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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전 홍 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수많은 이슈 중 IT 업계의 화두가 되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2017년에도 이어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HDS(Hitachi Data Systems)는 올해 연말 포브스 인사이트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방법: 글로벌 경영진의 통찰력 확보’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투자를 동반한 사람과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변화 관리에 대한 것으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군요. 

보고서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로, 데이터는 IT 조직의 화폐와 같다. 혁신을 창조하고 가속화 시켜주는 데이터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쏟아지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업에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7년에도 고객이 데이터를 통해 

통찰력을 끌어내 남보다 한발 앞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신을 완성작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혁신이다. 

언제나 진행 중인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며,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CEO message

고객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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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6대 솔루션을 만나다 

2017년 멈추지 않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Special Report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 구현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요구에 명확하게 부합할 수 있는 IT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2016년 가치 있는 솔루션 제공에 힘써 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여섯 가지 주력 솔루션과 

시장 상황, 그리고 2017년 전망을 들어본다.

컨버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SAP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오브젝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재해복구 데이터 보호
(백업 & PBBA) 

6대 솔루션



UCP HC V240

UCP 2000

UCP 4000 & 4000e

컨버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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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 비용을 최

대로 낮출 방법은 없는 걸까. 더욱 빠른 비

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

운데, IT 운영과 신규 투자 비용절감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고가의 인프라 장비를 한 번에 구매하지 않

고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면서 클라우

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컨버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가 관심권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컨버

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환경에서는 

사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 시 접속된 서

버 대수를 늘려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스케

일 아웃(Scale-out)1)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 가상화 솔루션 

등이 통합된 형태의 제품이 컨버지드라면, 하이

퍼컨버지드 인프라는 각 구성 요소를 가상화시

켜 이를 소프트웨어정의(Software-Defined) 기

반으로 구현한다. 특히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는 랙 서버에 많은 수의 내장 디스크를 탑재하

며, 랙 서버 형태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화 클러

스터로 묶어 리소스 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이퍼컨버지드 시장 주도할 

‘UCP HC V240’

HIS의 주력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컨버지드 

솔루션으로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 form),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으로는 

Hitachi UCP HC V240이 있다. 둘 다 UCP 

Advisor를 통해 전체적인 하드웨어 환경의 

오케스트레이션 관리가 가능하다.

Hitachi UCP는 사전 구성된 HDS의 서버, 스토

리지, 업계 표준의 네트워크 기술 및 통합 관

리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인 UCP Advisor 등 

모든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통합된 제품이다. 

특히 고객의 요구에 맞게 VMware, Hyper-V, 

KVM(OpenStack) 등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다. 

UCP HC는 VMware VSAN 기반의 스케일 아

웃 방식의 제품이다.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한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춰주며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서비스 도중에도 리소스

를 추가할 수 있다. 2016년 리뉴얼 된 Hitachi 

UCP HC V240을 통해 기업들은 신속성, 확

장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프라에서 

가상화, 컴퓨트, 스토리지, 관리 및 데이터 보

호 기능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컨버지드에서 하이퍼컨버지드로 국내 시장

이 신속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2016년 컨버

지드와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라인업을 정

비한 HIS는 UCP 2000과 UCP HC를 통해 

컨버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시장을 적극 공

략한다는 계획이다.

1) 스케일 아웃(Scale-out)  접속된 서버 대수를 늘려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던 일을  

 여러 장비에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IT 인프라 구축법

‘신속 비즈니스’와 ‘비용절감’ 효과를 한 번에Solution 01

IDC에 따르면 ERM, CRM, SCM을 포함해 

국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2015년 기준 향후 5년간 연평균 8.3%의 성

장세를 보이며 2019년 5,74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ERP 시장은 대규

모 투자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분산된 여러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가치 있게!

기업 업무 향상을 위한 토털 솔루션

UCP for SAP HANA

oXya Service & 컨설팅

SAP 매니지드 서비스
Solution 02



2) LPAR(Logical Partitioning)  펌웨어 단에서 최소한의 성능 오버헤드만으로 서버 가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Hitachi의 독자적인 기술. 서버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함으로써 SAP HANA 기반의 워크로드들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일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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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야 및 애플리케이션 업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술로 클라우드가 꼽히고 

있으며, ERP와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는 

기존 업무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

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 전망이다. 

HIS는 지난 2016년부터 스토리지와 데이터 

보호 관련 인프라 외에 기업의 주요 업무 애

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 건강보

험심사평가원과 효성 등 공공 및 제조기업

으로 UCP for SAP HANA 레퍼런스를 확대

하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옥시야(oXya)의 

SAP 전문 서비스를 런칭한 바 있다. 옥시야

는 지난 2015년 3월 HDS가 인수한 클라우

드 및 SAP 솔루션 선두기업이다. IT 조직이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더욱 쉽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효율적인 

SAP 솔루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와 서

비스를 제공해왔다. 

IT 인프라와 업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옥시야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에 적용

한 oXya Service를 통해 HIS는 고객이 선호하

는 클라우드 업무 환경(프라이빗과 퍼블릭, 하

이브리드)을 위한 인프라 컨설팅과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 인프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물리적 자원 통합을 위한 

UCP for SAP HANA 어플라언스를 제공함으

로써 IT 인프라와 업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에 이르는 ‘삼각편대’를 완성할 수 있었다.

2017년 UCP for SAP HANA와 oXya Service 

& 컨설팅을 통해 미션 크리티컬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업무, 인프라 컨설팅, 하드웨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운영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토털 솔루션 제공

프라이빗과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지원

매니지드 서비스 계약 시 고객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포괄적인 고정 가격

(All Inclusive Fixed Price)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어플라이언스 등 

SAP가 인증한 서비스와 장비 제공

SAP HANA 전용 

어플라이언스는 다수의 업무를 LPAR 

(Logical Partitioning)2) 기술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SAP 매니지드 서비스 특징

올인원(All-In-One) 
스토리지의 ‘모범 답안’

데이터 저장과 관리 · 분석에 안전한 모바일 환경까지

HCP G10 

HCP S 시리즈

HDI(Hitachi Data Ingestor)

HCI(Hitachi Content Intelligence)

HCP Anywhere

클라우드·오브젝트 
스토리지

Solution 03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하고 애플리

케이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버와 스토리

지 자원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원격지에서 실

시간으로 안전하게 사내 정보에 액세스하려

는 요구도 증가한다. 

파일 저장, 공유, 싱크, 데이터 보호, 백업, 

분석 등 파일 보호와 관리를 위한 HIS의 단

일 플랫폼으로는 HCP 포트폴리오가 있다. 오

브젝트 스토리지3),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카

이빙 스토리지, WORM 스토리지 수요에 최적

화되어 폭증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뿐 아

니라, 모바일 접근성에 데이터 분석 환경까지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 셈이다. HCP 포트

폴리오는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HCP)와 파

일 동기화 및 공유(HCP Anywhere), 클라우

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HD I ) 조합을 통

해 기업이 안전하고 단순한 클라우드 스토리

지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HCP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4)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활용하여, 기업의 중

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



3)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 본체’와 사용자가 부여하는 ‘부가 정보(메타데이터)’를 조합해 

 오브젝트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스토리지.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 보관, 관리한다.

4) 랜섬웨어  미국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 등의 신종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해, ‘랜섬(Ransom)’이라 함.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이시트, 이미지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든 후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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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으로 적용 가능하다. HCP는 감염된 사용

자의 PC 내 파일 또는 이메일 및 웹접속을 

통해서 무한반복 및 확산되는 특성을 지닌 

랜섬웨어로부터 파일 수정/삭제를 원천적으

로 방지하며, 버저닝 기능으로 감염이나 운

영자 실수로 삭제 시 감염 이전의 상태로 빠

른 복구방안을 제공한다.

HIS는 HCP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오

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 SW로 구성된 일체

형 솔루션이라는 점과 아카이빙, 백업, 컴플

라이언스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점을 내세워 활발하게 영업 중

이다. 실제 아카이빙 솔루션 판매가 지속해

서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오브젝트 스토

리지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영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클라우드나 콘텐츠 분산 분야에

서는 2016년 영업을 시작했으며, HCP 

Anywhere 레퍼런스 역시 확보했다.

비정형 데이터 관리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성장

HIS 관계자는 “기업 환경에서 비정형 데이

터(파일 형태)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파일 

관리와 보호 기능에 최적화된 오브젝트 스

토리지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오픈

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브젝트 스

토리지 시장과 스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

장이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HIS는 기존 아카이빙으로 대표되는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WORM 스토리지 시장

을 수성하고, 클라우드 및 콘텐츠 분산 시장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HDS는 HCP 포트폴리오에 HCI(Hitachi 

Content Intelligence)를 추가함으로써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오브

젝트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기업들

은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관련성 

높은 비즈니스 정보로 변환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HC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료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보안 취약점 제거 

및 데이터 
동기화와 공유

손쉬운 
글로벌 콘텐츠 
분산환경 구성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콘텐츠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지원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계층 
전반에 대한 

데이터 모빌리티 
제어

빌트인 데이터 
보호를 통한 

백업의 
필요성 감소

하드웨어 시스템의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로 인한 비용절감 요구가 커지면서 효율적

인 스토리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국내 외장형 스토리지 시장은 IT 최

신 트렌드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화 등 

영향으로 변화가 크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확장 개념이 급속도로 번지고 데이터가 증가

함에 따라 SAN5) 유형의 스토리지보다 NAS6) 

스토리지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통합 시스템이나 스케

일 아웃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NAS 제품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이 핵심 경쟁 요소였으나, 점차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에 최적화된 통합 인프

라 제공 여부가 중시되고 있다.

HIS의 파일 공유, VDI 및 랜섬웨어 방지 기

능의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

통합 NAS 솔루션의 

매력에 ‘풍덩’

IT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

HNAS 4040, 4060, 4080, 4100

VSP G400, 600, 800 
Unified 스토리지

Solution 04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5) SAN(Storage Area Network)  스토리지 시스템을 연결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별도의  

 데이터 전달 통로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일반 네트워크 소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6)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스토리지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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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를 통해 한반

도가 언제든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100km 이내 지

역에 재해센터를 설치할 경우 주 데이터센터

와 백업센터의 주요 데이터가 동시에 손상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 제약

이 없는 실시간 복제 솔루션이 효율적인 재해

복구 솔루션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HIS는 GAD(Global Active Device)와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를 내세워 재해복구 시장을 

공략한다. GAD가 근거리에 있는 하드웨어 장애

를 대비한 솔루션이라면, HUR는 광범위한 지

역에서 일어나는 재해 상황 즉, 센터 전체가 붕

괴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에 데이터를 미

러링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이다. 거리 제

약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저널링 기법의 

복제 방식을 제공한다. (박스 참조)

HIS 관계자는 “한반도가 지진 피해로부터 더

무중단 데이터 서비스 위한 

‘현명한 선택’

재해복구 솔루션에 완벽함을 더하다

GAD(Global Active Device)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

Solution 05
재해복구

HIS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의 특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통한 고성능 제공

3rd Party NAS의 티어링으로 기존 자원의 재활용성 증가

로컬 티어링 뿐만 아니라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티어링 지원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제공

파일과 블록 서비스의 동시 처리. 파일 사이즈 및 타입에 상관없이 동일한 고성능 유지

NAS 제품 중 유일하게 전용 파일 처리 FPGA 하드웨어 탑재

NAS 제품 중 유일하게 메타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를 분리해 오브젝트 기반 저장 및 관리

전용 엔진을 통해 성능 저하 없이 중복제거 지원 및 100% 자동화

지로는 HNAS(Hitachi high performance NAS)

와 VSP G Unified 스토리지가 있다. HNAS는 

Hitachi 고유의 하이브리드 코어 고성능 FPGA 

아키텍처를 적용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중

복제거 기능, 스마트한 티어링,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IT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극대

화 시키는 NAS 솔루션이다. VSP G Unified 스

토리지는 하이엔드 스토리지부터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까지, 전체 스토리지 플랫폼에 동일한 

관리, 마이그레이션, 스토리지 가상화, 복제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다.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까지 공략 

HIS는 2016년 기존의 NAS 게이트웨이 방식

의 제품에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바로 

블록과 파일을 모두 동일한 SVOS상에서 통

합한 VSP Gx00 유니파이드다. HIS 제품 관

계자는 “단순 파일공유 분야 뿐만 아니라 클

라우드 환경 및 가상화 환경, 랜섬웨어 대응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하

게 됐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투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15년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한다.

HIS는 HNAS의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연동 기능을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티어

링, 모바일 접근 등 트렌드에 부합하는 통합 

인프라 솔루션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해 NAS 

레퍼런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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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데이터 보호, 유지, 복구 성능을 향상시

키고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백업/복구 솔루션보다 

스냅샷과 복제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움

직임도 활발하다. 

2016년 HIS는 데이터 보호 시장에서 의미있는 

전진을 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100% 

부응할 수 있게 된 것.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겨

냥한 HPP S2750 이외에 HPP-Gateway, HV 

시리즈, HC 시리즈를 추가해 중소규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HPP(Hitachi Protection Platform)는 데이터의 저장, 

이관, 접근, 보호 및 복구 단계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PBBA다. 정확한 백업 및 복구 

시간을 예측해 다운타임과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한다. HV 시리즈와 HC 시리즈는 NetBackup과 

CommVault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를 장비 한대

로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이다. 

스토리지의 스냅샷 기반 데이터 보호, 유지, 복구 

등 기능을 통합한 백업 소프트웨어로, 기존 인프

라를 변경하지 않고 백업을 구축할 수 있는 HDID 

(Hitachi Data Instance Director)도 있다. 

2017년 백업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한

74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PBBA7)(VTL),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서버 등 

분야별 판매보다는 스토리지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 판매가 늘 전망이다. 저성장 경제 구조

가 고착화되어 중소중견시장(SMB)용 제품을 

찾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HIS는 대형 고객에게는 업계 최고 성능과 확장

성을 갖춘 HPP S2750로 대응하고 HC 시리즈

와 HV 시리즈, HPP-Gateway로는 중소규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스토리지와 데이터 보호 기능을 

‘하나로’

프로페셔널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트폴리오

백업 하드웨어  HPP-S2750, 
HPP-Gateway, HV-1000/3000

백업 소프트웨어  Hitachi Data 
Instance Manager(HDID), 
Veritas Netbackup

데이터 보호
(백업 & PBBA) 

Solution 06

7) PBBA(Purpose Built Backup Appliance)  스토리지와  

 미디어 서버가 통합된 백업ㆍ복구 어플라이언스

자연재해 상황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sync 복제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진으

로 인해 복제가 중단된 이후 데이터를 다시 동기화하는 동안 이차적인 여진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동기화는 일반적으로 비트맵 기반의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비트맵 기반의 복제는 100% 동

기화가 안 될 경우 데이터 크래시가 발생해 데이터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 

HUR의 저널링 복제 방식은 트랜잭션 I/O 단위로 순서 정보를 저널링으로 디스크에 임시 보관한 후 

복제 회선이 복구되면 자동으로 백업센터에 복제한다. 재동기화가 자동으로 이뤄지므로 최신 데이

터를 백업센터에서 유지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100% 데이터 정합성과 복구를 신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타사 방식과 차별화된다.

저널링 복제 방식이란?

는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공공기관과 주요 

금융권에서 확산되면서 재해복구 재설계 프

로젝트, 특히 장거리 DR 프로젝트 수요가 많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장거리 DR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async 솔루션이라도 수천 km 이

상의 거리에 구축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타

사 시스템과 비교해 HUR의 장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지진 우려 속 

장거리 DR 프로젝트 증가 예상

Hitachi GAD는 HDS(Hitachi Data Systems) 

스토리지에서만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기능

이다. 서로 다른 2대의 VSP 볼륨이 동시에 

GAD라는 가상 스토리지 볼륨에 복제됨으로

써 완벽한 Active-Active 볼륨 미러링을 구

현한다. 고객은 GAD를 통해 추가 디바이스 

없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OLTP 워크로드에서 30% 내외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 

2016년 무중단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큰 병

원 중심으로 GAD 판매 호조로 이어졌으며, 

정부통합센터와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GAD와 

HUR 조합으로 Active-Active 기반의 3DC 구

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고가용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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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IT 트렌드를 논할 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1)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2) 등이 자주 회자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면에는 빅데이터 기술과의 연계가 필수다.

‘빅데이터’란 용어는 지난 2~3년 동안 대중에게 많이 전파되었지만, 여

전히 특정 기업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글로

벌 IT 기업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시장을 리

드하고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 사용자인 기업들 역시 빅데

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들에 빅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끌어올리

려는 시도와 성공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실례로 국내 제조 대기업들의 경우, 공정 

프로세스의 수율 향상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해 큰 효과를 얻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단순히 기업 위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빅데

이터 활용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빅데이터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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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빅데이터’는 IT 업계 관련 직장인 외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단어

가 되고 있다.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빅데이터가 기업의 화두이면

서 점점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하게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곤 한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을 켠다. 시중에 다양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 존재

하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인 ‘T맵’일 것

이다.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 등 한국의 수많은 모바일 내비게이

션 앱 중 T맵은 가입자 1,800만 명, 월평균 이용자 600만 명에 이르는 

부동의 1위 앱이다.

T맵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경로를 안내하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실시간 교통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 경로 안내 기능

을 제공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공하는 교통 정보

에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은 이러한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은 기업 입장에서

는 캐시카우로 좋은 매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오히려 자사 이용

자를 포함한 타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도 무료로 이 앱을 제공하고 있

다. 이는 생활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

로 더욱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은 오픈 플랫폼에서 나오며, 그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 T맵 사용자는 SKT 이용자 기준 약 1,800만 명에 이르

지만, 타사 이동통신 가입자까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전체 성인 인구의 이동 데이터를 기준으

로 제조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집 데이터를 가공해 자동차 보험상품과의 연계 서비스 형

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동 경로 및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운전 습관 

정보를 운전자 동의 하에 보험사에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금을 환급하는 서비스가 그 예다. 실제로 동부화재는 SKT와 손잡고 T맵

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대중 속으로 파고든 

빅데이터

#1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이동 경로와 위치 기반 운전습관 정보 활용

내비게이션 월간 이용자 수 (출처: 코리안클릭)

카카오 카카오내비 229만 2,263명

648만 5,174명SK텔레콤 T맵

KT 올레아이나비 228만 5,021명

네이버 네이버지도 193만 6,149명(추정)

LG유플러스 U내비 115만 5,405명

맵퍼스 아틀란 47만 5,793명

현대엠엔
소프트 엠피 33만 7,316명

(201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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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큐레이션  큐레이터이란 용어에서 파생된 말로,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준다. 

#2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 실태 분석해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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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맵은 주행한 이력을 빅데이터 분석해 안전운전 점수 달성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3
취미 생활 
빅데이터 연계한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또 하나의 활용 예로는, 관광 관련 기업 및 기관 입장에서 위치 및 이동 

정보를 활용해 관광지 추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창원

시에서는 군항제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방문 고

객의 연령별 및 성별 정보를 포함해 시간별 유동 인구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고객 맞춤형 관광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카드 데이터와 버스 정보 관리 시스템(BIS·BMS) 데이터 등 대중교

통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는 평균 약 

1,280만 명,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은 7~8시, 18~19시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배차 버스를 

늘리거나, 노선을 조정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 분석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단, 설문 조사나 

샘플링 조사가 아닌 모수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더욱 적합한 

교통 정책 수립과 사후 효과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주말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때 미리 영화 후기를 살펴보고 영화를 선정

한 경험이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화 큐레이션3) 앱에도 

역시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영화 추천 서비스 업체 ‘프

로그램스’가 제공하고 있는 

영화 큐레이션 서비스인 ‘왓

챠(Watcha)’는 빅데이터 기

술을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왓챠는 지

난 3년간 약 2억 7,000만 개 ▲ 큐레이션 서비스 ‘왓챠(Wa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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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별점 평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영화를 추천해

왔다. 왓챠는 사용자가 입력한 영화 평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누적해 

최적의 사용자 맞춤의 영화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정확성을 높이고 있

다. 또한, 장르별, 배우별, 감독별 분석 결과도 반영해서 보여준다. 

빅데이터를 연계한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는 영화뿐만 아니라 음

악 및 TV 프로그램, 맛집, 도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기반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푹(pooq)’, 요즘 뜨는 맛

집부터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주는 ‘다이닝 코드’, 책을 몇 권 담기만 하

면 내가 관심 가질만한 도서 또는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의 선호 도

서를 추천해주는 ‘북맥’ 등이 그 예이다. 

콘텐츠 별점 평가 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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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월 기준, 넷플릭스는 수치 비공개

왓챠플레이

2억 7천만

CGV

1,400만
네이버

930만 ?

넷플릭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퍼져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며, 최근 브라질에서는 리우데자네이

루 올림픽 개최 기간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국

내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많은 가축을 도살 처분하

는 것도 매해 들리는 소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러한 감염성 바이러스들에 대한 확산 경로 파악

과 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근래 빅데

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었고 전염병, 전파기제, 확산 경

로 등의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더 효과 높은 확산 방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염병을 예측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며, 빅데

이터 분석 전문가와 지역 보건 당국,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학계, 

백신 제조사의 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

다. 바이러스 및 기타 질병 검사 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질병 감시 및 

공급망 제공 데이터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까지도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지진과 같은 재해 상황이다. 최근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

기 전만 하더라도, 지진 피해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해왔다. 하지만 강도 높은 지진과 여진이 국내에서 계속 발생하다 

보니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었다. 

지진을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안으

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해오고 있

다. 그 예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함께 시나리오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날,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스마트폰에 ‘규모 7.8의 강진 

발생, 16초 뒤 2차 지진 주의’라는 지진 경보 메시지가 떴다. 그 즉시 비

상구를 따라 건물을 빠져 나왔고, 건물 앞에는 이미 대피 버스가 대기 중

이었으며, 통합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정체된 도로, 붕괴한 다리를 

피해 대피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GPS 앱을 켜 가족들 역시 안전한 대피

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위 시나리오는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지진 조

기 경보 시스템 ‘셰이크얼러트(ShakeAlert)’의 실제 시나리오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스마트폰의 GPS가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휘청’인다는 

점에 착안해, 지진 발생 시 ‘S파’에 앞서 발생하는 ‘P파’를 감지해 경보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다. 

빅데이터는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트렌드 중 하나다. 빅데

이터의 미래는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빅데이터 

미래에 대한 자그마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가 일상생활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생활 데이터를 활용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한층 진화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빅데이터의 미래

#4
질병 예방 
확산 방지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5
재해 상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경보 서비스

▶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ShakeAlert

(http://www.shakeale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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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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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표되면서, 이미 시중에 많은 기업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

을 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역시 불특정 다수보다는 

개인 맞춤형으로 더욱 특화되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데이터 거래의 서비스화

데이터가 모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한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사의 데이터나 카드사의 정제된 데이터들은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는 상

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고급 정보일수록 더욱 더 큰 수요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

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를 상호 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상용화했으며, 앞으로는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거래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개인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업 및 개인이 상호 간에 유

용한 데이터를 배포 및 활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용 이슈로 인해 기업 주도적으로 분석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개인도 더욱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이 분석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재배포

해 또 하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범위가 개인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생활 데이터 기반 사회 공통의 문제 해결

사회가 급변하면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공공 인프라 및 인구의 노후

화, 의료 비용 증가, 공공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도전 과제들이 끊임없

이 제기된다.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이용한 솔

루션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소셜 

이노베이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빅데이터가 그 구심점이 되고 있다. 앞

서 설명했던 질병이나 재해문제도 공통 사회 문제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이 발전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늘어나면서 사회 공통의 문

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성을 띤 사업 모델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8

컨버지드 ·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로 준비하자

Hot Trend 

바이모달(Bimodal) IT로의 여정



섀도우 IT(Shadow IT)1) 트렌드의 장점을 굳이 꼽는다면 아마도 탄생 목

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섀도우 IT가 

기존의 IT 프로토콜을 자유자재로 우회하면서 보안과 확장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국 장점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때 전통적인 IT 모델의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s)2)로의 전환이 섀도우 IT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상

하고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기반이 되는 SDDC는 IT 서비스가 지나

치게 느려지거나 적절한 채널을 통한 프로세스가 오히려 복잡성을 가중

시킬 때 빛을 발한다. 사내 현업 부서가 만들어내는 섀도우 IT로 빠지지 

않도록 IT 조직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여기 기업의 IT 인프라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온 레거시 아키텍

처를 폐기하거나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 CIO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바이모달 IT?

바이모달(Bimodal)3) IT는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가 업

계 표준 IT 용어로 정의한 개념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바이모달 IT는 기

업이 이미 사용 중인 기존의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모드1) 

새로운 방식의 IT(모드2)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바이모달 IT 환경에서 기업의 레거시 인프라는 SDDC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더불어 더욱 강화된다. ITaaS(IT as a Service)로 서비스되는 

이 모델은 클라우드 우선 속도와 확장성을 통합하므로 기업은 더욱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섀도우 IT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즉 사용자의 조바심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컨버지드 시스템의 중요성

SDDC 성공 여부는 SDDC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핵

심은 ‘컨버지드 시스템’이다. 민첩하고 확장성이 보장되는 SDDC를 위

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주요 데이터센터 구성요소들을 하나로 

패키지화하는 컨버지드 및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선택해야 하는 이

유다. 컨버지드 시스템은 규모와 배치 방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법으

로 구성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기업 규모에 적당하다. 중요하고 복잡

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이다.

데스크톱 가상화(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 또는 DevOps4) 환

경 등에서 동작하는 특정 워크로드에 대해 데이터센터 또는 클라우드 기

반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설 CIAB(Cloud-in-a-box)5) 솔루션이

다. 가격대가 높지 않으며,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배치도 용이하다. 

간편함과 비용효율성 모두를 제공하는 하이퍼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와 

확장성 및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엔터프라이즈급 컨버지드 인프라 옵

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1) 섀도우 IT(Shadow IT)  기업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IT 사용을 일컫는 말이다. 보안에 신경쓰지 않고 개인 디바이스로 회사 이메일에 접근하거나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복사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s)  IT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로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바이모달 IT(Bimodal IT)  전통적인 IT 투자와 운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내 표준 프레임워크와 인프라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운영하면서 빅데이터나 CRM 등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바이모달 IT의 한 예다.

4) 데브옵스(DevOps)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을 결합한 단어로,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의 소통, 협업, 통합 및 자동화를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출시하기 위해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연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CIAB(Cloud-in-a-box)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빠르게 클라우드를 배치해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이다.

엔터프라이즈급 컨버지드 인프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로선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되는 바이모달 IT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모드에 대해 모두 서비스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을 

선택하면 미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성 또한 최대로 높일 수 있다.

하이퍼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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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전환 방법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컨버지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보안과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레거시 시스템과 비선형(Non-

Linear)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IT 인프라 솔루션 

벤더를 찾아라. 이렇게 해야만 현재의 워크로드 일부를 클라우드로 통합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클라우드 용량을 확장할 때 현재의 투자를 헛

된 것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IT 인프라 솔루션 벤더가 비즈니스 수요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클라

우드 가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민첩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체크하라. 섀도

우 IT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력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간소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컨버지드 시스템이다. 다

양한 플랫폼이 공존하는 환경이므로 컨버지드 솔루션이 플랫폼 간 워크

로드 통합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컨버지드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모델

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HDS(Hitachi Data 

Systems)와 VMware는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미 이러한 과정을 충

분히 경험했으며, 양사의 파트너십에 기반해 수많은 고객사가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컨버지드 제품군을 최대한 활용해 클라

우드 모델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이모달 IT 구현, 통합 시스템 접근방식이 최선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레거시 시

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 모두 중앙화된 관리, 조화, 그리고 자동

화 툴을 제공하는 IT 솔루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싱글 관리 인터페이

스로 Tier-1, Tier-2, Tier-3 워크로드 전반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버지드 솔루션을 통해 바이모달 IT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클라우드 환

경으로의 전환을 첫 단계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계획 아래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컨버지드 혹은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선택한다면 바이모달 접근 방

식을 통해 훨씬 더 간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기업이 이미 미래의 

비즈니스 수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요구되는 기

업 내 핵심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가용량을 정

확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

관성을 잃어가는 레거시 플랫폼을 보다 강화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필요한 가용량을 더욱 쉽게 확대

하고 운영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점증적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이라면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호감을 느낄 것이다. 이 어플라이언

스는 x86 서버 기반이며,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리소스는 소프

트웨어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구현이 빠르고 간편할 뿐 아니라 기

업의 IT 관리자가 기존 데이터센터에 블록을 추가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신속 정확하게 가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

로운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증적 접근 방식은 무척 합리적이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오버프로비저닝(Overprovisioning)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최적의 가용

량을 확대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모델은?

컨버지드 제품군으로 클라우드 모델을 구현한다면 바이모달 IT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로선 기존 방식과 새로

운 방식이 혼재되는 바이모달 IT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모드에 대해 

모두 서비스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면 미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성 또한 최대로 높일 수 있다. 

기업이 현재 Full-scal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상태인가? 

IT 운영인력이 충분치 않은 지역 사무소에 원거리 데이터센터 

구축방안을 찾고 있나? 

데브옵스(DevOps)팀에게 IT 리소스를 신속히 제공하거나 

VDI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T팀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기를 원하는가? 

* 출처: The Path to Bimodal IT, https://www.hds.com,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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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디지털 세계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파괴자(Digital Disrupter)1)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미

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의 도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매리어트

(Marriott) 호텔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 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에어비앤비는 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매리

어트 호텔보다 2억 원이나 매출이 앞섰다.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야 할 IT 부서는 이제 

지원 부서가 아닌 비즈니스를 이끄는 부서가 되어가고 있다. 앱을 통해 

숙박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디지털 파괴’는 신

생 인터넷 기업만의 몫은 아니다. 전통 기업 또한 기존 비즈니스를 디지

털 세계로 빠르게 이관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보다 더 민첩하다. 모바일과 인터넷

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미국산 

혹은 중국산 제품을 현지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

금은 한국에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해

졌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지마켓이나 11번가만 이용하란 법이 

없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존보다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을 자사의 서비스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정의 기능 강화한 SVOS 7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2)는 기업의 민첩한 대응을 

도울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운영체제이다. SVOS는 신생 디지털 스타

트업에게 뒤처진 기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스타트업처럼 민첩하면서 

동시에 기존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는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

털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지난 2014년 HDS(Hitachi Data Systems)는 Hitachi VSP G1000을 출시하

면서 SVOS를 발표했다. HDS 최초의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운영체제

인 SVOS는 100%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존 하이엔드 스토리지 펌

웨어(Firmware)와 100% 호환되면서 소프트웨어정의 기능을 강화했다.

당시 HDS는 SVOS를 지속적 클라우드 인프라(Continuous Cloud 

Infrastructure, CCI)3)라는 개념과 함께 제시했다. 유연할 뿐만 아니라 완

벽한 무중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

듯 SVOS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GAD(Global 

Active Device)4)와 NDM(Non-Disruptive Migration)이다. GAD는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를 통해 RTO=0을 실현하고, NDM은 구형 장비에서 신형 

장비로 데이터를 이관할 경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

운 개념의 기능이다.

 

지속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하는 SVOS는 Hitachi VSP G시리즈를 포

함해 HDS의 전체 스토리지 라인업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하이엔드 스토

리지와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의 아키텍처가 달라 상호운용성이 낮았지

만, SVOS 이후 다른 아키텍처의 하드웨어도 단일 운영체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관리가 단순해지고 상호운용성에 기반을 둔 민첩한 통

합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제공되는 무중단 운영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인 GAD와 NDM이 전 라

인업에 동일하게 지원되면서 지속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가능한 소프

트웨어정의 스토리지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0월, SVOS가 버전 7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SVOS 7의 주요 특징으로는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플래시 최

적화 2.0’과 ‘Adaptive Data Reduction(어댑티브 데이터 절감)’ 기술 그리

고 민첩한 비즈니스 개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복제 기술 등 세 가지다.

1) 디지털 파괴자(Digital Disrupter)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이 기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급속도로 파괴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라고 한다.

2)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체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토리지를 하나의 볼륨으로 묶고 적절하게 

 할당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스토리지 가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3) 지속적 클라우드 인프라(Continuous Cloud Infrastructure, CCI)  소프트웨어 중심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 대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절감과 시스템 가용성, 보안을 만족시키는 프레임워크다. 언제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가 보장된다. 두 곳의 데이터센터가 

 완벽하게 이중화되는 ‘Active-Active(동시 운영)’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4) GAD(Global Active Device)  HDS 스토리지에서만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기능으로, 서로 다른 2대의 VSP 볼륨이 동시에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Global Active Device)라고 하는 

 가상 스토리지 볼륨으로 복제됨으로써 완벽한 Active-Active 볼륨 미러링을 구현한다. 고객은 GAD를 통해 추가 디바이스 없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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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의 성능뿐 아니라, 플래시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백그라운드 

태스크(ex. 가비지 컬렉션6)) 수행 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한층 

발전했다. SVOS는 플래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백그라운드 태스크의 우

선순위를 조정해 애플리케이션 I/O(입출력속도) 응답이 빠르다. 또한 

FMD(Flash Module Drive)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쿼드 코어 기반의 강력

한 프로세서를 활용해 컨트롤러 부하를 최소화한다.

SVOS는 플래시를 인식해 캐시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 캐시 처리가 불

필요한 플래시 처리의 경우, 캐시를 바이패스(By-pass)해 캐시 처리의 

오버헤드를 제거함으로써 응답 속도를 높여 준다. 

SVOS는 예측 가능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QoS(Quality of Service) 기능

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의 QoS 기능은 캐시 파티션과 포트 사용 우선

순위 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QoS 기능은 가상머신 단위로 정교

하게 나눌 수 있는 볼륨 단위 QoS 컨트롤을 지원한다.

이 기능의 최대 장점은 부하에 따른 QoS 자동 컨트롤에 있다. SVOS 7의 

QoS는 피크 타임에 우선순위가 낮은 I/O에 대해 기존에 설정된 최대 I/O를 

제한한다. 높은 우선순위의 I/O가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스토리지는 QoS Limit를 정하게 되면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만 성능을 낼 수 있지만, SVOS 7의 QoS는 최대 I/O가 

SVOS 7 주요 특징 

플래시 최적화 

가비지 컬렉션 등 백그라운드 태스크 수행 성능 최적화

캐시 처리의 오버헤드 제거로 응답속도 향상
 
QoS(Quality of Service)5) 기능 강화
볼륨 단위 QoS 컨트롤 지원으로 부하에 따른 QoS 자동 컨트롤 

컨트롤러 단에서 압축과 중복 제거 지원

워크로드에 따라 최적의 구성 가능

어댑티브 데이터 절감

캐스케이드(Cascade) 복제(복제본에서 복제 가능) 지원

스냅샷 이미지뿐 아니라 온전한 Full Copy 볼륨인 클론 생성

복제본의 생성과 소멸이 자유로워져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 증가

데이터인플레이스(Data-in-Place)
기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신규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무중단 서비스 지원

새로운 복제 기술(Clones with Linked Snapshots)

플래시 최적화 2.0을 통한 고객 경험 극대화

VM VM

VM VM

SVOS

VVol

FMD

FMD

FMD

FMD

QoS
예측 가능한 
사용자 경험 

(볼륨 단위 자동 
Limit 관리)

SVOS / FMD
고성능 I/O 요청과 
백그라운드 태스크

(가비지 컬렉션 등)에 
대한 우선순위 관리

SVOS
플래시 I/O의 경우 
캐시 By-pass를 

통한 빠른 응답 보장

5) QoS(Quality of Service)  다양한 통신/응용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성능 보장,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데이터 흐름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데이터 전송에

 특정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품질

6)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시스템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다시 사용 가능한 메모리로 되돌려주는 기능. 불필요한 영역을 자동으로 해제시킴으로써 SSD의 

 성능 저하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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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낮은 순위의 I/O일지라도 피크 타임이 지나간 시간에 지정된 

Threshold 값 범위 내에서 최대 I/O 설정을 해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은 SVOS 7에 기본 지원되는 Server Priority 

Manager의 기능이다.

어댑티브 데이터 절감(Adaptive Data Reduction) 기술

플래시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올플래시 스토리지 벤더

는 ‘압축’과 ‘중복제거’ 기능을 지원한다. 2:1 혹은 그 이상의 절감 효

과로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용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압축과 중복

제거로 인한 컨트롤러 오버헤드는 플래시의 성능 극대화 측면에서 걸림

돌이 되곤 한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압축 혹은 

중복제거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경

우, 중복제거는 효과가 없으며 압축이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중복제거 

알고리즘이 오히려 성능 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SVOS 7 이전에 FMD DC27)를 소개하면서 성능 저하 없는 압축 기능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FMD 내에 압축 프로세서를 내장해 FMD가 추가될 

때마다 압축 프로세서가 동일하게 증설되는 것으로, 업계 최고 성능의 

압축 알고리즘과 동시에 압축 오버헤드를 제거해 고성능을 지원한다. 

SVOS 7에서는 이를 더욱 개선했다. 이제는 컨트롤러 단에서 압축과 중

복제거를 지원한다.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압축 혹은 중복제거 기능을 

볼륨(LUN) 단위로 온라인상에서 On/Off 할 수 있다. 불필요한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타입이 

FMD일 경우, FMD의 내장 압축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Offload 방식을 통

해 압축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예방한다. 이처럼 워크로드에 따라 최적

의 구성이 가능하므로 어댑티브 데이터 절감(Adaptive Data Reduc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SSD와 FMD에서 이를 지원해 왔다.

비즈니스 개발을 가속하는 새로운 복제 기술

SVOS 7에는 새로운 복제 기능인 ‘Clones with Linked Snapshots’이 포

함된다. 기존의 섀도우 이미지(Full Copy 방식)와 씬 이미지(Snapshots 방

식) 솔루션을 발전시켜 복제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새로운 복제 기능이 

기존과 다른 점은, 복제본에서 복제가 가능한 캐스케이드(Cascade) 복제

7) FMD DC2  초당 12Gb 성능을 제공하는 FMD(Flash Module Drive) DC2는 20nm 낸드 플래시(64GB)와 새로운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탑재했다. 플래시 활용을 최대한 높이고 시스템의

  오버헤드를 제거하기 위해 특허 받은 플래시 I/O 관리와 오프로드 엔진을 사용한다. 

SVOS 7의 QoS 자동 컨트롤 기능

Host HBA WWN의 최소 성능보다 높은 성능의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성능(Upper Limit) 설정이 된 LUN는 설정값 이하로 조정  

최대 성능(Upper Limit)을 LUN, WWN, Port 단위로 설정 가능

1000 

2000 

8000 

성능값
(IOPS)

Time

Cap Low Pri

Capped!
Capped!

Uncapped!

Cap Low PriNo Caps, below threshold
총 워크로드 
(예: WWN B1에 할당된 총 LUN의 성능 합)

WWN Threshold (stress level)

No Limit LDEV3
(High Priority)

UL1 (Upper Limit WWN)(Low Priority)

UL2(Upper Limit WWN)(Low Priority)

5000 = 8000 – 2000 – 1000 우선순위가 높은 워크로드에 대해 최소한의 성능 보장 Threshold – UL1 + U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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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해졌으며, 스냅샷 이미지뿐 아니라 온전한 Full Copy 볼륨인 클

론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볼륨을 생성하는 순간 바로 복제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복제가 

완료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가상화 환경에서 가상 머

신의 이미지를 스토리지 기반의 빠른 복제로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

으며, 기존 메인 시스템의 DB 환경의 데이터를 활용해 백업, QA, 개

발용 복제본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다. 복제본의 생성과 소멸이 자

유로우므로 개발 작업이 더욱 신속해졌고, 이에 대한 QA도 가능해졌

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픈하는 과정이 더욱 신속해지고 자동

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SVOS 7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은 이외에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14TB

의 대용량 FMD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장된 압축 기능을 활용할 경우 

최소 28TB의 용량을 단일 모듈에서 지원할 수 있어 업계 최고를 자랑

한다. 또 하나가 ‘Data in Place’ 기능 지원이다. 이는 또 하나의 무중

단 서비스 지원 기술로 기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신

규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현재 Hitachi 

VSP G1000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장착하면 VSP G1500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다.

지속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운영체

제인 SVOS 7은 소프트웨어정의 콘셉트에 맞게 현재 하이브리드 및 

올플래시 스토리지인 VSP G 시리즈와 올플래시 스토리지 VSP F 시

리즈 모두에서 동일하게 지원된다. SVOS 7의 기능은 하이엔드부터 

엔트리 레벨까지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규모나 

업무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통합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구

현할 수 있을 것이다.

SVOS 7 품은 
차세대 하이엔드 
스토리지 라인업

Hitachi 
VSP G1500
480만 IOPS 고성능을 제공하며, 

개별 워크로드 처리 성능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린 하이브리드 플래시 스토리지

타사 고사양 스토리지보다 더 나은 성능과 솔루션을 제공하므

로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성능을 원하거나 노후화된 하드웨

어 교체 주기에 비용 효율적으로 고사양급 성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객, 비용 효율적으로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하려는 고

객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SVOS 7을 통해 기존 Hitachi VSP 

G1000 고객들은 무중단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간편하게 진

행할 수 있다.

Hitachi 
VSP F1500
기기당 최대 14TB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고집적 FMD(Flash Module Drive) 기술 

기반으로 설계된 올플래시 스토리지

14TB FMD는 내장 압축 프로세서를 통해 실효 용량 28TB 이상

을 제공할 수 있어 단일 플래시 모듈당 업계 최고의 용량을 제공

한다. 또한, 480만 이상의 IOPS(입출력속도)와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을 적용해 최대 40PB의 플래시 용량을 제공한다.

복제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SVOS 7

클론

스냅샷

스냅샷

스냅샷

스냅샷

스냅샷

일반적인 복제 환경

SVOS 7 Clones with Linked Snapshots

운영 클론

QA / 성능 테스트

백업

개발환경

개발환경 
복구용 백업

스테이징 / 배포

원본

스냅샷

스냅샷

배포 볼륨에 대한 
백업/테스트 생성

스냅샷

클론과 공간효율적인 스냅샷을 활용해 다양한 개발, QA, 배포 및 백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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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보호 기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날개 달다

HDID
Hitachi Data Instance Manager

Solution Focu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는 백업/복구 솔루션을 폐기하고 스냅샷과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보호, 유지, 복구 성능을 향상하고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

HDS(Hitachi Data Systems)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보호,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정의 통합 백업 복구/복제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시장 선도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혼란

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비즈니스 유지와 성

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업 부서들과 갖는 미팅에서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 분석,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비즈니스 신속성을 더욱 향상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컨버지드 및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올플래시 스토리지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종종 간과하는 부문이 하

나 있다. 바로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데

이터 백업과 복구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솔루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능과 가용성이 제한된다. 레거시 

솔루션은 백업을 생성(백업 윈도우)하고,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

며(RTO; Recovery Time Objective2)), 미처 백업하지 못해(RPO; 

Recovery Point Objective3)) 손실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동안 수차례의 

다운타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T 환경을 전환할 때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접근 방식 또한 그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과 복제, 비즈니스 정의 정

책에 기반을 둔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등 최신 기술을 통해 다음 몇 

가지 부문을 완벽하게 향상할 수 있다.

데이터 가용성 향상

애플리케이션 인지 스냅샷(Application-aware Snapshots)과 복제가 가

장 좋은 시작이다. 애플리케이션 인지 스냅샷과 복제본은 스토리지 또는 

원격지의 복제 스토리지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들 복

백업 윈도우를 줄이고 백업 빈도를 늘림으로써 

장애 리스크 감소 

스냅샷과 복제 관리의 이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복구로 

비즈니스 가동 시간 증가 

중앙화된 데이터 보호 관리로 

Hitachi 가상 스토리지 투자 극대화 

스냅샷 관련 스크립팅과 관리 복잡성 제거, 

더욱 엄격한 SLA(서비스 수준 목표), 

테스트와 개발 운영 가속화 

단일하고 통합된 소프트웨어로 관리 사일로1)를 

대체함으로써 IT 비용 절감 

1) 사일로(Silo)  데이터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라 저장장치를 물리적으로 계속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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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PO(Recovery Point Objective)  복구 목표 지점. 재해로 인해 서비스 중단 시 유실을 감내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허용 시점으로, 시간에 따른 데이터 손실량을 의미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Modern Data Protection)의 도입 효과

데이터 
가용성 향상

비즈니스 
유연성 확대

복구 기능 
향상

복제 데이터 
관리 강화

비용 절감

HDID 동작 원리

Microsoft 
Exchange®

Microsoft 
SQL Server®

Oracle 
SAP HANA

Hitachi Data 
Instance Director

Orchestration of : 
- Applications
- Snapshots
- Clones
- Replication

VSP G 1000

VSP G 1000

Production

Off-site

Point-in-Time 
Copies

Snap Clone

Snap Clone

Re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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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은 생산 프로세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신

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잘 관리된다. 

비즈니스 유연성 확대

오늘날의 데이터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다. 늘 ‘온(On)’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이미 계획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다운 타임에 직면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와 고군분투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례들에서도 광범위

한 테스트 없이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4) 접근방식에 기반을 둔 재

해복구 솔루션은 관련 기술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커스터마

이징으로 인해 운영비가 더욱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재의 워크로드와 인프라 성능에 대한 고민

의 해결책일 뿐 새로운 워크로드와 신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유연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딜레마는 물론 해결 가능하며, 그 핵심은 재해

복구 인프라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표준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대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관

계를 형성한다.

복구 기능의 완벽한 향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솔루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몇 가지 있다.

Hitachi의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 HDID는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고도 단 몇 초 만에 

복구할 수 있다.

복제 데이터 완벽 관리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60% 이상이 데이터 복제에 사용된다.

‘복제 데이터(Copy Data)’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복제 

데이터 관리에는 4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복제 데이터는 오

래된 데이터 보호 방식의 산물이자, 오케스트레이션과 워크플로우의 부

재로 인해 생긴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많은 핵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누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액세스할 

수 있나? 또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며,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

HDID(Hitachi Data Instance Director)에 기반을 둔 Hitachi의 차세대 데이

터 보호 솔루션은 ‘복제 데이터’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 물리적 및 가상 복제본를 신속하게 생

성할 수 있다.

대폭적인 비용 절감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는 데 1달러가 필요하다면 이를 보호하는  

데는 4~7달러가 소요된다. 여러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

예 없애거나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이점들까지 제공한다.

4)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  전반적인 고객 증가와 매출 증가로 인한 사업의 확장과 과정. 비유기적 성장인 인수, 합병과는 반대되는 용어

* 출처: Enable Digital Transformation with Modern Data Protection, 
 https://community.hds.com, 2016년 10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백업과 복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업에 얼마나 많은 포인트 솔루션이 

포진해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

클라우드 또는 테이프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나?

데이터 백업 복사본은 내외부의 악성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랜섬웨어(Ransomware)’로

부터 보호할 수 있나?

빅데이터와 
분석 프로세싱

운영 복구

테스트 및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리프레싱

재해 복구

회계 감사 및 
e복구 프로세스

데이터 장기 유지 및 
아카이빙

대규모의 이중 풀 백업 카피용 스토리지

데이터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또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스킬 사일로를 가진 포인트 솔루션

고도의 복잡한 레거시 솔루션에 대한 전문 관리자

백업과 복구를 위한 다운타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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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설립연도  1971년      

업종  은행법인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G1000 1대 

도입 효과  � 전산 통합을 위한 데이터 복제 시간 단축

  � 배치작업 시간 단축(10시간→3시간)

  � 스토리지 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 데이터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가능

  � 비용 대비 성능, 확장성 높은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 유휴 장비를 백업과 DR 장비로 활용해 비용절감

2015년 9월 1일,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해 자산규

모 국내 최대 KEB하나은행(KEB Hana Bank)이 탄생했다. 안정적인 

전산 통합을 위해 시스템 통합은 잠시 미뤄두었다. 이후 KEB하나은행

은 계열사 IT 시스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 지난 6월, 여신·수신, 

외국환, 재무회계, 투자 등 은행의 모든 업무에 대한 전산 통합을 성공

적으로 완료했다. 전국 933개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합병한 지 9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이뤄낸 쾌거다. 

KEB하나은행 전산 통합 성공의 이면에는 탄탄하게 구축된 스토리지 

인프라가 한몫을 했다. KEB하나은행 시스템운영부 국동근 팀장은 

“국내 최대 은행으로서 1일 거래량 규모에 걸맞은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었다. 고성능 CPU와 디스크 용량 확보를 위한 메인 스

토리지를 도입하되 전산 통합을 위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고 전한다. 

HIS, 대규모 금융 통합 스토리지 벤더로 낙점

2PB급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벤더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낙점을 받았다. HIS는 17년 여 전 고객과 시스템 공급사로 만나 끈끈

하게 연을 이어온 벤더였다. 지난 2001년 국내 최초 동기식 DB Full 

복제 솔루션을 하나은행에 납품했으며, 2009년 하나은행 차세대 시

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이후 안정적으로 스토리지 네트워크

를 운영해 왔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하나카드 통합 스토리지 공급 

벤더로서 신뢰감을 주었다. 30여 년 동안 950여 고객사와 1,700여 

개 사이트를 확보하고, 총 250PB 이상의 설치 실적이 있는 HIS라면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였다.

HIS가 제안한 메인 장비인 Hitachi VSP G1000에 대한 평가 결과도 

좋았다. VSP G1000은 가트너가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한 장비로, 

SPC-1 공인 성능 결과 200만 IOPS(입출력속도)를 자랑하는 Hitachi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이전 모델인 VSP 대비 3배 이상 성능이 향상

됐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I/O가 발생하는 금융 ERP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서 손색이 없었다. 2015년 금융

권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가 있었다.

Active-Active 스토리지 이중화 및 하이엔드와 미드레인지 장비 간 

DR 구성이 가능한 점 등 Hitachi 스토리지만의 독자적인 기능도 호감

을 샀다. 여러 대의 스토리지를 가상화해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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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은행 전산 시스템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완비

Best Practice - KEB하나은행

국내 1등을 넘어 
‘글로벌 1등 은행’으로



줘 데이터 관리가 쉽다는 점과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 마이그레이

션이 가능하며, 볼륨 미러링 기능을 통해 서비스 지속성을 제공하는 

점 등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다운 타임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가능

스토리지 성능 외에 KEB하나은행의 요구는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이

전 여부였다. HIS 금융팀의 이정우 부장은 “두 은행의 데이터를 통합 

스토리지로 이행할 때 일부 벤더 장비의 경우 서버단에서의 마이그레

이션으로 장시간 서비스 다운 타임이 발생할 수 있다. VSP G1000은 

이를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다운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운 타임이나 업무 중단 없이도 데이터 마이그레

이션이 가능하다면 시스템 구축 후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도 스토리

지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성비(Cost-effectiveness)가 좋다는 점도 선정 이유가 됐다. VSP 

G1000은 독립된 모듈 및 경로를 제공해 하나의 모듈 장애 시 다른 모

듈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한 화면에서 스토리지 통합 모니터링

이 가능해 시스템 관리도 원활하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과 상면 

유지비용을 최적화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새로운 메인 스토리지 도입 결정과 설치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2015

년 10월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본격 가동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았다. 은

행 전체의 시스템 통합과 본격 가동 시기까지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

할 수 없었다.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은행 시스템의 인프라로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무수한 테스트가 진행됐다.

지난 2월 말, 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통합전산 시스템을 일부 영업

KEB하나은행 스토리지 네트워크 통합 개념도

하나은행(분당)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 사용

통합센터 외환은행(상암)

원장#1

원장#1

원장#2

원장#2

원장#3

통합서버

통합원장#1 통합원장#2

배치

이중화

배치

이중화

원장
50TB

원장
50TB

이행스토리지

이행서버운영서버

원장
18.4TB

원장
17.3TB

원장
11.7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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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KEB하나은행의 전산 통합 과정에 대해 업계가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은행의 탄생에 이어 유례없는 규모의 전산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겠지요. 특정 

은행의 시스템을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선정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두 은행의 장점 즉, 하나은행의 수신

과 여신 등 상품 인프라에 외환은행의 외국환 및 수출입 등 외한 시스템을 살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합했

습니다. 그것도 역대 은행권 전산통합 프로젝트 중 가장 짧은 기간인 9개월 만에요.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

은행 전산 통합 경험과 차세대 프로젝트를 구축한 풍부한 노하우를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솔루션 벤더들이 아낌없이 기술 지원을 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지 인프라 도입 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산 통합이라는 커다란 과제 중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조차 모르다

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평소 중요성을 모르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

고 할까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은행 전산 시스템에 필요한 스토리지 성능과 데이

터 이관 등 통합에 필요한 기능 외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혹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솔루션으로 결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VSP G1000의 성능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2000년도에 백업 장비를 도입하면서 HIS를 알게 됐지요. 이후 여러 차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

면서 기술 역량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HIS 기술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기술 지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스토리지 기본에 

충실한 네트워크 

성공 구축

국동근  
KEB하나은행 시스템운영부 팀장

점에서 실제로 사용해보는 ‘통합전산 시범점 테스트’가 진행됐다. 영

업점 오픈부터 마감까지의 주요 거래가 통합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이후 전 지점 대상의 모의 테스트까지 성공하면서 전산 통

합 작업은 속도가 더해졌다. 스토리지 인프라 역시 하루 거래 데이터

의 배치 작업 모의 테스트를 거쳐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국동근 팀장

은 “전산 통합 작업에 스토리지 인프라가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야 했다. IT 통합 결정 후 하드웨어 설치와 테스트, 그리고 본격 가동

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열정적으로 제 몫 이상을 

해낸 HIS 기술지원팀 덕분”이라고 전한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열매는 ‘달았다’ 

지난 6월 7일 성공적인 전산 통합 후 스토리지 네트워크 역시 제 자리

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VSP G1000 스토리지 성능에 대한 반응들

은 한마디로 ‘빠르다’ 였다. 금융기관은 자정 기준으로 고객의 거래 

원장에 이자가 계산되는데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배치작업이 이뤄진

다. 기존에 10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3시간으로 줄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자정 이후 진행되던 배치 작업이 다음 날 밤 9시경에

나 종료되었는데, VSP G1000 설치 이후에는 다음날 오전이면 작업

이 끝났다. 양 은행의 시스템 통합을 감안해 스토리지 용량을 도입했

다고 해도 작업 속도는 가히 ‘LTE 급’이다. 입출력 속도가 200만 

IOPS라는 SPC-1 공인 성능 결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존 장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외환과 하나 양 은행

에서 운영 중이던 VSP 장비를 백업 및 DR 장비로 활용함으로써 스토

리지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Hitachi의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을 이용해 경쟁사 장비 역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탄탄한 인프라 도입과 함께 전산 통합을 성공적으로 끝낸 KEB하나은

행. 국내 최대 규모에 걸맞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일등을 넘어 글로벌 일류 은행으로 ‘성장의 고삐’를 

쥐게 됐다. 우리나라 금융의 위상을 높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금융 

기관으로서 KEB하나은행의 거침없는 활약을 응원해본다. 

32Best Practice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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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용 올플래시 솔

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이미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해당 체크리스트에 담긴 내용이 과연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올플래시 솔루션이 5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상적인 올플래시 솔루션이라면 답은 ‘YES’다. 그러나 대부분의 올플

래시 솔루션은 끊임없는 데이터 누적과 축적으로 인해 성능에 부하가 걸

리기 시작한다.

올플래시 솔루션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좀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

록 IT 벤더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5가지 핵심 질문을 추려 보았다. 5가

지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올플래시 솔루션이라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최고 성능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체크포인트5

5년 후에도 쌩쌩하다

Spec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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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플래시 솔루션 광고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문구는 늘 높은 IOPS(초

당 입출력 처리량)1) 수치다. 그러나 IOPS 수치만으로 올플래시 성능

을 평가할 수는 없다.

올플래시 솔루션 성능 측정 지표에는 응답시간 혹은 지연시간도 포함된

다.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를수록 지연 현상은 낮아지고, 작업 

완료 속도는 빨라진다. 모든 벤더가 자사 제품이 서브 밀리세컨드(Sub-

millisecond: 1,000분의 1초 미만의 응답속도) 응답시간을 제공한다고 

집중적으로 부각하지만 과연 높은 IOPS 레벨에서도 서브 밀리세컨드 응

답시간이 가능할까? IT 벤더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올플래시 도입 첫날 

‘로우 레이턴시’ 상태에서도 높은 IOPS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애플리케이

션 구동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스트레스 지수도 증가한다. 

또 초당 처리해야 하는 프로세스(또는 읽기/쓰기 혼합)가 증가하면 개별 

요청에 대한 처리 시간도 늘어난다. 이는 응답 속도의 지연으로 이어지

고, 결과적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5년 후에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플래시 솔루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SSD 

(Solid State Drive)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엄청난 양의 프로세

싱에도 불구하고 짧은 대기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스터마

이징된 플래시 모듈’이다.

플래시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워크로드 요청 사항에 따

라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시스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향상된 QoS(Quality of Service)’를 이용하는 것이다.

플래시는 많은 성능 이점을 제공하지만 디스크처럼 데이터를 삭제하기 

쉽지 않고, 내부 청소(Clean-up) 역시 성능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플래시 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후 다시 쓰려면 플래시 셀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친 ‘제로화(Zeroing)’ 작업을 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소요 

시간도 상당하지만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플래시 디바이스에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내장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성능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시스템

이 청소를 수행하는 동안, 특히 엄청난 로드가 걸려있거나 데이터 교환

이 잦은 경우라면, IOPS 수치가 떨어지면서 속도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상태가 아니

라면 결과적으로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이 백그라운드 청소 작업 중 I/O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멀티큐잉(Multi-queuing)2) 아키텍처를 제공하는지, 또는 벤더가 플래시 

스토리지 용량이 최고조

에 달했을 때 성능 저하

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

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고성능과 로우 레이턴시(Low Latency),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인가?

CHECK 01

내장된‘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CHECK 03

워크로드가 증가하더라도 높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가?

CHECK 02

R&D 투자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Hitachi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명성은 

스토리지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잘 부합하고 있다.

Magic Quadrant for General-Purpose Disk Arrays, 가트너(2015.10.21)

전문가 코멘트 

1) IOPS(Input/Output Operations Per Second)  초당 입출력 처리량. HDD, SSD, SAN 같은 컴퓨터 저장 장치를 벤치마크하는 데 사용되는 성능 측정 단위

2) 멀티큐잉(Multi-Queuing)  과부하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Background Operation)보다 I/O를 먼저 처리하여 매우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하는 방법

Spec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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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어레이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프

로세스의 집중도가 강할수록 요구되는 리소스도 증가하기 때문에, 하드

웨어로 가속화하지 않으면 인라인(In-line) 프로세스 또는 할당된 전용 

리소스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기능을 추가하는 벤더도 있고, 워크로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데

이터 서비스를 온/오프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벤더도 있다. 

플래시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워크로드가 증가할 때 성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효율성은 높지만 유

해한 기술을 운영하는 경우, 간혹 성능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사용자가 온/오프를 조작할 수 있는, 중복 제거와 압축 기능이 포함된 시

스템이라면 최적의 성능 확보를 위해 직접 리소스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일부 워크로드가 중복 제거와 압축 두 가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압축만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Hitachi VSP F 시리즈는 플래시 모듈 레벨에서 하드웨어 가속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VSP F 시리

즈 FMD(Flash Module Drive)의 하드웨어 가속화 압축 기능은 전체 플래

시 모듈에 대해 로드를 분산하므로 스토리지 컨트롤러에는 어떠한 부하

도 주지 않는다. 둘째, 압축 수치가 늘 ‘온(ON)’ 상태로 작동되므로 어떠

한 패널티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패널티도 발생하지 않는 아키텍처

와 컨트롤러와 분리된 작업 분산 기능 덕분에 데이터 압축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약 성능 수치가 늘 동작 상태에 

있는 압축에 기반한다면 데이터 압축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성능에 변화

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한계점에 도달하면 최고치에 이르기 마련이

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이 스토리

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IT 환경의 다른 부문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솔루션이라면 업그

레이드 시점을 예측하고 충분히 계획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성능 모니터

링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가 시스템의 현재 성능과 지속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5년 후에도 동일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성능 병목현상이 늘 스토리지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

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문제

는 서버 아키텍처 또는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추적 소프트웨어(Tracking Software)가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정보가 확보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스토리지가 문제 해

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플래시 원가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절감(Reduction) 기술이 성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CHECK 04

Gati KWE의 스토리지 기술 리프레시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파트너 업체를 찾고 있었다. 

비즈니스 성장 속도에 맞춰 지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 컴포넌트를 적시에 추가하고, 이와 동시에 

레거시 시스템도 그대로 운영하는 있는 벤더가 절실했다.

G.S. Ravi Kumar, Gati CIO

고객사 코멘트 

올플래시 솔루션이 워크로드 성능 전반에 
대한 추적을 어떻게 지원하나?

CHECK 05

* 출처: Learn How to Select the Right All-Flash Solution for Your IT   
 Environment, https://www.hds.com, 2016년 10월

비즈니스 
의사결정 
가속화

IT 민첩성 
제공

경쟁력 
있는 
이점 확보

데이터
센터 
비용 절감

간편성과 
효율성 
증가

고객 
만족도 
향상

Hitachi 올플래시 솔루션의 이점

Hitachi 올플래시 솔루션은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고성능과 민첩성,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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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Hitachi Data Systems)가 2017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비즈니

스 및 기술 트렌드를 전망했다. 

HDS의 CTO인 휴 요시다와 아시아태평양지역 CTO인 러셀 스킹슬리

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017년에도 지속해서 기업 IT 

전략을 선도할 것이라고 한다. 5대 트렌드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프로세스,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안정성, 정확성, 가용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모드와 민첩성과 속도를 

강조하는 실험적, 비선형적 모드 두 가지의 바이모달 IT(Bimodal IT)의 

공존 ▲중앙 집중형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센터 내에 사물인터넷

(IoT) 인식 향상 등이다. 

러셀 스킹슬리는 “내년 트렌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주도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 견인될 것이다. 

산업에 상관없이 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흐름, 효율성 및 가

능성을 수용함에 따라 IT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S는 최근 새로운 하이엔드 및 올플래시 스토리지인 VSP G1500과 

F1500을 출시했다.

VSP G1500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20% 이상 향상된 480만 IOPS를 제

공하고 개별 워크로드 처리 성능을 최대 40%까지 끌어 올렸으며 블록, 

파일, 오픈시스템, 메인프레임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IT 통합을 지원한다. 

기존 VSP G1000 고객들은 데이터 이동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인

플레이스(Data-in-place)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VSP G1500으로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 기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VSP F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VSP F1500은 최신 VSP G1500의 장점

을 그대로 수용하고, 플래시 환경에 더욱 적합하도록 설계된 올플래시 어

레이(AFA)이다. 디바이스 모듈당 최대 14TB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고집적 

FMD 기술을 기반으로 최대 40PB의 플래시 용량을 제공한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HDS는 ▲일관된 성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 품질 제

어(QoS)’ ▲중복제거 및 압축을 포함한 ‘데이터 절감(Data Reduction)’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쉬운 ‘올플래시 클

라우드 티어링’ 등 기능이 추가된 통합 스토리지 운영체제 SVOS 7.0을 

발표했다. SVOS 7.0은 진정한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SDS) 운영체제

로, 새로운 제품뿐 아니라 기존 VSP G 시리즈와 F 시리즈에 모두 적용 가

능하며, 기존 고객들은 중단 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SVOS 7.0의 강력한 

기능들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HDS가 HCP(Hitachi Content Portfolio)의 

일환으로 검색 및 분석 기능을 갖춘 HCI(Hitachi Content Intelligence)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HDS는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되었다. 인텔리전스 솔루

션이 추가되면서 이미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파일 게이트웨이와 

기업 파일 동기화 및 공유, 기업의 전략적 데이터 관리 능력을 향상시

키는 HCP 포트폴리오가 한층 강화됐다.

1,700개 이상 고객사가 사용 중인 HCP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앞으로 고객들은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관련성 높은 비즈니스 정보로 변환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HCI를 통해 기업들은 사일로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 및 통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더 가치있게 변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분석 툴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 클라우드 게이트 

웨이, 파일 동기화 및 공유 기능, 데이터 검색 및 분석 기능을 갖춘 업

계 유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What’s New?

HDS, 2017년 IT 트렌드 발표 
아태지역 기업들, 

디지털 비즈니스 능력 향상에 집중

HDS, 차세대 하이엔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신제품 발표

HDS, 콘텐츠 인텔리전스 기능 갖춘 

오브젝트 스토리지 포트폴리오 제공



36 37HIS advantage 2016  Winter NO.123

HDS는 2016년 상반기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 47.5%

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국IDC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 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

이다. 

HIS는 올해 국내 최대 규모 KEB하나은행 통합 전산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 금융기관 공략에 성공했고, 동산의료원, 가톨

릭중앙의료원 등에 VSP G1000을 공급하며 상반기 헬스케어 시장에

서도 42.9%로 1위를 차지했다. IDC 조사에 따르면, HDS는 국내 상반

기 공공설비분야(유틸리티) 스토리지 시장에서도 57.2%의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했다.

HIS 전홍균 대표이사는 “2016년 상반기는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 하이엔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탄탄한 고객 레퍼런스와 앞선 기술력을 기반

으로 스토리지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HDS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다 가속화하

고 향상할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구현 방식을 혁신하는 

신규 솔루션을 출시했다.

새롭게 발표된 솔루션은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

용하는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용 및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자동

화할 수 있도록 셀프서비스 포털을 구현해주는 HEC(Hitachi Enter-

prise Cloud) ▲기업 인프라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

리 자동화 소프트웨어 UCP 어드바이저(UCP Advisor) ▲개방형 컨버

지드 및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으로 IT 인프라를 전환하고자 하는 기

업들을 위한 UCP HC(Unified Compute Platform Hyper-Converged) 

및 UCP 2000의 신규 기능이다. 

HEC는 HDS의 전용 컨버지드 플랫폼인 UCP와 결합되어 사전 설계 및 구

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최초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 HEC를 통해 기업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된 UCP 어드

바이저를 통해 기업은 개별 혹은 여러 대의 UCP 2000시스템을 단순하고 

스마트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HDS는 컨버지드 시스템 UCP 2000 및 UCP HC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

다. 인텔 브로드웰 프로세서 모니터링을 지원, UCP 성능 및 확장성을 향

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HDI(Hitachi Data Ingestor), HCP(Hitachi 

Contents Platform), HCP Anywhere, WAN 옵티마이저를 옵션에 추가해 

커스터마이즈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UCP 2000에서는 8x 서

버 확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128개 노드와 수많은 네트워킹 

및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오픈스택(Open Stack)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확장 시스템도 갖추었다. 

UCP HC는 고용량 2U/4 노드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최대 26TB의 올플

래시 시스템을 지원해 빅데이터 분석이나 트랜잭션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을 위한 극대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HDS, 2016년 상반기 

한국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1위 수성 

HDS,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혁신 솔루션 발표

전략금융팀 황규하 팀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

HIS 전략금융팀 황규하 팀장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

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7회 SW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

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 주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행사로 해마다 소프

트웨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 포상해 왔다.

황규하 팀장은 2002년부터 재해나 지진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키고 복원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또한 문서관리 솔루션,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등 국산 소

프트웨어 솔루션을 확산 공급해 소프트웨어 기업 발전의 기반 조

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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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매상담 EVENT!

수많은 벤더들이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하이엔드급 성능, 100%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벤더는 HDS 밖에 없습니다.

100%

안정성은 마케팅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100%의 근거를 

기술력으로 확인하세요.

NO.1
경험이 없는 벤더, 

원천기술 없는 벤더는

결코 업계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HDS의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시장 1위 제품 평가 1위 350개 특허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3년 연속 1위

하이엔드 

제품평가 

2년 연속 1위

Flash 기술 관련 

350개 이상의 

Global 특허 보유

전 세계적으로

300PB 이상의 

Flash 공급 실적 보유

300PB

GAD (Global Active Device) 

원격복제시에도 서비스 보장

NDM (Non Disruptive Migration) 

마이그레이션시에도 서비스 보장

DIP (Data-in-Place)

장비 업그레이드시에도 서비스 보장

QoS (Quality of Service)
Peak Time 시에도 

플래시 성능 유지

Accelerated Flash 

압축 · 중복제거 시에도

 플래시 성능 유지

선택적 데이터 절감 기술

플래시단에서도 압축이 

가능한 오프로드 압축기능과 

업무 볼륨별 선택적 

데이터 절감 기능 제공

업계 최대 유효용량 제공

최대 40PB (5:1 기준)

데이터가용성

100
GUARANTEE

%

플래시성능

100%

데이터절감

100%
GUARANTEE GUARANTEE

이벤트 기간 12월 5일 ~ 1월 13일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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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

IT Insight

쫓고 쫓기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추격전

Writer 김선애 ㅣ 네트워크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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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위협은 최근 몇 년간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2016년만 

해도 인터파크 해킹으로 1,000만여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으며, 사용자 

PC의 파일을 암호화 한 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극성을 부리

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 IoT 기기를 감염시키는 ‘미라이 봇넷’이 전 세

계적으로 유행했으며, 미국에서는 DNS 서비스 기업 딘(Dyn)에 무려 

1.2Tbps에 달하는 DDoS 공격이 발생, 아마존, 트위터, 넷플릭스 등 주

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원자력 발전소, 댐, 교통제어 시스템 등 산업제어시스템을 노리는 공격

도 자주 발생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울메트로 

해킹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 주요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중요 정

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돈 되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가 돈

이 되기 때문’이다. 랜섬웨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랜섬웨어는 공격

이 쉽고 성공률도 높으며, 중요한 데이터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범죄 조직이 가담하고 있다. 보안업체 체크포인트의 분석에 

따르면 ‘말하는 랜섬웨어’로 불리는 케르베르(Cerber)는 연 수입이 

약 2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케르베르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한데, 랜섬웨어 개발자들이 공격자에게 서비

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이버 범죄 시장은 개발조직과 공격조직으로 나뉘어 분업화되고 있

다. 개발조직은 악성코드와 공격용 툴킷을 개발하고 지하시장에서 판

매하고 있으며, 공격조직은 이 중 자신의 공격 목표에 맞는 것을 구입

해 공격을 진행한다. 개발조직과 공격조직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혹은 

유통판매조직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격이 성공하면 수

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개발조직은 더욱 많은 범죄조직이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공격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초보자도 공격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한다. DDoS 공격은 

오래전부터 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랜섬웨어가 이 모

델을 채택했다.

또한 범죄조직은 개인정보를 훔쳐서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몰을 운영

하기도 한다. 파이어아이가 ‘벤데타 브라더스’ 범죄조직의 수법을 분

석한 보고서에서는 이들이 POS 시스템을 감염시켜 빼낸 결제카드 정

보를 ‘벤데타 월드’라는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파이어아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초반 41개국 639개 은행 

9,400개 가량의 카드 정보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고 한다.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쉽게 공격

공격자들은 어려운 해킹 기술이 아니라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람들

을 쉽게 유인하고 감염시켜 공격하기 때문에 막기가 매우 어렵다. 사

회공학적 기법은 사람의 습관이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파

크 해킹 사고에서 동생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 유인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큰 피해를 일으켰던 ‘록키’ 랜섬웨

어는 ‘invoice’, ‘payment’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지급결

제·견적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클릭했

다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도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웹사이트

에 악성 링크를 숨겨놓고 방문자가 자신도 모르게 악성 웹페이지에 

방문해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만드는 방법이다. 

웹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멀버타이징(Malvatising)’

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을 통해 배포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사용

한 수법이다. 타깃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공격자들은 피해자 단말의 중

요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 한 후 돈을 요구한다. 이 시

스템을 공격 거점으로 삼고 주요 시스템을 오가면서 정보를 지속적으

로 빼낸다.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발견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오

랜 시간이 걸리는데, 파이어아이 조사에 따르면 공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 세계 평균 146일, 아시아는 무려 520일이나 걸린다

고 한다. 

산업화된 지하시장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더욱 성공률이 높

은 공격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공격 수법

이 타깃의 시스템에서 탐지가 되는지 테스트한 후 공격을 시작한다. 

샌드박스를 통한 악성코드 탐지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 샌드박스 가상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가상환경을 우회하는 공격을 막기 위해 물리환경에서 분석하는 기술

이 등장하자, 악성코드가 실행 명령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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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해 행위기반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보안 기술 차용하며 발전하는 공격 기술

2017년 보안 위협은 이전보다 훨씬 악랄하게 진행될 것이다. APT 공

격은 이미 패턴화됐고, 자동화돼 있어 탐지될 확률이 높다. 공격자들

은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맞춤형 악성코드가 아니라 상용화된 악

성코드를 저렴하게 구입해 많은 타깃에게 대규모로 유포하면서 탐지

되지 않는 기회를 노린다. 한 사람이라도 이를 실행시키면 반은 성공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격자들은 방어 시스템이 사용하는 기술을 차용해 더욱 지능

화된 공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티넷의 ‘2017년 보안위협 예

측’ 보고서는 사람과 같이 설계된 멀웨어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멀웨어는 적응형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

해 기존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쉽게 우회하게 될 것이다.

카스퍼스키랩의 보고서에서는 이전과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등장할 

것이며, 침해사고 조사에 사용하는 침해지표(IOC)가 쓸모없어지리라

고 예측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의 시그니처를 회피하는 공격이 증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카스퍼스키랩 보고서에서는 침

해사고 조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 증거를 조작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다른 조

직의 소행으로 위장할 수 있는 침해 증거를 일부러 흘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쫓는 수사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oT·클라우드, 보안의 최대 난제

IoT와 클라우드는 보안의 최대 난제이다. IoT 기기들은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표준이 없어 제각각 다른 프로토콜과 O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스크린을 갖지 않은 헤드리스 장비들

은 웹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관리 방법을 모르

거나 귀찮아서 비밀번호 조차 바꾸지 않는다. 가정과 개인이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 셋톱박스, 드론 등이 공격자에게 쉽게 장악당할 수 있으

며, CCTV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쉽게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보안 위협도 상당히 높지만, 클라

우드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협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2014년 

아이클라우드 계정 탈취로 사적인 사진이 대규모 노출되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아이클라우드 계정 정보

를 쉬운 비밀번호 조합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다른 웹

서비스에서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 위협에 직면해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

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은 구글링만으로

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정보를 입력하

면 쉽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

람이 같거나 유사한 ID/PW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정보 하나만 유출

된다 해도 여러 서비스에서 계정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임직원이 업

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

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클라우드에 올린 정보가 줄줄이 새어나

가는 것은 물론, 같은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 클라우드에도 접속

할 수 있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보안 기초부터 다지면서 공격 대응해야

보안 시스템 구축만으로 진화하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구성된 수많은 보안 시스템을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가 더 높다고 지적한다. 

지능형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공학적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습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이메일의 발신자와 내

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첨부파일을 열어볼 때는 안전한 파일인지 확

인해야 하며, 웹사이트 방문 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만 방문하

는 것이 좋다. 멀버타이징을 막기 위해서는 플래시 플레이어 사용을 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보안 패치, 허가되지 않

은 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 사용 제한, 보안이 안된 무선 네트워크 사

용 금지 등의 수칙을 잘 지킨다면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자사 환경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 전 직원이 

준수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강력한 의지로 보안교육과 보안의 습관화

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보안기업들은 

공격의 행위를 분석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자와 기업들이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I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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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의 
참맛을 즐기다

No.1 Partner

네트워크 업계에서 포유네트웍스는 최적의 인프라 설계와 구축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온 기업이다. 창업 이후 11년 동안 도전을 

멈춘 적이 없었다. 크고 작은 어떤 시도도 회사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컸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포유네트웍스가 꾸준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업계에서 

인정받게 된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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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네트워크 백본 장비업체의 CTO였던 이상오 대표가 포유네트웍

스를 설립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SK브로드밴드, KT, 포스코 전국 네

트워크 구축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단번에 실력 있는 네트

워크 전문 기업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경험이 쌓이자 아시안 게임, 하남 스타필드, 

GOP 과학화 경제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 역시 연이어 따낼 수 있었다. 데

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게임사, 포탈, 이커머스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

군을 확보하며 매출원도 다변화했다.

회사 성장의 비결 ‘기술과 고객감동’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전국을 무대로 뛰는 기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포유

네트웍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사 조직을 세웠다. 전

국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무주공산’ 네트워크 업계에서 승산

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전 의지와 발빠른 시장 대응력을 갖춘데

다 뛰어난 기술력, 거기에 조직적인 역량까지. 포유네트웍스가 시장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는 플레이어였음을 엿볼 수 있는 단초다.

포유네트웍스 영업3본부 본부장인 김정발 이사는 포유네트웍스의 꾸준한 

성장 비결은 특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시장은 정보화를 위

한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보안, 클라우드,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절대 변하

지 않더군요. IT 도입기부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축적한 전문 기술력과 노

하우,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에 충실

했기에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12명으로 시작한 포유네트웍스의 현재 인력은 30여 명. 최정예 인원

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70%가 기술 인력이라는 점이 남다르다. 건물 지하

에 있는 연구실은 장비 테스트와 벤치마크 준비를 하는 엔지니어들로 늘 

부산한 편이다. 김정발 이사는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꾸준히 공부하

고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우리 회

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이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한다. 네트워크 벤더와 디스트리뷰터 등에 포유네트웍스 출신이 많아 ‘IT 

업계 인력사관학교’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이처럼 평소에 탄탄하게 기술

을 연마한 덕분일 것이다.

토털 IT 서비스 기업의 ‘성장’ 아이템 찾기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 찾기. 포유네트웍스가 기술력 

확보 다음으로 신경쓰는 부분이다. 최근 포유네트웍스는 서비스 사업자들

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가몬 솔루

션을 확보했다.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트래픽을 조정함으로써 비용 절감

이 가능하다. 원리는 불필요한 트래픽이나 네트워크 성능에 과부하를 가져

오는 낭비 요소를 분석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포티넷 솔루션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원격 장비 등 분산된 네트워크 

단위로 이뤄지던 보안 이슈를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부에서 통합 관리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네트워크와 보안 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고, 성공적

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HIS와 함께 IoT·클라우드 세계 공략

2015년 하반기에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화웨이사업팀의 골드 파

트너로서 화웨이 영업에 나섰다. 화웨이는 국내에서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

리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중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로 꼽히는 회사다. 이동통신 장비 산업계에서는 에릭슨 다음이다. 

중국 50대 통신 운영사 중 35개 회사에 대형 장비를 납품하고 매년 매출

의 10%를 R&D에 투자한다. 

엔터프라이즈 파트에서 취급하는 라우터와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은 

화웨이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지만, IoT(사물인터넷) 등 기반 기술 잠

재력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토털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고객과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나선 포유네트웍스로서는 절대 놓쳐

서는 안되는 기회였다. 

포유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오

설립년도  2005년

주요사업  정보통신 및 컴퓨터 시스템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L2∼L7 스위치, 보안, 가속, 서버, 스토리지, 
 무선 솔루션)

홈페이지  http://www.for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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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30여 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HIS가 총판으로서 지원 공세를 펼

치고 있었다. 경쟁력 있는 IT 인프라 솔루션을 갖추고 직판 영업을 하면서

도 오랜 기간 다진 총판 노하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HIS는 파트너

로서 손색이 없었다. 김정발 이사는 “회사를 설립하던 해에 화웨이 제품 

소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

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여서 흐지부지됐지요. 2014년 화웨이 비즈니

스를 시작한 HIS의 골드 파트너로서 체계적인 지원 아래 영업할 수 있게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코어 네트워크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다

포유네트웍스는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쇼핑몰사에 백본급 

코어 스위치인 CE12800 시리즈 2대를 납품했다. 코어 장비의 한국 판매

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화웨이 본사에서 이례적으로 기술진을 따로 파견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규모가 큰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많은 

포유네트웍스이기에 향후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포유네트웍스가 그리는 화웨이 비즈니스는 역시나 변화와 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HIS와는 신규 고객 발굴과 함께 테크니컬 파트너로서 컨설팅 

영역까지 협업하기를 기대한다. 화웨이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의 20여 

개 솔루션 중 클라우드, IoT 등 경쟁력 있는 솔루션의 영업을 확대한다는 

HIS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신규 솔루션을 확보하고 기술과 컨설팅 능력을 키우며 늘 변화에 선두에 

서 있고 싶었던 포유네트웍스. HIS와의 화웨이 비즈니스가 또 한번 혁신과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기대해본다.

Interview 

화웨이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1년 6개월여 영업을 하면서 업계의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해왔고, 현재 서버와 코어 네트워크 장비 파트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SDN 등 IT 트렌드에 부응한 

라인업을 가진 회사입니다. HIS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HIS가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HIS는 확실히 피드백이 빠릅니다. 현재 화웨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쟁하는 벤더와 제품 비교 데이터 등 

기술과 마케팅 자료도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는 마인드가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새로운 솔루션과 파트너 발굴을 위해 도전하는 창

조적인 회사에요. 화웨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데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웨이 외 HIS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토털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스토리지, 서버, OS 등 다양한 솔루션 라인을 갖춘 HIS와 

협업의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지요. 기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국내에서 네트워크 후발주자인 화웨이와 HIS, 포유네트웍스가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해야겠지요. 파트너와 총판 간 신뢰를 쌓아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

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성장은 자신있습니다

김정발
포유네트웍스 영업3본부 본부장

당신이 아무리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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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면서 일하는 우리가 
‘진정 프로’ 

HIS Family

통신미디어1팀 

세 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스케일만큼은 세상 

어느 조직보다 커다란 팀이 있다. 이름만 대

면 누구나 알만한 그룹사와 닷컴 영업을 전개

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통신미디어

1팀이 그 주인공이다. 통신미디어팀이라는 

부서명과는 다르게 15개 정도의 대기업(총 

30여 사이트)이 영업 대상이다. 

통신미디어1팀엔 박기덕 팀장의 총괄 아래 

두 명의 역량 있는 영업 프로들이 포진해 있

다. 4년여 전 박기덕 팀장과 함께 통신2팀에

서 넘어온 김보연 차장은 SKT, SK브로드밴드 

등 SK 그룹 영업대표다. CJ 그룹사와 함께 네

이버, 이베이,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표 닷컴

사를 담당하는 유재필 과장은 2년여 전 팀에 

합류했다.

서로를 격려하는 주문 ‘웃음’ 

작지만 파이팅 넘치는 조직이 그려낸 2016년 

기상도는 ‘매우 맑음’이다. 통신미디어1팀은 

여느 팀보다 바쁘게 보낸 상반기에 목표 이상

의 결실을 이뤄냈다. HIS 최초로 중국 우시에 

대규모 DR(재해복구) 장비를 납품, 설치한 데 

이어 이동통신사와 쇼핑몰사의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에 스토리지 인프라 납품업체로 선정

된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차세대 프로젝트

는 3년여 공을 들여 얻은 성과여서 통신미디

어1팀에겐 의미가 컸다. 눈코 뜰 새 없이 움직

였던 만큼 결과가 좋아 크게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통신미디어1팀에게 웃음은 서로를 격

려하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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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담아두지 말자는 것이 우리 팀의 원칙이에

요. 모두 베테랑인 만큼 핵심만 공유하고 나머

진 개인의 역량에 맡깁니다. 대신 팀 분위기는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웃으려고 하고요.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팀원들도 호응해 줘서 함께 ‘으싸으싸’하면

서 일하고 있지요.” 박기덕 팀장의 얘기다.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주간회의 외 통신미디어

1팀의 ‘회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한 잔의 차

를 마시며, 때로는 식사하며 나누는 얘기들 속

에 격려를 주고 받으며 믿음을 쌓는다. 김보연 

차장은 통신미디어1팀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2006년 입사 한 이래 ‘올해는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

큼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기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런 점에서 통신미디어1팀은 철저하게 즐거움

을 만들어내는 ‘살맛 나는 조직’입니다.” 

기술 파트의 헌신적인 지원 “감사합니다”

규모가 큰 그룹사에서 만나는 경쟁업체의 영

업대표들 모두 내로라하는 실력의 소유자다. 

이들과의 경쟁이 그리 녹록지 않고, 부담을 가

지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통신미디어

1팀원들은 고객사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 

주저없이 팀장과 의논한다. 하나 보다는 둘, 

둘보다는 팀으로 함께 대처할 때 힘은 배가 된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이를 ‘통신미디어1팀만의 소통 방

식’으로 설명한다. “팀장의 몫은 당연히 팀내 

애로사항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

이죠. 고객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HIS 유관

부서와의 이견 조율과 타협도 팀 운영의 핵심

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넘게 영업을 해오면서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내 기술과 마케

팅 조직이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업무 추

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기술 파트의 헌신적

인 지원이 있었기에 올해 통신미디어1팀이 좋

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통신미

디어1팀이 평소 유관 부서 사람들과 함께 하

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업무 외 얘기도 스스럼

없이 나누려는 이유다.

웃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팀으로!

올해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통신미디

어1팀의 2017년을 향한 각오는 다부지되 한

편으로 겸손하다.“영업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김보연 차장의 영업론이 

신선하다. “올해 수확이 좋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서 모종까지 내다 팔아 

끝장을 볼 수는 없거든요. 내년, 내후년 결실

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씨앗을 심어 가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저희 팀이 신경썼

던 일이지요.” 이 기간에 고객사가 필요하다

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사내 소싱해서 제

공해 왔다. 고객사 대상의 원사이트 세미나를 

통해 HIS의 솔루션 알리기에도 적극적이었다.

2017년은 HIS가 스토리지 전문에서 솔루션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성장동력 찾기에 박

차를 가하는 때다. 통신미디어1팀 역시 HIS를 

대표하는 직판 영업팀으로서 신경써야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박기덕 팀장은 

“2017년은 HIS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고객사

와 함께 윈윈(win-win)하는 통신미디어1팀으

로서 각자 맡은 사이트에서 편중되지 않게 역

량을 발휘하길 바랍니다.”라며 당부를 잊지 

않는다. 

가을의 끝자락, 11월 초 통신미디어1팀은 가

족들과 함께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다. 3명의 

현 인원과 가족, 오비멤버, SA 직원들 8~9명

이 함께한 시간이다. HIS 울타리에서 일로 만

났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켜켜히 쌓아가는 친

밀감만큼이나 결과 또한 좋을 것이다.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통신미디어1팀이 

HIS 내에서 웃음과 생동감의 전파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기덕 팀장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스스로 비전을 
찾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기술력
을 보태주는 유관 부서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김보연 차장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 함께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 통신미디어1팀의 분위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웃으면서 재미있게 일합시다!

유재필 과장  이제껏 해왔던 이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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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는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지만, 특히 추운 겨울 즐기는 따뜻한 커

피 한 잔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마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음료도 다양하지

만, 간단한 기구를 활용해 손으로 직접 내려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를 즐기는 마니아도 상당하다. 드리퍼(Dripper)와 종이 필터를 사용해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인 핸드드립은 카페인 강도부터 맛까지 내 취향

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그날의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매력 또한 갖고 있다. 

핸드드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페도 많지만 ‘손으로 만들어 내

는’ 커피인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핸드드립 커피 내리기를 시도하

고 싶지만, 장비 구매부터 방법을 배울 여유가 없는 HIS인들을 위해 

‘핸드드립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다. 

눈으로 만나는 커피의 세계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클래스는 조그만 커피 공방에서 이뤄졌다. 두 테

이블 남짓한 공간에서 오늘의 참가자 황규하 팀장과 이창업 사원, 김예

지 사원은 핸드드립에 이용되는 다양한 커피 기구들을 관찰하기에 여념

Book in Book 

향에 한 번 취하고 
맛에 두 번 취하다
나만의 커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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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강사는 핸드드립 체험에 앞서 간단한 이론 강좌로 클래스를 

시작했다. 커피의 기원부터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 커피의 제작과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세 사우는 경청하고 때때로 질문도 던지며 관심을 보였다.

이론에 이어 본격적인 핸드드립 내리기에 돌입했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 

기구는 적게는 만 원대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천차만별

이었다. 물론 가격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굳이 장비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강사의 의견이었다.

이제는 강사가 핸드드립 시범을 보일 차례. 드립 커피는 중력을 이용

해 물이 분쇄된 커피에 흡수, 추출된다. 원두를 갈아 여과지에 넣어 평

평하게 한 다음 끓인 물을 네 차례에 걸쳐 천천히 나눠 내렸다. 처음

은 원두에 물을 적셔 불리는 단계, 두 번째부터는 원두가 물을 머금어 

내리도록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부었다. 네 번에 걸쳐 내려진 원액은 

약 50ml. 여기에 뜨거운 물을 100ml 정도 더 부어 잘 섞이도록 흔들

어주었다. 이미 원두의 향에 취한 세 사우는 커피를 조금씩 잔에 부어 

음미하면서 맛에 또 한번 취했다. 

조심조심, 집중이 필요한 때!

실전에 돌입한 세 사우 중 먼저 황규하 팀장과 이창업 사원이 나섰다. 각

자 원하는 스타일의 주전자를 고르고 곱게 펴진 원두에 물을 부었다. 주

전자 입구에서 나오는 물의 양 조절이 생각보다 어려워 두 사우는 아주 

조심스레 네 번의 물을 부어 원액을 완성했다. 커피를 빙 둘러가며 물을 

골고루 부어주어야 하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부어진 곳에 또 물이 부

어지기도 했고,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다. 멋쩍은 웃음

을 지은 두 사우의 완성된 커피는 모두 나눠서 시음했다. 그리고는 각자

의 커피에 대해 맛과 향에 대한 평가도 내려보았다. 다음은 김예지 사원

의 차례. 세 사우 중 자세와 물의 양, 속도 등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천천

히 원액을 모두 내리고 다시 세 사우가 맛을 보았다. 총평은 참가자 중 

김예지 사원의 커피가 가장 맛과 향이 좋았다고. 시음을 마친 세 사우는 

같은 원두인데도 불구하고 갈려진 굵기, 부어지는 물의 양이나 속도에 

따라 커피 맛과 향이 모두 달라지는 데 적잖이 놀라기도 했다.

핸드드립에 이어 장소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커피

메이커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커피메이커도 원두와 물의 양, 방법 등

을 달리하면 핸드드립에 버금갈만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체즈베라는 도구를 이용해 원두 자체를 끓여 맛을 내는 달고 진한 터키

쉬 커피까지, 세 사우는 눈과 입으로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즐기며 향기

로운 커피 수업을 마무리했다.

황규하 팀장(전략금융서비스팀) 
평소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 

여러 방법으로 맛이 달라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배워보고 싶네요.

이창업 사원(CS팀) 
핸드드립의 개념도 모르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오늘 배우고 나니 장비를 

갖춰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예지 사원(전략마케팅팀)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때와는 느낌이 아주 달랐어요.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는 

음료가 아닌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2016년이 저물고 새로운 2017년이 다가왔습니다. 

춥고 어려운 시기 ‘겨울’이지만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싹 틔우는 계절이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 나누세요.

점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다루고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스타트업처럼 민첩하면서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HDS의 

소프트웨어정의 운영체제인 SVOS 7을 집중적으로 리뷰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랍니다.

Winter NO.123

독자와 함께

제조업에 부는 빅데이터 사례를 다룬 ‘빅데이

터, 제조업을 재발견하다’를 관심을 가지고 읽

었습니다. 전통적인 굴뚝 산업도 최신 IT 기술

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비용 

효율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윤

‘랜섬웨어에 더 강하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철

벽 방어선 HCP Q&A’를 통해 IT 업계의 골칫거

리 악성코드인 랜섬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

었습니다. 앞으로도 Q&A를 통해 IT 업계의 이슈

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주환

독자의 소리

문화상품권 김진수, 정수환

음료 기프트권 박도윤

문화상품권
(3만원) 2명

122호 퀴즈 당첨자

123호 당첨자 선물

음료 기프트권
(2만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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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2017년 멈추지 않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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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KEB하나은행, Hitachi VSP G1000 

 통합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축

Preview SVOS 7,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새 기준 제시하다

IT Insight 쫓고 쫓기는 추격전,‘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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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국내 1등을 넘어 ‘글로벌 1등 은행’으로
Hitachi VSP G1000 중심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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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2017년 멈추지 않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6대 솔루션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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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have it all 

HITACHI VSP FAMILY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구현하는 올인원 솔루션

100% 데이터 가용성으로
Non-stop 데이터센터 구현 

미드레인지부터 하이엔드까지 
HDD부터 All-Flash까지 한번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는
최신 장비로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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