있습니다. 영상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에서 손꼽는 엔지니어들

이 중심이 돼 영상 분야에서 설계와 구축,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몇 안되는 기업이라고 자신합니다. 

영업 역량이 중요한 민간시장보다는 힘들더라도 공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우연한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는 엔클

라우드. AI(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내세운 영상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역시 

엔클라우드 무한 성장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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