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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아이패드 열풍,
“필수가 된 기업 내 태블릿 사용 정책”
Beth Stackpole | Computerworld

국 의료서비스업체 리햅케어(Rehab-

태블릿 열풍에 대비하기

미

Care) CIO딕 에스큐는 경영진이 IT부서

최근 아이패드 2와 모토로라 줌, RIM의 플레이

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도입하자고 얘기

북, 그리고 삼성 갤럭시 탭 새 버전 등이 출시되면

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서 태블릿 열풍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같은 업계의 다른 CIO들과는 달리, 건강 보험 양

가트너는 2011년에만 태블릿이 6,980만 대 판매

도 및 책임에 관한 법안(HIPAA, Health Insuran-

될 것이라 예측했으며 애널리스트와 통찰력 있는

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준수와

기술 관리자들 역시 이제는 IT회사 경영진들도 손

보안 문제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사진이나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음악 같은 개인적인 내용들을 업로드 하는 사용자

이전에 출시됐던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들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다. IT부서 직원들이 짊어

경영진들이나 판매원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구매

져야 할 자금 부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했다가 점차 빠져들어서 일터에서도 아이패드를 사

없다고 생각한다.

용하게 된 일반 직원들까지, 아이패드 역시 다양한

이는 모두, 몇 년 전부터 일하는 현장에 아이폰을

이들에 의해 업계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투입해 온 덕분에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 도입

직원들이 자신들의 개인 태블릿을 사용하든 기업

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에서 발행해 준 것을 사용하든 상관 없이, 지금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막연히 금지하거나 아무런

이러한 태블릿 열풍을 볼 때 IT 분야에서도 이를 관

계획 없이 도입하는 대신, 리햅캐어의 IT 부서는 회

리, 추적, 보호 및 지지해 줄 체계적인 접근 계획을

사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모바일 관리 기술을 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화 해 아이폰을 성공적으로 도입시켰으며 이제는

최근 열린 컴퓨터월드 IT업계 리더 100인 행사

아이패드 도입 역시 성공적으로 해내 이 사업에 안

에서, 카팩스(Carfax)의 개리 리와 기술 에디터 요

정적으로 발을 딛고 있다.

하나 앰브로지오는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

아이폰 도입 경험을 통해, 에스큐는 이미 IT 부서

릿, 노트북 등 자신이 사용할 모바일 기기 선택을

직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야 말로 이 신기술 도

맡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입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임을, 즉 일각에서 소비자

가트너의 리서치 부 담당자 레슬리 피어링은“아

주도의 IT(consumerization of IT)라고 부르는 트

이폰이 일찍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그리고 이제 아

렌드를 꿰뚫고 있었다.

이패드에 의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은 좋든

에스큐는“직장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는 유

싫든 이 전자기기의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일한 장소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컨슈머 기술

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IT부서들이 맡아야

(consumer technology)의 무한한 발전 덕택에 이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

제는 그러한 시절도 지나갔다”
라고 말한다.

했다.
전문가들 및 기술 경영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
을 IT 부서들이 해야 할 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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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비밀번호 설정, 기기 인증서, 그리고 분실 및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려면 사용자들은 우선

도난을 대비해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

인증서를 통해 특정 사용자가 어떤 정보나 응용 프

기능 등 태블릿에 적합한 사용 방침을 정해야 한다.

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줄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자원에 다층 구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 대비책들 이외에도, 텔렙스는“상시

해 중요한 정보나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한다.

접속형”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기기가 모바

▲ 앱 딜리버리 메커니즘(application delivery

일 인터넷에 접속돼 있을 때에만 응용 프로그램이

mechanisms)을 재설계한다.

작동한다.

▲ 모바일 기기가 직원 소유인지 회사 소유인지에 따라

텔렙스의 CIO 진 할리는“오프라인에서는 모바

IT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지를 결정한다.

위의 사항들이 너무 과하다 싶게 느껴진다면, 계

일 기기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
라며,“이 모델을

속 읽어나가며 기업 IT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태

사용하면 기업 정보나 지적 재산이 유실되는 것을

블릿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살펴보길

막을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바란다.

사용 가능한 범위도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오프라인에서 접속할 일이 적어질 것이라 보고 있
다”
라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 관리(MDM)의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을 위한 아이폰 보안이 전무했지

아이패드나 다른 모바일 기기들은 주로 이메일,

만, 그것도 이젠 옛날 이야기다. 애플의 iOS 4.x는

캘린더, 그리고 다른 기업 앱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에 암호화 기능, 집중 관리

며 모바일 단말기 관리(MDM)플랫폼에 알려져 있

(centralized management) 및 원격 데이터 삭제

다. 특히, SAP의 사이베이스 아파리아(Sybase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

Afaria)가 그러하다.
텔렙스는 아파리아를 사용해 전송 중 엔드투엔드

있다.
수 십 개의 기업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mo-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하기도

bile device management) 도구들로 아이폰 이외

하고, 프로비저닝을 돕는가 하면, 업무 관련 앱과

에 다른 기기들 역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

사용자 개인의 앱을 분리해 놓는 샌드박스를 만들

로 인해 IT부서들도 원격 설정, 정책 방향을 비롯해

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앱을 아이패드에서

엔터프라이즈 샌드박스(enterprise sand-box)를

사용할 수 있다.
텔렙스의 모바일 전략은 앞으로 다른 태블릿을

만들거나 기기가 도난 및 분실됐을 때는 원격 데이

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제대로 보안만 된

터 삭제까지 가능해졌다.

다면 직원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

이미 스마트폰에 대해 이러한 체계를 갖춘 IT부

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서라면 태블릿을 도입해서도 보안이나 관리 문제들

텔렙스의 모바일 기기 관련 정책 중에는 모바일

에 잘 준비돼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통신장비업체 텔렙스(Tellabs)는 점점 더 그 수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

증가하고 있는 수백 대의 기업 소유 아이패드를 관

한 내용, 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지,

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업체는 통신

도난이나 분실시 대처 요령,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

사업자들에게 광대역 접속(broadband access) 및

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 지 등이 명시돼 있다. 대체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으로, 텔렙스는 회사 측의 기기들만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기기는 각자가 관리하게 돼 있다.

텔렙스의 공급망 전문가들과 판매원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해 이메일과 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 전체의 앱을 통해 수송 및

내 아이패드를 직접 가져오라고? 좋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액티브 인터레스트 미디어(Activ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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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이하 AIM)는 굿 테크놀로지의 모바일 단말

의료기기 제작업체인 컨셉터스에서는 IT부서가

기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직원들 소유의 단말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컨셉터

기들을 수용하고 아이패드 및 다른 태블릿과 스마

스는 직원 소유의 단말기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트폰을 관리한다.

대신 250개가 넘는 아이패드를 구매해 경영진들과
현장 판매원들에게 보급해 고객관계관리 및 마케팅

사용자 소유의 태블릿이 회사에 포함되는 것 이

지원 앱 사용을 용이하게 했다.

외에도, AIM은 얼마 전 20개의 아이패드를 구매해

회사측은 또한 기존의 모바일 기기 정책을 수정

대여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나눠 주어 여행시 노트

해 사용자들이 개인 앱을 단말기에 설치 할 수 있도

북 대신 쓰게 했다.
AIM의 IT 책임자인 넬슨 센즈에 따르면, 굿의 엔

록 했다. 물론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그 앱이 삭제

터프라이즈 아이패드 앱(Enterprise iPad App)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너무 많은 앱을 설치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와 로터스 도미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직원

(Lotus Domino)의 이메일, 캘린더 등과 동기화 되

들에게 분명히 했다.

며, ID와 제대로 된 비밀번호만 있다면 그 데이터

컨셉터스의 CIO 제프 르타스는 또한 회사 자체

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또 앱이나 기업 정보에의

적으로 앱 스토어를 열어 내부 앱을 보급함으로써

접근에 대해 IT부서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포럼에서 등록 상표가 붙은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

넬슨은“자신의 아이패드를 회사에 가지고 오는

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근, 컨셉터스 내부 앱 스토

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것과 비슷하다”
고 말한

어는 다섯 개 정도의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사용자들은 굿의 앱을 자신의 단말기에 설치하

는 재택 판매 및 마케팅 앱도 포함돼 있으며 앞으로

겠다는 동의 각서를 제출한다. 이는 관리를 위한 절

도 더 많은 앱이 추가되길 기대하고 있다.
IT부서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가

차이며, 분실이나 도난시 원격 데이터 삭제와 회사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업그

의 단말기 사용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황이 변하면, 굿 MDM 플랫폼이 정책 실행에

레이드 문제를 생각해 보자. PC나 노트북이라면 IT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안 측면에서 봤

부서에 맡겨 몇 달 동안 OS를 업그레이드 했겠지

을 때, 지금으로썬 앱이나 아이튠즈에 제한을 둘 필

만, 아이패드의 경우 편한 시간에 IT부서에 부탁하

요가 없는 것 같지만, 상황이 달라질 경우 굿 MDM

지 않고도 iOS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컨셉터스 IT 운용 및 ERP솔루션의 책임자 에릭

플랫폼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시몬스는“우리로써는 통제력 저하를 막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라면서,“사용자들은 우리가 없어도

앞선 앱 전략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앱이나 OS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IT 이슈들도 남아 있다. 사용자들이 이메일이나 캘

점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테스팅과 지원 메커니

린더를 넘어서 앱을 비롯한 다른 기능들까지 요구

즘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지만, 컨셉

하게 되면서, IT 부서는 이제 앱을 제공하기 위한

터스는 젠프라이즈의 MDM플랫폼을 사용하고 있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아이튠즈 스토어에 회사 앱을 올린 후 보안 문제

다. 회사가 익스피리언스 이슈어(Experience Es-

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업 내부의 앱

sure) 세일즈 및 마케팅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스토어를 만들어 IT 부서에서 회사 네트워크 내에

경우, 젠프라이스는 누가 컨셉터스의 데이터 웨어

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우스에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등을 알려주었다.
그 정보를 통해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올바른 버전

기업들은 또한 특정 앱 기업 태블릿에 올라오는

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것을 제한할 것인지, 할 것이라면 어떻게 제한할 것

IT 부서는 또한 협력하여 사용자들과 더 자주 소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4
IDG Korea

iPad for Business
통하려 하고 있으며,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이 주

도와주며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라고 장려한다.

의 앱에 대한 팁”
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고안해 사

그는“만약 직원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면 단말기들을 더 조심해서 다룰 것이라 생각했다”
고 전했다.
다행히도 이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내부 조사에

사용자 교육은 필수

아이패드나 다른 태블릿이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따르면 IT 도우미 센터는 2009년에는 1,800개의

에 쉬울 수도 있지만, 경험 많은 기술 관리자들은

단말기 교체 요청이 있었지만 2010년에는 150건

IT부서가 태블릿 사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

이하로 줄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아

그램을 고안해 내야 하며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용

이패드 모두를 합친 숫자였다.
리햅케어의 IT 부서는 1,000개의 아이패드,

정책이나 앱 보급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2,000개의 아이폰, 그리고 9,000개의 아이팟 터치

와야 한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SAP는 재정, 경영, 판매,

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무선 단말기들을 통해 아르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부서에 3,500개의 회사 소

바이트나 프리랜서 직원들이 회사의 앱을 사용할

유의 아이패드를 보급했다. SAP의 CIO 올리버 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스맨은 SAP에서는 위키(wikis)와 같은 웹 2.0 기

지금으로써는 에스큐도 기업 소유의 모바일 기기

술들이 사용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와 애플 제품 사용에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있으며 IT에게 지워지는 지원 부담도 덜어주

하고, 그는 현재 진행중인 변화들에 촉각을 세우고

고 있다고 말했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플랫폼들이나 태블릿도
지원해 줘야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기기 사용이나 어떤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앱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비록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자신의 모바일 단말

지, 그리고 기타 다른 궁금한 것들에 대해 배울 수

기를 가져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BYOD

있는 곳이 따로 마련돼 있다”
라면서,“단말기 수가

(bring-your-own-device,회사에서 내 단말기 쓰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 지원을 강화해야만

기 운동)을 전적으로 실천한다면 직원들이 다른 전

했다. 또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

자기기들도 구매할 지도 모른다”
라면서,“사용자들

기도 했다”
라고 설명했다.

의 선택권에 가타부타 하는 대신, 기술을 받아들이
고 살 사용하는 것이 진정 현명한 선택”
이라고 덧

SAP의 마이크로앱스(MicroApps) 갤러리는 앱

붙였다.

을 내부 앱, 외부 앱, 그 중간 앱으로 분류한다.
현재 10개 미만으로 존재하는 내부 앱의 경우, 여
행 중인 직원에게 CRM, ERP, 사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외부 앱은 약 50
개 가량이 있는데, SAP 판매팀을 위해 만들어 졌으
며, 중간 앱은 40여 개가 있고 SAP로부터 피드백
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갤러리에 업로드 할 수
있다.
‘기술을 받아들이자’

다시 리햅케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CIO 에스
큐는 IT 부서의 지원 부담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
는 듯 보인다. 그의 부서 직원들은 사용자들이 자신
들의 아이패드와 집 컴퓨터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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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의 태블릿 활용 사례‘현장 속 아이패드 15선’
Tom Kaneshige | CIO

고 있다. 아이패드를 통해 간
단히 찾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씬의 의도나 동기를 배
우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고고학자 : 아이패드로 고대
를 찾는다.
폼페이의 고대 폐허 속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한
고고학자가 아이패드에 기록
을 작성하고 있다. 아이패드
2로는 게다가 현장에서 사진
도 찍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고.

경찰관 : 아이패드로 범죄자
를 잡는다.
경찰관이 속도 위반을 한 운
전자를 세운 후, 아이패드로
운전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메모하고, 지도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있
을 수도 있다. 아이패드는 빠
르게 경찰관의 새로운 파트
너로 변모하고 있다.

영화 감독 : 아이패드 한번
보고, 레디! 액션!
아이패드가 두껍고 무거운
감독들의 클립보드를 대신하

앱은 애플 고유의 가라지밴
드(5달러)로, 다수의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들어볼 수 있
다.

조종사 : 아이패드를 보면서
이륙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두꺼운
비행 교범을 참조하거나 항
해도를 훑어봐야 했다. 그러
나 아이패드가 있으면 조종
사들은 가장 최신 정보를 빠
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군인 : 아이패드에 담긴 관
제 시스템
해리스 기업(HRS: Harris
Corp.)은 연 수입 60억 달러
의 기술 제공업체다. 이제는
전쟁 지역의 U.S.군인들이
원격으로 풍선에 매달린 카
메라나 다른 무인 항공기들
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아
이패드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의사 : 하루 한 번 아이패드
를 복용하세요
의학박사 클라이드 설리번은
심장전문의로 텍사스 장로교
병원에 근무하는데, 아이패
드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체
크하고 동료들과 협의한다.
아이패드는 의사들이 자유롭
게 환자들과 더욱 많은 시간
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예술가 : 디지털 캔버스
아이패드는 그 자체로 예술
품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
나 예술가들은 아이패드에
영감 예술을 창조해내며 다
른 측면을 증명해 보이고 있
다.

뮤지션 : 아이패드를 이용한
연주
늦은 밤의 DJ나 길거리 밴
드까지, 아이패드는 작곡가
들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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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 삽 대신 아이
패드
운송업자에서 건설현장 인부
들까지, 아이패드가 야외 현
장에 투입되고 있다. D7 컨
설팅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서 라스베이거스까지 펼쳐진
건설 현장의 직원들이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

소매점 : 새로운 금전 등록
기
딸깍! 실리콘 프레리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로마스 커
피하우스의 주인인 제프 밀
레브스키는 아이패드와 샵킵
(ShotKeep)의 웹앱을 사용하
여 매출을 정산한다.

IT Check List

“기업 내 아이패드 2 침공!”CIO의 체크리스트
Tom Kaneshige | CIO

많

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CIO들이 다른 기술 제품과 마찬가지
로 아이패드가 묻히기를 바라고 있지

아이패드와 PC가 파일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방

만, 아이패드는 날이 갈 수록 그 건재함

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CIO들은 어떤 iOS 앱

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생적으로 소비자 기

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앱이 마이크로소

기인 아이패드는 기업 IT의 균열점이 되고 있다.

프트 워드 문서, 애플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CIO들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아이패드의 모든 것을

동영상 등과 같은 특정 콘텐츠에 대한 편집 기능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애플과 iOS 앱 개발자

제공하는 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 후에 해당

들은 CIO를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다. CIO들로서는

콘텐츠는 저장될 수 있는 서버에 다시 저장될 것이

아이패드에 압도당하기 전에 한발 앞서 관리해야만

다. 에지는 이와 관련“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

할 필요가 있다.

에는 최소한 두 개의 앱이 포함된다”
라고 말했다.

두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 공급과 앱 관리

초기의 정책 설정이 중요

아이패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CIO들이 직면하

CIO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접근, 인증,

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기업 아이폰과

그리고 보안을 관장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의하고

아이패드 관리자 가이드”
의 저자이자 IT 컨설팅 업

iOS에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다. 블랙베리와

체 318의 기술 책임자인 찰스 에지는 대량 공급과

윈도우 모바일 기기의 기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함께 올바른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후 서버

이러한 기존 정책은 아이패드와 아이폰 정책의 기

에 다시 저장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반이 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 소비자 중심의 기기에서

에지는“5,000대의 아이패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새롭게 발견한 자유를 포기하기 싫어한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이패드와 아이폰 정책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

라고 물었다. 그에 따르면 아

다. 예를 들어, 앱 스토어에

이패드 혹은 아이폰에서의

대한 접근 제한은 현명하지

데이터 배열 방식은 노트북

못한 정책이고 사용자의 반

혹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

란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르다. 아이폰 구성 유틸리티
툴 혹은 모바일 기기 관리 업

계속되는 보안 논쟁

체의 툴을 사용해서 다양한

아이패드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마다의 프로파일을 개

많은 우려가 있다. 아이패드

발해야 한다.

의 보안 기능은 충분한가? 최

에지는 이어 많은 기업들

근 한 의료 단체는 보안상의

이 사용자 요구 조건을 명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아이

패드와 아이폰에 각각의 독

패드 혹은 아이폰을 구축하

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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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타입의 SSL 인증과 관련하여 몇

정도다.
어드벤티스트 헬스 시스템의 샤론 핀니 기업 데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MDM

이터 보안 책임자는“직원들에게 노트북, 워크스테

혹은 다양한 앱을 활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환경에서

이션, 혹은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고 5개의 앱에만

의 보안 필요성을 만족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하다고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며“또 기
기에 대한 보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에

아이패드 2에서의 난제 : 네트워크 대역폭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춘 2000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을 위한 경영 전

그러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책

략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업체 RPTM의 댄 헤이

을 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즈 파트너는 아이패드2와 관련,“많은 기업들이 손

그러나 애플 기기에 기업에 충분히 준비됐다는

쉬운 엔트리 레벨의 화상 회의 기능으로써 페이스

의견도 있다. 8,000대의 아이팟 터치, 700대의 아

타임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폰, 그리고 120대의 아이패드를 위한 iOS 앱을

고위임원들은 그러한 기능을 좋아할 것이다. 그

개발하고 있는 리하브케어의 딕 에스큐 CIO는“IT

러나 회사의 네트워크가 아이패드 화상 회의로 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애플 기기들이 기업에 적합하

한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지 않다는 불면의 믿음이 있다”
면서,“우리는 모든

있다.

사안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외부 법무팀 컴플라이

아이패드의 기업 채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언스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유사하게 CIO들은 아이패드 2가 출시되었을 때 페

에지는 맥 OS X 보안의 기초와 맥 OS X 스노우

이스타입의 물결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해

레오파드 보안의 기초라는 서적에서 아이패드와 아

답은 네트워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이폰의 기업 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는 것이다.

IT 트렌드 종합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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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도입시 직면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Tom Kaneshige | CIO

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포춘지 선정

애

북 지급을 고려했었는데, 아이패드와 관련된 커다

500대 기업 중 4분의 3에 이르는 기업

란 변화를 감지하고 노트북 구매를 미루었다.

들이 아이패드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으

그루위츠는 프로스카우어의 많은 클라이언트가

며, 실제로 대부분의 독특한 사업장에서는 아이패

엔터테인먼트 산업, 케이블과 방송, 그리고 기술 산

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업에 속하는 기술에 민감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최

올 초 실리콘 밸리 기술 업체들이 부러워할 정도

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 대규모 기술 재설계를 완료한 뉴욕의 법률 회사

런 고객들에게 프로스카우어가 고객을 더 잘 이해

프로스카우어(Proskauer)도 그 중 하나다. 기술 재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설계의 중심에 아이패드 2가 있는 것이다.

때문이다.

프로스카우어의 COO인 아써 구르위츠는“우리

이에 따라, 그루위츠는 프로스카우어의 정보 서

가 법률 회사라는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고, 최초로

비스 부문 수장인 말콤 콜링우드에게 아이패드를

아이패드 도입을 완료한 회사라고 확신한다”
며“최

사용하여 최신의 컴퓨팅과 화상 회의 환경을 갖추

초라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패드는 브랜드 경쟁력

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프

향상을 가져다 준다”
고 말했다.

로스카우어는 변호사들에게 HP 노트북이나 아이

500명 이상의 프로스카우어 소속 변호사들은 멋

패드-데스크톱 조합 중에 선택하도록 했는데, 700

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커다란 숫자로 가득 찬 엑

명 중 500명 이상이 아이패드-데스크톱의 조합을

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장문의 워드 문서를 작성

선택했다.

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콜링우드가 아이패드를 지급하기 이전, 실질적인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러한 전자 문서들을 앞뒤로

사용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변호

넘기며, 변호사들은 판사들 앞에서 아이패드를 사

사들이 앱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아이패드에 앱을

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리 탑재해서 지급해야 할까? 어떤 앱들이 필수적

그러나“브랜드 향상”
을 차치하고, 기술적인 측

으로 사용되어야 할까? 아이패드를 개인용으로도

면에서 단순성이라는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불구하고 프로스카우어의 IT 부서는 여러 커다란

들이 회사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네트워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규모의

기업의 아이패드 도입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아이패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프로스카우어의 기술 위원회 회장이자 선임 소송

케이만은“우리에게는 참조 모델이 없었다. 이제

파트너 스티븐 케이만은“아이패드를 채택하는 것

의사결정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마다, 새로운 문제

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투

가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만이 속

자되어야만 했다”
면서,“더불어 수 많은 결정이 필

한 기술 위원회는 변호사들과 IS 부서 간의 의사소

요하다”
고 덧붙였다.

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 필요

모바일 기기 관리 소프트웨어의 선정

2년 전, 프로스카우어는 변호사들에게 신형 노트

콜링우드는 앞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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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for Business
Go Premium - Office Suite)를 선택했다.

대답을 제공하는 장문의 아이패드용 사용자 정책
매뉴얼을 작성했다.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렇

그리고 문서의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아이패드를

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인기 오피스 앱 대신 독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투 고(Docs to Go)를 선정했다. 변호사들이 많은

사실상,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업무용 아이패드라

문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버전 제어가 매우 중

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서 사용하

요하기 때문이다. 케이만은“고객들이 문서에 코멘

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이나 여행 등을 위

트를 하고, 이 내용을 변호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해서 동일한 앱을 사용하며, 고객 접대를 준비할 때

한다”
고 말했다.

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외식을 즐기기 위해 식

프로스카우어의 변호사들은 굿리더스와 독스 투

당을 찾을 때에 같은 앱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를 구매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아이패드는 업무와 개인적인 삶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이패드 앱을 구매할 수도 있다. 비록 모든 앱이

않다.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IS 부서는 화이트보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아이패드를 안전하

드 프로(1달러, Whiteboard Pro)와 아이패드용 시

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트릭스 리시버(무료, Citrix Receiver for iPad) 등

까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바일 관

20개의 비즈니스용 추천 앱을 제공했다.

리 소프트웨어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

다른 회사의 CIO들은 물론 몇몇 변호사들은 시

이다. 콜링스톤은 모바일 관리 아이패드 툴로 설립

트릭스의 아이패드 앱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불

된 지 3년이 지난 모바일 아이런(MobileIron)을 선

평했다. 10인치의 아이패드 화면에 완전한 데스크

택했다.

톱 화면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

연 매출이 18억 달러인 실리콘 밸리 반도체 업체

할 수 없다.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두 손가락을 사용

KLA-텐코르(KLA-Tencor)의 CIO 아신 발랄은

한 꼬집기와 확대하기 동작으로 많은 작업을 수행

모바일 아이런의 강점이 아이패드 사용자들을 위한

해야 한다. 케이만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

사용의 용이성이라고 말했다. 지난 여름 KLA-텐

은 시트릭스의 앱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코르는 5,400명의 직원들에게 신형 아이패드를 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아이패드에 특화된 9만 여 개의 앱이 있지만, 신

급했다.
KLA-텐코르의 직원들은 모바일 아이런의 포털

규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좋은 앱과 나쁜 앱을 구분

을 방문하여 자신의 아이패드를 등록한 후 기기 보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CIO들은 아

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아이런과 셀프-서

이패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앱 스토어에 있는 앱

비스 포털은 갑자기 일이 몰리는 경우 IT 직원들의

의 바다를 좀 더 잘 헤엄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발랄은“사람들은 셀프-서비스를 하고 싶어하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한 사

만 직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최소한 3~4 단계 수

례도 있다. 텍사스 헬스(Texas Health)의 최고 의

준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료 정보 책임자이자 의학 박사인 페르디난도 벨라
스코는 의료직원들에게 아이패드의 사용을 허용한
직후 앱과 관련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앱 선별의 어려움

프로스카우어의 콜링우드는 필수 아이패드 앱으

그의 비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특정 앱의 장단점

로 PDF 문서를 읽고 표기하기 위해 아이패드용 굿

을 논하고 다른 직원들이 사용 중인 앱을 살펴보며

리더스(5달러, GoodReader for iPad)와 마이크로

피해야 할 앱에 대해 알 수 있는 트위터와 유사한

소프트 오피스 문서를 읽고 편집하기 위해 도큐먼

기업 소셜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벨라스코는 CIO.com과의 인터뷰에서“의사들은

트 투 고 - 오피스 스위트(17 달러, Docum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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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for Business
회진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다른 의사,

“정보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간호사, 그리고 헬스케어 제공자들과 함께 있기를

이 클라우드에 가서 그러한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원한다”
며“아이패드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은

강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6월 애플이 공개한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는

고 말했다.

아이패드 도입에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했다. 아이
클라우드는 아이튠즈(iTunes)를 애플 서버에 동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

초기 도입 업체들은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과 같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의 최선

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프로스카

의 결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

우어는 아이클라우드의 영향력에 대해 논하기는 아

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이클라우드와 관련된
우려는‘아이클라우드, 아이패드의 기업 진출 장애

프로스카우어의 고위임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컴

물 될까’
에서 살펴본다.)

퓨팅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정책의 초안을 마련하
고, 매일 매일의 커다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빠르

이렇게 프로스카우어가 아이패드를 전면적으로

게 진화하는 아이패드 앱을 선택하며, 새롭게 나타

도입한 것은 최신 기술을 통해 브랜드를 높이고자

나는 모바일 관리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야만 했다.

하는 회사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초가 되는

그러나 독스 투 고와 퀵오피스 같은 많은 앱이 드

것은 잘 다듬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

롭박스(Dropbox)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를 탐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패

스를 이용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IT 부서의 사용

드를 택함으로써 프로스카우어가 감수할 의향이 있

자 정책 매뉴얼에는 변호사들이 이런 클라우드 기

는 위험이다. 미래에 어떤 것이 나타나던지 간에 그

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루위츠는“긍정
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며“세계가 변하고

콜링우드는 프로스카우어의 변호사들은 데스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 덧붙였다.

톱에서 아이패드로 혹은 그 반대로 문서를 이동하
기 위해 드롭박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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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라우드, 아이패드의 기업 도입 장애물 될까
Galen M. Gruman | InfoWorld

업들이 iOS의 자체 보안능력과 마이크

기

로소프트 익스체인지(Microsoft Exchange) 그리고 모바일 기기 관리 툴을

통한 관리 능력을 검증한 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리려는 찰나 아이클
라우드(iCloud)가 등장했다. 아이클라우드가 iOS
의 기업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올 가을 iOS 5와 함께 데뷔하는 아이클라우드 서
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많은 아이폰 및 아
이패드 사용자들이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아

(MobileIron)의 제품담당 책임자 제스 린데만은

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 계정과 동일한 애플

“WWDC 기조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고객들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고 회상했다.

ID에 등록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iOS 기기 및
맥(Mac), 윈도우 PC 등의 다양한 컴퓨터에 중간 기

MDM 제공기업 트렐리아(Trellia)의 제품담당 부

착지 및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는 애플의 데이터 센

사장 라피 책막지안도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우려

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파일을 동기화한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iOS 시범 도입을 중지한 상
태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아이클라우드의 보안관리

아이클라우드의 등장에 한 금융 기업의 CSO는

정책에 관한 명확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계약 또는 정부 규정에 의해 일정 수준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눈
에 띄게 개선된 iOS의 성능 때문에 애플 기기의 사

아이클라우드에 대해 알려진 것

용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지만, 아이클라우드

잡스가 WWDC에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 아이클

의 등장으로 이런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라우드는 5종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사용자는 동

우리는 기업과 고객의 데이터를 잘 모르는 곳에 둘

기화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수는 없다. 그리고 애플이 공개한 보안세부사항은

사용자의 애플 ID에 등록된 기기간의 사파리(Safari)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한탄했다.

북마크 동기화

이 CSO의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애플 ID를 통해 애플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한 미

지도 모른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의 보안세부사항

디어(책, 잡지, 음원, 앱 등 - 비디오 제외) 동기화

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기에 저장된 메일, 일정기록부, 연락처 정보 동기화.

얼마 전 인포월드(InfoWorld)가 애플 측에 아이클라

(아이클라우드가 아닌 개별적인 서버에서 처리되는 익

우드와 관련하여 iOS의 보안에 관해 질문했지만, 애

스체인지, 아이맵(IMAP), CalDAV 등 제외)

플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맥(Mac) OS X 라이온(Lion)의 파일과 아이클라우드

런 우려를 표명한 것은 비단 저 CSO뿐만이 아니다.

스토리지(iCloud Storage) API를 사용하는 iOS 5 애

모바일 기기 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플리케이션 동기화. 애플의 아이워크 스위트(iWork

이하 MDM) 툴을 제공하는 모바일아이언

Suite -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는 아이클라우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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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지를 통한 동기화 가능. (해당 API를 사용하지 않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수동 처리과정이 포함되

는 앱의 데이터는 동기화되지 않으며, 오피스(Office)와

기 때문에 이를 모른 척 할 수도 있다. 아이튠즈를

아이워크 등 다른 종류의 앱간에는 데이터 동기화가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이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IT의 공공성으로 인

iOS의 사진 앱, 맥의 아이포토(iPhoto) 애플리케이션,

해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다는 우려

윈도우의 내 사진(My Pictures) 폴더의 사진 동기화

때문에 IT의 위치가 불편해 지고 그럴듯한 변경거
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기존의 iOS 4도 아
이클라우드와 동일한 동기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애플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OS 4에서는 기기를

애플의 기존 기술로 보아, 일부 IT 전문가들이 갖

물리적으로 연결한 후 아이튠즈를 통해 수동으로

고 있는 iOS 5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앞으로의

동기화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발전을 위해 애플이 취할 수 있는 아이클라우드 정

아이튠즈를 통해 이런 데이터를 동기화하도록 허

책관리와 관련된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요즈음 대부분의 앱들은

수 있다. (주의: 필자는 애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

PC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데이터를 오픈인(Open

지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전혀 아는 바 없다.)

In) 기능을 통해 다른 앱에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
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자의 선

기기에서 아이클라우드를 비활성화하는 보안 API에

택에 의해 해당 기능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뿐이다.

관한 정책을 추가해 IT 부서가 MDM 툴을 통해 어떤

또한 모든 주요 iOS 오피스 생산성 앱을 포함한 많

사용자가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은 앱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파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의 업/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대부분의 경우, 아이클라우드가 iOS의 보안에 영

것을 원치 않겠지만 기존 앱 별 위치정보 제어와 유사한

향을 끼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 가지 경우

앱 별 아이클라우드 제어라면 적당한 합의점이 될 수 있

는 주의해야 한다. 직원 중에 유럽인이 있거나 유럽

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합의 사생활보호 규정에 의거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유럽 연합 국민의 데이터는 유럽 연합

단일 기기에서 여러 개의 애플 ID에 대한 향상된 지

의 영토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렇다. 사생활보

원을 통해 기업의 앱이나 관련 데이터가 사용자의 개

호와 보안에 관한 지역 법규들이 점차 클라우드 컴

인 애플 ID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장

퓨팅의 본질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

비에 동기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

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것은 iOS가 오늘날 애플 ID나 아이튠즈 계정에 기반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위치

여 앱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

하고 있으며, 아이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어,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ID로 로그인하여 앱을 설치하

위해 아마존(Amazon)의 웹 서비스(Web Service)

면 동일 ID로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앱을 업데이트

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를 사용하고 있

할 수 없다. 애플은 개인용, 기업용, 가정용 등 복수의 애

으며, 이 둘은 전세계 곳곳에 서버를 보유하고 있기

플 ID를 허용하여 각 계정에 따라 데이터와 아이클라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클라우드의 사용이 불

드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EU의 규정이 자사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아이클

동기화되는 기기에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방법.

라우드가 기존에 IT 기관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정

IT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기에 적용되는 정책을 IT부

보를 거래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기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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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화될 경우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iOS와 맥
OS X 라이온을 위한 설정 정책에 맥 OS X 라이온의 새

처음에 언급한 CSO는 필자가 제안하거나 요즘

로운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

iOS 4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원했

며, 이는 맥 OS X 라이온 서버나 MDM 툴을 통해 이루

다. 비록 그가 아이클라우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질 수 있다. 단, MDM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툴 자

이미 해당 기능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하나

체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BlackBerry Enterprise Server, BES)가 블랙베리 기기에 제공하는

세 번째 접근법은 까다로우면서도 침습성이 있기

것처럼 파일 공유와 데이터 복사 및 이메일 전송 등

때문에 애플이 상기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선택을

을 앱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분명 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환영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

지금도 iOS를 지원하는 MDM 툴을 이용하면 이

구성원들이 하나의 애플 I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런 기능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두 개의

애플의 사용자들은 각 구성원의 미디어와 데이터를

관리 툴을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두에게 블랙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용자들

베리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

에게 유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멀티 ID 메커니즘이 있

적이다. 그의 마지막 말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iOS

다면 이는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진다. 아이클
라우드 문제로 일부는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으며
이런 현상은 애플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IT 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애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아이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자사의 국제 사업

라우드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IT 부서들이 기존

부에 실제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EU 사생활보호

의 iOS 기술관리하에서 데이터 공유를 제한할 수

규정을 언급한 바 있다.

있는 방법이 있다. 앱 설치나 특정 앱을 차단하는
iOS 정책과 시트릭스 리시버(Citrix Receiver) 또

애플이 기업 시장에서의 iOS 기반을 약화시켰나?

는 HTML 5 앱과 같은 VDI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

개별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앞에서 언급한

터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보관할 수 있고 데이터 백

CSO의 걱정은 모든 기업의 걱정이며 애플은 이를

업을 암호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소유한 기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MDM 업계

통해 아이튠즈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기타 개

사람들은 업계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기기와 계정에 연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이런 방법들의 효과는 기업이 제공한 기기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애플의 홍보활동에도 불구

를 이용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개인

하고 iOS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의 개인 사용자와 기

기기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사용에 제약을 받게

업 모두에 대한 유용성의 문제로 시장 반응이 싸늘

될 것이다. 물론 목적이 BYOD(Bring Your Own

해진다면 애플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

Devices)나 공동 소유권 방식의 시나리오라면, 이

다. iOS가 블랙베리 다음으로 보안이 강력한 모바

런 방법들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일 OS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아이클라우드가 iOS

사생활 보호법 등의 문제로 중요한 정보는 그 위

의 근본적인 기능과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서버에 보관해야 하며, 이는

훨씬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단, 한가지

중요한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의 로

예외 사항이 있다. 만약 아이클라우드가“외국”클

컬 앱으로 옮길 수 없음을 뜻한다. 대신에 사용자는

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없는 기업 데이터를 동

시트릭스나 VM웨어 VDI 클라이언트, 또는 웹 기

기화한다면, 아이클라우드, iOS, 기업규제준수 등

반의 툴(기업용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 등)을

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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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prise Mobility의 진화를 통한 Smart Work의 실현!
* 실제 사례를 통한 기존 모바일 오피스의 한계 극복! 업무 적용범위의 확대!
글로벌 IT 미디어 IDG가 주최하는‘제 3회 모바일 월드 2011 컨퍼런스’
가 오는 9월 7일에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는 클라우드와 모빌리티가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실제
적인 업무 효율성과 ROI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바일 업무 영역의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
는‘스마트 협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를 주제로 기업의 CIO와 모바일 관련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구현 및 확장을 위한 전략뿐 아니라, 변화하는 차세대 모바일 환경과 4G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
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리더와 기술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최신 글로벌 모바일 트렌드 및 모바일 클라우드, MEAP, 모바일 ERP, 하이
브리드 모바일 플랫폼 등 모빌리티 구현 전략을 15개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접하실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 증대와 비즈니스에 모바일을 적용한 실제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미래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선진적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하기 원하시는 CIO와 모바일 관련 담
당자 여러분들 모두 본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s Include
[Keynote]
Erez Yarkoni
CIO and SVP
T-Mobile USA

[Case Study]
이재진
CIO / 상무
웅진그룹

[Case Study]
정은조
CIO/ 상무
한진해운

[Case Study]
최원규
CIO
메리츠금융그룹

[Case Study]
정철환
CIO / IT기획팀장
동부제철

[Case Study]
박환성
상무
하이트진로그룹

[Expert Advice]
박애순
이동단말기술연구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pert Advice]
김연희
부장
마이크로스트레티지

[Expert Advice]
김정열
상무
알서포트

Event Information

Mobile World 2011

Conference Program
08:00 등록
08:50 주최자 환영사 및 의장 개회사
09:00 [Keynote 1] The Future of IT Driven by Cloud and Mobility
Erez Yarkoni, CIO and SVP, T-Mobile USA
09:40 [Plenary 1]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 트렌드 및 기업의 태블릿PC 활용 전략
10:20 오전 커피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10:40 [Plenary 2] 스마트 협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확장과 업무 혁신
11:20

[Plenary 3]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MDM기반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

12:00 네트워킹 오찬
[SECTION A] NEW PARADIGM OF SMART WORK
13:10

[Session 1] Beyond PC: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멀티 디바이스
Intel

[SECTION C] ENTERPRISE MOBILITY BUILDING
13:10

[Session 1] 스마트 워크 환경과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 전략 가이드
TBA

13:50 [Session 2] Smart Device & Remote Control
김정열 상무, 국내사업 본부장, 알서포트

13:50 [Session 2] 가상화 환경 구축과 기업의 스마트 업무 혁신
TBA

14:30 [Session 3] 모바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협업
TBA

14:30 [Session 3]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EPR
연계 구축 사례
박환성 상무, 업무혁신팀장, 하이트진로그룹

15:10

15:10

오후 커피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오후 커피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15:30 [Session 4] 기업의 비지니스에 모빌리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실제 사례를 통한 모바일 플랫폼의
재발견
TBA

[SECTION B] BEST PRACTICE & MEGA TREND
15:30 [Session 1] 실시간 스마트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모바일 BI & 글로벌 케이스 스터디
김연희 부장, 기술본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16:10

[SECTION D] OPEN DISCUSSION FOR MOBILITY FUTURE
16:10

[Session 2] 태블릿PC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통한 마케팅 및 영업 업무 혁신 사례
이재진 상무, CIO, 웅진그룹

Moderator : TBA
Case Study 1.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도입사례와 향후 과제
정철환 부장, CIO, 동부제철

16:40 [Session 3] 모바일 메가 트렌드 : 4G 시대의 트렌드와
미래 모바일 환경 변화
박애순 팀장, Ph. D, 이동단말기술연구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10

[Session 1] Relay Case Study & Panel Discussion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한 CIO 패널 토론
:모빌리티 구현 선진 기업의 사례 공유와 모빌리티의
확장을 통한 미래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과제 논의

Case Study 2. 모빌리티를 이용한 스마트 워킹 및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
최원규 대표, CIO, 메리츠 금융그룹

폐회사 및 컨퍼런스 종료

Case Study 3. Global UC 구축에 따른 모바일 UC
환경 구축의 향후 방향 및 로드맵
정은조 상무, CIO, 한진해운
17:10

폐회사 및 컨퍼런스 종료
* 본 프로그램은 주최자와 발표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 IDG http://conference.idg.co.kr/cloud2011 김종민 대리 ● TEL : 02 558 6079 matt_kim@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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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업무용 아이패드 앱 라운드업
Galen Gruman | InfoWorld

사

용자와 회사 관리자들은 노트북을 대체

레드시트 편집기,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텍스트를

할 기기로서 아이패드를 고려하고 있으

편집하고 노트를 추가하기 위한 도구가 있다. 모든

며, 직원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거나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형식을 읽
고 쓸 수 있다.

직원이 소유한 아이패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회
사도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데스크톱에

그 외에 수나 워크플레이스(Soonr Workplace)

업무용 앱 제품군을 설치하는데, 그렇다면 아이패

는 사용자 3명과 25GB 저장 공간에 월 10달러, 또

드에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할까?

는 사용자 5명과 100GB 저장 공간에 월 30달러로

MS 오피스는 답이 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된다. 저장 공간 요구량과 사용자 수에 따라 다

에는 아이패드 호환 제품군이 없기 때문이다. 클라

른 요금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3 버전인 수나

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웹 앱스도 아

워크플레이스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를 편

이패드에선 사용할 수 없고, 2011년 겨울에 일부

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다. 아이워크 파

개선되겠지만 구글 문서도구도 손쉽게 사용할 방법

일은 미리 보기만 가능하고 편집은 할 수 없다. 수

은 없다.

나에서는 문서를 생성할 수 없다. 수나 클라우드 저

InfoWorld.com은 기업의 아이패드에 표준적으

장소에서 다운로드하거나 iOS의 오픈인(Open In)

로 설치해야 할 권장 비즈니스 앱을 선정했다. 여기

기능을 통해 수나로 복사한 파일로 작업할 수 있다.

서 놀라운 점은 이상적이라고 할 만한 아이패드 업

먼저 유용한 개별 업무용 앱을 살펴본 다음, 표준

무용 제품군이 여전히 없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앱

적으로 설치해야 할 유틸리티가 포함된 권장 제품

이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군으로 묶어보겠다. 참고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물론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모든 사람들

서로 다른 만큼 이번에 아이패드용으로 선정한 앱

이 사용하는 업무용 앱 이상의 요구 사항이 있다.

도 필자가 선정한 아이폰 오피스 앱과 일치하지 않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권장할 만한 부가적

는다.

인 비즈니스 앱도 선정했다.
오피스 제품군의 후보는 애플의 아이워크

워드 프로세서

(iWork) 제품군(페이지스(Pages)-10달러, 넘버스

워드 프로세서를 선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참

(Numbers)-10달러, 키노트(Keynote)-10달러),

고로 선정된 프로그램 모두‘변경 사항 추적’옵션

그리고 퀵오피스의 퀵오피스 프로 HD(Quickoffice

은 제공하지 않는다. 업무에 이 기능이 꼭 필요한

Pro HD, 예전의 퀵오피스 커넥트 모바일 스위트.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이다.

현재 15달러지만 가격이 자주 변경됨)와 다바비즈
(DavaViz)의 도큐먼츠 투 고 프리미엄(Documents

페이지스. 애플 페이지스는 아이패드용으로 단연

to Go Premium-17달러)이다. 퀵오피스에는 워드

가장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 워드 프로세서다. 페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편집기, 슬라이드쇼 편집

이지 여백을 지정하고 탭을 설정하고 바닥글과 머

기가 있다. 슬라이드쇼 편집기가 최근에 추가된 요

리글,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레이

소다. 독스투고(DocsToGo, 도큐먼츠 투 고 프리미

아웃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글꼴, 텍스트 크기, 목

엄의 아이패드 표시 이름)에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

록, 텍스트 색, 줄 간격, 단락 정렬 등 텍스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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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for Business
스타일의 텍스트 서식은 유지되지만 그것도 로컬
서식으로만 적용될 뿐이다. 페이지스는 사전 정의
된 서식을 적용하는 스타일 기능과 기존 텍스트의
서식을 씌우는 기능이 있지만 페이지스나 워드에서
편집된 스타일 시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지스
“스타일”
은 로컬 서식 그룹일 뿐이다.
알아 두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페이지스는 구글
문서도구, 드롭박스, Box.net과 같은 클라우드 공
유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다만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할 새로운 아이클라

페이지스(Pages)

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자 자신의 장치 간에
기능도 가장 광범위하다. 맞춤법 검사 기능도 있어

무선으로 공유는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서 철자가 틀린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를 강조해서

공유하려면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아이튠즈를 통해

표시해준다. 그러면 해당 단어를 선택하고 상황별

컴퓨터와 동기화한 다음 거기서 공유하는 수밖에

메뉴에서 사전을 두드려서 제안되는 다른 단어를

없다. 드롭박스 사용자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다. 월

볼 수 있다. 검색/바꾸기 기능도 데스크톱에서 하

5달러인 DropDAV.com 서비스는 드롭박스에

듯이 단어 전체 또는 대/소문자가 일치하는 텍스트

CalDAV 프로토콜을 추가해서 페이지스와 다른 아

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구(Tools) 메뉴에서

이워크 앱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찾기(Find) 기능을 열었는데 대체 텍스트를 위한

Box.net 사용자에게는 이것과 비슷하면서 비용도

필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설정(Settings) 버튼을

무료인 방법이 있다. 아이워크 앱에서 CalDAV를

두드려서 모드를 찾기 및 바꾸기(Find and Repl-

통해 Box.net 로그인 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면

ace)로 변경하면 된다.

된다.

페이지스를 사용하면 아이패드에서 다채롭고 멋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원본은 변경되기 전 상태

진 문서를 만들 수 있다. 맥이나 PC에서 마이크로

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페이지

소프트 워드를 사용할 때와 같은 모든 부가 기능이

스 내에서 파일을 열기 전에 파일의 복제본을 만들

제공되진 않지만 다른 모바일 워드 프로세서에 비

어야 한다.

하면 훨씬 많은 기능이 있다. 게

두 번째 문제는 설계 차원의 약

다가 사용법도 쉽다. 다만 페이지

점이다. 문서에 대한 모든 변경

스에는 많은 기업의 고려 대상에

사항은 원본에 즉시 저장된다.

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큰 결점이

즉, 변경된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하나 있고, 미리 숙지해서 피해야

원본은 변경되기 전 상태로 유지

할 두 가지 다른 문제도 있다.

할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피하

큰 결점이란 저장할 때 문서의

려면 페이지스 내에서 파일을 열

스타일 시트가 보존되지 않는다

기 전에 파일의 복제본을 만들어

는 점이다. 이는 원본 파일에 대

야 한다.

한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며, 문
서를 HTML로 변환하거나 어도

퀵오피스. 퀵오피스의 워드 프

비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로세서는 단순하다. 글꼴, 텍스트

와 같이 퍼블리싱 과정을 거치게

크기, 단락 정렬, 목록과 같은 기

되는 경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퀵오피스(Quickoffice) 워드

18
IDG Korea

본적인 서식을 위한 간단한 컨트

iPad for Business
롤이 제공된다. 레이아웃 컨트롤은 없으므로 퀵오

수나 워크플레이스. 워드 파일용 텍스트 편집 기

피스는 텍스트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퀵오피

능은 상당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편집 및 서식 도구

스는 스타일 시트를 만들거나 편집하거나 적용할

외에 맞춤법 검사, 이미지 삽입, 표 만들기 기능을

수는 없지만 가져온 문서의 스타일 시트를 보존하

지원한다. 부족한 부분은 스타일 지원이다. 전체 스

므로 나중에 문서를 내보내도 스타일 시트는 그대

타일 시트는 물론이고 페이지스와 같은‘스타일 덧

로 유지된다. 또한 최근 퀵오피스는 텍스트를 검색

씌우기’기능도 없다. 검색 및 바꾸기도 지원하지

해서 바꾸는 기능을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추

않는다. 검색만 가능하며 검색은 단어 전체와 대/

가했다. 그러나 페이지스와 달리 대/소문자 구분

소문자를 조건으로 둘 수 있다. 또한 수나는 문서에

또는 단어 전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색하는 기

서 스타일 시트를 지우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서 파

능은 없다.

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퀵오피스는 Box.net, 드롭박스, 구글 문서도구,
허들(Huddle), 슈거싱크(SugarSync) 클라우드 저

● 평가 : 선정 앱이 없다. 페이지스는 전체적으로

장소에 연결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를 통해 컴퓨터

더 우수한 워드 프로세서지만 스타일 시트의 결점

에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물론 문서를 이메일로 전

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업무

송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 As) 옵

에서 스타일 시트가 중요하거나 구글 문서도구와

션과 문서를 정돈할 수 있는 내부 폴더 구조도 제공

같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장 적

한다.

합한 앱은 퀵오피스다. 수나는 편집 용도로만 유용
하다. 수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한다면 같이 쓸
만하지만 주 편집 도구로는 부족하다.

독스투고. 데이터비즈(DataViz)의 앱은 기본적인

서식 옵션을 갖춘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라는 기능

스프레드시트 편집기

측면에서 퀵오피스와 비

후보 스프레드시트 편집기들의 기능은 워드 프로

슷하다. 그러나 독스투고

세서에 비해 격차가 훨씬 더 좁다.

는 퀵오피스보다 더 정교

독스투고(Docs to Go) 워드

해서 검색 및 바꾸기(대/

넘버스. 페이지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풍부한 기능

소문자와 단어 전체 기준

을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 편집기다. 복잡한 수식을

제공), 단어 수 계산 기능

입력하고 차트를 만들고

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여러 워크시트를 만들 수

저장 옵션도 거의 비슷하

있다. 온스크린 키보드는

다. 허들을 제외하고 퀵

입력하는 항목에 따라 변

오피스가 지원하는 서비

하기 때문에 특수 기호와

스는 독스투고도 모두 지

수식을 편리하게 입력할

원한다.

수 있다. 익숙해지는 데

그러나 바보 같은 UI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셀

디자인 탓에 독스투고를 추천하기는 어렵다. 모든

입력 모드를 텍스트 또는

컨트롤이 화면 하단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은 온스

수식 또는 날짜 등으로 변

크린 키보드로 인해 가려진다. 따라서 서식 작업이

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키보드를 숨겨야 하고, 이는 상당한

이는 넘버스가 온스크린

생산성 차질로 이어진다.(페이지스와 퀵오피스의

키보드에 배치할 컨트롤

경우 컨트롤이 화면 상단에 위치함)

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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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시트를 대상으로 검색과 바꾸기를 지원하지만

부분이다.

넘버스에 있는 대/소문자나 단어 전체를 조건으로

넘버스의 스프레드시트 작성 방법은 맥 OS X 버

검색하는 기능은 없다.

전과 마찬가지로 엑셀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낯설
다. 워크시트를 추가하면 셀이 없는 빈 페이지가 표
시된다. 엑셀 사용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독스투고. 독스투고의 스프레드시트 기능은 퀵오

몰라 당황한다. 해야 할 일은 워크시트에 표, 즉 셀

피스와 비슷하며 검색 및

로 구성된 그리드를 추가하는 것이다. 엑셀에서는

바꾸기 기능은 퀵오피스

하나의 표만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넘버스의 워크

보다 더 낫다. 또한 독스

시트에는 여러 표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만 알

투고는 행을 숨기고 열을

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정렬하고 구역을 고정하

페이지스와 마찬가지로 넘버스에 강력한 찾기/

는 기능이 있다. 모두 퀵

바꾸기 기능이 있다. 그러나 역시 페이지스처럼 넘

오피스에는 없는 기능들

버스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다.

원본 파일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파일을 열기 전에

그러나 역시 사용자 인

복제해 두어야 한다.

터페이스가 문제다. 예를
들어 여러 워크시트 사이

퀵오피스. 퀵오피스는 엑셀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

를 전환하기가 불필요하

문에 엑셀 사용자라면 빠르게 익힐 수 있다. 퀵오피

게 어렵다. 서식 컨트롤

스에는 다양한 함수가 제공되며 셀, 행, 열을 다루

이 화면 하단에 위치한다

기가 쉽다. 퀵오피스의 온스크린 키보드는 넘버스

는 점은 텍스트 문서와

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정교하게 표시 항목이 조정되

달리 여기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프레드시

지는 않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잘 디자인되어 있

트에서는 키보드를 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어서 이 기능이 없어도 쓰는 데 지장은 없다.

여전히 불편한 점이다.

독스투고(Docs to Go) 스프레드시트

넘버스와 달리 퀵오피스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이 있다. 퀵오피스에 없는 기능은 차트 도구와

수나 워크플레이스. 수나의 스프레드시트 편집 및

열 또는 행을 정렬하는 기능이다. 두 가지 모두 넘

서식 도구는 필요한 기능을 거의 모두 갖췄다. 수식

버스에는 있다. 퀵오피스는 열이나 행을 숨길 수 없

을 추가 및 편집하고,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행이나

지만 이는 넘버스도 마찬가지다. 퀵오피스는 스프

열을 정렬하고, 열을 삽입하고, 셀을 복사/붙여넣
고, 셀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없는 기능은 행 이동
과 차트 만들기, 텍스트 대체(검색만 가능) 기능이
다. 또한 넘버스에서 볼 수 있는 셀 작업용 숫자 키
보드도 없다.
● 평가 : 넘버스가 가장 강력한 스프레드시트 편집

기다. 몇 가지 단점은 어렵지 않게 적응이 가능하
다. 스프레드시트 편집기 부문 선정 앱은 넘버스다.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키노트. 애플의 프리젠테이션 앱인 키노트는 한
퀵오피스(QuickOffice) 스프레드시트

마디로 탁월하다. 매끄러운 화면 전환 및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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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노트(Keynote)
퀵오피스(QuickOffice) 프리젠테이션

션 효과와 다채로운 텍스트, 개체 서식 도구를 적용
해서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찾기/바

퀵오피스. 퀵오피스 제품군에는 지난 12월 프리

꾸기 기능이 있는 유일한 아이패드용 프리젠테이션

젠테이션을 보고 편집하고 만드는 기능이 추가됐

편집기이기도 하다. 발표자 노트 기능도 있으며, 사

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도형, 사진, 텍스트

진(Photos) 앱의 그래픽을 추가하고 차트, 표, 도형

상자를 슬라이드(새로 만드는 슬라이드 포함)에 추

을 만들 수도 있다. 아이패드와 외부 모니터에 동시

가할 수 있고 퀵오피스 워드 프로세서와 비슷한 서

에 프리젠테이션을 표시하거나 아이패드에서 슬라

식 컨트롤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편집할

이드 노트를 보면서 외부 모니터에 프리젠테이션을

수 있다. 서식(Formatting ) 컨트롤의 속성(Pro-

표시할 수 있다. 키노트를 사용한다면 아마 파워포

perties) 컨트롤(컨트롤 위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트가 생각날 일은 없을 것이다.

기능은 잘 작동함)을 사용하면 슬라이드의 순서도

모든 아이워크 앱에 공통된 문제인 다른 이름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모니터로 프리젠테이션

로 저장하기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키노트에서

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화면을 두드리면 레이저 포인

유일하게 불편한 부분은 가로 방향으로만 화면이

터 스타일로 외부 스크린에서 해당 부분이 강조 표

표시된다는 점이다. 애플의 다른 아이워크 및 기본

시되는 멋진 기능도 있다. 그러나 퀵오피스에는 슬

아이패드 앱은 모두 화면 방향이 조정된다는 점을

라이드 노트 기능이 없다.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슬라이드 막대에는 슬라이드 요소가 표시되며,

키노트의 필수 애드온은 애플의 키노트 리모트(1

여기서 썸네일을 끌어서 놓는 방법으로 슬라이드를

달러)다. 이 애드온을 사용하면 아이패드, 아이폰

다시 정렬하고, 썸네일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X 아

또는 아이팟 터치에서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을 조작

이콘을 두드려서 선택한 슬라이드를 삭제할 수 있

할 수 있다. 필자가 아이패드로 처음 프리젠테이션

다. 개요 보기나 노트 보기 기능은 없다.

을 할 때는 아이패드에서 프로젝터로 연결된 케이
블을 건드리지 않고 이리저리 이동하기가 무척 어

독스투고. 독스투고 제품군에서는 파워포인트 프

려웠다. 키노트 리모트 덕분에 아이패드를 강연대

리젠테이션을 열고 여기에 노트를 추가할 수 있다.

위에 놓은 채 무대를 휘저으며 아이폰을 리모콘으

예를 들어 주석을 달거나 스프레드시트 작성자에게

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앱은 키노트를 실행하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다.

는 맥도 조작할 수 있다. 두 기기가 페어링된 다음

독스투고에는 매우 기본적인 슬라이드 편집 기능

에는 키노트 리모트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를

도 있다. 슬라이드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지만 개

사용해서 자동으로 기기를 연결하므로 어디서나 프

요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서식 기능은 전혀

리젠테이션을 리모콘으로 조작할 수 있다.

없다. 빈 슬라이드를 만들고 기존 슬라이드를 복제
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참고로 개요 모드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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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스투고(Docs to Go)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삽입하려

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PDF 파일에 스티커 형식의

면 슬라이드 미리 보

메모를 붙이는 것과 같은 마크업이 가능한 프로그

기 모드로 전환해야

램이다.

한다. 개요 보기에서

굿리더(GoodReader, 5달러)가 그런 앱이다. 노

는 슬라이드를 삭제하

트, 하이라이트, 자유로운 형식의 도형까지(예: 특

거나 복제할 수 없으

정 요소에 원 표시하기) 어도비 리더에서 가능한 대

며 외부 모니터로 슬

부분의 마크업을 할 수 있다. 손가락을 마우스처럼

라이드쇼를 출력할 수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도 없다.

있는 앱이다.

결과적으로 독스투

굿리더는 단순한 PDF 마크업 앱이 아니다. 오피

고는 기존 프리젠테이

스 파일, 텍스트 파일과 사진도 볼 수 있고 오디오

션을 간단히 수정하거

파일을 재생하고 파일 압축도 풀 수 있다. 또한 문

나, 데스크톱에서 완

서를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와이파이 파일 공유

성할 슬라이드쇼의 초

기능도 제공한다.

안으로 사용할 기초적

인 텍스트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용도로는 괜찮

모든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아이패드 유틸리티

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아이패드는 Zip 파일을 열지 못한다.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도 마찬가지다. Zip 파일 압출을 풀 수

수나 워크플레이스. 슬라이드 편집 도구는 기본적

있는 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는 집박스 프로

인 수준이다. 텍스트를 편집해서 서식을 지정하고

(ZipBox Pro, 2달러)와 언집(Unzip, 1달러)이다.

(목록, 간격, 정렬 기능 포함), 그래픽을 추가, 삭제

두 앱 모두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서도 사용 가능

하거나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전부다. 간단히 프

하다.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둘 다 사용하기 쉽다.

리젠테이션을 수정하는 용도로는 무난하지만 대대

굿리더도 압축을 풀 수 있으므로 이 앱을 사용한다

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면 별도의 압축 해제 유틸리티는 필요 없다.
아이폰에는 계산기 앱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이패
드에는 없다. 아이패드용 계산기 앱은 여러 가지가

● 평가 : 최선의 선택은 키노트다. 키노트는 세 가

지 아이워크 앱 중에서도 가장 강

있지만 필자는 단순하고 기능도

력한 도구이며 많은 사용자에게

풍부한 캐큘레이터 프로(Cal-

파워포인트를 완전히 대신할 수

culator Pro, 1달러)를 선호한

있다. 퀵오피스도 기본적인 슬라

다. 계산 작업을 많이 하고, 모든

이드쇼 작업용으로는 충분하지만

계산을 캡처할 테이프 기능이 필

독스투고는 그렇지 못하다.

요하다면 모양은 좀 떨어지지만
캐큘레이터 HD(1달러)를 사용하
면 된다.

PDF 마크업 프로그램

아이패드에서 PDF 문서를 열

페이지 레이아웃, 웹 또는 프리

수 있는 앱은 수십 가지다. 메일

젠테이션 프로젝트와 같은 포토

에 첨부된 PDF 문서는 내장된

샵 네이티브 파일을 본다면 에어

프리뷰 앱으로 볼 수 있고, 대부

파일즈HD(AireFilesHD) 앱(1달

분의 와이파이 파일 공유 앱도

러)이 적격이다. 이 앱은 와이파

PDF 문서를 미리 볼 수 있다. 사

이 파일 공유와 기본적인 그리기

굿리더(Good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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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큘레이터 프로(Calculator Pro)

노터빌리티(Notability)

기능, 그리고 모든 형식의 문서를 읽는 기능을 제공

유용한 앱들을 결합 : 이상적인 오피스“제품군”

한다.

한 가지 앱으로 모든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아이패드의 자체 노트(Notes) 앱은 간단한 메모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무엇일까? 어려운 결

용으로 충분하고, 캘린더 앱은 일정 관리용으로 완

정이지만 필자가 최적의 전체적인 업무용 제품군으

벽하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위한 대체 앱은 상당히

로 선정한 조합은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 그리

많지만 4개를 제외하고는 굳이 살펴볼 이유는 없을

고 굿리더다.

듯하다. 팻패드(PhatPad) 앱(5달러)은 자유로운 형

페이지스의 스타일 시트 보존 기능 부재를 용납

식의 그리기와 필기 인식, 음성 녹음과 제한된 키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퀵오피스 프로 HD, 넘버스,

드 입력을 결합해 아이패드 자체의 노트 앱보다 더

키노트, 굿리더 조합을 권장한다. 텍스트 편집 부문

다채로운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노트 플러

에서 퀵오피스로 페이지스를 대체한 조합이다. 퀵

스(Notes Plus) 앱(5달러)을 사용하면 스타일러스

오피스는 복잡한 파일을 열 때 종종 작동을 멈추고,

(예: 텐 원 디자인(Ten One Design)의 포고(Pogo)

일단 멈추면 프로그램을 다시 여러 번 열어야 다른

스타일러스)로 필기한 다음 이를 PDF로 내보낼 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권장하기가 망설여진다.

있다. 다만 필기한 글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은

이 문제는 퀵오피스가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거

없다. 노트 플러스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오디

치는 동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독스투

오 녹음을 삽입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팻패드에는

고의 경우 온스크린 키보드가 편집 컨트롤을 가리

없다. 노트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팻패드 또는 노

는 문제로 추천하지 않는다. 독스투고는 기능 면에

트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 퀵오피스보다 뛰어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사용
하기가 어렵다.

노터빌리티(Notability) 앱(1달러)은 강의, 프리젠

테이션 등을 녹음하면서 필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둘 중 어떤 조합을 사용하든, 포토샵 파일을 봐야

적합하다. 입력한 텍스트를 나중에 두드리면 노터

한다면 에어파일즈HD를 추가하고, 더 세밀한 기록

빌리티가 그 시점부터 오디오 녹음분을 재생하므로

기능이 필요하다면 노트 필기 앱(팻패드, 노트 플러

필기 시점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

스, 노터빌리티 또는 웨이브리코더) 중 하나를 추가

다. 필기를 위한 간단한 음성 녹음 앱이 필요하다면

하면 된다.

비폰(Beefon)의 웨이브리코더(WaveRecorder, 2
달러)가 있다. 이 앱에는 다른 앱으로 전환하더라도

녹음을 계속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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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2는 어떻게 기업을 업그레이드시켰나
Tom Kaneshige | CIO

아

이패드 2 출시 후, 그 동안 오리지널 아

아이패드 사용자들의 압력

이패드를 사용하던 기업에서는 직원들

프레젠테이션 도구로써 아이패드는 컨셉터스뿐

이 아이패드 2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 많은 임원들이 회사에서

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불러 일으켰

료 기기 제조업체 컨셉터스(Conceptus)의 IT 부문

다. 이러한 임원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신규 모델로

제프 레타세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이러한 압력이

업그레이드하라고 기업의 IT 부서에 압력을 가하고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면서,“애플의 업그레

있다.

이드 주기가 기존의 PC 업그레이드 주기에 비해 좀

레타세 부회장은“이러한 압력에 대해 완전히 이

더 장점을 갖는다”
며 이유를 밝혔다.

해하고 있으며, 아이패드의 수명주기가 실제로 회

현재 컨셉터스는 이미 영업 담당 임원들을 위해

사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컨셉터스에서 PC의

30대 이상의 아이패드 2 3G 모델을 도입했다.

교체 주기는 3년이었다. 레타세 부회장은“이전 모

컨셉터스의 아이패드2 도입에 얽힌 이야기는 다

델 신규 모델에서 교체 주기 이슈가 기술 문제로 불

음과 같다. 작년부터 컨셉터스는 영업인력들이 사

거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PC를 갖고자 하는 시샘도

용하던 노트북을 아이패드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생겨났다”
고 말했다. 구형 PC를 사용하고 싶어하

IT 인력들도 훈련과 원격 접속을 위해 아이패드를

는 직원은 없었다. 레타세 부회장은“애플이 매 12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약 220대의 아이패드가 지

개월마다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
으로 예상하

급되었다.

며“휴대폰에서처럼 아이패드의 교체 주기를 2년으

영업인력들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며 의사들에

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게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고 백-엔드 CRM 시
스템을 활용하는 커스텀 엔터프라이즈 아이패드 앱
을 사용하였다. 컨셉터스는 또한 사용자들에게 가
상화된 환경에서의 윈도우 데스크톱을 제공하기 위
해 시트릭스의 아이패드 앱을 사용하
기 시작했다.
컨셉터스의 IT 운영과 ERP 솔루
션 부문 책임자 에릭 시몬스는“영업
담당자들은 아이패드에서 모든 것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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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패드를 사용한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

디오 미러링 기능을 사용할 예정”
이라며“프로젝션

은 임원들에게 30대의 신형 아이패드2를 지원하기

기능은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차지

로 한 이유에 대해 컨셉터스는 향후 2분기 동안 영업

한다”
고 덧붙였다.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고, 신입 사원들에게 아이패드
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컨셉터스는 신입사원들에

영상회의 시대를 개막할‘페이스타임’

게 임원들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이패드2에 전면부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화상
회의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의

완벽한 사진 프로젝션

아이패드2가 태블릿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

페이스타임(FaceTime) 소프트웨어는 3G가 아닌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레타세 부회장은“영

와이파이를 통해 애플 기기(아이폰4, 아이패드2,

업인력부터 법무와 IT 직원들에 이르는 전 직원들

맥)간의 화상 통화 기능을 지원한다.

이 외부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패드 2의

포춘 2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 컨설팅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아이패드2의 동영상 미러

을 제공하는 PRTM의 파트너 댄 헤이즈는 CIO.

링(mirroring) 기능에 환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com과의 인터뷰에서“페이스타임이 손쉬운 엔트
리 레벨의 화상 회의를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

1세대 아이패드의 단점 중 한가지는 이러한 기능

들에게 큰 강점으로 보일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영상 미러링 기능
은 iOS 4.3에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신형 아

그러나 컨셉터스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이패드 2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iOS 5에서는 동영

레타세 부회장은“우리의 영업직원들이 굳이 페이

상외 다른 앱에 대한 미러링 기능도 지원한다). 아

스타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나는

이패드 2의 도킹 커넥터 포트에 꽂을 수 있는 애플

집 밖에 있는 딸과 페이스타임을 해보았지만 딸이

의 디지털 AV 어댑터(39달러)를 사용하면, 사용자

화면에 나타난 나를 보자마자‘이거 진짜 이상해.

들은 아이패드2의 디스플레이를 HDTV 혹은

별로야’
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는 모든 비디오 프로젝터에

페이스타임에 대한 어색한 느낌은 단지 젊은이들

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이패드2는 최대 1080p 해

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레타세 부회장은 최

상도로 동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컨셉터스는 아이

근 컨셉터스의 다른 임원과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패드2를 주문하면서 50개의 디지털 AV 어댑터도

두 남자가 페이스타임을 시작한지 1분만에 신선함

함께 구매했다.

은 사라졌고“나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엔터프라이즈 아이폰과 아이패드 개발자 가이드
의 저자이자 IT 컨설팅 기업 318의 기술 부문 책임

그러나 화상 통화는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해외

자인 찰스 에지는“VGA 기반 프로젝터에 비해

파트너들과 의사 소통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비록

HDMI 프로젝터는 현재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화상 통화는 유

고 지적했다. 그리고 에지는“HDMI 동영상을 지원

용하다. 시몬스는“다른 그룹과도 어느 정도의 인

함으로써 아이패드2는 순조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간미를 느낄 수 있다”
고 말했다.

있게 되었다”
며“고객들은 아이패드를 미래의 프레
젠테이션 도구로 생각한다”
고 CIO.com과의 인터
뷰에서 밝힌 바 있다.
레타세 부회장은“영업담당 임원들 대부분의 프
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며“이점이 바로 그들
에게 아이패드2를 지급한 이유”
라고 말했다. 레타
세 부회장은“교육 훈련과 데모에서도 고해상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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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아이패드 : 5가지 교훈
Tom Kaneshige | CIO

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이거스에 이르는

샌

다니엘스는 아이패드가 변화 관리라는 바퀴에 윤

험난한 건설 현장의 지붕이며 지하실 같

활유를 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

은 공사 현장에 십여 대의 아이패드가 투

패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인용 전자

입됐다. 품질 보증 컨설팅 업체인 D7 컨설팅의 조

제품 중 하나다. D7 컨설팅의 캘리포니아 본사에

셉 다니엘스 사장은 아이패드 도입 2주 만에 많은

아이패드가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두려움이나 회의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 아닌 기대에 찬 시

D7 컨설팅은 현장

선으로 아이패드를
맞이했다.

직원이 보고서를 작
성할 때 펜과 종이 대

D7 컨설팅의 디자

신 클라우드 서비스

인 및 리프로그래피

에 연결되는 전자 데

책임자이자 아이패드
와 Box.net 교육을

이터 입력 방식을 사
용하기로 결정했다.

D7 컨설팅은 이런 방식을…

이렇게 바꾸고자 했다.

담당하는 사내 기술

D7 컨설팅이 험한 작업 현장에 아이패드를 도입한

전문가인 테럴 우즈는(소규모 기업인 D7 컨설팅은

이후 얻은 교훈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IT 수요를 아웃소싱으로 처리 중임)“거
의 모든 직원들이 아이폰이나 터치 기기를 접해봤
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데는 아

1. 아이패드는 변화 관리를 원활하게 해준다.

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말한다.

품질 보증 검사원(QAO) 역할을 수행하는 D7 컨
설팅의 많은 현장 직원들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우즈는 직원이 파일을 정리 및 전송하고, 메모를

베테랑들이다. 이들에게 갑자기 지금까지의 보고서

남기고, 그림과 문서에 음성 기록을 녹음하고, 리소

작성 방법을 버리고 새로 유행하는 클라우드 서비

스를 찾고, 멀리 떨어진 감독관과 실시간으로 함께

스인 Box.net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직

보고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대략 3시간

선적인 성격의 다이엘스는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이 걸린다고 말한다.
아이패드 배포는 어려운 일이므로(뒤에 자세히

20여 명의 현장 직원들에게“받아들이거나 회사를

설명) 단계별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우즈는 조언

나가라”
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D7 컨설팅은 작은 규모 덕분에 비교적 유연하게

한다. D7 컨설팅의 경우 기술 친화력이 높은 직원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이 기술의 사용

들 덕분에 도입이 비교적 쉬웠지만 직원 중에 얼리

을 강제할 수 있다. 그나마 이 회사는 직원들의 기

어댑터가 별로 없는 경우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

술 친화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가 가장 큰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다음 그룹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크건 작건 조직의 CIO들은 기술을 도입
할 때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변화 관리다.
사실 변화 관리는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에서

2. 아이패드는 고객 대응 시간을 줄여준다.

기술 도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오래 전부터 품질 보증 검사원들은 여러 자루의

될 수 있다.

펜과 종이 뭉치, 카메라, 휴대폰, 녹음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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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식, 사진, 그림들로 꽉 찬 바인더를 들고 건설

당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강도가 총까지 들고 아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검사한 다음 컴퓨터를 찾아

이폰을 강탈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남부 캘리포니아 본사의

엘스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검사원, 감독관, 고객이 대화를 나누면서 일련의

4. 일괄적인 배포 관리가 어렵다.

마무리 작업을 거치고 나면 최종 보고서가 고객에

다니엘스는 가장 큰 문제는 애플 자체에 있다고

게 이메일로 발송되는데, 이 전체 과정에 4-5일이

말한다. 애플은 몇 년 동안 일반 소비자 시장에 치

소요됐다.

중하면서 기업 시장은 소홀히 대하고 있는데, 아이

D7 컨설팅은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패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7 컨설팅은 소수의 아

대안을 물색했다. 현장 직원들은 메모하고 사진을

이패드를 사내에 배포했을 뿐이지만 그 작업도 상

촬영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

당한 고역이었다.

고 다닐 수는 없었다. 아이폰? 다이엘스는“화면이

간단히 말해 우즈는 쓸만한 기업용 배포 관리 도

좁아 투박한 손가락으로 사용하긴 무리”
라면서“게

구가 없다고 지적한다. 아이패드를 그룹에 배치하

다가 아이폰으로 작업과 전화 두 가지 기능을 동시

고 버튼을 눌러 간편히 동일한 구성을 적용할 방법

에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고 말한다.

이 없으므로 모든 아이패드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우즈는“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즉석에서 보고서

한다. 우즈는“아이패드의 운영 체제에서는 아이패

를 변경하고, 고객에게 그 자리에서 정보를 요약해

드를 기업용 기기로 구성할 방법이 없다”
며“이 부

제공할 수 있다”
면서“이제 고객에게 24시간 내에

분이 문제”
라고 말한다.

보고서를 업로드한다”
고 말한다.
5. 고객은 아이패드의 매력에 끌린다.

다른 한편으로 애플은 제품에 부수적인 효과도

3. 먼지엔 강하지만 과열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

험한 건설 현장은 안락한 침실 환경과는 거리가

제공한다. 이 경우를 보자. 한 고객은 종종 QAO에

멀다. 먼지가 날리는 한복판에서 아이패드는 어땠

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경우
“내일까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

을까? 꽤 잘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보호 케이스에

는 대신 아이패드를 꺼내 감독관에게 파일을 첨부

넣은 채로 사용 중이지만 D7 컨설팅의 경우 아직

한 이메일을 전송하면 된다. 그러면 감독관이 답변

파손된 경우는 없다. 라스베이스거스의 뜨거운 사

을 보내준다.

막 지대 현장에서는 과열로 작동이 멈추는 경우가

본질적으로 D7 컨설팅은 아이패드를 통해 현장의

발생했지만 25분 동안 식힌 후에는 아무런 문제 없

고객 앞에서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보

이 다시 작동했다.

고서 제작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기업이
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D7 컨설팅의 경쟁업체들은

몇몇 직원은 험한 환경에서 좀더 수월하게 아이

여전히 종이 문서로 꽉 찬 바인더를 들고 다닌다.

패드를 사용하기 위해 운반용 가방을 요청했다. 한
사람은 아이패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에

다니엘스는“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걸어두기 위한 목 스트랩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다.

방법으로 하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일

다니엘스는 많은 운반용 가방을 검색한 끝에 아이

을 수주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고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넣어둘 수 있는 지퍼 주머

말한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를

니와 어께 스트랩이 달린 편안한 가방을 찾았다.
다니엘스는 아이패드를 직원들에게 꼭 붙여두기

다루는 D7 컨설팅 QAO에 좋은 인상을 받은 한 신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한다. 그는“가장 큰

규 고객이 최근 D7 컨설팅에 전국적인 현장 서비스

걱정은 직원이 아이패드를 어딘가에 뒀다가 도난

업무에 대해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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