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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도하는 
믿음직한 동반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5년을 시작한 지 

벌써 세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미션을 세우고 

1985년 출발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금융, 공공, 제조, 통신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1,500여 고객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고자 했던 

영업과 기술진의 열정도 한몫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의 비즈니스 환경은 벌써부터 IT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비즈니스 정의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 구현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세계 상위 20대 리더 기업들이 ‘비즈니스 정의 IT’를 도입

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 중심으로 IT를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러한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에 명확하게 부합하기 위해 

IT 자원과 서비스, 관리 체계의 효율화에 집중해 솔루션을 출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IT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고객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2015년 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전 홍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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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

1985
효성NAS 주식회사 설립 

1980년대 초 동양나이론 구미공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하던 효성그룹

은 첨단산업의 본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컴퓨터 시장에 참여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효성그

룹은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의 NAS(현 HDS)사와 그룹 계열사인 동양나이론의 50대 50 합작 형

태로 1985년 8월 효성NAS주식회사(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를 설

립했다. 당시 외국계 벤더가 휩쓸고 있던 국내 중·대형 컴퓨터 분

야에서 효성NAS는 국내 자본이 참여한 유일의 기업이자 PCM(Plug 

Compatible Mainframe) 공급업체였다.

1988
88서울올림픽 
방송지원시스템 구축

효성NAS는 1988년 2월 1일 한국방송공사(KBS)에 초대형 범용 컴퓨

터인 AS/XL-50(32MB/16CH), Disk 7380, Tape 7440, 카트리지 테

이프 7480을 설치 완료했다. 이는 효성NAS 최초의 방송사 스토리지 

공급 사례로, 88서울올림픽 방송지원시스템 구축이 목적이었다. 당시 

KBS에 공급한 AS/XL-50은 업계 최고의 데이터 전송 속도인 6MB/Sec

를 지원할 수 있는 초대형 범용 컴퓨터였다.

효성NAS는 올림픽 방송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을 개발했으며, 올림픽 기간 중 방송자원 수요 예측은 물론 예약관

리, 인증등록, 인력관리, 예산관리, 경기일정관리 및 각종 경기와 문화

행사 등의 녹화, 복사를 지원하는 아카이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완벽

한 올림픽 방송 지원을 완료했다.

1986
효성NAS 최초 
공공기관 스토리지 구축 

효성NAS는 1986년 10월 한국전력공사에 AS 6600과 Disk 7380 및 

Tape 7440을 공급했다. 이는 설립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메인프

레임 및 스토리지를 공급한 것으로, 당시 한전에 공급한 AS 시리즈

는 이후 AS/VL, AS/XL 시리즈, AS/EX 시리즈 등으로 발전을 거듭한 

1980년대 최고의 PCM 기종이었다.

특히 Disk 7380은 동일한 성능을 갖춘 경쟁사 제품보다 가격과 사후 

지원에 있어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던 스토리지였다. 

1990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새출발

1990년 5월 15일, 효성NAS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

했다. 이는 합작사인 미국의 NAS에 OEM으로 메인프레임과 스토리지 

등을 공급하던 히타치(Hitachi)사가 NAS사를 인수하고 사명을 Hitachi 

Data Systems(HDS)로 변경한 이유가 가장 컸다. 더불어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각종 기술정보 제공업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

지를 사명 변경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제

조, 공급, 고객지원 등의 능력과 기술지원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하게 되었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진 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회사와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

서른 살의 
HIS를 만나다 

1985년 8월 효성NAS 주식회사로 출발해 2015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30년 동안 펼쳐진 변화와 성장의 순간을 HIS Advantage에서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한눈에 보는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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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내 최초 비동기 실시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실시간 비동기 전송방식을 적용

해 삼성캐피탈(현 삼성카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삼성캐피탈

은 본사에서 구미센터로 고객 원장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게 됨으로써 재

해 발생 시 1시간 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8,000여 개의 제휴점과 연

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업, 채권, 회계, 자금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재해복구시스템이 재해 시에만 유용하

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평소에도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시스템이 분산 운

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자원 낭비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2005
국내 최초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구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서 2004년 10월 출시한 Hitachi USP(Universal 

Storage Platform)는 내·외장형의 이기종 스토리지를 하나의 형태로 

가상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범용 스토리지 솔루션이다. 출시 후 국내 단

일 스토리지 프로젝트 사상 최대로 주목 받았던 SK텔레콤 차세대 마케

팅시스템을 필두로 기업은행, 신협,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삼성전자, 삼

성카드,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 공급됐다. 특히 USP는 다음해 6월경 

업계 최초로 이기종 가상화를 실현한 초대형 스토리지로 스토리지 부문

에서 상반기 고객만족상을 수상했다.

2011
VSP,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

Hitachi Data Systems의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가 출

시 1년 만에 전 세계 수백여 고객사에 1,400대 이상이 공급되면서 역

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으로 자리잡았다. 

VSP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에 적합한 동급 최강의 성능과 용량을 제

공하며 개방형 멀티벤더 스토리지 가상화를 보장한다. 또한 가상 서버 

환경으로 대규모 확장성을 실현하고 클라우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VSP의 뛰어난 성능이 인정 받으며 공

공, 금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VSP를 도입했다. 특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VSP를 채택해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의 이점을 누렸

으며,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했다.

2002 매출 1,000억 원 돌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2002년 매출은 전년 대비 53% 성장한 

1,002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는 

기록을 세웠다. 큰 폭의 매출 증대는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영업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HIS는 재

해복구, SAN, NAS 등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 통합적인 고객지원전담

팀을 신설했으며, 통신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기존의 공공통신사업본

부를 세 본부로 분리하는 등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을 꾸준히 모색했다.

2006
세계 최장거리 DR 구축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는 12,000km 거리의 

한·미 간 재해복구시스템이 2006년 5월 완료됐다.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과 LG CNS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미주센터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에 참여, 7개월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외교통상부 정보화 3단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대륙 간 재해복

구시스템에서 HIS는 재해복구 솔루션 공급업체로 참여했다.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구축된 최장거리 시스템을 통해 외교통상부는 전체 DB를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송하고 시스템 장애나 기타 재난 발

생 시 백업 데이터를 미주센터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5
방송업계 최초 오픈스택 구축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국내 방송사에 처음으로 오픈스택 시스템

을 구축했다. 2014년 9월, HUS 150(Hitachi Unified Storage 150)과 

Hitachi 오픈스택 신더 드라이버(Hitachi OpenStack Cinder Driver)

를 기반으로 KBS 오픈스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7개월 만

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BS는 방송업계 최초로 스토리지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HUS 150을 자사 오픈

스택 환경에 도입해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토리지 자원

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등 자원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단일 관

리 툴에서 자원을 통합·구성·변경할 수 있게 되어 전체 리소스를 

유연하게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장점인 

비용 절감 효과도 충분히 누리게 되었다. 

서른 살의 
HIS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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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RANGE STORAGE

5700
5700E

5800 9200 9500V 
Series
Thunder 9520V
Thunder 9530V
Thunder 9570V
Thunder 9580V
Thunder 9585V

AMS/
WMS 
Series
WMS100
AMS200
AMS500
AMS1000

AMS
2000 
Series
AMS 2100
AMS 2300
AMS 2500

HUS 
Series
HUS110
HUS130
HUS150

1995 1999 2001 2002 2005 2008 2012

HIGH-END STORAGE

7700
7700E

9900 
Series
Lightning 9910
Lightning 9960

9900V 
Series
Lightning 9970V
Lightning 9980V

USP/
NSC
USP
NSC55

USP V/
USP VM

VSP HUS VM VSP 
G1000

1995 2000 2002 2004 2007 2010 2012 2014

시대별 주요 솔루션

변화와 성장의 30년 

매출규모 추이 

2.5
억원

1985

직원 수 추이

20141985년 대비 900약 배 성장

28명

1985

2014

1985년 대비 

10약 배 증가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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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IT 간 효율적인 연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미래 경제의 승자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요구된다.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정의 IT’ 시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번 특집은 Hitachi Data Systems CTO 휴 요시다가 제시한 ‘2015년 전 세계 IT 전망’을 

토대로 글로벌 트랜드가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솔루션 

Hitachi UCP와 HCP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혁신의 시대, 
‘비즈니스 정의 IT’로 준비하자!

Special 
Theme

09 1부 Challenge
2015 IT & 비즈니스 전망 -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킬 5가지 키워드

13 2부 Solution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위한 찰떡궁합 솔루션, UCP for SAP HANA

17 3부 Hot Issue
데이터 모빌리티 전략, HCP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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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부 
Challenge 

2015 IT & 비즈니스 전망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킬 
5가지 키워드
Writer Adrian De Luca HDS Asia Pacific CTO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던 일부 기업들이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 

결국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만이 

미래 경제의 승자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요구된다. 비즈니스와 IT 간 효율적인 

연계가 더욱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IT 부서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트이자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HDS CTO 휴 요시다(Hu Yoshida)가 기고한 

‘2015 전 세계 IT 전망’에서 나온 글로벌 트렌드가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스마트 시티  
지능형 인프라 솔루션 개발 본격화

아태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면서 대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통

계 및 사회 개발의 측면에서 몇몇 국가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에너지 관리 

및 자원 소비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은 100개의 스마

트 시티 및 산업단지 건설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193개의 지역구 및 경

제개발 구역을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타 인접 국가들에서도 사물인터넷(IoT)과 고급 분석 기술이 결합된 지

능형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다. 아태지역

의 2014년 IoT 시장 규모는 99억 6천만 달러 가량으로 집계되었으며, 아

태 및 아프리카 지역의 M2M 도입률은 글로벌 M2M 도입률인 22%보다 

높은 27%로 조사됐다. 

향후 5년간 8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규모의 컴퓨팅, 네트워크, 스

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 면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에 최적화 된 새

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필요로 할 것이다. 

01

Keyword 숫자로 보는 IT 지수

CIO는 IT 관리 이상의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89%

CIO는 CEO 후보가 될 수 없다
B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30%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By Tech Pro Research

70%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모바일 앱의 비율
By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8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정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

By FTI Consulting 

79%

Spec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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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부 
Challenge 

Research, 
University Logistics

Tourism, 
Leisure

Agriculture, 
Fisheries

Commerce Industry

Study Travel

Live Work

Urban 
management 
infrastructure

School Hospital

Residence

Public 
facility

Building

Financial 
institution

Retailer Recycling 
facility

Factory

Energy 
station

Railway 
station

Hotel

Equipment management
Operational information
Analysis and simulation

Data 
center

IT

Water

Energy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Internet

Broadcasting Telephony
Water 

treatment

New 
energy

Batteries
Large central 
power source

Gas
Aviation

Railways
Roads

Shipping

Mobility

Communications

웹-스케일 IT가 주목 받게 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인 하이퍼 컨

버지드(Hyper-converged)가 등장할 것이다. 스케일 아웃에 특화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아키텍처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폴트 

톨러런스(Fault tolerance,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유지) 기능

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용 컴포넌트,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소프트웨

어 정의 관리 시스템과 같은 민첩성과 확장성을 지원할 것이다. 

Hitachi는 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에 의해 ‘올해의 스마트 시티 솔

루션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제로 인도와 중국 등 여러 국가

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부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이다.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기업의 경우 차용 리스크 평가, 이탈 고

객 탐지, 소비 패턴에 기반한 연계 상품 및 상향 상품 판매 등에 빅데이

터 심층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터 카드(Master Card)

는 내부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와 공개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 그리고 위

치 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들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더했다. 

통신 분야, 특히 이동통신사들을 중심으로 무선 데이터 분석 요구도 많아

지고 있다. 영상과 같이 넓은 대역폭이 소요되는 콘텐츠의 네트워크 품질

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경쟁이 치열한 통신 시장의 경우 서비스 품질이 

고객 이탈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빅데이터 솔루션은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플랫폼과 더불어 실시간 데

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의 양과 다양성, 속도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케

<그림 1> 스마트 시티의 구현

02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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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웃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긴밀하게 

통합되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한편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HDS(Hitachi Data Systems)는 SAP

와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SAP HANA 어플

라이언스를 출시했다. 2015년에는 폭넓은 업종의 기업들이 다양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집 2부 참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운영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주요 애플리케이

션에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을 제공하는 솔루션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테크 프로 리서치(Tech Pro Research)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가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

고 답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CIO들의 경우 이미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

이션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한편, 단기간의 내부 업무 및 웹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간편하게 통합 사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관리 및 제어가 간편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HDS는 2014년 초 HCP(Hitachi Content Platform) 및 UCP(Unified 

Compute Platform)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에퀴닉스(Equinix)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콘텐츠 계층화를 구현하고 암호화 적용과 메타데이터 제어 등을 통

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중심의 모빌리티 
모바일의 폭증으로 IT 인프라 수요 확산

GSM Association의 2013 리포트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전 세계에서 모

바일이 가장 많이 확산된 지역이다. 아태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17만 명으로, 이는 전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절반에 달한다. 그리

고 5년 이내에 7억 5천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 4G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모바일이 소셜 미디어를 위

한 채널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가 대량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데이터 중심(Data-driven)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및 IT 업계에서는 장기간 데이터 

보관 및 보호를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스토리지는 멀티 테넌시(하나의 서버 공간 또는 시스템에서 다수

<그림 2> Hitachi가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UCP VSP 
G1000 HUS VM

UCP Director Software

HNAS

Hitachi Content & Mobility Software

HCP

HDI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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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부 
Challenge 

* 출처: https://community.hds.com, 2014년 12월

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관리하고 메타데이터를 확장

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셋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데이터가 다양한 클라우드 모델로 이동하는 추세는 데이터센터 외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에서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가

장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스마

트 기기를 통해 공유되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콘텐츠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솔루션인 HDI(H i tach i Data 

Ingestor)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HCP(Hitachi Content Platform) Anywhere의 

사용자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 특집 3부 참조)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투자 증가 

아태지역 내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거나 강

화하는 추세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

들은 최근 2년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관련 법안 및 조항을 신설

하거나 강화하기도 했다. 

다양한 플랫폼 및 채널을 사용해 정보를 유통하는 기업들이라면 관련 규

정을 준수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이다. FTI 컨설팅의 최근 조

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정이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의 85%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폭증을 경험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영역 또한 HCP 같은 오브

젝트 스토리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파일 데이터, 파

일 메타데이터,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단일 오브젝트로 취급해 서로 다른 

스토리지 계층에 저장하고 트래킹함으로써 매뉴얼 작업 시 발생하는 비

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HNAS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중단없이 작동

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의 접근 및 보유기간, 저장 위치 등에 대해 최적

의 비즈니스 분류 정책을 적용해 관리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아카이빙

(원본 저장)함으로써 관리에 필요한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효율

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컴플라이

언스 적용을 지원한다.05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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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및 실행 가능 정보 제공
UCP for SAP HANA는 Hitachi Compute Blade 서버 기술과 엔터프라

이즈급 스토리지인 HUS VM(Hitachi Unified Storage VM)이 브로케이드

(Brocade)의 네트워크 제품과 결합되어 있다. 기업은 복잡한 작업의 효

율화를 돕는 엔드 투 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 전보다 

빠르게 비즈니스 해답을 찾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UCP for SAP HANA의 시스템 구성은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의 두 가

지다. 스케일 업은 SAP HANA, 개념 증명,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에서 

SAP Business Suite를 실행하려는 경우에 이상적이다. 스케일 아웃의 

경우 UCP for SAP HANA는 최대 56TB의 플랫폼 메모리를 지원하므로 

규모가 더 큰 미션 크리티컬 SAP HANA를 구현할 경우 이상적이다. 

SAP HANA TDI(맞춤형 데이터센터 통합)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SAP HANA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TDI를 사용하면 기존 데이터센터 레이아웃에 따라 비

교적 자유롭고 유연하게 SAP HANA의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다.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 VSP G1000 및 HUS VM을 사용하는 기업은 TDI 

프로그램을 통해 SAP HANA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다. 

Hitachi UCP 
for SAP HANA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위한 찰떡궁합 솔루션

기업들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터 소스가 많아지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집계 데이터나 샘플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근사 추정치’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tachi UCP for SAP HANA는 실시간 보고 및 분석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UCP for SAP HANA의 이점 3가지 

하나! 뛰어난 확장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분석 지원

둘! 탄력적인 아키텍처로 
최고의 안정성과 가용성 지원 

셋! 빠른 구축으로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 비용 최소화

특집 2부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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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급 성능과 확장성 제공 
SAP HANA 플랫폼은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세트에서 즉각적으로 비즈

니스 영감을 제공하고 가상의 ‘만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풍

부한 기능도 제공한다. 그런데 실시간 분석은 비즈니스 속도에 적합한 의

사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호스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UCP 

for SAP HANA 솔루션은 처리 및 저장 용량을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와 더 큰 데이터 볼륨을 수용할 수 있다. 

UCP for SAP HANA의 처리 엔진은 블레이드당 두 개의 Intel 제온(Xeon) 

프로세서 E7 제품군을 장착한 엔터프라이즈급 블레이드 서버 플랫폼

인 Hitachi Compute Blade이다. 메인프레임에서 흔히 보이는 대칭적 멀

티프로세싱과 네이티브 논리 파티셔닝 기능을 갖춘 이 플랫폼은 우수한 

엔터프라이즈급 성능을 제공한다. 자본 및 운영 비용 효율이 매우 높은 

Hitachi Compute Blade는 네트워크, 전력 및 서버 리소스를 공간 효율이 

좋고 유연한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한다. 랙 장착형 섀시에는 블레이드 모

듈이 들어가며 내부 스위치와 엔터프라이즈 솔리드 스테이트 플래시 스토

리지 및 지속성 데이터 스토리지 연결을 통해 I/O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기업이 비즈니스를 더 지능적으로 운영하려면 365일 24시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백업, 복구 및 폴

트 톨러런스 솔루션으로 중단없는 운영을 보장한다. 

Hitachi Compute Blades는 정교한 RAS(안정성, 가용성 및 서비스 가능

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안정성 면에서 섀시는 완전히 다중화되어 있

고 다중화를 위한 두 개의 관리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각 모듈은 섀시

의 원격 및 보안 관리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인 LAN 인터

페이스 관리를 지원하고, 블레이드와 구성 요소는 작동 중에 교체가 가능

하다. 스토리지 고가용성과 백업 및 복원 면에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에는 HNAS, Symantec NetBackup, CommVault Simpana가 사용된다. 

HNAS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사용하면 SAP HANA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시스템 백업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최대 500MB/초) 

Hitachi는 Symantec NetBackup의 SAP HANA Backint API도 지원한

다. 이 솔루션이 있으면 회사에서 기존 백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장이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다. 

Hitachi UCP for SAP HANA는 재해복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Hitachi 스토

리지 복제 소프트웨어는 SAP HANA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365

일 24시간 SAP HANA 플랫폼에 대한 미션 크리티컬 액세스를 지원한다. 

특집 2부 
Solution 

<그림 1> 
Hitachi UCP for SAP HANA

HUS VM

Hitachi NAS

Hitachi Compute Blade CB500

HUS VM

Hitachi Compute 
Blade CB500

Scale-up 구성 Scale-out 구성

Elena Raskita, Russian Railways

SAP HANA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원가계산 시간이 40배 더 빨라지고 

보고 시간 역시 5배나 더 빨라졌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3배 줄일 수 있었지만 

정보 분석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 출처: Hitachi Data Systems and SAP Deliver Solutions for Real-Time Business,   
 2014년 12월, www.h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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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통찰력 제공하는 
SAP 환경의‘숨은 공로자’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를 사용해 SAP 환경의 높은 SLA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oXya는 신규 고객을 위해 두 개의 UCP 솔루션을 추가로 설치했다.

oXya는 IT 조직이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쉽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으로, SAP 솔루션을 더욱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 및 제공하고 있

다. 2015년 2월 말 HDS에 인수된 oXya는 전세계 21만 여 명에 

가까운 SAP 사용자에게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Xya는 1998년부터 아무리 까다로운 SLA(Service Level 

Agreement)라도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IT 솔루션을 맞춤으

로 구성해 고객을 만족시켰다. 프랑스, 중국, 미국, 영국, 벨기에에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에도 사무실을 둘 정도로 비즈니스가 확장

됨에 따라 이 회사가 취급하는 데이터 역시 많아지고 있다. 

도전 과제: 다이내믹한 SAP 환경의 수준 높은 SLA 충족 
캐나다에 진출한 oXya 몬트리올 데이터센터의 최초 고객은 UCP 

for SAP HAN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요즘 회사들은 늘 

변화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

다. UCP for SAP HANA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면서 더 심층적인 비즈니스 통찰력과 빠른 분석, 비

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oXya 미국 법인 CTO

인 Melchior du Boullay는 설명한다. 

두 번째 신규 고객 계약에도 Hitachi UCP가 사용되었다. oXya는 

서드파티 업체로 입찰에 참가해 UCP for VMware vSphere 기

반의 솔루션을 제안해 선정되었다. SLA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을 요청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Hitachi UCP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

고 있다.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적합한 Hitachi UCP
oXya는 Hitachi UCP 솔루션 제품군으로 구성된 IT 인프라를 통

해 두 신규 고객들에게 SAP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합한 패키지인 UCP는 미션 크

리티컬 업무에 적합하다. 소매 기업 고객을 위해 oXya는 UCP for 

SAP HANA를 중심으로 고객의 SLA를 충족하는 동시에 비즈니

스 인텔리전스를 확장했다. UCP for SAP HANA는 실시간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스케일 아웃 및 스

케일 업 아키텍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를 통해 어플라이

언스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UCP for SAP HANA는 미션 크리티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이상적이다.

UCP for SAP HANA 운영은 40개의 코어와 512GB의 메모리

를 가진 두 개의 Hitachi Compute Blade 2000(CB 2000) 서버

를 사용하고, 비운영 환경은 20개의 코어와 256GB의 메모리를 

가진 CB 2000 하나와 Hitachi Unified Storage 130을 함께 사

용한다. oXya는 메모리 내 데이터 패브릭을 위해 SAP Business 

Warehouse 7.4도 실행하고 있다. “고객사의 관리자는 적시에 재

고사항 등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솔루션을 접하기 전에는 불가능

했던 일이다”라고 Boullay CTO는 말한다. 

Hitachi UCP 케이스 스터디 SAP 아웃소싱 기업 oX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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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a 몬트리올 데이터센터는 최근 또다른 고객인 A보험사에서 

요구한 엄격한 서비스를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Hitachi 

서버, 스토리지 및 업계 표준 네트워킹을 구성해 VMware의 

vSphere와 vCenter에 매끄럽게 통합되며 물리적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이 고객을 

위해 UCP for VMware vSphere를 선택한 것은 최상의 예측 가능

성, 복원력, 응답성을 갖추고 다중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를 기본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Boullay는 설

명한다.

모든 Hitachi UCP 솔루션은 직관적이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가 가능하다. Hitachi UCP Director는 인프라 전체를 관리하며 이전

에는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었던 여러 작업들을 쉽고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화면에서 새로운 SAP 환

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몇 달이나 걸리던 

일이 단 며칠 사이로 가능해졌다. 기업은 더 큰 대역폭을 얻을 수 있

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대역폭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Hitachi UCP 플랫폼은 곧 미래
oXya는 각 고객의 솔루션을 구축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계 

최고의 장비와 툴만을 선택해 왔다. 고객이 특정 공급업체의 장비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oXya가 충족해야 할 SLA

만을 제시한다. 

oXya의 Ed Wiegner 디렉터는 “SAP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HAN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저장, 관리,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

을 지원하려면 탄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

며 “2005년부터 Hitachi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미션 크리티컬 

SAP를 실행하는 데 있어 최상의 스토리지라는 것을 실감했다. 

Hitachi UCP 솔루션은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가 SAP 

아키텍처에 모두 결합된 탄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SAP뿐만 아

니라 업계 전체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IT 환경에서는 

Hitachi UCP 플랫폼이 곧 미래”라고 자신한다. 

oXya는 매년 호스팅 및 SAP 서비스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얻어왔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SAP 아웃소싱 업체로서 oXya가 가

진 전문성 덕분에 좋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100%가 oXya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캐나다 진출 이후 SAP 아웃

소싱 서비스를 북미 전체로 확대한 oXya가 SAP 서비스 시장에서 

선구자의 위치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 

또한 HDS 및 HDS 파트너들과 협력해 SAP HANA 구축 고객들이 

더욱 간편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HDS가 oXya를 인수함으로써 영역을 넓

혀가고 있는 클라우드·매니지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고객 및 파트너는 가치 창출시간의 단축과 함께 TCO 

절감효과, 예측 가능한 IT 서비스 결과를 기반으로 미션 크리티컬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집 2부 
Solution 

컨버지드 솔루션
 
● UCP for SAP HANA
● UCP for VMware vSphere

하드웨어
 
● Hitachi Compute Blade 2000 or 
 Hitachi Compute Blade 500
● Hitachi Unified Storage 130

소프트웨어
 
●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Director

Hitachi UCP 이점
 
● 복잡하고 동적인 SAP 5 고객 환경 관리
● 탄탄한 인프라로 고객의 SLA 충족

Hitachi 솔루션

* 출처: SAP Expert oXya Has a Bright Future: New Customers, Growth, 
 Offices and Revolutionary Hitachi Technology, 
 2014년 7월, www.h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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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부 
Hot Issue

데이터 모빌리티 전략, 

HCP면 충분하다!

현재 IT 부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 비즈니스의 모빌리티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환경 등으로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비즈니스와 IT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집 3부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환경에서 지속적인 IT 분야의 

과제로 등장하는 데이터 모빌리티의 현상과 전략을 꿰뚫어본다.

비정형 데이터의 폭증과 업무에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문화

와 함께 시시때때로 요구되는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의 가시성 및 통제 

용이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즈니스와 

IT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비

즈니스 정의 IT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비즈니스 정의 IT의 한 축은 

신뢰할 수 있으면서 유연한 비즈니스 모빌리티화, 데이터 및 클라우드를 

통해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IT의 

경제적 활용 및 효율성을 통해 가치 창출, ROI 실현 그리고 제품 및 서비

스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다. 

모빌리티 시대가 몰고 온 도전 과제
모빌리티로 인해 모든 유형의 컨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 창출·

유통·관리 및 소비되는 방식이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 복

잡성, 리스크, 변화의 증가로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IT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데이터의 증가, 사용자의 기

대, 현업과의 조율, 관리 필요성, 수요에 앞선 대응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성 확장을 들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IT의 성

공이 곧 기업의 성공을 이끈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모빌리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및 IT 부서가 도전 과제 간 최적의 균

형을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미래의 데이터센터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 

비즈니스 정의 데이터 모빌리티
기업은 사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비즈니스 정의 IT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정의 데이터 

모빌리티도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터 모빌리티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

운 기업의 성장 방식을 앞당기는 IT 역량의 촉진제다. 비즈니스 정의 데

이터 모빌리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끊김 없는 데이터, 애플리

케이션, 자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과 직원이 계속 연결되기 때

문에 협업의 질, 속도, 용이성이 높아져 생산성이 무한대로 증가한다.

비즈니스 정의 데이터 모빌리티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와 컨텐츠가 위

치, 사용 기기, 클라우드 유형 사이에서 정보를 민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가 데이터센터 내·외부로 쉽게 이동함에 따라 워크로드에서 

사용자까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가시성과 제어성이 확보된다.

최적의 시나리오, HCP Family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전략이 바로 여기 있다. 오

브젝트 스토리지와 파일 동기화 및 공유, 파일 게이트웨이를 함께 제공하

는 업계 유일의 통합 솔루션 ‘HCP(Hitachi Content Platform) 포트폴리

오’. HCP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IT와 새로운 데이터 패턴을 탄탄히 연

계함으로써 차세대 파일 동기화 및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고 단순하며 스마트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생성하는 HCP 포트폴리오는 설치와 관리, 유지보수 및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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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기존의 IT 자산을 보호하면서 

클라우드, 모바일, 오픈소스 및 서비스 중심 IT 등 최신의 환경으로 자산

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

HCP 비즈니스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HCP는 모바일 컴퓨팅, 기업의 아카이빙 및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검증

된 단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이다. 필요한 대상으로부터 또는 대상

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HCP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을 통틀어 컨텐츠를 위한 모든 레벨의 서비스와 일상적인 IT 운영을 능숙

하게 조율한다. 최근 업데이트 된 HCP의 특징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특징 

·비즈니스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비용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클라우드 투자 확대

·뛰어난 확장성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 내외부의 비즈니스를 

 통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모빌리티 툴로 모든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원해 비즈니스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기능

·글로벌 액세스 토폴로지(Global access topology): 분산된 HCP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동기화하고 가장 근접한 HCP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므로  

 협업과 지속성, 성능 및 가용성이 개선된다.

·어댑티브 클라우드 티어링(Adaptive cloud tiering): 파일 메타데이터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적절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티어에 자동으로 

 컨텐츠가 티어링되어 TCO 및 보안성이 강화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및 모빌리티(Customization and mobility): 데이터와  

 서비스 액세스를 관리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클라우드  

 선택이 가능하며 Trust zone을 구축한다.

HCP Anywhere
기존 NAS 시스템 데이터도 모바일 접근 가능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소프트웨어로 익히 알려진 HCP Anywhere는 HCP

와 함께 파일 데이터 저장, 공유, 동기화, 보호, 분석 및 검색을 조율

(Coordinate)한다. HCP Anywhere는 인터넷의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감

안해 강화되었으며 최종 사용자가 파일을 찾아 첨부해야 하는 수고나 잘

못된 버전을 첨부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파일 링크를 이

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파일 동기화 및 공유 툴을 제공한다. 최근 향상된 

HCP Anywhere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NAS 시스템의 데이터도 모바일 접근 제공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맞는 언어 선택 가능

·대용량 파일, 공개 파일, 중복 파일의 효율적인 동기화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실행 및 관리 가능(HDI 원격 서버와 통합)

HDI 최적화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전환
Hitachi Data Ingestor는 HCP 및 HCP Anywhere와 통합되어 지사 및 

지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백업 프리 파일 서비스

를 지원한다. 

·원격 또는 지사, 고객에 위치한 파일 서비스 관리 대폭 단순화

·로컥 백업 없이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가능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사이트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관리, 뛰어난 확장성 보장

Access Gateway

Access Gateway

HCP Anywhere

Access Gateway

Central 
Date Center or 
Service Provider

<그림 1> 데이터 모빌리티 구현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데이터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패러다임은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 소스를 찾거나 수집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

해 데이터 활용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분산적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분석을 원하고 있

다. 따라서 운영비용이 저렴한 온디멘

드(On-Demand) 클라우드 환경이 요

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 모바일 및 

소셜 미디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은 규모, 복잡성 및 비용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유동적인 데

이터 주도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았다.

특집 3부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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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와 함께 하는 데이터 모빌리티의 미래
민첩성, 접근 보안성, 비용 최적화를 모두 충족하는 HCP 포트폴리오는 

비즈니스 모빌리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성을 위해 긴밀하게 통

합된 솔루션이다. 특정 클라우드에 편향되지 않은 클라우드 중립성을 가

지며 클라우드와 모빌리티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유연성을 확보

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탁월한 효율성 증대와 새로

운 비즈니스 혁신을 지향하는 HCP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고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고객들은 이제 기존 엔터프라이

즈, 퍼블릭, 오픈 소스 환경도 포괄하는 통합 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일로

와 DIY식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복잡함을 해소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통합적이고 가장 안전한 솔루

션은 HCP 포트폴리오가 업계에서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 출처: How to Secure Content Outside the Data Center, 2014년 6월, www.hds.com

<그림 2> HCP, HDI, HCP Anywhere가 결합된 
비즈니스 정의 모빌리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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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 확장
HCP S10은 온-프레미스(프라이빗) 환경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데이

터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과 제어를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시킨다. 플러그-앤-플레이

(Plug-and-play) 방식의 솔루션으로, 대용량의 컨

슈머 드라이브(Consumer drive)와 이레이저-코딩

(Erasure-coding) 데이터 보호 방식을 채택해 저

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호한다.

HCP S10은 독립형 스토리지 장치가 아닌, HCP 오

브젝트 스토리지 체계에 속한 스토리지 노드다. 이 

노드는 인터넷을 통해 HCP와 연결되고, HCP의 어

댑티브 클라우드 티어링(Adaptive cloud tiering) 

기능을 통해 컨텐츠를 S10으로 유연하게 이동시

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itachi 클라우드 서비스

(Hitachi Cloud Service for Content Archiving)

는 물론, Amazon S3, Microsoft Azure, Verizon 

Cloud 및 Google Cloud Storage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HCP 스토리지 내외부 

계층으로 오브젝트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HCP S10은 HCP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지만 색인·버전 지정, 압축, 암호화, 복제, 

유지 및 WORM(Write Once Read Many)과 같은 

오브젝트 관리는 HCP에서 실행한다. 이더넷 스

위치에 연결만 하면 HCP에서 감지·관리하기 때

문에 사용이 매우 쉽다.

이레이저 코딩으로 고가용성 제공
HCP S10은 4U 인클로저에 56개의 고용량 일반 

디스크와 두 개의 Intel 6 코어 프로세서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량 일반 디스크는 가

격은 저렴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디스크보다 내구

성이 낮고 SLO(서비스 목표 수준)에 부합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10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20+6 이레이저 

코딩을 통해 6개의 동시 오류를 견디고 스토리지 

효율과 데이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HCP S10은 원시 디스크(Raw Disk)를 64MB 단위

로 분할하고 20개의 데이터 영역에 다시 6개의 보

호 영역을 더해 그룹을 생성한다. 이 20+6 이레이

저 코딩을 통해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손상된 

영역만 재구성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완벽하게 보

호된 상태로 기록된다. 디스크가 아닌 데이터를 재

구성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

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사용자는 점점 분산되고, 

고성능의 장비가 초래하는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RAID 보호와 FC 전송 보장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스토리지 툴로는 경쟁 우위를 차

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와 OT(Operational Technology)가 

함께 어우러진 스토리지의 새로운 변화를 HCP 

S10이 충족시켜 줄 것이다.

HCP S10, IT & OT 충족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이 주도하는 데이터 폭증을 지원하기 위해 

HCP(Hitachi Content Platform) S10이 새롭게 출시됐다.

What’s New!

* 출처: www.hds.com,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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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GO!

컨텐츠 
모빌리티를 
향한 
로드맵

규칙과 컴플라이언스 이해
STEP

STEP

1

3

Insight

Insight

Insight

Insight

건강 기록, 재무 정보, 고객 데이터, 거래 
등에는 엄격한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된다. 
데이터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려면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솔루션은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며 분실 또는 도난된 

디바이스에서도 데이터 검색이나 

삭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건강정보의 이동에 
적용되는 HIPAA, HITECH Act, PCI(Payment 
Card Industry)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Hitachi Content Platform(HCP) 

포트폴리오와 같이 유연하게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하면 모든 프로세스를 완벽히 

파악하고 데이터 저장, 관리, 암호화, 최종 

사용자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파일 동기화 및 공유, 

클라우드 파일 게이트웨이와 같은 모든 

구성요소를 단일 벤더에서 구성한 솔루션을 

선택한다. 이는 모든 솔루션이 함께 설계, 

테스트, 지원됨을 의미한다.

모바일 엔터프라이즈에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IT 효율을 높이려면 

비즈니스 가치에 맞도록 데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선택하여 관리 간소화, 효율성 증가, 

모빌리티 전략과 비즈니스 목표 간 

조화를 추구한다.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모빌리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존 데이터의 

유형(파일, 블록, 오브젝트 데이터)과 

용도 파악이다.

데이터 리포지터리에서 컨텐츠 

카달로그를 작성하므로 데이터의 

위치와 사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보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컴플라이언스 또한 많은 데이터에 

적용되고 있다. 데이터는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가시성과 제어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 로드맵은 안전한 컨텐츠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컨텐츠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데이터 안전을 지키는 5단계

FINISH

STEP

2데이터 유형 및 사용

통합 솔루션 채택

데이터 가시성과 제어기능 확보
STEP

5

STEP

4데이터 리포지터리 생성

Action

Action

Action

Action

Action

모든 워크로드에 싱글 통합 컨텐츠 모빌리티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와 비즈니스 

분야에 적합한 서비스, 비즈니스 요구에 

부합하는 제어기능과 가시성, 가치 실현시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민첩성을 제공한다.

Insight

Winner’s Circle!
HCP를 통해 정보 사일로 제거했으므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 컴플라이언스 보장에 필요한 

 가시성과 제어기능 확보
● 불가피한 통제 변화에 적응 가능한 

 민첩성
● 더욱 강력한 보안
● 운영 효율화, 사일로 제거, 비용 최적화
● 비즈니스 단위와 사용자 요구에 적합

특집 3부 
Hot Issue

* 정보 사일로(Information Silo): 분산 또는 폐쇄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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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의 4가지 

거시적인 트랜드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

장을 위한 기반이 되면서, IT와 비즈니스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T 부서는 이제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관리하

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아키텍트이자 비즈니

스 서비스를 위한 중개인(Broker)으로서 다양

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은 비즈니스를 위한 이니셔티

브에 투자되는 IT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며, 비

즈니스 부서에서 IT 지출에 많은 부분을 관여

하게 될 것이다. 

IT 부서에서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는 인프라의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

워크를 DIY 방식으로 조립하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마련하는 대신 각각의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OS와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정의 IT(Bus iness 

Defined IT) 패러다임이 확산될수록 인프라 공

급업체들은 인프라 이상의 가치를 공급해야 

한다. CIO들이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전체 라인업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공급사에서 고

객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프라에 대한 

책임과 위험까지도 함께 할 때 비로소 IT를 통

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비즈니스 정의 IT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시스

템과 애플리케이션 스택이 통합된 컨버지드 

솔루션이다. 컨버지드 솔루션은 HDS의 포트

폴리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2015년은 초기 비용 절감, 인프라와 소

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 하이퍼바이저의 자유

로운 활용 등 강력한 장점들로 인해 컨버지드 

및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의 확산이 더욱 빨

라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MB를 비롯해 원격 지사 및 로컬 지원 

부서들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유연하게 통

합하는 합리적인 가격과 패키징의 컨버지드 

솔루션이 등장함으로써 통합 시스템 구축의 

<그림 1> 비즈니스 정의 IT를 실현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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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혁신

벤더의 역할

● 컨버전스, 자동화, 통합

● 소프트웨어 정의-APIs, 오픈소스

● 분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비즈니스 정의 IT

1

2

컨버지드·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 확산

TOP 10
2015 IT 트랜드 

휴 요시다 HDS CTO가 지난해보다 좀 더 명확해진 양상의 2015년 

IT 10대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IT 부서에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려면 

IDC에서 제시한 ‘3세대 플랫폼’ 즉 모빌리티, 클라우드, 소셜 및 빅데이터 등 

메가 트렌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다. 

Writer Hu Yoshida HDS CTO

Soluti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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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상용 서버의 

스케일 아웃 노드와 내장형 스토리지로 구성

된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의 경우 웹서버 및 

맵리듀스 분석 등의 스케일 아웃 애플리케이

션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은 관리 자동화 툴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링, 경보, 

근본원인 분석 및 자동 교정 기능 등이 포함된 

관리 자동화는 통합 인프라 상에서 각각의 요소

에 대한 관리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동시키거

나 서로 연동시킬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 레

이어에서 구현된다. 

다양한 Best Practice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IT 벤더들은 앞으로 템플릿의 형태로 자

동화를 지원할 것이다. 인프라 공급업체들의 경

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통

해 보다 쉽게 Best Practice를 제공할 수 있으

며, 동시에 기존의 인프라 및 OS, 애플리케이션

과 통합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각 요소의 관리 

소프트웨어에 API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One Platform for All Work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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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ROI에 대한 높은 탄력성, 규모, 성능 및 자동화

4

소프트웨어 정의

2015년은 수많은 벤더에서 ‘소프트웨어 정

의(Software Defined)’ 컨셉 제품을 출시하면

서 관련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 정의’의 핵심은 IT 인프라의 간

소화 및 자동화다. 이에 따라 신생 업체들이 

저가의 상용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엔터프라이즈급이라며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기능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에 

내재된 역량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다. 

소프트웨어 정의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개방형 RESTful API 및 클라이언트를 통해 소

프트웨어와 인프라 간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사례로, VMware의 VVOL은 스

토리지 시스템과 컨트롤 플레인 사이에 스토

리지 API 형태의 추상 계층을 생성함으로써 IT 

관리자들이 VM단위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책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를 통해 

혁신적인 관리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 

3

관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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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가상화는 아직까지 수직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다. 스토리지 가상화 엔진

은 뒷단에 이어진 이기종의 스토리지 시스템

까지도 가상화 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가상화로 인해 여러 지역에 분

산된 블록, 파일, 그리고 콘텐츠 스토리지까지 

모두 수평적인 가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

나의 가상 스토리지 자원 풀을 제공하는 가상 

스토리지 머신을 통해 여러 개의 물리적인 스

토리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스토리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

어 가상 스토리지 이미지를 각각의 시스템에

서 읽거나 쓸 수 있게 된다. 

HDS의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체제(SVOS)는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 곳에 분산된 Hitachi VSP G1000을 동

기화 시킴으로써 특정 시스템에 중단이 일어

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동작하

므로 서비스 무중단, 데이터 무손실의 Zero 

RTO·Zero RPO를 유지할 수 있다. 파일 스토

리지의 경우 HNAS가 Global Name Space를 

통해 이를 지원하며,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경

우 HCP에서 Global Access Topology를 지원

한다. 

데이터센터 관리자들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백

업에 집중했던 데이터 보호 수요는 이제 백업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위해 디스크 기반 백업 

및 중복제거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5년은 RTO 및 RPO 단축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 보호에 드는 비용의 절감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로는 씬 카피(Thin 

copy) 기술을 통한 스냅 및 클론 사용의 확대, 

비정형 데이터의 백업을 제외한 복제만을 지

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중앙 저장소를 통

한 파일 동기화 및 공유 등이 있다. 또한 한 쪽

의 스토리지가 중단되더라도 가상 볼륨을 통

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유지시키는 액티

브/액티브 스토리지 컨트롤러도 복구 시간 단

축에 효과적이다. 

포맷 블록에 대한 쓰기 작업 및 블록 포맷팅, 

개별 페이지 복구, 쓰기 증폭, 웨어 레벨링

(Wear leveling), 스페어 관리 등 플래시 기술

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엔터

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모듈은 성능을 유

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플래시 용

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프로세

싱 파워를 필요로 한다. 2015년은 상업용 PC

에 맞춰 설계된 SSD를 대신해 엔터프라이

즈 스토리지에 걸맞은 성능과 내구성, 용량을 

지원하는 프로세싱 파워를 가진 엔터프라이

즈 플래시 모듈이 성장할 것이다. TLC와 3D 

NAND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플래시 드라이

스토리지 가상화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글로벌 가상화

5

데이터 복구 및
복제 관리의 관심 증가

6

<그림 3> Global Access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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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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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용량이 확대되는 한편 이로 인해 증가하

는 복잡성을 낮추고 이러한 기술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텔리전스에 대한 수요가 높

아질 것이다. 

IDC는 빅데이터 시장이 2017년까지 연평균 

27% 성장률을 유지하며 324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ikibon의 경우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확산되어 2017년에는 534억 달러 규

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그

림 4 참조) 이러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2015

년은 SAP HANA 및 Hadoop 등 빅데이터 분석

이 더욱 활성화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재의 빅데이터는 소셜 요소가 가미된 비즈

니스 데이터가 주를 이루지만, 미래의 빅데

이터는 기계 간 통신 위주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집중되어 우리의 삶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2015년은 IoT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IT 회사들과 사회적인 인프라 공급업체 간 파

트너십이 더욱 확대되는 해가 될 것이다. 

스케일 업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및 컴퓨

팅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

는 한편 비정형 데이터가 급증하고 여기에 내

재된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가 늘어날수록 새

로운 유형의 분산형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및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Pentaho의 James Dixon CTO는 이를 가리켜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라고 명명했다. 

데이터 레이크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보

관되어 있으며, 데이터는 파일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하기 쉽

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

이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식으로 백업 

대신 복제를 택하게 된다. 또한 오

픈소스를 통해 라이선스 비용을 줄

이고 컴퓨팅 시스템을 맵 리듀스 

분석에 최적화시키게 된다. 특히 자

동 계층화를 통해 성능을 높이고 

장기 보관에 필요한 요건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보관 시 대량의 전력이 소비되

지 않는 콜드 스토리지가 테이프 및 광학 미디

어 형태로 구축될 것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혼합

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확대될 전망

이다. Tech Pro Research와 같은 연구기관에

서는 현재 기업의 70%가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발표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며 WAN 대역폭 비용이 낮아

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방화벽 내에서 퍼

블릭 클라우드로 메타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적합한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8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9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확산

10

<그림 4> 빅데이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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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iki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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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는‘제2회 

오픈스택데이 인 코리아’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KBS는 방송업계 최초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안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비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Hitachi 스토리지를 도입한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어냈다.  

IT부서 담당자라면 사내 IT 환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이다. 거대한 컴퓨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주요 IT 자원을 

자유자재로 할당해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KBS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텔레비전 방송을 개국한 KBS는 현재 

2개의 텔레비전 채널과 1개의 위성방송 채널, 

7개의 라디오 채널, 그리고 세계 최초의 

지상파 이동방송인 U KBS 4개 채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면에서 국내 방송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특히 글로벌 위성채널로 케이팝(K-Pop) 

확산에 공헌해온 KBS World는 2003년 7월에 

출범, 8년 만에 전 세계 73개국 4,849만 

가구가 시청하는 글로벌 채널로 부상했다. 

비즈니스 성패 좌우하는 데이터 관리
KBS가 방송계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을 스토리지 중심으로 구현한 

이유는 KBS의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과 넉넉지 

않은 IT 투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KBS

는 보도 부분을 제외하곤 예능부, 드라마부 등 

부 단위로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제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비디오 자원이 별

도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다. 관리 

포인트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KBS 방송시설국 

제작시설부 홍석명 팀장은 “네트워크와 스토리

지 중심의 시스템 인프라 구성 시 프로그램 제

작 장르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 시스템을 공유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특

히 SAN 기반 스토리지의 시스템 간 공유는 불

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BS 월드(KBS World) 사업부에서 좀더 빠른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면서 방송시설국 제작시

설부의 고민은 깊어갔다.

KBS 월드 방송 채널은 제작과 관련된 많은 부

분이 외주로 이뤄진다. 1·2채널에서 방송

이 된 콘텐츠 원 파일을 KBS N(유료방송채널, 

KBS 1·2채널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

는 미디어 전문기업)이 인코딩을 하면 외주자막 

제작사가 영상 편집, 한글 스크립팅, 다국어 번

역, 화면 자막 제작 등을 수행한다. 이 파일을 

다시 KBS 월드에서 검토하고, KBS N이 최종 

프로그램을 해외로 송출하는 형식으로 제작이 

진행되어 왔다. 이 기간이 대략 2주였다. 여기

에 KBS 자체적으로 외부 현장에 취재 또는 촬

영을 갔을 때는 제작 편집 과정을 현지에서 처

리할 수 없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KBS 월드의 요청과 기존 제작 편집 과정에서

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

을 찾아야 했다. 국내 다른 지상파 방송사보다 

2~3배의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에 제작

되는 콘텐츠의 양은 비례적으로 많았고, 대용

량 콘텐츠의 저장과 처리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시스

템 용량을 무한적 늘릴 수 없기에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능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오픈스택의 가능성, 외주 방송제작 업
무 프로세스 통해 검증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인 

오픈스택(OpenStack)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도

입은 KBS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손색이 없었다. 

Best 
Practice

방송업계 최초 오픈스택 기반 솔루션 구축으로

UP!업무 효율성은
DOWN!구축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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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팀장은 “3~4년 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던 때와 달리 오픈스택은 IT 생

태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레드햇과 Hitachi, 

시스코 등 다양한 벤더들이 오픈스택 진영에

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

팅의 플랫폼으로 정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

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서버 수

량이나 SAN 기반의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

에서 솔루션 확장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모듈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스토

리지의 도입을 핵심 포인트로 잡았다. 오픈스

택 환경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호환성과 안정

성을 갖춘 스토리지 도입은 매우 중요한 사안

이었다. 방송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출

된다면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

문. 또한, 외주 제작과 자체 제작 등 업무 범위

와 주체가 다양한 것을 고려해 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

는 스토리지가 필요했다.

오픈스택 플랫폼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드라이버 

및 고속 NAS와 같은 파일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

는지도 관건이었다.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리소

스를 용도별로 할당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

로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했다. 

내부 사용자를 위한 웹하드 기능도 요구됐다. 

HIS의 뛰어난 기술지원으로 구축 성공
타 벤더 대비 일찍 클라우드 서비스용 오픈스

택 환경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

발해 왔고, 오픈스택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스

토리지 솔루션과 ‘Hitachi 오픈스택 신더 드

라이버(Hitachi OpenStack Cinder Driver)’를 

갖춘 HDS(Hitachi Data Systems)의 솔루션이 

물망에 올랐다. 무엇보다 HIS를 통해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

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홍 팀장은 “HIS

는 Hitachi 솔루션을 30년간 국내 다양한 업계

에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지

녔다는 점에서 KBS 월드 제작 시스템 구축 파

트너로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2014년 9월, KBS는 HIS와 함께 Hitachi의 미

드레인지 스토리지인 HUS 150(Hitachi Unified 

Storage 150)을 자사 오픈스택 시스템의 신더 

드라이버(Cinder Driver) 연동 작업에 착수했

다. HUS 150은 파일 및 블록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는 방식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서 나

아가 파일, 블록 및 오브젝트 데이터를 하나의 

중앙 플랫폼에서 통합한 미드레인지급 스토리

지 시스템이다. 

8대의 서버와 40대의 스토리지를 오픈스택

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가상머신 대수가 늘어

나면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

다. Hitachi 신더 드라이버와 오픈스택의 노바 

인터페이스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 엔지니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

책을 모색하던 중 오픈스택 플랫폼의 연동 부

분인 노바 인터페이스에서 문제를 발견해 해결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Hitachi 신더 드라이

버의 이중화 기능을 활용하는 성과도 있었다.

본사 방송 시스템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오픈스택 시스템과 연동되는 HUS 150 구축으

로 다시 태어난 ‘KBS NCPS(Network Caption 

Production System)’. 당초의 목표대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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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BS의 
월드제작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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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채널 방송 제작 및 송출 과정이 대폭 간

소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모든 리소스를 KBS 

NCPS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막, 영상 편집 작업은 물론 KBS 월드의 검

토 작업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가능해졌다. 제

작과 편집을 마친 데이터는 KBS N을 통해 바

로 송출되면서 꼬박 2주가 걸리던 제작기간도 

50% 감축시킬 수 있었다.

스토리지 자원을 자유롭게 재배치 할 수 있게 

돼 자원 활용성을 높이게 된 것도 손꼽히는 성

과다. 홍 팀장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대역

폭을 자유자재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인스

턴스를 분할한 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자원

을 할당하는 원리다. 자원 통합, 구성 및 변경

도 단일 관리 툴에서 이뤄지므로 전체 리소스

를 유연하게 활용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iSCSI 인프라 아키텍처와 ‘Hitachi 다이내

믹 프로비저닝(Hitachi Dynamic Provisioning)’

을 기반으로 메인 스토리지가 구성돼 언제 어

디서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편집실이 아닌 취재 또는 촬영 현장에서도 원

격으로 방송 편집 작업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

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 1월 초, 내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새

로운 외주제작 시스템 소개와 시연회를 마친 

KBS는 외부 사용자 교육 후 3월부터 시스템

을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석명 팀장은 

“오픈스택 시스템을 KBS 월드 제작 시스템

에 적용했다는 것은 KBS IT 인프라 시스템 변

화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향후 오픈스택 기반

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본사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스토

리지 부문에서는 Hitachi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TOE(TCP Offload Engine) 기능을 사용해 TCP 

부하를 줄이는 구성을 채택, 고성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

송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위한 추가 기능과 

성능을 꾸준히 검증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KBS는 오픈스택 

기반의 스토리지 환경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

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방송

제작 환경을 마련한 선진 방송국으로 동종 업

계의 모범이 될 것이다.

Best 
Practice

MINI INTERVIEW

오픈스택 환경으로 
데이터 가용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다’

Q.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KBS 월드는 외주 제작 방송이 많은 편입니다. 방송 제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기반의 오픈스택 환경 시스

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버와 스토리지 자원을 자유롭게 재배치함으로써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성은 일반적인 스토리지 

구성과 비교해 구축 비용 및 관리 비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을 무한정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잠깐 동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반대했죠. 방송국의 주요 자산인 콘텐츠를 외부

에 보관해 놓고 편집을 한다는 점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용량을 기준으

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와 통신회선 비용이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비용이 훨씬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 정지는 있을 수 없

는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내부만

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Q. Hitachi 스토리지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상머신의 라우팅이 원활하고 자원을 가변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Hitachi 스토리지는 오픈스택 환경에서 여러 개의 경로에서 동

시에 스토리지에 접근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높여주고, 특정 경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보여준 전문성과 신뢰는 우리가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통신·미디어 업

계 1위의 구축 노하우를 쌓아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KBS는 방송계 최초로 오픈스택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지

속적인 기능의 업데이트와 성능 향상이 보장된다면 KBS는 오픈스택 클라우드 플랫폼을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홍석명 팀장 
KBS 방송시설국 
제작시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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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요구와 함께 기업의 IT 인프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지의 증설 또는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기종 

환경 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제공하는 HECM S2S는 

이런 요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 똑똑한 솔루션이다.

많은 기업들은 ECM(콘텐츠 관리 솔루션)이나 자체 솔루션을 활

용하여 사내 문서, 이미지, 동영상, 녹취 등 비정형 데이터를 보

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 확대 속도도 빨라

지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스토리지 도입이나 증설이 시급하지만 

다른 환경의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

션에 대한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HECM S2S

이기종 환경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고민 
한방에 해결!

Tech 
Zoom In 

Writer 차순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ECM사업팀 과장



30HIS advantage 2015. SPRING NO.116

Tech 
Zoom In 

P공공기관은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성되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전자문서를 1차로 NAS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VTL로 백

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NAS 스토리지의 노후화로 HCP V6.0을 

신규 도입한 후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1차 마이그레이션

(약 1억 7천만 건, 10TB)을 10일에 걸쳐 완료했으며, 2차 마이

그레이션(약 4억 5천만 건, 50TB)은 현재 진행 중이다.

01
SAN 
S/W

Ethernet 
S/W

VTL

Application 서버

구 NAS 스토리지

Application DB

HECM-N2H 
이관서버

신규 HCP 스토리지

1 3
2

4

ECM에서는 각각의 콘텐츠마다 정의된 관리 기준(분류체계, 접근권환, 보전연한)에 의한 Life Cycle을 통해 생성부터 

유통,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 이러한 환경을 알지 못한 채 단순 파일 복사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이그레이

션을 수행해야 한다.

HIS의 새로운 솔루션 HECM S2S는 이기종 환경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ECM 기반의 마이

그레이션 솔루션이다. HIS 자체 솔루션인 HECM 뿐만 아니라 써드파티 ECM,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

리지까지 지원하며, 스토리지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다운타임 없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HECM S2S는 이기종 간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속도 및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적용

한 솔루션이다.

ECM 기반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정합성, 
신속성 보장

S2S Migration ManagerStorage Devices User

EMC 
Centera

Hitachi 
Content 
Platform

(HCP)

Network
Filesystem

Indexing & Metadata
Retrieve

Load
● Transform
● Archive

Deliver
● User Interface
● WebServices API

Access

Process and 
Manage

● Retention
● Security
● 3rd Party Integration

● Logging
● Reporting
● Repository

● Index
● Configuration

Repository Database ● Logical Data Storage
● Physical Data Storage
● Repository Services
● High-speed Archive Service

Store

NetApp
SnapLock

Monitoring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atabases Storage 
Devices ECM 3rd Party 

ECM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HECM S2S 아키텍처

Mini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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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공공기관은 Alero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생성된 전자문서를 HCAP V2.0에서 보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토리지 노후화로 HCP 

V6.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약 1억 5천만 건

(약 5TB)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고, 

약 6일 정도 소요되었다.

02
Ethernet 

S/W

1

3
2

HECM-H2H 
이관서버 #1

HECM-H2H 
이관서버 #2

신규 HCP OS V6.0운영 HCAP OS V2.6

Windows 2008, Windows 2003
JDK 1.7

HECM기반의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전자문서, 이미지, 동영상, 종이문서, 웹 페이지)의 비정형 콘텐츠

를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 또한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NFS 뿐만 아니라 

Windows CIFS, WORM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서버 간 분산 및 멀티스레딩이 가능한 멀티 티어 아키텍처

도 지원한다.

HECM S2S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뚜렷한 장점이 있다. 먼저 업계 표준 프로토콜(NFS, SMB/CIFS)과 다양한 

스토리지 아키텍처(DAS, NAS, SAN) 및 EMC Centera를 지원하여 기업이 스토리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 두번째,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을 위해 공인 해시 알고리즘(SHA-256)을 통해 원본 데이터와 이관된 데이터를 검

증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분산 서버 아키텍처 및 멀티스레딩을 지원하여 데이터 마이

그레이션을 한다.

이 외에도 HECM S2S는 자동화된 서비스 및 데이터 이관 리포팅을 제공한다. 특히 데이터 이관 시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구조 분석이 가능하며, 이관 절차를 표준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테스트를 통한 최적의 환경 구성을 통해 

운영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처럼 HECM S2S는 복잡한 이기종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을 운영·비

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운영 및 
비용효율 달성

HECM S2S 지원 매트릭스

Supported CAS Devices
Device Version Source Target Notes

EMC Centera™ HW: Gen2/3/4/4LP
SW: CentraStar 2.1+

● Centera SDK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인터페이스

Hitachi Content Platform™ HW: All
SW: v2.0+

● ● REST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인터페이스

Supported NAS Devices
Device Version Source Target Notes

NetApp SnapLock™ HW: All ● NFS v3,v4 & CIFS 지원

Hitachi HNAS™ HW: All
SW: v5.0+

● ● NFS v3 & CIFS 지원

Generic Network Filesystem Any NFS v2/v3/v4 or
CIFS file server

● ●
NFS/CIFS 지원
보존 정책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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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클라우드 운영체제 
‘오픈스택(OpenStack)’A to Z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 오픈스택이 인기다. 기업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는 클라우드의 운영체제로 몸값이 

오르고 있는데다 Hitachi를 비롯해 IBM과 HP, 델, VMware, 시스코와 같은 다양한 벤더가 참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오픈소스라는 점도 한 몫 한다. 

오픈스택의 기본 개념부터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Hitachi Data Systems(HDS)의 오픈스택 지원 역사를 Q & A로 알아본다. 

<그림 1> 
오픈스택 소프트웨어 구성도

오픈스택은 
한마디로 무엇인가.Q. 

IaaS(Infra as a Service)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말한다. 미국의 호스팅 기업인 Rackspace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클라우드 연구팀이 지난 2010년 출시한 이후 표준 

오픈소스 클라우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

니티로 성장했다. 

오픈스택의 
사용자는 누구인가.Q.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원과 이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기술을 활용하여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VARs1), SMB2), 연구자, 글로벌 데이

터센터들이다.

오픈스택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Q. 

오픈스택 개발에 2015년 현재 전세계 150여 개국 2만 2천 여 

명의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후원업체만 4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전세계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자

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KBS, 다음카카오, LG CNS 등이 

오픈스택을 도입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오픈스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Q. 

오픈스택 프로젝트의 목적은 구현하기 쉽고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만들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등 어떤 유형의 클라우

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Compute Netwroking Storage

OpenStack Shared Services

Standard Hardware

Your Applications

OpenStack 
Dashboard

OPENSTACK
CLOUD OPERATING SYSTEM

APls

(출처: OpenStack.org)



3332

개방성이 중요한 
이유는? Q. 

오픈스택은 오픈소스의 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오픈스택의 모든 코드는 Apache 

2.0 라이선스 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이 코드를 실행하고,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다시 프로젝트에 제출할 수 있다. 클라우드 표준을 만들고 서

비스 제공업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픈 

개발 모델뿐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DS가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Q. 
오픈스택에 대한 Hitachi Data Systems(HDS)의 열의와 노력은 Open Source 커뮤니

티를 향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Hitachi는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믿을 수 있

는 종합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것이 곧 클라우드 

표준을 확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술이 생태계가 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HDS는 오픈스택 이니셔티브의 공식 후원 기업으로,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공급업체에 종속

되지 않고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1 참조). 

HDS의 스토리지 가상화 제품과 컨버지드 솔루션 덕분에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한 

민첩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Hitachi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Q. 
Hitachi는 Red Hat 오픈스택 배포 솔루션을 테스트, 인증, 게시할 수 있는 레드햇 오픈스

택 클라우드 인프라 파트너 네트워크(Red Hat OpenStack Cloud Infrastructure Partner 

Network)의 회원이기도 하다. 물론 Hitachi 서버도 레드햇 오픈스택 Compute 인증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엔터프라이즈에서 테스트된 플랫폼 및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드라이버

를 만들었다. 장기적으로는 스토리지 및 컴퓨트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 더 많은 플랫폼에 드라이

버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완전한 오픈스택 솔루션을 만드는 동시

에 파트너와 협력하며 솔루션의 인증 합작도 추진하고 있다. 

오픈 API, 널리 사용되는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Amazon S3 및 REST 등), 기타 액세스 방법 

및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 등 HDS의 오픈스택 지원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림 2> Hitachi의 클라우드 전략

Hitachi는 테스트를 거쳐 입증된 플랫폼과 기술 서비스, 유연한 재무 모델, 파트너십을 결합해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폭넓은 클라우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폭넓은 선택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선택 사항을 갖춘 완전한 솔루션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IT 요구 사항 지원

예측 가능한 서비스 수준

클라우드에서 최상의 비즈니스 결과 달성

TECHNOLOGY SERVICES

ELASTIC
FINANCIAL MODELS PARTNERSHIPS

HITACHI 
CLOUD

1) Value-Added Reseller: 부가가치 재판매업자
2) Small & Medium Business: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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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HDS 
News

What’s 
New?

01 02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5년 전 세

계 클라우드 시장이 23.3%의 성장률을 기록, 

1,1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T 부서의 65% 이상이 2016년까지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Hitachi Data Systems(HDS)는 “클라우드 플

랫폼이 기능 면에서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

라,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두 가지 

환경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이 혼재

된 상황에서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 주도권

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도

록 지원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내외부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만큼, 분산돼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

시성 및 모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하

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Hitachi Data Systems(HDS)가 VM웨어의 

VVOL(vSphere Virtual Volumes)에 대한 조

기 지원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

그레이션을 단순화하고 HDS 인프라 솔루션이 

제공하는 혜택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고성

능의 안정적인 HDS 인프라 솔루션과 자동화

를 기반으로 하는 VVOL 정책을 결합해 고객

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탄탄

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HDS는 Hitachi NAS 플랫폼과 Hitachi VSP 등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에 VM웨어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탑재할 계획이며, 기존에 지원하

고 있는 VM웨어 API 및 애플리케이션 지원 내

용에 추가될 예정이다. 

라비 찰라카 HDS 솔루션 마케팅 총괄 부사장

은 “VVOL을 구축하면 스토리지 오버프로비

저닝(Overprovisioning), 개별단위(Granular) 

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유연성, 프로비저

닝 복잡성,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변경사항 등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VVOL을 지원해 고객의 시장 진출 시기를 앞

당기고, 스토리지 용량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

면서 관리 오버헤드를 줄여 전체 스토리지 비

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정책 기반의 스토

리지 관리를 통해 확장성과 자동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2015년 본격 확산

HDS, 
VM웨어 VVOL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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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Data Systems(HDS)가 BI 소프트웨어 

제조사 펜타호(Pentaho)를 인수하고 헬스케

어, 공공 안전 및 업계용 IoT 솔루션에 펜타호

의 분석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타호 CEO 쿠엔틴 갈리반은 인수와 관련해 

“Hitachi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으

며, 펜타호는 데이터 통합 및 애널리틱스 플랫

폼, 빅데이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HDS는 IT 및 데이터센터 지원, 통합 분

야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IoT 시장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DS는 Hitachi의 산

업용 제품과 IoT의 접목을 통해 솔루션을 강화

할 계획이다. 

Hitachi Data Systems(HDS)가 클라우드 및 

SAP 솔루션 업체 옥시야(oXya)를 인수했다. 

옥시야는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SAP 

HANA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HDS는 이번 인수

로 클라우드와 관리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더

욱 강화할 예정이다. SAP 솔루션을 기반으로 

Hitachi UCP 플랫폼을 연동하고, HDS의 클라

우드 및 매니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다는 방침이다. 

히샴 압데사마드 HDS 글로벌 서비스 총괄 부

사장은 “HDS는 옥시야 인수를 계기로 매니지

드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더해 SAP 및 SAP HANA 환

경에 Hitachi UCP 솔루션을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S, 
BI SW 기업 펜타호 인수

04

우리는 매일같이 페이스북 담벼락에 사진을 올

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으며 드롭박

스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한

다. 은행에서는 계약서나 서류를 스캔해 이미지

로 보관하고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업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일상 

뒤에는 음원, 동영상,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보

관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장 장치로

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자리잡고 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해마다 늘어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

장했다. 데이터를 파일 규칙에 따라 관리하거나 

특정 영역과 구간을 나눠 데이터를 블록 단위

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 보

관, 관리하는 방식이다.

스토리지 저장장치에서 오브젝트는 ‘파일+시

스템 메타데이터+사용자 메타데이터’로 구성

돼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에 데이터베이스와 같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정형 데이터 관리 최적화

HDS, 옥시야 인수

은 정형성을 부여함으로써, 훨씬 많은 양의 콘

텐츠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저

장 및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과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스마트워크, 엔터프

라이즈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는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프라 요

소 중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

지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WORM(Write Once 

Read Many) 기능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

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

족하는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규모

2013년

236

2014년

266

2015년

312

2016년

344

2017년

387

2018년

434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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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혁명은 한편의 예고에 불과했다

사물인터넷과 스토리지

Writer 조수현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팀장

우리는 현재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살고 있다. 거기에 모든 사물과 프로세스, 

심지어 사람의 몸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기업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두 차례의 변혁을 겪었듯 말이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이 화두다. 그 파급력은 모바일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듯 사물인터넷이 사회, 기업, 사람을 바꿀 것이다. 디지털 혁명의 시작이 유선 인터넷이었다면 

모바일, 그 다음이 바로 사물인터넷이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의 확장판이며 빅데이터 또한 스마트시티와 떼려야 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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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상호 정

보 교환과 소통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한다. 네트워크

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의미로, 이러한 사회를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라고도 부른다. 이 사회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시계, 커피포트, 에어컨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고 서로 능동적으로 소통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카 등 사물인터넷의 분야도 다양하다. 1인당 1~2개의 기기가 

인터넷과 연결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제외한 전 세

계 사물인터넷 기기의 수가 2015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9억 대

에 이르고, 2020년에는 250억 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짐 툴리(Jim 

Tully) 가트너 부사장은 “사물인터넷이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면서 모든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사

물인터넷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1)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폭증 가져올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시대의 데이터 폭증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사

물인터넷이 생성하는 데이터 규모가 매년 2배씩 증가해 2020년 44조 기

가바이트(GB)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를 128GB 용량의 태블릿에 저장하

고 기기를 쌓으면 지구와 달의 거리의 6.6배에 이른다.2)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기의 위치 정보, 비정형 데이터, 로그 등의 사물인

터넷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 분석, 관리돼야 한다. IDC에 따르

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90% 이상이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

더 플랫폼에서 관리될 것이다. 또한 2018년까지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40%가 보관 및 분석될 전망이다.3)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폭증

하는 데이터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Hitachi Data Systems(HDS)는 오래전부터 이런 흐름에 대

응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HCP(Hitachi Content Platform) Anywhere

가 바로 그것이다. 급증하는 데이터는 물론 새로운 데이터 포맷이 만들

어지면서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접근과 관리가 필요했다. 사물인터넷 혹

은 M2M(사물지능통신) 환경에서는 특히 단편적인 데이터 엔드포인트 접

근법을 취할 수 없다. 전방위의 

엔드포인트와 공통된 리포지터

리를 아우르는 스토리지 자원 

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자원 풀은 또한 가상화 돼 새로

운 기술을 쉽게 수용하고, 정책

과 비즈니스 이벤트에 따라 자

동적으로 자가(Self) 관리가 가

능해야 할 것이다. 

HCP(Hitachi Content Platform) Anywhere는 출시 초기부터 이런 방식을 

취해 왔다. HCP Anywhere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 등 엔드포인트에 

관계없이 파일을 공유하고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엔터프라이즈 파

일 동기화와 공유 기술(EFSS: Enterprise File Synch and Share) 솔루

션이다. 

또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들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형태로 분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알기

를 원한다. 배치 처리가 아닌 수초 미만 또는 1초 미만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가 수집되는 즉시, 실시간 전처리, 실시간 계산, 실시간 패턴 

분석을 처리해야 한다.

HDS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컨버지드 플랫폼

인 Hitachi UCP for SAP HANA를 선보였다. 발생하

는 데이터는 바로 이 플랫폼에 저장되어 분석된다. 

다른 경쟁사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일

본 철도 시스템에 관련 플랫폼들이 대거 투입돼 IoT

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4)되고 있는 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계에 다다른 데이터센터 확장
일본 NTT 그룹 등 5대 IT 기업은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

터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7년까지 4조 

HCP Anywhere
Hitachi Content Platform

UCP Unified Comput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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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계획이지만5) 현재의 데이터

센터로는 폭증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머슨네트워크파워의 데이터센터 2050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랙 1개당 평균 전력 밀도는 현재 6kW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52kW로 8.6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으로 인

한 데이터 폭증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현행 데이터센터가 유지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이미 일

본 전역에서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력 규모에 달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경우 전력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확대만이 사물인터넷에 대비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 

다른 대안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인터넷 시대, 스토리지-빅데이터가 관건
사물인터넷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를 지금의 중앙 집중적 

형태로 수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데이터센터 스케일 아웃에는 운영, 

관리 등의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금의 원거리통신

망(WAN, Wide Area Networks)도 문제다.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의 상

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대역폭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 센서와 같은 저전력, 

초소형 사물인터넷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데이터 폭증이 가져올 파괴력을 분산, 

저장, 분석, 관리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당 수집되는 막대

한 정보를 분산된 소규모의 게이트웨이나 데이터센터에서 1차 수집 및 분

석하고, 정제된 데이터만을 중앙 데이터센터로 전송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서는 스토리지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수십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

석해 데이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스트림 데이터다. 최근 

올 플래시 스토리지 가격이 하락 추세지만 저비용이면서도 실시간 분석

이 가능한 디스크 기반의 분산 스토리지가 이러한 데이터의 저장과 실시

간 분석에 적합하다. 이미 검증된 빅데이터 인프라인 하둡과 같은 개방형 

분산 스토리지 기술이 사물인터넷 시대에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다. 빅데

이터 분석의 표준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하둡은 2.0으로 판올림되면

서 기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데

이터 처리 엔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돼 빅데이터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센서 차원의 혁신 노력도 뒤따르고 있다. ‘소프트센서’라는 가상 센서 

기술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센서는 물리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한다. 센서에서 측정한 신호 해석률을 높이고 데이터량 절감

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복합 센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의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컴퓨팅 파워다. 사

물인터넷은 스토리지 중심으로 확산되던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연산 중

심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실시간 분석뿐 아니라 

일정양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용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데이터로부터 얻은 통찰력으

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혁

신도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팅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태동했고, 지금도 진

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스토리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다. 저비용의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하며, 분산 환경이 요구되기에 특히 중소 스토리

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1) http://www.gartner.com/newsroom/, 2013.12
2) http://www.cctvnews.co.kr, 2014.4
3) http://www.cctvnews.co.kr, 2014.4
4) http://seegram.tistory.com/m/post/19, 2014.12
5) http://www.etnews.com,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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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제2성장의 변곡점에 서다
현재 수익모델이 탄탄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생존권을 영원히 보장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기업이 외형적인 확장보다 생존의 에너지원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인텔 기반의 

유통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서버 시스템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 규모를 확대해 온 이트론 

주식회사. 지난해 7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맺은 Hitachi 스토리지 총판 계약은 이 회사가 

15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잠재력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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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은 1999년 임베디드 그래픽 솔루션 전

문기업으로 출발한 네오엠텔과 2000년 설립

되어 서버 및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국산 하드

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디지털헨지가 

만나 2013년 7월 새롭게 태어난 회사다. 합병 

이후 품질 및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영업 활

동으로 인텔의 SSD, 메인보드, NUC 유통 사

업과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솔루션, 신규 

사업인 비트코인 사업 등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인텔 기반의 유통 사업과 함께 주력이

었던 서버 매출도 증가했다. 

그런 이트론이 새 출발 1년 만에 HIS와 파트

너 계약을 맺고 스토리지 솔루션을 추가했

다. 이트론이 납품하는 '인텔 X86' 서버 판매

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경쟁이 더욱 치

열해졌기 때문. 이트론 시스템 사업부의 김상

초 상무는 “국내 서버 시장을 살펴보면, 유닉

스 서버를 제외하고 X86 서버 시장 규모는 약 

5,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중 외산 벤더

가 4,500억 원대의 시장을 차지하고, 나머지 

1,000억 원 시장을 놓고 국산 벤더들이 치열

하게 경쟁 중이죠. 그런데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치고 올라와 매출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이 상

황에서 5,000억 원 규모의 스토리지 시장이 

눈에 들어온거죠”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HIS와 함께 매출 확대의 돌파구 마련
영업 초창기 때 자체 제작한 서버와 함께 납품

한 대만산 저가형 스토리지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고 데이터가 손상된 적이 있었다. 고객

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일도 더러 생겨 스

토리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트론이다. 하지

만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안정화된 스토리지 

만한 해결책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때마침 HIS는 대형 금융, 공공기관, 통신 부문

에 집중된 매출 분포도를 중소기업 고객까지

로 넓힌다는 전략 아래, SMB 파트너를 물색 

중이었다. 지방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고객 확

보 실적이 남다른 이트론과 HIS와의 ‘운명적

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총판 계약으로 Hitachi의 안정적인 스토리지 

제품 라인업을 갖춘 데다 HIS의 전국적인 영

업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이트론. 발빠른 위기 대처 능력은 Hitachi 스토

리지 공급에 나선지 4개월여 만에 30억 원 이

상의 매출을 올리는 결실로 나타났다. 김 상무

는 “SMB 환경에 최적화된 HDS의 스토리지 

솔루션 공급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헨지 시절부터 

10여 년 이상 쌓아온 경험 때문에 충분히 가

능한 얘기지요”라고 자신한다.

이트론이 HIS와 윈윈 전략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조직과 기술 영업의 강화다. 먼저 2015

년에는 대구, 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의 영업 

조직을 확대한다. 지방 영업의 전초기지를 구

축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

속되는 시점이라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신성장 동력원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도 가세
보안소프트웨어 회사와 CCTV 회사에 화이트 

박스 형태의 서버 영업과 스토리지 사업과 함께 

점차 커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윈윈 전략의 또 다른 축

이면서, 2015년 이트론 시스템 사업부의 도약

을 이끄는 매출원으로 기대가 큰 부분이다. 바

로 데스크톱 가상화 플랫폼인 PIOS(Powerful 

Intelligent Office System)로, ETRI의 기술을 이

전 받아 2년여 동안 개발한 국산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솔루션이다.

PIOS를 설치한 사용자는 PC 및 노트북에서 

구동되는 모든 업무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VDI 

중앙 서버에 두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No.1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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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원격 단말기에서 서버에 접속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TTA)의 테스트를 거쳐 굿 소프트웨어

(GS)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 워크 및 교육 

시장 공략의 채비를 갖췄다.

이트론은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이라는 점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라

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PIOS

의 강점으로 내세운다. 공공기관 등에 이트론 

서버와 함께 공급한 데 이어 최근 HIS의 미드

레인지급 스토리지인 Hitachi Unified Storage 

150을 패키지화 해서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몰 

업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 외 통신, 유통, 대

학 등도 PIOS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서버 제품에 PIOS와 HIS 스토리지 제품

을 접목한 패키지로 매출 증대를 이끈다.’ 이

로써 사업 다각화를 향한 이트론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2012년 1월 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서

는 기업의 성장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전

반기의 빠른 성장속도가 후반기에 들어 서서히 

느려지다가 정체기를 맞는데, 성장속도가 느려

지면서 정체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을 변곡

점(Saddle Point)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면 기업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시장 상황에서 ‘성장의 변곡

점’으로 스토리지와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이

라는 새로운 동력원으로 수익 창출에 나선 이

트론, 비약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이유다. 

MINI INTERVIEW

SMB 기업에 
최고 서버·스토리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Q. HIS와 총판 계약의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1,000억 원대 규모의 국산 서버 시장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서버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상황이 악화되었지요. 정부의 ICT장비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국산 서버 업체들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

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HIS와의 총판 계약은 서버와 스토리

지를 엮어 솔루션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 회사

로선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트론만이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2000년 디지털헨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국산 서버를 공급해 오면서 많은 

필드 경험을 쌓았습니다. 외산 벤더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완제품 

형태의 서버를 고객사에 설치하지만, 저희는 고객의 IT 환경에 최적화된 제

품을 제작해 설치해 왔습니다. Hitachi 스토리지를 추가하면서 SMB 시장

에 서버·스토리지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까지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

축할 수 있게 된거죠. 

Q. SMB 시장의 파트너사로서 HI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양한 기회를 통

해 전달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상초 상무
시스템 사업부 

이트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동억

설립년도 1999년

주요사업 인텔 SSD/메인보드/NUC/IoT/WIFI 유통, 
 인텔 X86 서버 제조 및 판매, 스토리지 판매 및 
 유지보수,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PIOS’

홈페이지 http://www.e-tr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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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Family 

전략적인 사람들
영업 부서에 있던 황규하 팀장과 기술지원부서에서 영업팀으로 새로 합류

한 김시택 부장, 그리고 김덕환 과장은 작년 4월 전략금융팀 일원이 됐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아우르는 전략금융팀은 HIS의 전략적인 사이트 중

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다.

전략금융팀의 수장이자 타고난 영업맨 황 팀장은 “예전부터 해온 금융권

에 새로운 시너지를 찾기 위한 첫 출발이 팀명의 변경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팀명에서부터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목표를 두고 시

작했는데, 이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복덩이 두 명이 합류하면서 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으

로 기술지원에 앞장서다 영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김시택 부장, 그리고 큰 

배포를 지닌 영업의 베테랑 김덕환 과장이 합류하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발

휘했죠. 저는 영업을 오래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팀원에 대해 자신감 있게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우리 팀은 조합이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참 잘 맞습

Yes,
Yes.
Yes!
HIS의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한다
전략금융팀

성향이 각기 다른 세 장정이 모여 전략금융팀이라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연말, 그들은 사내 Best Practice상까지 거머

쥐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남의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황규하 팀장이 운을 뗀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포스가 평

범한 직장인과 사뭇 달라 보인다. 인터뷰 내내 호탕한 웃음과 말주변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온 황규하 팀장과 조곤조곤 부연설명을 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김시택 부장. 그리고 웃음기 띤, 흔히 말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김덕환 과장까지. 전략금융팀의 첫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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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영업은 정보를 파악하고 습득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팀장님이 

그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김덕환 과

장이 영업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전략이 도출되죠. 저는 기술적인 부

분의 지원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다른 성향이 오히려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군요”라고 설명했다.

김덕환 과장 역시 “황 팀장님은 제가 봐온 영업사원 중 가장 독특합니다. 

친화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보수집능력 역

시 월등하고요. 어떤 것 하나를 알아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밤낮 없습니

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채워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엔 소홀할 수밖에 없겠지만, 팀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팀장이

죠”라며 서로 칭찬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위기를 기회로
전략금융팀은 이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2014년 최고의 성과를 올리며 1

년에 한번 주어지는 사내 Best Practice상을 수상했다. 팀이 구성되고 시

너지를 발휘한 지 1년만의 성과였다. 여기에는 고객사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고객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심지어 김 과장은 생수만 약 3천 병을 사와서 고객사 1층에 쌓

아놓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의 입장이 되어 지원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도,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몸에서 베어 나오는 고객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고객에게도 통했는지 우리의 모습에 감동했고, 결

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더군요”라며 황 팀장이 당시를 회상했다.

물론 앞장서서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은 전략금융팀이지만 뒤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지원이 있었다. 전략금융팀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들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다고 공을 돌렸다.  

김 부장은 “고객사가 위기를 겪기 전부터 우리는 재해복구 및 백업시스

템 등에 대해 수없이 제안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다

행히 위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한 것이 고객과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최고의 그림을 완성한거

죠”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전략금융팀은 수상의 의미를 ‘잘했다’가 아닌 ‘고생했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수상에 대한 부담은 ‘2015년의 목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식의 차이가 전략금융팀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HIS의 새로운 꿈이 되다
생각을 바꾸면 안 될 것, 못 할 것이 없다. 엔지니어로 출발해서 영업사

원이 되기까지 김 부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걱정과 고민에 사로

잡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내가 하루 만에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한 

시간에 끝낸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내가 프로이기 때문이에요.” 김 부장의 지론이 마음이 와 닿는다. 

‘Yes, Yes. Yes!’ 전략금융팀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내가 멋진 사나

이라 생각합니까? 전략금융팀이 HIS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HIS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질문의 답은 항상 

‘Yes’다. 이 마음으로 매사에 충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는 전략금융팀. 세 사람이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의 여운이 길게 남는다. 

그리고 이들이 있어서 HIS의 앞날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 

황규하 팀장 김시택 부장 김덕환 과장

황금, 소금보다 귀한 것은 지금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최고다!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원동력이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 것이 됩니다. 
어려움에 빠져들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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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n 
Book

‘내마음보고서’

 비밀스럽게 
 나를 만나는 시간

평소 무심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내마음보고서’는 

개인 맞춤 심리분석을 통해 마음의 MRI를 찍어보자는 취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사우 중 2명이 무기명을 전제로 

기꺼이 내마음보고서의 수혜자가 되었다. 

내 마음 속 기억의 퍼즐을 풀다
심리분석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한다고 하

죠?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

선과 느낌, 평가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

확하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통해 내 자신을 알고 싶었습니다”라는 두 

사우의 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내마음보고서는 마인드프리즘 홈페이지(www.mindprism.co.kr)에서 ‘내

마음보고서’를 신청해 온라인에서 바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최근 1개월간 내게 일어난 일, 현재 몸의 상태, 좋아하는 것과 싫어

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등에 관한 척도 검사, 어려워하는 사람과 싫어하

는 사람 유형 등 관계에 관한 것까지 300여 개의 질문 항목이 A 사우와 

B 사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관식과 객관식 질문이 번갈아 나오지만 이

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답하는 과감함은 HIS인의 덕목일까? 

“군대 체력검사와 회사 입사 전 받았던 인적성 검사를 다시 본다는 느

낌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문항을 언제 다 체크하나 걱정부터 앞섰는데, 

막상 검사를 시작하니 마치 내 마음 속을 빈틈없이 스캔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데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머리 한 구석에 조용히 모셔

두었던(?)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기분이 묘하던데

요.” 또 다른 사우는 “생각보다 간단한 질문들이었고, 약 30분 정도 소

요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질문들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라고 말한다.

내 마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들에게 2주 뒤 도착한 ‘내마음보고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해 미처 자세히 돌볼 틈이 없었던 자신의 마음이었다. 높게 나온 스

트레스 지수가 특히 마음에 걸렸다고 말하는 B 사우. “다행히도 내마음보

고서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팁이 있었죠. 예를 들어, 협업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인이 느린 게 아니고, 제가 빠른 것이라

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작성된 검

사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고 유형화하는 작업에는 심리분석 엔진

이 60% 정도 수행하고, 심리학 전공자 5명이 나머지 40%의 보고서를 완

성한다. 이 과정에서 ‘처방 시(詩)’도 선택되고, 기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바

쁜 하루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문득 드는 생각들. ‘무엇을 위

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혹여 미래의 행복에 현재를 

저당 잡혀 사는 건 아닌가’, ‘나는 누굴까’.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음직한 이런 질문에 이제 정식으로 응답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

안과 자기 자신이 한층 객관화된다. 그리고 외부에 쉽게 흔들

리는 내 마음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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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결과를 서술해 참여자에게 발송되는 ‘내마음보고서’다. 일상에서는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심리분석 전문연구원이 분석한 나만의 ‘내마음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무덤덤

했던 A 사우. “기존에 알고 있던 저의 상태와 내면 등 큰 차이는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더

라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지만 반대로 이

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평가해 주고 코치를 해주더군요”

라고 말한다.‘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경할 부분이 없는 상대와의 관계를 껄끄러워 한

다’는 결과에 받은 B 사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개인과 사회의 행복 측정의 잣대 ‘마음건강’ 
내 마음을 알고 나면 어떤 도움이 될까. B 사우는 특히 직장생활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

는다. 상사와 직장 동료, 후배와의 관계, 업무 처리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영업직인 A 사우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장점들로 발생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사전에 방지하

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한다.

고달픈 워킹맘, 직장과 가정 내 과중한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 마음 치

유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은 1차 대상들이다. 그런데 A 사우는 오히려 외향적이고 유쾌하며 타인과도 잘 지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사우들에게 ‘내마음보고서’를 추천한다. 유쾌한 외면에 꽁꽁 숨어있을 수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B 사우는 “꾸뻬씨

의 행복여행에서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라고 강조한다.

흔히 마음건강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한다. 2~3년 전부터 ‘힐링’, ‘치유’ 등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마음치

유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녹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일상적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삶

이 유쾌하지 않은 현대인들이여, 내 마음을 바로 알고 자신에 대해 사색해보라. 그것이 곧 마음건강의 출발이다.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해봐야 하는 경우

한번쯤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싶다.

사소한 일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껄끄러워하는 것 같다.

나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제공: 마인드프리즘)나만을 위해 제작되는 세상 하나 뿐인 책 <내마음보고서>의 구성

나는 누구인가
심리검사 분석결과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심리특성 5가지

그래서 나는 그렇다

나의 심리특성이 
일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상들

나 어때?

스트레스와 
우울경향성 등 

정신의학적인 컨디션

나를 위한 선물, 
심리처방전

심리특성을 바탕으로 
선택된 나의 시(詩)

나에게 묻고 답한다

나 스스로 완성해가는 
셀프 심리워크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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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S

사랑의 연탄 나눔

희망을 전합니다

지난 1월 23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

의 연탄 나눔’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노원구 일대 독거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영세 가정 등에 총 4,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HIS는 “추운 겨울을 힘들게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도우면서 HIS인의 필요 덕목인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바란다”고 전했다. 추운 날씨에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좁은 골목을 지나서 한 장 한 장 연

탄을 나르는 일이 고될 만도 하지만, 어느새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인 연탄들을 보는 HIS인들의 얼굴에 뿌듯

한 미소가 번졌다. HIS의 바람대로 올 겨울이 그들에게 따뜻한 날들이 되기를 바란다.



4948

나를 돌아보게 한 하루

평소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미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보통 3.6~3.7kg, 습기를 머금은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 작은 연탄 

하나로 보통 4~6시간을 땔 수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

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아

직도 많이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내게 참 뜻 깊은 날이었다. 연탄 6개

를 지게에 진 채 언덕을 오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게 느낄 수 있었

다. 비록 연탄 몇 장의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세

상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팀 김성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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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2015년 첫 호로 인사드리는 <HIS advantage> 편집부입니다. 

새싹이 움트고 있는 활기찬 봄입니다. 

이 계절이 전하는 새롭고 기쁜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IT 환경은 복잡해지고 비즈니스와 IT 간 연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HIS advantage 2015년 첫 호는 올해 IT 전망과 함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항상 고객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 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에서 다룬 UCP를 통해 컨버지드 시

스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

다. 향후 시스템 재구축을 검토할 때 유익

한 참고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

다면 타 벤더 시스템에 HIS 시스템을 추

가 도입할 경우 비용 절감과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UCP Q&A는 설명 위주의 기사에 비해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

지 더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UCP에 대한 기사를 HIS 사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특집으로 구성해서 다양

한 기사를 담아놓으니 그전보다 한층 이

해가 쉽더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박홍석

독자의 소리

115호 퀴즈 당첨자

문화상품권  이지연, 한송희

영화관람권  김동호, 박홍석

116호 당첨자 선물

문화상품권(3만원) 2명

음료기프트권(2만원) 2명

Spring

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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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비즈니스 정의 IT’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플랫폼(모빌리티,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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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업계 최초 오픈스택 기반 
솔루션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은 Up! 
구축 비용은 Down!

Tech Zoom In

HECM S2S, 이기종 환경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고민 한방에 해결!

Inside IT

모바일 혁명은 한편의 예고에 불과했다, 
사물인터넷과 스토리지

특집  혁신의 시대, 
     ‘비즈니스 정의 IT’로 준비하자!

강력한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환경을 구현하는 

복잡한 IT인프라를 
심플하게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민첩한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SAP ERP 
가상화서버 

가상화

01
데스크톱 
가상화

02Exchange 
서버 가상화

3D 그래픽 
VDI

제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스캔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Hitachi UCP for VMware vSphere,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동)   TEL 02-510-0300(代)  FAX 02-547-9998Ⅰwww.his21.co.kr Ⅰ www.facebook.com/hyosunginfo

for VMware vSphere 
Hitachi 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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