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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카이빙, 백업 용도로 활용되던 과거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확 달라졌다. 

클라우드 확산과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 등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현황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HCSF까지 알아본다.

한계를 뛰어 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약

Cover StoryCEO Message

유독 변화무쌍한 여름이 지났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씨는 현재의 IT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시대를 지나

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이 끊

임없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기존 기술과 새로운 변화 

사이에서 성장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달라진 IT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 전

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효성인포메이

션시스템은 변화와 성장의 균형을 제시함으로써 고객

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Advantage 가을호에서는 각 조직의 환경에 맞는 솔루

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공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오

브젝트 스토리지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특별한 

HCI 비즈니스 전략, 스토리지 자동화 솔루션인 옵스센

터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의 스토리지 최적화 방안까지 

골고루 담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2021년이 그 어느 때보다 쾌청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의 균형을 

제시하겠습니다

2021년 가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양 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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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존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인프라 시장도 거센 변화에 

휩싸였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DNA를 내부용으로 쓰는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하드

웨어에 버무리려는 관련 업계의 시도도 활발하다. 델테크놀로지스나 HPE 같은 서버 업체들이 

내놓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플랫폼도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가 갖는 장점들인 유연성과 탄

력성을 수용한 케이스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도 퍼블릭 클라우드 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에서 많이 쓰이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확산 속에 블록 스토리지와 NAS(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구도였던 스

토리지 시장 판세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놓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

체와 기존 스토리지 업체들이 일대일로 붙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구경꾼 입장에선 흥미로

운 장면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시장 정조준

지금까지 기업에서 쓰는 스토리지는 SAN(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을 활용한 블록 스토리

지, 파일 공유용 NAS가 양대산맥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엔터프라이즈 스

토리지 시장을 떠받치는 한 축으로 부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세계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

스(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S3(Simple Storage Service)를 통해 대중화된 

기술로, 기업들이 대용량 파일을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목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확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AWS S3에 대해 좀더 살펴보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2006년 3월,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이 필요한 만큼 쓰고, 쓴 만

큼 비용을 내는 개념의 스토리지인 S3를 발표한다.

당시는 닷컴 버블이 막 끝난 상황이라 스타트업들이 값비싼 하드웨어를 사기는 쉽지 않았다. 하

드웨어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위험한 도박에 가까웠다. 너무 적게 사면 사이트가 깨지고, 많

이 사면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S3는 클라우드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로 스타트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며 기반

을 확대해 나갔다. S3는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간단했다. 개발

자들은 필요한 API를 골라서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했다.

클라우드 확산 속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부상,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

Part I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08 09

Cover Story

AWS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처럼 S3도 아마존닷컴을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왔

다. S3 출시 때부터 아마존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외부 개발자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용량과 

속도 중심으로 스토리지를 바라봤는데, AWS는 상대적으로 확장성과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다.

S3가 인기를 끌면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포함해 주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업체들도 기

업들이 내부에서 S3처럼 쓸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

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관통하는 스토리지 기술로 떠올랐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라 불리는 독립된 유닛에 데이터가 저장 및 관리되는 데이터 스

토리지 아키텍처에 기반하며, 스토리지를 분산 시스템 형태로 비용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 내부에서 블록 스토리지는 주로 독립적으로 쓰이며, NAS는 파일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큰 틀에서 보면 NAS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파일에 대한 전용 메타 정

보 등을 추가해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주

목받는 것은 기업들이 대규모 파일을 처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하지만 대규모 파일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니어도 대

용량 비정형 데이터 파일 관리는 가능하지만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복잡성은 커

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규모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오브젝트 스

토리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후 어떤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과 같은 정책을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향후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 시스템을 연결하

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AWS S3와 기반 기술이 같기 때문에 기업들이 

퍼블릭과 온프레미스(내부에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방식) 환경에서 스토리지 인프라를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AI와 빅데이터로 확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NAS와 비슷한 점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NAS를 아예 대체하는 성격은 

아니다. 대용량 파일 관리에 최적화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부분 AWS S3와 연동되는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쓰다가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NAS는 데이터센터를 벗어나면 공유할 수 없고, 로컬 환경에서만 공유가 가능하다. 반면, 오브

젝트 스토리지는 외부 네트워크와 공유가 가능하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오브젝트 스토리지

는 대용량 파일 저장 및 관리에 있어 NAS로는 힘든 활용 사례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이 커지면서 적용 분야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 오브젝트 스토리

지는 백업이나 아카이빙에 많이 쓰였지만 요즘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상징하는 워크로드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빠르게 연결

되고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레이크로 확장하거나 오픈스택에 있는 스위프트(SWIFT) 스토리

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 분산파일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용도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목받고 있다.

관련 업계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데이터 레이크 성능과 역

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 내부와 고

객 데이터의 정교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업체는 물론 AWS까지도 오브

젝트 스토리지의 미래 워크로드로 AI와 빅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대로 쓰기 위한 조건

기존 블록 스토리지나 NAS 중심으로 스토리지 인프라를 운영하던 기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

지를 바로 실전에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먼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AWS S3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

려면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품이 꽤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발 인

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

입에 따르는 진입 장벽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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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시스템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은 S3 API가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 많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오브젝트 도입 프로세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 서비스 업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

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

입할 때는 기존 환경과 개선해야 할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용량 파일 관리에 있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편이지만, 가격이 싸다는 

점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클라우드 확산 속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둘러싼 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머진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규모는 2029년 136억 5,00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 데이터 전송, 데이터 복구, 다운타운 없는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보안 위협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둘러싼 경쟁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히타치 밴타라, 오라클, 시스코, 휴

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HPE),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델테크놀로지스 등 거물

급 기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 레이스에 대거 뛰어들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엔

터프라이즈 인프라 시장에서 힘깨나 쓰는 기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구도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업체들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전진배치하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출신 성분이 다양한 회사들이 스토리지 시장에서 격돌하는 장면은 예전에는 쉽게 상상하지 못

했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 확산 속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눠져 있던 스토리지 업계 

경쟁도 점점 통합되는 양상이다. 사용자와 지켜보는 이들 입장에선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아닐 

수 없다.

 

데이터 시대가 원하는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HCSF(Hitachi Content Software for File)

Part II

단계별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요구사항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데이터

를 저장하는 일이 주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저장을 넘어 분석을 위한 고성능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의 요건과 이를 충족시켜주는 최적의 솔루션

을 만나본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우선 조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수적이다. 분산된 데이터를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때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신속히 가져와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데이터 분석과 관리를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데이터는 사일로화된

다. 결국,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분석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

사이트를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한다.

Ingestion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프로토콜 지원

Preparation 고성능

Model 
Training

고성능과 
낮은 지연시간

낮은 지연시간

Staging 
and 

Archive

대용량에 대한 
확장성 보장

데이터 분석 
및 관리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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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내부의 응용시스템이나 모든 공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주로 NAS에 저장하고, 데이터

가 필요할 때 추출해서 사용한다. 이때 저장소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적재되어 있으면 고성능 

NAS를 증설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고 비용 또한 높아진다. 그렇다고 저비용 저장소로 데이

터를 이동하면, 별도의 써드파티 솔루션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만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플래시나 NVMe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높은 인프라 성능 요구에 부합

하는 듯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AI 분석은 이전보다 더한 고성능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확장성이 뛰어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대안이 되고 있으나, 성능 부

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요즘 기업이 원하는 고성능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고, 성능과 IOPS가 높으

면서도 사용이 편해야 한다.

지금 주목할 솔루션, HCSF

최근, NVMe 기반의 초고성능 병렬 파일시스템과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하나로 통합된 

솔루션이 등장했다. 바로 HCSF(Hitachi Content Software for File)이다. 각각의 독립된 기술

은 예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통합된 솔루션이 등장한 것은 올해 초다.

HCSF는 필요할 때만 고속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 영역은 NVMe 기반의 스케일아

웃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규모의 Cold 데이터(사용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

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Hot 데이터의 비율은 10~20% 정도이며, Cold 데

이터는 80~90%를 차지한다. 이들 데이터는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분

산 관리한다. 스토리지에서 Hot 데이터를 처리하다 분석이 끝나고 Cold 데이터가 되면, 파일 스

토리지에서 제공하는 티어링을 통해 안정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시킨다.

HCSF도 기본적으로는 파일 스토리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HCSF는 전체 시스템 구성을 통

합해 전체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고객의 요구나 업무 영역에 따라 정책, 용량, 성능 등에 맞게 

분할해서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하다.

HCSF의 차별화 포인트

HCSF의 핵심은 NVMe-oF 초고성능 병렬 파일시스템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NVMe는 월등히 높은 고성능을 제공한다. HCSF는 파일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무제한에 가까운 파일 수와 디렉토리 수를 수용할 수 있다.

HCSF의 특장점

고성능 

대규모 파일 서비스

초고성능

병렬 파일시스템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

NVMe 기반 

초고성능 파일시스템

고유(자체) 병렬 파일

시스템은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성능과

확장성 보장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통합 티어링 구성

비용 효율적인 구성

사전 검증된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최신 데이터

분석 환경 모두 지원

다양한 분석 환경 

지원하는

연결 도구 및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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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CSF가 제공하는 전용 클라이언트,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DPDK1) 기술 및 GDS2) 기

술 덕분이다. HCSF의 전용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NVMe 기반의 전용 스토리지

를 로컬 디스크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해 준다. 외장 스토리지를 마운트하는 것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높은 확장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

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NAS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용량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 역시 높아진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 저장 비용이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면 더욱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안정적인 티어링 성능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강점이다. HCSF는 정책 기반의 티어링 파일 

시스템 운영으로, 비용 대비 높은 성능과 용량 구성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최신 데이터는 Hot 티어에 저장 및 운영되고, 정책에 의해 Cold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자동 티어링 된다. Hot 티어 사용량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는 오브

젝트 스토어로 이동시킨다. 

파일 스토리지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티어링 할 때는 고속의 성능으로 파일을 안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티어링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목 구간이 발생하고 장애를 유발

할 확률도 높다. 

HCSF가 안정적인 티어링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병렬 파일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파

일을 티어링할 때 여러 개의 노드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없다. 두 번째는 

변경본만 적재하는 기능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만, 나중에는 변경본만 

적재하기 때문에 초 단위의 스케줄 처리가 가능하다.

뛰어난 호환성과 안전한 데이터 보호

HCSF는 다양한 멀티프로토콜을 지원해 HPC(고성능 컴퓨팅)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용도에 맞

춰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스냅샷은 일반적인 파일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HCSF는 스냅샷에서 한층 

진화된 기능인 Snap to OBS3)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스냅샷은 논리적인 장애를 위한 복구 기능

인데, Snap to OBS는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시점별 스냅샷의 복제본을 오브젝트 스토리

지에 보관한다. 따라서 Snap to OBS는 스토리지의 물리적인 장애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고성능 인프라

HCSF는 범용적인 고성능 분석 요건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이다. 즉 성능과 확장성, 스케일아웃 

관점에서 제한 없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공유하고 지원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CSF는 

하나의 오퍼링으로 파일 크기에 상관없이 완벽한 고성능을 지원하고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현재 HCSF는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공공 및 금융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성능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ML, 데이터 분석을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면, 고성능 기술에 대해 설계부터 구축, 운영, 지원까지 완벽하게 통합 지

원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CSF를 주목하자.

1) DPDK(Data Plane Development Kit) : 네트워크 패킷 고속 처리 기술 

2) GDS(GPU Direct Storage) : GPU – Storage 간 병목 구간에 대한 고속 처리 기술 3) OBS : Object Storage Service

HCSF 클라이언트

(전용 클라이언트)

GPU Direct Storage – 

DGX 1대 기준 

80GB/s 이상 성능

NFS, SMB, S3 쿠버네티스 CSI 지원

HCSF 활용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실시간 

이미지/음성인식 분석 

AI / Machine Learning

디지털 포렌식,

해양/지리정보 조사,   

기상데이터 예측

생명과학 연구,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공공 / 바이오

실시간 고객 데이터 분석

금융 포트폴리오 

평가 시스템 구축

GDPR, IFRS 17 등 

각종 규제 대응, 리스크 관리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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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한 성능의 HCSF 활용 사례 

01 l 트레이딩 솔루션 제공 기업 A사

A사는 거래량이 많은 주요 거래 업체의 자동화된 전용 트레이딩 솔루션이 공유 병렬 파일시스템에

서 75%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

A사는 HCSF 도입 후 로컬 NVMe를 능가하는 성능을 도출했으며, NVMe 드라이브가 소모되지 않아 

스토리지 비용의 65%를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데이터 복제가 불필요해졌다.

02 l 주식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요기관 B사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인프라 비용, 확장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B사는 강력한 

DR 전략이 부족했다.

B사는 HCSF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이 7배 향상돼, 컴퓨팅 리소스 비용을 1/7 절감했다. 컴퓨팅 및 공

유 스토리지의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첨단 솔루션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간단히 복구가 가

능해졌다.

03 l 자본시장 투자 전문 C사

C사는 거래 모델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 600TB를 초과하는 데이터 셋, 올플래시 NAS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했다.

HCSF를 활용해 C사는 NAS에 비해 성능이 10배 향상됐다. 특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한 비용 모

델링을 개선했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백업도 가능해졌다.

04 l 주요 금융기관 D사

D사는 KDB+(시계열 DB 관련 상용 솔루션) 모델링을 실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단일 사용자 

설계, 파일 복사 요구로 공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HCSF를 도입한 D사는 필요에 따라 다중 서버 확장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장비의 비용이 절감됐

고,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는 이점을 누리게 됐다.

속도, 민첩성, 스토리지. 최근 금융서비스에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요소다. 기술 

컴퓨팅, 분석, 딥러닝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등장으로 금융서비스에서도 스토리지 I/O, 쓰

루풋, 지연 시간 및 확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HCSF는 고성능과 높은 확장성을 기반으로 신속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기업들이 서

비스 차별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HCSF를 통해 알고리즘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분석,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

다. 이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맞춤형 투자 가이드, 신용과 리스크 평가 개선, 더 빠른 보험 통계 분

석, 정확한 회계부정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 산업, HCSF를 주목하라!

출처 : The World’s Fastest File System for Financial Services, www.hitachivantara.com, 2021년 6월

싱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능 비교 레이턴시 성능 비교

데이터베이스 실행 시간 최대 66% 단축

플래시 기술이 적용된 HCSF 관리 인터페이스로 페타바이트(PB)급 스토리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STAC-M3 성능 벤치마크에서 로컬 디스크 스토리지(DAS), 

NVMe 오버 패브릭 SAN, 올플래시 NAS를 모두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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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7월, HCI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클라우드사업팀을 비즈니스 컨설팅 중심의 ‘클라우드

사업팀’과 제품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인프라사업팀’으로 분리했다. 제품 판매에서 더 

나아가 통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두 팀은 각자의 영역에 집중

하면서도 더 전문적인 HCI 비즈니스를 펼친다는 각오였다.

성장이 기대되는 HCI 비즈니스

HCI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등 각 영역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로 관리하

는 솔루션이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어레이 등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형 서비스

(SaaS) 형태인 HCI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가상화하는 소프트

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의 핵심 축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HCI 시장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7~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HCI 비즈니스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

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에 들어서면서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기업 및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 역

시 예상되면서 기업 인프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HCI 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단연 클라우드 시장이다. 4~5년 전부터 아마존 등 대형 IT 사

업자들이 서버, 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뛰

어들면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이다. 더불어 HCI 솔루션을 활용해서 기업 내부에 자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

었다.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점인 데이터의 안정성, 보안, 사용량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비용

의 증가는 오히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

드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프라는 ‘HCI’이다. 이제 성공적인 HCI 비즈니스의 관건은 벤더들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VDI용으로 사용되는 HCI 시장이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상황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HCI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기업

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HCI는 편리성이나 비용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제품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략을 위해 함

께 고민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특별함으로 무장한 전문가들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 시장에 뛰어든 지 3년째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해 굵직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단숨에 HC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CI 비즈니

스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국내에서 HCI 비즈니스가 시작된 건 2017년경이지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미 수많은 벤더가 HCI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효성인포메이

션시스템의 포부는 남달랐다. 스토리지 시장에서 쌓아올린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HCI 비즈

니스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및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인프라부터 솔루션, 서비스까지 한 번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남다른 HCI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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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제조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금융권 역

시 HCI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정부의 클라우드 지향 정책에 따라 HCI 

비즈니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금융사의 주요 시스템을 프라이빗 클라우

드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은행, 증권, 카드 등 여러 계열사에서 별도의 시

스템을 각각 도입해서 운영 중이던 금융사는 낭비되는 자원도 많고, 표준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사 공동의 클라우드를 구축했다. 필요한 인프라

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낭비되는 자원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했다. 최신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해 

HCI의 대표 솔루션인 UCP를 비롯해 전통적인 스토리지까지 연동했다. 성공적인 구축 후 안정적

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타 금융사 역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초, 클라우

드 컴퓨팅 센터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은 SDDC 인프라 환경 구현부터 애널리틱스 기반 운영 관리, 서비스 통합 배포 자동화, 자유

로운 서비스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능형 클라우드 운영관리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전담 컨설

턴트들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관련 다양한 노하우와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의 완성

도를 높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제조업과 금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HCI 비즈니스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X센터, 유일무이한 체험 공간

국내외 벤더들의 HCI 제품 성능만 놓고 비교한다면 큰 차이는 없다. 다시 말해, 제품보다 벤더의 

역량이 HCI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30여 년 이상을 인프

라와 솔루션을 제공하며 쌓은 전문성과 기술력 외에 ‘특별한 전략’을 구사했다.

후발주자로서 HCI 시장을 공략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전략은 ‘동반 성장’이었다. 제품‘만’ 

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성능도 뛰어납니다. 한번 경험해본 기업이나 사용자는 HCI를 계속 선호하

겠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2020년에는 성장이 정체됐지만, 내년에는 HCI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박주상 팀장이 HCI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HCI 시장은 계속 커지고 기술의 성숙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 그때그때 필

요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민첩성입니다. HCI는 자원의 신속

한 구축과 배치가 가능하고 민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겁니다. 특히 프라이빗 클

라우드는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영철 전문위원이 덧붙였다.

변화를 위한 노력

HCI는 이제 낯선 솔루션이 아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시장에서 이미 대세가 된 HCI 비즈니

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굴지의 대형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영역

을 넓혀가고 있다.

HCI 비즈니스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스토리지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였다. 탄탄한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30여 년 이상 스토리지 시장에서 쌓은 선도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지금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있게 했지만, 솔루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미지 쇄신을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존 스토리지 고객과 새로운 HCI 고객층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웨비나 개최와 활용사례 공유 등 폭넓은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적극적인 외부 활동 외에 스토

리지 비즈니스를 주로 해온 내부 영업대표에게도 HCI를 친숙한 솔루션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전사

적으로 노력했다. 

현영철 전문위원은 “이전에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스토리지 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

어요. 그런데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함께 HCI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SDDC나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솔루션 전문 벤더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약진 중  

현재 HCI는 제조와 금융, 공공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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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이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시연, 원격 상담 등을 활성화하면서 고객

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DX센터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 대면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자사 내부 

데이터센터에 환경을 구축하고 시연할 수 있냐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고객들

도 마찬가지고요. DX센터는 디지털 데이터센터 구현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컨설팅과 데모 시연을 넘어 프로젝트 이후에도 기술적으로 활용되는 등 DX센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현영철 전문위원이 DX센터를 자신 있게 소개했다.

디지털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는 유일한 벤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체 HCI 시장 규모는 정체되고 있지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를 기

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을 준비 중이다.

박주상 팀장은 “시스템이나 아키텍처의 변경,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SDDC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만의 독보적인 전략을 통해 HCI 시장에서 입지

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성장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더해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CI 비즈니스는 확실히 ‘남다르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분석 솔루션 등 통합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벤더다. 고객의 목표와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원하는 진정한 비즈니스다.

소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부터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품은 그 안에 포함된 구현 솔루션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DX센터에서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효성인포메이

션시스템이 HCI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문을 연 DX센터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현재까지 130여 개 기관에서 9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여기서의 경험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된 고객사도 많다.

DX센터에서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DX(디지털 전환)의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산업별로 인력과 기존 자원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간다. DX가 왜 필요한

지, 이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DX 구현 이후에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

해 단계별로 보여준다.

2년째 접어든 DX센터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의 운영과 관리 자동화에 중점을 둔 초창기 버

전에서 나아가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DDC) 기반 클라우드 업

무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통합 운영 환경 구축까지 지원한다.

DX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다. 한번 방문한 후 다시 방문하는 고객사도 상

당수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로 대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DX센터 역시 방문객 수가 줄어

DX센터의 주요 역할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SDDC 기반 클라우드 관리

AI 기반

지능형 관리

가상 · 물리 

컨테이너 

통합관리

지능형 
통합관리

스택

컨테이너 · VM을 위한 스토리지 · 네트워크 · 보안

데이터 허브 · 데이터 레이크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AI · 애널리틱스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크리티컬 업무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 환경 개발 환경

SDDC 기반 클라우드

자원, 조직, 플랫폼 설계

플랫폼 · APP · DATA

카탈로그 제공

DevOps

DataOps

AI · ML 환경

데이터 웨어하우스 · 마트

컨테이너

안정적 스토리지 Leaf-spine 및 GPU 가속화 네트워크SDDC를 위한 HCI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팀을 

분할한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하는’ 완벽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여 년 이상의 IT 전문 기술력과 

가치, 고객과의 무한 신뢰 관계, 

기존 솔루션과 새로운 니즈의 연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만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현영철 전문위원 박주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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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이전 기능 등 운영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IT 인프라를 민첩하게 구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함

으로써 디지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옵스 센터는 AI 기반으로 장애 이벤트의 근본 원인을 분석(RCA: Root Cause Analysis)하고 해

결 방안도 제공한다. 모니터링 관리는 물론 용량, 성능, 변경 이력, 형상 분석 및 활용 사례 참조

모델을 통한 장애 원인을 분석해 자원을 할당할 수도 있다.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

전 장애 예측 및 자가 치유 기능으로 데이터 무결성도 유지한다.

IT 관리 툴의 무분별한 확산, 주요 IT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IT 부서의 과도한 업무, 적시 리

소스 제공 등 다양한 현안도 옵스 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원 구성 및 최적화, 워크로드 

조정, 데이터 보호, 신속한 실행으로 자동화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수 있으며, 운영 오버헤드와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옵스 센터는 최신 VSP 제품군에서 지원하는 용량, 구성, 성능, 장애 이벤트, 복제 관리 등 주요 기능

에 기본 번들로 제공된다. 스토리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Administrator), 

분석 및 인사이트를 통해 스토리지 환경을 최적화하는 애널라이저(Analyzer), 애플리케이션 및 서

비스 중심의 자동 프로비저닝과 리소스 배포를 지원하는 오토메이터(Automater), 데이터 보호 및 

복제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텍터(Prote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고객 경험 개선과 운영 효율성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같은 새로운 데이터센터 기술이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와 

기술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제공 및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비즈니

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T 운영 통찰력이 필요하다. 급격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새로운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까지 지원할 수 있는 IT 인프라 자동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스마트한 자원 관리, 자동화 툴이 필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AI 기반의 IT 환경에서는 인프라 중심

의 운영 관리에서 데이터 중심의 관리 자동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금은 IT 운영 자동화 및 

자가 복구(Self-healing)가 가능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위한 IT 분석 솔루션이 필요한 때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과 통합된 자동화 분석 툴을 이용하면, 적은 인원과 리소스만으로

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IT 인프라 자원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IT 관리 자동화의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분석, 배치, 관리 업무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합 AIOps 기반의 ‘옵스 센터(Ops Center)’는 스토리지 인프라의 구성, 최적화, 오케스트레이

션, 데이터 보호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한다. 수작업 관리 업무를 최대 70%까지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 인프라 리소스 관리를 

간소화하며 오류도 방지한다. 머신러닝 리소스 분석에 기반한 통찰력으로 성능 최적화 및 서비

스 제공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운영 자동화를 위한 핵심, 옵스 센터

옵스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민첩한 IT 운영 관리를 위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다. 템플릿을 활용

한 자원 할당으로 편리한 사용과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다. 내·외부 복제 솔루션 운영, 무중단 데

스마트한 데이터센터 운영 위한 맞춤 가이드

IT 인프라 관리 자동화 솔루션 ‘옵스 센터(Ops Center)’

옵스 센터 시스템 구성도

SAN
SwitchHost StorageHyper 

Visor HNAS

[관리 대상 장비]

Analyzer Viewpoint

[Viewpoint 서버]

[Probe 서버]

Probe

Portal

CM

Administrator

Analyzer[Detailview]

Automator

Protector

[Ops Center 서버]

[클라우드]

Analyzer 
for S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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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기반의 운영 워크플로우를 통해 스토리지 운영 관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블록·파

일·로컬 복제 관리의 통합 운영으로 관리가 단순해진다. 또한 VSP G 시리즈, F 시리즈, 5000 

시리즈 및 E 시리즈 전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자원 및 경보(Alert) 관리, 그리고 용량 정보를 제

공한다. 스토리지 풀에 설정된 임계치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량 경보’가, 복제 작업 실패 시에

는 ‘데이터 보호 경보’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서 수행 중인 작업의 실패나 

하드웨어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 경보가 울린다.

엑셀러레이티드 압축, 압축 및 중복제거, 스냅샷 및 동적 프로비저닝 후의 용량 관리도 가능하

다. 이 외에도 블록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의 구성 및 리소스, 서버의 구성 정보나 볼륨 추가 

방법 등도 관리해준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Ops Center Analyzer)

스토리지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최상의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시스템 가동률을 향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을 도와 ROI를 높일 수 있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의 주요 기능은 컨슈머와 그레이드 생성을 통한 서비스 레벨(SLO) 정의, 

대시보드를 통한 서비스 이상유무 관리,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관리, 엔드투

엔드 뷰를 통한 디바이스 맵핑 현황 파악, 병목 해소를 위한 분석 워크플로우 활용, 리소스 최적

화를 위한 성능 및 용량 예측 분석 등이다.

옵스 센터를 통해 고객들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돕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옵스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옵스 센터를 통해 미래지향적 자원 관리로 스마트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전

문가 수준의 인프라 분석, 장애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조치를 통해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

며, 구매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및 장애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해 업무 효

율성이 높아져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다. 

옵스 센터 구성 솔루션별 특징

옵스 센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Ops Center Administrator)

심플한 관리 기능을 통해 시스템 구성을 간소화한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활용하면 등록된 

스토리지 시스템, 서버, 패브릭 스위치와 같은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징후 탐지

가상머신(VM)과 

서버에서 공유 

스토리지 자원에 

대한 이상징후 검출 

및 신속한 해결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보장

예측 분석

미래의 자원 

사용량을 예측하며 

적정 자원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치 → 

운영상 리스크 제거

이기종 관리

다양한 IT 자원, 

이기종 스토리지, 

클라우드 환경 지원

근본 원인분석 및 

해결 자동화

성능 문제 발생 시 

자체 특허 분석 

기술 적용 → 

근본 원인에 대한 

직관적 분석 및 

해결책 추천

운영 자동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워크플로우 엔진과 

통합해 해결 조치 

자동화 → 

운영 자동화 구현

Ops Center 
Analyzer

Future
Offerings

Ops Center
 Automator

Ops Center 
Protector

Ops Center
Administrator

Advise
And Act

Ops Center 
Administrator

Best Practice 기반의 

멀티 시스템 통합 관리

Ops Center 
Automator

프로비저닝 작업을 

자동화하여 리소스 

할당 작업 간소화

Ops Center 
Analyzer

서비스 레벨별 인프라 

최적화 및 디바이스 

경로상의 이슈 분석

Ops Center 
Protector

데이터 보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데이터 

복원을 보장하고 

운영 리스크 감소

옵스 센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통합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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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 센터 오토메이터(Ops Center Automator)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리소스 배포를 자동화한다.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는 일상적이고 반복

되는 운영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작업을 간소화한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전체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며, 스토리지 리소스 제공을 가속한다.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를 활용하면, 관리 작업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수동 작업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스토리지 리소스를 할당할 때 최대 90%까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할 때 정확하게 리소스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오토메이터를 통해 반복적인 스토리지 작업

을 줄이고, 매월 수백 시간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지루한 스토리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작업자의 오류를 줄여, 신뢰성과 보안을 향상한다.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는 IT 헬프 데스크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표준 REST 

API를 통해 서비스 나우와 같은 데이터센터 관리 소프트웨어들과의 통합도 수월하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는 스토리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관리 및 

운영 기능을 제공한다. 

다이내믹 스레쉬홀드 설정  안정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자원에 대해 스레쉬홀드를 생

성한다. 필요 시에는 기본 스레쉬홀드를 수정하여 고객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추가 생성이 

가능하다.

RCA(Root Cause Analysis) 분석 및 조치 수행 가이드  분석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선택하고 

각 단계에 따른 병목 현상을 분석한다. 병목 대상을 확인하고, 각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

목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적용한다.

성능 및 용량 예측 분석  과거의 트렌드와 머신러닝 분석에 기반해 미래의 리소스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리소스 최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가상 분석을 통해 구성 변경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 예측 결과와 조치를 수행한 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를 활용하면 디테일 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상세 관리가 가능하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를 통한 엔드투엔드 데이터센터 분석

템플릿 기반의 자원 할당 자동화 솔루션,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

스코어 카드를 

통한 장비 진단

1분 단위 성능 

데이터 장기 보관

성능 추이 

시점 비교

업무별 IO 성능 분석

(호스트 그룹 활용)

Array Group 

Utilization 분석

이벤트 경보 

모니터링 자동화

성능 항목별 

리포트 일괄 추출

Unified NAS 

통합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 최상의 
성능으로 작동되도록 유지

DYNAMIC THRESHOLDS

시스템 가동률 
향상

ROOT CAUSE ANALYSIS

정확한 예산 계획 
지원으로 ROI 향상

PREDICTIVE ANALYTICS

하이퍼바이저

서버 OS

네트워크

스토리지

Microsoft® Hyper-V®

VMware
OpenStack

Microsoft
Linux

Brocade
Cisco

Infrastructure Orchestration
인프라 구성, 

관리 및 리소스 할당 수행

Workflow Policy Customization
기존 워크플로우를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수정하거나 개발 

커뮤니티에서 새정책 도입

Role-Based Access Control
사업부별 업무 특성에 따라 

IT 셀프 서비스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접근 권한 정의

Management Integration
API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분석 

도구 및 IT 서비스 관리 제품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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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 센터 프로텍터(Ops Center Protector)

옵스 센터 프로텍터는 데이터 보호 및 복제 관리 기능을 제공해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탄력

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 뷰포인트(Ops Center Analyzer Viewpoint)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 뷰포인트는 분산 데이터센터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애널라이저

의 애드온 형식이다. 멀티 데이터센터에 대한 인프라 분석을 비롯해 여러 대의 애널라이저 서버

로부터 원격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한다.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머신러닝 통찰력을 

제공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애널라이저의 Drill Down을 통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다.

글로벌 통합 대시보드에는 지역별 데이터센터의 상태 및 용량, 통합 이벤트가 표시되며, 데이터

센터 대시보드는 데이터센터의 이벤트, 용량, 성능 상태 표시 및 성능 주요 매트릭스 표시, 개별 

스토리지 상태를 알려준다. 스토리지 대시보드에는 성능에 대한 과거 주요 지표를 비롯해 스토

리지 용량 상태와 성능 지표 추이를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토리지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관리를 지원하는 ‘옵스 센터 API 구성 관리자’ 및 제품 

출시, 사용자 관리 기능과 같은 공통 서비스 기능과 통합 인증 기능도 제공한다.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까지 지원하려면 IT 인프라 관리 자동화가 필수다. 

옵스 센터는 스마트한 스토리지 운영 관리를 통해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의 이점을 극대화해 혁

신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상의 솔루션이다.

엔터프라이즈 복제 관리 솔루션, 옵스 센터 프로텍터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 뷰포인트(글로벌 통합 대시보드)

Data Services

Orchestration Ops Center Protector

Agile
로컬복제

원격복제

마운트 

자동 리플레쉬

Recovery
스냅샷

원격복제

Active-Active 클러스터

백업

Governance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컨텐츠 인덱싱

데이터 분석

Recovery Copy Services
운영 복구, 재해 복구, 고 가용성, 

비즈니스 연속성, 랜섬웨어 복구

Governance Copy Services
색인 및 검색, 파일 분석, 

감사, 보존, RegTech1)

Agile Copy Services
DevOps, Business Operations, 

Analytics, FinTech

Technologies

1) RegTech : Regul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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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서비스팀은 신규 솔루션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트워크부터 OS,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외에도 많은 요소 기술을 통합적으로 꿰고 있어야 한다. 다양

한 솔루션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솔루션서비스팀 답게 다른 팀의 SOS를 많이 받는다. 함께 고민

하고 해결하면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데 대한 보람이 크지만,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아

쉬움도 있다.

“회사가 솔루션과 서비스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서 기존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익숙

한 담당자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내에서 우리 팀과 협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죠. 때문에 솔루션서비스팀의 역할은 2선 지원이지만 1선 지원과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이라 여러 난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선 및 

2선 지원의 역할이 명확해져 더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는 내부적인 협업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각 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용훈 

팀장이 덧붙였다.  

일당백의 면모

최근, 솔루션서비스팀은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의 BMT를 준비해야 했다. 짧은 시

간에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솔루션서비스팀원들이 모두 감당할 수 있었

다. BM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솔루션서비스팀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팀 내에서도 업무 

분야가 다르면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솔루션서비스팀원은 대부분을 자체 역

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사들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단독으로 사이트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죠.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곧바로 팀 톡방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상황을 전하자마자 다들 일이 바쁜 와중에

도 여러 조언을 해 준 덕분에 단독 기술지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

릅니다. 그 후에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힘을 내고 있지요.” 민남홍 대

리가 전한 이야기에 솔루션서비스팀의 강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인기, 솔루션서비스팀에겐 기회

최근 기업들이 산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를 전담하는 솔루션서비스팀에게는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지만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숨은 보

석들이 있다. 회사가 솔루션 비즈니스 중심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롭게 탄생한 솔루션서비

스팀이다. 다양한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똘똘 뭉친 에이스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솔루션서비스팀은 UCP, 오브젝트 스토리지, SAP HANA 등을 주력 솔루

션으로 BMT, POC를 수행하는 동시에 장애 대응, 신기술 관련 내부 공유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

술지원본부 소속의 팀이다.

2년 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솔루션 비즈니스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내부 

기술지원 인력과 외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총 12명의 팀원이 꾸려졌다. 현재 김용훈 팀장 및 솔

루션별 전담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기술에 제대로 ‘꽂힌’ 전문가 그룹, 

솔루션서비스팀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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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HIS

기술지원의 다양한 케이스와 양상을 기반으로 명확한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장애 예방이나 점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 솔루션서비스팀은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프로세스를 지

속해서 개선하고 정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직의 기본이자 기반은 ‘사람’

솔루션서비스팀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IT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

소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최근 솔루션 전문가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인원 충원이 쉽

지 않다. 

이에 솔루션서비스팀은 외부 인원 충원뿐만 아니라 내부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솔루

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팀 개개인의 전반적인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면

서 영업 및 사업팀과의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솔루션서비스팀은 본연의 2선 지원 업무에 매진하

면서 새로운 기술과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해보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런 성향이 팀원들에게 한편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변화하려고 합니다. 

솔루션서비스팀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강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김용훈 팀장의 바람대로 탄탄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서비스팀의 다부진 성장이 기대된다. 

희소식이다. 또한 올해 출시된 HCSF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병렬 파일시스템의 통합 솔루션으로 빠

르고 고성능이면서도 AI와 ML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서비스팀은 얼마 전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HCSF의 첫 번째 BMT를 완벽히 수행한 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짜릿한 기쁨을 누렸다.

올 하반기에도 HCSF의 도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 영

역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데이터의 장기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전까

지 금융산업과 공공분야에서 인기가 높았다. 최근 S3 프로토콜의 활용 방안이 부각되면서 오브젝

트 스토리지의 영업 기회도 많아지고 매출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솔루션서비스팀은 지금

의 기회를 발판 삼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해 사업팀과 꾸준히 협업하

며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HIS를 지탱하는 힘, ‘신뢰’

30여 년 이상 IT 비즈니스를 이어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대변하는 한 마디는 ‘신뢰’이다. 제

품과 솔루션에 대한 신뢰를 넘어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탄탄하다.

홍승우 과장은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

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지원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솔루션서비스팀을 비롯해 기술지원본부가 함께 나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솔루션 구축이 마무리된 후 기술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솔루션 장애일 것이다. 솔루션서비

스팀은 빠르고 완벽한 장애 처리에 이어 재발 방지와 명확한 원인 분석에도 초점을 맞춘다.

“하드웨어라면 원인 분석이 좀더 수월하지만, 솔루션은 크리티컬한 장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애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고객마다 느끼는 장애의 정도가 다르고,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차이가 

있죠. 어떤 경우든 고객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경윤 과장이 말을 이어갔다. 

솔루션서비스팀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에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슈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나 요청이 필

요한 경우에는 히타치 밴타라에 원격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한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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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들은 다양한 애자일 전략에 따라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자원을 구성해

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를 변경하거나 온프레미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다.

가상머신, 컨테이너와 같은 컴퓨팅 리소스는 필요에 따라 간단하게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면 된

다.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경우는 다르다.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파워오프 하더라도 로그,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고객정보, 거래내용 등의 데이터를 저장

하고 이를 백업, 실시간 동기화 방식의 재해복구 솔루션을 적용해 보호할 것이다.

데이터는 이런 특성 때문에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관할 경우, 장기적 보관에 따른 TCO 분석을 해

야 한다. 장기 임대비용은 구매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세가 된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스토리지 구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

엇일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데이터 스토리지 최적화 전략 Top 4

01 l 데이터의 중요성 파악

현재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가용성 보장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기존 기업용 스토

리지는 대부분 식스 나인(99.9999%) 이상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는 일반적으로 99.9~99.95% 정도의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핵심 데이터베이스 등 중

요 데이터는 온프레미스 같은 기존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는 히타치의 GAD(Global Active Device)와 같은 Active-Active 

Mirroring 등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가용

성을 보장한다.

최근 한 금융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온프레미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클린징(삭제) 작업도 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 측은 금융감독원의 클라우드 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완

전한 삭제에 대한 증빙과 함께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감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 데이터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위 금

융사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레미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변심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클라우

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파산,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품질 저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타 사

유’ 등 때문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새로운 스토리지 최적화 방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권필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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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

소셜 미디어, 모바일 등의 사용은 비정형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들 데이터는 빅데

이터 분석에 있어 소중한 데이터 자원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확장

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백업 관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오브젝트 스토

리지의 활용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로 분류되는 파일에 대

해 자동 백업, 무결성 보장, 보관 주기, 액세스 관리 등 자체적으로 통합적인 데이터 생명 주기 관리

가 가능하다. 산업 표준인 REST API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거리와 

상관없이 액세스가 가능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시 코드에 의한 데이터 무결성 체크, 파일 이중화 등을 지원해 수백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확장되

는 환경에서도 백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백업 프리’ 환경을 제공한다.

HCP(Hitachi Content Platform)는 전형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위의 기능뿐만 아니라 랜섬웨

어를 방지할 수 있는 WORM 기능, 버저닝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수백 페타바이트로 확

장이 가능하며 아마존 S3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티어링을 통해 저장소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처리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출시된 

HCSF(Hitachi Content Software for File)는 AI와 머신러닝 같은 고속의 I/O 처리가 필요한 빅데

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고성능 분산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

지인 HCP를 백앤드에 배치해 핫 데이터는 고성능 NVMe 기반의 분산 파일 서비스 노드에서 처리

또한 데이터 절감기술 등 다양한 스토리지 효율화를 지원해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퍼블릭 클

라우드 모델보다 TCO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소유권이 기업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와 보안에 대해 신경을 덜 써도 된다. 물론 한시적으로 접속 기록을 

저장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호 필요성이 낮은 임시 데이터 등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해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02 l 데이터의 생명 주기 고려

오래전부터, 정보 생명 주기(ILM, 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대용량 데

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액세스 빈도가 낮아진 데이터

는 테이프와 같은 저가의 저장장치에 저장 및 관리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티어링과 

같은 방식으로 비활성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아마존 S3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으로 자동 이관이 가능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저장장치는 보관 주기를 통해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존 연한이 다해 가는 

데이터는 아마존 S3로 보낸 뒤 지정된 기간에 자동 삭제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으

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증가에 따라 부족한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의 저

장 공간을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충당함으로써 즉각적인 증설 효과와 함께 일시적인 저장 

공간에 대한 도입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HNAS는 DM2C(Data Migrator to Cloud)를 통해 NAS에 저장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클라우드 스

토리지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관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NAS에서 언제든지 기존 방식대로 액세스할 수 있다. 대신, 잘 쓰지 않는 파일의 물

리적 위치는 클라우드의 저장공간을 사용함으로써 NAS의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당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온프레

미스의 HNAS 저장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사가 이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를 구축했다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데이터 삭제 등의 작업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

었을 것이다.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인프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DM2C’



고성능 분석에 적합한 솔루션 ‘HCSF’

스토리지 운영 자동화를 위한 핵심 관리 솔루션 ‘옵스 센터(Op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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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 센터는 데이터 관리 현대화를 위한 AI 기반의 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관리 도구로, VSP 시리

즈에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옵스 센터 애널라이저는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SAN 네트워크와 가상환경까지 엔드투엔드 모

니터링을 기반으로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성능, 용량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증설 시기를 예측하는 최적화 기능도 제공한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추가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프로비저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간소화된 자동화 템플릿을 통해 제공해 주는 것이 옵스 센터 오토메이터이

다. 오토메이터는 히타치 밴타라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IT 운영 기반의 활용 사례를 반영한, 다양

한 자동화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자동화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구현이 가능하다.

옵스 센터 API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스토리지 운영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REST 방식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스토리지에 직접 액세스하여 볼륨 프로비저닝을 자동화

할 수 있도록 한다. VMware, 오픈스택, 쿠버네티스/오픈시프트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플

러그인 및 실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성능, 고가용성이 검증된 스토리지를 이용해 안정

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대세인 클라우드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아

마존처럼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처음부터 가능할 수는 없다. 현재 상당수의 기업이 예전처럼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빅뱅 스타일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스타일

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은 핵

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급격히 전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는 IT 구성 요소이

다. 검증된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되 새로운 환경에 대해 신중한 테스트와 적용을 해나간다면, 기

업의 클라우드 구축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Ops Center

하고, 콜드 데이터는 비용 효율적이며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HCP에 투명하게 저장함으로써 

최적의 분석용 저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04 l 스토리지 관리 환경의 자동화

기존 IT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민

첩함은 자동화에서 나온다. 아마존을 필두로 많은 클라우드 기업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회수하는 

작업과 이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관리상의 이

점을 가장 빠르게 취할 방법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로 IT 환경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다. 기존의 IT 환경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IT 자동화를 시작해야 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SP 시리즈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자동화 솔

루션을 제공한다. 옵스 센터(Ops Center)가 바로 그것이다.

Ops Center

Administrator
Ops Center

Analyzer
Ops Center

Automator
Ops Center

Protector

HCSF

확장성
Parallel File System

간편성 Scale-out NAS

성능 NVMe-over-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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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들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고에 인프라와 운영 전문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할 

의향도 있다. 인프라 운영 리더들이 스토리지 전략을 완전히 바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다음 

4단계를 주목해야 한다. 

1단계 비즈니스 성과 기준 조정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아직도 인프라 성능, 가동 시간, 비용 등 이미 익숙한 인프라 성과와 내부 

KPI(핵심성과지표)로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로 인해 인프라 운영은 전체 비즈니스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고 성과 평가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인프라 운영 전문가는 비즈니스 리더와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지향 성과 기준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와 조화를 이뤄 그 연계성을 지속해야 한다. 다음 

그림은 중단해야 할 레거시 관행, 그리고 2025년 이후 전환해야 할 새로운 측정 목표 유형이다.

2단계 비즈니스 적용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인프라 운영의 역할을 스토리지 인프라 제공자에

서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에 세 단계의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요구사항을 취

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운영팀 내에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인프라 운영팀은 스토리지 오너십

뿐 아니라 생성부터 프로세싱, 보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이르는 전체 

솔루션 경로에 대한 오너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운영 리더가 먼저 스토리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스토리지와 데이터 전략을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과 기술 그리고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4단계 접근법을 알아본다. 

변화의 시대, 지금이 중요하다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인프라 현대화를 총괄하는 인프라 운영 리더의 약 1/3

이 인프라 운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IO들은 인프라 운

영 리더의 역할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까지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IO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인프라 운영 리더와 CIO의 목표 

간 간극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2020 가트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프라 운영 리더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목표는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성숙도 향상이며, 이는 이전 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트너의 CIO 리서치 

조사 결과, CIO들 사이에서는 2021년 최대 우선순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CIO들이 현재 중점을 두는 사항은 ▲ 비즈니스와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 ▲ 어디서

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 ▲ 데이터의 세계화 ▲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과 워크로드 지원 ▲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현대화를 완성하는 4단계

코로나19 이후 CIO의 가장 큰 우선순위 변경사항

2025년의 성과 측정법

0% 50% 100%

IT 문화의 변화

IT와 비즈니스 우선순위 일치

변화를 촉진하는 기술 플랫폼 제공 59%

61%

77%

IT 인프라 성과

인프라 운영 KPI
(가동 시간, 성능)

IT 프로젝트 집중

개별 인프라

개별 솔루션

인프라 제공

비즈니스 성과

비즈니스 KPI에 
연결된 메트릭스

비즈니스 또는 제품 집중

제품 통합(모듈화)

표준화

서비스 제공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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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기술, 아키텍처, 인프라 솔루션을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온프레미스, 엣지(edg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이 대상이다. 본 컨텐츠에서

는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컴퓨팅, 네트워킹 및 다른 인프라 플랫폼과도 

연관될 수 있다.

3단계 혁신 기술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각각의 기술이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현대화 여정

을 본격화하기 전에 간편성, 성능, 확장성, 효율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앞으로 

선정할 벤더와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성과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 그림은 인프라 운영 리더들이 취합해야 하는 몇 가지 데이터 사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 매트릭스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인프라 운영팀이 비즈니스 운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

고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게 될수록,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인

프라의 성능, 비용, 신뢰성 등을 정확하게 충족시켜 비즈니스 운영자의 KPI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데이터, 스토리지 매트릭스 및 매개변수로 구성되는 전사적인 표준 데이

터 서비스 카탈로그의 구축이다. 이 카탈로그는 투명성과 피드백 제공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

며, 내부 고객과도 공유해야 한다.

데이터 서비스 카탈로그의 구축과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서비스 매개변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셋에 대한 지식 습득

데이터 및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승인 확보

비즈니스 및 내부 고객 KPI에 기반한 더 나은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반 기술을 추상화하여 기술보다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

비용 최적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통합, 최적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벤더가 가장 혁신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스토리지 기술을 평가하라.

구매와 사용 옵션에 대해 문의하고, 관리형 STaaS(Storage as a Service)로의 

전환도 고려하라.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등 어디서나 가능한 인프라 제공을 기대한다면, 

소프트웨어 정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전략적 벤더와 분기별 미팅을 하는 등 벤더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라. 

솔루션 품질, 원하는 기능, 지원 품질, 필수 통합, 지금까지 달성된 

비즈니스 이점에 대해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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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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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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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4단계 지식과 책임 기반의 인재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전통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을 기반한 특정 SLA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스토

리지 용량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디지털 비즈니스 리더들은 전문적인 스토리지 운영뿐 아

니라 적극적으로 SLA를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인프라 운영 담당이 고객과 

인프라 운영팀 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중심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스토리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해 자동화를 시행하는 동시에 STaaS(Storage as a 

Service)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인프라 운영 리더들은 스토리지 전문가들이 ‘정보 기술 융합형 인재(IT versatilist)’, 인프라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플랫폼 엔지니어, 데브옵스(DevOps) 엔지니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차 

훈련을 통한 지식과 책임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운영 전문가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담당자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괄

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더욱 광범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인프라 운영 리더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프라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다.

인프라 운영 전문가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담당자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더욱 광범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인프라 운영 리더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프라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다.

출처 : 4 Must Dos to Shift Storage and Data Management Strategy by Embracing Infrastructure-Led Innovation, 

 www.hitachivantara.com, 2021년 3월 

이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현대화 시대!

인프라 운영 리더가 변해야 한다.

디지털 비즈니스 리더십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KPI를 학습해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 

거듭나야 한다.

포괄적인 데이터 서비스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배포한다. 

무차별적,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를 없애고, 

인프라 표준화와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블록, 파일, 오브젝트,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정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을 수용해 어디서든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담당자를 선임해 

비즈니스 리더들의 특징과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이를 인프라 서비스 KPI와 

연계해야 한다.

간소성, 성능, 확장성, 휴대성, 효율성, 

상호운용성에 대해 각각의 특화된 성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 

우선순위, 잠재적 이점을 매핑해 스토리지와 

데이터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한다.

인프라 운영 담당자의 역할을 

스토리지 운영 전문가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운영(DataOps) 

전문가로 재정의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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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금호타이어의 타

이어 개발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DX)을 위

한 공동연구에 참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기반 컴파운드와 타이어 성능을 예측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금호타이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디지털 

역량을 결집시켜 ‘타이어 디지털 트윈’ 시

스템 환경을 구축 중이다.

금호타이어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양

사의 빅데이터·AI 전문가 역량으로 선진화

된 AI·머신러닝(ML)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어 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컴파운드 설계 중 고무 

랩 특성을 예측하는 VCS(Virtual Compound 

Simulation)와 타이어 주행 성능을 예측하는 

VTS(Virtual Tire Simulation) 시스템을 개발

했다. 금호타이어는 축적해온 데이터를 효성

인포메이션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펜

타호’와 결합했다.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개발 효율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VCS 시스템은 기존에 축적된 시험 기반 빅

데이터를 AI로 학습해 새로운 사양 신규 컴

파운드 성능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타이어

용 컴파운드 개발은 에너지 손실, 마찰력, 마

모 등 타이어 요구 특성을 만족하는 타이어

용 고무를 일일이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기

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VCS 시스

템을 적용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험 횟

수를 감소시켜 타이어용 컴파운드 개발 기

간을 약 50%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이 

제조 현장 혁신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펜타호와 

루마다 포트폴리오 기반의 앞선 데이터 기

술력과 전문인력을 통해 고객사 디지털 전

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엔비디아(NVIDIA)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전문 기업 유클릭(대

표 엄남한)과 국내 AI/ML(인공지능/머신러

닝) 사업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

호 협력을 강화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유클릭은 최근 

AI 컴퓨팅 플랫폼 혁신을 위한 공동 영업, 

마케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내

용의 업무 협약서를 상호 교환하고, AI/ML 

시장 선도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사는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용 GPU, 엔

비디아 EGX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등과 효

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고성능 데이터 분

석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HCSF’ 제품에 대

한 공동 영업을 통해 HPC(고성능 컴퓨팅) 

및 AI/ML 분석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에게 

데이터 혁신을 제공한다.  또한, 효성인포

메이션시스템의 VM웨어 기반 HCI 및 클라

우드 운영 기술력과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VM웨어 탄주(Tanzu) 기반 엣지 컴퓨팅 시

장 개척을 위해 양사 기술력과 영업력을 극

대화할 전략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AI 인프라를 더 

편리하게 구축하고, AI/MLOps 환경에서 데

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속화하며, 컴퓨팅 환

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산업에서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맞

춰 인프라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 고성

능 컴퓨팅 등을 위한 강력한 데이터 솔루션

을 결합해 AI 플랫폼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

기업이 IT 부서와 데이터센터에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차세대 데이

터센터 모델인 SDDC를 통해 컴퓨팅, 네트

워크, 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을 자동화하

는 방안이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데이터센터 운영 모델은 고객이 원하

금호타이어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지원

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라도 즉각적으로 관

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UCP(Unified Compute Platform) RS는 

Full SDDC·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성

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

공하며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의 새로운 표

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가상머신 배포

가 아닌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완전한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등 점점 많아지는 시스템 환경에 사람

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머신러닝(ML) 기반 

분석, 예측, 대응 및 통찰을 제공하고, 가상

머신, 컨테이너 등 다양한 업무별 일관된 

보안·인프라 할당 기능으로 기업의 원활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UCP RS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용량·성

능·비용을 분석 및 예측한다. 차세대 데이

터센터를 위한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

(SDN)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지원하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기능을 자동 

배포하고 로그 기반 장애 예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 UCP RS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가치 창출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 

UCP RS는 국내외 수많은 기업 및 기관에

서 도입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

근 300억 원 규모의 호주 ‘서비스 오스트

레일리아(Service Australia)’ 프로젝트에 

UCP RS를 비롯한 히타치 밴타라 스토리지 

솔루션이 선정됐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

아는 호주 정부 산하 행정기관으로 호주 시

민과 영주권자에게 의료보험, 퇴직연금, 아

동복지 등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히타치 밴타라는 서비스 오스트레

일리아의 레거시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프

로젝트를 수행하며 향후 3년간 하드웨어, 

배송 및 설치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리, 지

원·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노하우와 효성인포메

이션시스템의 차별화된 기술 지원 서비스

가 시너지를 내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분야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

하여 주요 금융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

축 프로젝트, 지역 스타트업파크의 통합 AI 

서비스 환경을 위한 가상 플랫폼 환경 구축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SDDC 기반의 클라우드 업무 자동화, AI 기

반의 데이터 통합 운영 환경 구축까지 최적

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업들이 클라우

드 중심 IT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HCI 플랫폼을 제

공한다.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를 통합 

구성·관리할 수 있는 컨버지드 인프라 플랫

폼인 ‘UCP(Unified Compute Platform) HC’ 

▲SDDC·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모

두 통합 제공되는 HCI 플랫폼인 ‘UCP R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AI·ML 분석

에 적합한 GPU까지 하드웨어와 더불어 가

상화·컨테이너 솔루션까지 턴키(Turn-key)

로 구성된 ‘UPC AI’ 플랫폼이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UCP AI’ 플랫폼

에 빅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펜타호’를 

결합해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

화까지 전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자동

화해 AI분석 업무 효율을 보장한다.

이 플랫폼은 IT운영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포탈에서 사전 

정의된 개발 환경과 인프라 배포를 자동화하

고, 개인과 그룹별 컨테이너 작업 공간인 샌

드박스를 제공해 데이터 과학자가 AI 모델 

개발과 분석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상머신(VM)과 컨테이너를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구축해 애플리케

이션과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며, 통합 관리 솔루션인 UCP 어드

바이저(Advisor)를 활용해 통합 모니터링·

관리 효율성을 제공한다.

HIS on Media

유클릭과 AI/ML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UCP RS’로 SDDC 및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강화 UCP HCI 제품 라인에 

GPU 기반 AI 플랫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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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혁신의 모든 것!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함께합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데이터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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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계간 사보 advantage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의 허가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advantage 신규 구독 및 주소 변경은 

his-slee@hyosung.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youtube.com/user/hyosung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