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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보장	및	손쉬운	관리

Data-Centric Scale-out Hyper-Converged High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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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전	홍	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월,	2016년의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어	태

양은	뜨겁고,	습기를	머금은	대지는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작가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면,	여름은	두려울	것	없고	힘이	

솟는	패기의	계절’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으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하는	시기’라고요.	목표를	향

해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는	여름은	기업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기업들은	최고의	정점에서도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사업을	준비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이

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기업이	자기의	미래,	신수종	사

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게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	등

의	투자	여건	조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진정	기업의	성장과	생존

을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HIS	Advantage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이	되는	빅데이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이미	성숙되어	있으며,	기

업	IT에	적용해	그	활용	가치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고객대응	강

화,	업무	효율화,	신제품	개발,	영업	전략	활용,	비용	절감	등	분야

도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빅데이터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번	호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EO message

바로 지금이
빅데이터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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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떤	방식으로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빅데

이터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빅데이터	사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를	

HDS(Hitachi	Data	Systems)와	펜타호(Pentaho)	

솔루션	중심으로	살펴보고,	데이터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둘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빅데이터	이용	사례로	

기업은	주로	비용과	운영	성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다.	

기업	내에	저장	및	액세스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기

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	사용자들은	쿼리와	

데이터	액세스의	성능	저하	현상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구입은	고비용도	문제지만	데이터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그중에서도	특히	하둡(Hadoop)

을	고려한다.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데이터를	저장하

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스토리지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하둡	스토리지의	경우	TB당	약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하드웨어,	서버	등이	완벽하게	탑재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스토

리지는	TB당	5,000~10,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만족시

키면서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용	빈도가	적은	데이터를	하둡으로	옮길	수	있다.	

기타	소스뿐	아니라	CRM(고객	관계	관리)과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도	활용	가능하다.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	사용	빈도가	

적은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폐기한다.	이로써	스토

ID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량이	2010~2020년	사이

에	20배	이상	증가하고,	기업	관련	데이터의	77%는	2015년	현재	비

정형화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데이터가	급증하고	데이터	종류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관계형	DB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만으로는	해

결되지	않는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하둡(Hadoop),	NoSQL	등	다른	

툴로	전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연구보고서들은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현실이	되고	있

지만	기업들은	그에	앞서	2개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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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비즈니스의	활용	정도와	데이터	복잡도에	따라	카테고리화

한	10개의	빅데이터	이용	사례다.	이들	사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

재의	프로세스	최적화부터	전체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다.	현재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빅데이터	사례들을	간단히	알아보자.	

빅데이터의 힘
기업 내 프로세스 최적화부터 

비즈니스 모델 변화까지

BIG DATA

(그림)	빅데이터	이용	사례

스트림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데이터로부터
이익	창출

현재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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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데이터	복잡도 Advanced

기존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기업	내	
데이터의
서비스화

실시간형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활용
DW

최적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

떠오르는	적용	분야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면서	한계에	다다

랐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용량을	확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

므로	기업들은	사용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데이터	웨어

하우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나아가고	있다.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빅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취합된	데이터가	로우	레이턴

시(low	latency)	분석(대개는	신속한	쿼리를	위한	분석	데이터베이스)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체류	및	프로세싱되는	구역(zone)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ETL과	데이터	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으며	

빅데이터가	분석	프로세스의	핵심	영역에	자리하게	되었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

고객의	모든	접점에	대해	적시적소의	분석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및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한다.	뿐만	아니

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파트너사들도	기업의	전체	업무

에	대한	일	단위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판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포괄적이며	익명으로	처리된	데이터	셋이	서드

현재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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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분석가들은	데이터	마트에서	신속한	

쿼리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	하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계획이	필요하다.	하

둡은	아직은	신기술이다.	따라서	하둡	배포에	수반되는	‘독창적인’	

툴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하둡으로	옮겨	폐기

하는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자바	코딩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둡	

개발자와	분석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인건비도	SQL	및	기존의	다른	툴을	다루는	IT	

인력에	비해	50%	이상	더	책정해야	한다.	

펜타호는	수동	코딩을	없애	모든	데이터	개발자가	하둡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GUI를	제공한다.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해

도	기존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하둡과	통합하는	노	코딩(no-

coding)	솔루션을	보유한	곳은	없다.
프로젝트	고려사항

(그림)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를	위한	펜타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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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고객	기업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된다.	기업은	강력한	데이터	프로

세싱과	심층	분석을	통해	신규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많은	기업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저장소에	쏟아	넣고	있

지만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들	데이터를	생산성	있

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기

본적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데이터와	다른	소스	간에	

찾아낸	패턴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형 빅데이터 분석

센서,	라우터,	셋톱박스	등에	저장된	고용량	데이터	분석은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확

산되고	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데이터	마이닝과	짧은	대기시간(low	

latency)	서비스를	위해	머신	데이터	및	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빅데이터는	기계	학습(머신	러닝)	알고리즘1)	최적화(교육과	평가)와	이

를	활용해	성과(평점)를	예측하거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

운	툴	셋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저장소에서의	예측	분석	솔루션으로는	

부정거래	탐지,	추천	엔진,	최적화	등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은	더	강력하고	지능화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솔

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분석	아키텍처를	끊임없이	혁신	중이다.	사

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분석	인터페이스를	통해	매출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문형 빅데이터 혼합 

빅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되면	관련	부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시급을	다투

는	요청이라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완전히	우회해야	할	수도	있다.	

‘적시	혼합(Just	in	time	blending)’을	통해	모든	소스에서	취합된	정

확한	데이터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므로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기업 내 데이터 서비스화 

데이터	수집과	액세스를	담당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팀	전체에	대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빅데이터에	접근

한다.	사일로(저장장치를	물리적으로	계속	늘리는	방법)	기반	접근방식과	

달리	규모의	경제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중앙	집중화된	엔터

프라이즈	스택의	한	컴포넌트로	ETL과	분석	솔루션이	포함될	것이다.

확산 가능성이 높은 분야

1)	기계	학습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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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트랜잭션,	고객	데이터,	기타	데이터	등이	축적돼	데이터	양

이	급증하게	되면,	기존의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시스템의	속도는	급격히	저하되어	더	이상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없

는	상태가	된다.	‘데이터	정제’	솔루션은	하둡을	이용해	데이터를	변

환하고,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를	확장	가능한	빅데이터	프로세싱	허브

를	통해	간소화한다.	정제된	데이터는	데이터	전반에	대한	로우	레이턴

시(Low	latency)	서비스	분석을	위해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이	사례는	비용을	절감하고	최적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성능을	강

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시점에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가	하

둡으로	로딩되며,	하둡은	수집된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소스

로	전환된다.	

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에	비해	변환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

다.	하둡,	버티카(Vertica)	및	그린플럼(Greenplum)	등	분석	데이터베

이스가	결합돼	더	빠른	쿼리,	신속한	수집,	강력한	프로세싱이	가능하

므로	기업은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유용한	분석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담당부서는	데이터	셋으로부터	예측	분

석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업의	‘정제’	

아키텍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캠페인,	등록,	트랜잭션	데이

터가	하둡을	통해	수집	및	처리되어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02CASE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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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분석에는	리포팅과	기업	사용자를	위한	즉각적인	분석	서비

스가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종류가	다양하고	소스가	많을수록	실행하기가	더

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하고	방대한	시스템과	미래의	데이

터	시스템을	유연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례의	경우	데이터	개발자와	비즈니스	분석가	간	협업이	최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통합	플랫폼은	데이터	연계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해	필요하며,	IT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독립적인	툴	셋을	최대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이	아키텍처의	핵심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더	빠른	쿼리,	더	나은	확장성,	다차원	분석	‘큐브’	및	인메모리	기능	등

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면	

기존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는	원하는	수준의	쿼리와	분석	기능을	제

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와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가	비용과	효

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는	특

히	이동통신,	병원,	금융	서비스	등	고객	이탈이	잦고,	경쟁이	심한	시장에

서	활용	가치가	높다.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2개의	핵심	동

력은	급증하고	있는	‘끼워팔기’와	‘고객	이탈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다.

이	사례는	NoSQL이나	하둡처럼	빠른	쿼리가	가능하도록	거의	모든	고

객	접점의	데이터를	싱글	리포지터리(repository)로	가져와	백엔드에서	

활성화시킨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를	통해	각각	독립

적으로	존재하던	데이터가	혼합돼	기업	내	담당	부서들은	자사의	브랜

드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성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객과의	접점에	맞닿아	있는	직원들이	

이러한	통찰력을	확보하면,	더	생산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의사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금융	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소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NoSQL을	통해	단일	빅데이터	저장소에	보관한다.	데이터는	이	시점부터	

고객에	대한	완벽한	파악을	위해	고객의	고유	ID로	처리된다.	이후	정확성

이	더해진	정제된	고객	데이터는	콜센터	직원,	리서치	분석가,	데이터	분

석가	등	각	분야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고	적절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사례지만,	동시에	대단히	복잡

하고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

스	시각화’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대한	전략적	기획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는	특정	매출	목표를	이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

라서	주주들이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고객만족	요인	외에	고객	접점

에	있는	직원들이	기대	가능한	성과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최종	사용자(End	user)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형

태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분석가들은	도입할	솔루션에	대해	사용자

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간편한	액세스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분석	결과를	기업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많은	고객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서버에	배포할	수	있는	단일	컬

렉션으로의	전송	방안을	찾고	있다면	몽고DB(MongoDB)	등	NoSQL	

솔루션을	빅데이터	저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배치	

프로세스가	가능한	상황이고,	시간	순으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하

둡이	더	나을	것이다.	

고객	분석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BI를	요구할	것이다.

프로젝트	고려사항

접근	방식

프로젝트	고려사항

(그림)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를	위한	펜타호의	제안

Transactions-
Batch 

& Real-time

Enrollments & 
Redemptions

Location, Email, 
Other Data

Reports

Analyzer

Hadoop 
Cluster

Analytical 
Database

PDI PDI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

03CASE

Feature 



통합	플랫폼에	이러한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및	분석	업체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벤더들

은	기업의	데이터	통합	시	신기술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	프로그램의	재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유

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

화와	같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용자	요구에	맞게	데이터	아키텍처를	

변화시켜야	하는	고도화된	프로젝트에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서

드파티에게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구매자는	

주로	외부	마케터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업체는	휴대폰	업체로

부터	서로	다른	시간대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	인구통계	데이터와	결합

한	후	최종적인	결과물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통신업체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분석	데이터에	기반해	잠재	고객을	대상으

로	효과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통신업체는	유통	구매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학	및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합해	서드파

티	업체에	특화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례는	하둡과	분석	데

이터베이스	모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가트너는	2016년까지	기업의	30%가	데이터	자산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데이터	판매’	사례에서	하둡은	데이터	프로세싱	플

랫폼으로	활용된다.	고가의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웨어하

우스	최적화’	부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TB당	비용은	하둡이	5~10배	

정도	저렴하다.	

펜타호의	노코딩(no-coding)	빅데이터	통합과	비즈니스	분석	기능

을	가미하면	수익성과	시간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이와	동시에	서

드파티에	대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웹	애플리케이션

에	리포팅과	시각화	기능을	포함해야	할	수도	있다.	펜타호는	오픈	

아키텍처	기반	솔루션이라는	점과	시각화에	뛰어나다는	점에서	최적

의	대안이다.

데이터 판매

04CASE

	 경영진을	위한	직관적이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대시보드

	 분석가를	위한	고도화되고	응답	가능한	즉석	슬라이싱/
	 다이싱(slicing/dicing)	툴

	 팀	전체의	정보	공유를	위한	분산	리포팅	기능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과	예측	분석	툴

	 CRM,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운영	소프트웨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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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스	시각화를	위한	펜타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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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PDI PDI

접근	방식

프로젝트	고려사항

*	출처:	Blueprints	for	Big	Data	Success;	http://www.pentaho.com	2015년

(그림)	데이터	판매를	위한	펜타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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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주도하는 
미래로 출발!
데이터 중심 세상을 위한 

HDS(HITACHI DATA 

SYSTEMS)와 

펜타호(PENTAHO)의 제안

STRUCTURED DATA G

ig
ab

yt
es

HUMAN DATA Tera

byte
s

MACHINE DATA Peta
by

te
s

DECISION
SUPPORT

SOCIAL
MEDIA

WEB LOGS

EMAILS

DOCUMENTS SATELLITE
IMAGES

SENSORS

BIOINFORMATICS

M2M
LOG FILES

AUDIO
FILES

VIDEOS

데이터 세계의 진화
다양성 증가 / 속도 증가 / 데이터 폭증

비즈니스 게임을 

바꿔라

파괴력이 큰 데이터 중심의 트렌드는 IT담당부서와 사업담당부서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ROI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다.

당면한 문제 데이터가 증가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용이 높아지고 

분석 성능은 저하될 수 있다.

관리와 보안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가시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

새로운 기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새로운 시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라

HDS와 PENTAHO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확장성 있는 엔터

프라이즈 인프라에 저장, 관리, 프로세싱

데이터 혼합

데이터 조직화

분석 시행

다양한 소스

빅데이터

통찰력 확보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적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밀착 고객 관리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고객 접점 관리

데이터로 수익 창출

고객 관련 분석 서비스 제공

데이터 정제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필요한 곳에 제공

버논 투너 
엔터프라이즈 시스템(Enterprise Systems) 
수석 부사장 겸 IDC IoT 위원

걷잡을 수 없이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IT 및 기업의 복잡성이 확대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진정으로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벤더는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있으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관계형 데이터부터 비정형 텍스트, 센서, 

머신 데이터까지 그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기업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소셜 이노베이션에 적합하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가 주도할 새로운 세상,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데이터가 귀사의 핵심 가치가 되도록 비즈니스와 

기술 프레임워크를 새로 구축하라.



Success story

Caterpillar Marine Asset Intelligence

바다에서 불어오는 

빅데이터 열풍 
기기 오작동 예측과 스마트한 선박 유지보수 가능

1)	Weka		데이터	전처리,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연관	규칙,	시각화	등	데이터	마이닝	툴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자바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OS와	호환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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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슈 연료의 소모를 줄이고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 완벽한 선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PDI(Pentaho	Data	Integration)

다양한	선박의	머신	데이터를	추출,	변환,	로딩

Embedded	PBA(Pentaho	Business	Analytics)

사용자를	위한	대시보드와	분석	제공

Pentaho	Business	Intelligence

데이터	관리와	매트릭스	수집에	특화된,	

양방향	리포팅	툴

웨카(Weka)

다양한	사용	패턴과	습관을	모델화

솔루션 성과 선주당 절감 효과 

연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석	제품	출시

선박의	연간	비용	절감	및	

다운타임	최소화	

기기	오작동	예측	등	

빅데이터	기반	통찰력	제공	

$250,000
연료비	절감	

$500,000
다운타임	방지로	인한	비용	절감

미	해군	소속의	대형	선박이나	컨테이너

선은	바다로	출항한	후	기계	고장	등의	문

제가	발생하면	가까운	해역에서	적당한	

선박	정비소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ESRG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캐터필라

(Caterpillar)가	인수한	빅데이터	분석업체

이다.	ESRG가	제공하는	기계의	동작	행

태를	예측하는	툴을	통해,	캐터필라는	운

영자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선박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운영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ESRG가	

펜타호	기술을	채택,	고객사에게	최첨단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OstiaEdge	플랫폼

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SRG는	R과	Weka1)를	포함해	펜타호	

5.1에	탑재된	DSP(Data	Science	Pack)를	

도입한	첫	고객	중	하나다.	ESRG가	펜타

호를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기존	시스템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임베

디드	솔루션이라는	점과	펜타호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벤더라는	점	때문이었

다.	기업	지원과	서비스	및	교육	훈련	프

로그램이	우수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ESRG는	다양한	종류의	함대와	선박에	

대해	원격	및	선상에서의	현황	분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속을	

위해	BI(Business	Intelligence)를	선사	자

체	애플리케이션에	내장했다.	예측	가능

성을	높였기	때문에	고객	자산의	최적화

와	다운타임,	오류	방지	및	비용절감이라

는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바다에서	난관에	처하는	선박이	한	척도	

없게	한다’는	비전을	실현	중인	ESRG는	

수년	내에	세계적인	선박	정비소로	성장하

기	위해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있다.	

PDI(Pentaho Data Integration)와 

결합된 Weka를 통해 고객사가 기계 및 

설비 고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체 설비에 대한 완벽한 분석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켄	크루너	/	ESRG	회장

*	출처:	Innovate	for	a	data-driven	future;		
	 https://www.hds.com;	2015년,		
	 http://events.pentah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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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노윤재	ㅣ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빅데이터사업팀	팀장

빅데이터(Big Data)는 기술의 성숙 단계를 지나 활용 단계에 접어 들었다. 

IT 기업의 핵심 운영 시스템으로 확산 중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플랫폼의 성능과 기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현실 사회로 성큼 다가선 현재의 빅데이터 트렌드를 통해 기업 IT의 적용 시점을 유추해 보자.

IT 기업의 빅트렌드가 된 빅데이터 

Insight & Info

빅데이터로 경쟁하자이젠
B i g  D a t a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과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과거	현상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	있었

는가’	또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등에	대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었으

며,	대부분	정형화된	데이터를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분석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분석	관점과	데이터의	형

태	및	분석	기법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현재	사실에	기반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가치와	

요구	사항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비즈니스	요건이	생기면서	분석	데이터의	유형	역

시	정형	데이터가	아닌	반정형·비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에	정형	데이터	분석	중심의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분석에	한계가	

생겼고,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게	됐다.

빅데이터를 기업 IT 환경에 적용하는 이유

가트너가	조사한	빅데이터	적용	이유를	보면	크게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우선순위로	투자하겠다는	수치와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

는	현	시점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로	고

객	대응	강화,	업무	효율화,	신제품	개발,	영업	전략	활용,	비용	절감,	

위험	관리	분야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향후에도	이런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산업군별	활용	사례를	보면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	목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전통적 데이터 분석 환경 빅데이터 분석 환경

관점 과거	현상	기반 현재	사실	기반의	미래	예측

데이터 단순하고	소용량(정형)
다양하고	대용량
(반정형·비정형)

분석 기법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오픈소스	기반

(그림	1)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	이유와	투자	계획

위험	예측	및	예방(범죄	등)
복직	프로그램(운영	비용의	절감,	적격자	선정)

공공

마케팅	활동(고객	유치,	Next	Action	예측	등)
네트워크	운영	및	성능	통합	분석

통신

환자	치료	품질	및	효율성	향상
의료	서비스	고객	참여	네트워크	구축

의료

대고객	서비스	최적화(상품	개발,	콜센터	개선	등)
부정거래	탐지	및	신용	평가

금융

스마트	팩토리(성능	향상,	고장	예측,	수율	향상	등)
비정상적	소비	및	도난	실시간	모니터링

제조

업종별	빅데이터	활용	예

지난	호에서	빅데이터를	인프라	관점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활용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트렌드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부	다르지만,	향후	빅데이터	트

렌드는	확산의	지속,	강력한	성능	및	기능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숙과 확산

시장조사기관인	앳스케일(AtScale)은	2015년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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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대응
55% 9%

업무	효율화
49% 15%

신제품	개발
42% 17%

영업	전략
41% 12%

비용절감
37% 13%

위험관리
32% 9%

정보 서비스
23% 9%

규제 준수
17% 10%

보안 강화
16% 13%

기타
5% 3%



구성	요소인	하둡1)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를	적용해	비즈니스를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을	

기대하는	사용자가	무려	94%에	이르렀고,	기업	IT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비즈니스	영역이	줄어든다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다.	사

용자	대부분이	빅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산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ODBMS	부문	매직	쿼드런트2)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SAP	등	전통적인	DBMS	시장의	

주요	벤더들이	Leaders	Group	영역을	선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에	발표된	매직	쿼드런트에서는	MongoDB,	DataStax,	Redis	Lab,	

MarkLogic,	Amazon	Web	Services(DynamoDB	포함)를	비롯한	NoSQL	

벤더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적으로도	우세하다.

이는	기업	내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를	포함해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

터로	확장되었다는	것과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oSQL은	단순	검색,	추가	작업을	위한	매우	최적화된	키	값	저장	공

간,	짧은	지연시간(Latency),	높은	스루풋(Throughput)	등을	제공해	빅

데이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능 향상 노력 ‘진행 중’

기업	IT	환경에	빅데이터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	다양한	요소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프라의	성능	향상이다.	다양한	성능	개선사항	중	

핵심으로	‘인메모리(In-Memory)	기반	하둡	에코시스템의	강화’와	빠

른	데이터	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BI	on	Hadoop	및	SQL	on	Hadoop	

기술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산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태어났다.	분석을	위해	수집되는	대용량의	데이

터들은	일반적으로	특정일	또는	특정	시간에	수행되는	배치	작업으로	

수집된다.	당시에는	실시간	분석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적어	분

석	결과	조회	시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시간	수준의	빠

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요건들이	생기면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환경에서	성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하둡	구성	환경에서는	데이터	노드의	각	디스크에	저장된	데

이터에	접근해	분석할	때	디스크	I/O	성능	제약으로	인해	실시간	분석

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긴	후	접근함으

로써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근래	많은	기

업이	하둡	에코시스템의	구성	요소였던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

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다.

하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른	데이터	탐색	기능에	대한	기업의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많은	벤더들이	Cloudera	Impala,	AtScale,	

Actian	Vector,	Jethro	Data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OLAP	큐브(Online	Analytical	

Processing	Cube)3)를	하둡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BI(Business	

Intelligence)와	빅데이터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BI	on	

Hadoop은	하둡	기반의	SQL	Query	엔진을	통해	전통적인	하둡에서	다

소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탐색을	수행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용

자에게	보다	친숙한	표준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	

보안 강화와 진입 장벽 해소로 빅데이터 확산 촉진

빅데이터가	기업	IT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증가하는	데

이터와	더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1)	하둡(Hadoop)		정형/비정형	데이터	구분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수천	대의	분산된	서버들을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해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는	

	 ‘분산파일	시스템(HDFS)’과	분산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인	‘맵리듀스’로	구성된다.

2)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		전	세계	IT	기업	및	제품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성능,	용량,	서비스,	운영	등을	포함하는	‘실행	능력’과	시장	이해도와	혁신,	제품	전략	등을	포함하는

	 ‘비전	완성도’	등	두	가지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	하에	각	분야별	전문	분석가들이	참여해	작성한다.

3)	OLAP	큐브(Online	Analytical	Processing	Cube)		대량의	데이터가	서로의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은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며,	큐브는	다차원을	의미한다.

(그림	2)	2015년	하둡	성숙도	조사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개선에	
효과가	있었나요?

네

아니오
향후	기대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확대할	예정인가요?

확대된다

줄어든다
동일하다 

*	조사기관:	AtScale	Inc.

49%

45% 6%

76%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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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의	요구	또한	증가해	왔다.	기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보안의	취약성과	컴플라이언스	규정	관련	이슈가	신뢰성	보강을	통해	빅데

이터의	확산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보안	등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	IT	환경에서	하둡이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둡의	확산을	저해했던	요소	중	하나는	데이터	보안	관련	이슈였다.	하둡

이	비록	사용자	인증을	위해	오픈소스	커베로스(Kerberos),	우지(Oozie),	녹

스(Knox)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	하게	되면	사용자

가	접근해야	할	데이터	셋에	대한	접근	권한	정책	설정이	부족했다.	이런	

한계점은	보안	기준이	엄격한	은행,	보험회사,	의료	기관,	정부기관에서	빅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둡의	보안	영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아파치	센트리(Apache	Sentry)	프로젝트를	통해	그	효과

를	거둘	수	있었다.	그동안	보안	및	규정	관련	이슈로	인해	빅데이터	보급

이	다소	늦어졌던	업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

이터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의 진화 ‘보다 쉽고, 강력하게’

빅데이터	확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설치	및	구성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

다는	것이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인프라	규모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분산	컴퓨팅	환경은	하둡이며,	수집,	저장,	분석,	시

각화	등	총	4단계의	프로세스로	분류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설치	구성하고,	4단계의	프로세스를	연계	구성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플랫폼	아키텍처	구축	전략에	따라	인프라	규모

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고비용으로	이어졌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빅데이터	기술	간소화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며,	2016년에

는	기술,	소비	등	모든	부분에서	간소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빅데이터	확산의	강력한	모멘텀은	쉬운	배포와	강력한	기능이	될	것

이다.	전통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의	각	영

역을	독립적인	인프라로	구성했다.	프로세스	별로	독립적인	성능을	보장해

야	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가	예상된다면	(그림	3)과	같은	기존의	빅데

이터	인프라	아키텍처	접근	방식이	적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고비용이	발

생할	수밖에	없어	일부	대기업	외에는	빅데이터를	기업	IT	환경에	접목하

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시작해	대규모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스케일아

웃(Scale-Out)	기반	확장이	가능해야	하고,	4단계	프로세스	요소를	단일	

플랫폼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빅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구축	전

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4)가	바로	향후	빅데이터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인프라	측면의	간소화	및	고기능성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먼저	수집,	저장,	분석	프로세스의	연계	구성을	살펴보자.	기존에는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과	데이터	분석	

공간	사이에	데이터	이행이	추가로	필요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POSIX4)	계

열의	파일	시스템과	하둡	파일	시스템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데이터	저

장을	위한	필요	공간이	2배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공간에서	별도의	데이터	이행	없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저장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eScaleFS(히타치	스케일아웃	분산	파

일시스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집,	분석,	시각화	단계에서는	각	프로세스	영역별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해	구성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향

후에는	빅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환경이	단일	플랫폼에서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통합해	간소화하고,	강력한	분석	능력이	

탑재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이다.	HSP(Hitachi	Hyper	Scale-Out	

Platform)가	향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트렌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

며,	기업	IT에서	빅데이터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전통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식 (그림	4)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식

소스	#1

소스	#1

소스	#1

소스	#1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인프라	독립적	구성

소스	#1

소스	#1

소스	#1

소스	#1

인프라	통합	구성

수집 분석 시각화저장

Scale-Out

4)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for	Computer	Environment)		유닉스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표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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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빅데이터	적용이	단순히	기업	자체의	IT	효율화	및	기업	경

쟁력의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	비해,	현	시점에서는	범국가적

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산업군	전반에	걸쳐	활성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기업	IT	환경에	빅데이터를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빅데

이터	인프라를	구성하고	필요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비즈니스와	연계해	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	

IT	인력뿐	아니라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관련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	수집	및	가공해	기업의	

기존	내부	데이터와	연계하는	것	역시	많은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높

은	비용을	요구한다.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의	효용	가치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

지하고	있으며,	확산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

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시범	사업을	수행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기

술을	검증하고	사업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활용

사례를	작성	배포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하려	할	때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K-CIT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진행된	2015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	사업과	국내외	사례	전파가	좋은	

예일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빅데이터는	기업	IT	환경에	대세가	되고	있다.	그렇

다면	기업	IT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빅데이터가	향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기업	IT에	적용해	그	활용	가

치를	검증하고	있고,	비즈니스	활용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생존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그	누구보다	먼저	확보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운영을	효율화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접근	전략	및	최적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로	지금

이	빅데이터를	시작할	때이다.		

정책적 관점#3
Big Data

NEXT 빅데이터	성공	사례와	주요	난제	

선박	신수요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	모델	개발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융합	데이터	기반	소비	트렌드	플랫폼	구축

비씨카드	컨소시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서비스

에스지에이	컨소시엄

빅데이터	기반	전시	컨벤션	서비스	구축

한화	S&C	컨소시엄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발전소	고장	예방	및	
효율화	사례

11번가(SK플래닛)
스마트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	구축

신한카드
고객	맞춤형	타깃	
마케팅의	성장

올레TV(KT)
실시간	시청	정보	-
타깃	콘텐츠	제공

국내	빅데이터	활용	사례

2015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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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새로운	황금맥이	부상하고	있다.	IT	기술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핀테크’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들도	가세해	

기술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금융권이	돈이	아니라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증거다.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벗어나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비은행	화폐인	‘비트코인’과	그	핵심기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핀테크와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놓인 금융권

Hot Trend 



은행의 미래, 은행은 없다?

JFK공항을	빠져나와	맨해튼	중심가로	향하는	고속도로	한	켠에	서	있

는	큼지막한	광고판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일곱	단어가	

전부인	광고판에는	“은행의	미래는	‘은행은	없다’입니다(The	Future	

of	Banks	is	No	Banks).”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은행가라면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문구다.

광고주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금융	

서비스를	더	효과적인	개인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

는	기업들	말이다.	

핀테크1)는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으로	관련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이다.	현재	성장	

일로에	있는	시장으로	수많은	벤처캐피털과	크라우드소싱2)	투자자들

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포브스는	핀테크	관련	투자가	2013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120억	달러	이상으로	4배	증가했다는	기사를	배포했는데,	올

해는	그	수치가	작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 은행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미	이러한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며,	핀테크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B	인사이트는	블로그를	통해	뱅크

오브아메리카(BofA),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웰스

파고	등	주요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한다는	내용

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이들	기관의	공통되는	투자	분야는	모바일	지

불과	관련한	지불	기술,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지

불	네트워크,	금융	서비스	관련	데이터	분석,	개인금융	기술,	블록체인

이라는	신기술에	기반한	P2P	거래	등이다.

보안	지불	방식은	더욱	더	보편화되고	있는	서비스다.	최근	인도네시

아	최대	은행인	BCA(Bank	Central	Asia)는	‘KlikPay’라는	모바일	앱

을	개발했다.	KlikPay는	고객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판매자가	고객의	

BCA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다.	KlikPay를	이용해	BCA는	수많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뿐	아니라	오

토바이	택시인	고젝(Go-Jek),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업체인	푸드판다

(FoodPanda)	등을	O2O	서비스	사업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KlikPay

의	근간은	물론	은행	서비스지만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벗어난	다양

한	지불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은행	없는’	모바일	지불	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케냐	

사파리콤과	영국	보다폰이	선보인	엠페사(M-Pesa:	M은	모바일,	페사

는	스와힐리어로	돈을	의미)를	꼽을	수	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서

비스를	선보인	후	지금은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동유럽	

일부	국가로도	확산됐다.	

엠페사는	모바일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엠페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하는	잡화점이나	소매점	등	네트워크를	통

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해	간단히	돈을	

송금하고,	PIN	암호와	SMS	문자메시지로	상품과	서비스	비용도	지불

할	수	있다.	계좌이체와	인출	시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

비트코인, 은행의 개입 없이 금융 거래 가능

비은행	화폐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중개인,	즉	은행의	개입	없이	거

래가	이뤄지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거래	수수료도	없고,	이용자

의	실명을	밝힐	필요도	없다.	다른	종류의	통화로도	비트코인을	구매

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국가	간	연계나	규제,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없

다.	각각의	비트코인	거래는	지갑	ID를	통해	공공	로그(Public	Log)에	기

록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은	노출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금융권이	달가워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에	대해서는	액센츄어,	시스코,	후지쯔,	

Hitachi,	IBM,	인텔	등	선도적인	금융	및	기술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1)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ICT(정보통신기술)를	바탕으로	송금,	결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2)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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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현재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중앙	원장과	반대되는	개념인	

분산	원장을	의미하며,	중앙결제기구	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크	

앤더슨은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을	정도다.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디지털	거래	원장을	생성하고,	이를	분산된	컴퓨터	또는	

P2P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구조를	말한다.	

별도의	중앙관리시스템	없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가	안전한	방법으

로	직접	원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이용한다.	전체	네트워크에	걸

친	합의	메커니즘은	중앙관리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지만	중앙결제기구를	통해	안정화에

만	며칠이	소요되는	금융	서비스의	거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즉,	중앙결제기구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거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도	제공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한	위

원은	“2008년	리먼(Lehman)의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규제	당국이	데이터	마이닝	툴과	기타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해	변칙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리먼의	신용	

상태를	더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수많은 블록체인 완성 위해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가동

블록체인은	벤처	캐피탈과	크라우드	펀딩3)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로	금융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린	최초의	블록체인	콘퍼런스에는	IBM,	인텔,	마이크로소

프트(MS),	PWC가	연사로	나섰으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도	대거	참

여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뿐	아니라	P2P,	지불,	디지털	자

산	거래,	파일	공유,	디지털	서명	문서,	스마트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으며,	중앙결제기구	혹은	중앙	DB가	전혀	필요치	않다.

지난해	12월	리눅스재단4)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추진	중인	핵심	주주들을	결집하기	위해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

트를	시작했다.	하나가	아닌	수많은	블록체인의	완성을	촉진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Hitachi에서는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개발팀	리

더인	사토시	오시마(Satoshi	Oshima)가	하이퍼레저	기술운영위원회

(HTSC:	Hyperledger	Technical	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고	있다.	

HDS(Hitachi	Data	Systems)의	기술기획	글로

벌	오피스	회원인	칼	콜무스(Karl	Kohlmoos)

는	Hitachi의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히타치	이

노베이션	센터(Hitachi	Innovation	Center)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포스팅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활용	사례	및	극복

해야	할	과제	등이	담겨	있다.	이	포스팅에서	함께	다룬	마크	앤더슨의	성공	

사례를	본다면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는	없을	것이다.	

3)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주로	SNS를	활용하므로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한다.

4)	리눅스재단		리눅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	출처:	https://community.hds.com,	2016년	3,	4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개념도

별도의 중앙관리시스템 없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원장을 만들어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

Clear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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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와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버와	스토리지도	급증해	서로	다른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수많은	인프라	사일로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된다.	데이터	용량을	관리하고	장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사내	정보에	액세스하려는	요구도	증가한다.	폭증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뿐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에	데이터	분석	환경까지	

염두에	둔	HCP(Hitachi	Content	Platform)와	HDI(Hitachi	Data	Ingestor)라면	IT	부서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Special Theme 

쉽고 빠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환경 마련을 위한 긴급 제안

HCP
Hitachi Content Platform

HDI
Hitachi Data Ingestor



HDS의	HCP(Hitachi	Content	Platform)는	IT	조직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업체들이	단일	시스템에서	파일	데이터를	저장,	공유,	동기화,	보호,	

보존,	분석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Object	

Storage)1)	솔루션이다.

기존의	파일	스토리지	솔루션에	비해	효율적이고	사용이	간편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HCP는	데이터	보호	등	일상적인	IT	운

영을	자동화하고,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스케일,	범위,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서버,	클라우드	등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

응한다.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나	수년,	수십	년,	때로는	무기

한	보관해야	하는	IT	환경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CP는	비정형	콘텐츠를	저장할	때	사일로식	접근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	나아가	스토리지	티어링,	강력한	보안,	데이터	무결성,	클

라우드,	폭넓은	프로토콜	지원,	멀티테넌시(Multi-tenancy)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물리적으로	단일	클러스

터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들로부터	커뮤

니티	지원	또한	활발하다.	강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에

도	액세스할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다.	

유연성 높은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솔루션

HCP	멀티테넌시는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테넌트로	분리한다.	

분리된	테넌트는	서로	다른	IP	네트워크에	할당되며,	추가적인	콘텐츠	

조직,	더	많은	정제된	정책,	강력한	액세스	제어를	위해	수천	개의	더	작

은	네임스페이스(namespace)로	재차	나눠질	수	있다.	

개방성도	HCP의	특징	중	하나다.	S-3	및	오픈스택	스위프트(Openstack	

Swift)2)와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강력한	네이티브	REST3)	기반	

인터페이스도	제공하므로	기존	및	신규	웹	2.0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WAN	또는	LAN	액세스가	매끄럽다.	NFS,	SMB,	SMTP,	Web	DAV	프

로토콜을	지원하며,	IPv4와	IPv6에	대한	듀얼스택도	제공한다.

HCP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와	거의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

할	수	있다.	고가용성,	방대한	스케일,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서

비스에	대해	매끄러운	데이터	모빌리티,	암호화,	액세스	제어,	간편한	

프로비저닝,	차지백(Chargeback)4)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IT	조직은	HCP	G시리즈를	통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

한	성능과	스케일을	요구하는	혼합	워크로드도	지원	가능하다.	HCP	G시

리즈는	HCP	S시리즈에서의	가용성	확보,	로컬	드라이브,	파이버채널	스

토리지	어레이,	NFS	공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화를	지원한다.	

HCP	S시리즈를	통해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절감할	수	있으

며,	사내에	보관해야	하는	콘텐츠에	이레이저	코딩(Erasure	Coding)5)을	

적용하여	스토리지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덕분에	IT	조직은	

정보	보안	및	제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백업-프리(Backup-free) 아카이브

HCP를	이용하면	테이프	기반	백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더	효과적

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	보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HCP는	자

체	압축	및	단일	인스턴싱(single	instancing)	기능	지원	등을	통해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	체크	및	이레이저	코딩	등	

콘텐츠	보존과	보호를	위한	집약적인	기술력을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준

수하며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다.	테이프	기반	백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되

는	것이다.

비정형 파일 데이터를 위한 지능형 구조

HCP는	데이터의	입출력	및	데이터	저장	위치	등	모든	제어	포인트에	대

HC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티어	전반에	대한	
데이터	모빌리티	제어

빌트인	데이터	
보호를	통한	백업의	
필요성	감소

사무실과	디바이스	
전체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와	공유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콘텐츠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지원

1)	오브젝트	스토리지(Object	Storage)		이미지,	영상,	SNS에서	오가는	대화들처럼	복잡하고	용량도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빠른	검색이나	분석이	쉽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	

2)	오픈스택	스위프트		오픈스택은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기술을	공유하면서	클라우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프로젝트다.	스위프트(Swift)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를	구현하는	구성	요소이며,	그	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바(Nova),	가상	디스크를	저장,	등록,	관리,	전달하는	글랜스(Glance),	통합	인증	시스템	키스톤(Keystone)	등이	있다.

3)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으로,	웹	API	디자인을	위한	지배적인	모델로	인정받는다.

4)	차지백(Chargeback)		현업부서가	제공받은	IT	서비스	비용을	IT	부서에게	지불하는	예산운용	방식으로,	현업이	IT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IT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이레이저	코딩(Erasure	Coding)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RAID	외에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이레이저	코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데이터	손실	시	디코딩	과정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복구한다.

24 25HIS advantage 2016  Summer NO.121



해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신뢰성	있는	콘텐츠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유연성이	높아	기업의	핵심	데이터는	방화벽	내에서	안전하게	유

지될	수	있으며,	비용도	최적화된다.	비즈니스	가치	또는	기업의	스토리

지	관련	SLA에	기반해	콘텐츠를	가장	적절한	스토리지	계층으로	이동

시킨다.	예를	들어	콘텐츠	아카이빙,	아마존	S3,	MS	Azure	및	구글	클

라우드	스토리지,	HCP	S시리즈	등으로	콘텐츠를	이동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CP를	통해	기업	사용자는	명쾌하고	자동화된	쿼리가	가능한	메타데이터

와	콘텐츠	검색	툴에	액세스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더욱	지능적인	자동화도	가능하다.

HCP는	기업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용성,	유연성,	설정	가능성(configurability)	등을	제공한다.	또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	신뢰성,	데이터	모빌리티,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지원하므로	관리가	간편하다.	HCP는	기업이	데이터	

저장	및	보호를	둘러싸고	현재의	IT	환경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

하고,	차세대	IT	혁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모빌리티를 위한 현명한 선택, HDI

HDI(Hitachi	Data	Ingestor)는	HCP와	함께	도입	시	유연성이	높은	백업

프리(backup-free)	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2).	HDI에	기록된	파

일은	HCP에	자동으로	복제된다.	그	후에	또	다른	HDI가	효과적인	콘텐

츠	배포와	홈	디렉토리	로밍	지원을	위해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홈	

디렉토리	로밍은	사용자	승인을	거쳐	해당	파일을	모든	HDI	구축	사이

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파일들은	저장	공간이	허락하는	한	HDI	파일	시스템	내에	계속	존재

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HDI가	HCP의	오브젝트와	파일을	대조해	

사용	빈도가	낮은	비활성	파일들을	정리한다.	HDI는	HCP의	최대	가용

량인	80PB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	파일	시스템의	증감을	통해	유

연하게	가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배치,	프로비저닝,	

관리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시스템	가용량,	가동률,	보호,	복구,	성능	등

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HDI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해	정해진	위치에서	파일	서비스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는	

서로	다른	규모의	로컬	스토리지와	고가용성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는	VMware	환경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구현도	간단하

며,	HCP	Anywhere를	이용해	데이터센터에서	컨피규레이션,	프로비저

닝,	관리가	가능하다.	HCP	Anywhere는	완벽하게	통합된	차세대	파일	

서비스	솔루션을	위해	파일과	폴더를	동기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	

*	출처:	Hitachi	Content	Platform:	Enterprise-Class,	Backup-Free	Cloud	and		
	 Archive;	https://www.hds.com,	2016년	1월

(그림	2)	HCP와	HDI를	통한	백업	프리	환경	

Headquarters Store B

File 
System A

Store C

File 
System A

Store N

File 
System A

Tenant A

WAN

File 
System A

Name
space A

Read and Write Access
Read-Only Access

HCP = Hitachi Content Platform
HDI = Hitachi Data Ingestor

HCP	G시리즈는	액세스	노드다.

HCP	S시리즈는	옵션이며,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파이버채널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은	옵션이다.

(그림	1)	HCP의	유연성

H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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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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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팅(Bursting)		로컬	컴퓨팅과	스토리지	성능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때	일부	액티브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것

*	출처:	Checklist	for	Content	Mobility	Readiness;	https://www.hds.com,	
	 2015년	1월

콘텐츠 모빌리티 환경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기업	내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사내	정보에	액세스하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기업은	직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제공이	가능한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기업의	IT가	콘텐츠	모빌리티	환경에	준비된	상태인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해보라.

CHECK

‘홈 디렉토리 로밍(Home Directory Roaming)’은 원격지 또는 지점에서의 콘텐츠 

모빌리티를 의미하며,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데이터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다. 엔터

프라이즈 데이터 모빌리티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NAS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워크포스	모빌리티의	이점  광범위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사이트와 디바이스 간 액세스와 관리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홈 디

렉토리의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연결된 시스템 및 디바이스 

네트워크 전반의 NAS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CHECK 04CHECK 03

어디서나 NAS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가

파일 동기화와 

공유가 가능한가

규제 없는 인터넷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된 기업이라면 보안성이 확보된 공동 

작업파일과 폴더 동기화 및 공유를 통해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언어와 디바

이스로 작업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내장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이중 인증(2 

Factor Authentication), 감사 및 MS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완벽한 통합을 위해 프라이

빗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함께 작업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면서도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하다.

엔터프라이즈	워크포스	모빌리티의	이점	 모바일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공공 지역의 

동기화 및 공유 툴에 대한 보안 우려 없이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작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파일 동기화와 공유

를 통해 ‘불량’ 데이터를 예방하고, 직원들 간 협업이 강화돼 생산성도 향상되며, 

BYOD(Bring-Your-Own-Device) 환경을 지원하고, 조직 내외부에서 데이터를 안전하

게 공유할 수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내 클라우드의 설계, 생성, 자동화를 위해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강력한 

연동을 통해 간편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모빌리티의	이점  기업이 새로운 모바일, 서드파티 플랫폼, 클라

우드 서비스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데이터 중복 제거와 압축을 통해 가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테이프 백업을 할 필요도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은 민첩한 IT 환경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가

CHECK 02CHECK 01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티어링

(Tiering) 또는 버스팅(Bursting)이 가능한가

어댑티브 클라우드 티어링(Adaptive Cloud Tiering)은 티어링 생성 이후의 최근 

액세스와 날짜 등 파일 메타데이터에 변화된 사항을 업데이트해 데이터가 가장 적합한 클

라우드 스토리지 계층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해준다. S3, Azure, 구글 및 Hitachi 클라

우드 서비스 등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티어링을 지원한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모빌리티의	이점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최소화하면서 데

이터 보안은 극대화하는 최적의 스토리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선택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버스팅(Bursting)1)해 많은 용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인프라 도입 비용과 시스템 운영 비용 간 적절한 균형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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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컨버지드는	더	이상	가상화	시장만의	이슈는	아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비용	절감이다	보니	기존처럼	고가의	인프라	장

비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형태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러한	점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대표하는	아마존(Amazon)	및	

애저(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고객은	사전에	필요한	인

프라	요소만	요청해	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구조로	변화했다.	더	이상	비

싸게	기업내	데이터센터에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구매하면	되

니	더	이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사내에	설치하는	프라이빗(온프레미스)	형태의	하드웨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라이빗	하드웨어	조차도	규

모가	작은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트렌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이다.

하이퍼 컨버지드는 무엇인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는	랙	서버	형태의	스

케일	아웃(Scale-out)1)	인프라	솔루션이다.	하

이퍼	컨버지드	제품은	랙	서버에	많은	수의	내

장	디스크를	탑재한다.	이러한	랙	서버	형태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화	클러스터로	묶어서	리소스	풀을	구성할	수	있다.

1)	스케일	아웃(Scale-out)		접속된	서버	대수를	늘려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던	일을	여러	장비에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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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하이퍼	컨버지드(Hyper-Converged)는	가상화	시장에서의	변두리	제품에	불과했다.	니치	마켓을	타깃으로	한	솔루션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	각	벤더들의	컨버지드	제품	출시	열기가	하이퍼	컨버지드로	옮겨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VMware를	필두로	

Nutanix,	Pivot3,	Atlantis	등과	같은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Writer	최기훤	ㅣ	PS사업팀	차장

UCP HC(Hyper-Converged)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리자

성큼 다가온 
하이퍼 컨버지드 시대

Market trend



이러한	제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장	디스크의	성능이었다.	하지

만	이제	SSD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내장	디스크	전체를	SSD(Solid	

State	Disk)2)로	사용하는	올플레시(All-Flash)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제	기업들은	포인트	솔루션이	구동되는	업무에는	스토리지	같은	대용

량의	디스크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하이퍼	컨버지드	장비를	도입하고	있

다.	필요에	따라	하이퍼	컨버지드	장비를	구매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

해	나가고	있다.	대량으로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

만	하이퍼	컨버지드	장비를	구매해	리소스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과	같이	성능	및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산업군에서는	대용량의	엔

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업무에는	더	이상	비싼	

스토리지가	필요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UCP HC 출시, 하이퍼 컨버지드 시장에 불을 붙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HDS(Hitachi	Data	Systems)는	최근	기존	UCP	

1000을	새롭게	리뉴얼한	UCP	HC(Hyper-Converged)를	출시했다.

리뉴얼된	UCP	HC	v240	제품은	기존의	EVO:RAIL	패키지에서	VSAN	

Ready가	탑재되는	패키지로	변경됐다.	VSAN	Ready	솔루션은	

EVO:RAIL	패키지보다	더	가볍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UCP	HC	v240

는	보다	콤팩트해진	UCP	하드웨어와	VMware의	VSAN	솔루션이	사전	

탑재되어	제공되는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의	제품이다.	최근	VSAN	6.2로	

버전업	되면서	중복	제거(Deduplication)와	압축(Compression)	기능이	

포함되었다.	VSAN	패키지가	도입되면서	고객은	기존의	UCP	1000	제품

에	비해	보다	쉽게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장	디스크를	모두	SSD로	탑재하는	올플래시	구성을	통해	비용	대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UCP	HC	v240은	고객의	테

스트	환경	및	SMB	환경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사(Branch	Office)를	구

현할	수	있는	로컬	VDI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하이퍼 컨버지드 시장의 개화 ‘기대’

아직은	작은	시장이지만	국내에서의	하이퍼	컨버지드	도입은	점점	늘어

날	전망이다.	요즘	같은	비용절감	시대에	사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

을	스케일	업(Scale-up)3)	방식이	아닌	스케일	아웃(Scale-out)	방식으

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가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서도	이러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는	계속해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	SSD(Solid	State	Disk)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장치로,	기존	저장장치인	HDD와	비교해	규칙적	읽기·쓰기	속도가	빠른데다	전력	사용량이	

	 적고	충격에	강하며	발열과	소음도	적다.	

3)	스케일	업(Scale-up)		서버	자체의	용량을	증가시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더	빠른	속도의	CPU로	변경하거나	더	많은	RAM	추가	등으로	하드웨어	장비의	성능을	높인다.

하이퍼	컨버지드	아키텍처

Compute Storage Networking

Hypervisor

x86 Hardware

Hypervisor

Software-Defined Data Center

Hypervisor

Hypervisor

UCP	HC	v240

Compute
vSphere

Storage
Virtual SAN

Networking
vSphere

Hypervisor vSphere™

x86 
Hardware Management

vCenter Server

vSphere
Virtual SAN

vCenter Server

VMware 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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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화질의 UHD 방송 제작 시스템 구축 ‘발등의 불’

2017년	2월,	한국의	방송	환경은	크게	비약한다.	바로	‘꿈의	화질’로	

일컬어지는	UHD(Ultra-High	Density)	방송	시대를	맞기	때문이다.	UHD	

방송은	Full-HD(High	Density)	방송보다	4배나	높은	해상도(3840x2160)

여서	일반	화면도	입체	영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선명하다.	

시청자들이야	UHD	TV를	구입하기만	하면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해야	하는	방송국은	입장이	다르다.	화질이	좋아진	만큼	프

로그램	1개당	데이터는	많아진다.	이를	제작하고	저장,	송출하는	방송	인

프라가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2003년에	방송	제작	환경을	디지털화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SBS.	

이번에도	지상파	최초로	UHD	방송	전용	제작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

청자들에게	한발	앞선	방송국이라는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었

다.	SBS가	지난	2015년	말	UHD	방송	제작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한	것은	장기간의	테스트를	거쳐	성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뛰어난	

공용	스토리지와	편집	시스템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성능과 안정성 있는 UHD 방송용 스토리지를 찾다

UHD	방송	영상은	HD	영상에	비해	4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최소	8배에서	최대	35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편집해야	하므로,	다

SBS는?

설립연도		 1990년				

업종		 지상파	방송국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G600	4대		

소프트웨어		 SVOS(Storage	Virtualization	OS)	

도입	효과		 � 하이엔드급	스토리지	도입으로	안정성과	성능	향상

  � 고화질의	UHD	방송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고가용성	환경	구축

  �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한	컨피규레이션

  � 다양한	MAC	OS를	지원으로	시스템	장애	예방

  � QoS	설정으로	일관된	성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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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SP G600 도입해 방송국 최초 UHD 인프라 구축

스토리지가 달라지면 
초고화질 방송 문제없다!

Best Practice - SBS



수의	제작	시스템들이	동시에	고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가져와	프로그램

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HD보다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빨라야	한다.	

SBS가	BMT(Benchmark	Test)에서	공유	스토리지의	입출력	성능을	가

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이유다.	

이와	함께	비선형	편집	시스템(NLE)이나	색보정	장비	등의	방송	장비들

과의	호환성	여부도	관심사였다.	레오파드,	매버릭,	요세미티,	엘캐피탄	

등	거의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MAC	OS와	호환되지	않으면	시스템	장

애로	방송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한	SBS	기술기획팀	이재영	차장은	“UHD	방송을	제작

하고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HD	방송	제작	인프라	전반을	업그레이드

해야	했다.	이전의	HD	방송용	스토리지에	비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호환성까지	고려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을	목

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SBS는	공유	스토리지	선정	작업과	동시에	UHD	방송에	적합한	제작	워

크플로우를	검토했다.	각	단계별,	자원별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지,	또	대용량의	미디어	데이터	제작	과정에서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부

분이	어디인지를	신중하게	점검했다.	

VSP G600 4대 도입, 제작 환경의 고성능·고가용성 확보

SBS가	최종	선정한	솔루션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이	제안

한	Hitachi	VSP	G600(Virtual	Storage	Platform	G600)이다.	검토	기간	

SBS	UHD	방송	제작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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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백업

SAN Director Switch

UHD 온라인 스토리지

원본	SAS

Hitachi VSP G600 2대

UHD 백업 스토리지

백업본	
NLSAS

Hitachi VSP G600 1대 

UHD 아카이브 스토리지

이카이브
NLSAS

Hitachi VSP G600 1대 

Giga Ethernet                                          
16G Fibr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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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방송업계	최초로	UHD	제작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하던데,	구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UHD	방송은	2017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시청자들에게	UHD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하고,	본방송	시작	전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이지요.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방송국은	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완벽하

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UHD	방송	전용	제작	환경에서	스토리지가	핵심	장비라고	했나요.

선명한	화질의	UHD	프로그램은	HD	영상에	비해	최소	8배에서	많게는	35배나	데이터	용량이	많아집니다.	데

이터를	처리하는	데	스토리지가	핵심	장비인거죠.	그런데	대용량의	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병목구간이		발생

하는	부분은	스토리지의	입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규격인	16Gbps급	스토리지	제품들을	중점

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HIS의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입출력단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속도를	지원했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MAC의	다양한	

OS에	대해서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HIS가	다수의	구축	경험을	통해	기술	수준이	높고	미디

어	제작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도	선택의	이유가	됐지요.	스토리지	도입을	위해	1년	여를	투자했

습니다.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고화질 UHD 방송 

시대를 받쳐줄 

탄탄한 인프라 구축

이재영
SBS	기술기획팀	차장

중	여타	스토리지	제품보다	성능,	안정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SBS가	요구하는	조건

을	충족했다.	HIS의	미디어	제작	환경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뛰어난	기술력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되었다.

VSP	G600은	프론트엔드(Front-end)와	백

엔드(Back-end)에서	가장	최신	규격인	

16Gbps를	갖춘	하이엔드급	스토리지로,	UHD	방송	제작에	적합한	고성

능,	고가용성을	보장한다.	HIS는	UHD	원본	온라인	스토리지로	500TB급	

2대와	백업과	아카이브용으로	600TB	용량으로	각각	1대씩	총	4대를	설

치했다.	여러	개의	UHD	프로그램을	동시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능	

보장을	위해	별도의	QoS(Quality	of	Service)를	설정했다.

UHD 방송 콘텐츠 제작과 편집 시간 단축 

SBS는	UHD	드라마인	‘퍽’	‘영주’	‘미스터리	신입생’	등을	제작하며	

HIS	스토리지	도입	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효과를	확인했다.	사실,	

SBS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공연	프로그램과	같이	고화질로	제작되었

을	때	효과가	큰	프로그램의	일부를	UHD로	촬영,	제작해	왔다.	HD와	

UHD를	동시에	송출함으로써	시청자가	UHD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이유다.	UHD	본방송	이후에	필요한	콘텐츠를	사전에	확보하

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대용량	UHD	콘텐츠를	직접	편집하기에	앞서	

UHD로	촬영	후	HD로	다운컨버팅을	통해	제작하고,	HD	완성본을	다시	

UHD	촬영	원본과	연결함으로써	최종	방송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기존	방송	장비의	성능	및	스토리지	용량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작	방식의	복잡성은	물론	시간	소모,	재연결	과

정에서의	콘텐츠	왜곡	등은	불가피했다.	

VSP	G600	도입	이후는	제작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UHD	콘텐츠를	

고성능	스토리지	및	편집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해	HD와	동일한	방식으

로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하게	되어	방송	제작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등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UHD	방송	시대를	앞두고	완벽한	제작	송출	환경을	구축한	SBS.	이제는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에서의	UHD	본방송을	찬찬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기간	점진적으로	UHD	콘텐츠	제작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시청

자에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SBS의	힘찬	전진은	앞으로도	‘현재진

행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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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의

노후화·시스템 이중화 ‘완벽 해결’

VSP G200 기반 
하이브리드 플래시 환경 구축

아주	오래된	서버와	스토리지로	인해	PACS,	OCS,	EMR	등	의료정보	서비

스의	성능	저하와	장애	발생	가능성을	걱정하던	동의의료원.	2015년	12월	

SSD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완료

해	그동안의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VSP	G200과	GAD(Global	

Active	Device)	소프트웨어가	자리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	엄두를	내지	못

했던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해	플래시의	이

점을	활용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의료	서비스	실현을	앞당길	수	있

게	되었다.

동의의료원은?

설립연도		 1990년		

업종		 학교법인	동의병원,	동의한의대부속	한방병원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G200	2대		

소프트웨어		 Hitachi	Global	Active	Device	

도입	효과		 �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도입으로	비용	대비	성능	최적화

  � 완벽한	Active-Active	구현으로	의료	서비스	안정화

  � 스토리지	운영과	관리의	용이성	확보

  � 민첩하고	유연한	IaaS(IT	as	a	Service)	실현

Best Practice - 동의의료원



양방과 한방 협진 뒷받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이 관건

부산	동의의료원은	‘양방	의학과	한방	의학의	조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지난	1990년	6월	설립된	의료원이다.	연면적	2만	

7055.7m2의	지상	10층	지하	1층	건물에	종합	병원	453개	병상과	한

방	병원	159개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한	

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질	높은	의료와	고객	중심의	병원

을	지향해	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으로,	8년	연

속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뇌혈관내수술	인증병

원,	우수소화기내시경실	인증병원,	심혈관중재시술	인증병원,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병원	등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는다.	종합병원

인	동의병원과	동의대학교	한의대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을	하나로	묶

어	개원한	곳이기에	다른	어떤	병원보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위한	

진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규모뿐만	아니라	진료의	전문화에서도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의료기

관으로	성장중인	동의의료원에게는	늘	현재진행형의	과제가	있었다.	

양방과	한방,	그리고	양한방	협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

하는	동시에	신속	정확한	의료	정보를	의료진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일

이	그것이다.	동의의료원의	전산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했다.	그런

데	365일	24시간	무중단	의료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엔	기존의	

인프라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점부터	걸림돌이었다.	

4년 여 PACS 시스템 운영해 온 HIS와의 인연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통합시스템의	재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정보서비스의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여기에	안전한	의료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확실한	시

스템	이중화	대책이	필요했다.	전문	벤더의	제품	중	최적의	제품을	선

정해야	했다.	

동의의료원은	지난	2012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AMS	

2100	장비를	도입해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1)	

시스템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HIS는	4년	여	PACS	시스템	운영에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한	번도	발생

하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온라인	펌웨어	업그레이드(Online	Firmware	

Upgrade)	등	철저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이

에	HIS가	제공하는	제품과	기술력에	신뢰가	쌓였고,	전문	스토리지	업체

와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제품과	기술력에	더해	이	점이	반영되었다.	

GAD 탑재해 완벽한 시스템 이중화로 무중단 서비스

이에	동의의료원은	복잡한	IT	인프라를	심플하게	통합하여	관리를	간

소화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VSP	G200	2대를	도입해	OCS,	

EMR,	PACS	등	병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게	했다.

동의의료원은	당초에는	오라클	서버	쪽에서	LVM(Logical	Volume	

Management)2)	미러링의	구성으로	전체	시스템을	이중화하려고	했

다.	즉,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을	논리적으로	조절ㆍ관리해	디스크의	

추가	및	타	시스템으로	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HIS는	시스템	

장애	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법으로	G200에	

GAD(Global	Active	Device)를	탑재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제안했다.	동

의의료원	전산팀	최방연	팀장은	“Hitachi	스토리지	시스템	내	Hitachi	

GAD를	통해	관리자의	개입	없이	스토리지의	온갖	장애에	최적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2대의	VSP	G200을	가상화해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Active-Active	

환경을	구성했다.”고	전한다.	

GAD를	사용함으로써	스토리지	장

애	발생	시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고

도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대응함으

로써	비용은	줄이면서도	운영	효율

성과	의료정보	서비스의	안정성은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1)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의학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저장	전송	및	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의학영상정보시스템

2)	LVM(Logical	Volume	Management)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을	논리적으로	조절ㆍ관리해	디스크의	추가	및	타	시스템으로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디스크를	증설할	경우	

	 데이터	백업,	재분할,	포맷팅,	OS	재설치,	데이터	복구	등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며,	디스크	공간을	복수의	논리	볼륨에	할당,	손쉽게	디스크	재조정이	가능한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동의의료원	시스템	구성도

HA

GAD SSD

운영

SSD

운영VSP G200 VSP G200

AMS 2100

T5-4T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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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GAD,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환경	구축으로	인해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요.

GAD는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

용중인	기존	시스템의	성능	및	구성을	파악해	고가의	AFA(올플래시	어레이)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구성함으로써	충

분한	성능과	향후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디스크	증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어링(Tiering)	

기능인	HRT	구성으로	특정	시간에도	업무	지연이	생기는	일	없이	동일한	서비스	타임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신경썼던	일은	무엇인가요.

서버와	스토리지,	DB를	동시에	교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연히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	이관에	따른	다운타임의	최소화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사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적용해	2시간	

정도의	다운타임으로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의의료원의	IT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기존에는	모든	초점이	IT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맞춰	있었습니다.	장애	문제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	

시스템	설치	후	24시간	무중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니	앞으로	모바일	헬스,	헬스케어	등	의료	응용	

서비스	개발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응용 의료 서비스 

개발 위한 

프로젝트 성공!

최방연
동의의료원	전산팀	팀장

전통적인	Active-Passive	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시간을	제거하고	

Zero	RTP/RPO(데이터	무손실과	실시간	복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동의의료원은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통해	단	10%	용량만	플래시	스

토리지에	할당하면서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워크

로드에	대해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데이터	증

가	시에도	유연하게	디스크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플래시의	성능과	디스크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티어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동의의료원에서는	

G200의	다이내믹	티어링	기능을	통해	중요성이	덜한	데이터는	좀	더	

저렴한	HDD	어레이로	이동시키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고성능	플

래시	어레이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특정	시간에도	업

무	지연	없이	동일한	서비스	타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 서비스 안정화는 곧 환자에게 혜택

VSP	G200을	도입한	후	진료	시작	시간	등	환자가	몰릴	때	보다	효율적

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

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었다.	심정적으

로	365일	24시간	의료정보	서비스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배치작업을	할	때	입원	처방	작업	시	30분	이상	걸리던	시간

이	시스템	교체	후	2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으며,	입원비	청구집계	업

무의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시스템	교체	후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	온라인성	업무도	2~5배	이상	빨라졌다.	

프로젝트의	출발은	단지	노후화된	서버와	스토리지	교체였다.	거기에	

기존	시스템에	보관된	DB	이관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병원	정보

시스템의	생명인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

을	것이다.	그런데	동의의료원은	현재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구축

함으로써	속도	증가와	향후	데이터	무한	확대에	따른	대비까지	했다.	

비즈니스는	유기체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주도하게	된	IT	역시	끊임없

이	변화	발전한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사업체	만이	성공의	길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완료	상태가	아닌	매일	성장해	가는	IT	시스템

이	있는	한	동의의료원이	부산	경남	지역의	최고	의료법인으로	탄탄하

게	자리를	굳히는	날도	머지	않았다.	

동의의료원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구축	효과

2분30분 >> 3분1시간 >> 2~5 배	속도	증가

입원비	청구	
집계	업무

온라인성
업무

입원	Slip	Select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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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주요 정보는 

배치 프로세싱 작업을 통해 전송된다. 그런데 사소한 오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하면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배치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HDS(Hitachi Data Systems)와 21세기 소프트웨어(21st Century Software), 두 회사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Solution Focus

지속적인 배치 컴퓨팅 위한 솔루션으로 해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의 예고 없는 중단

Hitachi VSP G1000 + 
21st Century Software VFI



배치 작업의 복구, 무엇이 문제인가

IT	시스템	보호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왔다.	기

업	사용자는	안전하면서도	시스템	운영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

디서나,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

다.	IT	아키텍처	역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기존의	복구	방식에서	벗어

나	CDP(Continuous	Data	Protection)1)로	발전해	왔다.	기존의	백업	및	

복구	데이터	보호	아키텍처와	달리	CDP는	잦은	스냅	복제와	애플리케

이션	로그	데이터셋(Log	Dataset)을	수행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류	발생	시	데이터의	손상	혹은	동기화의	부재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로그	데이터셋은	트랜잭션	상태를	

오류	발생	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배치	작업을	수

행하면	손상됐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오픈	데이터셋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복수의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현황을	분석해	적절한	오픈	데이터셋을	복구하고	시스템

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러	명의	전문가가	긴	시간을	투자

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배치	작업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들은	어떤	데이터셋이	

손상	혹은	일관성	결여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케줄러를	토대로	

관련	작업	로그와	일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실수가	있거나	미처	파악

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복구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	작은	

에러가	누적되어	상황이	악화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작업을	재시작하

지	못하면	시스템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사태로	이어진다.

관리자가	배치	프로세싱의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데

이터가	일관성	결여	혹은	손상된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관성	지점(consistency	points)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운영	중이던	배치	프로세스를	복구하기가	충분치	않다.	

이처럼	복잡한	해결	과정이	수반되기에	배치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시스템	페일오버(Failover)2)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성공적

인’	테스트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배치	프로세싱이	진행	중일	

때	시스템	페일오버를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

게	될	수도	있다.	뭔가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배치	프로세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s)에	도달할	수	있을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불가

피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중화해야	시스템이	중단되더라도	영향이	없다.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확보하려면	무중단(Fault-tolerant)	스

토리지	외에	다음	2가지가	더	필요하다.	첫째는	애플리케이션	상태와	

데이터	체크포인트	및	복구에	필요한	효과적인	스냅샷과	복구	시스템이

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원격	볼륨	복제	시스템이다.	이	경우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동기	혹은	

비동기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메인프레임	스토리지로는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	G1000(이하	VSP	G1000)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치	애

플리케이션	보호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21세기	소프트웨어의	VFI	라인과	

결합하면	지속적인	배치	컴퓨팅이	가능하다.

시스템 장애 발생의 80%는 

손상된 데이터, 작업자의 실수, 하드웨어 오류에 기인한다. 

5천 달러짜리 디바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호감도와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데이터 복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시스템을 

정상화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손상 실수로	인한	삭제 하드웨어	오류공간	부족

1)	CDP(Continuous	Data	Protection)		모든	데이터가	언제	변경되더라도	백업되어	저장되는	기술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적,	저장하므로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

2)	페일오버(Failover)		컴퓨터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예비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이다.	시스템	대체작동	또는	장애	조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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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istency	Group		여러	위치와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스냅샷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4)	RPO(Recovery	Point	Objective)		복구	목표	시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손실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복구량

사이트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데

이터	가용성이	보장되려면	스냅샷	볼륨을	원

격으로	미러링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	컴퓨

팅의	핵심	요소인	신속한	복구	환경은	데이터	

센터	간	효과적인	복제가	가능할	때	구현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Hitachi	스토리지는	독보적인	

솔루션이다.	VSP	G1000이	제공하는	HDR	패

키지에는	다기능	스토리지	시스템	기반	복제

가	가능한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

과	HTC(Hitachi	TrueCopy)가	포함돼	있다.	

Consistency	Groups3),	저널	기반의	원격복제,	

다중	타깃	또는	종속	컨피규레이션(Cascade	

Configuration)	등	핵심	기능을	통해	동기	및	

비동기	지원과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한다.	

HDR는	또한	성능	향상

과	운영의	간소화를	위

해	로컬	IBM	플래시카

피	스냅샷과	미러링된	

원격	복제본을	통합할	수	있다.	21세기	소프

트웨어의	VFI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플래시

카피를	이용해	업데이트된	데이터셋을	HUR	

또는	HTC	주요	볼륨에	직접	복제할	수	있다.	

HUR은	비동기	복제에,	HTC는	동기	복제에	

사용된다.	HUR를	통해	생성된	제2의	복제본

은	지속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스템	페일오버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는	비동기	접속으로	데이터셋	레벨	플래시	

타깃을	원격에서	직접	복제할	수	없는	다른	

제품군과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HDS의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가	탑재된	VSP	G1000은	가상	환경의	

메인프레임	스토리지	중	최우선적으로	꼽히는	

시스템이다.	VSP	G1000은	가상	스토리지	서

비스	수준	정책,	복제	및	계층화된	본연의	메인

프레임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	연계된	메인

프레임	스토리지에서	상세한	SMF(Service	

Management	Facility)	기록과	시간대별	성능	

보고	기능을	제공한다.

21세기	소프트웨어(21st	Century	Software)의	

VFI는	배치	환경을	목록화하는	애플리케이션으

로	작업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감시하고	생성한다.	배치	및	VSAM(Vir tual	

Storage	Access	Method)	내의	모든	데이터셋

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목록으로	제공한

다.	파일	사용과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가시

성과	통합을	보장하며,	VFI	URA(Unified	Re-

covery	Architectur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VFI	보고,	시뮬레이션,	복구	모듈에	사용되므로	

어떤	종류의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관

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작업별로	특화된	데

이터베이스	정보는	시스템	페일오버	상황이	발

생하면	신속한	원격	복구를	위해	전체	사이트

에	걸쳐	미러링된다.

VFI	타임라이너	컴포넌트는	모든	작업,	단계,	데

이터셋의	개방과	폐쇄에	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

스에	정보로	추가한다.	또한	SVC(SuperVisor	call)	

활동과	시스템	초기화	

및	추적을	통해	작업을	

감시하며,	VSAM과	비	

VSAM	데이터의	스냅샷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는	비동기식	운영

시	요구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크지	않아	

네트워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저널	기반의	원격복제를	통해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는	RPO4)(복구	목표	시점)	

관리가	가능해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된다.

Hitachi	VSP	G1000과	연결된	모든	종류의	

스토리지를	지원한다.

최대	2,064개의	Consistency	group을	

통해	다중	볼륨,	다중	어레이	데이터셋을	

지원한다.

기능

이점

중요한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스토리지	

종류에	관계없이	재난	복구와	가동	

시간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솔루션	구현을	간소화할	수	있다.

복제	네트워크의	중단	또는	최적의	

대역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산	

프로세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제본을	통합	유지한다.

위기	상황과	응답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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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T	복사(Point-In-Time	copy)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	두었던	기업	데이터의	순간	복제본	복사이다.	스냅샷의	빈도는	비즈니스적	요구와	위험성에	따라	결정된다.	

6)	RTO(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	목표	시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	백업	솔루션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을	확보해	작업	단계와	데이터셋	레벨	복구

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적시에	핵심	포인트

에	자동으로	기록한다.	

VFI	타임라이너와	VFI	인스타스냅은	복구가	진

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	단계에	대해	PIT(Point-

in-Time)5)	복제본을	제공하며,	오류	발생	시	

PIT	위치와	복구를	자동화한다.	VFI에는	우선

순위에	맞춰	작업	진행상황을	매핑하는	독립

적인	매핑	컴포넌트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우

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

더라도	‘건너뛸’	가능성은	전혀	없도록	철저

히	차단된다.	

온라인	타임라이너(Online	TimeLiner)	패널

은	PIT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연속	

작업을	리포팅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여기에는	데이터	입출

력	지점도	포함된다.	관리자가	기존의	배치	

작업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타임라이너가	

사용하는	ISPF	패널은	어떤	작업과	데이터셋

이	개방	상태인지,	혹은	동작	중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패널이다.	이후	VFI	인스타리

스토어(InstaRestore)	기능을	통해	복구가	필

요한	작업	또는	데이터셋을	관리자에게	알려

준다.	관리자는	복구가	필요한	시점부터	작

업을	재시작하면	될	것이다.

Case Study   

글로벌	신용카드	정보처리	서비스	전문업

체(이하	A사)의	데이터	프로세싱	지속성과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단	애플리케이션의	트랜

잭션	시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로	떠올랐다.	신속한	계좌	액세스가	이뤄

지지	않으면	고객은	즉시	경쟁업체로	등을	

돌린다.	소중한	고객을	잃고,	소셜	미디어

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불과	1분

도	채	걸리지	않는다.	또	온라인의	특성상	

신용카드	업계는	상호	교차적으로	맞물리

는	경우가	많아	공유	PCI(Payment	Card	

Industry)에	부합하는	서비스	레벨	표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

면	상당한	벌금과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

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는	A사

는	최근	모든	대(對)고객	시스템에	대해	

15분의	RTO(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	목표	시간)6)를	목표로	중요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메인프레임	배치	프로세싱이었

다.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	발생	단계와	작업	내용,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애플리케이

션	관리자를	포함한	전문가를	소집해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전문가	팀을	

소집해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도	평균	15분	

이상이	소요됐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들은	오류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스케줄

러를	체크해	상호	독립성을	확인해야	했

다.	‘모든	작업	오류가	동시에	발생한	것

인가?’,	‘오류	발생	기간은	얼마나	되

나?’	혹은	‘어떤	데이터셋이	개방된	상태

였나?’	등의	점검을	마친	후에야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결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사는	VFI를	활용한	

배치	작업	복구	자동화를	선택했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복구	작업	대신	프로세스	자동

화를	택한	것이다.	설치와	셋업	절차는	간

단하게	진행됐다.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는	생산	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애플리

케이션팀에	의존하거나	분석	작업에	별도

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간단히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메인프레임	

배치	프로세싱	작업에	대한	15분	RTO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운영	간소화와	효

율성	향상뿐	아니라	개별	애플리케이션	관

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줄었다.	또한	

단순한	실수가	더	큰	문제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다운타임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운영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신용카드 정보처리 서비스 전문업체 A사

배치작업의 복구 

자동화 솔루션 도입 

RTO 15분 목표 달성

*	출처:	Achieve	Continuous	Computing	for		 	
	 Mainframe	Batch	Processing;	
	 https://www.hds.com;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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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VSP G1000 도입해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대구	계명대학교	산하	동산의료원이	

Hitachi	Data	Systems(HDS)의	VSP	G1000(Virtual	Storage	Platform	

G1000)을	도입해	무중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차세대	환자	중심	스

마트	병원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산의료원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병원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생

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병원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고성능의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

는	VSP	G1000을	의료영상정보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

하는	메인	스토리지로	도입했다.	

동산의료원은	Hitachi	VSP	G1000	2대	및	실시간	액티브-액티브

(Active-Active)	이중화	솔루션인	GAD(Global	Active	Device)를	통해	

시스템을	이중화했다.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따로	개입하지	않아도	스

토리지가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데이

터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VSP	G1000	설치	후	동산의료원은	시스템	장애	발생	등	어떠한	상황에

서도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100%	가

용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	향상으로	기존	30분	

걸리던	업무가	10분으로	3배	빨라졌으며,	현재	개발	중인	업무를	동시

에	진행해도	워크로드에	부담이	없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2018년	개원할	예정인	신규	병원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HCP, 가트너 

‘2016 오브젝트 스토리지 

주요 기능’ 보고서 최고점 획득

HDS의	클라우드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Hitachi	Content	Platform)

가	최근	가트너가	발간한	2016	오브젝트	스토리지	주요	기능	보고서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운영	담당자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TCO(총소유비용)	절감	효과와	확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엔터프라이즈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구현이	용이한지,	클

라우드	사용이나	데이터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

산성을	높일	수	있게	설계	가능한지	등의	기능을	보다	중시한다고	한다.	

가트너의	이번	보고서는	가트너	애널리스트들이	12개	오브젝트	스토리

지	제품을	평가한	결과로,	7개의	주요	기능인	스토리지	효율성,	상호운

용성,	관리성,	성능,	회복	능력,	멀티테넌시를	각각	측정했다.	이와	함께	

5가지의	활용	케이스인	분석,	아카이빙,	백업,	클라우드	스토리지,	콘텐

츠	분산	측면에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HCP는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엄격하고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이	요구되

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다.	HCP의	안정성,	지속성,	혁신은	

1,500여	이상의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과	세계	100대	기업(Global	Top	100)	등	선도	기업들이	HCP를	통해	데

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HCP	통합	제품	포트폴리오는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된	

바	있다.	HCP의	개별	포트폴리오	제품들도	업계의	수많은	상을	수상했

다.	최근에는	HCP	애니웨어가	테크타겟	2015	올해의	제품(TechTarget	

2015	Product	of	the	Year)	중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스템	소프트웨

어	부문에서	최우수	솔루션(finalist)으로	선정됐으며,	최고의	모바일	솔

루션	부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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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 가트너 

‘2016 오브젝트 스토리지 

주요 기능’ 보고서 최고점 획득

HDS, VSP G 시리즈에 

내장형 NAS 및 

클라우드 기능 추가

HIS는	HDS의	VSP	G	시리즈(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	G	series)

를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VSP	G	시리즈는	데이터의	무분별한	확장에	의한	사일로(Silos)	

현상을	없애고,	스토리지	자원	관리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플랫폼에	NAS	기능을	내장했다.	또한	클라우드	최적화	및	VM웨어

(VMware)	통합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최신	데이터센터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VSP	G400/600/800	시스템에	옵션으로	추가된	모듈은	콤팩트	폼	팩터	

내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단일	SAN	및	NAS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해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VSP	G	시리즈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내	전력,	냉각,	공간	소모가	적으므

로	운영비용도	낮출	수	있다.	새로운	통합	VSP	G	시리즈	모듈을	이용해	

기업들은	기존	FC(Fibre	Channel)로	구성된	인프라	환경뿐만	아니라	

HCP를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혹은	아마존	S3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퍼브릭	클라우드	환경	등에

서도	기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HDS의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담당하는	밥	마다요	선임이사는	

“HDS는	고객들의	IT	인프라	혁신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가상	스토리지	플랫폼(VSP)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인프라는	민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

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추가된	VSP	제품군은	이

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S, 데이터 폭증하는 

헬스케어 시장 

점유율 1위로 업계 선도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MRI	영상	등	의료	정

보	이미지,	진료	차트	스캔	이미지	등	병원과	같은	헬스케어	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스토리지	시장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선

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헬스케어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HIS가	지난해	시장점

유율	24.4%로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대비	

HIS의	헬스케어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은	1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했는

데,	HIS는	그	비결로	의료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폭넓은	포트폴리오와	뛰어난	안정성을	꼽았다.

동의의료원은	HDS의	VSP	G200을	도입해	하이브리드	플래시	기반의	

빠르고	안정적인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했다.	가톨릭중

앙의료원의	6개	부속	병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CMCnU(neuro-Ubiquitous)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HDS의	VSP	

G1000을	도입했다.	이로써	평균	시스템	응답	시간을	1.5배	향상시켰으

며,	수납	및	처방과	관련된	업무용으로	SSD를	할당해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낮췄다.	대구	동산의료원도	HDS의	

VSP	G1000	및	GAD(Global	Active	Device)를	채택,	이기종	스토리지	

간	다운타임	없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의료	서비스	중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HIS에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최용진	본부장은	“의료	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동종	업계라	해도	기관의	규모,	요구사항,	기존	IT	인프라	환경에	따라	

적합한	스토리지는	제각각이므로	스토리지의	가격,	성능,	관리성	등을	

꼼꼼히	따져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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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분야인 ‘음악’이 디지털의 세계로 들어온 역사는 꽤 오래된다. 

1970년대 컴팩트 디스크(CD)를 시작으로 1과 0의 조합과 만난 ‘음원’은 음악시장의 성장과 함께 디지털과의 결합을 본격화해 왔다. 

음원 기술의 발전은 바로 CD 플레이어, 워크맨, MP3 플레이어 등 음원 재생장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리고 고음질 디지털 음원 시장이 개화 중인 지금은 직접적인 재생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 다양한 IT 산업과 맞물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IT Insight

IT 기술,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Writer	백지영	ㅣ	디지털	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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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발전이 곧 디지털의 역사

최근	LG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G5’를	선보였다.	‘G5’는	세계	최초로	

디바이스(Device)	간	결합을	지원하는	‘모듈	방식(Modular	Type)’을	적용

한	것이다.	첫	번째	모듈	기능으로는	카메라	사용	경험을	강화하는	‘캠	플

러스’와	고음질의	음원	감상을	지원하는	‘하이파이	플러스(Hi-Fi	Plus	

with	B&O	PLAY)’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	업체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의	차별화	포인트로	처음	내세운	

것이	‘카메라’와	‘오디오’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오디오	성

능	강화는	최근	디바이스	업체는	물론	스트리밍	업체,	음반업체	모두	주목

하는	분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음악시장의	패러다임을	형

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음악시장은	아날로그	레코드(Vinyl	LP)에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컴팩트	디지털	미디어(CD)를	거쳐	‘MP3’로	대변되는	디지털	음원	시장

으로	발전해	왔다.	음원	재생매체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선	크기의	소형화

가	주목된다.	12인치(30.48cm)	LP판에서	가로	10cm,	세로	6.3cm	크기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지름	12cm의	CD에	이르기까지	음원을	저장하는	

매체의	크기는	점점	소형화됐다.	

이는	음악	재생을	위해선	스피커와	앰프	등	물리적	공간이	필요했던	것에

서	소니(Sony)의	‘워크맨’	발명	이후	공간의	제약이	해소된	것과	무관하

지	않다.	카세트	테이프	발명	이후	나온	CD의	경우	처음부터	집	밖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크기가	카세트	테이프의	대각선	길이와	

비슷한	12cm로	정해지면서	턴테이블과	같은	덩치	큰	재생기기가	필요없

게	된	것이다.

음원의 디지털화 시초, CD 

음원	매체의	발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다.	아날로그	방식의	LP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세계의	

음반	및	오디오	업체들은	표준	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	규격을	심의했는데,	이	중	소니와	필립스가	개발한	CD가	가장	많

은	지지를	받았다.	표준	CD의	지름은	12cm로,	최대	74분의	비압축	오디

오	신호를	담을	수	있었다.	74분이	용량의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CD가	개발되면서	처음으로	음

원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디지털	음원은	아날로그	신호인	소리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

으로	CD에서는	16bit,	44.1kHz의	규격으로	음원이	기록됐다.	지금은	녹음	

과정에서	디지털	녹음이	이뤄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음반을	녹음하고	이를	CD로	발매하기	위해서는	아날로

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	샘플링	단계를	거쳐야	했다.	샘플링

은	소리를	분석해	디지털	세계의	언어인	‘1’과	‘0’을	어떻게	배열할지	

표본화하는	것으로	16bit는	6만	5,536단계의	샘플링을	거치게	된다.	

44.1kHz의	경우	인간의	가청대역,	즉	인간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인	

최고	주파수가	대략	20kHz인	것을	감안해	20kHz의	2배	이상의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한	CD는	LP에	비해	관리의	편의성

과	합리적인	음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테이프에	비해	크기가	커서	

휴대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	

‘원죄’	탓에	음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연적인(아날로그)	음

악을	1과	0으로	분해하면서	음악	본연이	갖는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MP3, 디지털 음원의 대중화를 이끌다

그러나	MP3가	개발되면서	디지털	음원의	대중화가	본격화됐다.	MP3가	

대중화되자	휴대하며	MP3를	감상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와	같은	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물론	디지털	음원	형식으로는	MP3	

외에도	WAV,	RM	등이	있다.	하지만	

MP3는	CD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1/10	크기로	줄일	수	있

어	시장에서	호응이	높았다.	특히	

MP3는	음악CD보다	다소	음질이	떨어짐에도	음반시장을	근본적으로	혁

신하는	원동력이	됐다.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남

기는	기법인	‘손실	압축1)’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

로	LP나	CD와의	음질	차이에	대한	논란을	가볍게	제쳐버렸다.

하지만	1990년대	MP3가	처음	소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디

지털	음원	기술은	새롭게	발전해왔다.	이제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삭제해	파일	용량을	줄이는	MP3를	벗어나	파일만	압축해	

용량을	줄이는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부터	24bit	192kHz	샘

플링은	물론	그	이상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DSD(Direct	Stream	Digital)로	

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음원	자체의	기술	발전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술을	

1)	손실	압축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해	자료를	받는	곳에	압축으로	풀어서	원래의	것과	다르게	보여주는	것으로,	오디오,	비디오,	스틸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한편,	무손실	압축은	텍스트로	된	파일,	그리고	은행	기록과	같은	데이터	파일을	압축하는	데	사용된다.	

I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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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는	IT	인프라의	발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MP3	방식이	각

광을	받은	것도	4~10MB	사이의	적은	용량으로도	한	곡의	음악을	재생

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저장용량이	

128GB	이상	훌쩍	뛰어넘는다.	노래	한	곡에	할당할	수	있는	저장용량의	

최대치가	변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음원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저장용량의	한계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됐다.	최신	DSD	파일의	경우	CD	앨범	하나가	4GB의	용량을	차

지하기도	한다.

음원 소비 Vs. 음악 감상

IT	인프라의	발전은	음악	감상의	패턴도	변화시켰다.	‘냅스터’와	‘소리바

다’와	같이	음반시장의	성장과	적대적(?)	관계였던	IT	혁신	기업들은	MP3를	

‘공유’와	‘소유’의	개념으로	봤다.	당시만	하더라도	MP3는	P2P	네트워

크를	통해	공유받고	이를	소유하는	구조였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LP나	

CD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MP3	파일을	꽉꽉	채우는	데	집중

했다.	이	때만해도	MP3를	소장하는	데	가치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음악	감상의	패턴

을	변화시켰다.	이른바	‘음악	감상’의	시대에서	‘음원	소비’의	시대로	접

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음원	시장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면서	가

속화됐다.	MP3와	같은	저용량	디지털	음원은	네트워크를	통한	송출이	가

능할	만큼	현재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MP3	플레이어

로	듣는	양질의	MP3와	마찬가지로	굳이	모바일	기기나	PC에	저장하지	

않아도	디지털	음원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디지털	음원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음반회사와	ICT	회사들이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음반회사들

이	디지털	음원을	적대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자	이는	스트리밍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MP3	파일은	어

디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누가	언제	

얼마나	음악을	들었는지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된다.	따라서	음반회

사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권	수입	등	수익을	체계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짜’였던	MP3에서	스트리밍을	통한	유료화	모델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음반회사들은	디지털	음원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구

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심해왔다.	마찬가지로	ICT	기업	역시	적은	

이용료를	음반회사들과	분배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수익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바로	24bit	192kHz	해상도,	혹은	그	이상의	해상도인	

DSD	등	고해상도	음원의	출현이다.	고음질	음원은	다양한	기술적	요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	LP	수준의	음질,	혹은	레코딩	녹음	당시의	원음	수

준의	음질을	의미한다.

새로운 수익모델이 된 고음질 음원

디지털	음원은	태생적으로	1과	0의	조합으로	이뤄지면서	아날로그	음악을	

재조합하게	된다.	고음질	음원은	이	과정에서	손실되기	마련인	정보를	최

대한	줄이고	녹음	당시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한	음원을	의미한다.

손실	압축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하던	음반사들과	ICT	업체들은	

고음질	음원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

미	KT	‘지니’와	‘벅스뮤직’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FLAC과	같은	고음질	

음원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타이달(Tidal),	스포티파이	등	스트

리밍	업체들이	고음질	음원을	제공하면서	과금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은	음원	소비의	시대에서	다시	음악	감상의	시대로	회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편의성을	위해서	희생됐던	음질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LP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IT는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이	직

접	시스템	통합(SI)	업체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를	하던	시대에서	

현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관리까지	받는	시대

가	왔다.	

음악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LP와	카세트	테이프,	CD	등은	개인이	소

장하는	가치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스트리밍	시장의	발전으로	음

원은	‘소장’보다는	빌려서	듣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

간에	IT	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용

량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

지,	네트워크의	발전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달은	전

통	산업	중	하나였던	음반	시장까지	변화시

키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영업력을 겸비한 멀티플레이어 

SA(System	Architect)팀	금융파트는	은행,	증

권,	보험	등	금융관련	업계의	고객에게	HIS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기술적인	이해를	돕는다.	

SA팀	자체로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금융권

을	담당하는	금융파트	다섯	명의	팀원이	부지

런히	움직여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SA팀의	정체성은	‘기술적으로	영업을	지원

한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지식과	영업의	자질을	함께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죠.	그러나	파트	인

원도	많은	편이고	연령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로	업무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상훈	

대리가	힘을	주어	말했다.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조직 문화

“SA팀은	다른	팀과	달리	팀원	모두가	개별로	

하는	업무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업무의	깊이

나	지식	수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죠.	직접	고

객을	만나느냐	뒤에서	지원하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팀	내에는	협업에	따른	수평적

인	문화가	많습니다.”	금융파트	권순형	파트장

이	운을	뗀다.

사이트별로	특성이	물론	다르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제를	놓고	동일선상에

서	토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융권은	시스

템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	또

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문제

가	발생하면	다른	분야에도	동일한	문제	발생

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파트원	전체가	공유하

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	해결을	고민한다.	

금융파트의	막내	김기수	대리는	“선배들이	각	

팀의	앞에서	진두지휘하면	저는	뒤에서	지원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	기술적인	지식이	부

족하지만	파트별	티타임이나	토론을	통해	정

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을 이끌어갈 경쟁력을 키워라

지난	해	금융파트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고	스스로	평가했다.	물론	지원하는	영업담당

과	함께	달성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자축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해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

다.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도	진행되었고,	기타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주변	동료들의	도

움을	많이	받았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시장	상

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	고민도	많습니

SA팀 금융파트

HIS에는	한	팀의	인원이	30여	명을	능가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	

전략,	제조,	금융,	통신,	공공의	5개	파트로	구성된	SA팀이다.	

그	중에서도	SA팀	금융파트는	5명의	노력과	열정이	한	데	모여	

힘찬	전진을	예고하고	있다.

46

힘들어도 웃는 
우리가 일류!

HIS Family



다.	요즘	트렌드가	기존	HDD에서	플래시	스토

리지로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이	시기를	잘	준

비해서	경쟁력을	더욱	갖춰야겠죠.”라고	황윤

하	과장은	말했다.	

HIS가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SA팀	금융파트	또한	그에	걸맞은	과

제를	수행	중이다.	회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솔

루션	관련	교육과	테스트뿐만	아니라	산업별

로	다른	요구사항에	발맞춰	금융권의	특성	또

한	연구하고	있다.	업무만으로도	바쁘지만	회

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

지	않는	금융파트원들이다.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파

SA팀은	솔루션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문서	

업무부터	고객을	만나	컨설팅하는	것까지	역할이	

광범위하다.	게다가	특히	금융권	IT	담당자들은	

경력도	많고	IT관련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

문에	그에	부응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윤혜란	과장은	“SA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

니다.	간단한	통화부터	미팅,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하는	만큼	설득력	있게	

말하는	노하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고,	영업적	

자질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

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프로젝트의	성격이	규모도	크지만	장

기적입니다.	그만큼	고객과의	만남도	자주	그

리고	오래가겠죠.	기술적인	트렌드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한	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요.	그러나	신뢰가	탄탄히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권순형	파트장이	마무리했다.

SA팀	금융파트원들은	인터뷰	내내	입을	모아	

고객과	신뢰를	쌓으면서도	개인적인	발전을	

게을리	하지	않는	파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거

대한	금융권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포

부를	지닌	금융파트원들의	열정과	믿음이	

HIS의	힘찬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권순형	부장		셰익스피어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참

는	사람은	이류	그리고	웃는	사람은	일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류가	되도록	파이팅	합시다.

윤혜란	과장		지난	해	큰	프로젝트로	팀뿐만	아니라	본부	동

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역

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김기수	대리		금융파트	막내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

다.	팀	선배들과	끊임	없이	소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

여드리겠습니다.

황윤하	과장		지원하던	역할에서	나아가	앞장서서	진두지

휘	해보니	시야가	많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다방면의	전문

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대리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금융파트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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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n Book 

시중에	다양한	향수가	있고,	맘에	드는	향도	물론	많지만	내	손으로	만드는	향수만큼	나에게	어울리고	의미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이뤄진	‘나만의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세	명의	사우가	참여해	향기가	듬뿍	나는	하루를	보냈다.

나만의 향기를 담다

향기를 채우다

화창한	봄날	아침	김애경	대리와	오준석	대

리,	홍혜룡	대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역삼동으로	모였다.	옹기종기	

둘러앉아	강사에게서	받은	조향	차트를	살펴

보며	경청하는	세	사우.	향수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시작으로	클래스의	문을	열었다.

향료는	향이	날아가는	속도에	따라	Top ,	

Middle,	Last	Note로	구분된다.	향수의	첫인

상을	좌우하지만	30분	정도면	날아가	없어

지는	Top	No t e와	꽃	계열의	향이	많은	

Middle	Note,	그리고	지속력은	길지만	향이	

무거운	Last	Note까지	20가지로	구성된	향

료를	하나하나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감탄을	

자아내는	향도	있었고	미간을	찌푸리게	만

드는	향도	있었지만	세	사우는	자신이	좋아

하는	향을	찾느라	꽤	진지한	모습으로	조향	

차트에	체크해나갔다.	

개성과 취향

시향이	끝난	후	세	사우가	선호도를	표시한	

향료는	스타일이	확연히	달랐다.	김애경	대리

는	우아한	향,	오준석	대리는	시원한	향,	홍혜

룡	대리는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의	향료	위주

로	선택했다.	강사는	세	사우가	좋아하는	향

을	가지고	다시	가감하며	최상의	조화를	이룬	

향수가	되도록	5~8가지	내외로	향을	골랐다.



이제는	선택된	향료를	가지고	샘플을	만들	

차례.	각	향료를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총	6ml가	되도록	만들었다.	적은	양을	맞추

느라	스포이드를	든	손이	바르르	떨리기도	

하고,	헷갈릴까	염려되어	침묵한	채	향료를	

든	손만	바삐	움직였다.	6ml	샘플을	만들어	

시향	후	첨가하고	싶은	향이	있다면	다시	추가

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면서	8ml,	10ml의	샘

플을	완성해	나갔다.	샘플로	완성된	향은	오준

석	대리는	시원한	향,	김애경	대리는	과일	향,	

홍혜룡	대리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었다.

나에게 주는 선물

이제는	본품을	만들	차례다.	샘플을	통해	정

해진	비율에	따라	50ml의	본품까지	차분히	

완성해	나갔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고

민에	빠진	세	사우.	바로	향수의	이름을	정

하는	단계였다.	곰곰히	생각하던	세	사우는	

각자	라벨링을	마치고	나만의	향수를	완성

했다.	뿌듯한	표정으로	곱게	포장된	향수를	

손에	들고	길을	나선	세	사우의	뒷모습에서	

상쾌한	향기가	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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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경	대리		저는	후각에	민감해서	향을	잘	기억하

는	편이에요.	시중에	나온	향수는	누구나	쓰는	흔한	

향인데,	오늘은	저의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별명인	‘MeMe♥’라고	이름	

붙인	저만의	향수는	은은한	꽃	향기를	품고	있어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특별하다’는	생각이	나서	기

분이	참	좋을거	같아요.

오준석	대리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향수

는	제일	많이	들어간	향료의	이름을	따서	‘WoodyBoo’

라고	지었어요.	완성된	향을	맡아보니	‘나의	하루’를	

표현하는	것	같네요.	아침엔	시원하고	진한	향을	뿜다

가	퇴근	무렵이	되면	묵직한	향이	남아있는	느낌이거든

요.	저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	너무	만족합니다.	

홍혜룡	대리		향기는	여러	감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직

접적인	통로인	것	같아요.	나만의	향을	찾고	싶어서	요

즘	향수	공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에	뿌리던	향과	다른	느낌으로	만들려는	

욕심에	여러	향이	섞여서	고민했지만	결과는	아주	마음

에	듭니다.	제	이름을	딴	향수,	'Ryong'	저와	아주	잘	어

울리겠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잎의	푸르름이	짙어지며	왕성하게	생장	활동을	하고	열매가	생기는	계절이지요.

인생에	있어서도	왕성한	활동의	시기로,	거침없는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HIS	advantage에서는	현재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빅데이터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성숙된	빅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맞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이태영,	한송이

음료	기프트권	 이문호

독자의	소리

120호	퀴즈	당첨자

항상	HIS	사보를	눈	여겨	보고	있는

데,	최근	들어	국내	도입	사례가	자주	

등장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회사와	

견주어볼	수도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앞으로도	국내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영

Summer NO.121

독자와	함께

121호	당첨자	선물

음료	기프트권(2만원)	2명

문화상품권(3만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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