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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돕는
든든한 IT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없다면 봄의 따
뜻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긴 고난과 인고의 터널을 지나 맞이한 좋은 날, 봄의 기운을 받아
고객 여러분 모두 희망찬 발걸음으로 전진하시길 기원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HIS ADVANTAGE 봄호에서는 2018년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IoT(사물인터넷)과 AI(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의 본격화와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하는 공동 창조
패러다임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전문가 대담

데이터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이는 IT 업계에도 해당됩니다. 기업 고객들은 IT 벤더사 및 협력사와 협업하고 공동 개발에 참여
함으로써 비즈니스 혁신에 가속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산업간 경계가 불분명해지
는 지금, 기존의 비즈니스 사고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시장 개척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가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시대, 혁신과 직결되는 IT 인프라 역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히타치 밴타라의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자산으로 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IT 서비스 기업을 표방한

지난 9월 히타치 밴타라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IT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한 효성인포메이션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사업부 수장들이 밝히는 데이터와 IT 인프라 혁신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스템이 고객 여러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관심
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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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을 돌아볼 때 IT 인프라

원 할당 정도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대부분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

고객 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느꼈던

벤더 입장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백업 전략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 절

업계에서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다면요.

이었고, 실제 구축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과 클라우드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기이기도

특별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말씀이네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감의 결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새 기

했습니다. 사실 SDDC나 하이퍼컨버지드는

술로 인해 옛 기술은 필요 없어지고, 이는 인

박승규 수석 대기업과 금융사 중심으로 하이

권필주 수석 2017년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한 IT 환경에서 어떻게

김형석 팀장 고객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김형석 팀장 한해 다양한 업종의 400여 고

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더

퍼컨버지드가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였

기업의 핵심가치를 이끌어내는 데이터 기술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존 인프

객사를 접하곤 합니다. 작년에 가장 기억에

군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수작업을

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패러다임을 뜻

시대가 열린 해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

있습니다.

라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에도 주안점을 두고

남는 사례로 유명 이동통신사인 A사의 윈백

줄이고 비즈니스 체질을 개선해 4차 산업혁

하는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DDC)와

스토리지 업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부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이런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우리

명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사업에 집중할 수

관련된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

서에서는 단순 스토리지에서 벗어나 데이터

김형준 팀장 저희 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소들을 충족시켜줄 벤더와 솔루션을 찾을

나라도 지진이 잦아지면서 천재지변으로 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전략계획)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실

의 수명 관리 전반을 다루는 스마트한 스토리

분야에서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영상 데이

수밖에 없겠죠. 벤더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

한 시스템 장애를 걱정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

제 모 은행과 한 게임사는 올 초 ISP 이후 구체

지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에 대한 관심

터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두드

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의 제품과 솔루

습니다. 이 회사는 비즈니스 지속성을 유지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대한

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

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러졌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터널, 교량, 도시

션을 제공할 경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 위해 자동화된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GAD

강박관념을 가진 고객들이 많지 않나요.

철도, PSD,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물뿐만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Hitachi Global Active Device)와 스토리지,

현대화 또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라고 일컬어
지는 SDDC를 통해 더욱 빠르게 회사의 비즈

금융, 공공 분야에서는 이미 이미지, 문서 등

아니라 도시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백업 솔루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을 함께

김형석 팀장 CIO의 89%가 디지털 트랜스포

니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태로 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

박승규 수석 고객들은 현재의 과제뿐만 아니

도입한 경우에요. 시작은 GAD 소프트웨어였

메이션이 새로운 수준의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라고 봅니다.

장하고 있으며, 제조나 일반 산업군에서도 데

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될 것입니다.

라 미래까지 염두한 큰 그림을 원하고 있습니

지만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

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입증된

이터 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목적은 주민 서비스, 안전 및 복지의 향상이

다. 안전하고, 성능도 뛰어난 데다 관리가 쉬우

션을 적합하게 통합 제안하여 수주했던 사

모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

김동혁 팀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커

지요. 민간시장이라면 종업원의 안전일 것입

면서 비용까지 절감할 방법을 단순 제품이 아

례입니다.

지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수익을 확대하

포메이션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해였습니

졌습니다. 실제 제조공정에서 로그 데이터를

니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매

니라 솔루션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벤

다. 인프라 단에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신

NAS가 아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출 확대는 아직 요원한 일이지만 영상 분야

더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IT 인프라 자동화’라

거나, VTL이나 PTL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 백

는 그림을 그려냈죠. 그런데 시중에 출시된

업을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려는

인프라 관리 솔루션은 자동화라기보다는 자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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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권필주 수석 IT 효율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

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됐다는 것

가장 먼저 스토리지 효율화를 실행한 B제조

세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만은 사실입니다.

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의 제조공정 관리 전략 및 비용 효율적인

고객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은
기업 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부터
철저히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형석 / SA팀 팀장

김동혁 / 솔루션사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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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매출 확대는
아직 요원한 일이지만 영상 분야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준 / DATA사업팀 팀장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수작업을 줄이고
비즈니스 체질을 개선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팀장 플래시 스토리지는 지난해 도입기

권필주 수석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히타치가

를 거쳐 올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히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화 기술 기반의

타치 밴타라는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기

인프라 솔루션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개

위해 업그레이드 된 컨트롤러를 발표합니다.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박승규 수석 하이퍼컨버지드 시장은 지난해

김형준 팀장 AI(조류독감)와 구제역 피해가

대비 2~2.5배수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프로

늘면서 올해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과

젝트 수주를 가속하기 위해 파트너십에도 집

동물 이동을 추적하는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중할 계획입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위해 비

공항이나 정류장, 경찰서 등에서 본원적인 디

즈니스 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는 한 해이기

하겠습니다.

도 하고요.

김형준 팀장 HIS는 직판 영업조직이 강점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내 IT 인프라 시장 상황

지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기

과 예측, 그리고 고객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업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코시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

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확

사합니다.

권필주 / 솔루션사업팀 수석 컨설턴트

권필주 수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스토리지에

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스터

자체의 변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현업 부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관리 솔루션을

디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들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에 주력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완성
도 높은 솔루션을 위해 히타치 밴타라와의 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에 대한 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할 때 가장 극

기업 내 IT 인프라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종의 하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사고 프레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규모와 범위가 늘어나는데도 관리

리더가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구성원들의 요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프로세스에 변화가 없다면 ‘효율성 저하’라는

구에 초점을 맞추며, 구성원들이 가장 최상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히타치의

결과물을 얻도록 집중합니다. 구성원들의 개

고객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다 쉽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청과 독려하면서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프라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어 성능 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것인지’에 대해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방법이

슈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바

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제품을 설명하기

이스 정보를 수집하고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나 모두에게

보다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 얼마나 편해지고,

기본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방 차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 제시해야겠지요.

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툴이라고 자부합

다. 저희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은 이런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돕고자 합니다.

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지요.

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권필주 수석 가트너의 서번트 리더십 세션을

동반되지 않으면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

요.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기

이션은 요원하다는 말씀이지요?

필요한 IT 인프라 자동화는 사람의 작업 실수

술은 이미 존재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끝으로, 2018년 간단하게나마 시장을 예측

현재의 과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원하는 고객에게
단순 제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최소화하는 데

프로세스도 혁신도 쉽지 않다는 얘기로 시작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승규 / 솔루션사업팀 수석 컨설턴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타치는 제대로 방향

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채찍질하

김동혁 팀장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해보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인프라부터 철저히 활용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션의 기본은 작업할 때의 리스크를 줄이고 효

08

우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와 사람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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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제대로 읽는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정의부터 구축까지

Transformation

+

데이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이하 SDDC)다.
컴퓨트,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등을 데이터센터의 모든 IT 자원이 가상화되어 서비스 되고,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자동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Focus 11
비즈니스를 제대로 읽는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정의부터 구축까지

Infographic 16
요즘 대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의 민첩성 강화 위한 인프라 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Case StudyⅠ 18
한국대표 패션기업 세정그룹의 IT 인프라 개선 비결
- 히타치 올플래시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구축

Case StudyⅡ 22
환자를 우선하는 창원파티마병원의 선택
- 히타치 VSP G600 & 라이브 프로텍터(Live Protector) 도입

Tech Guide 26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든든한 백업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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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
SDDC는 서버가상화 인프라다?

SDDC는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SDDC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SDDC는 하드웨어에 종속된 IT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의

비즈니스 유연성이 높고 비용절감 효과가 큰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SDDC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SDDC를 위해 필요한 가상화

SDDC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일부에서 SDDC를 서버 가상화를 위한 인프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

데이터센터 현대화 방법이다. IT 인프라에 대한 자원

는데, SDDC는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자원을 소프트웨어를

컨버지드는 안정적인 외장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것

이 있는 모든 영역의 장애 상황을 단일 화면을 통해 분석하고 조치할

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 성과는 높일

기반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플랫폼이다. 서버 가상

으로, 안전성과 성능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나아가 전체 리소스 사용량에 대한 플래닝

수 있는 SDDC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화는 이런 SDDC 중 한 개의 요소다.

다. 하이퍼컨버지드는 랙 서버에 많은 수의 내장 디스크를 탑재해, 랙

(Planning)까지 가능하다.

환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미니
Q&A

SDDC의 장애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데이터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영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전
체 영역의 연관성을 파악해 분석해야 한다. SDDC 환경에서는 연관성

서버 형태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화 클러스터로 묶어서 리소스 풀을 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IT 인프라 간소화를 위한 발전 형태로 가상

성할 수 있다. 포인트 솔루션이 구동되는 업무에는 스토리지 같은 대

화, 소프트웨어정의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염두해야 한다. 서비스

용량의 디스크 장비 대신 하이퍼컨버지드 장비를 도입하면 된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
고객 요구에 따라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으로 무중단 서

형태로 구현되는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전반에 걸쳐 관리 업무를 간소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액티브-스탠바

화하고,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고객은 Hitachi UCP HC와 Hitachi UCP RS를 통해 하이퍼컨버지드

이(Active-Standby) 형태도 구축할 수 있다. 동일한 스펙과 수량의 하

점이 있다. 소프트웨어정의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에 네트워크 기능을 간단히 추가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드웨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플랫폼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DDC가 기

필요한 모든 자원과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데이터센터를

데이터 복구가 가상머신 단위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정의 플랫폼은 물리적인 플랫폼

완성할 수 있다.

방식보다 유연하게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과 가상화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가상화는 필수다.

그림 SDDC를 위한 HIS의 UCP 포트폴리오

미니
Q&A

Hitachi UCP(Unified Compute Platform)
가상화와 플랫폼의 개념을 구분해달라.
SDDC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플랫폼이고 가상화는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면 된다.

유연한

간단한

Converged
Infrastructure

Hyperconverged

민첩한
Rack Scale

SDDC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한 '10년 후 대한민국' 시리즈를 보면 지난 10년간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바뀌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변화된 생산과 소비 구조

UCP CI

UCP HC

UCP RS

컨버지드 인프라

하이퍼컨버지드

Full SDDC

의 중심에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이 있다. 빠른 대응력
이 전략이 되는 시대, 하드웨어 기반 IT 인프라 구축 기조를 유지한다
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따라갈 수 없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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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C와 기존 데이터센터는
통합 관리할 수 없다?

SDDC, 시작이 어렵다!

하이퍼컨버지드 환경이 되면 통합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가 중요해지는

시작하라!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IT 인프라 구축이나 증설을

데, 실제 이를 구현한 솔루션도 있다. Hitachi UCP Advisor가 그것이다.

위해 기존에는 5년 후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매와 예

Check
Point ;

확장 가능한 성능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고객 응대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수준을 높

기업의 데이터는 기본적인 보호를 기반으로

여 매출 창출의 기회를 극대화하라.

VM, 호스트, 디스크, 스위치, 랙 다운 등으로

체크포인트 연속성을 제공하면서도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라.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로부터 보호되어
야 하며, 언제라도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 편성이 어려웠다.

체크포인트 지속적인 데이터 액세스와

100점 만점에 100점!

UCP Advisor는 자동화된 수명주기 관리, 상태 경보, 모니터링으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물리 환경과 가상 환경의 프로비저닝 자

하지만 SDDC를 위한 하이퍼컨버지드는 불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을 줄

동화로 배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일 수 있다. 최적의 비용으로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용

하는 Hitachi UCP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

량 증설이 가능하며 상면 공간의 절감과 간편한 연결 구성은 덤이다. 스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케일 아웃(Scale-out) 방식의 무중단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도입 위한
7가지 체크포인트

미니
Q&A

CPU, 메모리, 스토리지, 캐시 등 기업의 애플
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바

체크포인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션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택하라.

사용되는 툴의 개수를 확 줄이고

관리 통합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로

을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툴을 사용할 필요

기존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들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가?
SDDC는 기존 IT 인프라와 신규 가상화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 운영 중이라면,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에서

Bimodal IT를 지원한다. 기존 네트워크 장비는 관리 플랫폼을 통합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클라우드 관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리 플랫폼을 변경하지 않고 인프라만 변경해 구성하는 경우, 즉각적으

체크포인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뿐 아니

로 Hitachi UCP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라 클릭 한 번만으로 권한 설정, 통합 정책 기

까지 변경하고자 하면 IT 환경 분석을 해야 한다.

반 워크플로우 관리가 가능한 툴을 찾아보라.

이동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복제거와 압축 기술은 가용 용량 극대화와
총소유비용(TCO) 절감에 중요한 요인이다.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에 대해 통합 관리 툴

SDDC 솔루션으로 전환해 사용하려면?

가 없다. 단 하나의 툴로도 가상 머신 권한 설
정, 상태 분석, 워크플로우 조정, 상태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

체크포인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데이터 효율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
택하라. 리소스 오버프로비저닝의 문제를 제
거해주는 QoS를 통한 정책 기반 관리가 가
능해진다.

단순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무가 줄어들 것 같다.

배치의 용이성
배치 속도는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의 이점을

SDDC를 적용해 사용 중인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나.

체 인프라 구축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 면에서 효과를 보았다.

SDDC 기술은 성능과 자동화를 향상시키고,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

싶은가? 그렇다면 속도와 효율성을

국내에서는 인천 U-city와 제주신화월드 사례가 있다. 구축 시간과 전

데이터 스토리지 효율성 향상

소요되는가? IT 운영 관리에

SDDC를 도입하면 타 벤더사의

에서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퍼컨버지드 시스템과 통합하라.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현재 운영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데이터센터 현대화를 통해 운영 파트의 엔지니어들은 단순 반복 업무

타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SDDC 요소를 하이

배치하는 데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보장하는 히타치 밴타라의

SDDC 도입 시 기존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사람 또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운

르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항에 부합하는 유연성과 광범위한 구성 옵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미니
Q&A

유연한 구성(Configuration)

기술 연속성
기존 VMware 환경과 간편한 통합은 인프라

빠르게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하이퍼컨
버지드 클러스터의 배치와 관리에는 어떤 전
문적인 스토리지 관련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사일로(Silo)가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크포인트 시스템 구현이 완료되면,
체크포인트 가상화 데이터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VMware 관리 툴의 활용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라. VMware와의 심도 깊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가용량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하고, 클러스터 전체에 걸쳐 자동 로
드 밸런싱이 가능해야 한다.

은 통합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툴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 학습할 필요도 없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s://talkit.tv,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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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op Advantage of a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www.Hitachivantara.com,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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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의 민첩성 강화 위한 인프라 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세대 인프라의 핵심: 간소화
전통적인 IT 환경에서는 ‘사용 편의성’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소화된 배치,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이 차별화된 인프라 솔루션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3.4%

일반 IT 담당자와 전문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 출처: 451 Research, Voice of the Enterprise: Storage Q2 2016

기타

인프라 환경의 다양성은 유지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클라우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업무량, 향후 2년 내 62.5%에서 67.4%로 증가 전망

현재

2년 이내

SaaS

15.0%

15.3%

IaaS/Public Cloud

14.4%

15.2%

Hosted Private Cloud

14.7%

16.7%

On-premise Private Cloud

18.4%

Off-Premise Non-Cloud

12.9%

On-Premise Non-Cloud

24.6%

담당자

전문가

40.5%

전문가 비율(%)

13.3%

1~249

19

개발자 및
애플리케이션 중심

250~999

33

1,000~9,999

60

10,000 이상

70

직원 규모(명)

20.2%

42.8%

12.0%
20.6%

향후 전망
IT 조직 트랜스포메이션, 경쟁력 유지의 필수 요건

생산 레벨 배치 시 주로 고려되는 ‘확장성’과 더불어, ‘빅데이터’와 ‘분석’이 미래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은 통찰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솔루션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하는 트렌드
변화
컨테이너(Container) 기술의 지속적인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도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가상머신 대비

리소스 제공, 관리 및 유지보수 간소화 덕분에

향상된 리소스 공유와 효율성,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기종 플랫폼 간의 신속한 배치

세계에서 핵심은 시스템의 크기가 아니라

(Batch)가 핵심 동력이다.

민첩성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
VDI & 모빌리티 관리
시스템 관리 & 통합
데이터 분석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애플리케이션
기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 출처: 451 Research, Voice of the Enterprise: Storage Q2 2016 (n=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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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출 2조 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한 세정의 혁신에 ‘브레이크’는 없다. 패션 및 유통 사
업을 필두로 건설과 인테리어, IT 비즈니스 등 관계사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생활문화 기
업’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 세정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설계한 야심 찬 포부다. 이의 일환으로
설립연도
1974년
업종
패션
프로젝트명
세정그룹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2014년 폭넓은 연령층이 원스톱 멀티 쇼핑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패션 전문점 ‘WELLMADE
(웰메이드)’를 런칭했고, 2016년에는 라이프스타일 O2O 쇼핑몰 플랫폼 ‘the hook(더훅)’을 구
축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탄탄한 IT 인프라 덕분이다. 2017년에는
급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다변화된 유통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및 재해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해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 보다 진일보된 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하이브리드 환경이 답이다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G600 1대, G400 1대, G200 1대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

세정그룹 인프라 개선 작업의 출발점은 2016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대대적으로 스
토리지와 서버 등을 도입하면서 통합 DB 환경을 구현했지만 가파른 비즈니스 성장 속도를 받쳐
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례로 월말 월초에 진행되는 ERP 결산 업무가 진행될 때는 전국에 산재

도입 효과
· 기존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업무 장애 개선
· ERP 결산 속도 60% 향상
· POS 작업 환경 개선 → 영업 및 고객관리 가능
· 데이터 센터의 상면 사용률 감소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가상화 기반 스토리지 관리 향상
· DB 데이터 이관 성공
· 서비스 무중단 가능한 재해복구 환경 구축

한 1,500여 매장에서 POS 단말 장치의 속도 저하를 이유로 불만이 고조됐다. 세정그룹의 IT 인
프라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는 세정I&C SM2팀 강동희 팀장은 “결산 작업이 집중되는 이 기간 중
에는 서버 시스템의 CPU 사용률이 100%로 꽉 차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필요한 작업 프로세스를 일일이 찾아 중단 버튼을 눌러줘야 했다.”며 당시를 회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잦아진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1년 365일 영업하
는 브랜드 매장을 위해서라도 ‘중단 없는 IT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불가피하게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경우 이를 무중단으로 복구할 수 있는 원격 재해복구 환
경을 진지하게 고려한 이유다.

인프라 개선 및 원거리 재해복구센터 구축의 중심엔 스토리지 장비가 있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대신 속도 향상에 탁월하다는 ‘올플래시’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세정그룹의

한국대표 패션기업 세정그룹의
IT 인프라 개선 비결
히타치 올플래시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구축
업무 환경 대폭 개선·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모든 데이터를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담을 수는 없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했다. 결국 업
무별 특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올플래시와 HDD 스토리지를 혼합해 도입하고, 두 개의 스토리지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한 곳의 원격지 스토리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히타치 장비로 최적의 IT 운영 및 백업 체계 수립
2017년 1~2월 제안설명회와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제품을 공급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이 인프라 장비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낙점을
받았다. 여러 스토리지 벤더 중 HIS는 플래시 가속화 기능이 내장된 올플래시 스토리지와 하이
브리드 스토리지를 제안했다. 특히 히타치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자체 개발한 FMD(Flash

급변하는 패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유통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이 있다.

Module Drive)를 탑재해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일관된 고성능을 보장하고, 가상화 기술로 관리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는 세정그룹 얘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업종 고객들에게 인정받아온 솔루션이다. HIS는 IT 투자 비용

세정그룹은 남성 정장 및 캐주얼, 여성복, 스포츠 및 패션 주얼리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을 절감하면서도 최적의 스토리지 운영 및 백업 체계를 수립하는 파트너로 손색이 없었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대표 브랜드들의 글로벌화, 신규 사업 전개 등 연이은 도전을 통해

30여 년 이상 1,500여 중대형 사이트에서의 스토리지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HIS에 대한

성장의 발판을 다져왔다.

믿음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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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본격적으로 시스템 설치가 시작됐다. HIS의 제안대로 고성능 I/O를 요구하는 ERP,

ERP 결산업무 속도 향상

IT 인프라 개선 효과

DW, POS, 통합DB 시스템 등 메인 업무의 데이터는 히타치 VSP G600(Hitachi Virtual Storage

이전

Platform G600)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구성했다. 메일, 가상화, 개발, 파일서버 등 일반 업무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인 VSP G400 스토리지로 묶었다. 특히 다이내믹 티어링 기능을

ERP 결산 업무 속도가 41분에서 18분으로 60% 이상 향상됐으며, 결산 작업과 함께 시작됐던

100%

CPU 사용량

POS 시스템의 속도 저하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현업에서 경영 지표 획득을 위해 수행하는 대용

30%

통해 사용빈도가 낮은 데이터는 HDD로 이동시키고, 사용빈도 및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고성

량 조회 작업 역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고, 판매현황 분석과 마케팅, CRM(고객

41분

정산 작업

능의 플래시 어레이에 저장해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 후 달라진 점은 매달 진행되는 결산 업무가 한결 순조로워졌다는 점이다.

현재

관계관리) 등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DW(데이터웨어 하우스) 시간도 5.3시간에서 2시간으로

18분

60% 향상됐다.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여주의 물류센터에 설치할 DR(재해복구) 스토리지로는 VSP G200

대용량 조회

가 결정됐다. 여기에 원격지에서 실시간 복제를 수행하는 재해복구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H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을 탑재해 대량의 I/O가 발생해도 운영 시스템의 성능 저하
없이 백업 데이터의 정합성을 100% 보장하면서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DW 작업

20분
3분

고객의 아름다운 삶과 문화를 창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정그룹. 새로 마련한 IT 인프라

도 큰 성과였다. 이로써 세정은 N대 1(Multi-Source One-Target) 복제의 실시간 백업 구성을 통
DB 백업

해 지진 등의 재해나 시스템 장애에 비용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 다변화되는 유통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유통그룹'으로 비약하는 도약

5.3시간
2시간

대이길 기대해본다.
7시간

3시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데이터 이관 작업에서 HIS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기존 시스
템의 파일 및 메타 정보를 분석하고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데이터 이관 테스트를 진행
하며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며 완벽한 데이터 이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정 무렵부
터 다음날 5~6시까지 15TB 정도의 DB 데이터가 완벽하게 새로운 스토리지로 이관됐다. 그 외
업무용 데이터의 경우 시스템 무중단 환경에서 새로운 장비로 안착할 수 있었다.

Q.
A.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안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요.
세정그룹에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는 점이지요. 이 때문에 세세하게 업무의 특성과 현업의 요구 사항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결과
적으로 속도 향상을 위해 메인 업무에는 올플래시 기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
은 업무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지요. 비용 대비 최적화된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세정그룹의 스토리지 인프라 환경
운영센터(부산)
일반업무
개발

메일

파일

메인업무
가상화

ERP

DW

EIP

DB

SJ_SAN_A_1
ISL

SJ_SAN_B_2

SJ_SAN_B_1

SJ_SAN_A_2
FCIP BR7800

대용량 포트, 캐시
(16Port, 128GB)

대용량 포트, 캐시,
추가 용량(24Port,
256GB, Flash 33TB)

계층화-Tiering
(HDT)
일반 운영

새로 구축한 재해복구 센터의 거리가 상당한데요, 구축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재해복구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IT 인프라의 주요 요건 중 하나라

원격지 DR(재해복구)센터
구축 과제 ‘완벽 해결’

고 할 수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경주와 울산 등지의 지진의 영향이 컸지요. 서울과

강동희 / 세정I&C SM2팀 팀장

을 때 대량의 I/O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며 복제

광주 등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부산 본사에서 400km 떨어진 여주에 재해복구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HIS가 제안한 재해복구 소프트웨어(Universal Replicator)는 수원에서 미국 뉴저지
까지 수만 km의 최장거리에서도 실시간 복제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났
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AN

FCIP BR7800

전송효율 개선
(HW 기반 압축)

메인 운영
(Data, Redo)

메인 & 일반 백업
(Arc, Backup)

Q.
A.

DR센터(여주)

대용량 캐시
(8Port, 64GB)

메인 &
일반복제

Q.
A.

인프라 재구축 후 개선된 점은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 업무 장애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

적인 영업 및 고객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IT 인프라는 말 그대로 세정그룹이 패션전문기업
에서 유통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입니다. 5~7년 뒤까

실시간 복제
(UR)

지 내다보고 인프라를 설계·구축한 HIS의 담당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올플래시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

Hitachi VSP G400

Hitachi VSP G600

Hitachi VSP G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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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우선하는
창원파티마병원의 선택
히타치 VSP G600 & 라이브 프로텍터(Live Protector) 도입
장애 대비 완벽한 이중화 IT 환경 마련, 의료 서비스 향상

1)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병
원 진료 지원 업무 중 의료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
으로, 의료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며 환자
의 대기 시간 단축 등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기관에
서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각종 진료 지원부서
에 전달하는 시스템. 처방 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환자를 진단할 때 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진료 및 처
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창원파티마병원은 소아과, 산부인과, 임상
병리과, 방사선과 등 4개 진료과의 마산파티마병원으로 1969년 9월 출발 이후 창원시의 의료종합
시설 유치 계획에 따라 2002년 1월 창원파티마병원으로 확장, 개원한 바 있다.

3)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병상, 90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1,000여 명의 직원이 외래인원 58만 명, 재원연인원 15만 명을 진료하

업종
병원
프로젝트명
창원파티마병원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System): 의학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저장 전송 및 검
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적용 솔루션 			

으로, PC와 모니터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Hitachi VSP G600 올플래시 스토리지 2대
Hitachi VSP G400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1대
GAD(Global Active Device)
Live Protector

PACS 전용 고해상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 정직한 진료를 기반으로 신뢰를 얻으며 발전을 거듭해 2018년 현재, 22개 진료과, 450개의

설립연도
1969년

도입 효과
· 스토리지 액티브-액티브 구현으로
의료 서비스 안정화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가능한
재해복구 환경 구축
·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가능한 백업 환경 마련
· 가상화 기반의 스토리지와 백업 관리
용이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DB 데이터 이관 성공

고 있다. 내과는 8개 분과별로 세부 전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에는 7명의 응급의학
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원 대표 병원의 승승장구 비결은?
창원파티마병원은 창원 대표 병원답게 남부럽지 않은 IT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도 유명하다. 내원
한 환자의 등록부터 진료, 수납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 관리, 활용하고 있으며,
병원의 모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1),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2),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3) 등 진료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의료정보 데이터와 원가 등 병원 경영에
요구되는 경영정보 데이터가 모두 하나의 DB에서 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자동
화해 온 창원파티마병원에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늘 풀어야 하는 과제였
다. 시스템이 중단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이미지 하락과 재정적인 손실
이 불가피하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365일 24시간 무중단 의료정보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기 기존의 인프라 장비로는 무리였다.

2017년 초 노후화된 서버와 스토리지, DBMS, 백업시스템의 교체 및 이중화 구축, 데이터 이관으
로 이어지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다. 창원파티마병원 정보지원과의 이학송 팀장
은 “병원의 모든 업무가 IT로 묶이다 보니 장애가 발생하면 환자의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가동하는 IT 환경을
구축하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100% 장애 대비 가능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목표
창원파티마병원이 2017년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장애에 대비한 IT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이 점이 100% 반영됐다. 물론 의료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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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시스템의 특성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었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후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에 100%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

창원파티마병원의 모바일 환자 확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중화 체계를 제시하고 신속한 데이

발생시에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정보 서비스 안정

터 백업 및 복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벤더여야 했다. 백업시스템을 단순히 데이터 보관 기능으로

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스토리지에 장애가 났을 경우 장시간의 다운타임을 감수해야 했던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업체들의 제안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기존의 환경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성과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여러 벤더 중 창원파티마병원의 인프라 설계와 구축의 주요 파트너로 효성인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서버와 스토리지 장애 이벤트 감지 역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보할

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이 선정됐다. HIS가 제안한 히타치(Hitachi)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안정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 역시 향상됐다. 라이브 프로텍터를 통해 DB 데이터와 가상화,

성뿐만 아니라, 스토리지간 완벽한 액티브-액티브 기능을 구현해 무중단 IT 환경을 구현할 수 있

EMR, PACS 이미지, VMware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게 됐으며, 1차/2차 백업 환경이

는 GAD(Global Active Device) 기능이 매력적이었다.

불필요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 중 하나다.

‘GAD’는 2대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가상 시리얼 번호로 통합해 동일한 하나의 스토리지로 인식을 한

신속한 의료정보 처리 또한 가능해졌다. SQL 응답속도가 평균 2ms(밀리세컨드)에서 0.4ms로 5

다. 따라서 2대의 스토리지 간 볼륨 미러링을 구성해 한 대의 스토리지 볼륨처럼 관리하며, 스토리지

배 개선됐으며, CPU 사용량 역시 30~80% 수준에서 4~7%로 7~10배 개선되어 향후에 약 4배의

간 자유로운 무중단 볼륨 이동이 가능하다. 하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관리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학송 팀장은 “처음 DR센
터를 구축한 2009년만 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기능을 GAD가 구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진료 환경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창원파티마병원이 신속

시스템 장애 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하고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창원대표병원’으로 계속 승승장
구하길 기대한다.

Live Protector 도입, 병원의 재산 ‘데이터 보호’ 환경 마련
창원파티마병원은 이중화된 DR 환경 구축에 이어 병원 운영의 근간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히타
치 ‘라이브 프로텍터(Live Protector)’를 도입했다.
Q.
A.

라이브 프로텍터는 백업 데이터의 복구뿐만 아니라 그 활용에도 초점을 맞춰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의 IT 환경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프라입니다. 빠른 응답 성능과 안정성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IT 성능 튜닝과 장애 처리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4년 전 구

를 지원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다. 스토리지 리소스만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하므로 운영 서버

축한 IT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교체 시기가 다가와 2017년 인프라 재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장비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백업 이미지를 개발, 조회 및

게 됐지요.

테스트 서버로 마운트해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폼팩터 내 고성능 NAS 모듈이 장착된 ‘히타치 VSP G400’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추가

Q.
A.

로 지원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해상도의 대용량 의료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해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IT 시스템을 정상으로 회복시

이 열린 것이다. 특히 스토리지와 백업 솔루션을 동일한 화면에서 운영하게 되어 관리가 편리하게 됐

완벽한 무중단
IT 인프라 환경 마련

다. IT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학송 / 창원파티마병원 정보지원과 팀장

데이터센터 내 전력, 냉각, 공간 소모를 줄여 운영 비용까지 절감하게 됐다. 데이터 보호라는 기본 기
능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EMR, PACS 등 데이터의 분석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쓴 부분은요.
병원의 모든 업무를 IT 환경에서 구현하다 보니 서버나 스토리지 장애가 가장 문제

킬 수 있도록 이중화, 삼중화된 IT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지요. 2009년에 처
음으로 DR 센터를 구축했는데 장애 대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스토리지와 GAD를 도입하면서 인프라를 이중화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인프라의 재구축 과정에서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의 경우 장애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Q.
A.

인프라 개선 사업의 주요 관리 범위를 DB 안정화에 둘 수 있었다. 30여 년 넘게 국내 1,700여 곳

고 생각해요. 일종의 보험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라이브 프로텍터는 데이터 보호와 함께 인프

에서 쌓은 HIS의 인프라 설계 및 스토리지 구축 경험과 기술력이 빛을 발했다.

라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용까지 감안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도입했습니다. 넉넉하지 않

스토리지와 함께 백업 소프트웨어를 함께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스토리지 단에서 완벽한 장애 대응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

은 인력으로 병원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토리지와 백업 솔루션을 동

DB 응답속도 4배 개선 등 시스템 속도 향상

일한 포인트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창원파티마병원이 GAD를 탑재한 2대의 히타치 VSP G600 스토리지와 라이브 프로텍터 구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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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 항상 옳은가
기업 내 차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도기적인 워크로드, 테스트, 개발 등의 임시 공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특정 기간·용량·용도 등을 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솔루션이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마냥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온프레미스(On-premise) 형태의 인프라 시스템을 이
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많은 IT운영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
스템을 이용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데이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든든한 백업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Writer 권필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솔루션사업팀 수석 컨설턴트

터가 기업 외부에 존재한다는 불안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드는 외부 회선 비용,
기존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옮겨야 하는 이전 비용, 컴플라이언스 요건 등의 문
제에 추가로 직면하게 된다.

물리적 자원의 관리 및 소유권을 제거하여 운영부담감을 없애고, 자원을 원하는 만큼 쉽고 빠르
게 배포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은 IT 운영자들에게 확실히 매력적인 옵션이기는 하
지만,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성격, 시스템 환경, 기업 정책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시스템
이제 IT 조직은 업무 성격, 워크로드, 데이터 관리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프
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적합한 솔루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히타치 밴타
라의 Hitachi Content Platform(이하 HCP)은 안전한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
지로써, 콘텐츠 배포 및 이동성, 백업, 아카이빙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대규모 확장 가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하여 설계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문서, 파일, 이미지 및 비디
오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해시 코드
(Hash Code) 기반의 고유한 ID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파일이 진본임을 입증할 수 있고, 데이터가
손상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복구해주며, WORM(Write Once Read Many)이나 암호화 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불
안감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파도와 함께 IT 업계에는 클라우드 시대가 활짝 열렸다. 시장조사기관

On-Premise HCP를 구성한 시스템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장점을 가져올 수

인 IDG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미 IT 인프라 시스템의 45% 이상이 클라우드로 시스템 환경을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약 5,000TB 용량을 5년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On-Premise

전환했으며, 그 중 약 23%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15%는 퍼블릭 클라우드, 7%는 하이브리드 클라우

HCP의 운영 비용과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On-Premise HCP를 운영한

드를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총 비용이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대비 61% 가량 저렴하다.

즉, 클라우드는 더 이상 IT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검증된 공통 인프라 시스템인 것이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유지보수, 지원, 관리, 운영, 센터 내 상면·전력·쿨링에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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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몇 년에 걸쳐 누적되는 비싼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과 네트워크 회선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금액이다.

Storage

백업 시스템으로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완전한 데이터 보호

그림 1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On-Premise HCP 구성을 통한 TCO 절감
Maintenance/Support

Network fees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에서도 데이터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HCP가 제공하는 강력한
WORM 기능은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무작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저장된

Admin/Ops

데이터의 손상을 체크하고 복구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한다. WORM 모드

Power/Cooling/Space

그렇다면 백업 시스템으로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어떨까? 클라우드 시스템이 대중화됨

800달러

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저장소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랜섬웨어 공격에도 영

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전통적인 백업 시스템도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700달러

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수십년 간 검증된 히타치의 고성능 RAID 보호 기술뿐 아니라 비용 효율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600달러

적인 이레이저 코드(Erasure Code) 보호 기술은 기업의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고, 컴플라이언

500달러

스 요건을 수용할 수 있다.

400달러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백업 어플라이언스, VTL, PTL, 블록 및 NAS 스토리지 등의 옵션
중에 몇 가지를 조합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백업 어플라이언스와 VTL은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RTO 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에 제
한이 있을 수 있다. 블록 및 NAS 스토리지에도 비슷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PTL은 가장 저렴
한 저장장치이지만, 비효율적이고 RTO가 매우 느리며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높다. 또한 데이

300달러
200달러

물론 베리타스(Veritas), 컴볼트(Commvault)와 같은 주요 백업 솔루션을 포함해, 아마존 S3와

100달러

연동되는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이미 업계에 검증된 강력한 백업 솔루션

0달러
퍼블릭 클라우드

On-Premise HCP

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결합하여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백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출처 : Enterprise Strategy Group, 2017

기존 백업 인프라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인프라만이 제공하는

터를 제 때에 복구할 수 없거나, 테이프가 손상되거나 잘못 배치되는 경우, 데이터를 덮어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테이프에 장기간 또는 영구 보존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이나 소송과 관련
된 데이터가 있는 기업에게 미디어 마이그레이션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이는 데이터
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 드라이브, 테이프 라이브러
리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새로운 테이프 드라이브에서 더 이상

그림 2 HCP를 통한 클라우드 백업

활용사례 1 : Disk to Disk to Cloud

활용사례 2 : Direct to Cloud

지원되지 않는 오래된 미디어를 새로운 미디어로 옮기는 미디어 마이그레이션은 비용이 많
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백업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에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기업
마다 데이터를 직접 제어해야 하는 니즈도 존재하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 때문에 퍼

· 2차 테이프 백업 장비를 대체하여, HCP 클라우드 백업

· 1차 백업 저장장치로 HCP 다이렉트 클라우드 백업

· 기본 제공하는 HCP 복제 기능을 통해 DR 센터로 소산

· HCP의 높은 확장성과 다양한 데이터 보호 기능 및
하드웨어 안정성을 통해 별도 2차 백업 장치 제거

· 테이프 백업 대비 RTO, RPO 개선
· 테이프 백업 대비 성능, 안정성, 가용성 증대

블릭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이터 복구의 경우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신속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검색 및 복구 성능을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네트워크를 추가 구매
해야만 한다.
마스터 서버

마스터 서버

미디어 서버

미디어 서버

HCP는 클라우드 백업 저장장치로, 기존 백업 저장장치와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대
체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최적화된 HCP는 기업별로 성능 및 확장 요구 사
항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백업 환경을 구축하여 백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Array or VTL

HCP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800PB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백업 인프라스트럭처로, 완벽한
유연성을 지원하며, 데이터 제어, 암호화 및 무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프라를 비용효율적
으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노드와 액세스 노드를 분리하여 성능과 용량을

DR 센터 복제

DR 센터 복제

Replicate(기본 제공)

Replicate(기본 제공)

서로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성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백업 요구 사항에 맞게 확장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에 예측 가능한 예상 RTO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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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라!
2018 주요 IT 트렌드
히타치 밴타라, 아태지역의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예측

히타치 밴타라가 예측한 2018년 IT 트렌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 핵심적인 IT 전략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히타치 밴타라 CTO
휴 요시다와 아태지역 CTO 러셀 스킹슬리가 예측한 2018년 아태지역
기술 시장의 10대 주요 트렌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Writer 휴 요시다 / 히타치 밴타라 CTO, 러셀 스킹슬리 / 히타치 밴타라 APAC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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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플랫폼 도입 증가

분석 및 인공지능

애자일(Agile) 방법론의 전사적 사용 확대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기술 확산

IoT 솔루션은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디

2018년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ROI 향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분석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달성하기

컨테이너(Container)는 운영체제(OS) 등 전체 기기를 추상화하는 가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모든 사업 및 시장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ID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위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협업하는 과정이다. 이에 IT 조직은 민첩하

상 머신(VM)의 차세대 가상화 기술로, 애플리케이션과 이에 필요한

에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IT 부서는 비즈니스 니즈에 중점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3은 2017년 말까지 정보 기반

고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인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대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들은 민첩성 및 효율성 개선을 기반으

을 두고 현업 부서와 IoT 프로젝트의 범위를 긴밀하게 협업 및 규정해

제품 부문이 나머지 다른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대비 약 2배에 해

표적으로 히타치 밴타라는 CIO의 주도 하에 지난 2년간 애자일 방법

로 시장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해 새로운 애

야 한다.

당하는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을 적용해 자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

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고 이를 개발하고 있다.

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IoT 솔루션을 구축해 진정한 가치를 얻으려면 올바른 기본 아키텍처가 필

“AI는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히타치는 AI와 인간의 협력이 사회에 실

“컨테이너 기술은 각 컨테이너마다 전용 OS를 갖출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

요하고, 운영 프로세스의 적절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화에 대한 올바른

질적인 혜택을 안겨 줄 것이라고 믿는다. 히타치 밴타라는 PDI(Pentaho

“민첩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일

감해 준다. 히타치 밴타라는 자사의 IoT 플랫폼인 루마다를 컨테이너 및 마

이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IoT 플랫폼과 경험이 풍부한 서비스 제

Data Integration)와 같은 데이터 통합 툴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 및

관된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과 공동의

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펜타호 워커 노드(Worker Nodes),

공 업체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엔지니어들이 머신러닝과 AI를 결합한 머신 인텔리전스(Machine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 2018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소프

HCI 및 HID(Hitachi Infrastructure Director) 등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컨테

- 휴 요시다

Intelligence)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애자일 및 데브옵스(DevOps)로 이동하면서 애자일

이너로 이동시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2018년

- 러셀 스킹슬리

방법론이 전사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에도 지속될 것이다.”

- 휴 요시다

- 휴 요시다

2

4

6

8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스마트한 진화

영상 분석 솔루션 도입 증가

데이터 거버넌스 2.0

블록체인 프로젝트 성장

2017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착수한 기업들이 처음 당면한

영상 콘텐츠 분석은 공공 안전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이

2018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와 관련한 새로운 과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암

문제는 데이터 접근 능력이었다. 중복 데이터나 오래된 데이터와 같

트,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3의 눈(Third Eye)’ 역할을 수행할

제들이 등장하고, 조직들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호화폐(Cryptocurrency)의 사용이다.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

이 고립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

것이다. 알고리즘은 스마트폰 GPS 및 소셜 미디어 피드와 같은 다른

가장 큰 과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이는 유

렸던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화폐로 인식되어 2017년에 더 많이 퍼졌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일로(Silo)화 된 방대한 양의 정형 및 비

IoT와 결합해 시공간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을 자동으로 인식·판단한

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

다. 따라서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구

정형 데이터에서 콘텐츠를 검색하고 읽을 수 있으며, 정제·포맷화·

다. 또한 유통, 헬스케어, 자동차, 제조,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등 폭넓

인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위험성 또한 높

축하는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금융

인덱싱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

은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이 증가한다. 이는 내부 규제 기능, 고객 문

고 있다.

서, 규제 보고서와 같은 일상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사용된다.
“유통업체들은 영상을 활용해 고객의 이동 패턴과 머무르는 시간을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처리에 기반을 둔 과거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달리,

“HCI(Hitachi Content Intelligence)는 사일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

분석하고 제품 및 영업 인력을 배치해 판매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상

앞으로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2018년에는 블록체인 원장을 통한 은행 간 자금 이체가 확대되고, 다른

고 워크플로우에 공급해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IT 환경

분석은 분석 편의성, ROI,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 확보 측면에서 보다

GDPR 위반 시 72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분야에서도 헬스케어, 정부, 식품 안전, 위조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확인과

전반에 표준화되고 일관된 엔터프라이즈 검색 프로세스를 생성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응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 이는 데이터가 여러 애플리케이션 사일로에

스마트 계약이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산재되어있는 데이터 사일로 및 다양한 구조의

- 휴 요시다

분산되어 있거나 모바일 기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 휴 요시다

데이터를 연결 및 통합하고,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분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2018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콘

류·정제·범주화할 수 있다.”

텐츠 인텔리전스 툴을 탑재하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이다.”

- 러셀 스킹슬리

- 러셀 스킹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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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빅데이터·IoT 시스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9

10

생체인증 전환 가속화

공동 가치 창출

Writer 브래드 슈락 / 히타치 밴타라 최고 제품 및 전략 책임자

2017년의 불확실성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
다.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업은 늘 ‘만약’이라는 시나리오
에 대비해야 한다. IT와 OT 시스템 내에 유연성과 민첩성을 확보
하는 것도 대비책 중 하나다. 또 다른 혼돈과 불확실성의 해가 될
2018년이 빅데이터와 IoT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비밀번호, ATM 카드, PIN 번호와 같이 개인 신원을 나타내는 프록시

가치 창출이 생산자 중심의 솔루션에서 공동 생산 패러다임으로 전환

가 이중 인증된 경우에도 해킹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요구

하게 할 것이다. 기존의 비즈니스 사고 방식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비밀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생체인증(Biometric

가치를 결정하고, 소비자는 솔루션 및 가치 창출 과정에 수동적으로

Authentication)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관여하고 있었다. 히타치는 수많은 고객과 협력해 왔으며, 공동 개발

출처 Hitachi Vantara Predicts How Big Data and IoT Systems
Will Evolve in 2018, www.linkedin.com, 2017년 12월

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 2018년 더욱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 공급업체와 금융회사들이 실제 사용자를 대표하는 생

센서들과 여러 시스템이 생성해 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무수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선별이 핵심

체인증을 활용해 해킹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히 널려 있다. 그러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모델을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IoT 투자 회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요구에 맞춰 적절한 생체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다양한 해킹 대응책을

영역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 영역 및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혹은

서,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 창출자로서 가

딥러닝(Deep Learning)에 적합하도록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

다. 인재의 부족은 기회주의자들, 소위 ‘가짜’ 데이터 사이언티스

- 러셀 스킹슬리

치 창출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다.

트들에게 좋은 기회다. 실력이 검증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데

- 휴 요시다

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하려면 강력한 문제해결 능력은 기
2018년에 기대하는 것은 비 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본이고, 응용수학 및 통계 관련 전문성,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자동 생성된 트레이닝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AI 기술
이다. 자동 머신러닝은 에지(Edge)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더욱 밀접해진 IT와 OT

에서 프로그래밍과 비 지도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가의 대

IoT 에코시스템의 몇 가지 핵심 분야는 2018년에 더욱 발전할 것

역폭에 대한 수요를 줄여준다. 물론 이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모두 에지 디바이스 내에 자동화된,

야기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은 어떻게 스스로의 결정에 도달하

비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디바이스가 더 스마트하

나?’ ‘알고리즘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

게 진화하면, IT와 OT 시스템도 더욱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다.

가?’ 이러한 고민을 기반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전망해 본다.
올해는 하드웨어 업체들도 개방형 데이터 정책을 도입할 것으
알고리즘 투명성, 기업 경쟁의 차별화 요소

로 보인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의 이전과 이를 위한 하드웨어

자동 데이터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거대한 흐름이며, 따라서

디바이스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들도 시스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템을 개방해 일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지만, 이는 보

내리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 산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보호와 접근

정, 고용 및 해고 결정, 건강 수칙 등 우리 삶과 밀접히 연관된

거부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8년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

많은 것들을 알고리즘이 계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

장치 강화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것이다.

들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
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스마트한 기업이라면 2018년 마케

2018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만연하겠지만 빅데이터와 IoT

팅 전략의 가장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로 알고리즘 투명성을

혁신은 전보다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히타치는 기업이 이

내세울 것이다.

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출처 Top IT Trends for 2018, https://community.hds.com,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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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 꾸는 스마트한 사회
Smart Spaces & Video Intelligence로 한발 더 가까이

‘Smart Space’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
Smart Spaces & Video Intelligence 솔루션은 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결

Hitachi Video Analytics(HVA)

합함으로써 ▲통합 영상 데이터, 데이터 및 경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 흐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안전과 통찰력 제공

름 유지 ▲캠퍼스의 운영 효율성 향상 및 학생 보호 ▲시내의 유동 인

HVA는 사람, 자산, 건물의 보안과 안전은 물론 기업 운영과 수익 창출

구, 주차 공간, 교통 혼잡 등에 대한 통찰력 제공 ▲비즈니스 인텔리전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를 지능형 정보로 변환하는 솔루션이

스 및 통찰력을 통해 매출 확대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과 일련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지속

영상, 사물인터넷(IoT),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사람, 건물, 그리고 기계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상업 및 산업 지역을 일컫
는 말이다. 수년간 공공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자산,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

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
스마트 시티 구축에 필요한 Smart Spaces & Video Intelligence 솔루션
은 다음과 같다.

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규모의 핵심 자산이나 사건사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셜 인텔리전스 분석

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히타치 밴타라가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IoT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모든 지역과 조직이 운영 효
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Hitachi Social Intelligence Analyzer(SIA)

HVS의 핵심 구성요소인 SIA는 공공안전 기관 및 기업이 온라인 상에서
Hitachi Visualization Suite(HVS)

이뤄지는 대화를 이해하고 커뮤니티의 안전과 자산 보안을 향상시킬

광대역 통합관제 솔루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필터 및 키워드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HVS는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및 영상 소스를 통합하고 기존 공공 안전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실시한 오픈소스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완벽한 상황 인지를 통한 업계 최고

있게 돕는다.

의 시각화 인터페이스 및 분석을 제공한다.
Hitachi DEM(Digital Evidence Management)
HVS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대

증거 수집부터 법원 제출까지 한 번에

시보드와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제시

HVS에 포함된 내장형 DEM은 미디어, 오디오, 사진 및 문서 등의 디지

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일 화면에 모든

털 증거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데이터를 자동·수동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실시간 이벤트를

업로드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업로드된 모든 미디어는 관리 연속성

추적해 독립형(Stand-alone) 공공안전 시스템에 묶여 있는 데이터로부

보장 및 추적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된다. 직관적이며 안전하고

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교한 히타치 DEM은 모든 모바일·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으
며, 고급 검색 및 관리 연속성을 갖춘 맞춤형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이

Hitachi Video Management System(HVMS)

포함되어 있다.

지능형 영상관리
카메라와 서버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비용 최소화를 실현하는 HVMS는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HVMP)

운영자가 위치, 카메라, 사용자 정보에 무한히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완벽한 영상 관리 및 저장

플랫폼을 제공한다.

VMP는 지금의 영상 보안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및 처리량 수준을
충족하는 컨버지드 솔루션이다. 확장성, 가용성, 이중화 이슈를 해결하

HVMS는 실시간 및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는 단일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

면서 데이터센터의 상면 공간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 접근성이 높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HVMS를 HVS와 통합되는 엔터

전사적인 영상보안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또는 히타치 스마트 카메라 플랫폼의 독립형 온

이 외에도 영상 보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Live Facial Recognition

보드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얼굴 인식) 및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통합 어플라이언스
등 히타리 밴타라가 제공하는 IoT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 도시와 조직

이 외에도 기존 IT 및 네트워크의 변경이 필요 없는 구성 및 암호화 최적

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화, 방화벽 친화적, 클라우드-레디,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포함한 최신 보안 프로토콜 지원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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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1 공공안전 및 보안
통합 인텔리전스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설계

도시가 공공안전에 대한 더 나은 대응력, 예측가능성, 자동화를 확
보하려면 이벤트와 안전 조치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
시간 통찰력을 제공하는, IoT 가능한 혁신적인 분석 기능을 효과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 인구가 2014년 36억 명에서 2045년 60억 명까

‘공공안전을 향상시키고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 비용 절감과

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범죄, 테러, 재산 피해,

더불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 시간

절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안전에 대한 요구

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구현에 Smart Space & Video Intelligence가 적합한 이유다.

2 캠퍼스
안전은 업그레이드, 학생 경험은 최적화
대학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들과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

Troy Gay, 오스틴 경찰국 부서장

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

스를 구현해 지속가능 목표에 도달하는 것, 대학과 커뮤니티

다. 따라서 지능형 툴과 캠퍼스 전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트렌드까지 파악해 변화 또는 혼란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성, 그리고 차량관리와 주차의 최
적화, 빌딩과 캠퍼스 관리 향상, 더욱 효율적인 캠퍼스 프로세

히타치 밴타라는 대학 캠퍼스를 사람, 인프라, 주변 커뮤니티,

스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히타치 밴타

그리고 기술을 연계하는 중요한 허브로 여긴다. 따라서 더 나

라가 내세운 목표다.

은 교육과 공동의 캠퍼스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하고 창의적이

퍼스 관리자들이 캠퍼스의 활용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며 성장 발전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스마트한 도시는 공항도 스마트하다

추진되었다.

공공안전과 학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활기 넘치는 캠퍼

비디오 카메라, 빌딩 센서, 소셜 미디어, IoT 디바이스 등은 캠

3 공항 & 항만

이번 프로젝트는 범죄 예방, 탐지 및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수많은 이기종 시스템에서 쏟아

이다. 점점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못지않게 안전 관련 부분도
경쟁력 있는 캠퍼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안전 카메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부서는
데이터 주도적인 치안 유지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솔루션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필요한

합해 지도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정보를 통

시점이다. 새로운 데이터로 무장해야만 안전 관련 사건에 더

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터미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향상과
공항과 항만은 도시에서 가장 분주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전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세계 공항 이용객이 2036년까지 연간 78억 명으로 현재에 비

히타치 밴타라의 스마트 항만 솔루션은 데이터 시각화, 비디
오와 분석, 워크플로우 자동화, 행동 분석, 대기행렬 탐지, 차

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 당국은 더 안

Smart Space & Video Intelligence는 공항과 항만 관리자들이

량 계측 및 분석, 사람 지향 계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기

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객의 움직임, 선박 운영 및 안전 이슈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길거나 의심스러운 행동, 예외적인 문제가 탐지되었

수 있도록 돕는다. 카메라, 빌딩 시스템, 분석 툴과 통찰력, 소

을 때 자동 경보를 보내주는 비디오 분석(HVA) 솔루션도 제공

셜 미디어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실시간 동영상을 통

한다.

지금이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하는 IoT 가능한 혁신적인 분석

출처 Hitachi Smart Spaces and Video Intelligence 외, www.HitachiVantara.com,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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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바다, 인공지능을 품다
인기 있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머신러닝’과 ‘딥러닝’ 실체
Writer 장삼용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DATA사업팀 수석 컨설턴트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만든 알파고(AlphaGo)가

그림 1 딥러닝과 인공지능, AI 간의 관계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을 4승1패로 이긴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
이 증폭되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6년 소수의 수학자
와 과학자들이 모인 다트머스 회의1)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등한시되었다.

Artificial Intelligence

1997년 IBM의 인공지능 딥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컴퓨팅 기술의 발전, 하드웨어의 고사
양화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진
화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인공지능이 선험적인 경험과 지식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 Regression, Logistic,
SVM, kNN, Random Forest, Clustering

을 활용하는 형태였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기계 스스로 대량
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인공지능이란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으로, 인간의 학습과 추
론, 언어 능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실현하

Deep Learning
CNN, RNN, LTSM, Deep Neural Network,
Neural Tuning Machines

는 수단으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과 딥러닝
(Deep Learning)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기계 스스로 대량의 데이터
로부터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어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 하
며, ‘딥러닝’은 머신러닝 연구의 한 부분인 인공신경망 분야에서 새
로 등장한 방식이다. 인공지능은 바로 딥러닝 방식으로 인해 대전환
점을 맞이하게 된다.(그림 1)
40

1)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 1956년에 한 달 간 개최된 학술 회의로, ‘인공지능’이
라는 분야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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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딥러닝, 그 차이는?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것은 X0부터 Xn까지의 입력 값에 대해 결

(그림 3)은 9개의 입력 값과 4개의 은닉 노드, 5개의 출력 값을 가진 심

앞에서 언급했듯이 머신러닝은 기계 스스로 대량의 학습 데이터로부

과 값이 실제 값과 가장 가깝게 출력되도록 하는 X0부터 Wn까지의 값

층 인공신경망의 구조다. 그림에 따르면, 입력 값으로 ‘자동차’를 입력

심이다. 게임이나 영상편집 등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CPU를 보조하기 위한 부품으로 등장했지만

터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는 머신러

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W0부터 Wn까지의 값은 X0부터 Xn까지에 곱

했다면 출력 값으로 ‘car_mag’가 나와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입력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동영상

닝으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

해지는 각각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는데 ‘car_mag’가 아닌 다른 값이 출력된다면, 입력 값에 곱해지는 가

2)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핵

변환 작업, 기후 변화 예측, 암호 해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중치를 조절해 ‘car_mag’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도록 한다.

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인공신경망 중간층에서는 W0 X0+W1 X1+ …
여기서 ‘학습’이란 주어진 입력 값에 대해 실제 결과 값에 가장 가까

+Wn Xn의 값이 계산되며, 이 값이 실제 값과 가장 가깝게 되도록 w값

딥러닝도 머신러닝과 마찬가지로 각 노드로 전달되는 입력 값에 곱해

운 출력 값을 도출하는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을 계산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단순 인공신경망

지는 각각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그림 3)과 같이

2)는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이 각각 1개로 이루어진 ‘단순인공신경

을 더욱 확장해 여러 개의 노드와 여러 개의 중간층으로 구성된 복잡

층의 계수와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계산해야 할 가중치 역시 기하급수

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부른다.

적으로 늘어난다.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질수록 강력한 컴

망’이다. 중간층은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도 하며, 은닉층에

퓨팅 파워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있는 노드를 은닉노드라고 지칭한다.

과거에는 심층 인공신경망 학습을 위한 딥러닝에 필수적인 ‘컴퓨팅 파
워’와 ‘학습 데이터’가 부족했기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각광받으면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었고, GPU2) 기반의 컴퓨팅 파워 또한 향상되면서 학습에 소요
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그림 2 단순 인공신경망의 구조

인간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분류

입력층

중간층
(노드 또는 뉴런)

출력층

X0

식, 통번역,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방식으로 실생활에 응용되거나, 정보 보

W0
X1
X2

현재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객체·음성 인
안, 공장 자동화, 수요 예측 등과 같이 기업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W1
W2

결과 값

노드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

Wn

의 시냅스(Synapse)로 연결되어 있고 20와트의 전력만으로 충분하다.

Xn

반면, 가장 거대한 인공신경망이라 해도 규모는 기껏 해봐야 16,000개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컴퓨터에 학습을 시킬 때

의 CPU 코어 상에서 1,000만 개의 뉴런과 10억 개의 연결로 이루어져

사람이 개입해 정답을 달아주는 식이다.

있다. 단, 소모 전력은 300만 와트에 달한다. 또한 인간의 뇌는 5개의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사람의 개입 없이 컴

감각 기관으로부터 5개 유형만 입력받는다. 아기들에게 고양이를 학습

그림 3 딥러닝으로 학습되는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의 예

시키기 위해 10만 장이나 되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퓨터 스스로가 라벨링(Labeling)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

따라서 아직까지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와는 ‘비교 불가’라는 것을 인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은 머신러닝이 나아갈 방향

나이
car_mag

이 될 것으로 본다.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계 혹은 컴퓨터로 하

주택

house_mag

자동차

sport_mag

여금 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지 학습하는

1

방식. 하나의 행동을 취할 때마다 외부에서 보상(Reward)이 주
어지며, 이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알파
고는 이 강화 학습을 활용해 머신러닝을 수행했다.

구역

music_mag

2
3

출력노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상생
아주 솔직해져 보자. 인간은 아직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무한한 발전 가
능성을 가진 ‘가장 인기 있는 분석 알고리즘’이 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
급한 대로 빅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와 GPU 기반 컴퓨팅 능력의 향상

4
입력노드

42

comic_mag

은닉노드

지해야 한다.

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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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데이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Pentaho는 기

오는 5월, 유럽 시민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은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 적재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눈앞에 다가온
GDPR 규제

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는 (그림 4)와

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분석하기 좋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쓸모 없는 데이터는 버리고 여러 데이터를

Pentaho를 기반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

기업을 위한 제언

면서 교역국가 또한 GDPR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특히 EU

통합함으로써 분석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저장하고, 다

다양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리나라 보안담당자와 IT 부서의 촉각이 곤두섰다. GDPR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권을 강화하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

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해 이를 목적에 맞도록 응용하
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로 인해 자칫 무관해 보이는 우

Writer 임성엽 / 기자

제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Pentaho는 수집부터 변환, 적재, 분석, 시각화까지 데이터 활용에 필

그림 4 빅데이터 활용 5단계

요한 일련의 기능을 모두 통합해 제공하는 원스톱 빅데이터 솔루션이

GDPR은 각 기업별로, 특히 기업의 IT 부서에서 법률 부서와 연계해 도맡아 처리해야할 부분이다.

다. 또한 통계 분석을 위해 R3), Weka4)와 같은 언어와 쉽게 연동해 사

우리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법은 절대 아니다. 특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히

용할 수 있으며,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부상과 함께 각광받는 언

타치 밴타라의 대응 기술을 포함한 여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들이 GDPR에 대비해 기업

어인 파이썬(Python)5)과도 연동된다. 따라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1

2

3

4

5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지식정보화

지식정보
활용

이용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Pentaho를 활용해

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겉으로 드러난 제정목적과 달리, EU가 GDPR 제정

물론 그 전에 수집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제된 데

첫걸음이다.

GDPR의 제정 목적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하고 EU 역내에서 EU 시민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다섯 단계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 해당된다.

습된 결과를 다양한 영역에 응용 및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련해 업계에서 특히 알아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제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및 미래 인사이트를 확보하

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활용해 학습을 수행하고 학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과 기기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기고는 GDPR과 관

3) R: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무역 불균형 해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U 각국에서 별도로 제정돼

4) Weka: 뉴질랜드 Waikato 대학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도구

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들을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GDPR이

5)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쉽게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문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어렵지 않고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라는 것은 결국 유럽의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EU가 단일 시장 전략을 강화하는 중 디
지털 시장에서 미국에게 입고 있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해 통일된 법이 없었던 EU의 전략적인 기반 속에서 GDPR이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5 히타치 밴타라의 빅데이터 솔루션 ‘Pentaho’

정형
데이터

데이터통합

분석

시각화

수집
변환
적재

예측 분석
군집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

분석 리포트
대화형 리포트
대시보드

비즈니스 인사이트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

비정형
데이터
대화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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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 95/46/EC)은 올해 5월 25일(GDPR 시행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다면

에 폐지될 예정이다. GDPR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기업은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침해 통지와 관련해 감독기구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EU는 GDPR의 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파악하고, 통지 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통지에 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시의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

정식 시행을 앞둔 GDPR

보에 대한 통제권 상실이나 권리 제한·차별·신용 도용 및 신용 사기·재정적 손실·명예훼손·직무상

2016년 5월 제정돼 2018년 5월 25일 시행되는 GDPR.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비밀이던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사회적 불이익 등 같은 신체적, 물질적 그리고 비 물질적 피해

기업은 GDPR이 시행되기 전까지 GDPR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의무 규정들을 준

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GDPR은 개인정보 침해 인지 시 감독기구 또는 정보주체에 통지할 의무가

수하기 위한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사가 EU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포함돼 있다.

는지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 법
령에 따르면, 인터넷을 활용해 EU 시민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EU에 진출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침해란 개인정보의 파괴, 손실, 변경, 인가되지 않은 공개를 일으키는 보안 위

상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가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광

반이다. 이에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침해 인지 후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에 관련 감독기구에 통지

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미디어 사이트, 검색 광고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검색엔진 등이 모두

(Notify)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을 의미한다. 단, 컨트롤러가 책임성의

포함된다.

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침해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DPR은 전문 총 173개 조, 본문 총 11장 및 99개 조로 이뤄져 있다. GDPR이 전문과 본문으로 처리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다. GDPR상 개인정보의 정의는 기존 지침보다 구체적이다. IP 주소

개인정보 침해 내용을 통지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등 온라인 식별자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GDPR은 정보주체인 ‘살아
있는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단 법인은 제외된다.

1

침해 관련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기록의 범주 및 대략적인 개수 등 개인정보 침해 성격

2

DPO(Data Protection Officer, 정보보호담당관) 및 다른 연락처에 대한
이름 및 상세 연락처

적용된다. 여기서 자동화된 수단이란 전자적 데이터베이스(DB)나 컴퓨터로 운영되는 파일링 시스

3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템을 말한다.

4

침해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 해당 개인정보 침해 해결을 위하여
컨트롤러가 취하거나 취하도록 제시된 조치

GDPR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통지 의무를 위반할 때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
징금이 부과된다. 최소 과징금이 1,000만 유로라는 의미다.

국내 기업의 아쉬운 대응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GDPR 관련 솔루션 기업 등 GDPR 관련 종사자들을 취재한 결과, 올해
초까지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 기업의 GDPR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진 반면 이를 IT 시스템에 구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 주최한 EU 사법총국과 국내 기업 간 GDPR 현지설명회가 열
렸다. 이 설명회에서 기업들은 브루노 젠카렐리 과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IT, 철강회사, 포털, 정유, 연구소, 제조업, 공공, 협회 등 35개 조직이다. 사실상 전 산업권이
GDPR 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밴슨본이 2017년 발표한 한국 기업의 GDPR 준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61%는 2018년 5월 내 GDPR 규정 준수를 위한 대비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40%는 실시간으로 DB를 모니터링하는 툴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9%는 관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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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위치 파악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책임은 커졌지만 GDPR에

GDPR을 적극 대비하라!

대한 기술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한국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전문 총 173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들을 GDPR에 최적화 된 상태로 IT 시스템 안에 구현해 놓는 것이
GDPR 대비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
다. IT를 4차 산업혁명의 선봉장이라 외치는 현재 시점에 이를 비춰보면 씁쓸한 대목이다. 보안 방
비를 주저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온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이 단순 비용
탓으로 IT시스템 구현을 주저할 경우 과징금 패널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8년 5월 24일, EU의 GDPR(개인정보보호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기업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중

데이터 전문 기업의 솔루션 주목
데이터 관리 전문 기업들은 일반 기업의 GDPR 대비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추천한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GDPR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밴타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와 보관된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주는 HCI를 솔루션을 권고한다. HCP는 기업의 데이터 중 90%에 달
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이다. HCI와 결합
해 파일 보관과 관리·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검색과 마스킹을 구현하도록 도와준다.

GDPR의 적용 대상
지역

광고

데이터

파트너

EU 역내에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직원을 둘 경우

EU 역내 시민들에게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EU 시민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데이터를
취급할 경우

EU에 소재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경우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없이도 많은 양의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간편
하게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GDPR이 요구하는 데이터 정확성, 사용자 동의, 보관
기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속성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함께 보
관되어야 한다.

GDPR은 기업이 보유 중인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조회
를 요청할 경우, 기업은 전 시스템에 걸쳐 사용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
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의 메타데이터 쿼리
메커니즘, 콘텐츠 검색 및 인덱싱 옵션을 제공하는 HCI 솔루션을 사용하면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GDPR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GDPR 관련 기업은 보유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파일 데이터의 경우 파일시스템이나 운영체제 등의 논리적 오류로 인한 파일 손상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러한 논리적 데이터 훼손까지도 주기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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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고 이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파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특히 GDPR 관련 기업은 개인정보의 완벽한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정보 삭제를 요청

보유 데이터 관리

하면 기업은 모든 시스템에서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U 시민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저장, 액세스, 처리 및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은 전용 검색 솔루션인 HCI를 이용해 빠르

몇 가지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69%는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나 법적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하

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삭제 시 파일 블록 전체에 특정 값과 무작위 값을 여러 번 덮어쓰기를 하는

는 ‘디지털 잔해’에 불과하다. 기존의 데이터 양과 디지털 잔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재처리한다. 이는 미국방송이나 국정원 기준에 준수하는 완벽한 논리적 디지털 파쇄를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할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EU 시민들은 GDPR이 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적 삭제나 권한 삭제,

효되기 이전부터 기업이 보유해 온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수집 활동에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데이터 삭

자동 삭제 등 데이터 삭제 작업 모두 기록 관리된다.

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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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69%는
‘디지털 잔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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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처리
GDPR 발효 후,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과 프로세싱은 어떻게 할 지 결정해야 한다.

GDPR 규제 하에서는 EU 데이터가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세스, 저장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
해, 개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 불이행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일례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IT 전문가의 57%는 저급한
데이터 품질의 원인을 낮은 수준의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을 업 스트림으로 이동시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IT 전문가의
57%는 저품질의
데이터에 대한
원인을 낮은
수준의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찾는다

데이터에

것이 다운스트림에서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

을 더하다

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대응
GDPR 규제 하에서 EU 시민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당사자에게 어떻게 고지하고 기업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유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데이터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악의를 가진 이들에 의한 데이터 액세스, 유출 또는 유실이 발생할 경우, 특
히 해당 데이터가 고객 또는 파트너사가 신뢰하는 데이터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GDPR은 EU 시민들
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데이터의 사용, 유지, 삭제 등에 관한 알 권리를 강화시킨 규제다. GDPR 가이

GDPR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
관련 사항은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드라인 하에서는 EU 시민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명확하게 통보받아야 한다.

데이터에 혁신을 더하다

GDPR 제33조는 데이터 침해가 탐지된 후 72시간 내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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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목적과 보관 기간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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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정의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서비스 & 서포트

출처 3 Key Data Considerations for GDPR Readiness, www.HitachiVantara.com, 2017년 11월

스토리지 & 올플래시
데이터 보호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비즈니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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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컨버지드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오브젝트 플랫폼

비디오 인텔리전스
컨텐츠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분석
IoT 플랫폼

유지 보수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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