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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4차 산업혁명 시대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글로벌 기업 나이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소개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험(DX, 

Digital eXperience)을 제공하고, 고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나이키의 모습이 인상 깊었

습니다. 스포츠웨어 전문 제조기업으로 알려진 나이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사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의 IT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

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굳이 나이키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HIS 

Advantage 여름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브스 인사이트와 Hitachi가 세계적인 기

업의 임원 5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을 위한 다섯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무가치하다. 오직 ‘변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

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만이 진정한 질문이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촌

철살인’ 같은 명언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 고객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

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향해 무한 성장을 

거듭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아무쪼록 건강 살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여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정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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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인사이트와 Hitachi가 전 세계 573명의 글로벌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향후 2년 이내에 

포괄적인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2년간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over Story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위한 지름길
글로벌 기업에게 배운다

완벽한 DX 추진을 위한 다섯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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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으로의 첫발을 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다. 모든 종류의 DX는 그 중심에 기술이 자리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DX의 범위는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술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에 불과하다. DX는 기술 자체의 변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현업 부서의 업무 수행 방식

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DX를 시작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

제가 사고 프레임의 전환인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이제 DX는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신흥 스타트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당면 과제다.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업계의 선도적인 기업들도 차세대 스타트업들에게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면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 DX를 위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 

이번 조사와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 DX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다섯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DX, 디지털의 재발견!
다섯 단계 중에는 비교적 수월한 항목도 있다. ‘DX를 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

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DX 추진을 가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기업들이 비

교적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DX,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다
응답자의 50%가 DX를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의 전략적 투자의 초

점이 DX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응답자들은 뒤를 이어 ‘M&A, 합작회사 등의 비즈니스 확장

(38%)’과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35%)’를 꼽았고, ‘사업 다각화’와 ‘지리적 다양성’ 항목은 

각각 24%, 22%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51%)’과 더불어 ‘디지털화를 위한 신기술 투자

(51%)’를 향후 2년 이내에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 성과로 DX를 가속하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DX를 가속하는 주요 동력(4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기술(4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매출 성장(46%)과 더불어 혁신 능력(46%)이 DX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3순위로는 비용 절감(43%)이 꼽혔다. 

DX, 넘어야 할 장벽은? 
다섯 단계 중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단계는 세 가지다.

          데이터와 분석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라
무려 91%의 응답자가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매출 증가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지

만, 데이터와 분석 부문에서 자사를 선도적인 기업 또는 리더로 여긴다는 응답자는 절반도 채 되

지 않는 44%에 불과했다.

DX를 통해 고객 경험 부문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에 그쳤다. 이는 

바꿔 말하면 데이터와 분석의 잠재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DX, 전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라
기업의 현업부서들이 DX의 전략 개발 및 구현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현업부서의 참여 수준이 전략 개발에는 40%가, 구현에는 35% 정도인 것으로 밝혔으며, 

대부분 작업을 IT 부서가 전담(전략 개발 50%, 구현 5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단계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

51%

51%

45%

40%

38%

디지털화를 위한 신기술 투자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새로운 지역으로 비즈니스 확대

IoT, M2M 기술 등 

향후 2년 내 투자 우선순위

50%

38%

35%

24%

DX 

비즈니스 확장(M&A, 합작 등)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다각화 

지리적 다양성 22%

2단계 

디지털 세계에서는 

데이터 수준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말콤 프랭크, 
CSO(Chief Strategy Officer), 코그니잔트

DX를 가속화하는 동력

41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40% 신기술

36% 경쟁기업

35% 고객의 기대감

23% 타 산업계의 위협적인 기업 

16 % 파트너사·벤더·써드파티

3단계 

4단계 

데이터 주도의 DX를 향한 도전 항목

29% 레거시 기술

23% 기업 내 역량 부족

23% 데이터 분석에 대한 협업 능력 부족

21% 비전과 전략

21% DX 채택 및 지원을 위한 IT 부서의 준비성

18% 불명확한 ROI

15% 예산 문제

13% 투자, 전략 등 실행에 대한 불합의

13% 회사 경영진의 지원 부족

% 기능적 사일로로 인한 엔터프라이즈 구현의 어려움 12



* 출처 : How to Win at Digital Transformation- 
  Whitepaper(Forbes INSIGHT), 2017년 1월 

* 출처 : How to Win at Digital Transformation-Infographic(Forbes INSIGHT),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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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DX 추진에 필요한 주요 요소 중 가장 잘 준비된 요소로 IT(53%)를 꼽았으며, 다른 요

소들에 대해서는 1/3 정도만이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IT 이외의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태라는 의미다.

          기술과 인적 자원을 결합할 방안을 고민하라
기술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29%)이면서 동시에 DX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56%)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사람, 즉 인적자원은 DX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 동등하게 평가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DX를 위한 최고 중점 기술

64% 클라우드

44% 모바일

42% 분석

31% IoT(사물인터넷)

30% 소셜 미디어
성공적인 DX를 위한 주요 요소

56% 기술

29% 경영진의 의지

29% 비전과 전략

24% 리더십

20% 추진 능력

14% 예산

% 직원의 역량10

% 협업9

50%
전략 우선순위

전략의 

최우선순위는 DX

분명한 미래 방향성

DX의 핵심 ‘비즈니스 전환’

투자 우선순위

51% 투자의 최우선순위는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신기술 투자

비즈니스 주도적 접근 방식

41% DX의 핵심 동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완이 필요한 부문

11% 자사가 데이터 

분석 부문의 선두주자

데이터 분석 고객 경험

13% 자사가 DX에 기반한 고객 

경험 부문의 선두주자

전사적 차원의 접근

35% DX 구현을 위해 

현업부서와 협력

조사 응답자 분포 현황 
(글로벌 기업 임원 573명)

지역	 북미	29%,	중남미	10%,	
	 유럽	28%,	아시아태평양	34%
직책		 CEO	23%,	CTO	20%,	CIO	15%
산업 분야	 기술	및	서비스	20%,	통신	10%,	
	 금융	서비스	14%,	헬스케어	10%

56%
기술

DX 성공의 

최우선요소는 

‘기술’

55%
혁신

향후 2년 이내 DX 

추진의 핵심 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DX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새롭게 부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선두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모든 기업이 당면한 최대 이슈다. 향후 2년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포브스 인사이트와 Hitachi의 조사에 응한 573명의 글로벌 기업 임

원들은 향후 2년 이내에 DX에 광범위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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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advantage

금융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에 더욱 집중하다

FeatureⅠ



1) 레거시(Legacy) 기술 플랫폼: 오래된 기술이나 

 방법론,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뤄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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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은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또는 인지 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등 수많은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포브스 인사이트와 Hitachi는 전 세계 573명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77명의 금융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 다섯 단계는 모든 산업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금융업계는 특히 고객에게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도로 민감한 고객 데이터, 

강력한 규제 환경 그리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기업은 고객에게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나간다. 아시아 지역 생명보험회사인 

AIA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 Simeon Preston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일반 산업 분야에 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응한 금융업계 임원의 91%가 향후 2년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산업 분야는 이보다 낮은 82%가 그렇다고 답했다. 

DX, 전략·투자의 최우선순위
금융 서비스 기업의 1/3 이상은 향후 2년 내에 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으로 가는 5단계

전략과 투자의 
최우선순위

01 02 03 04 05
비즈니스 주도적인 

방식으로 접근
데이터·분석 
충분히 활용

전사적 차원의 
도입

사람과 기술 간 
적절한 조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확장(M&A, 합작 등)

더욱 고객중심으로 집중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다각화

53%

32%

27%

27%

27%

향후 2년 내 주요 전략 우선순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확장(M&A, 합작 등)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다각화

지리적 다양성

50%

38%

35%

24%

22%

전 산업군 금융 산업

금융 산업은 일반 산업 분야에 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M&A로 인해 수많은 레거시 기술 플랫폼1)을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결합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개의 전략을 병렬적으로 실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존 시스템을 분해 또는 대체하

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투자의 초점

도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금융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에게 모두 맞추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 보험회사 아비바(Aviva)는 등록된 고객 수를 디지털 매트릭스의 최우선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수와 거래 내역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온라인 고객 확보의 핵심은 사이트 내 고객 이용 편의성과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에 달려 있다. 

아비바 그룹 CIO인 Monoque Shivanandan은 “온라인에서 고객 불편사항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를 즉각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추후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큰 차

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고객 관련 매트릭스, 디지털 성공의 최대 성과 지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행 상황을 평가할 때, 금융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와 

‘고객 참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최우선 지표로 삼으며, 일반 산업 분야는 
‘매출 및 수익 향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사항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는다.



* 출처 :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Forbes INSIGHT),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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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n은 아시아 지역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서구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술 도입이 서구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고객 수

준에 맞추려면 현대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고객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고객 관련 매트릭스를 세심하게 추적하는 금융업계는 고객 

관련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대 이점을 누리고 있다. 금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미 신규 고객 확보(52%)와 고객 참여(51%)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의 경우 신규 고객 유입은 29%, 고객 참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분석 능력의 향상은 통찰력 데이터 추출뿐 아니라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비바의 CIO Shivanandan은 금융 기업들은 

이미 많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프레임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보험회사는 고객 기반이 아니라 상품 기반에서 데이터를 바라

보지만, 아비바는 개별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각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IT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팀 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팀 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구현단

계로 넘어가면 IT 부서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기술을 구현하는 주체는 IT 부서지만 업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다른 부서들과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Shivanandan

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험의 전환은 기업 문화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금융업계 임원들은 고객 관계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사고와 운영

방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Preston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주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기술 전문가들의 접

근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늘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이

를 위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키텍처, 인프라, 애

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

돌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근간
디지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에 투자의 초점을 맞추는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금융업계는 특히 데이터 분석에 투자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고객 주도적인 변화 추진 양상
일반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상적인 업무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금융업계는 고객에게 모든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고객과의 관계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DX의 관건, 사람과 기술 간 조화
금융 서비스 업계를 포함한 모든 산업군에서 사람과 기술 간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소로 기술(57%)을 꼽았으며, 23%는 사람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기술과 사람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성공으로 향하는 조건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매출·마진 증가

혁신 능력

비용 감소

고객 확보/유지

고객 참여

46%

46%

43%

41%

전 산업군

고객 확보

고객 참여

매출·마진 증가

혁신 능력

비용 감소

56%

56%

51%

42%

39% 39%

금융 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주요 진행 상황 디지털 전략 수립 및 구현의 주체

데이터 및 분석의 정교함 수준

Beginners & 
Intermediate
Advanced
Leaders

56% 53%
33%

44%

11% 3%

전 산업군 금융 산업

향후 2년간 DX 주요 추진 분야

제품 및 서비스 혁신55%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매출 흐름46%

내부 프로세스/조직46%

고객과의 관계42%

새로운 유통 채널37%

전 산업군

새로운 유통 채널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내부 프로세스/조직

고객과의 관계49%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매출 흐름49%

47%

42%

38%

금융 산업

전문 팀 관련 조직 IT 부서

53% 53%

44%

디지털 전략 수립 조직

IT부서 각 부문별 
조직

전문 팀

55%

43%

31%

디지털 전략의 구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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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장의 엔진을 달다

Feature II

포브스 인사이트와 Hitachi가 전 세계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신업계

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구현 범위’와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탄탄하게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통신업계 임원의 54%가 향후 2년 내에 현재보다 더 심도 있게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9%가 그렇다고 응답한 일반 산업 분야에 비해 약

간 더 높은 수치다. 

앞서 Feature I <금융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에 더욱 집중하다>에서도 언급한 것처

럼,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는 다섯 단계가 있다. �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략과 투자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 � 비즈니스 주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 � 데이터와 분석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 � 전사적인 차원에서 도입할 것 � 

사람과 기술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룰 것 등이다.

이 다섯 단계의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통

신업계가 더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통신 서비스는 전 세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시장의 약 30%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

는 동시에 다른 산업군에도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이 안전성과 모빌리티를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및 이러닝 교육 분야 등 광범위한 산업군

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신업체들은 대내외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해야 하기에 훨씬 더 개방적인 방식

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임원들 중 무려 58%가 시장의 신호를 먼저 파악한 후 외부 

고객 수요를 예측하는 ‘아웃사이드 인(Outside-in)’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3%만이 일반 산업 분야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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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통신업체 오렌지(Orange)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 오렌지의 CIO Pascal Viginier는 “디지털화는 우리의 기업 DNA로 이미 탄탄하게 자

리잡았다.”고 말한다. 오렌지는 2018년까지 ‘전체 유럽 고객의 절반과의 디지털 상호작용’이

라는 전략적 목표와 ‘사물인터넷(IoT) 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부문에서의 10억 달러 창출’

이라는 매출 목표를 세웠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을 디지털화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직

원들의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사내 디지털화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있다. 

전체 기업 응답자의 44%가 자사가 데이터 및 분석 부문에서 선도적이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다

고 답한 것에 비해, 통신업계는 이 수치가 무려 6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응답자 중 

40%가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이 5% 이상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는 약 31%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과 ‘디지털 고객 서비스 경험 개선’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전체 산업군에서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44%)이 고객 서비스 경험 개선(33%)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격차는 통신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데이터 

부문에서 자신이 속한 기업을 탁월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60%에 달했으나, 고객 경

험 부문에서는 30%에 그쳤다. 

이는 데이터 및 분석 능력 향상의 성과가 고객 경험 분야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취합, 관리, 보관 및 분석한 후 더 나은 서비스, 유통채널 또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능력과 관련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전략 및 투자의 최우선순위
통신업계는 일반 산업군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관련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분석 기반의 통찰력, 성과로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의 미래 성장 엔진이라면, 데이터와 분석은 

이 엔진을 구동시키는 연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통신업계는 
데이터 및 분석의 고도화를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확장(M&A, 합작 등)

인재개발 및 관리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비용 효율 향상지리적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확장(M&A, 합작 등)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다각화

50%

38%

35%

24%

전 산업군

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51%

44%

28%

25%

25%

통신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및 투자의 최우선순위

산업별 투자 우선순위 Top 5

고객 경험 성숙도

전 산업군

21%

45%

23%

10%

통신업계

고품질의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고객 경험과 관련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혁신적이지 않다

디지털 고객 경험의 
선두주자다

기존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26%

44%

25%

5%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51%

데이터 및 분석 능력 증가51%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45%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40%

IoT, M2M 기술 등38%

전 산업군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60%

데이터 및 분석 능력 증가54%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47%

IoT, M2M 기술 등46%

비즈니스 모델 전환46%

통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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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I - 신한캐피탈
No. 1 금융사를 향한 신한캐피탈의 도전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인터넷 망분리 프로젝트 ‘순풍에 돛달다’  22

Best Practice II - SBI저축은행
Hitachi VSP F400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축

저축은행업계 망분리 프로젝트 모범을 보이다  26

통신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

의 통합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통

신업계 응답자의 70%가 IT 부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밝혔으

나, 그 외 부서 또한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0%에 불과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동일한 수준에서 준비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IT 부서의 준비상태는 주로 ‘기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다

른 부서에게는 어떤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로 인한 결과나 선결 조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두 요소를 개별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일반 산업 분야뿐 아니라 통신업계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주체와 이를 구

현하는 주체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통신업계의 경우, IT는 전략 개발의 

3대 최우선 요건 중 하나인 동시에 실제 구현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관성이 부

족한 접근방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여부는 어떤 성과 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극명히 달라진다. 

초기에는 개별 기술의 ROI와 이를 통해 가능해진 비용 절감이 주요 성과 지표였지만, 지금은 

기업의 성장이 더 중요한 성과 지표로 꼽힌다. 기업의 성장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뿐 아니

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통신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반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뤄지는 데 비해 매출 성과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기

업의 성장 지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사적 협업 필수

초점은 ‘성장’

통신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개발 및 구현의 주체

전략 개발                                   전략 구현                                

65%

49% 42%

전문 팀 각 부문별 
조직

컨설턴트 및 
SI업체

61%

39% 33%

IT 부서 부서별 
DX 전략 담당

관련 조직

Insight & Info
고성능, 고효율의 차세대 컨버지드 솔루션

UCP for SAP HANA  29

Solution Focus
저비용 고효율 백업의 가치, Live Protector  32

HIS Visual
알면 보이는 싸움의 기술, 랜섬웨어 완벽 방어·차단하기  36

What’s New?
HDS,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3년 연속 1위

HIS, 플래시 평가 서비스 실시  40



1) 망분리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환경이다. 하나의 단말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 

 업무 영역과 분리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리적 분리 방식이 다수다.  

2) 부트스톰(Boot Storm) :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I/O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접속 지연 현상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신 전문회사로 발돋움 중인 신한캐피탈. 지난 

1991년 5월 시설대여(리스)회사로 출발한 이래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

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신기술 사업 금융,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팩토링, 일반대출 등을 취급하는 종합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신한캐피탈에 있어 IT 서비스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회

사 전 부분에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그 여정에 

만족이란 없었다. 신중하지만 민첩한 기업다운 풍모다.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WINK(We Innovate & We Think)’ 가동으로 상품, 채널, 전략 등 업무 프로세스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6년 6월 사내 논리적 망분리에 이어 같은 해 12월 인터넷 망분

리1) 프로젝트도 성공해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한 ICT 서비스의 신속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

성할 수 있었다. 

망분리 프로젝트를 향한 4개월 여정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2013년 금융위원회

가 발표한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6년 이내에 하나의 단말에서 업무 영역

과 분리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논리적 망분리’ 환경을 구축해야 했다. 제2금융권인 신한캐

피탈도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신한캐피탈은 2016년 6월부터 논리적 망분리를 위해 VDI 기반 환경을 구축해 HDD 스토리지

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다. 신한캐피탈 ICT팀 조경진 차장은 “다수의 사용

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I/O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부트스톰(Boot Storm)2)이 가장 큰 문제였

다. 사내 속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했다.”고 전한다. 2016년 8월 HDD 

스토리지를 걷어내고 별도의 인터넷 망분리용 스토리지 도입을 구체화한 이유다.

새로운 스토리지 선택 기준은 명료했다. 망분리 시스템에 적합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기존

에 운영하던 스토리지와의 호환성 등 세 가지였다. 성능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다. 

HDD 스토리지와 비교할 때 성능 차이가 큰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을 처음부터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성능에 이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스토리지로 최종 낙찰된 것이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안한 Hitachi VSP F400이다. Hitachi VSP F 시리즈는 최대 스케일에서도 1밀리

세컨(1/1000초) 미만의 응답시간을 유지해 스토리지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엔터프라이즈 올플래시 스토리지다. 용량과 상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1 압축을 할 경

우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 성능과 안정성을 믿다
Hitachi VSP F400에 장착되는 고성능 플래시 전용 모듈은 특히 매력적이었다. HDD 기반 스

토리지에 비해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능

과 함께 안정성이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 추세다.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안정성은 크게 컨트롤러와 장착되는 플래시 드라이브에 의해 좌우된다.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컨트롤러는 Hitachi의 하이엔드 스토리지와 동일한 OS를 사용하

설립연도  1991년      

업종  금융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F400 1대 

도입 효과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 속도 60% 개선

� 물리적 PC와의 체감 성능 격차 감소

�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계정계 스토리지의 통합 관리 환경 구축

� 플래시 스토리지 관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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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I - 신한캐피탈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인터넷 망분리 프로젝트 ‘순풍에 돛달다’

No. 1 금융사를 향한 
신한캐피탈의 도전



므로 스토리지 OS단에서의 안정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VSP F400에 장착되

는 플래시 드라이브인 Hitachi FMD(Flash Module Drive)는 3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다. 시장에서 검증받은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플래시 드라이브를 모두 제

공해 아키텍처 설계 단계부터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자신하는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매력적인 솔루션이었다.

하이엔드 제품에만 적용되던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3)를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남달랐다. SVOS는 2015년 이후 Hitachi VSP 

G시리즈를 포함해 HDS의 전체 스토리지 라인업에 포함이 된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운영

체제다.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하드웨어도 단일 운영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가

상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신한캐피탈이 원하면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스토리지 벤더의 제품과 통합 구성이 가능한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다년간 쌓여온 Hitachi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대한 신뢰감도 한몫 했다.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계정계 업무용으로 Hitachi 스토리지를 운영해오면서 Hitachi 스

토리지의 안정성 및 가용성에 대해 신뢰가 단단해졌다. 스토리지를 납품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

템이 오랜 기간 국내 스토리지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특히 국내 하이엔드 시장

에서 1위의 자리를 지켜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신한캐피탈 ICT팀의 평가였다.

총 200여 명의 사용자가 느끼는 ‘향상된 속도감’
신한캐피탈이 지난해 12월 도입 완료한 VSP F400은 현재 총 200여 사용자가 연동되어 사용 

중이다. VSP F400 도입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 극적으로 향상된 I/O 성능 및 줄어든 응

답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올플래시 도입 전 평균 1분 10초 정도 걸리던 

부팅 속도가 Hitachi 올플래시 도입 후 평균 40초로 단축되면서 기존 대비 60%의 속도 향상 

효과를 보았다. 

특히 I/O가 몰리는 피크 타임(Peak Time)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ICT팀 조경진 차장은 “가상

화 환경에서의 I/O 속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을 통해 부트스톰 시에도 빠른 성능을 제공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문서 편집 

등에 걸리는 시간도 일반 PC 환경에 버금 가는 빠른 성능을 제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하며 개선하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만족스럽다.”고 강조한다.

신한캐피탈 측은 또 하나의 장점으로 관리의 편의성을 꼽는다. 하나의 GUI에서 스토리지의 통

합 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까지 확보할 수 있

었다.

경쟁이 심화된 금융업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ICT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신한캐

피탈. 2017년부터는 비대면 채널 영업 확대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도입 등 미래 지향적인 인

프라 확장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No. 1 금융사 도약의 발판이 될 IT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

한 신한캐피탈의 도전과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한캐피탈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성도

꼭 필요한 

신한캐피탈 ICT팀 차장

조경진

인터넷 망분리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VDI(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에서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I/O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부트스톰(Boot Storm)’이라는 일시적 부팅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겠죠.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IOPS(초당 입출력속도)가 빨라 내부 사용자들

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설치 운영하면

서 알게 됐습니다.

Hitachi VSP F400을 선택하는 데 특히 고려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능과 안정성 등은 스토리지 자체에 초점을 둔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큰 관점에서는 벤더사의 

경험과 기술력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술지원 수준이 높고 요청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빨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분석 자료’ 등 까다로운 자료들도 저희가 요

청하면 매번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해주었습니다. 기술이 평준화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때 효성인포메

이션시스템의 이런 고객사 관리 스킬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플래시 스토리지 기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올플래시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 조언하고 싶은 말은요?

올플래시 스토리지 벤더별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와 기술적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벤더 제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구축

하려는 시스템이 무엇이며, 해당 시스템을 최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스토리지 단에서 제공하는 기능, 그 기

능을 통한 효용성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제품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

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플래시’도입의 비결

3) SVOS(Storage Virtualization Operating System)  :  

 Hitachi Data Systems(H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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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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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SP F400

VDI 운영 서버(6EA)

SAN Switch 1SAN Switch 0



지난 2013년 시중은행 다섯 곳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3.20 전산 사태’ 이후 금융사들에게 인터

넷 망분리는 ‘발등의 불’이었다. 망분리는 내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함으로써 업무용 PC인 내부망

과 인터넷 전용 PC인 외부망을 서로 분리해 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나 금융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 시설에 망분리 환경을 도입할 정도로 강력한 보안 환

경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2015년까지 논리적·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해야 했고,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2016년까지 이 사업 추진이 

의무화됐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업무용과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를 나눠 사용하는 논리적 망분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망분리 프로젝트는 비용과 구축 기간, 운영 중 장애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도입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전국에 포진한 80여 저축은행 중 IT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랜 노하우를 

가진 SBI저축은행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저축은행 업계 1위 기업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
2013년 9월 글로벌 금융그룹 SBI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SBI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자산규모 1위를 

자랑하는 금융사다. 지난 2014년 11월 인천과 광주지점을 개점하면서 1개의 본점과 20개의 지점

으로 개편해 현재에 이르렀다. 2015년 12월 모바일 중저금리 대출상품인 ‘사이다’를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결식아동, 학대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SBI저축은행은 또한 전국 80여 개 저축은행 중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춘 10여 곳 중 하나로, 50여 

명의 IT 조직이 회사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2년 차세대 시

스템을 오픈해 선진 상품과 서비스 개발, 고객 감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6년 12월까지로 정해진 망분리 과제를 앞두고 SBI저축은행은 일단 기존 PC에서 업무를 수행

하고 VDI를 적용한 가상 PC에서 외부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를 위한 망

연계 솔루션 도입을 위해 8개사 제품을 벤치마크 테스트했다.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 권용덕 팀장

은 “망분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 인프라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보안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버와 스토리지 도입을 위해 망분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제1금융권의 사례를 참조했다. 이에 스토리지는 국내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3~4개 벤더의 솔루션

을 중심으로 기술 검토에 들어갔다. 

스토리지 선택을 위한 첫 관문은 역시나 기술. SBI저축은행은 생각할 것도 없이 올플래시로 결정

했다. 소프트웨어 단에서 구현되는 논리적 망분리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중앙시스템에 

사용자가 접속해 마치 실제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VDI의 성능에도 스토리지가 큰 영향

을 미친다. 이에 속도 면에서 탁월한 올플래시 스토리지 만한 대안은 없었다. 성능과 함께 가격, 

그리고 기술지원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안한 Hitachi VSP F400으로 

결정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 전문성과 기술지원 ‘인정’ 
Hitachi VSP F시리즈는 자체 개발한 대용량의 플래시 모듈 디바이스(Flash Module Drive; FMD)를 

탑재하고 있으며, 플래시 전용의 고성능 CPU인 쿼드 코어를 적용한 올플래시 스토리지다. 높은 호

설립연도  1991년      

업종  금융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F400 1대 

도입 효과  

� 망분리 인프라 성공 구축

� 600여 명이 동시접속 가능한 환경 마련

� 일반 PC 환경의 속도 구현

�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가이드라인 준수

� 메인 스토리지와의 통합 관리로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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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 II - SBI저축은행

Hitachi VSP F400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축

저축은행업계 
망분리 프로젝트 
모범을 보이다



남보다 한발 앞서 구축한 
인터넷 망분리 환경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장 

권용덕

SBI저축은행의 IT 환경이 타 저축은행과 차별화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자체 네

트워크를 구축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인력도 업계에서는 가장 많지요. 인터넷 망분리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것도 IT에 대한 남다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 망분리용으로 Hitachi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Hitachi 기술은 이미 금융권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됐습니다. 여기에 5년 전부터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

행하며 경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 전문성과 기술지원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망

분리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금도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럽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스토리지에 

이어 망분리 환경까지 구축했으니 일상적인 지원 요청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SBI저축은행 인터넷 망분리 
스토리지 구성도

스트 인터페이스인 파이버 채널로 최대 32포트를 지원할 정도로 확장성이 크다. 끝까지 경쟁을 벌였

던 타 벤더사의 경우엔 호스트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파이버 채널을 최대 12포트만 지원하며, 최고 

사양임에도 20만 IOPS(입출력속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Hitachi VSP F400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압축을 할 경우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공통 관리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능을 통해 

SBI저축은행 내 Hitachi 인프라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권용덕 팀장은 “올플

래시 스토리지의 성능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술지원과 벤더에 대한 신뢰성 부분

에서 평가가 좋았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스토리지 공급을 맡겼다.”고 설명한다.

SBI저축은행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2011년부터 시작된 인연에서

출발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시 메인 스토리지로 Hitachi USP(Universal 

Storage Platform) V와 Hitachi VSP(Virtual Storage Platform)를 설치해 Hitachi의 기술력을 경험했다. 

이후 5년여 큰 장애 없이 메인 스토리지가 가동되어 신뢰가 싹텄으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기술

지원 조직의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져 이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600명이 동시에 가상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
스토리지 선택 과정은 신중했지만, Hitachi VSP F400 설치에서 가동까지는 일사천리였다. 망분리 

환경 구축은 SBI저축은행 내 부서별 인원을 고려해 일주일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됐다. 

망분리 환경이 가동된 지 3개월여. 기존에 사용 중인 계정계 스토리지는 1ms의 응답시간을 보이지

만, 망분리의 응답속도는 기존보다 2.5배 개선되어 0.4ms에 불과하다. 망분리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가상의 PC가 한꺼번에 동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트스톰의 문제도 SBI저축은행에

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6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가상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해도 속도 저하로 인

한 불편함이 없도록 Hitachi 스토리지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용덕 팀장은 “상담원을 포함

해 총 850명이 시스템 사용자임을 감안할 때 600명의 동시 접속 가능 환경을 구축한 것도 자원 부

족으로 인해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SBI저축은행.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

로 한 글로벌 종합 금융 그룹의 일원으로 크게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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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가상화 
운영서버 1~15

인터넷망 가상화 
관리서버 1, 2

망분리 스토리지
Hitachi VSP F400

미션크리티컬한 환경에서도 고객의 SAP HANA 플랫폼에 대한 성능과 안

정성을 보장하는 Hitachi UCP for SAP HANA는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 

기반의 블레이드 구조로, 시스템의 유연한 확장이 가능해 수시로 변화하

는 고객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사전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

문에 고객은 빠른 시간 안에 환경을 구축하고 ROI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

히 SAP HANA만을 위한 다양한 백업 및 재해복구 솔루션 지원을 기반으

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Hitachi UCP가 인프라스트럭처 내에 감춰진 복잡성을 처리한다면 SAP 

S/4HANA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Hitachi 

UCP를 통해 기업은 기존 SAP 소프트웨어 구현에 최적화되고 사전 테스

트가 완료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결국 기업은 SAP S/4HANA의 비즈

니스 간소화를 위한 여정을 가속할 수 있는 것이다. 

SAP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SAP Business Suite 4 SAP HANA(S/4 SAP)는 

비즈니스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으로, 최대 이점인 간소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인프라스트럭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UCP for SAP HANA만의 강력한 기능

	 	

스케일업 4대의 블레이드 서버를 
 단일 HANA 노드로 구성/
 CPU 최대 144 코어, 
 메모리 최대 6TB까지 
 구성 가능

스케일아웃  최대 56개 노드까지 확장/
 CPU 최대 6720 코어, 
 메모리 최대 112TB까지  
 구성 

차별화된 고성능·고효율 
아키텍처의 Hitachi 스토리지로 

데이터 가용성 100% 보장

Hitachi 블레이드 서버의 독보적인 
LPAR(Logical Partitioning) 기능을 통해 

서버 블레이드당 최대 30개의 
논리적 파티셔닝 지원

(서버수 최대 80% 감소 및 
상면·전력·유지보수비용

최대 40% 절감 가능)

업계 1위 성능의 
Hitachi 스토리지와 

블레이드 서버 구성으로 
플랫폼 성능 극대화

확장성 가용성 성능효율성

UCP for SAP HANA 

Insight & Info

고성능, 고효율의 
차세대 컨버지드 솔루션



SAP S/4HANA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

환경 테스트 완료

사전 컨피그레이션 완료

배치 준비 완료

비즈니스를 간소화하라
Hitachi UCP for SAP Business Suite 4 SAP HANA

(SAP S/4HANA)로 가치, 확장성, 복원성을 재설계하라

SAP S/4HANA 
배치 시간 가속화

고성능으로 

비용효율성 향상

탁월한 ROI
(투자 대비 효과)

관리 간소화

강력한 운영 성능

24/7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가동

가치를 재설계하라

확장성을 재설계하라

복원성을 재설계하라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 지원

높은 유연성을 통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컴퓨팅 및 스토리지 가용성

모든 인프라의 운영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언제든 원하는 정보에 

접속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했다. UCP for SAP HANA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확장성이 뛰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이내믹한 워크로드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Andreas Kranabitl, SPAR 비즈니스 서비스 GmbH ISC(Information & Communication Services) 이사

HIS advantage 201730 Summer NO.125 31

정보 사일로
성장, 생산성, 혁신 기회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고객관계관리
(CRM)

회계 인적자원(HR)

10%
‘복잡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연간 손실

보이지 않는 복잡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25~100%
‘복잡성’만 관리해도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

지나치게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구(舊) 기술을 이용한다

SAP 환경 간소화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Hitachi 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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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ocus

저비용 고효율 백업의 가치

Live Protector
Writer  조형진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솔루션사업팀 과장

최근 IT 업계의 트렌드는 말 그대로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

넷, 4차 산업혁명, 바이모달(Bimodal),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열거하기도 벅찬 수준이며, 

개개인이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트렌드들이 왜 생겨났으며, 마케터들은 이해하기도 힘든 용어를 사용

하면서까지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어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이다. 투자비용은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은 극대화시

키길 원한다. 예전부터 IT 시장에서는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고민

하고 실행해왔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IT 트렌드 용어는 고객

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생겨난 일종의 부산물로 생각하면 이해

하기 한결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 최근 백업 시장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트렌드를 이끄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백업 비즈니

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라면 단연 Copy Data Management(이하 CDM)를 가장 먼저 언급할 것

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백업)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운영 데이터의 장애 또는 손실에 대비

해 원본 데이터의 복사본을 지정된 저장장치에 추가로 백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백업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
CDM은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달리) 기존 IT 인프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

용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2016년에 

시행된 다음의 IDC 조사 결과에서 CDM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DB 운영 관

리자(Oracle, MS-SQL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IDC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QA, DR 및 개발 

테스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리포팅 등의 목적으로 복수의 원본 DB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의 82%가 10개 이상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업된 

데이터 이외에도 운영, 개발, 테스트 등의 동일 인프라에 데이터가 중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를 무한정 추가하고 저장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기존 백업 운영 방식이었다면, 

CDM은 기존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 적시적소에 데이터 제공, 투자비용의 최소화 및 투자효

율 극대화까지 구현한다. 

CDM 실현을 위한 최적의 선택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백업) 솔루션 구성’은 인프라의 증설 및 추가를 의미한다. 백업 마스

터 서버, 미디어 서버 등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야 하며, VTL(Virtual 

Tape Library), PTL(Physical Tape Library) 등의 전용 저장장치를 필요한 용량만큼 구매해야 

한다.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전용 네트워크(Ethernet 혹은 SAN)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CDM에서 제시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

은 장비를 활용한 중복제거(De-Duplication)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보호 솔

루션은 저장장치로 중복제거 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고 저장장치인 VTL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일부 데이터 보호 솔루션 벤더들은 Source 방

식의 중복제거 (백업 대상이 되는 서버에서 중복제거 후 저장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려면 한계에 부딪힌다.

기업 내 중복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

5% 10% 15% 20% 25% 30% 35%

6~10개

11~15개

16~20개

20개 이상

5개 
이하

전체 응답자의 82%가 
원본 DB의 복사본을 10개 이상 보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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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성능 이슈다. 

실제 운영환경의 대부분은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서버, 카드사의 빌링 서버, 주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ERP 서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

한 운영환경은 고객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연되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

Source 방식의 중복제거 기능은 백업 대상이 되는 중요 서버 내부에서 중복제거 기능이 구동되

며, 중복제거 구동 시 대상 서버의 자원(CPU, Memory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운영 서비스가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

부분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VTL 등의 저장장치에서 중복제거 기능을 구동하는 Target 방식의 

중복제거를 채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비교해서 Live Protector는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 살펴보자.

저비용 고효율 실현
Live Protector는 데이터 보호(백업)를 위한 인프라 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은 투자 비용으로 투

자효율은 최대화한다.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프라 추가를 통한 데이터 보호 방식에서 벗어

나, 필수 장비였던 미디어 서버, 백업 네트워크, VTL 등 전용 저장장치의 추가 도입이 전혀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Hitachi 고유 기술 활용
Live Protector는 운영 서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같이 운

영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스토리지와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수년간 검증된 Hitachi의 재해복구 기술 기

반의 데이터 보호 방식을 활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90% 이상의 탁월한 백업 및 복구 성능 개선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풀(Full) 백업과 변경 데이터에 대한 증분(Incremental) 백업을 분

리해 저장 및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Live Protector는 최초 원본 데이터의 전체 

백업 이후에 변경분만 전송하는 CBT(Change Block Transfer) 기술을 활용해 항상 풀 백업 형태로 

백업 이미지를 저장한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풀 백업 이미지로 직접 복구하므로 복구 성능을 90% 이상 개선한다는 점에서, 

장애 전 시점의 풀 백업 이미지를 완전복구한 후 증분 백업 이미지의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

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는 확연히 다르다.

백업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은 운영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해 데이터를 저장할 뿐, 저장된 백업 

데이터의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다.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프라를 투

자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Live Protector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백업을 위

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 조회 및 테스트 서버 등에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중복투자

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CDM의 궁극적 목적인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한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
IT 인프라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고객의 인프라 도입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벤더들은 최신의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 최적

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Live Protector는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관리가 가능한 CDM과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검증 받은 Hitachi의 재해복구 기술이 적용되어, 인프라 최소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비용 절감, 

성능 개선, 중복투자 방지 등의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Live Protector는 데이터 보

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Live Protector는 백업 네트워크, 전용 저장장치, 미디어 서버가 필요 없다.

백업 마스터 서버전통 백업 S/W 백업 미디어 서버 백업 전용 네트워크 백업 전용 저장장치

LTO용량

DB

서버
LTO용량

DB

서버 SAN Ethernet VTLPTL

백업 마스터 서버 백업 미디어 서버 백업 전용 네트워크

LTO용량

DB

서버
LTO용량

DB

서버 SAN Ethernet

X X X

Live Protector

Replication
Snapshot
CDP

Live Protector 저장장치

백업

Snap.

Live Protector는 저장된 백업 이미지의 조회, 개발 등 즉각적인 업무 활용이 가능하며, 
중복투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전통적인 백업 방식과 
Live Protector 비교

전통적 백업 및 데이터 Flow

저장장치백업네트워크

백업네트워크 백업서버
운영서버
스토리지

Live Protector 및 데이터 Flow

운영서버 운영
스토리지

Live Protector 
저장장치

직접연결

즉시 
백업, 복구

풀(Full) 백업 형태의 이미지 저장 
방식으로 백업 및 복구 성능을 
90% 이상 개선하는 Live Protector

전통적 백업 및 복구 방식 

FULL Inc. Inc. Inc. Inc. Inc. Inc.

일 월 화 수 목 금 토
x

백업 방법 

복구 방법 

FULL Inc. Inc. Inc. Inc.

일 월 화 수 목

Live Protector 백업 및 복구 방식 

백업 방법 

복구 방법 

FULL

일

FULL

월

FULL

화

FULL

수

FULL

목

FULL

금

FULL

토
x

FULL

목

Live Protector 

Replication
Snapshot
CDP

Live Protector 저장장치

백업 데이터

DR백업/
스냅백업

DR

Snap.

개발 서버 조회 서버Live Protector

Replication
Snapshot
CDP

운영 서버

운영 스토리지

PRD

IR

내부백업/복구

직접 
백업/복구

직접 연결

조회 업무 활용

개발 업무 활용

백업 데이터의 활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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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 침입 탐지 시스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침입 발생여부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3)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 방지 

 시스템. 비 인가된 사용자가 자원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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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전용 제품의 경우 �‘미끼’를 투척해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을 찾

아내 차단하거나 � 감염 프로세스 전체를 보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임계치 기반 정책의 

3단계에 걸쳐 차단을 하거나 � 랜섬웨어 프로세스 차단과 백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벽한 대응은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랜섬웨어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동작 프로세스’와 ‘공격 대상 파일’을 변경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

하고자 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의 ‘2016년 3분기 스팸 메일 동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러스 메일은 

전 분기 대비 92% 증가했으며, 첨부파일을 통한 랜섬웨어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랜섬웨어는 

발신자와 제목을 수시로 변형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 영어로 오는 메일을 차단하면 

8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어 스팸 메일도 늘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 

랜섬웨어의 1차 피해는 개인이 입지만 업무 환경이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내의 

누군가가 랜섬웨어 피해자가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유 폴더가 통째로 감염될 수 있다. 피해가 

전사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감염 확산 경로 및 영향 정도를 살펴볼 때 랜섬웨어는 개

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랜섬웨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랜섬웨어에 감염됐어도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답변을 안 한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은 감염과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오해 ‘다섯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PC에 설치되는 백신, 방화벽,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2)/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3), 

APT 방어 솔루션 등에 랜섬웨어 패턴을 등록해 예방한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랜섬웨어

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모든 패턴을 등록하는 것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기도 쉽지 않다. 랜섬

웨어 감염 파일을 복호화해 복구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으로 랜섬웨어 감염 파일을 치료하려 해

도 복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HIS Visual 

알면 보이는 싸움의 기술
랜섬웨어 완벽 방어·차단하기
올 초 IT 전문 매거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랜섬웨어1)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공격을 당했고, 50%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으며, 

피해자의 54%는 데이터를 포기했다고 한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지난 6월 1일 토크IT에서 방영된 ‘랜섬웨어 

대응방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방송을 통해 랜섬웨어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백신·방화벽·APT 방어 솔루션을 도입하면 안전하다? 

오해 1

랜섬웨어 방어 전용 제품이어야만 한다?

오해 2

이메일 및 광고를 모니터링해 차단하면 된다?

오해 3

랜섬웨어 방지는 개인의 몫이다? 

오해 4

랜섬웨어 감염 확산 경로 및 영향도

랜섬웨어에 감염 치료 or 포맷본인 PC 내 
파일시스템 감염

본인 PC에 연결된 
공유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드라이브) 감염

공유 파일 서버에 있는 
감염 파일, 

다른 사용자가 클릭

2차 감염된 
사용자 PC 내 

파일시스템 감염
무한 반복, 재확산

팀/부서 폴더

주요 업무 시스템 내 전체 또는 
특정 파일시스템 영역 전체 감염

VDI, ECM, 문서중앙화, NAS

주요 업무 시스템 저장 장치(NAS)
(PACS, 이미지시스템, 녹취시스템 등)

2차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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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또 

감염된 후 복구 방법이 암호 코드를 받아서 

푸는 방법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 

랜섬웨어는 웹 사이트, 스팸 메일이나 피싱, 

파일공유 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네

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로 

감염된다. 일부 해독이 된 코드에 대해서는 

복호화가 가능하나 지속해서 새로운 코드가 

개발되므로 복호화만으로는 랜섬웨어에 완

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정품인증이 안된 OS에서 거의 랜섬웨어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고, 내 경우도 그렇다. 

그렇다면 윈도우 업데이트 만으로도 충분하

지 않을까. Virus Defender와 같이 사용하

면 방어가 되지 않나.

코드가 분석된 랜섬웨어는 보안 솔루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랜섬웨어가 지속

적인 코드 개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완벽한 대응이 어렵다. 

회사의 업무 PC가 랜섬웨어에 걸린 적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개인의 

백업 능력에 따라 피해가 커지거나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야만 한다’ 그리

고 ‘잃어버린 데이터는 복구해야 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보니 다른 좋은 방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리눅스, 애플 등 윈도우 외의 시스템도 마

찬가지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가.

최근 리눅스 시스템에 감염된 랜섬웨어 피해 

사례도 발견되었다. 랜섬웨어는 계속 IT의 취

약점을 찾아서 공격할 것이다.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폴더들이 암호화된 

후에 복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 CERBER Ver 6 

같은 경우 숙주가 되는 실행 파일을 스스

로 삭제하고 사라져서 추가 감염은 안 된

다고 들었다. 

랜섬웨어 종류마다 다르다. 최근 랜섬웨어

가 더욱 진화되면서 숙주 파일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다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결국 중요

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랜섬웨어 방어 전용 제품 사용은 백신처럼 

로컬 PC에 설치해야 하는가. 로컬 PC에 

설치해 사용할 경우 기존의 DRM이나 백신 

소프트웨어와 충돌이 나지 않나. 

HCP의 경우 개인 PC에 에이전트 형식으

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시스템 

내에서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솔루션이다. 

그러므로 에이전트 설치로 인한 DRM과의 

충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랜섬웨어를 막는다’라기 보다는 랜섬웨어

에 감염되었을 때 빨리 복구하기 위한 솔루

션이라고 보면 되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

에 대해서는 위변조 방지를 통해 데이터 자

체에 읽기/쓰기(Read/Write)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랜섬웨어에 대해 원천적으

로 방어한다. 변경 사항이 많고 사용자 간 

공유가 많은 파일에 대해서는 버저닝 기능

을 통해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랜섬웨어에 대한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고 본다. 기업에서는 가상화를 통한 백업과 

문서중앙화를 철저히 적용하면 랜섬웨어는 

점차 소멸되지 않겠는가.

기업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피해를 점차 감소할 것이

지만, 새로운 랜섬웨어 코드가 지속해서 개

발되고 있으므로 복구 방안을 항시 준비하

고 있어야 한다. 

랜섬웨어에 대비해 백업하는 경우 백업 속도

와 복원 속도가 관건이다. 이 부분에 효성인포

메이션시스템 솔루션은 어떤 강점이 있는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풀백업과 증분백업 

등 일반적인 백업 방안이 아니다. 파일 변경

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생성하는 버

저닝 기능으로 백업을 수행한다. 백업 속도

를 굳이 안 따져도 된다. 복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점으로 모든 파일의 버전을 변경

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존의 백신이나 방화벽 등의 알려진 방식으로 대응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업만이 유일한 대비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백업은 문제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슈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으로 복구하기 어렵다. 이를 대비해 실시간 백업을 한다면 감염 역시 실시간

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요도가 높은 시점의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랜섬웨어 감염 대응의 유일한 방안은 백업뿐이다?

오해 5

랜섬웨어 대응! 발상의 전환을 하자
기존의 랜섬웨어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안 시스템에서 이

메일, 광고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첨부 파일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가 탄생하면서 이 방식으로는 100% 감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백업 시스템

으로 데이터 백업을 수행한 후 백업 데이터로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복구 시간

이 길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개별 PC 사용자에 대한 대응 역시 미비하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감지, 차단, 예방을 위한 보

안 솔루션으로는 100% 예방과 차단을 할 수 없으므로 파일 변경 자체를 차단하는 것

이 첫 번째다.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도입해도 완벽하지 못하다면 감염 직전의 최신 

버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두 번째다. 

파일 변경 원천 차단(WORM, Write Once Read Many)은 주로 장기 보관 원본인 아

카이빙성 파일이나 원본성 파일의 감염 리스크를 줄일 방법으로, 컴플라이언스 상의 

데이터 보관과 관리 의미가 강한 파일 감염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HCP(Hitachi Content Platform)는 내·외부에서의 어떠한 시도에도 파일 감염이나 변

경할 수 없도록 한다.

중요 업무 시스템 단위로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감염 직전의 버전으로 빠르

게 복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백업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 시스템 아카이빙 복구 방식

은 관리자 단위에 의해서만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고, 개별 사용자별 복원이 불가능했

다. 따라서 복원 시점의 최신 데이터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 HCP는 랜섬웨어의 패턴

에 관계없이 이전 버전으로 바로 복원이 가능하다. 

HIS의 제안 01 파일 변경 원천 차단

HIS의 제안 02 파일 버저닝 통한 업무 시스템 복구

제안 01 파일 변경 원천 차단

인터넷 보안시스템 업무시스템 아카이빙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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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리자

[버전 1] [버전 2-감염 변경 불가]
랜섬웨어에 의한 

변경 시도

제안 02 파일 버저닝 통한 업무 시스템 복구

즉시복구

파
일

 복
구

데이터 파일

랜섬웨어 감염

인터넷 보안시스템 업무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버전 1] [버전 2-감염 파일]

랜섬웨어,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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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HDS(Hitachi Data Systems)가 2016년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

서 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하이엔드 시장 1위를 수성했다. 한국IDC가 

발표한 2016년 외장형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 조사에 따르면, 

HDS는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점유율 47.2%로 1위를 기록, 

2014년 40%, 2015년 46%보다 더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HDS는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2016년 35.4%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공공설비 분야 역시 49.8%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최근 LS전선에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

지 VSP F800을 공급해 ERP 성능을 50% 이상 개선하는 등 제조기업

의 다양한 업무에 플래시 스토리지 공급을 통한 성능 개선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 공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비롯해 전체 스토리지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 가고 있다.

HIS 정태수 대표이사는 “HDS가 하이엔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

적인 투자를 이어감에 따라, 탁월한 제품은 물론 HIS의 우수한 기술지

원까지 더해져 3년 연속 시장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 VSP G800 

/G1000 이외에 VSP G1500과 F1500을 하이엔드 라인업에 추가시킨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이 인터넷 망분리 구축사업에 올플래시 스토리지인 Hitachi 

VSP F400을 도입해 실제 PC와 동일한 속도의 VDI 환경을 구현했다.

SBI저축은행은 금융권 망분리 의무화에 맞춰 VDI 환경 구축을 시행했으며, 

안전한 업무 환경과 함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고려해 올플래시 스토리지

를 도입했다. 그 결과 기본 인프라 변경 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응답속도가 1ms에서 0.4ms로 향상돼 성능이 약 

2.5배 개선됐다. 특히 속도 저하 없이 600여 명이 동시에 가상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공통 관리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능을 통해 기존 인프라 제품들과 호환

이 가능해 데이터 관리 편의성이 향상됐다.

Hitachi VSP F400은 Hitachi에서 개발한 전용 FMD(Flash Module Drive)를 

탑재하고 있는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플래시 최적화 SW와 성능 저하 없는 

인라인 압축을 위한 전용 CPU 등 플래시 성능을 극대화 하는 기능을 갖추

고 있다. 특히 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 데이

터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어 최상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제공한다.

HIS 솔루션사업팀 권필주 부장은 “소프트웨어 단에서 구현하는 논리적 망

분리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고, 중앙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PC를 사

용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VDI 성능에도 스토리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속도 면에서 탁월한 HDS의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망분리 프로젝트가 금융권을 넘어 공공 및 제조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HDS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HIS가 HDS의 플래시 평가(Flash Assessment) 서비스를 제공해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효과를 사전 예측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래시 평가 서비스는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플래시 스토

리지에 대한 성능 평가가 필요한 고객뿐만 아니라, 향후 올플래시, 하이

브리드 스토리지 도입 효과를 사전 진단하고 싶은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하드웨어, DB 라이선스 등 보유 중인 IT 인프라의 적정성도 

평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HDS의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평가 툴인 ‘DIET(Database 

Infrastructure Evaluation Tool)’를 사용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

황을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의 설계 및 향

후 TCO 절감 효과를 알 수 있다. 개선 및 수정사항, 적정 규모 등을 파악

해 직관적인 도입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막대한 IT 인프라 비용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HIS SA팀 김형석 팀장은 “많은 고객들이 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IOPS 수치에만 중점을 두거나 필요 이상의 IT 인프라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플래시 평가 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를 

구입하면 낭비요소를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플

래시 스토리지 도입을 망설이거나 기존 인프라 운영 효율성에 대해 고민 

중인 고객들은 이번 플래시 평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 효과 예

측 및 업무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DS(Hitachi Data Systems)는 HCP에 중복제거와 압축 기술을 결합시

켜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향상

된 툴과 유연성까지 제공해 클라우드를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는 HCP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특히 새로운 분석 기능, 보안, 

데이터 보호 등의 기능을 추가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익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안, 가용성,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 위험 요소를 최소

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HCP는 클러스터당 사용 가능 스토리지가 400%, 10TB 

드라이브를 통한 스토리지 노드 용량은 67%, 노드 당 오브젝트는 55% 

증가했다. 또한 간소화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5배 이상 낮은 스토리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어, 기업용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60% 이상의 총소유비용(TCO)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HCP 포트폴리오는 독보적인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사일로를 

제거하고 협업을 촉진,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한다. 

HDS의 클라우드 및 모빌리티 담당 CTO 피터 스요르베르는 “HDS는 독

보적인 통합 HCP 포트폴리오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기준을 다

시 한 번 높였다. HCP는 이상적인 에코시스템을 제공해 고객의 기존 콘

텐츠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최신 클라우드 사용 사례 및 워크로드를 동

시에 지원한다. 또한 중앙집중식 관리 기능으로 고객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스토리지를 안전하게 통합해 더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비용을 변경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HDS,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3년 연속 1위

HIS, SBI저축은행에 
올플래시 스토리지 공급

HIS, 
플래시 평가 서비스 실시

HDS, TCO 절감 탁월한 
HCP 포트폴리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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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IT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태

동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초기 비핵심 시스템 중심에서 점차 전사

적자원관리시스템(ERP)이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기업

의 중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 제조와 금융, 공공, 의료 

등 주요 산업군에서도 규제 완화에 힘입어 도입이 활발해졌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맞물려 폭발적

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약 2,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또 

다른 조사기관 IDC는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해 1,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트워크 기업인 시스코시스템즈는 오

는 2019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의 83% 가량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 7,66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900억 원으로 커졌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

전법)’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퓨팅 파워나 스토리지(저장공간) 등

을 빌려주는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as-a-service; IaaS)와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

스(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BPaaS),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XaaS(Everything as a Service)1)와 

같은 유형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한다. 특히 스타트업 등에서 인기가 높

으며 점차 엔터프라이즈로 확대되는 단계다.

1) XaaS(Everything as a Service) : SaaS, PaaS, DaaS, IaaS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IT 요소를  

 통칭하는 말. XaaS의 출발점은 SaaS였으나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어 의미가 더욱 확장됐다. 

IT Insight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 컴퓨팅 지형이 바뀐다
Writer  백지영 / 디지털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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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이유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능은 아니다. 여전히 기업 내 애플

리케이션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리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 발생한 일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

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세계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

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장애는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켰

다. 개발자의 명령어 실수 때문으로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사용

하던 다수의 고객 서비스(웹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지연됐다. 넷플릭스

나 애플, 에어비앤비, 어도비 등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다.

AWS의 서비스 장애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도 다수다. AW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

트(MS)나 구글 등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사

례도 종종 전해진다. 

문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의존하는 기

업들은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해당 서비스 기업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장애가 왜 발생했는지 클라우드 서비

스 기업이 발표할 때까지 이유도 모른 채 수수방관해야 하는 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는 이용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내부에서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자산을 혼합해 사용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여러 지역의 리전(복수의 데이터센터

를 지칭)이나 다수 클라우드 서비스(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이 

같은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이나 

비용 부담, 데이터 주권과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프

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IDC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국내 기업(55%)이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붐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인기 상승
현재 IT 인프라 측면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폭증하는 디지털 콘

텐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클라우드 패러다임

에 적합한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구축 솔루션 및 서비스도 최근 잇따

라 등장하고 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민첩성과 저

비용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

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 인프라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하

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는 컴퓨팅과 스토리

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등이 합쳐진 일체형 인프라 구축 제품이

다. 각각의 요소 제품을 결합하는 대신 저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정

의(Software-Defined) 방식으로 구현해 기업의 인프라를 가장 빨리 클

라우드 형태로 변모시킬 수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신속한 구축 및 자원 배치가 가능한 HCI는 

향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혹

자는 “HCI는 IT 인프라 시장의 마지막 남은 보물섬”이라며 높게 평가

하고 있다. 특히 HCI 분야의 스타트업이었던 심플리비티가 HPE에 인

수되고, 거대 IT 기업이 관련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상황은 관련 

제품의 높은 인기를 입증한다.

HIS, 기업 전용 클라우드·오브젝트 스토리지 ‘HCP’ 제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도 합작회사인 HDS(Hitachi Data Systems)를 

통해 UCP HC(Unified Compute Platform Hyper-Converged)라는 HCI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VM웨어의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 스택을 활용하며 어플라이이언스 설치부터 가상머신(VM) 

생성까지 단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또 프로비저닝(자원 할당)이나 오케

스트레이션 자동화, 업그레이드 단순화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수요에 맞

춘 확장성을 보장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HIS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인 

HCP(Hitachi Contents Platform) 등을 제공해 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

를 생성, 보관, 관리하는 과정인 오브젝트화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AWS의 S3(Simple Storage Service)가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

토리지라고 할 수 있다.

HCP는 기업 내부에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 저장과 공유, 동기화, 데

이터 보호, 백업, 분석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검색과 

분석이 쉽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에 DB 같은 정형성을 부여해 훨씬 더 많

은 양의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지능적인 방식으로 저장·관

리할 수 있다. IoT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높다. 특히 

HCP의 경우 AWS나 구글, MS, Hitachi 클라우드를 포함한 모든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도 가능하다. 조만간 출시되는 MS 애저스

택도 지원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쉽다. 자동화된 데이터 

티어링을 지원해 프라이빗과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시킬 수도 있다. 

HCP와 파일 공유 및 동기화를 위한 ‘HCP 애니웨어’를 함께 사용하

면, 기업 구성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치(디바이스)로든 안전하

게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파일 전송 시에는 첨부가 아닌 링크 

공유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트래픽 감소 및 디스크 공간 절약도 가

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문제 발생 

시 최신 상태로 복구해 랜섬웨어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데이터를 보

호할 수 있다는 HIS 측의 설명이다.

본격 클라우드 시대를 대비하라
최근 다양한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인기를 끌면

서 기업 IT 인프라 혁신을 이끌고 있다. 다만 기업이 이 같은 다양한 클

라우드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도

입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각광받는 것은 복잡한 인프라 구축 대신 본연의 비즈

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보통 기업이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선정,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나 

HCI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을 도입하면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컨피규레이션 이후 전원을 꼽는 순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사일로2)(장벽)로 막

혀있는 기업의 조직 체계나 사업부 간 협업의 한계 때문에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클라우드를 잘 활용

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확보,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클라우드 시대에 접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

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좀 더 다양하게 누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2) 사일로(Silo) : 개별 부서나 사업 부문별로 데이터가 고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공유되지 못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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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술 자산 ‘데이터’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설명할 때 ‘커다란 단지에 가득 찬 금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하는

데, 여기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다. 데이터는 하나의 필드이자 열이나 행이고 서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수집 그 자체 이상의 의미나 가치는 없으며 어떤 맥락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

체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비정형 데이터 관점에서의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의 바이너리(Binary)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1비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전체 그림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정보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는 사용과 동시에 

오래된 데이터가 된다. 

여기서 ‘개별적인 데이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IM(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기업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중한 기술 자

산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CDO(Chief Data Officer;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EIM, 데이터 중심적인 요소에서 비즈니스 가치 창출
EIM은 정보 자산의 구성 및 기술,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기업 정보 관리의 목

적은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개선하고 통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데이터의 보관, 보호, 아키텍트,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품질 관리, 분류 등

의 기능이 포함되며, 최적의 EIM은 정보에 담긴 가치와 통찰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내부적인 효용성은 물론 성장을 위한 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EIM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데이터 혹은 특정 영역의 데이터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정적인 패턴을 연구하거나, 변화하고 이동하는 정보 혹은 이들 간의 상관관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응용 등에 집중해 데이터 중심적인 요소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낸다. 과학에 보다 가까운 것이다. 즉 막연하게 금덩이를 찾는 것보다는 금으로 된 귀

금속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몇 가지 준비
퍼즐 더미를 상상해 보자. 각각의 조각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이며, 이 조각들은 다양한 소스를 통

해 수집된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몇 가

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추출이다. 집 안의 모든 퍼즐 조각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침대 밑, 진공 청소기 안, 반려동물의 

밥그릇 안 등 곳곳에 있는 조각들, 즉 외부와 내부 혹은 정형과 비정형 등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이해

하고 분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퍼즐 조각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배치 파일

과 실시간 통합 및 ETL 등 모든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 각각의 조각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 

그림 뒷면에 풀을 붙이고, 끝을 다듬어 두고, 조각 숫자를 확인한다. 데이터의 매칭 및 검증, 적절한 메

타데이터의 추가 등이 바로 이러한 작업이다. 이를 데이터 강화 혹은 정제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날것의 데이터는 비로소 콘텐츠가 되며, 설명할 수 없는 필드가 설명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순히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안에 정리해두는 것이다. 

여기서 ‘박스’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는 (기업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보관해두는 오브젝트 스토리

지와 데이터 각각의 소스로부터의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빌리티, 다양한 배치 모델 활용을 위한 클라

우드 게이트웨이를 한군데로 통합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태그 추가 및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완벽하게 통합되어, 심플하며 스마트한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이 완성된다. 

새롭게 강화된 데이터셋(=퍼즐조각)을 컨텐츠 플랫폼(=퍼즐박스)에 보관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정보 관리(=퍼즐 완성)를 구현할 수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Hitachi Content Platform(HCP)은 솔루션 에

코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고객들이 최적의 비즈니스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

다. 데이터는 이제 전 산업군의 모든 기업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임직원에 대한 데이

터, 고객 정보, 내부 커뮤니케이션, 지적 재산, 머신 데이터, 연구 자료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제어, 가시성, 거버넌스, 협업, 접근성, 분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Writer  Paul Lewis  /  Hitachi Data Systems

* 출처 : https://community.hds.com, 2017년 3월

* 출처 : 가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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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Road

가족 
또 하나의 추억을 더하다

따뜻한 바람과 햇살이 가득한 5월의 어느 날, 

경기도 북쪽 끝에 위치한 연천군에 유행복 부장과 박임규 과장의 가족이 모였다. 

자녀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아빠와 함께
‘아빠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하루’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사내 이벤트에

는 금융1팀 유행복 부장과 BP팀 박임규 과장의 가족이 참여했다. 

바쁜 업무로 아이들과 여유로운 나들이 한번 계획하기 어려운 유 부장

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오토캠핑 세계에 입

문해 장비까지 하나 둘 마련하며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BP팀 박임규 과

장은 가족과 함께 캠핑한다는 공고가 나자 마자 참여 신청을 했다. 

푸른 숲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마을에서도 차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카라반 캠핑장은 숲

으로 둘러싸여 한적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캠핑장에 도착한 두 가족이 

각자의 카라반에 짐을 정리하는 사이, 아이들은 미술 체험을 하기 위해 

캠핑장 바로 옆의 조각공원 체험장에 모였다. 유 부장의 자녀 태욱 군

(12)과 지희 양(9), 그리고 박 과장의 자녀 종우 군(8)과 종현 군(6)은 물

과 점토를 이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처음에

는 낯설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흙을 조물조물 만지던 아이들은 점차 익

숙해지자 웃고 이야기도 나눠가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모

습을 지켜보던 엄마들은 캠핑장과 조각공원을 둘러보고 산책하며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한 시간 여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이 작품을 마무리하자 두 가족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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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간을 보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담소를 나누는 유 부장 가족과 한

창 뛰노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던 박 과장 가족은 캠핑장에 있는 자전거

와 배드민턴 등을 이용해 푸른 숲의 기운을 느꼈다.

잠시 개인 시간을 보내던 두 가족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 자리에 모

였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은 그새 가까워진 듯 준비한 놀 거리를 꺼내 

넓은 캠핑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한껏 발산했다.

행복이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한참을 뛰어 놀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박 

과장이 캠핑 장비를 꺼내 저녁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의 메뉴는 캠

핑의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과 소시지 구이. 캠핑장에 마련된 바비큐 

그릴을 이용해 아빠들은 불을 피우고 열심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엄

마들은 아이들 먹을 거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구워진 고기를 함께 

나눠먹으며 야외에서의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다. 

어둑해진 밤, 발갛게 타오른 캠프파이어 앞에서 아이들은 떠날 줄 몰랐

고, 밤이 늦도록 지치지 않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유 부장과 박 과장

은 마냥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카라반에서의 1박 2일을 통해 아빠와 아이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가까

워질 수 있었다. 유 부장의 자녀 지희 양은 “찰흙으로 모형 만들기, 오빠

동생과 함께 한 보드게임, 자전거타기, 캠프파이어 모두 재미있고 신났

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에요.”라며 즐거움을 드러냈다. 

박 과장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다음 번 캠핑에도 지점토를 가져가서 

만들기를 해볼 거에요. 텐트가 아닌 카라반에는 이층침대도 있고 정말 

신났어요!”라며 역시 신난 목소리였다. 

오늘을 통해 하나의 추억을 더 쌓은 두 가족. 앞으로 켜켜이 쌓일 그들

만의 추억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 많은 행복이 채워지길 소망한다.

“아이들과 놀아 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즐거

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함께 운동하고 저

녁식사 준비에 캠프파이어까지.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그 시간만큼

은 업무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사보팀에 감사합니다.”   유행복 부장

“여태껏 텐트에서만 즐긴 캠핑과 달리 카라반에서 처음 지내는 거라 

가족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미술 체험

을 하며 캠핑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

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습니다. 유 부장님과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만 그분의 가족과는 함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번 기회에 다 함께 만나게 되어 기분이 새롭더군요.”   박임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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