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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과 2016년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다.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체스 챔피온과 세계 1위 바둑기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의 대결에서 패한 것이다. 

두 사건은 영화나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사물을 더욱 스마트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며 운영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IT 인프라 업계도 인공지능 덕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미래의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을 담다

D A T A C E N T E R 

N E X T

Cover Story CEO Message

전문성에 혁신을 더한 

솔루션으로

고객의 경쟁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푸른 여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은 1년 중 가장 많은 꽃이 피는 계절인 동시에 ‘일

을 하는 계절’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농경 생활이 중

심이었던 시대에 ‘여름의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이지만, 늘 치열한 전장에 선 오늘의 

기업들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한창 일하는 이 계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도 엔터프라이즈 IT 전문 벤더로서 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센터 현대화를 앞

당길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지 솔루션 포트폴리오 발표는 업계 최초로 스토리지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이라는 정의가 일반적입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복잡해지고 시스템 중단 또는 데이터 손실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IT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는 예측 분석 및 자동

화 기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핵심 역량은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자부합니다. 데이터의 중요

성과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을 더한 솔루션으로 

고객 여러분의 경쟁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2018년 여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정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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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현대화는 서비스 수준 목표에 도달하고, 운영 오버헤드는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예측과 진단을 거쳐 자동화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고객 경험

과 운영 효율성이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데이터센터 관리자가 전략적인 비즈니스 성

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이 된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업무 지원 혹은 노후화된 장비 해체 

등의 변화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파일’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그 적절한 

시점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에는 인프라 구매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 안정

성 또는 리소스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복잡

성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은 시장 대응력 향상, IT 인프라 관리 및 운영 최적화,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 IT 직원들의 성과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얻은 IT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IT 인프라를 매끄럽고 완벽

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이터센터를 상상해보라. 그 상상의 끝에는 데이터센터의 효

율성, 생산성 및 가용량 극대화가 있을 것이다. 관리자는 새로운 인프라 도입을 계획하거나 

데이터센터를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 

히타치 밴타라 엔지니어링 및 제품 매니지먼트 부문의 수석 부사장인 리치 로저스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더 이

상 데이터센터 관리자가 한밤중의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깨어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

이란 의미다. 더불어 그는 “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음성 기술을 통해 언제라

도 데이터센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IT 인프라는 독자적으로 배치 및 관리될 것이다. 그는 “데이터센터 관리의 측면에서 담

당자가 할 일은 새로운 컴퓨팅 노드와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춰놓는 것뿐이다. 로봇공학이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제로 다운타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자동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제로 다운타임을 목표로 

IT 관리 서비스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IT 인프라가 점차 복잡해지고 기업의 필수 요소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리소스 집약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

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중단이 발생한 이후에야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리소스를 투입하

는 일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급증하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센터 구성요소

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네기 멜론 테퍼 비즈니스 스쿨(Tepper 

School of Business)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부교수 파람 비르 싱은 “취합된 데이터는 고도

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도 처음에는 최신 기술로 무장한 첨단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비즈니스는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 수,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도 끊임없이 증가한

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효율성은 사라지고,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리스크

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데이터센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복잡성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

공지능이다. 

P A R T

01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통합의 시작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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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나 이상징후를 분석해 

데이터센터 관리자에게 통지한다.”고 언급했다.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을 통합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동화 전략을 정의하고 구현하

는 것이다. 그 다음은 첫 활용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책 기반의 시스템 운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을 먼저 시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인프

라 운영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시간 소요가 많은 반복적인 IT 업무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를 처음 적용할 때 가장 적합

하며 이상적인 분야다. IT 자동화 및 통합 플랫폼 개발업체 아예후(Ayehu)의 공동 창업자 

겸 CEO 개비 니즈리는 “서버 재시동, 디스크 공간 복원, 패스워드 재설정 등의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을 즉각 적용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또한 데이터센터 내 IT 

컴플라이언스 보장, 모든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정책 관리 통합 등에 사용되는 사례도 많

다.”고 조언했다. 

자동화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 중 하나는 무언가를 빨리 처리해야 할 때다. 쥬니퍼 네트

웍스 엔지니어링 부사장 수미트 싱은 “각 기업의 문제해결 워크플로우를 파악하고 있어야 

자동화의 결과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동시에 타겟팅하는 것도 중

요하다. 그래야 데이터센터 프로세스 자동화의 성과를 극대화 수 있다.”고 조언했다.

히타치 밴타라,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용 인공지능 SW 출시

스토리지 업계는 최근 히타치 밴타라가 제시한 인공지능으로 또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히타치 밴타라의 수석 부사장인 이리 트라샨스키는 “스토리지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텔리

전스는 인프라 도입 계획을 수립하거나 문제 상황을 예측하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범위에

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성능 관리가 이 범주

에 들어간다. 히타치 밴타라의 IoT 플랫폼인 루마다(Lumada)는 이미 AI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향후 히타치 그룹 전체에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히타치 밴타라는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IT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새로

운 고성능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설치되는 데이터센터 로

봇처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스토리지의 설치, 관리 및 유지 영역에 적용된 것이다. 이리 

트라샨스키 부사장은 “전 세계 비즈니스 및 IT 리더들이 자사의 대규모 데이터 관리 및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예측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히타치는 인공지능 운영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

켰다.”고 강조했다.

Cover Story 

수많은 IT 시장조사기관들이 전통적인 스토리지의 자리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하이퍼컨버지

드 기반의 SAN 스토리지가 대체할 것이며,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

견했다. 그리고 그 예견은 적중했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

려 60%의 성장세를 보이며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기반의 신생 올플래시 스토리지 업체가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기존 스토리지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리드

해 나갔다. 일면 그들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 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정작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전통적인 스토리지 업체였다. 

2017년 시장점유율을 보더라도 기존의 스토리지 전문 벤더 3개사가 80%나 차지하고 있다. 

P A R T

02 
데이터센터 현대화, 

인공지능 스토리지로 앞당기다

스토리지 진화의 시작 ‘Hitachi VSP’

Writer 권필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솔루션사업팀 수석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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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이터 저장 기술이 데이터 처리보다 더 민감한 기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트랜잭션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실행하면 된다. 물론 업무 지연으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이슈로 직결된다. 가령 

911 테러 이후 전산시스템 복구에 4일 이상 소요된 기업의 90%는 폐업하고 말았다. 그들이 

폐업에 이른 것은 서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데이터를 제때 복구하지 못했거나, 아예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스토리지 도입 과정에서 안정성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플래시 스토리

지는 더 빨라진 만큼 더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반의 올플래시 

기업들이 내놓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어떠했는가? 그들이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불안정한 

펌웨어로 인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복구 기능이 아예 없

는 제품도 있었다. 결국 시장조사기관들의 예측대로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세상이 되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여전히 전통적인 스토리지 전문 벤더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다.

최근 들어 비용 절감과 IT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구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클라우드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정의’를 외치며 범용 서버만으로도 

기존 스토리지보다 더 유연하고 강력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

게 보면 불과 몇 년 전의 올플래시 시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번엔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우선 그들이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제시하는 솔루션들의 대

부분은 시장 검증 기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많은 기능들이 아직 업데이트 과정에 있고, 이 또

한 검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수십 년 동안 스토리지만을 연구하고 만들어 온 

전문 벤더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되물을 필요도 없이, 실제로 오픈스택이나 가상화 소

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를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적용하려는 고객은 드물다는 것이 많

은 것들을 설명해준다.

데이터센터 현대화를 위한 스토리지의 조건 

현재 클라우드의 민첩함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컨테이너(Container)’가 각광 받고 있다.

컨테이너는 클라우드와 같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최소의 용량으로 구동되고 배포와 실

행이 손쉬운 차세대 가상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에서는 운영

체제(이하 OS)를 포함해 서버를 통째로 가상화해 관리한다. 반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OS의 커널과 애플리케이션만 가상화 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서버 메모리 리소스 사용

을 최소화하고 수 초 단위의 쉬운 기동과 폐쇄가 가능한 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이다(그림 1). 

기존 가상 머신에서는 특정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를 다른 서버로 이동할 경우 저장했던 데이

터가 손실되고 새롭게 기동되어야 했기 때문에, 웹 서버와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변경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하는 경우, 가상 머신 대신 컨테이너를 도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클러스터 상에서 

컨테이너 서비스 이미지가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로 이동하더라도 사용 중인 볼륨을 지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에서 사용되는 클러스터 기술을 반영

한 스토리지 볼륨 테이크 오버(Take-over) 기능이나 복제 볼륨 마운트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도커(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이 자동으로 관리하며,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툴(Docker Swarm, Kubernetes 등)을 통해 이를 전체 클러스터에 걸쳐서 관리할 

수 있다.

히타치 밴타라의 올플래시 및 하이브리드 플래시 스토리지 Hitachi VSP는 이러한 툴에 플러

그인 형태로 손쉽게 연동된다(그림 2).1) 

각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플러그인(Plug-in)을 통해 스토리지 볼륨을 생성하고 복제할 수 있

다. 생성과 소멸이 빈번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서비스가 동적으로 볼륨을 생성 및 할당 받을 

수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에 이동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볼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내부 혹은 원격 복제나 스냅샷에서 생성된 스토리지의 복제 볼륨을 

자동으로 마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발 혹은 테스트 환경이나 재해복구 환경을 자동

화할 수 있다. 

올 5월에 새롭게 추가된 VSP 라인업에서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컨테이너를 최대 6만 개 이상 

그리고 17PB까지 생성할 수 있어, 민첩하고 확장이 용이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100% 데이터 가용성 보증을 통해 컨테이너에 생성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여, 엔

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해낸다. 

민첩한 데이터 인프라 (Agile Data Infrastructure)고려사항 1

그림 1   가상 머신 vs. 컨테이너

1) Hitachi Storage Plug-in for Containers(HSPC)가 제

공하는 기능

운영체제 커널만 

가상화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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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Gartner)는 데이터센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와 함께, 인프라의 자동화는 

클라우드의 민첩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와 같이 가상화 

공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물리 리소스와 가상화 리소스 간의 관계

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동화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VSP 라인업에서는 자동화 된 IT 분석을 제공한다.2) 특히 가장 중요한 ‘성능 

병목점 사전 판단’과 ‘조치 방법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

지능 기능을 탑재하여 동적인 성능 예측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존 IT 인프라에서는 각 기업의 담당자가 성능의 병목을 미리 인지해 대비하거나, SLA 조건

에 따라 정적 임계치(Static Threshold)를 설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가상화 공유 인

프라 구조에서 어떤 요소에 임계치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진화한 Hitachi VSP는 머신러닝을 통해 동적 임계치(Dynamic Threshold)를 설정해 

성능 병목이 생기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상 증상을 통보해 준다(그림 3).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또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그림 4). 진화한 Hitachi 

VSP는 기본 탑재된 인공지능을 통해 과거의 성능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성능 트렌드

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IT 담당자들은 리소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

치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소스 계획은 상당히 중요하다. 머신러닝에 따른 정확

한 예측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리소스 투자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Hitachi VSP는 IT 분석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자동화한다. 시장조사기관 

451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스토리지의 장애 원인 중 40%가 휴먼 에러 즉,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공유 리소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한 번의 조작 실수

가 전체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IT 분석으로 얻어 낸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실

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의 자동화 툴이 있어야만 완벽한 

IT 자동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Hitachi VSP는 이를 어드밴스드 패키지

(Advanced Package)에 기본 제공함으로써 IT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3)

물론 IT 분석 자동화에서 대응 조치 자동화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매끄럽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 리소스 환경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볼륨의 리소스 사용률이 증가해 전체 인프라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볼륨을 찾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볼륨에 대한 IO 컨트롤 즉, Upper 

Limit을 설정해 성능을 제한하는 QoS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리소스 환경의 QoS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정의된 서비스 템플릿에 따라 애플리케이

션 관점에 프로비저닝을 할 수도 있다. Puppet과 같은 다양한 외부의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Rest API를 연동해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해당 가상 디스크를 추가 생성하는 작업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수 있다.

스토리지에서 인공지능을 말하다

비용 효율화와 민첩한 IT 환경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점이다. 

IT 시장에는 이미 다양한 구현 기술들이 존재한다.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

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떠

안아야 할 리스크가 작지 않다.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Hitachi VSP 라인업은 기존 히타치 스토리지와 같이 100% 데이터 가용성

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완벽

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지원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민첩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현대화를 앞당기도록 도와주는 업계 유일의 인공지능 스토리지 솔루션이다. 또

한 플래시 처리 알고리즘을 한층 개선해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의 IOPS와 향상된 응답 성능

을 제공하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IT 분석과 조치를 자동화한다.

향후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스토리지가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자동으로 장애 복구를 

실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가 치유(Self-healing)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

로써 고객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IT 관리 업무로부터 해방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스

마트 데이터 센터의 기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AI Operation)고려사항 2

2) Hitachi VSP에 기본 탑재된 Hitachi Infrastructure 

Analytics Advisor(HIAA)의 기능

3) 히타치 밴타라의 스토리지 자동화 툴인 Hitachi 

Automation Director(HAD)를 가리킴

그림 3   동적 임계치를 활용한 리소스 모니터링

그림 4   HIAA의 Predictive Analytics 

 분석 예시 화면

정적 임계치(Static Threshold) 동적 임계치(Dynamic Threshold)

예측 가능한 성능 패턴에 따라 사용자가 

임계치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활용 사례 : 하드웨어 제공하거나, 

SLO 기준(예: Gold, Silver)에 따른 임계치

기준이 명확할 경우

리소스의 성능에 따라 머신러닝에 

업데이트 되어 계산된 값

활용 사례 : 임계치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 

비정상적인 성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전에 조치를 취하기 원하는 경우

정적 임계치 따른 모니터링 이미지 동적 임계치 따른 모니터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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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15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품질 관리로 경쟁 우위를 선점하라

Infographic  30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oT 활용법 4가지

Case Study  20
UHD 방송 무장애 송출 위한 SBS의 이유 있는 선택

- Hitachi VSP F600 3대 도입 

 국내 방송국 최초 올플래시 기반 송출 인프라 구축

Focus  24
성공 기업에게 배우다

IoT 설계부터 실행까지

Transformation+   Feature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품질의 데이터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

거나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우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이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데이터

를 좋은 데이터라고 정의하며, IT 인프라에 필요한 시간과 투자는 어떻게 만들어 낼지, 데이터가 

끊임 없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적절

한 데이터 정제1)’를 거친 고품질 데이터의 전제조건은 ‘정확한 분석’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품질 관리로 경쟁 우위를 선점하라

1) 데이터 정제(Data Hygiene):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

하기 위한 원칙 및 실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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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시스템을 고려하

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유형과 

소스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연속성이다. 다음의 4가지 사항은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생산성과 데이터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

들이다.

        조직 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라

데이터는 조직 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는 기업 내 데이터를 전체

적으로 조망할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 바로 데이

터의 품질이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소스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데

이터 유형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를 늘 준비된 상태로 프로파일링하라

데이터 완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의하고 연계하

는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완전성의 전제조건은 특정 데이터가 최신 버

전이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데이터 정

확성에서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수

행되어야 파일명을 통해 알 수 있는 데이터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라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는 품질이 보장된 데이터를 가치 있

고 연관성 있는 비즈니스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데이터는 본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정

화, 표준화, 확대 기술을 거쳐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더 유용한 정보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데이터 시큐리티를 보장하라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장 정확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의 역

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업 보안 서비스와의 통합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가 더 

세분화된 단위로 관리, 통제돼야 하는 상황까지도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의 

4가지 필수 요소

1

2

3

4

다음은 데이터 정제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와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요

건, 그리고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Hitachi Content Intelligence에 대해 구

체적으로 알아본다.

        프로파일링으로 데이터 가치를 결정하라

데이터 품질이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 가능한 올바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프로파일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품질 요

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데이터가 완전성과 정확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파악하

는 초기 단계다. 이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셋을 점검하고, 데이터의 향후 사용 방식과 사용 목

적을 정의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라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잠깐 사용 후 바로 폐기되는 

데이터가 있는 반면,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한 데이터도 존재한다. 기업 데이터의 대부분은 일

정 기간 동안 보관이 필요한 레거시 데이터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의 부재는 곧 통제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데이터 정제는 단계가 아닌 여정임을 명시하라

데이터는 비즈니스 실행 방식을 바꿔주는 툴이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향상은 일회성 프로젝

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자를 지정해 데이터 소스 및 프로

세스와 관련된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접근방식

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데이터 품질 결과물을 감독하고 커뮤니케이

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P-해킹(P-hacking)’을 경계하라

P-해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데

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데이터의 출처,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연관성, 비즈니스 관련성 등을 파악하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실행에 옮길 때 더 높은 정확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데이터 투자를 통해 조직을 선도하라

데이터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므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데이터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신선도 유지와 적절한 수준의 정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

터 품질 관리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 신뢰성, 완

전성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정제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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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데이터 보안 강화

민원인의 정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조사

를 완벽하고 빠르게 수행한다. 수십억 

개에 달하는 정부 기록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전자화된 모든 

기밀 문서는 공유가 금지된다.

국제 규제 준수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무결성 보호

국제 교역 관련 데이터가 무역 규제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검증한

다. 개별 액세스와 조직 내 데이터 검색

을 통해 법적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민

감도를 단순화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

다. 또한 정책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수

정 또는 삭제를 방지한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문서 검색, 

법률 담당자 업무 능력 향상

법률 담당 직원들이 사건별 자료에 액세

스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문서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상품, 특허, 상표 등과 관련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 문서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고객과 금융사 간 커뮤니케이션 증가, 

고객 이해도 향상

문서와 기록을 통해 지불 카드 정보를 즉

각 찾아낼 수 있어 지불 카드와 관련된 

보안 수준을 적절히 유지 가능하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다중 소스 검색을 

지원하므로 고객은 자신의 금융 기록, 온

라인 검색, 분석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규제 준수 지원, 

환자 의료 클레임 이해도 향상

공유 콘텐츠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찾

아내 삭제하며, 클레임이 발생하기 전

에 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분석한다. 전자의료기록 시

스템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환자에 

대한 완벽한 의료 기록을 기반으로 트

렌드를 체크한다.

데이터 주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경험 향상

모든 고객 정보를 즉각 찾아낼 수 있어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 삭

제가 가능하며, 소매업체가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추적, 고객 구매 성향과 소비 

습관을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 실행, 고객 만족도 향상

고객 지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빨라져 통신 업체들의 경

쟁력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를 공유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검열과 수

정이 가능해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 보장 지원

정보 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개

인정보를 즉시 찾아내 파기한다. 규제 준

수와 데이터 품질이 향상돼 모든 콘텐츠

에 대해 간편한 검색과 감사가 가능하다.

Hitachi Content Intelligence 산업별 적용 사례

출처  How Hitachi Content Intelligence Makes Key Industries Smarter,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3월

정부

컴플라이언스

법률 회사

금융 서비스

의료 및 보험

유통 

통신 

출판 및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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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데이터에서 신속하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기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 HCI는 데이터의 위치나 형태와는 상관 없이 기업 내 모든 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CI는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데이터를 준비

시킨다.

또한 기업의 데이터 보관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 내 모든 데이터가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

춘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 된 데이터 구조로 중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데이터를 한 지점

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결집 및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운영 효율성 향상, 고객 경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은 궁극적으로 균형에 관한 것이다. 100%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기정 사실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HCI가 정답일 것이다.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Hitachi Content Intelligence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지원하는 HCI

출처  Why Data Quality is Essential for Content Analytics,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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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무장애 송출 위한 

SBS의 이유 있는 선택

Hitachi VSP F600 3대 도입 

국내 방송국 최초 올플래시 기반 송출 인프라 구축

1990년 8월 민간상업 방송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1월 서

울방송(SBS)으로 출발한 SBS. 민영방송사 중 유일하게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지상파 TV 방송사

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사명을 (주)SBS로 변경한 이래 자회사인 SBSi 설립, 일산G스튜디오 준공(2003년), 목

동으로 사옥 이전(2004년) 등 지난 28여 년 잇단 변신을 시도해왔다. 탄탄한 IT 인프라를 바탕

으로 ‘성공’이라는 방점을 찍은 도전의 역사도 많다. 2001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본 방송을 실시

했으며, 2003년에는 방송 제작 환경을 디지털화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3년에

는 지상파 세계 최초 3D 광고 정규 프로그램 방송을, 2014년에는 지상파 세계 최초 월드컵 축구 

UHD TV 생중계 실험방송을 실시하는 등 혁신의 연속이었다.

고품질과 안정성 높은 UHD 프로그램 송출 위한 새 도전

'꿈의 화질‘로 일컬어지는 UHD(Ultra High Density) 방송 시대를 맞아 SBS의 남다른 도전은 한

층 빛을 발했다. 지난 2015년 말 지상파 최초로 UHD 방송 전용 제작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안

정적인 송출 인프라마저 완벽하게 구축한 것. 제작 시스템에 이어 송출 인프라마저 올플래시 스

토리지를 핵심 장비로 도입한 것은 한발 앞선 SBS의 ‘기술 우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에 충

분했다. 

SBS가 송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장비로 올플래시 스토리지 교체를 확정한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부터 실시간 방송 송출을 위한 공유 기반 스토리지로 E사의 하드디스

크 기반 스토리지를 도입해 운영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프로그램 송출 중 장애가 났다.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송출은 프로그램 제작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업무다. 자

연재해나 정전 등 어떤 사고에도 시청자들에게 중단 없는 방송을 내보내야 하기에 신경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TV 광고 판매가 방송국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간대

와 상관없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스토리지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자!

문제의 원인은 스토리지로 밝혀졌다. SBS 경영본부 인프라관리팀 박인욱 매니저는 “스토리지

에 저장된 방송 데이터를 송출 서버가 읽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생겨 화면이 멈추거나 블랙 영상

이 나가는 경우였다.”고 전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015년 말 ‘송출 안정화를 위한 스토리

지 개선’을 위해 TFT를 구성해 기존 스토리지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개선 작업과 함께 속도 면

에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올플래시 스토리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HD(High Definition) 영상에 비해 최소 8배에서 많게는 35배나 많은 UHD 방송 데이터를 송출

할 수 있는 스토리지 인프라를 이 기회에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결

국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모든 업종에서 대세가 된 올플래시 스토리지로의 교체가 확정됐다. 

박인욱 매니저는 “방송 환경 특성상 장애는 바로 방송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권보다 오

히려 서비스 안정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속도와 안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설립연도  

1990년 

업종  

지상파 방송국

적용 솔루션    

히타치 VSP F600 3대

소프트웨어  

SVOS(Storage Virtualization OS) 

도입 효과 

· 속도와 안정성 있는 송출 인프라 구축

· 방송 송출 무장애 기록

· 고화질의 UHD 방송 환경에 적합한 

 IT 인프라 확보

· UHD 방송 데이터의 완벽한 저장과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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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기술에 대한 정확한 습득 과정을 거친데다 자사 방송국의 송출 업무를 든든하게 받쳐줄 

스토리지 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까다로운 방송국 요구에 부합하는 스토리지를 찾아서 

벤치마크 테스트에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을 포함해 내로라 하는 스토리지 벤더 

3개 사가 참여했다. 총 4주에 걸쳐 HD와 UHD 방송 환경에서의 송출을 담당할 올플래시 스토리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 스토리지 가용 용량의 50%에 해당하는 미디어 파일을 저장

한 상태에서 부하 서버를 통한 과부하 상황을 만들고 스토리지 최대 성능을 테스트했으며, 최대 

성능의 50% 부하 상태에서의 전원, 컨트롤러, 디스크 이중화 테스트 등을 통해 승자를 가렸다. 

최종 승자는 25TB 용량의 히타치 VSP F600(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 F600)을 내세운 

HIS였다. 여타 스토리지 제품보다 성능과 안정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SBS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히타치 VSP F600은 히타치 밴타라가 직접 개발한 FMD(Flash Module 

Drive)를 탑재한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모든 상황에서 1밀리세컨(1/1000초) 미만의 응답시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데이터베

이스를 압축해 스토리지 용량 및 비용을 절감하며, 성능 저하 없이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의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올플래시 인프라 자원에 대한 빠른 

프로비저닝 등 데이터 관리 자동화 옵션 역시 매력적이었다. 

특히 SBS에서 가동 중인 전체 스토리지의 60~70%가 히타치 제품으로 HIS의 방송국 환경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력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되었다고 박인욱 매니저는 전한다. 

송출 서비스 장애 ‘제로(0)’ 기록 갱신 중

특이사항이 없을 만큼 ‘물 흐르듯’ 진행된 도입 과정을 거쳐 설치된 히타치 VSP F600은 SBS 

UHD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송출하는 핵심 장비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스템 교체 후 가장 큰 

효과는 도입 2년이 지난 2018년 6월 현재에도 송출 장애가 ‘0건’이라는 점. 철저한 내부 검증과 

공식적인 벤치마크 테스트를 거쳤던 만큼 설치 이후 만족도가 어떤 시스템보다 높다는 것이 

SBS 측 얘기다.

방송 미디어 환경은 갈수록 치열한 격전장이 되고 있다. 빠르고 유연한 IT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천지인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SBS의 끊임없는 혁신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SBS 송출용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성도 

송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HD 방송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개될 UHD 방송 시대에 적합한 송출 인프라로 

안정적인 스토리지 성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HDD 스토리지로는 대용량

의 UHD 방송 데이터를 송출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토리지 환경을 대대

적으로 변화시키게 된 거죠.

HIS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I/0 단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속도를 지원했고, 시스템의 안정성 면에서도 높은 점

수를 받았습니다. SBS 제작 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HIS의 스토리지에 대해 믿음도 있

었지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기술점수가 높았다는 점에 더해 미디어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객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항상 적극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HIS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BS는 타 방송국보다 앞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IT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업종을 불문하고 새 기술을 남보다 먼저 적용하기란 쉽지 않지만 남들보다 민첩하

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방송 미

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좀 더 빠르고 유연한 IT 환경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클라

우드는 한 예가 되겠죠. 

Q.
A.

Q.
A.

Q.

A.

빠르고 유연한 IT 환경을 
위한 첫걸음
박인욱 / SBS 경영본부 인프라관리팀 매니저

SAN MDC NAS 파일서버 Copy Manager 비디오 서버 UHD NLE T/C T/M 검색서버 CMS 서버

데이터 백업

Giga Ethernet                                          

16G Fibre Channel 

HD 주조 메인 스토리지

Hitachi VSP F600 1대

FMD
22TB

FMD
22TB

Hitachi VSP F600 1대 

FMD
44TB

Hitachi VSP F600 1대 

HD 주조 백업 스토리지 UHD 주조 메인 스토리지

SAN Director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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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기업에게 배우다

산업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는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까. 

포브스 인사이트(Forbes Insights)와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가 적극적으로 IoT 전략을 추

진 중인 전 세계 5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목표했던 성과 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들(42%)은 공통적으로 CIO의 주도 하에 IoT 전략을 수행하고, 

외부 벤더가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드파티 솔루션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oT 설계부터 실행까지

IoT 성공으로 가는 길, 눈에 보이는 목표에 집중하라

성공적으로 IoT 전략을 구현한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다. “무엇이 성공적이

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 내 핵심부서에게 현재진행형인 IoT 전략의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림 1).

첫 번째로 발견한 사실은, 이들 기업이 조직 내 여러 부서에서 성공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실천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히타치 밴타라의 산업 솔루션 부문 부사장 그레

그 킨지는 “IoT는 단순히 기계와 부품 간의 연계가 아니다. Io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것이며, 성공 여부는 기업 운영 모델을 어떻게 대폭 개선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언급

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oT를 통해 가장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부문은 ‘고객 경험’이다. 지금까

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IT와 고객, 이 두 분야를 IoT가 어떻게 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

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기업은 상품의 초점을 고객에 맞추고, 수요 예측 

개선과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IoT를 활용하고 있다.

IoT 초기 단계를 어떻게 설계하나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최적의 설계와 구현을 위해 소규모의 팀을 

구성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IoT를 성공적으로 구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IoT는 그동안의 그

저 그런 IT 전략이 아닌,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조직 전체가 협업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전환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IoT 구현에 성공한 기업의 67%는 조직 전체가 주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IoT에는 강력한 학습곡선(Learning Curve)1)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번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성공적인 IoT를 구현한 기업들 중 66%는 더 많은 이니

셔티브를 목표로 전문성과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파일럿 프로젝트, 

데모, 운영 테스트 등)를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더 큰 비전이 이미 머리 속에 있어야 한

다. 업계 최초로 유지보수 서비스에 IoT를 도입한 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의 CEO 

패트릭 바스는 “IoT 프로젝트 규모의 크고 작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큰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실행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목표는 늘 염두

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oT 전담부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IoT는 전사 차원의 거버넌스를 요구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교하면서 전술적인 실행도 필요

로 한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IoT를 구현한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IoT 구현에 대한 성공 기업의 

 분야별 평가

1) 학습곡선(Learning Curve) : 누적된 경험이 많아질수

록 제품 단위당 실질 비용은 낮아지지만 수익성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곡선이라고도 불린다.

71%
고객 경험

61%
재무

58%
자산 추적 및 관리

57%
상품 개발

51%
창고 및 물류

49%
업무 환경 및 안전

44%
공급망

41%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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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기존 시스템과 그 작동 방식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업무 방식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기존 시스템

과 연계하고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 아키텍처와 병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IoT 계획을 주도해야

만 한다.

이런 점에서 Io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CIO가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CIO는 늘 시간에 쫓기는 자리다. 실질적인 관리

자로서 IoT 프로젝트 전체를 관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IoT 기업들의 상

당수(61%)는 CTO에게 IoT 전담부서를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IoT 전략을 

광범위한 IT 그룹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2).

이들 기업에 비해 성공의 속도가 약간 더딘 기업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약 

1/3(31%)은 IoT 전략의 실질적인 관리를 소규모 부서에서 맡고 있거나 혹은 특정 관리자가 

없다고 답했다. IoT 성공 기업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관리 방식’이다. 강력한 전사 차원

의 추진력이 선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히타치 밴타라의 IoT 전략 및 솔루션 부문 부사장 데이

비드 파슨스는 “한 기업의 IoT 전략은 생산, 상품 개발, 실무 부서 및 기타 비IT 요소들 간의 가

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IoT 전략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조직 내 다양한 업무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성공 기업 5개 중 4개 기업에서는 CIO가 IoT 전담부서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었다. 더 나아

가 이들 기업은 각 사업 부서, 사이버 보안, 상품 디자인 전문가들로 책임 범위를 확대해 궁극적

으로 IoT 전략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성공을 위한 파트너 선택

많은 기업들이 IoT 전략 운영과 관련해 절박함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IoT를 성공적으로 구현하

고 있는 기업들 중 80%(5개 중 4개)는 전문 벤더가 제공하는 IoT 플랫폼을 핵심 전략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문 벤더와 협업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성과 복잡한 솔

루션 때문에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사내 IoT 개발부서에 시스템 벤더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히타치 밴타라의 IoT 솔루션 부문 부사장 그렉 킨지는 “IoT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

고 있던 IT와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IT 부서들이 특정 기술을 구입해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IoT는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벤더와 함께 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더 빠르

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벤더들이 IoT 성공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을까?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

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역할은 센서가 내재된 하드웨어 등에 대한 운영 기술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맡고 있다(그림 3).

데이터 보안 접근법

모든 IT 기술과 마찬가지로, IoT 전담부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이버 보안이

다. 실제로 IoT는 조직 내 거의 모든 부분을 기술적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취약 지점

도 증가한다. 많은 기업이 IoT가 본질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을 우려하는 이유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보안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다. 1/3 이상이 IoT가 기술 표준화보다는 보

안 측면에서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39%는 IoT 환경에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IT 

환경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표했다. IoT 시대에는 모든 종류의 장비 혹은 

디바이스가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 보안 이슈가 IoT 구현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논의되어야 하

며, 궁극적으로는 IoT 문화로까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IoT 여정, 성공적인 기업들이 겪는 난관

일반적인 IT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업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난관은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

다. 이는 IoT로의 여정에서도 그러하다. 가장 성공적으로 IoT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영

업 및 마케팅 부서가 생산 부서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부서를 넘나드는 ‘포괄적인 협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숙련된 전문가’와 ‘이질적인 데이터의 

통합’이다(그림 4). 

Transformation+   Focus

그림 4   IoT 성공 구현의 결정요소 혹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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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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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기업

미흡 기업

그림 3   IoT 성공 기업과 협력한 벤더

59%
운영기술 벤더

49%
전략 컨설팅 기업

44%
시스템 통합 기업

43%
Io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벤더

35%
IoT 전문 컨설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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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규모의 생산 현장을 보유한 정유·

가스업계는 늘 부딪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정유·가스산업은 변동이 심한 시장

에서 자본집약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이다. 

또한 폐쇄적인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의 안전이 늘 이

슈가 되며, 끊임없이 하락하는 가격으로 

인해 극심한 원가 절감 압박에 시달린다. 

탐사 및 생산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IoT 

네트워크로 연계함으로써 어떻게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01 탐사 부문

수천 개의 리소스에서 취합된 데이터는 엄

청난 양이다. 이들 데이터를 보완하면 사

건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원유의 깊이나 매장 성분의 정밀 예측

이 가능해져 탐사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02 시추 부문

수천 피트 아래의 드릴 비트에는 분출 및 

위험한 고압 조건을 예측하는 센서를 장착

할 수 있다.

03 플랫폼 부문

석유 채굴은 전통적으로 고위험 직군에 속

한다. 그러나 사건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

대, 날씨, 직업, 노동자의 나이, 교대 시간 

등 사건 유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안

전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04 유통 부문

원유 생산의 70%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제 공장으로 수송된다. 이 과정에서 높

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고나 원유 유출 사

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IoT로 연계된 

센서를 통해 현재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오류에 대해서도 실시간 분석이 가

능해진다. 최근에는 드론과의 연계도 증가

하는 추세다. 

IoT의 얼리 어댑터는 제조 기업들이다. 그

러나 그들에게 현재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트랜스포메이션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IoT 전략의 초기 

단계를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리스

크를 관리했는지 살펴보자. IoT 구축을 추

진 중인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단계가 순차적으로 진

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단계 손에 잡히는 성과부터 시작하라

IoT를 추진할 때 가장 매력적인 성과는 비

용 절감일 것이다. 리스크가 적고, 예상된 

ROI를 제공하며, 성과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유틸리티 업계는 에너지 사용량 추적에 센

서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현장 

검침 기록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장 서비

스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2단계 운영 효율에 집중하라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되 더 나

은 방법으로 하라. IoT 네트워크는 높은 비

용과 잦은 실수의 여지가 많은 수동 프로

세스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유지보수 시점을 미리 알려주고, 시간 단

위로 스케줄을 설정하며,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는 센서 기반 분석이 가능하다.

3단계 유연성 향상에 활용하라

IoT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

의 운영 유연성을 제공한다. 

3D 프린팅이라고도 불리는 첨삭가공 시스

템이 연계되는 경우, 신속한 라인 전환이 

가능해 소규모 생산 로트(Production Lot)

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하라

공급부터 소비까지 완벽하게 연계된 생산 

프로세스에 완전히 새로운 운영모델을 도

입할 수 있다.

철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격지에서 중대

한 부품이 고장 나면 제때에 부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 공정에 활용할 수 있다.

5단계 혁신의 토대가 되다

가장 흥미로운 단계다. IoT 솔루션이 완벽

하게 동작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

했던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가 새롭게 

등장한다.

건강 모니터링 기기 제조 업체는 보험사 

및 병원과 공유 가능한 새로운 임상 패턴

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사례 1  제조업

IoT 첫 출발을 위한 5단계 접근법

사례 2  정유·가스업

탐사·생산·유통 프로세스를 IoT로 연계하다

출처  The Internet Of Thing: From Theory To Reality,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1월

Transformati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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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oT 활용법 4가지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은 IoT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실재이자 현실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포브스 인사이트가 전 세계 500여 명의 C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oT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기업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64% 90%
IoT는 현재의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IoT는 향후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적합한 IoT 전략을 수립하라

IoT는 기존 시스템에 하나를 더 추

가하는, 또 다른 종류의 IT 프로그

램이 아니다. IoT는 기업 조직 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업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다. 조직 내 전담 인력과 확실한 목

표를 전제로 IoT 전략을 실행한다

면, 이는 조직 구성원들을 움직이

는 하나의 슬로건이자 기업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IoT를 구현한 

기업의 61%는 IoT 전략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61%

2. 소규모로 시작하고 집중하라

IoT는 상품 개발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

지 기업 조직 내 모든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처럼 대대적인 차원에서 광범

위하게 IoT 전략을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

편하기만 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IoT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첩성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야 새로 도입한 

기술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리와 전문성도 향상할 수 있다. 

선도적인 기업의 65%는 IoT 전략을 

작은 규모부터 시작한 후, 충분한 

학습 과정을 거쳐 조금 더 큰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데 

동의한다

65%

IoT 전략이 성공하려면 기업 최고경영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C레벨 임원 중 누군가가 

일상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

는 CTO가 될 수도 있고, CIO 혹은 IoT 프로젝

트 총괄책임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핵심은 IoT 

전략과 관련한 지시, 리소스 할당, 프로세스 

진척 등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3. C레벨이 주도하라 4. 전문 벤더를 활용하라

IoT 전략의 기획, 구현 및 실행은 기업 내 IT 부서가 독자적으로 

시작해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사 차원의 상호 협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IoT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사용자, 공급자, 고

객 모두가 IoT 전담부서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IT 부서가 독

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얻기 힘든 전문성과 풍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또 어

떤 모습이 될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선도적인 기업의 66%는 

외부 전문 벤더를 

파트너로서 IoT 프로젝트에 

참가시킨다

66%

3x 선도적인 기업은 IoT 전략을 

총괄하는 CTO에게 

약 3배에 달하는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출처  4 Ways to Avoid Falling Behind By Effectively Using IoT,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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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히타치 밴타라 연구소(Hitachi Vantara Labs)는 머신러닝 모델 매니지먼트(Machine 

Learning Model Management, 이하 MLMM)를 발표했다. 이는 머신러닝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도 모델(Supervised Model)을 모니터링, 테스트, 재교육 및 재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로, 빌트인 형태로 펜타호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활용할 수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모델 업데이트를 간편히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성과는 

향상시키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상된 투명성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통찰력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머신러닝의 프레임을 그리다

비즈니스 성과 향상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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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은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샘플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로

부터 습득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연구 및 분석한다. 이 알고리즘과 모델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반면, 잠재적인 리스크도 안고 있다. 모델이 일단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되면 끊임없이 변

화하는 조건에 대응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테스트, 재교육 및 재배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현재는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예

측 정확도를 악화시키고, 데이터 주도적인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히타치 밴타라 리서치의 SVP인 데이비드 메닝거는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조직의 2/3는 예

측 분석 모델 업데이트를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가 없다. 1/4 정도만이 일 단위로, 약 1/3이 주 단위

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과반수가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낡은 모델

은 어느 순간 기업에 중대한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LMM은 머신러닝 모델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유통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델 예측의 정

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MLMM는 모니터링, 평가, 비교, 재구축,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에는 

챔피언-도전자 전략1) 이 적용된다. 이는 2개 이상의 모델을 비교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모델

을 추출하는 것으로, 모든 모델은 다른 방식으로 학습되거나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Innovation+   Column

그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결합된 MLMM 4단계

1) 챔피언-도전자 전략  

· Champion Strategy: 기존에 안전하다고 증명되어 

 실행 중인 전략

· Challenger Strategy: 새로운 아이디어로 실험할 전략

· Champion-Challenger Test(Cha-Cha Test): 새로운 

 전략(Challenger Strategy)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전략(Champion Strategy)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한 후, 우수한 전략을 채택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2) 핫 스왑(Hot Swap) : 동작 중에 기기를 교환할 수 있

는 기능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에는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4단계의 MLMM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운영되므로, 주기적인 

모델 재구축에 필요한 수작업을 줄일 수 있다.

히타치 밴타라가 구현한 MLMM은 펜타호 머신 인텔리전스(Pentaho Machine Intelligence, 이

하 PMI)를 통해 머신러닝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데이터 흐름의 한 부분으로 녹아있다. 머신러

닝 모델 구현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준비가 80%의 시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발자의 코딩 또는 스크립팅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MI를 통해 데이터 분석가들은 별

도의 코드 작성 없이 다양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히타치 밴타라가 제공하는 MLMM은 펜타호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가, 비즈

니스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GUI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종

류의 데이터 전환, 혼합 및 정제를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데이터 플로우에서 데이터 

변환을 직접 설계하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직접 액세스할 수도 있다.

출처  4-Steps to Machine Learning Model Management, https://community.hds.com, 2018년 3월

모니터링(Monitor): 챔피언 모델의 성능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 사실을 탐지해낸다는 것은 주요 데이터의 특징이 

변화됨을 끊임없이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비

즈니스 전략의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기(Fraud) 예측 시나

리오의 경우, 초기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는 현재 챔피언 모델의 

성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모델을 통해 현재의 챔피언 

모델이 수행해내지 못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신종 사기 기법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잠재적인 사기 거래를 예방하게 된다.

평가(Evaluate): 현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평가 매트릭

스를 수립하기 위해, 현 챔피언 모델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 평가는 성능 매트릭스로도 연결되며, 상황 파악을 위한 상세

한 셋 비주얼(Set Visual)과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

다. 만약 데이터의 특성이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모델의 정확도

가 사전 정의된 수준으로까지 저하되면, 성능 저하 알림이나 자

동화 매커니즘이 작동된다. 이 때, 모델을 재교육하거나 새 알고

리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비교(Compare): 전(前) 단계에서 모든 모델의 성능 정확도

를 평가했기 때문에, 챔피언-도전자 모델은 평과 결과를 상호 비

교함으로써 현 시점에 어떤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지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이 현재의 챔피언 모델이 되며, 

나머지 도전자 재구축이 필요하다.

재구축(Rebuild):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전체 모델

이 재구성되므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모델이 챔피언으로 다시 

승격된다. 새로운 챔피언은 PDI(Pentaho Data Integration)를 통

해 변환되어 새로운 환경에 핫 스왑2) 및 배포되거나 재구축된다.

1

2

3

4

4 Steps
Model

Management

Prepare Data Engineer 
Features

Train, Build &
Test Models

Deploy Best
Performing Model

Compare

Rebuild

Evaluate

Monitor

Machine Learning
Mod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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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SAP 환경의 과제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

를 도출하는 것은 현대 기업들의 주요 과제다. 이에 SAP 애플리케이

션은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복잡한 의사결정 및 비즈

니스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많

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기업이 S/4HANA를 도입해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

지만, SAP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이슈가 우

선적인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데이터로 인한 시스템

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SAP의 기존 RDBMS 기반 응용프로그램이 2025년 기술지원

을 종료하고, 특정 데이터의 일정 기간 저장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 증가 문제와 더불어 HANA 플랫폼 전환, 데이터 거버넌

스 마련에 대한 고민이 SAP 환경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중요한 정보가 원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액세스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SAP 운영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관하고자 한다. 이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향후 엄청난 SAP HANA 마이그레이션 비용

과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예산 초과의 원인이 된다. 결국 데이터 

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잘못된 사이징(Sizing)을 기반으로 

HANA 전환을 진행한 기업은 고비용의 하드웨어 부담, 긴 마이그레

이션 시간, 짧은 장비교체 주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 위한 라이트사이징

많은 고객들이 잘못된 사이징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전 데이터 진단(Data Assessment)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라이트사이징(Rightsizing)이라고 한다. 라이트사이징은 도

입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이트사이징은 HANA 데

이터의 간소화 및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 리소

스를 최소화하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시스

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Innovation+   Solution Focus 

데이터 홍수시대의 HANA 데이터 관리

Writer 김형섭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솔루션사업팀 컨설턴트

라이트사이징(Rightsizing)과 아카이빙 구현하는 SAP HANA 진단

라이트사이징 프로세스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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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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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미생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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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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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를 
ONLINE에 유지

시작
필요한 

데이터입니까?

데이터가 
AGGREGATED 될 수 

있습니까?

Yes

Yes

Yes

Yes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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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사이징은 운영 시스템 아카이빙을 통한 신속한 데이터 액세

스를 보장하면서도 지속적인 스토리지 및 하드웨어 비용 절감을 가

능하게 한다. 특히 정확한 HANA 사이징 반영은 적정 크기를 보장하

므로 TCO를 절감하고 ROI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TB 

당 약 1.8억 원의 비용 절감과 시스템 성능 향상, 마이그레이션 시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전 라이트사이징과 함께 SAP 데이터 관리 및 아카이빙 기능을 갖

춘 HANA 플랫폼은 데이터 홍수 시대에 필수적인 SAP 운영환경이

다. 히타치의 고객사인 모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의 경우, ECC 6.0 

시스템에 27TB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서 라이트사이징을 통해 10년 이상 된 4TB 이상의 데이터를 삭제하

고, 15TB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하여 ECC 6.0에서 HANA로 전환하고 

1.5TB의 데이터로 정리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18시간 내에 

HANA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으며, 하드웨어 장비 비용을 

63억 원이나 절약했다.

아카이빙, 데이터의 간편하고 안전한 관리 실현

현재 SAP 사용 고객 중 30%만이 데이터 아카이빙을 통해 데이터를 

통제하고 시스템을 최고의 성능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

많은 법적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존 요건으로 아카이빙을 

사용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오래된 데이터, 사진 및 이미지 등 급증하

는 SAP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Hitachi 

Content Platform)’에 아카이빙하여 성능 최적화 및 백업, 보안 이슈 해

결을 지원한다. HCP는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오브젝트 스

토리지 플랫폼으로, 저장하는 데이터의 정책 관리가 가능하며 다수의 

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용량 성능 최적화라는 강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강력한 위·변조 방지 및 자동삭제 기능으로 금융 및 공

공, 제조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할 수 있고, 자가

치유 및 복구 기능을 통한 데이터의 주기적 에러 체크 및 자동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산업별 다수 기업에서 이미 도입해 충분히 검증된 솔

루션으로서 SAP HANA 데이터 아카이빙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보장하는 진단(Assessment)

HIS는 히타치의 차별화된 컨설팅 역량을 SAP 표준 진단 프로그램에 

결합하여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for SAP HANA’와 함께 

DB 압축률, 연평균 데이터 증가량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데이터 사이

징을 제공하고 있다. UCP for SAP HANA는 업계에서 검증된 고성능

의 히타치 서버 및 스토리지를 탑재해 기업들의 주요 업무 환경에서 

SAP HANA 환경의 속도, 성능 및 확장성을 극대화시키는 통합 플랫폼

이다.

이러한 진단은 S/4HANA 마이그레이션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프로그램 수정 공수, 프로세스&프로그램 및 성능 영향도 분석, 하드

웨어 설계 및 사이징을 포함한다. 고객은 축소되는 데이터의 규모와 

HANA 도입 후 비용 절감 효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HANA 전환

(Conversion)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IS가 진단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는 ‘Hitachi UCP for SAP HANA’는 

기업들의 주요 업무 환경에서 SAP HANA 환경의 속도, 성능 및 확장성

을 극대화시키는 통합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업계에서 검증된 고성능

의 히타치 서버 및 스토리지를 탑재하고 있다. 데이터 증가로 기존에 도

입한 HANA 하드웨어의 추가 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원을 재사용

한 구성에 신규 장비를 접목하여 메모리 사이즈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HIS의 전문 기술인력이 융통성 있는 스케일 업·스케일 아웃(Scale-

up·Scale-out) 구성 변경을 지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통합, 

ERP 서버 가상화, 백업, Single Point 시스템 관리(Hitachi HANA Cockpit) 

기능을 통해 기업은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다.

데이터 홍수 시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데이터를 통

한 인사이트 도출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라이트사이징과 아카

이빙은 매 순간 쏟아지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

를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인 SAP를 S/4HANA로 전환할 때 잘못된 사이징에 대

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마이그레이션 전에 반

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HCP 아카이빙 아키텍처

S/4HANA 전환 진단

S/4HANA Conversion Assessment

AS-IS 

어플리케이션 

및 DB 

사용현황 

정밀 분석

S/4HANA 

버전에서 

추가/변경/폐기된 

표준 기능 및 

대응방안 도출

표준 기능 및 

구조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 확인

성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개선 포인트 

확인

개선 및 변경될 

기능에 대한 

사전 진단 및 

분석 가능

최적의 하드웨어 

용량 예측 및 설계, 

TCO 절감안 도출 & 

효과 예측

전환 시 변경될 

작업량에 대한 

예측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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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시장조사기관인 IDG의 최근 조사결과 IT 인프라 시스템의 45% 이상이 

클라우드로 시스템 환경을 전환했다고 한다. 그 중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용 절감과 쉽고 빠른 서비스 이용 등의 이점을 내세워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기업의 IT 인프라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많은 아마존 S3와 드롭박스 서비스가 안고 있는 과제를 알아보자.

아마존 S3 & 드롭박스 들여다보기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에 접속된 아마존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1)을 통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의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 액센츄

어, 부즈 알렌 해밀튼, 다우존스, 타임워너, 텔사, TSA, 베리존,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등 굴지

의 기업과 기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수억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공개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존 S3의 구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아마존 

S3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을 생성하면, 웹의 어디서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다. 

데이터 유출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퍼블릭 액세스가 허용된 상태의 아마존 S3 버킷 설정을 그

대로 두었을 때 발생한다. 즉, S3 버킷이라는 명칭만 붙어 있으면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해당 

콘텐츠에 접속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보안업체 스카이하이 네트웍스(Skyhigh Networks)에 따르면 전체 S3 버킷의 7%는 퍼블릭 

액세스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35%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아마존 S3 

에코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구멍 난 AWS 데이

터셋을 샅샅이 뒤질 수 있는 툴이 웹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노출 상태에 있는 S3 버킷을 찾아

내기가 그만큼 더 수월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버크해커(BuckHacker)는 노출된 S3 버킷을 가

장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엔진 툴이다.

데이터 암호화가 능사는 아니다

암호화가 S3 데이터 침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

다. 사람들은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해당 데이터가 순식간에 유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암호화 접근 방법인 SSE(Server 

Side Encryption)만 해도 아마존 S3의 오픈 버킷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SSE가 탑재된 아

마존 S3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기 전에 암호화를 수행한다. 하지만 데이터

가 다운로드 되는 순간 자동으로 암호화가 해제된다. 따라서 암호화된 오픈 버킷 데이터가 암호

화 상태로 저장된다 하더라도 일반 텍스트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Hitachi Content Platform(이하 HCP)과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아마

존 S3에 업로드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암호화가 보호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는 암호화 프로세스, 암호 키와 관련 툴 관리, 암호 키의 

소유권을 유지한다. 또한 해당 버킷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콘텐츠의 암호화 상태

는 그대로 유지된다.

HCP로 아마존 S3 버킷의 정보유출 완벽 차단

S3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HCP를 S3의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도록 하거나 하

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 HCP는 프라이빗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동작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보편적인 수준의 보안 접근 방식을 

빈번한 

데이터 유출 사고 

‘보안 구멍 크다’

1) 아마존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 :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스토리지 웹 서

비스의 저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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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므로 더 광범위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지만,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 된 보안 방식을 적

용할 수 있는 HCP에서는 이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시스템을 사내에서 직접 구동시키면 

조직의 기밀 데이터가 돌발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휴 데

이터 및 실행 중인 데이터의 암호화 등 HCP가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포함해 조직 

내 방화벽, 접근 제어가 제공하는 보호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HCP의 모든 시큐리티 기

능은 S3 버킷과 연동될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존 S3 스토리지의 확장성과 

저비용의 이점을 동시에 그대로 누릴 수 있다. 

HCP가 있다면 만약 해커들이 아마존이 사용하는 물리 인프라로의 액세스를 시도한다 해도 

문제없다. S3 클라이언트로 사내에 직접 설치되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설치된 

HCP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해커들의 데이터 액세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아마존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NSL(National Security Letter)2) 혹은 데이

터에 대한 기타 증거 보존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파일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고, 파일을 이동 저장한 지점이 또 다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HCP는 

기업 내 직접 설치하거나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을 통해 아마존 S3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하므로 아마존 S3 버킷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드롭박스(Dropbox)는 파일 동기화와 공유 툴 서비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USB 드라

이브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된 드롭박스 서비스는 2018년 2월 현재, 

등록 회원 5억 명, 일일 동기화 파일 12억 개 이상이라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 3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이런 드롭박스에도 어려움이 하나 있다. 일반 사용자에서 기업 사용자로 ‘고객 기반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이다. 기업 고객의 증가는 엄청난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 이는 기업 시장

을 꾸준히 노크해온 이유이며, 드롭박스 입장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조금 더 기능적인 질문을 해보자. 기업이 과연 파일 관리와 공유를 위해 또 다른 기술 사일로

(Silo)를 필요로 할까? 지난 2009년 애플이 드롭박스 인수를 추진할 때 스티브 잡스는 “드

롭박스는 제품이 아니라 기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 탄탄히 자리 잡은 IT 

기업과 스타트업 중에서 동기화와 공유 비즈니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으

며, 이들 서비스 간 차별성을 찾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드롭박스와 다른 유사 서비

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진정한 차별성은 타깃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가 아니면 기업인가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하면서 파일 공유가 기업 전체의 데이터 관리 전략의 일부

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이 원치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추가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데

이터 사일로일 것이다. 

올 초 드롭박스 CEO 드류 휴스턴은 드롭박스에 저장된 파일을 기업 서버에도 저장하는 직원

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100% 옳은 말이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

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모든 파일의 복사본을 이메일, 콘텐츠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웹사이트, 사용자 디바이스 등에 추가한다면 어떨까. 파일 복제, 백업, 아카이브로 

인해 수만 개에 달하는 동일 파일의 복사본이 곳곳에 널려 있게 될 것이다.

데이터 제어

기업들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기존 시스템에 간단히 통합 및 보완되는 것을 원한다.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사일로는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지만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강화하고 싶어 한다.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다. 실제로 HCP는 고도의 유연성이 확보된 스토리지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 파일에 대해 동

기화와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솔루션 중 하나다. HCP Anywhere는 지난 3년 동안 

100만 개의 기업 라이선스가 판매된 엔터프라이즈 파일 공유 솔루션이다.

2) NSL(National Security Letter) : 미국 연방수사국(FBI)

이 기업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때 법원 감독 없이 발행

하는 비밀 서한으로, 안보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 서버 대여 기업이나 메일 서비스 업체 등으

로 하여금 요구받은 자료 일체를 넘기도록 강제한다. 출처  Plugging Leaky Amazon S3 Buckets, https://community.hds.com, 2018년 2월

기업이 

Dropbox 이용을 

꺼리는 이유 ‘4가지’

Innovation+   Tech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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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롭박스는 자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안 프로토콜을 내세우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드롭박스가 가장 골머리를 앓은 문제는 아마도 데이터 보안이 아닐까 싶다. 이미 퍼블릭 액세

스가 가능하고, 고도의 가시성이 확보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리걸 

테크놀로지(Legal Technology)사 담당자는 “드롭박스는 앞으로도 계속 타깃이 될 것이고, 해

커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늘 공격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안과 사용의 편의성 부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유휴 파일에 대해 암호화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드롭박스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드롭박스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파일 공유 툴이라면 그 종류가 무엇이든 보안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세스, 가시성, 접근 제어 방안을 찾아나서는 이유다. 암호 키 관리는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드롭박스가 암호 키를 통제하는 한 드롭박스 내 파일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은 드롭박스가 갖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프라이버시

어떤 종류의 데이터 관리 전략이든 그 핵심은 데이터 통제다. ‘누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 액세

스했나’이다.

드롭박스가 스토리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자 전체에 대해 동일 파일의 중

복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동일한 파일을 드롭박스 인프라에 저장하지 않고, 

한 번만 저장한 후 사용자가 개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기업들이 스토리지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드롭박스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프라이버시 부문에서는 취약성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보

호를 받는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생각이 없는 일반 사용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기업 사용자라면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정책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연성과 휴대성

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기업의 파일 동기화와 공유 데이터의 관리 

방식이다. 프라이빗,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발전하면서 유연성과 휴대성이 기업 

데이터 전략 기획 수립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드롭박스의 파

일 공유 툴은 일반적인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일부일 뿐이고,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인 관

리가 필요한 또 다른 사일로다. 즉, 데이터 관리 자체가 또 다른 수준의 복잡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HCP는 데이터가 사내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서 아마존, 구

글, 마이크로소프트, S3 기반 서비스 등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유연

성을 갖춘 중앙화된 콘텐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예산의 변화

에도 장기적인 데이터 관리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드롭박스의 모든 문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해 데이터 제어, 데이터 관리 

및 비용 통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기본 전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드롭박스는 하

나의 기능이지 솔루션이 아니다. 드롭박스는 실제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환상적인 툴이지만 

기업에게는 그다지 실용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출처  Reality check: Most enterprises aren’t adopting Dropbox… and for good reasons, 

 https://community.hds.com, 2018년 1월

드롭박스는 사용자의 사적인 

암호화 키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드롭박스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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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가득한 동행

아침을 함께 맞이한 부부는 출근과 

동시에 동료가 되어 업무를 시작하고, 

퇴근과 함께 다시 부부로 돌아가 아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매일의 

일상에 부부는 늘 함께다. 효성인포메

이션시스템의 유일한 사내부부, 조영

현 차장과 최귀영 차장의 하루는 ‘행

복한 동행’임에 틀림없다.

HIS 유일의 사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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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명일까

결혼을 생각하지 않던 남자와 결혼에 부정적이던 여자. 

마흔을 앞둔 조영현 차장이 결혼과 인연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할 즈

음 최귀영 차장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남편이 결혼을 포기한 쪽이었다면, 저는 결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일도 육아도 모두 여자가 손해인 느

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결혼 생활을 하는 주변인들로부터 어렵고 

힘든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즈음 남편을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다 보니 점점 생각이 변했죠.”

자연스러움에 반하다

최귀영 차장이 입사한 2011년, 두 사람은 사내 동호회에서 제대로 

인사를 나눴다. 조 차장이 속해 있던 동호회 ‘산우회’에 선배들이 최 

차장을 초대했고, 그들은 주말에 산을 오르내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당

시 남편은 나이답지 않게 순수한 면도 있고, 동료들을 통해 성실한 

면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최귀

영 차장이 당시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의 첫 인상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당연히 까다로운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마음만 있던 차에 동료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었어요. 

정작 얘기를 나눠보니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면이 많더라고요.” 조영

현 차장도 아내의 첫 모습을 그려냈다. 

사내연애는 두 사람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애할 동안에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결혼 날짜를 정

하고서야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어

느덧 사랑스런 남매를 둔 부모가 되었다.

언제나 1순위는 부부

엔지니어의 생활을 거듭하면서, 녹록치 않은 업무 특성상 건강에 이

상이 오지는 않을지 최 차장은 늘 남편을 걱정했다. 그리고 조 차장

도 엔지니어로 쌓은 경험을 활용하는 직무로의 변화를 고심하고 있

었다. 결국 엔지니어 역할에서 벗어나 SA팀으로 이동하면서 부부는 

생각지 못하게 한 팀이 되었다. 서로가 곁에 있는 생활이 24시간이 

된 것도 잠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최 차장이 출산 휴가를 다녀오

게 되면서 다시 함께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남짓 되었다. 

“제가 SA팀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건 다 아내 덕분입니다. 팀 선배로 조

언도 많이 해주고,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회식에 함께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가 둘이다 보니 보통은 한 명만 참석하고, 다른 한 명은 집으로 향하

죠. 아쉽지만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두 사람의 업무는 퇴근시간 후에도 종종 이어진다. “제안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면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재운 후 둘만의 업무를 다시 시

작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 발표 스킬이 부족한데, 연습을 하거나 

자료를 준비할 때 아내는 지적도 조언도 여과 없이 해주는 든든한 조

력자가 되어 주죠.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조 차장이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 나갔다.

“결혼 전엔 모든 중심이 ‘나’였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에 따라 책임감도 커지고요. 특히 남편을 보면 같

은 팀원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무거운 책임감

을 안고 가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가 참 많아요. 결혼 선배들이 하는 말 

중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라는 말을 늘 새기고 실천하고자 하는

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네요. 그렇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는 서로가 되는 것, 그 마음

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최 차장의 따뜻한 진심이 묻어 나온다. 

행복한 지금 그리고 이 곳

사내부부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조 차장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걸 나열하기 보다는 솔직히 나쁜 점이 거의 없어요. 심

지어 같은 팀인 데도요.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생활까

지 공유하고 있으니 깊이 이해하게 되죠. 다른 팀에 있을 땐 사내에

서 얼굴 마주치는 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매일 마주하는 데도 좋은 면이 더 많은 걸 보면 신기할 따름이에요.”

최 차장에게는 HIS가 더욱 특별하다. “저는 HIS에 입사하고부터 개

인적으로 중요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편을 만나고 결

혼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아 키우고. 좋은 추억이 참 많은 곳이에

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처럼 좋은 기억 

안고 HIS 안에서 열심히 나아가길 바라요.”

조 차장 역시 “사내연애, 사내부부. 물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

겠죠.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으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집에서 

보는 배우자와 회사에서 보는 동료로서의 모습은 꽤 다르거든요. 그

런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괜찮아요.”

대화 내내 흐뭇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

로 서로를 품어주는 두 사람의 모습에 행복한 네 식구의 모습이 겹쳐

진다. 동료로 부부로 그리고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갈 조현영 차장과 

최귀영 차장의 행복한 삶을 응원한다.

People+   HIS People 



데이터에 [ [을 더하다

데이터에 혁신을 더하다
이제 히타치 밴타라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자산으로 금융, 통신, 운송, 제조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하이퍼컨버지드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오브젝트 플랫폼

비디오 인텔리전스
컨텐츠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분석
IoT 플랫폼

유지 보수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 올플래시
데이터 보호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정의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서비스 & 서포트

DATA INNOVATOR
HYOSUNG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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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New

50 51

People+   What’s New

ERP 사용 고객의 S/4HANA 전환 효과 

사전 진단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실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SAP ERP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S/4HANA 전환 

사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최신 버전의 S/4HANA로 전

환 시 기능, 용량 및 비용 변화를 분석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로, 기업들이 자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SAP HANA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4HANA 전환 사전진단 서비스’는 현재 SAP ECC 6.0 버전 고객들의 시스템 

사용 이력을 정밀 분석해 S/4HANA 시스템 도입 시 변경되는 업무에 대해 정확

하게 진단한다. 히타치의 글로벌 분석 경험 및 오랜 경험의 SAP 전문가들이 제

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S/4HANA 기반으로 구축한 신규 ERP 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용량 및 TCO(총소유비용)를 절

감하고 예측 근거를 수집해 시스템 전환에 따른 IT 인프라의 규모와 장애를 대

비한 최적의 아키텍처를 파악할 수 있다. 

HIS는 히타치만의 차별화된 컨설팅 역량을 SAP 표준 진단 프로그램에 결합하

고, ‘UCP(Unified Compute Platform) for SAP HANA’를 제안하면서 기존 SAP 

파트너들이 할 수 없었던 인프라 구성과 가상화 및 백업 설계 등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의 데이터 전문 기업인 HIS만의 구축 경험을 바

탕으로 DB 압축률, 연평균 데이터 증가량 등을 고려해 맞춤화된 데이터 사이징

(Sizing)도 제공한다.

HIS 솔루션사업팀 김동혁 팀장은 “HIS는 기업들이 신속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

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고 향상된 성능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UCP for SAP HANA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S/4HANA 사전진단 서

비스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업무 및 IT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

고 운영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태지역 최초 SDDC 기반 클라우드 데모센터 

구축 및 관련사업 강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및 클라우

드 전담 사업 부서를 보강하고 아태지역 최초로 SDDC 기반 클라우드 데모센터

를 구축해 SDDC 시장의 적극 공략에 나섰다.

서울 청담동 본사에 마련된 SDDC 기반 클라우드 데모센터는 업계 최초로 

SDDC 기반의 클라우드 데모 구현이 가능하며, 이미 고객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본 센터는 VMware 기반의 VCF(VMware Cloud Foundation) 인증 

통합 시스템인 ‘UCP(Unified Compute Platform) RS’를 활용해 SDDC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여러 벤더의 제품 사용으로 신기

술의 검증 및 적용이 어려웠던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관점

에서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보관, 분석 및 관리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

SDDC는 기업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으로 확

대해 인프라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또

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증설, 확대할 

수 있는 ‘스몰 스타트(Small Start)’ 전략을 통해 인프라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HIS는 SDDC 사업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인프라 설계와 프로젝트 진행 및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최적화된 기술 

지원과 탁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SDDC 구축과 운영 과정의 

수많은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데이터 

중심의 SDDC’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이 데이터의 저장, 수집, 보관, 

활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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