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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데이터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펴낼 수 있는 

자산이지만,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추출해 의사결정을 더욱 현명하게 하

기 위함이지요. 경영자와 직원 등 기업 구성원들 모두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이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의사 결정하는 사례가 공개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효성인

포메이션시스템과 영상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협업해 구축한 국내 제1호 스마트팜 얘기입니다. 

위탁 양계 농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온습도 유지, 재난 감지 및 닭의 출하 등 전반적인 

사육 환경을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손실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확

산 방지 효과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IoT(사물인터넷) 및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양계 농

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까지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

출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및 IoT 플랫폼 부문 전문성과 

기술지원 역량을 발휘해 여러 산업군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서로 따뜻한 웃음을 나누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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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보다 민첩한 기업 IT 환경 구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달씩 걸렸던 기존 IT 인프라의 구축 및 배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급변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심지어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기술은 IT 민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IT 서비스를 구현하면서도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와 같은 디지털 기업들도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IT 업계 트렌드로 자리한 컨테이너 기술과 

고객에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요건을 알아보자.

컨테이너 플랫폼 파헤치기
급부상하는 IT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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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은 언제나 그러하듯 그 어떤 영역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며, 비즈니스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은 최근 10년간 기존의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으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바일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이 IT와 우리의 삶을 바꾸었지만, 모바일은 인

터넷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인구의 57%가 모바일로 정보를 수집하고, 쇼핑

을 하며, 교육을 받고, 금융 활동을 한다. 모바일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담고 있으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모바일 앱이 짧게는 1주 혹은 2주 내에 업데이트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개인화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관에서 그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모바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역량

그렇다면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역량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컨테이너(Container), 쿠버네

티스(Kubernetes), 데브옵스(DevOps),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icroservice Architecture),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역량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과 서비스는 웹(Web)이나 앱(App)의 형태로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데, 사실상 실제 서비스는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실행된다. 어떻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개인화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더 쉽고 빠르게 코딩하고 빌드하며 

테스트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개발 환경’과 더 쉽고 빠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출시

하고 배포하며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그것이다. 

컨테이너 기술은 민첩성을 확보하는 핵심 가상화 기술이며,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환경을 

운영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쿠버네티스(Kubernetes)1)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컨테이너가 보인다 
Writer  박승규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SDDC 비즈니스 부문 수석 컨설턴트

그림 1   모바일 시대의 컨테이너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1) 쿠버네티스(Kubernetes): 여러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배치, 스케일링,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구글에 의해 설

계되었고 현재 리눅스 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Dev Ops

타임 투 마켓

새로운 

릴리즈

짧은

리드 타임

Public
Cloud

즉시 제공되는 

IT 서비스

필요한 만큼 구매

운영 관리 최소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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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환경을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환경으로 구현하고 CI(Continuous Integration)/CD(Continuous 

Development) 도구 및 개발 방법론을 결합함으로써, 개발 환경 자동화와 손쉬운 운영 환경 배

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데브옵스(DevOps)2) 환경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개

발 환경에 대한 민첩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환경의 변화만으로 실제 서비스까지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오늘날 

IT 서비스 플랫폼은 여전히 전통적인 레거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플랫폼은 거대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설계되어 있어 웹/모바일 시대의 빠른 변

화에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기존 레거시 형태(거대한 단일로 개발된)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아닌 새로

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능이나 역할별로 세밀하게 쪼개진 형태로 

개발 및 운영되어 특정 기능과 서비스로 변경이 쉬운 환경으로 설계된 것, 이것이 바로 클라

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며,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말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바일 시대를 위한 개발 및 운영 환경에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

을 도입해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중심, 히타치 밴타라 솔루션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은 모바일 시대를 대응하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며,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히타치 밴타라는 Hitachi Enterprise Cloud Container Platform을 as-a-Service 형

태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컨테이너를 통해 변화와 혁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Hitachi Enterprise Cloud Container Platform은 Hitachi UCP 솔루션을 기반으로 도커(Docker), 

메소스피어(Mesosphere)를 컨테이너 엔진으로, 히타치 스토리지를 영구적 스토리지로, 제이프

로그 아티팩토리(jFrog Artifactory)를 컨테이너 이미지 프라이빗 저장소로 제공하며, 메소스피

어 데이터센터/OS(Mesosphere DC/OS), 쿠버네티스(Kerbernetes), 마라톤(Marathon)을 이용

해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 관리한다.

특히, 데브옵스와 마이크로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분석 툴

을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개발 및 운영 환경 모두를 수용하는 완벽한 컨테이너 플랫

폼을 도입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Hitachi Enterprise Cloud 

Container Platform 구성 요소

그림 2   쿠버네티스로 관리되는 컨테이너

Kubernetes

Master Node

K8s API

Worker Node Worker Node

Container Engine Container Engine

APP A Container APP C Container

APP A Container APP B Container

APP B Container APP B Container

Kubectl

APP and Analytics Catalogs
(enables: ELK, Spark, Kafka, Jenkins, etc.)

Container Orchestration
Kubernetes, Marathon

Mesosphere DC/OS

Container Engine

Internal Storage Connectivity Compute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Hitachi 
Persistent Storage 

(option)

jFrog Artifactory
Private Repository

(option)

Mesos Docker

2) 데브옵스(DevOps): 소프트웨어의 개발(Development)

과 운영(Operations)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

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통해 소프트웨

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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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aaS1)(서비스형 인프라) vs.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영역 비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서버리스 컴퓨팅(Serverless Computing)은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모델

의 하나로, 클라우드 제공자가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며, 가격은 미리 구매한 용적 단

위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소비한 자원 양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한다.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서버를 필요로 한다. 다만, 용량 증설 및 구동할 

서버 위치 등 서버 관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개발자 혹은 운영자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어서 애

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이다. 

서버리스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에 소개된 아마존 AWS Lambda 서비스를 들 수 있

다. 사용자는 서버 관리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 코드(C#, java, Node.js, Python 

등)를 업로드해 실행시키면, 각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한 실제 시간에 대해 100ms 단위로 쪼개 

과금하기 때문에 기존의 월 단위 과금 대비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서버리스 컴퓨팅의 핵심 기술, 컨테이너

서버리스 컴퓨팅은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

하는데 ‘Function-as-a-Servic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을 제외하고 물리적 인프라, 가상 머신, 컨테이너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을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비스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만 관리한다. 

서버리스 컴퓨팅, 

컨테이너 그리고 스토리지 
Writer  권필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데이터센터 인프라 부문 수석 컨설턴트

이 중 컨테이너는 가상머신에 비해 훨씬 가벼운 가상화 기술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모

든 연관 요소(관련 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등)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구동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다른 버전의 OS 혹은 서버로 이동할 경우, 호환에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같이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가상머신에 비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으며, 재기동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Power-off 하여 서버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일반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스토리지 볼륨의 동적 할당 필요한 컨테이너 기술

그렇다면 서버리스 컴퓨팅과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스토리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컨테이너

는 초 단위의 서비스 생성과 소멸 과정을 겪는 서버리스 컴퓨팅의 핵심 기술이다. 컨테이너로 

번들된 애플리케이션은 CPU와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로그 기록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소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런 공간을 사전

에 정의해 놓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서버에 물리적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미리 할당하는 정적인

1)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

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 자원을 구매해 소유

하지 않고, 필요 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as a 

Service)로 이용하는 방식

Applications

Physical Server

Compute Management
Container Orchestration

Application Management

Containers

Virtual Machines

Physical Infrastructure

User DevOps & IT

Cloud Service Provider

User DevOps & IT

Cloud Service Provider

IaaS(서비스형 인프라)

서비스 영역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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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Static)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서버의 자원이 대부분 24x365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혹은 컨테이너)의 생성과 소멸이 초 단위로 이뤄지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

테이너가 사용하는 볼륨의 개수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만 개 이상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런 볼륨 생성 및 삭제 작업이 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정적인 볼륨 할당 작업

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동적으로 볼륨을 할당할 수 있는 스토리지 환경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Persistent Volume 이슈이다. 지금까지 컨테이너는 주로 웹서버와 임시 보관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테이트리스(Stateless; 상호 종속성이 없는) 워크로드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삭제할 때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컨테이너 

적용 영역이 DB 서버와 같은 스테이풀(Stateful)한 워크로드로까지 확장되면서, 컨테이너가 

Power-Off 상태에서도 최신 상태 정보와 DB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재가동해 

서비스를 지속해주는 Persistent Volume 지원이 필요해졌다. 초기에 Persistent Volume은 네

트워크 상에 공유 파일시스템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고성능의 I/O를 요

구하는 DB 서버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FC/iSCSI 기반의 고성능 외장 스토리지 볼륨

(LUN 혹은 LDEV)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최적의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는 HSPC

히타치 밴타라의 HSPC(Hitachi Storage Plug-in for Containers)는 쿠버네티스, 도커 스웜

(Docker Swarm)과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 연동해 Persistent Volume의 동적 

생성을 지원한다. HSPC를 설치하고 간단한 환경 설정만 완료하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상에서 스토리지 볼륨을 동적으로 자동화해 관리할 수 있다. 

HSPC와 2018년 상반기 출시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VSP G시리즈와 올플

래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VSP F 시리즈를 통해, 컨테이너용 볼륨을 동적으로 최소 1만 6,000

개에서 최대 6만 4,000개까지 생성할 수 있어서 서버리스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컨테이너의 

확장성을 보장한다. 

또한, 성능 모니터링, 원격 장애 처리 지원 등 검증된 고급 스토리지 관리 기능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인프라 환경 전환 시 100% 데이터 가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으며, 이는 업계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시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 목표하는 클라우드/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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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밴타라는 PDI(Pentaho Data Integration)용 플러그인인 기존의 PMI를 업데이트한 

PMI 버전 1.4를 발표할 예정이다. PMI는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파이썬(Python)1) 사이킷러닝

(Scikit-Learning), R, 스파크, WEKA 등 4개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모델 구축, 사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굳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정형 데이터

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선보일 PMI 후속 버전

에는 우리가 ‘실행 엔진’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DL4J(Deep Learning 

for Java)가 통합된다. 이는 곧 PMI를 통해 PDI에서 트레이닝, 입증, 테스트, 구축, 평가 및 사용 

등을 직접 딥러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itachi Vantara Labs이 지난 3월 펜타호 마켓 플레이스(Pentaho Market Place)에 추가한 

Plugin Machine Intelligence(이하 PMI) 플러그인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업

데이트에 기대를 해볼만 하다.

Pentaho 딥러닝, 어디까지 가능할까!
PMI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Writer  Ken Wood / VP, Hitachi Vantara Labs

 Mark Hall / Machine Learning Architect, Hitachi Vantara

딥러닝, 모든 데이터를 아우르다

딥러닝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작동한다는 장점 때문에 상당히 주목 

받는 기술이다. 물론 과거에도 딥러닝 기술은 존재했지만, AI의 머신러닝 분야에 추가된 건 최

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딥러닝이 생성해내는 깊이 있고 복잡하며 숨겨진 뉴럴 네트워크2) 레

이어 기술이라는 점에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 가

지 분명한 사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단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정형 데이터에는 딥러닝을, 정형 데이터에는 전통적인 명칭인 

머신러닝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는 것일 뿐이다.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지난 9월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히타치 NEXT 2018’ 을 통해 딥러

닝이 탑재된 PMI v1.4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쇼케이스에서는 PDI와 PMI v1.4를 이용한 새로운 

딥러닝 단계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PDI 변환에서 2개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후 전체 애플리

케이션 가속화를 위해 PDI를 이용하는 양방향 장치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구현사례도 시연됐다.

그림   인공지능의 종류

Deep Learning

Categorical 
Target 

Variable

Target 
Variable 

Not Available

Image/Object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Regression Classification

Reinforcement Learning

Categorical 
Target 

Variable

Target 
Variable 

Not Available

Optimized 
Marketing

Driverless 
Cars

Classification Control

Semi-Supervised Learning

Continuous Target 
Variable

Text 
Classification

Lane-finding
on GPS Data

Classification Clustering

Unsupervised Learning

Customer 
Segmentation

Market Basket 
Analysis

Clustering Association

Supervised Learning

Categorical 
Target 

Variable

Continuous 
Target 

Variable

Customer 
Churn

Surgical 
Complications

Regression Classification

Target Variable 
Not Availabl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NLP / EP / Vision / Speech / Planning / Robotics

2)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네트워크로 뉴로라고도 불린다.

1) 파이썬(Python): 컴퓨터 언어의 일종으로 간결하고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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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들어온 딥러닝

이번 행사에서 시연된 PDI 변환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데이터 캡처와 데이터 준비’ 단계

 이 단계는 전체 변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 후 실제 X-Ray 사진을 캡처(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 Raspberry Pi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해당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 메타데이터로 전송된다. 전송지점은 기본적으로 

 실제 디지털 이미지가 위치한 인메모리다.

 PDI 변환은 해당 X-Ray 이미지에 대해 2개의 딥러닝 모델을 실행한다. 

 이 2개의 딥러닝 모델은 해당 이미지를 사용 가능한 숫자로 벡터화하여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인체의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손상되거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한다.

 2개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멀티클래스 분류기 – 어깨, 윗팔, 팔꿈치, 팔뚝과 손

 그리고 2가지 분류기, 손상 또는 변형 여부 탐지 – 예 또는 아니오

 이 가능성은 0과 1 사이의 숫자들로 표시된다.

 PDI 변환의 다음 단계는 ‘결과 준비’다. 딥러닝 모델부터 0부터 1까지의 숫자들로 표현된  

 가능성을 가져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준비시키는 단계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 결정 – 최대값이 ‘응답’이 된다.

 다섯 자리 소수점 값을 퍼센트와 문자열로 포맷 

 이 포맷을 통해 “4, 7, 퍼센트 부호(%)” 대신 “47%”로 표현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신뢰성 있는 대화 준비’ 단계로 서로 다른 음성 문구에 대해 로직을 

 구현한 후 해당 결과치를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팔꿈치에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98%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98%라는 수치는 분명히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47%라면 팔꿈치의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팔꿈치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47% 감지되었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 로직은 신체의 특정 부위 식별과 음성 분석의 손상 탐지 두 가지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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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태스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Hey Ray!” 시연은 딥러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번 시연에서는 참

가자가 직접 X-Ray 사진을 선택해 ‘X-Ray 보기’ 스크린에 이미지를 삽입한 후 “X-Ray 를 분석해

줘”라고 디바이스에 명령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신러닝, 그리고 펜타호의 딥러닝으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음성 문구를 캡처해 앞으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파이썬에 기록된 

   ‘음성 인식 모듈’을 사용한다.

   배경 소음이 많다면 특수한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Hey Ray!” 명령 셋을 

   수동으로 실행시킨다.

주요 변환은 입력된 태스크를 

번역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변환 작업과의 조정에 

사용된다.

출처  What Can You Do with Deep Learning in

Pentaho?, community.hitachivantara.com, 

2018년 10월

3)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컴퓨터에서 카메라, 

스캐너 등의 시각(Vision) 매체를 통해 입력 받은 영상에

서 주변 물체와 환경 속성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유

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그림   “Hey Ray!” 데모 구성

Speech 
Recognition

Module

Command Queue

GetCOMMAND

Write to log 3

Save Image & 
Analysis

DoReset

Provide 
INTERODUCTION

DoANALYZEXRay

Provide 
MISUNDERSTOOD

DoByeDoSAVE

DoJOKE

EndProgram

Provide 
CHITCHAT

Provide HELP

Create Digital
Image

Analyze 
Image

Speak
Results

Capture Live
X-ray Film

주요 컴포넌트와 기술

•PDI

•MQTT가 탑재된 IoT

•새로운 ‘PMI’ (딥러닝 탑재)

•GPU 모델 트레이닝

•HCP(Hitachi Content Platform)

•시범 PDI HCP 플러그인

•Raspberry Pi 3 & 8mp Pi 카메라 2

•아이폰 인터페이스 앱

•컴퓨터 비전3)

•음성 인식

•텍스트의 음성 변환

 도입부 해설

 “Hey Ray!” 사용법 도움말

 X-Ray 필름 분석과 음성 결과 제공

 현재의 분석 세션은 HCP에 저장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콘텐츠, 

 X-Ray 이미지, 분석 문구는 싱글 이미지 영상 

 파일로 전환되고, 모든 콘텐츠는 HCP에 저장된다.

   해당 영상 파일은 “Hey Ray!” 트위터로 

 보낼 수 있다. 

   이 기능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통찰력 있는 사고와 의견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y Ray!" 방사선 

 전문의가 농담을 한 마디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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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지름길을 놓치지 말자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Writer  David Stodder / Senior Director, Business Intelligence Division, TDWI Research

빅데이터의 이점을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행히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통합과 사용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고, 청

사진과 템플릿 형태의 가이드도 추가돼 더 광범위한 규모에서 전략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데이터 웨어하우징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The Data Warehouse Institute  

(이하 TDWI)는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관리해야 더 빠르고 더 쉽게 원하는 목표에 도

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6가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러한 이슈 점검을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놀

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터에서 확보된 통찰력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가

능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TDWI에 따르면 비즈니스 가치 실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 요소는 두 가지다. 빈약

한 프로젝트 정의와 범위 설정,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그

러나 두 가지 모두 솔루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먼저 비즈니스 분야를 신중하게 정의하고,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매출 

및 시장점유율 증가, 비용 절감, 파트너 혹은 고객에 대한 신제품 출시 

등의 주요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서는 분석과 머신러닝을 위해 IT 기술과 거리가 있는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ETL1)이 지원되며 사용이 

편리하고 시각적인 데이터 통합 검색 툴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 툴을 

사용하면 전문가를 새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사내 데이터 사이언티스

트와 분석가들이 데이터 검색과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

든다.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분

석 서비스도 판매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다. 기존의 BI와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프로젝트 개발에만 수개

월, 심지어 수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초기에 설정한 목표에 맞춰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정작 활용할 시점에는 사용자 요구사

항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발 주기 단축을 지원하는 방법을 진

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강력한 팀워크가 있어야 

사용자가 더 많은 데이터 검색, 개발자에 대한 피드백 제공, 다음 단

계 반복 테스트 등 중간 단계의 결과물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적합한 툴은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다양한 테스팅과 협업을 통해 프

로젝트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팀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수

요에 맞춰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빅데이터 분석의 잠재력에만 매료돼 기업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다. 어떤 방식으로 리소스를 취합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충

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곧바로 기술부터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 행동, 소셜 미디어 등 기업 내 각 부문의 고객 데이터

를 통합할 수 있다면 고객 선호도와 관련해 더 심도 깊은 통찰력을 확

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 캠페인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BI와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그 즉시 빅데이터를 모두 추출해 

사내 데이터레이크 또는 클라우드로 옮기려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데이

터를 통합하고 운영해야 이후 더 편리하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를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

국 경영진이 실망하게 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이점을 주

는지에 대해서까지 의구심을 품게 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과 청사진이 있다면, 유사한 과거 사례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다양한 리소스는 어떻게 통합하

는지, 기업별로 현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증된 프로세스와 통상적인 업무가 있다면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템플릿과 청사진은 솔루션 벤더, 컨설팅 업체, 관련 산업협회, 일부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청사진과 템플릿을 

사용해 먼저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360도 관점에서 고객

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성과의 마케팅, 영업, 고객지원 적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더 나아가 성과 달성에 필요

한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할당하는 데도 유리하다. 

CHECK 1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하게 이점을 제시하라

비즈니스 성과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CHECK 2

청사진과 템플릿을 적극 사용하라

기획을 단순화하고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ETL(Data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ing): 다양한 데이터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환 작업을 거쳐 타깃 시스템으로 전송 및 로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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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레이크는 그 내용과 목표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사내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마찬가지다.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미가공 상태의 다양한 

데이터가 혼재하는 ‘데이터 레이크’가 분석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 실

행을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기 좋은 장소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

다. 그러나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이를 단순한 저장소 이상으로 관

리해야만 한다. 데이터 레이크에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는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그파일, 웹서버, 고객센터 시스템, 거래 시스템, 머신 데이터 소스 

등 어느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가 일단 결정되면, 미가공 

데이터를 취합해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

환하기 위해 하둡 또는 스파크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 ETL은 고

성능의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돼 있으므로 기업 입장

에서는 자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소스에 대해 ETL을 작동시키는 일

은 가급적 피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위치에 관계 없이 

ETL과 기타 리소스 집약적인 데이터 준비 업무들을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어떻게 오프로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야 한다. 데이터양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적합한 툴을 통해 더 나은 

속도와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취합, ETL 프로세스

를 자동화, 표준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일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가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는 

미가공 상태의 ‘지저분한’ 데이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

로젝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깨끗하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데이터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짤 때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훨

씬 더 유용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ETL 및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데이터 처리, 수집,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템플릿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확보할 수 있다.

취합된 데이터를 사내 혹은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레이크(또는 빅데

이터 레파지토리)에 보관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속하게 데이터

를 정제해 프로젝트 요구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보강, 변환, 데이터 품질 및 지속성 향상을 위한 데

이터 준비 단계가 포함된 ‘데이터 정제’ 단계는 지금까지 대부분 수작

업이었기에 가치 있는 데이터로 전환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재는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이 많아졌다. 프로그래

밍을 하지 않고 GUI만으로도 가능한 셀프 서비스 기능도 탑재되어 

데이터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준비 및 정제 과정에 있어, ‘데이터 카탈로그’와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서로 다른 소스에서 취합된 다

양한 데이터셋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도 가

장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셋 간 연관성을 파악하려면 데이터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데

이터 카탈로깅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머

신러닝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정의와 연관성을 

학습해 데이터 카탈로그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데이터의 ‘정제-준비-카탈로그화’ 프로세스는 빅데이터 레이크를 신

속한 리소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 단계로, 예측 기반 분석과 머신

러닝이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빅데이터 레이크를 단순히 데이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가치를 발견해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Data+   Topic & Trend 

CHECK 3

최적의 플랫폼을 사용하라

데이터 통합과 변환 단계를 위해서는 더욱 필수적이다

CHECK 4

활발한 데이터 정제는 필수다

데이터가 갖는 잠재적인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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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싶다면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혹은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중앙화된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활용 사례는 다채롭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신제품 런칭을 지원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위협이

나 기회를 분석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는 사내에 구축된 

고정 IT 자산의 가용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비즈니스 요구를 

지원하는 주문형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내 혹은 클라우드

에 위치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액세

스할 수 있고, IT 담당자가 데이터의 위치와 상관 없이 관리 및 거버

넌스가 가능하도록 멀티플랫폼 데이터 아키텍처를 개발해야 한다. 

멀티플랫폼 아키텍처 전반에 걸친 데이터 중앙화는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기업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임베디드 예측 모델, 머신러닝, 그리고 다른 AI에 공

급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액세스가 필요하며, 그를 통해 기

업에게 데이터 수익화 모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 이탈과 관련

한 적시의 통찰력, 유통 채널 전반에서 고객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기계 또는 시설의 잠재적 문제점 예측 같은 것들 말이다.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적절한 확장성, 가용성, 

데이터 정제, 변환 및 준비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 또 

BI, 분석 또는 머신러닝 워크로드 할당에 대한 결정을 돕는 데이터 관

리 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예컨대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

거나 즉각적인 비즈니스 니즈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라면 클라우드에 

할당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하둡 또는 스파크 클러스터에 할당하고, 고도로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할당하는 식으로 말이다. 

TDWI는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될 때 프로세스의 마지막까지 거버넌

스 혹은 관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

한다. 거버넌스가 검토되는 시점은 대개 사내 법무팀이 엄격한 규제 

또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 우려를 제기할 때다. 그러

나 잠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는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함께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프로젝트팀이 거버넌

스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분석, 머신러닝, 시각화 및 다

른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레이크에는 부적합한 데이터 거버넌스나 무계획

적인 데이터 품질과 지속성이라는 좋지 않은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

다. 다행스럽게도 데이터 레이크의 안전은 클라우드에서 부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일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경우 많은 기업들의 사

내 시스템보다 더 나은 거버넌스와 시큐리티를 위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시큐리티와 거버넌스 

규칙 및 정책에는 사내 데이터 레이크와 멀티플랫폼 아키텍처도 포

함돼 있으므로 관련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범위에 포함될 내용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투명성 강화다. 데이터의 출처가 BI, 분

석, AI 중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변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데이터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GDPR과 기타 규제들은 신용과 대출 승인 등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

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더 분명한 가시성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

터 이력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와 상관 없이 데이

터 이력을 추적하고,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사용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체 데이터 카탈로그, 해설 목록 또는 메타데

이터 레파지토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Data+   Topic & Trend 

CHECK 5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집중화 하라

그래야만 비로소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다

CHECK 6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리 우선순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라

거버넌스 요구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분석, 머신러닝, 시각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출처  TDWI Checklist Report: Maximize Big Data Benefits Faster and Easier,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9월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지는 분석 통찰력은 사회 통념에 반할 

수 있고,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

업에서 경영진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

이 C레벨의 의견과 배치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리스크가 돌연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문화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빅데이터 프

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내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은 분석을 위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필수 요소다. 경영진은 해당 분석이 충분히 가치 있고 유용한지 판

단하기 위해 회의, 토론, 테스트-학습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는 포용

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분석 모델 개발과 데이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 구성원이 프로젝트 정의와 산출물 목표에 초

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학습 사이클을 확보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도 데이터 통찰력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훈련해

야 한다. 여기에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데이터에 대해 실제

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확보된 통찰력이 원하는 결

과에 부합하는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의 

최종 관문,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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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파이프라인과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거시적 접근법

하둡을 더 간소화하려면 

적절한 툴을 사용하라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관리 강화

솔루션에 기반한 접근법: 

사람 + 기술 + 유연성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데이터 온보딩

역동적으로 관리되는 

빅데이터 통찰력

BIG 
INGESTION

BIG 
TRANSFORMATION

BIG 
ANALYTICS

BIG 
SOLUTIONS

DIG DEEPER UNLOCK VALUE

출처  Leverage Hadoop in the Analytic Data Pipeline,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6월

IT에는 빅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으며, 그 핵심에 하둡(Hadoop)이 존재한다.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서 Hadoop 활용하기

Data+   Infographic

DISCOVER MORE

생산성 극대화와 관리 

안정화를 통해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및 

블렌딩 가속화

ETL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가에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하둡 데이터 통합 툴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접근 보장

데이터 수집과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확장성은 필수입니다

역동적이고 관리가 쉬운 

완벽한 비즈니스 분석 

통찰력 제공

하둡은 보다 광범위한 

분석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1 2 3
LEVERAGE THE BEST

기술과 사람의 

완벽한 결합을 위한 

솔루션 지향적 접근

진정한 의미의 ‘미래 보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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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까이 다가온 IoT의 위력

비즈니스에 깊이 파고든 IoT, 그 실체부터 궁금증까지

Tech Trend  32
NEXT 2018

-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데이터, 제대로 들여다보다

- 데이터 주도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관리 전략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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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Special Theme 

IoT(Internet of Things)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oT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시도에 앞서 과대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IoT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광고와 현실을 구별하고, 실제 필요한 단계를 식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리소스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부터 제품 생산의 간소화와 

고객 경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해 IoT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포브스 인사이트(Forbes Insight)와 히타치 밴타라는 실현가능한 IoT를 위해 500명 이상의 

전 세계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IoT의 현 주소와 관련 궁금증에 대해 풀어 보았다.

더욱 가까이 다가온 IoT의 위력
비즈니스에 깊이 파고든 IoT, 그 실체부터 궁금증까지

포브스 인사이트가 최근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

면, 현재 기업 비즈니스의 우선 순위가 IoT인 기업은 45%, IoT를 제

품 생산에 직접 활용 중인 기업은 21%로 나타났다. IoT가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예를 

들어 IoT 기반 솔루션이 생산 현장에 도입되면 불량품을 탐지해 제

품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등 생산 품질 전반에 걸쳐 엄청난 성과를 얻

을 수 있다. 브랜드 상품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므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산 최적화를 통해 추가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

다. 복잡한 생산 과정이 필수적인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 

같은 기업은 IoT가 가능한 생산 설비 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당장 얻

을 수 있다. 일례로 펜실베니아 요크에 소재한 할리 데이비슨 생산 

공장에서는 현재 각 생산 단계가 모두 추적 및 기록되는 실시간 성능 

관리 시스템에 다양한 장비와 프로세스의 성능을 측정, 기록, 관리하

는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페인트 공정에서는 온

도와 습도가 모니터링 되어 측정 수치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면 소프트웨어가 이를 감지해 팬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대형 스크린, 컴퓨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직원 및 매니저들에게

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준다. 이 정보를 통해 가시성이 더욱 확

보되면서 생산 현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급변하는 환경에

서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생산 최적화를 위한 할리 데

이비슨의 이러한 노력은 7% 비용 절감, 2.4% 업무 생산성 향상, 순

익 19%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

조사 응답자의 64%는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물류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한 얘기다. 예

를 들어 지난 몇 년간 급성장세를 나타냈던 아마존은 현재 5억 개의 

SKU(Stock Keeping Units)를 관리하고 있으며(올 초만 해도 아마존

의 SKU는 4억 개였다), 전 세계적으로 490개 이상의 고객 주문 처리

센터, 허브 및 기타 센터를 두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규모가 100만 

제곱피트 이상에 달한다. 아마존은 지난 2012년 물류 창고 효율성 향

상을 목적으로 IoT가 가능한 물류 로봇 업체인 키바 시스템(Kiva 

System)을 인수했다. 현재 키바의 물류 로봇이 배치된 유통센터에서

는 매년 2,200만 달러의 운영비가 약 20% 절감되고 있다. 키바의 물

류 로봇이 아마존의 전 세계 255개 유통 센터에 배치된다면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아마존에만 해당

되는 얘기는 아니다. IoT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통과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oT는 기업 경영진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자산 추적과 관리 부

문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사 응답자의 74%가 자산 추적과 관리를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꼽았다. 상당한 규모의 자산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IoT를 통해 설비의 위치, 상태, 효율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비 고장은 어떤 생산 공정이든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미처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 가능성을 제거

할 수 있다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위치, 환경

과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자산의 

사용과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ROI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생산 최적화1 공급망 관리2

자산 추적 및 관리3

PART 01

IoT가 날개가 되는 비즈니스 5가지

IoT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디자인, 생산, 판매 방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는 IoT가 현재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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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자의 82%가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재무분야를 꼽았다. 

업종에 상관 없이 재무부서 임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 활

용 가능한 통찰력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피

할 수 있는지다. 

IoT는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ERP 데이터와 회계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업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인

도 최대의 전력 생산업체 중 하나인 아트리아 파워(Atria Power)

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트리아 파워는 파트너십을 통해 최근 자사의 전력 생산 및 유통

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풍력과 태양열 기술을 이용하

는 생산 공장을 곳곳에 두고 있다. 예측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아트

리아는 풍향, 구름 양 등 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자사 설비에서 정보

를 파악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IoT 솔루션이 절실했다. 

우선 아트리아는 센서를 사용하는 윈드 터빈에서의 데이터 수집으

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IoT 솔루션이 매 90분마다 장비와 환경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향후 24시간 내 에

너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아트리아 파

워는 현재 제공 가능한 전력량과 향후 판매 가능한 여분의 전력량

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IoT 분야 중 하나는 아마도 고객 

경험 향상일 것이다. 응답자의 90%가 잠재적인 고객 경험 향상이 

IoT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

례로 건설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Caterpillar)는 IoT와 다른 디지

털 기술의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사 설비에 센서와 임베디드 커넥

티비티를 구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기관차와 산업발전기부터 건

설 및 광산 장비에 이르기까지 캐터필라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

품에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측정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캐터필라는 56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

집해 차량 소유주에게 전송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자사 데이터를 

검색, 프로세스 및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분석 툴 그리고 

API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IoT는 거의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

을 지원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생산 최적화, 공급망 간소

화, 더 나은 자산 추적과 관리, 향상된 재무 의사결정 그리고 더 나

은 고객 경험까지. 어떤 분야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든 IoT는 이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재무 의사결정4 고객 경험5

대부분 기업은 운영효율성 향상 또는 신규 매출 창출 중 하나를 목표

로 IoT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제품 생산 기업은 자사 제품의 생산 또

는 사용법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 중이다.

이들 기업의 목표는 기업 운영 및 경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IoT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목

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IoT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다. 비즈니스 가치는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모든 프로

젝트는 바로 현재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면 품질 문제가 왜 늘 한 생산 라인에서만 불거

지는지 알고 싶을 수 있다. 물류업체라면 스케줄링 최적화를 위해 부

품과 배송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또 상품 생산기업이라면 

자사의 상품으로 고객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

가치(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을 수 있다. 목표가 무엇이든 현재 

취합해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누가 그 데이터에 액세스할 것

인지만 결정한다면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공에 투자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Q

PART 02

성공적인 IoT 구현을 위한 선결 조건

전 세계 기업 대부분이 IoT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전 세계 500명 이상의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IoT가 자사의 미래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모든 신기술 중에서도 AI와 로봇을 제치고 IoT를 1순위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T 도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사에서도 IoT 초기 단계이거나 이제 막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49%에 달했다. 

히타치 밴타라 제품 및 솔루션 마케팅 부문 부사장 John Magee에게 

IoT의 현재와 더불어 기업이 전반적인 운영 전략의 일부로 IoT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IoT 투자를 검토 중이고, IoT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영자가 

이와 관련해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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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근간은 새로운 비즈니스 데이터가 쌓이는 풍부한 데이터 소스

다. 머신과 디바이스에서 취합된 데이터, 그리고 이들 머신이 동작하

는 공간과 환경에서 취합된 데이터 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데이

터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혁신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통찰력을 확보하려면 

약간의 분석이 더해져야만 한다. 

이 지점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인공지능)와 같은 기술

이 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분석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학습, 그리고 더 스마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래야만 IoT 솔루션이 문제 발생을 예측하거나 문제 원

인을 찾아낼 수 있다. IoT가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대한 분

석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IoT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은 IoT를 ‘기업 내 다른 부분에서 이미 수

행하고 있을지 모르는 비즈니스 분석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다. IoT 

데이터를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데이터와 다르게 인지하는 법은 

바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는 개념에 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디바이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의미한다. 물리적인 디

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

에 취합·저장되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해당 자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디에서 생산

됐고, 어떤 운영과정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된 시점은 언제

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수십만 개에 달

하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에 상응하는 물리적 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기반

해 자산의 가동 시간과 성능을 강화하고, 주요 자산의 수명을 늘리며, 

유지보수와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싱글 버전의 사실 정보로 취합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많은 IoT 시나리오에는 가치로 향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단계

는 물리적 디바이스, 두 번째 단계는 이 디바이스의 운영이며, 마지막 

단계는 운영과 관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에코시스템이다.

생산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중요한 공장 설비에 센서를 사용하고 있

다면 해당 설비를 더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 데이터를 충분히 취합하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

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바로 유지보수 및 관리 최적화를 위

해 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찰력을 사용해야 하는 다음 단계다.

축적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가시성은 향상되고, 운영의 모든 부문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 공장에 대한 일종의 항공 교통 관

제 시스템인 셈이다. 자산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이르는 이 단계들은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IoT 프로젝트라는 ‘복잡한 시도’를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

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 시 가장 중

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업이 속한 업종을 이해하고 기업의 데이터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

법론을 갖고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IoT는 가장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과대 포장된 홍보에 현혹될 수 있고, 이는 잘못된 투

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IoT 데이터와 분석이 어떻게 원하는 비즈니

스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질

적인 방법론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성

공으로 향하는 핵심이다.

Q
경영진이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얻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Q Q

출처  Intelligent World: The State of the IoT,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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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리더들에게 자사의 데이터 활용을 돕는 IT, OT 및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행사가 해마다 열린다. 

바로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연례 프리미어 컨퍼런스인 ‘NEXT 2018’이다. 

데이터 주도 시대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다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히타치 밴타라의 업데이트된 솔루션과 전략도 엿볼 수 있어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데이터, 제대로 들여다보다

Connect+   Tech Trend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캘리

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NEXT 2018이 개

최되었다.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

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기업 및 전

문가들이 주목하는 이 행사는 히타치 밴타

라와 파트너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IT, OT, 

그리고 IoT에 존재하는 기업의 데이터가 미

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직접 경

험하는 자리였다.

NEXT 2018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

계적 사상가인 말콤 글래드웰, 그리고 혁신 

리더이자 미래지향적 CEO인 리사 보델 등 

주요 저명 인사들과 더불어, 히타치 그룹사 

및 고객 기업 임원들의 키노트(Keynote) 연

설이 이어졌다. 히타치 밴타라의 CEO 브라

이언 하우스홀더는 “오늘날 데이터 주도 경

제에서 디지털 전략 도입의 움직임에 뒤쳐

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자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히타치 밴타라는 기업들에게 신뢰

할 수 있는 솔루션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데

이터 전문 기업으로, 디지털 여정의 모든 단

계에서 데이터 저장, 정제, 작동 및 활용을 

통한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0개 이상의 브레이크아웃 세션과 하이라

이트 세션에서는 히타치 밴타라 및 파트너 

기업의 솔루션과 서비스가 자세히 소개되었

다. 히타치 밴타라는 NEXT 2018을 통해 고

객과 파트너 기업의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도울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분석 등 4가지 핵심 솔루션의 

향상된 기능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

에 새롭게 발표된 솔루션은 기업들의 클라

우드 이니셔티브 간소화 및 가속화를 돕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며, 비즈니스 

운용 효율화를 위해 IoT 및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NEXT 2018에서 인도의 안드리아프라데시 

주 정부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비즈니스 트

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사용자 경험 제고, 

데이터 기반 혁신, IoT 구현 등 실질적인 비

즈니스 성과를 낸 기관에게 수여하는 히타

치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안드

리아프라데시 주 정부는 NEXT 2018 참가

자와 일반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피

플스 초이스 어워드(People's Choice 

Award)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인도의 안드리아프라데시 주 정부는 ‘사람

이 우선’이라는 모토 아래 RTG(Real Time 

Governance)를 기반으로 약 5,000만의 시

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

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히타치의 지원을 

받은 RTG는 다양한 소스에서 취합되는 빅

데이터 셋을 분석해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즉각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기술과 

시민을 늘 중심에 두는 주 정책이 결합돼 

RTG는 안드리아프라데시 주 정부에 대대

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Solutions Showcase

General Session

히타치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 ‘People’s Choice’로 선정된 

인도의 안드리아프라데시 주 정부

브레이크아웃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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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효율화와 신규 매출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

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맞닥뜨리게 된다. 업

종과 제품을 떠나 데이터는 모든 기업에서 인적 자원 다음으로 중요

한 전략적 자산이다. 데이터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빅데이터 프로젝트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이는 생산되는 데이터

가 많은 조직일수록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데이터 분석과 AI(인공지능)는 매우 강력한 툴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 여부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관리 등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기업의 미래 혁신 의제뿐 아니라 재무 구조에도 중대

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다시 보자

엔터프라이즈가 데이터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심도 있는 점검을 

하기 전에 먼저 뒤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데

이터 통제권이 유실됐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은 처음부터 클라우드에 탑재된

다. 그리고 성능 극대화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보관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독점적인 데이터 서비스가 포함된 

호스팅 계약을 연장하도록 끊임없이 추가적인 혜택들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성숙될수록 기업 데이터는 점점 더 서비스 업체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데이터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떠나 다른 어

딘가에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다른 방식으

로 활용한다는 것은 복잡성만 더해지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비용 인상 혹은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 이들 서비스 

업체가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 다름없는 셈이다. 설령 업체를 변경하기로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계약 의무조항이나 복잡한 절차상 문제로 인해 2년 여가 소요될 수

도 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기업은 이미 클라우드의 이점을 충분히 활

용하고 있고, 강력한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데이터 소유권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더불어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데이터의 거버넌스, 분석 그리고 관

리를 핵심 우위에 두어야 한다. IoT 환경을 기반으로 폭증하는 데이

터와 클라우드 및 에지(Edge)로의 데이터 분산에 충분히 준비돼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핵심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1)

의 활용이 포함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은행권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점에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메타데이터다. 메타데이터를 통해 금융기관은 원하

는 정보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액세스하는 맵을 확보할 수 있다. 데이

터가 여러 서드파티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기업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실질적인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요청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더 강력

한 고객관계 구축으로 이어져 매출 향상을 꾀할 수 있다. 

IT를 경영진의 의제로 만들자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은 IT 조직을 비용 최적화를 위한 수

단으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바뀌고 있다. 앞서

나가는 CIO들이 IT 조직의 더 전략적인 역할을 고민하면서부터다. 

데이터 소유권과 액세스 보장을 위한 강력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개

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IT가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같은 신규 매

출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

가 기업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상품 생산,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도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업계는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조금 솔직해져 보자. 기업들 대부분은 디지털화의 진행 속도에 비해 

그 잠재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디지털화를 진

행하고 있는 기업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분석을 수행

하고 있는 기업은 겨우 5%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회는 아직 많

다. 특히 센서나 유사 디바이스를 통해 기업의 에지에서 취합된 데이

터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발굴해 분석하고 현실화하는 경우라면 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파일럿 프로젝트

를 시작하거나 관련 제품을 검토하기에 앞서,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인텔리전스 구현을 위한 엔진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 데이터 관

리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러한 전략 하에 디지털화를 가속

화해줄 벤더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매끄러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

이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경쟁업

체에 밀려나는 상황만은 피하기 바란다.

데이터 주도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관리 전략을 세우자
Writer Brian Householder / CEO, Hitachi Vantara

1) 메타데이터(Metadata):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해 부여되는 데이터

다. 속성정보라고도 한다. 

출처  How To Keep Control of Your Data and Unleash Its Power, 

 https://www.hitachivantara.com, 2018년 9월

Connect+   Tech Trend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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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center+   Tech Zoom In

Writer Tim Desai / Senior Product Marketing Manager, Hitachi Vantara

더욱 새로워진 HCP, 

혁신에 날개를 달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Hitachi Content Platform(이하 

HCP) 포트폴리오에 유용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고객

이 전통적인 IT와 최신 IT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이슈

와 니즈를 충분히 이해를 기반으로,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Datacenter+

Tech Zoom In  37
더욱 새로워진 HCP, 혁신에 날개를 달다

InnovativeTechnology  41
UCP가 더 강력해진 이유

4가지 핵심 인프라 기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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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center+   Tech Zoom In

HCP(Hitachi Content Platform)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상관 없이 클라우드 내에서 강력한 컴플라이언

스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에 강화된 기능들은 HCP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범위와 

수를 확대하고, 선제적인 데이터 보호와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등 다양

한 이점을 제공한다.

HCP Anywhere(HCP Anywhere Edge 출시)

HCP Anywhere는 HCP 클라우드 기반 파일 서비스를 원격지와 지점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

운 옵션으로 차세대 파일 서비스를 현실화한다. HCP Anywhere Edge에는 HCP에 대한 파일 데이터

를 효과적,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HCP Anywhere의 최첨단 파일 동기화 기술을 포함했다. 

폭넓은 기능을 갖춘 

HCP 포트폴리오

퍼블릭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강화 새롭게 추가된 S3 확장으로 S3 API를 통해 취합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유지와 삭제 권한 등 HCP 컴플라이언스 활용이 극대화된다.

데이터 보존성 강화 DoD 5015.02-STD –전자기록관리시스템, SEC17a 등 엄격한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반으로 Retention이 더 강력해졌다.

선 복제 후 티어링 강화된 티어링 자동화 기능으로 가용량은 최적화하고 비용은 낮추면서도 멀티 사이

트 전반에 대해 글로벌 데이터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

사이버 보안 리스크 보호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서드파티의 보안 심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며, 가장 최

신의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클라우드 호환성 업계 표준인 아마존 S3 클라우드 API가 추가되어 강력한 호환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들과 끊임없이 확장하는 ISV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도 지원이 가능하다. HCP는 

이제 선도적인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과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티어 1 스토리지에 저장

된 콘텐츠가 줄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유연한 배치 옵션 소프트웨어 형태와 어플라이언스 모델에 VMware vSAN 지원이 추가되어 가용성, 성

능, 신뢰성을 강화해주는 히타치 밴타라의 UCP(Unified Compute Platform) 등 하이퍼컨버지드 환경에

서도 운영할 수 있다.

클라우드 파일 서비스 HCP Anywhere Edge 파일 서비스는 원격 및 지점 사무실의 사용자 디바이스에 

HCP Anywhere의 혁신적인 동기화 기술을 제공하는 새로운 옵션이다. 새롭게 선보인 클라우드 스토리

지 게이트웨이 옵션은 고객의 데이터센터에 존재하는 HCP 기반의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며, 로컬 스토리지에는 활동 중인 데이터만 남겨두

므로 파일 서버를 필요한 크기로 유지 및 통합할 수 있다.

네이티브 윈도우 호환성 HCP Anywhere Edge 파일 서비스는 오버헤드 관리를 줄이고, MS 윈도우와 

SMB2와 3를 기본적으로 지원,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로의 통합, 업데이트, 테스팅 및 지원 과정에서 발

생하는 복잡성을 제거한다.

파일 데이터 보호 HCP Anywhere Edge는 전통적인 백업의 필요성을 없애는 한편, 사용자 실수로 인한 

문제 발생, 디바이스 중단,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간단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관리 

포인트 단일화를 통해 멀티 사용자와 에지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호화 관리가 간소화, 중앙화된다.

애플의 아이폰이 휴대폰, MP3 플레이어, 카메라 시장을 단숨에 초토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HCP가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와 협업 솔루션 시장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지점에 서 

있다고 확신한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동기화 및 공유, 게이트웨이, 분석은 각각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개별 

기술들이다. 그러나 이 기술들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통합된다면 새로운 시장에 적합한 완전

히 다른 솔루션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화하여 그 가치를 확대하고, 

데이터를 활성화 해 궁극적으로 신규 매출 창출과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개별 단위로 접근하면 전체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처럼 유기적인 단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인 벤더는 없었다. 히타치 

밴타라가 업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HCP 포트폴리오는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기반으로 특히 클라우드에서 거버넌스의 범위를 확

대한다. 또한 성능과 스케일을 확대해 클라우드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이 단일 플랫폼에서 여

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더욱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에지에서 동기화 기반 파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범

위가 넓어지고 파일 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이는 히타치 밴타라가 

그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고민 중 하나였다.

파괴적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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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향상

클라우드 최적화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유연한 배치 옵션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TCO 60% 절감

S3 호환성 강화

ISV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 확대

광범위한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 

기존 NAS 스토리지 대체

리스크 완화 

S3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과 컴플라이언스 확대

티어링 자동화 옵션 증가

원격 및 지점 파일 데이터의 

동기화를 통한 데이터 보호

랜섬웨어 등 최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 강화

향상된 데이터 분류, 보존, 

성능 모니터링

자동화, 
인텔리전스, 
데이터 보호로 
속도 향상 78%

생산성 가속화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센터에서 에지까지 

협업 촉진

네이티브 윈도우 지원으로 

관리 오버헤드 감소

관리 중앙화 및 자동화

모든 사무실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 가능

빠르고 정확한 엔터프라이즈 

검색, 데이터 품질 향상

검색, 콜라보레이션, 
향상된 
데이터 품질로
생산성 향상 30%

Hitachi Content Intelligence(Content Monitor 출시)

새롭게 선보인 HCI 옵션으로 오버헤드는 줄이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Hitachi Content Monitor로 기업은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을 대시보드로 통합 및 가시

화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깊은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신 HCP 포트폴리오 성능에 기반한 가치 향상 가능성은 이미 2,100여 고객 사이트에서 충분

히 입증됐다. 뿐만 아니라 ESG 분석가에 따르면 HCP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60% 이상의 총소유비용(TCO)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HCP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서비스로,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해 

중앙집중적인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한다. HCP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혁신이라는 여정에 들어

선 고객에게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데이터 가치 창출

출처  Accelerate Your Journey to Innovation with New HCP Capabilities, community.hitachivantara.com, 2018년 9월

1) 텔레메트리(Telemetry):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계측과 제어, 자동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 다중 HCP 클러스터부터 커스터마이징 된 대시보드에 이르기까지 시스

템 전반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한다.

텔레메트리1) 향상 더 나은 통찰력과 활성화를 위해 Hitachi Content Monitor가 더 많은 데이터를 취합

할 수 있도록 HCP 시그널링을 증가시킨다.

그림   최신 HCP 포트폴리오로 데이터 활용 극대화

60%
초기 투자 및 
운영비
절감

Datacenter+   Tech Zoom In Datacenter+   Innovative Technology

Writer  Hu Yoshida / CTO, Hitachi Vantara

UCP가 더 강력해진 이유
4가지 핵심 인프라 기술 탑재

지난 9월,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히타치 밴타라 ‘NEXT 2018’에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발표되

었다. 그 중 핵심을 꼽는다면 데이터센터 현대화에 걸맞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컨버지드와 하이

퍼컨버지드 포트폴리오일 것이다. 

NEXT 2018에서 발표된 많은 신기술 중 필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핵심 기술이 

있다. 바로 DS7000 스케일러블 서버, NVIDIA Tesla GPU, All-NVMe, 3D X 포인트 스토리지 메

모리가 그것이다.

히타치만의 특별한 아키텍처로 설계된 DS7000 스케일러블 서버

Hitachi Advanced Server DS7000 스케일러블 서버 시리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 있고 확장 또한 가능한 히타치만의 독특한 모듈식 아키텍처로 설계

되었다. 모듈 당 최대 56코어와 3TB 메모리를 제공하며, 인텔의 제온(Xeon) 스케일러블 프로세

서를 지원한다. 8소켓 DS7000 서버(DS7080)는 최대 224코어, 12TB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

다. 모두 다음 버전으로 매끄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모듈별 구성도 가능해 다양한 컴퓨팅과 스토리지 옵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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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7000 서버군은 컨버지드와 랙스케일 구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핵심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히타치 솔루션에 필요한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SAP HANA 플랫폼용 히타치 솔루션은 DS7000의 거대한 메모리 가용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용 히타

치 솔루션은 강력한 성능과 DS7000의 최대 I/O 가용량을 제공하므로 SLAs(Service Level 

Agreements)와 급변하는 워크로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다. 

Tesla GPU가 탑재된 Hitachi Advanced Server DS225

GPU는 원래 게임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대화된 데이터센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NVIDIA Tesla GPU가 탑재된 Hitachi Advanced Server DS225는 향상된 분석, 머

신러닝, CAD/CAE 및 전문 그래픽용으로 설계되었다.

GPU와 CPU는 작업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CPU는 순차적 프로세싱

에 최적화 되어 있고, 한 작업 내에서 하나의 과제를 처리할 때 성능이 극대화된다. 이와 달

리 GPU는 많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병렬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머

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 수많은 병렬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GPU가 

CPU보다 50배에서 최대 100배 정도 성능이 빠르다.

NVIDIA에 따르면 NVIDIA Tesla GPU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연구자들의 에너지 탐사

부터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 CPU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페

타바이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

다. Tesla 가속기는 더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마력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며, 가상 

데스크톱과 워크스테이션1)에 대해서도 최고의 성능과 사용자 밀집도를 제공한다.

NVIDIA가 탑재된 DS225는 히타치 UCP CI(Unified Compute Platform CI) 컨버지드 시

스템 및 히타치 UCP RS의 DS7000과 통합될 수 있어 다양한 환경, 활용 사례, 애플리케이

션을 처리할 수 있다. 

향상된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All-NVMe와 3D X포인트

히타치의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인 UCP HC 시리즈에는 로우 레이턴시(Low Latency) 1U 

폼팩터의 고집적 스토리지와 가용량을 제공하는 새로운 올플래시 NVMe UCP HC V124N

이 포함될 예정이다. 로우 레이턴시 1U 폼팩터에는 최대 80TB 가용량을 제공하는 NVMe 

SSD 12개를 탑재할 수 있다. 

UCP HC 시리즈는 관계형 DB, 실시간 분석, 주식 거래, 사기 탐지 및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IOPS와 최저 대기시간을 필요로 하는 고

객 수요에 맞게 설계되었다. All-NVMe 기반의 하이퍼컨버지드는 밀리세컨드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로 수십 만개의 IOPS를 제공하며, 더 높은 ROI로 대폭 향상된 성능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기존 올플래시 기반의 UCP HC 시리즈와 비교하면, IOPS 성능은 3배, 로우 레이턴시는 4배가 

더 향상되었다. 히타치와 인텔의 엔지니어링팀은 실제 제품이 작동할 때 최적의 성능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동안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고속 PCL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버스의 SSD 간 데이터 전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된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겸 스토리지 프로토콜이다. 

NVMe NAND SSD는 그동안 히타치 UCP 시리즈에서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최신 업그레이드는 NAND SSD 기술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SSD이며, 인텔의 3D X포인트 

기술은 NAND SSD와 DRAM 성능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류의 SSD이다. 3D X포인

트의 NAND 플래시 레이턴시는 1/1000(또는 DRAM 레이턴시의 약 10배) 수준, DRAM 집적

도는 10배에 달한다. 가격은 NAND SSD보다 높고 DRAM보다 낮아 성능 향상을 위한 NAND 

SSD와 DRAM 간 캐시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UCP Technology enhancements: DS7000 Series Scalable Servers, NVIDIA Tesla GPUs, All NVMe, 

 and 3D XPOINT Memory Storage, community.hitachivantara.com, 2018년 10월

1)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 개인이나 적은 인원수

의 사람들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

성능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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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HC, 꼼꼼히 들여다보자!

UCP HC V225G

고성능 NVIDIA GPU 탑재 하이퍼컨버지드

 고성능 NVIDIA GPU가 탑재된 UCP HC V225G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은 머신러닝과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고성능 연산처리에 최적화 되어 

있다. 특히 GPU 병렬 컴퓨팅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얻

음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

 

UCP HC V125N

업계 최초 All-NVMe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All-NVMe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으로, 최신의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Skylake)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3D NAND NVMe 기술을 

기반으로 한 Intel Optane NVMe가 장착되어 있어, 고성능과 고효율

성을 제공할 수 있다.

 

효율적 병렬처리

기존의 CPU 성능을 지닌 인프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

이트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GPU 기반의 

UCP HC V225G는 수 천 개의 코어를 통한 효율적 병렬처리로 대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머신러닝 & AI 구현 최적화

머신러닝과 AI(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 데 최적

화 되어 있으며, 기업·연구·교육·의료분야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성능집약적 하이퍼컨버지드

기존 하이퍼컨버지드에 GPU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적은 수의 서버

만으로도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업

무 대비 필요한 서버 수가 줄어들어 상면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며,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올플래시 대비 성능 극대화

NVMe 디스크는 SSD 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아 선택

하는 데 고민이 따른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보자. TCO 

대비 성능은 NVMe 디스크 기반의 All-NVMe 모델이 SSD 기반의 

올플래시보다 훨씬 뛰어나다.

고속 데이터 접근으로 IOPS 3배 상승

All-NVMe 기반이므로 기존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대비 IOPS를 

3배 이상 개선할 수 있다. 

확연한 레이턴시 개선

NVMe 디스크는 구조상 HDD, SSD에 비해 레이턴시가 최대 4배까

지 감소한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이동이 원활하며, 디스

크 액세스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병목현상 역시 제거할 수 있다.

그림   GPU 서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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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RC나 자동차 등을 조종하는 데 관심이 많지요. 그런 측면에

서 저는 드론을 조종합니다. 2년 전쯤, 호기심으로 저가형 드론을 구매

해서 이것저것 만져보니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걸로 익숙해질 때까

지 연습한 후 기종을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의 드론을 구매하게 되었죠. 

드론을 띄워서 찍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고 재미있었고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평면적인 데 비해 드론은 위에

서 찍으니 입체감이 훨씬 두드러져요. 요즘 드론은 워낙 좋아져서 사물 

인식까지 가능하니 진화된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취미

가 되었죠. 저는 같은 팀 동료에게서 처음 접했어요. 먼저 시작한 건 그 

친구지만, 지금은 제가 더 자주 활용하고 있죠.

드론을 구매할 때 고려사항 1순위는 휴대성이었어요. 항상 가방에 넣어 

놓았다가 ‘여기 괜찮다’싶으면 바로 꺼내서 띄우죠. 핸드폰으로도 연결

되니, 화면 보면서 조종하고 또 실시간 저장이 되고. 특히 태블릿으로 

연결해 큰 화면으로 보면 느낌이 확연히 다르고요. 

처음엔 단순히 촬영만 하다가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해 여러 방법으로 편

집하고 배경음악까지 삽입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조종하는 방법부

터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실습하고, 게다가 영상 편집까지 알아가니 이

보다 재미있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간 드론을 갖고 다니며 여기 저기 많이 촬영해봤어요. 주말이면 동네 

뒷산에서 연습하고, 교외로 나갈 때도 항상 가져가고요. 특히 처갓집이 

영흥도인데, 섬이라 풍경이 아주 좋아요. 그 곳에서 연습도 하고 가족 영

상을 많이 남기는데, 사진보다 기록으로 남기기엔 더욱 좋습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높은 건물이 많아서 촬영에 한계가 

있어요. 드론은 통신에 장애나 간섭이 생기면 작동이 잘 안되는데, 

서울은 그런 점에선 촬영하기 좋은 장소는 아니죠. 외곽으로만 나가

도 촬영할 곳이 다양합니다. 물론 등산하며 산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산은 드론이 내려앉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나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커요. 널찍하고 높은 건물이 없는 곳이 최적인데, 국내

에서는 강원도나 제주도가 아주 촬영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드론에 재미를 붙이면서 두 가지를 겸하니 정

말 최고입니다. 저의 또 다른 취미가 스쿠버다이빙이에요. 해외로 

다이빙을 갈 때면 드론을 어김없이 챙기죠. 해외의 경치와 바다는 

또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해외에 가면 국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런 곳에서 여유롭게 즐

기며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드론 촬영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풍경이 아름다운 해외여행을 다니며 주변을 둘러

보면 촬영하고 싶은 욕구는 마구 솟는데 여건이 안되니 너무 아쉽더

라고요. 언젠가는 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공에서 만끽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드론을 취미로 즐긴 지 2년 남짓 지나니, 재미 삼아 하는 취미활동에 

욕심이 생기네요. 바로 산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이죠. 조금 더 노련해

지면 자격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스킨스쿠버도 한두 번 해보고 재

미 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자격증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즐겼지요. 

드론은 알아갈수록 더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여행과 드론 촬영으로 스

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녀와서도 직접 제작한 영상 보면 즐거움이 배

가 되고요. 취미 덕분에 저의 주말이 풍족해졌다고 할까요? 조만간 상

위 기종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취미라 해도 장비의 퀄리티

는 중요하니까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쉼’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기력하게 늘어지는 쉼을 택할 것인가, 활력 넘치는 즐거운 쉼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삶의 질에는 분명 다름이 존재할 것이다.

활동적인 쉼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HIS 2인을 만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POWER UP! 
어렵지 않아요

나만의 영상 제작까지 가능한 
맞춤형 취미죠!
박기덕 팀장 / 통신제조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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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스포츠를 좋아하긴 했어요. 활동적인 스포츠를 찾다가 올해 

초 집 근처에 볼링장이 있어서 가본 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처음 소감은 ‘생각보다 재미있네’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링장에 자주 다니게 되었죠. 

볼링을 제대로 시작한 건 올 5월부터에요. 볼링계에서 ‘제대로’ 시

작했다는 의미는 나만의 공이 생기면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볼링

장에 있는 하우스볼이 아닌, 내 손가락의 규격에 맞게 제작한 나만

의 공(마이볼)으로 하는 거죠.

3월쯤 볼링장 내에 있는 클럽에 들게 되었어요. 그땐 하우스볼로 

경기했는데, 하우스볼은 안에 추가 없어서 스핀이 제대로 들어가

지 않다 보니 실력이 늘지 않는 느낌이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공을 맞추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맞으니 하우스볼보다 파운드

를 훨씬 무겁게 들어도 가벼운 느낌이고 기술도 꽤 늘었어요. 

초반에는 오로지 재미있어서 볼링장에 주 6일을 출석했을 정도에

요. 연습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클럽 사람들과 함께 경기하면 경쟁

심이 생겨서 재미있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보통 6명 정도 모이면 

가볍게 경기하는데, 한 번 하면 2시간 안에 6게임 정도 해요. 많게

는 10게임까지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어요. 아무래도 무게중

심이 한 쪽으로 쏠리는 운동이라 다리나 골반이 아파서 점점 횟수

를 줄여 요새는 주 3회 정도 볼링을 치곤 합니다. 

볼링공의 수명은 꽤 짧은 편이에요. 평균 100게임 정도 하면 볼링

공이 레인의 기름을 흡수해서 스핀이 안 먹히는 상태가 되어버리

죠. 볼 전체에 기름을 빼는 작업을 하고도 30게임 정도 하고 나면 

공을 다시 바꿔줘야 해요. 볼링공에도 등급이 있는데, 자주 즐기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등급인 하이볼을 많이 사용합니다. 20만 원대 

후반의 공을 제작하면 평균 4개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취미

가 되었든 장비가 큰 몫을 합니다.

볼링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라 좋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운

동인 만큼 연령대 관계없이 금새 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는 게 큰 장점이고요. 퇴근 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운

동은 한정되어 있는데, 볼링은 그런 면에선 최적의 스포츠죠.

가끔 볼링장 내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참석해보니 역시 욕심이 생

기네요. 제가 키도 크고 힘도 좋은 편이라 주변 권유도 받아봤는데, 

제 목표는 내년 초쯤 볼링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거

에요. 그후 더 연습하고 기회가 되면 프로에도 도전해보고요. 프로 

입단 테스트는 상당한 체력과 실력이 필요해요.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즐기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떤 취미든 본인이 즐겁게 하면 활력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취하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활동량

이 적었죠. 그런데 볼링을 접하면서부터 스스로 밝아지는 걸 느껴

요. 볼링공이 핀에 맞는 소리, 그리고 핀이 쓰러지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짜릿한 기분이 들어요. 기술을 구사

했을 때 원하는 코스에 맞아 떨어지면 희열도 생기니 저에겐 이만

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려 함께 운동하니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까지 증진되니 업무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운동이 되었든 다른 취미활동이 되었든 무언가를 진정

으로 즐긴다면 삶의 재미는 따 놓은 당상이죠!

호기심으로 시작해 
프로 테스트까지 꿈 꾸게 되었어요

권윤영 대리 / S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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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호 

30일 무료 체험 

이벤트 실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지난 9월부터 통

합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플랫폼 ‘펜타호

(Pentaho)’의 30일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

고 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펜타호는 GUI 기반

의 손쉬운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및 통합부터 

오픈소스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 구축, 

예측 및 모델 업그레이드 및 시각화 기능을 통

합한 플랫폼이다. 특히 모든 소스의 데이터 통

합 및 분석 자동화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인간 및 

기계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첩한 인사

이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하다.

펜타호는 전 세계 1,800여 고객들을 확보했으

며, 한국에서 HIS는 펜타호를 포함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포털, 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레퍼런스를 보유하며 그 영역을 확장 중

이다. 이번 체험용 제품은 히타치 밴타라 홈페

이지(www.hitachivantara.com)에서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산·경남지역 고객 대상 

‘데이터센터 현대화’ 

컨퍼런스 개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지난 10월 23일 

창원에서 ‘데이터센터 현대화(Datacenter 

Modernization)’를 주제로 100여 명의 고객사 

및 파트너사 대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IT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특히 민첩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현하려

는 IT 업계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과 함께 

스마트 관제 영상 시스템과 하이퍼컨버지드, 클

라우드,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 등 4가지 세션

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HIS는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와 관련한 주제에서 IT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알맞은 구축 가

이드라인 제시했다. 또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

스템 시장 현황 및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 

분석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디

지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요건

과 함께 IoT(사물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솔루션

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What’s New

국내 최초 스마트팜 

구축 지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양계인’, ‘리

얼허브’ 등 영상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업계 

선도 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체리부

로에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했다. 

HIS는 농림부의 ‘농가 대상 방역 인프라 설

치’ 지원 대상 기업인 ‘체리부로’가 ‘양계인’

과 함께 위탁 양계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및 전반적인 사육환경 관리를 위

해 구축 진행한 스마트팜 영상관제 및 분석 

플랫폼 구축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체리부로는 해마다 발생하는 AI를 예방하

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의 통합지원

센터에서 250여 협력 양계 농가를 통합 관

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단일 시스템 내에서 영상 저장, 표

출, 인식 및 감시 등 다양한 기능 수행 여부

를 평가한 결과 통합영상관제 시스템 부문

에서 성공적 구축 경험이 풍부한 HIS를 선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기반이 되

는 HVMP(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가상화 솔루션을 통합한 영상 플랫폼으로, 

CCTV 채널 수 천 개의 영상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을 비롯해 자동 페일오

버 기능을 통한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 및 분석 자동화

간편한 100% GUI 환경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

맞춤형 대시보드 및 

기존 플랫폼과의 연동

머신러닝으로 빅데이터의 내일을 밝히다

Pentaho는 데이터 수집, 블렌딩, 분석 모형 구축 및 업데이트, 시각화 등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한 단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업 내 모든 사용자들이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동)    TEL 02-510-0300(代)   FAX 02-547-9998   www.his21.co.krⅠblog.hi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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