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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17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2017년 ICT 전망
Ann Bednarz | Network World

IT예산, 사이버보안, 고용,

전세계 IT투자, 2.9% 상승

인프라 관리, IoT, 가상현실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IT투자가 2017년 3조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

등 IT 업계 동향 전문가들이

해보다 약 2.9% 늘어난 규모다. 가트너는 ICT투자 분야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T서비

내놓은 2017년 전망

스, 통신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소프트웨어는 올해 6%, 내년에 7.2% 각각 증가

17가지를 정리했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9% 늘어난 IT서비스는 내년에 4.8% 증가한 9,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IT업계 초봉 상승
2017년 IT 업계 종사자들은 다른 업계보다는 약간 더 높은 임금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
을 듯하다. 채용 전문기업 로버트 하프 테크놀로지(Robert Half Technology)에 따르면,
2017년에는 미국의 경우 초봉이 3.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 초봉은 이보
다 조금 더 높은 3.8%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메모리 내 숨어 있는 단기 감염성 악성코드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은 단기 감염성 악성코드의 유행을 예측했다. 단기 감염
성 악성코드는 주로 메모리 내에 서식하며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다. 이러
한 종류의 악성코드는 애초에 장기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카스퍼스키랩 관계자는 설
명했다.
카스퍼스키랩의 글로벌 리서치 및 애널리시스 팀 보안 전문가 후안 안드레스 게레로-사
아드는 “보안에 민감한 환경을 노리는 악성코드는 재부팅을 통해 메모리에서 악성코드가
제거되는 쪽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쪽이 의심을 피하고, 또 발견되었을 때 손해를 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감염성 악성코드의 활약이 예측되는 만큼 안티-악성코드
솔루션 개발업체들도 선제적이고 정교하며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
다”라고 이야기했다.

더욱 복잡해지는 IoT
포레스터는 2017년에도 IoT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지만 그 사용처나 기술 생
태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업계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리라 전망했다. IT부서가 해결할 문제
에 IoT 기술이 추가된 것이다. 포레스터는 “산업 현장의 IoT 설치 지원에 필요한 기술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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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이 더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셀룰러 커넥션 등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
라 특히 네트워킹 노하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레스터 리서치는 ‘2017년 IoT 성장 늦출 보안 및 스킬(Security and Skills Will
Temper Growth of IoT)’ 보고서에서 “소규모 집중 트래픽, 밀도 있는 연결, 장거리 등에
LoRaWAN, Sigfox, 3GPP의 협대역(narrowband, NB) IoT 같은 새로운 무선 연결이 필
요해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IoT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0여 종 이상의 무선 기술과 프로
토콜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 드러낸 ‘바이모달 IT’
‘바이모달 IT’ 방식은 IT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한 그룹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IDC는 바이모달 IT가 IT부서를 두 개의 고립된 섬으로 분리했다고 지적했다.
IDC는 ‘IDC 미래 예측: 2017년 월드와이드 CIO 어젠다 보고서’에서 바이모달 IT의 문제
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룹이 말 그대로 ‘실험’ 단계의 애플리케이션 및 제품
을 내놓으면서 구조적으로 엉성하고, 취약하며, 허술한 솔루션을 문제 해결과 개선을 담당
하는 팀에 넘기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는 그룹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만 하
다 보니 속도가 더욱 느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기술적 채무
(technical debt)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돼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다른 비즈니
스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SD-WAN의 부상
현재 상용 SD-WAN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전세계에 2,000곳이 넘는다. 가트너에 따르
면 2020년까지 SD-WAN 판매 규모는 12억 4,000만 달러에 달하며 그 성장세는 연평균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쇠락하는 분야도 있다. 기업 라우터의 절
반 가까이가 SD-WAN으로 대체됨에 따라 2020년이면 라우터 판매는 약 23%, 사무실용
라우터 판매는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증강현실
포켓몬 고와 같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인기로 AR이 주류 기술로 편입됨에 따라
증강현실을 쇼핑 경험의 일부로 포함하려는 소매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가트너
는 전망했다.
이 시장조사기관은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 속 깊이 뿌리내리면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제조사와 유통사들은 새로운 쇼핑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세계에 텍
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같은 디지털 정보를 오버랩시켜 더욱 몰입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방 침대에 누워 이케아 카달로그를 넘기며 그 안의 가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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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내 방에 배치해 볼 수 있다. 실제 세계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강현실은 가
상현실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악성코드
카스퍼스키랩은 모바일을 1차로 겨냥한 악성코드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관의 ‘2017년 미리보기: 보안 위협을 알리는 지표가 사라지고 있다’에서 다음과 같
이 기술했다.
“과거에도 Sofacy, RedOctober, CloudAtlas나 해킹 팀(HackingTeam) 고객들 및
NSO 페가수스 iOS 악성코드 스위트 등, 모바일 경로를 통한 공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데스크톱 툴킷에 기반을 둔 공격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었다. 그러나 데스크톱 OS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사용자들의 디지털 생활 기반이 점점
더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모바일을 1차 목표로 하는 악성코드의 출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포렌식 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보안 위험
이제는 당연한 말로 들리는 전망이다. 사이버공격의 위험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포
레스터 리서치는 ‘2017년 더욱 고조되는 사이버보안 위협’ 보고서에서 “연결성 확대와 디
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증가는 기기, 데이터 및 기업의 대응 능력에 새로운 과제를 안
겨줬다. IoT, 클라우드, BYOD 확산으로 기업 대응 전략을 세우는 근본적인 방식이 바뀌
게 되었다. 오늘날 타깃된 정보 집중 수집, 랜섬웨어, IP 절도, 서비스 거부, 사생활 침해
및 고객의 신뢰 상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17년 사이버공
격으로 인한 파산, 매각, 정부의 규제나 명령으로 인해 사라지는 수천 개의 기업을 목격하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부문과 정부 부문의 관계 악화
글로벌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그룹인 모리슨&포어스터(Morrison & Foerster) 공
동대표 미리암 뷔그메이스터와 앤드류 서윈은 다소 생경한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된 기업을 정부가 공표하고 관련 기업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민간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모리슨 & 포어스터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러시아 법원에서 이미 러시아 정부의 데이터 지역화법 집행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중국도 최근 데이터 지역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행
보를 따르는 국가들이 2017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직하는 IT 전문가들
2017년에는 IT 전문가들의 대거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스파이스웍스(Spicework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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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7%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26%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수락할 계획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이 자신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을 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2017년에 현재 직장에서 5% 이상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 기대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그쳤다. 승진할 것 같다고 답한 IT전문가는 그보다 더 적은
12%였다.
이 밖에도 IT종사자들의 이직에는 동기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이스웍스의
‘2017년 테크놀로지 커리어 전망’에 따르면, 이직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IT기술
력 향상(69%), 임금 상승(64%), IT 우선순위가 높은 회사 선호(40%)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017년 새 직장을 물색하거나 이직하는 주요 이유
69%

IT 역량을 높이기 위해

64%

더 나은 연봉
IT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40%

현 업무에 대한 에너지 고갈

40%
38%

좀더 나은 없우-삶 균형을 위해

33%

보험 등 더 나은 직원 복지를 위해
좀더 우수한 IT 팀에 합류하고 싶어서
직장-가정 사이의 지리적 이유
직위 향상을 위해

26%
24%
22%

ICT업계에서 인기 있는 기술력
ICT업에서 연봉 협상에 유리한 기술력은 셰어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
터베이스, 자바 EE/J2EE 개발로 나타났다. 로버트 하프 테크놀로지는 2017년 미국 테크
놀로지 임금 동향 보고서에서 이 3가지 역량을 갖춘 구직자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약 8%
의 임금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7%대 임금 상승률을 보장해 줄 기술력으로
는 C# 개발, 시스코 네트워크 관리, 하둡, LAMP(Linux, Apache, MySQL, Perl/PHP/
Pychon), 리눅스/유닉스 운영, 닷넷 개발, PHP 개발, 가상화 및 웹 서비스 개발 등이 꼽
혔다.

데이터로 수익 창출
IDC는 데이터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이 주어지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통한 수
익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IDC는 ‘IDC 미래 예측: 2017년 월드와이드 CIO 어젠다’ 보고서에서 “임원들의 바람에
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상품 및 매출원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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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전송, 변형, 스토리지, 애널리틱스 및 대시보
드, 데이터 상품/서비스, 보안 및 접근제어 등, 탄탄한 IT 전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스패
닝(spanning)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DC는 해답의 일환으로 IT와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팀을 만들어 기존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 수익창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문화
급변하는 기술과 기업 요구사항에 발맞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CIO라면 신생기
업의 기업 운영 방식에서 배울만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IDC는 스타트업 문화가 IT부서
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IDC는 ‘IDC 미래 예측: 2017년 월드와이드 CIO 어젠다’ 보고서에서 “(신생기업으로부
터) 배워갈 만한 특성과 관행으로는 기업가적 문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기관 전반에 대
한 애자일/데브옵스 도입, 모듈형 아키텍처에 기반을 둔 시스템, 모바일, API,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을 이용해 멀티사이드, 플
랫폼, 온디맨드를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모델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구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간의 충돌로 격상하는 사이버전쟁
비욘드트러스트 (BeyondTrust)의 보안 전문가인 브래드 히버트, 모레이 하버, 스캇 칼
슨, 로드 시몬스 등은 “전력망 방해부터 스턱스넷(Stuxnet)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양태를 목격해왔다. 2017년에는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
이버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무력(그것이 소프트웨어가 됐
든, 악성코드나 취약점 공략이 됐든)을 사용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 사용자를 노리는 공격
보안솔루션 업체 봄가(Bomgar)의 CEO 맷 더크스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IT전문가,
CEO, IT업체 등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진 이들로 옮겨감에 따라 이러한 접근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들은 핵심 데이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의 보안
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장 높은 접근 권한을 지닌 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접근
을 모니터링하며,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근만 허용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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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2017 전망 | IT, ‘선택과 집중’을 향하다
Julia King | Computerworld

컴

퓨터월드 2017 서베이 결과 IT 임원들이 2017년을 바라보
는 시각은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기업 현업 부문과 IT 부문

이 드디어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내년 예정된 IT 프로젝트와 전략
적 비즈니스 목표가 긴밀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의 TF 2017(Tech Forecast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강화와 고객 연결, 서비스 확충이 현업
및 및 IT 부문을 막론해 내년 전략 중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
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애널리틱
스, 클라우드 컴퓨팅과 SaaS에 초점을 맞추며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196명의 IT 리더 중 78%는 조직이 디지털 혁신 프로세스에 발
맞추고 있거나 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응답했다. 디지털 혁신 추세에 앞서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6%였으며,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대답한 비중은 11%였다. 이번 설문 결과
는 2017년 말까지 글로벌 2000(Global 2000) 기업의 CEO 중 2/3가 디지털 혁신을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한 IDC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IDC의 로버트 파커 애널리스트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더 큰 자율권을 원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더 깊이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하
는 상황”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디지털 경제의 승자
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달성을 위해서는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 등의 새 기
술로 가능한 새 운영 모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IT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IT 부문의 예산이 지출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
다. 나아가 일반 IT 직원들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다르면 대
부분의 기업들은 셀프 서비스 IT를 위해 자동화를 확충함으로써 비용과 인력 수준을 유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10곳 중 7곳에서 IT 인력을 유지하거나 줄일 계획이라
고 응답했다.

언제나 모조리 디지털
고용 증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기업 중 한 곳은 전 세계 3.700만 제곱미터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며 4만 3,000명(600명은 IT 소속)의 직원을 거느린 상업적 부동산 기업 쿠
시먼 앤드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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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글로벌 CIO 아담 스탠리는 “성장이 2017년의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에 전 세계에 산재한 기존 직원들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는 “대기업의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연결성”이라고 말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W는 모든 직원들이 “모든 툴과 데이터에 액세스하는데 사
용할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스탠리가 전했다. 그는 “가능하면 모두
디지털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정보를 디지털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을 것이
다”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이미 대부분의 IT 개발 업무를 외주화했으며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SaaS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스탠리는 “이미 IT팀과 내부 지원을 크게 감축했다”
라고 말했다.
스탠리는 2017년 C&W의 또 다른 목표가 ‘빅데이터’라고 전하며, 하지만 자신의 경우 단
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전략적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
을 추적하여 수 백만 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Warehouse)에 쳐 박아
두는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표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C&W는 복수의 빅데이터 소스를 분석하고 시각화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고객들
에게 자산에 대한 풍부하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로는 교통 데이터, 기
후 정보, 비행 패턴, 주위 자산의 임대료, 이후 건물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조합해 분석함으로써 고객에게 시장의 현황에 대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
다. 우리는 고객을 위한 원스톱 매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디지털화를 통한 더 나은 치료
종양 환자에 개인적인 분자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 CTCA(Cancer Treatment Centers of America)에서는 적절한 데이터 수집과 통합
이 삶과 죽음을 가른다. CIO 크리스틴 다비는 “우리 목표 달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다”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CTCA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밀 의학은 개별 종양의 특정 분
자 정보에 기초한다. 이런 세부적이고 특화된 정보를 수집한 후 인구 정보와 통합하기 위해
서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성숙도가 필요하다. 2017년 CTCA의 핵심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다비는 IT 부문이 CTCA의 암 치료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며 기술팀과 조직
의 목표는 정렬돼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IT 부문이 조직 전반의 모든 부서와 접촉하고 환
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업종의 여러 기업과 마찬가지로 CTCA는 2017년에도 자동화를 활용해 현재 인
간이 수행하는 여러 단계를 없앨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사 및 기타 교육 받은 간
병인들이 어느 정도 저항할 것으로 다비는 보고 있다.
그녀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정교해지면서 사람들이 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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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기술이 주도권을 잡고 기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몇몇 사람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비는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는 데이터
공학자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인간 의사가 기술 없이 처리해 합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 둔화

56%

향후 12개월 동안 IT 인력 측면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2016 전망 서베이

46%
37%
29%

▒ 2017 전망 서베이

17% 15%
출처: 196인의 IT 임원, 디렉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월드 2017 전망
서베이,

증가

유지

감소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학습
미 조지아 주에 소재한 발도스타주립대학교(Valdosta State University)의 CIO 브라이
언 호거브룩은 교육 분야의 경우 IT 서비스에 대해 끊임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과 자동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례로 교육 방법이 IT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고 있다. 학생들 각자의 속도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는 역량 교육 트렌드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를 반드시 맞춤 및 디지털화해야 한다. 또 교수,
자문위원, 대학 행정 부문의 다른 데이터와 통합해야 한다.
“역량 교육의 핵심은 지속적인 입학과 지원, 장학금, 등록,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기타 데
이터에 있다”라고 호거브룩이 말했다.
호거브룩은 IT가 발도스타주의 교육 목표를 지원한 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5년 VoIP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적한 후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해 해결한 사례였다. 우
선,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8월과 1월에 급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간 동안 사무
실끼리 전화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화량이 급격히 감
소했다.
이에 IT 부문은 이전에 다른 부서로 넘겨주던 일반적인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집중
식 콜센터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그 결과, 대기 시간이 50% 감소했다.
2017년에는 콜센터에서 캠퍼스 ERP 시스템으로부터 콜센터 시스템으로의 추가적인 데
이터 통합을 자동화함으로써 주거, 입학, 금융 지원 등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문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거브룩은 “기업 애플리케이션팀들이 모든 부서와 조율하여 자동화를 유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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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 IT 부문은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을 진행할 예
정이다. 단 해고가 아닌 자연적 감축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호거브룩은 이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다수 이용해 PC를 원격 제어하고 모든 연구실과 교실을 관리한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이
다.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실행하며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
각화와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T 지출 감소

46%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가 속한
조직의 IT 예산 변화는?

48%
41%

42%

▒ 2016 전망 서베이
▒ 2017 전망 서베이

12% 11%
출처: 196인의 IT 임원, 디렉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월드 2017 전망
서베이,

증가

유지

감소

이 대학 IT 부문의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 두 명이 처리하는 직업 기능을 조합한 하이브
리드 IT 역할의 등장이다.
예를 들어, 통합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은 시스템 관리와 프로그래밍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구내와 클라
우드 기반 시스템 사이 그리고/또는 그 전반에 걸쳐 작업 흐름을 맵핑하게 된다. IT는 근
로자들이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증대하고 통합을 처리하는 기술에 집중할 예정이
라고 호거브룩은 전했다.

요구되는 능력: 하이브리드 IT 기술
IDC의 파커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디지털 혁
신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진단하며, 이런 전략을 실행할 준비를 마친 조직의 경우
비즈니스 및 IT 기능과 프로세스가 덜 분리돼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UCMC ;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의 CIO 에
릭 야블롱카도 2017년에 하이브리드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임상 프로세스와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블롱카에 따르면 의료 시스템은 다른 산업의 기술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런 빠른 변화 속도에 발 맞추는 것이 그가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는 “모든 산업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의료 업계의 변화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메디케어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인 DRG[Digital-Related

CIO Korea ▶▶▶

9

IDG Deep Dive│2017 IT 전망 보고서

Grouping]가 도입되었을 때 몇 년 동안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제 이런 변화가 몇 개월 만
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블롱카는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에서 크고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이야
말로 의료 업계에 뛰어들 때이다.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신났던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구인난
2017년 채용하기 가장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직종은?
톱 5 목록

25%

시큐리티

프로그래밍/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즈니스 인텔리전트/애널리틱스
출처: 196인의 IT 임원, 디렉터,

7%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월드 2017 전망 서베이,
데이터: 향후 12개월 내 IT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한 57인의
응답자.

5%

16%
14%

헬프데스크/기술 지원

프로젝트 관리

교육 투자
고용과 관련해 또 다른 일면이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스페셜 올림픽스(Special Olympics)의 CIO 노아 브로드워터는 여러 명의 새로운 IT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지만 1-3년
의 단기적인 기간 동안만 유지될 예정이다. 그들은 거대 IT 프로젝트인 새로운 CRM 시스
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 스페셜 올림픽스 동계 올림픽은 오스트리아에서 치뤄진다. 해당 조직은 국제적
인 프라이버시 규칙을 충족하고 전 세계 선수, 기부자, 기타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
는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CRM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비영리 조직 역사상 최
대 규모의 IT 프로젝트다. 스페셜 올림픽스는 이를 통해 5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에 마
케팅과 모금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요한 2년의 기간 동안 기존의 IT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브로드워터는 2017년에 직
원 교육 및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페셜 올림픽스는 IT 직원의 리더
십, 관리, 재무, 법률 기술 교육 제공에 집중하는 새로운 인력 개발 전담 그룹을 구성했다.
그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습득한 새
기술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결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누군가를 방해한다고 해
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면 자신이 배운 곳에서 머무르고 싶어하
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거대 프로젝트 계획을 확립하고 예산은 마련한 브로드워터는 2017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그는 이미
그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IT 예산과 마찬가지로 낙관론도 매년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
했다.
10 ▶▶▶ C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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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2017년 IT 화두는…” 기업들이 지목한 5가지
Beth Stackpole | Computerworld

디

지털 변혁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IT 전문가들이 2017년 다뤄야 할 수많은 과
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의미다. 컴퓨터월드가 196 인의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테크놀로지 전망 2017(Tech Forecast 2017)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소속 기업에 변
혁을 가져올 주요 테크놀로지로 사물인터넷이나 셀프-서비스 IT, 모바일 결제, 인공지능,
차세대 와이파이 등을 언급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들 영역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업계 리더들이 내년 해
당 분야에서 계획중인 전략을 살펴본다.

1. IoT/M2M/텔레매틱스
IoT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해 2020년 총 260억 대 이상의 기기가 운영되는 거대 생태계
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50% 이상이 IoT
기능을 일정 부분 포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용 IT 시장에서는 IoT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월 발생한 기기 주도형 DDoS 공격 사건을 목격하며, 기업들은 전면 배치보다는 파
일럿 프로젝트 정도로 IoT 이슈를 다루고 있다.
컴퓨터월드의 전망 2017 설문에서, 응답자의 20%는 최우선 신규 투자 영역으로 상호연
결 기기(IoT, M2M 시스템, 텔레매틱스) 생태계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요소를 꼽았다. 이
어 향후 2-5년 내 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혁적 테크놀로지를 묻는 질문에도 20%
의 전문가가 이 영역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IoT 관련 베타 테스팅 혹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은 13% 수
준에 그쳤으며, 24%는 2017년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 또는 잠정 계획 중이라 밝혔다.
일리노이주 브래들리 기반의 외식 업체 모니칼스 피자(Monical’s Pizza)의 정보 시스템
코디네이터 더글라스 데이비스는 10월 DDoS 공격 사태 이전부터 IoT 테크놀로지의 보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데이비스는 자사가 특히 신경 쓰는 영역으로 냉장고 및 오븐의 외부 조작 위험성을 언급
했다. 중서부 대학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60여 매장의 운영 및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대상이 인터넷에 연결
될수록, 환경의 혼잡도 역시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이슈에 더해, IoT의 효익이 아직은 불명확하다는 점 역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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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스턴 기반의 슈퍼마켓 체인 로쉐 브로스(Roche Bros)의 IT 사업부 부사장 존 론더
바흐는 지적했다.
론더바흐는 “매장 내 특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객 정체 문제를 확인하거나 운영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이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서를 활용해 발굴할 수
있는 시각은 분명 다양하다. 다만 현재 IoT를 활용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
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oT의 시대는 분명 도래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단순 대응을
넘어 보다 선행적인 방식의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셀프-서비스 IT
쉽게 도입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성이 향상된 소비자 테크놀로지의 확산에 힘입
어, 현업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각종 기술을 배치, 관리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IT가 취해야
할 태도는 현업의 자율성을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셰도우 IT’의 문제를 제거하고
현업 부문이 보다 전략적인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IT 임원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셀프-서비스 IT다. 현업 사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배치함으로써 IT는 자신들의 역량을 여타 영역들에 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망 2017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22%가 셀프-서비스 IT를 자사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칠 테크놀로지로 꼽았다. 이는 IT 조직들이 셀프-서비스 IT 기능을 자신들의 장기
적 계획으로 대하기 시작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워싱턴 주립 교도소는 셀프-서비스 기능을 활용해 185 명의 IT 인력만으로 시설 내
9,500명의 교도관, 직원, 파견 인력,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IT 헬
프 데스크의 경우,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관리 플랫폼
과 지식 기반 포털을 도입해 매일 400-600 건씩 발생하는 지원 요청(대부분 패스워드 재
설정이나 계정 접근 문의)을 전량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시설의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총괄 미셸 그린은 설명했다.
개편된 셀프-서비스 포털은 전달된 문의 사항과 관련한 데이터를 지식 기반에서 검색
한 뒤 이메일 제목줄에 삽입해(‘SAP-GUI 내 패스워드 재설정’ 등) 답장을 전달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그린은 “연중무휴로 즉각 답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됐다. 셀프-서비스 기능은 IT 조직
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팀의 역량이 보다 복잡한 이슈들에 집중할 수 있
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3. 모바일 결제
리테일 산업에 속한 기업, 특히 도시 지역의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삼는 기업들에서는 모
바일 결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퓨 공익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 인
구의 약 7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다양한 모바일 결제 형태
가 시장에 퍼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오늘날 모바일 결제 도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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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구 가운데 밀레니엄, X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대도시 거주, 은행계좌 보유, 대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
다고 퓨의 연구는 설명했다. 젊은 세대가 모바일 결제에 매력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리워드
및 추가 혜택, 결제 편의성 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인구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도구를 IT 프로젝트
의 우선순위 상단에 배치하고 있었다. 컴퓨터월드의 전망 2017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는 모바일 결제를 자신들의 미래 전략에 가장 중요한 변혁적 테크놀로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학생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모니칼스 피자는 이미 모바일 결제를 도입했다. 고객
들에게 애플 페이, 구글 월릿 등 모바일 결제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 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관리하고 매장별 쿠폰 적립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탐색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고객이 원한다면 어떤 결제 수단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
리의 경우 대학가를 주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4. 인공지능
한때 블록버스터 영화나 SF 소설에서나 등장하던 인공지능(A.I.) 기술이 이제는 IoT, 빅
데이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기술로 기업 환경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인기의 배경
에는 IBM의 왓슨 플랫폼 등 시장의 이목을 끌만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은 2030 세대를 직업, 의료수준, 주요 이동수단에 따라 8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집단에 A.I.와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미칠 영향을 연구해 발표했다. 연구
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자동 운행 및 항공 운송 드론의 형태로 운수 및 도시 거주 형태에 영
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 분야에서는 생명 신호를 관리하고 혈압, 당 수치 등 데이
터를 수집함으로써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월드의 전망 2017 설문에서는 19%의 응답자가 A.I. 및 지식 기반 시스템을 향후
수 년 간 영향을 미칠 가장 변혁적인 테크놀로지로 꼽았다.
기업 분야에서 A.I., 머신러닝에 대한 논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은 이를 어떻게
기업 환경에 도입할 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자동화(주로 예측적 애널리틱스와 관련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다.
슈퍼마켓 체인 로쉐 브로스의 론더바흐는 인공지능이 기업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는 A.I.가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일
련의 비용을 최적화,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로봇 공학과 연계된다면 매장
의 상품 진열 계획을 도식적으로 파악해 가격 확인, 규정 검수 등 반복적 일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더바흐는 “우리가 지루해하는 이런 작업들을 로봇은 기꺼이
수행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닌 곧 다가올 실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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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세대 와이파이
스마트홈, 웨어러블, 스마트 차량 등 일상의 모든 대상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라는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소비 전력과 도달 거리를 개선시킨 새로운 와
이파이 기술이 필요하다.
시장은 새로운 무선 프로토콜로 와이파이 할로우(Wi-Fi HaLow)에 주목하고 있다. 와
이파이 할로우는 현재 개발중인 IEEE 802.11ah 표준에 기반을 둔 프로토콜로, 기존 와이
파이보다 두 배 긴 연결 거리를 지원하며, 900MHz 대역폭을 이용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우수한 한편 전력 효율 역시 뛰어나다.
할로우에는 또 보안 및 상호 운용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 일례로 하
나의 액세스포인트 당 수천 개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즉 기업이나 정부 단위에서 활용
할 여지가 더욱 큰 기술이다.
와이파이 할로우는 2018년에서야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IT 조직들에선 이미 차
세대 와이파이 로드맵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컴퓨터월드 전망 2017 서베이에서는 응
답자의 18%가 자사가 향후 3-5년간 다루게 될 가장 변혁적인 테크놀로지로 차세대 와이
파이를 꼽았다.
미시간주 플린트에 위치한 모트 커뮤니티 컬리지(MCC, Mott Community College)는
단계적 도입 절차를 통해 이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학은 현재 기존 와이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 인터렉티브 캠퍼스 지도 앱 지원을 위한 비콘 및 구글 지
도 통합 작업을 완료한 상태며, 향후 추가적인 관련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기관에 있어 캠퍼스 내 안전 관리는 항상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향후 와이파이 기술
으은 학내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MCC의 CTO 셰
릴 셸튼은 “캠퍼스 총기 사고 등 안전 문제를 늘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는 보안 카메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 와이파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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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2017년 넘어 이어질’
엔터프라이즈 기술 동향 9가지
Eric Knorr | InfoWorld

올해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명확성’(clarity)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컨테이너, 마
이크로서비스, 클라우드 확장성, 데브옵스,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스트리밍 분석을 둘러싼 새로
운 생태계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다. 이들은 명확한 기술 프레임워크로 자리잡았다.

동

시에 이 신세계와 대부분의 기존 엔터프라이즈 IT 운영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

는 이유도 그래서다. 레거시에서 현대적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방대하고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2017년은 어떨까? 엔터프라이즈 기술의 현재 상태를 알면 앞을 예견하기도 그
만큼 쉽다. 그래서 내년과 그 이후의 9가지 엔터프라이즈 기술 동향을 예측했다.

1. 진보된 협업
몇 년에 걸친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의 실패 이후, 슬랙(Slack)과 슬랙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채팅 기반 협업을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시켰다. 물론 시장에는
힙챗(HipChat)부터 플록(Flock)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Teams)이 슬랙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단순한 채팅 기반 협업이 이렇게 부상했다는 점은 신기한 측면이 있다. 채팅방이라
는 개념은 IRC 시절부터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머신러닝을 통해 협업
플랫폼이 조직의 사람과 리소스, 데이터를 모아 즉석으로 작업그룹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조라와르 비리 싱이 최근 인포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아이디어다.
사일로를 허무는 협업은 디지털 변혁을 위한 열쇠이며, 따라서 이를 구현하는 머신 인텔리
전스는 향후 이 분야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참고로 플록은 “매직 서치” 기능을 통해
이미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2. 딥러닝
AI와 그 하위 집합인 머신러닝의 부흥에는 막대한 연산, 메모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
라우드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해 신속하
게 유용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신러닝 중에서도 극히 연산 집약적인 딥러
닝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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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고객에게 딥러닝에 필요한 부가적인 성능(GPU 처
리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두인 구글의 텐서플로우(TensorFlow)는 구글 클
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제공된다. IBM
의 왓슨(Watson)도 딥러닝 기술을 습득했고, 이제 개발자들이 블루믹스(Bluemix) 클라
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전트 툴킷
(Microsoft Cognizant Toolkit)), AWS(그리고 MXNet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레코그니션
(Rekognition), 폴리(Polly), 렉스(Lex) 서비스까지)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까지 가세하면
서 분위기는 한껏 가열되고 있다.

3. 화려하게 돌아온 SQL
몇 년 동안 몽고DB나 카산드라와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했
다.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이 제공하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과 스케일 아웃의 이점이 놀
라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SQL 역시 마침내 스케일 아웃을 습득했다. 즉, 클러스트릭스
DB(ClustrixDB), 딥SQL(DeepSQL), 멤SQL(MemSQL), 볼트DB(VoltDB)와 같은 제품
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몸집을 키우는 대신 보편적인 노드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
게다가 아마존 오로라, 구글 클라우드 SQL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형태의 데이터베
이스 덕분에 스케일 아웃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동시에 NoSQL 데이터베이스는 SQL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가 많다
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인기 있는 분석 도구에는 여전히 SQL이 필
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NoSQL은 여전히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SQL이 사
그라질 기미는 없다. 이제 오늘날 모두가 SQL과 NoSQL의, 일종의 대대적인 단일화를 예
견한다. 단 이 단일화가 어떤 실질적 형태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4. 퀴베르네티스의 승리
애플리케이션의 미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두가 안다. 바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
프라의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서비스다. 그러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마이크로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치 메소스(Mesos), 도커 스웜(Swarm), 구글 퀴
베르네티스를 포함한 몇 가지 솔루션이 부상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퀴베르네티스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대
규모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있어 구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
는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보그(Borg)라는 내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보그가 쿠버네티
스의 모체다. 모든 주요 클라우드는 퀴베르네티스를 지원하며 온프레미스 구현과 클라우
드 구현 측면에서 앞선 퀴베르네티스 제공업체는 코어OS(CoreOS)와 레드헷이다. 또 퀴
베르네티스 프로젝트의 공동 창안자이자 전 구글 직원 크레이그 맥러키가 창업한 신생 기
업 헵쇼(Heptio)도 있다.
다만 컨테이너가 아직 극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여러 가변 요인이 있는 만큼
퀴베르네티스의 승리가 짧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AWS re:Invent 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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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스에서 CTO 워너 보겔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테이너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발표했다. 구글은 당연히 퀴베르네티스를 고수하겠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
일 뿐이다.

5. 서버리스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UI 설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인프라(가상이라 해도)에
대한 걱정은 집중을 방해하는 성가신 요소다.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 플랫폼은 오랜
시간 추상화 위에 또 다른 추상화를 쌓아 올려온 업계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켜 그런 걱정을
과거의 일로 만들어준다. 또한 서버리스 모델은 개발자가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가져와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새로 작성해야 하는 코드의 양을 최소화해줄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서버리스 컴퓨팅은 AWS 람다(AWS Lambda)지만 다른 클라우드도 뒤따
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펑션, 구글은 클라우드 펑션을 제공한다. 신생 기업으
로 마이크로서비스 워크로드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ron.io 역시 서버리스 컴퓨
팅 플랫폼을 제공한다.

6. 맞춤형 클라우드 프로세서
아마존이 서버용 자체 ARM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 구글 또한 머신러닝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텐서 프로세싱 유닛(Tensor Processing Unit)으로 코프로세싱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과 같
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FPGA를 추가했으며, 애저 고객
이 FPGA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마존은 지난 11
월의 리인벤트(re:Invent) 행사에서 EC2용 새로운 F1 인스턴스 형태의 자체 FPGA를 공
개했다.

7. IoT 상호운용성
IoT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메시징 프로토콜은 MQTT다. MQTT의 컴팩트함과 효율성
은 전력 소비량이 낮고 비교적 단순한 기기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6년 5
월, 구글 자회사 네스트는 처리 성능이 비교적 더 높은 기기가 허브에 의존하지 않고도 피
어 투 피어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메시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쓰레드(Thread)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아울러 흥미로운 전개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올신 얼라
이언스(Allseen Alliance)와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이 합병하면서 IoT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올조인(AllJoyn)과 아이오티비티(IoTivity)가 사실상 하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통합됐다.
게다가 아마존 리인벤트 컨퍼런스에서 AWS CEO 앤디 재시는 IoT 기기에서 실행되어
기기가 AWS 람다 함수를 실행하고 AWS IoT 플랫폼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코어(및 SDK)인 AWS 그린그래스(Greengrass)를 발표했다.
이제 모든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IoT 플랫폼을 보유했다. 이는 IoT의 발전을 위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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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조건이다. 201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와 구글, IBM도 그린그래스에 대응하는 자
체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서비스 형태의 하드웨어(PC와 서버)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다. IDC는 2017년 대기업의 10%가 솔루션 업체와 서
비스 형태의 PC 계약을 맺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HP와 레노버
는 이미 이러한 렌탈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서버의 경우 델, HP, 레노버는 애저 스택
이 사전에 탑재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서버를 가입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라
클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온프레미스 버전, 이른바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클라우드 지
향 가입 모델”을 통해 제공한다. IT 설비 투자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9.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 프로그래머의 위상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티오베 인덱스(Tiobe Index)에서도
파이썬의 순위는 모든 언어를 통틀어 4위다. 파이썬은 특유의 깔끔함, 그리고 영어와 유사
한 구문 덕분에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많이 추천된다.
파이썬은 온갖 용도로 사용되지만 특히 데이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입지가 탄탄하다. 파
이썬은 작업을 자동화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에게도 인기 있는 언어이
며 파이썬 프레임워크와 IDE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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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두번째 파도 온다…
2017년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6가지
Clint Boulton | CIO

지난 5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
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
드 서비스 시장 모두 이제 두번째 파도를 앞두고 있다고 입
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기

업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효
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컴퓨터 리소스의 스

케일(확장 또는 축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
향이 2017년 클라우드 시장에 더 큰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포레스터 리서치가 전망했다.
데이브 바톨레티 애널리스트는 “엔터프라이즈 분
야가 클라우드 트렌드를 견인할 것이다. 많은 예산과
데이터센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핵심 비즈니스 애플
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터에 따르면 2006년 단순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로 출시된 아마존 웹 서비
스(Amazon Web Service)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의 ‘제1의 물결’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현재는 AWS가 110억 R/R(Run Rate)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포레스터가 북미와 유럽의 대기업 인프라 기술 의사결정자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달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38%와 32%이다. 나머지도 향후 12개월 동안 어떤 형태이든 클라우
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했다고 대답
한 비율이 59%에 달한다. 다음은 포레스터가 2017년 클라우드 시장을 전망한 내용이다.

지역 업체가 초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보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검토하는 CIO 중 다수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
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발길을 돌린다. 예를 들어, 몇년 전 캐피탈 원(Capital One)은 프라
이빗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다.
이 회사의 롭 알렉산더 CIO는 “우리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
을 쏟아 붓고, 대역폭을 관리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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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더 우수하고 빨리 발전하는 인프라다”라고 표현했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 870억 달러에서 2017년 1,460억 달러로 연평
균 22% 성장할 전망이다. 바톨레티에 따르면,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이른바 ‘메가(초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성장의 ‘몸통’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 지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현지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
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데이터 로컬화(현지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독일의 클라우드 관리
업체인 T-시스템스(T-Systems)와 계약을 체결했다.
초대형 업체들이 모든 고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는 없다. 이에 2017
년에는 소규모 지역 업체들의 성장과 활약 또한 두드러질 전망이다. 바톨레티는 “선택지를
열어 넣고, 여러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비용 줄이기
CIO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날 다수 CIO는 복잡한 클라우드 벤더를 관리함에 따
라 비용을 낭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활용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2017년에는 IT 리더들이 더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을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시작된 추세다. 바톨레티는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의 경우 클라우드 아키텍트 1명이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 모니터링, 기타 관련 비용 25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AWS, 클라우드어빌리티(Cloudability), 클라우딘(Cloudyn) 등과 같은 비용 관리 도
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 바톨레티는 “2017년에는 클라우드 비용 증가를 좀
더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앱 ‘리프트 앤 시프트(Lift & Shift)
포레스터는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앱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대신,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에 맞게 앱을 리팩터(재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의 탄력성을 이
용할 수 있게 재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바톨레티는 “2017년에는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
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
이다”라고 예측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하이퍼컨버지드’화
바톨레티에 따르면, 보안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객 데이터 등 민감한 데이터를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CIO들
도 있다. 하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첨단 가상화, 표준화, 자동화, 셀프서비
스 액세스, 리소스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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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포레스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할 때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를 토대로 사
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CI 솔루션은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를 미리 통합해 기
업이 클라우드를 더 빨리 운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HCI는 특히 빠른 자동화 스케일-아웃이 필요한 새로운 워크로드에 중요하다. 바톨레티
는 “HCI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부분의 기본 인프라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콘테이너(Container)
콘테이너를 이용하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앱용
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 그렇다. 포레스터에 따르면, 2017년 초가 되면 모든 주요 퍼
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에 리눅스 콘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발자
가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스택을 만들어 마이크로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따른다. 기업들은 콘테이너가 생산 환
경에 광범위하게 배포되면서 초래된 새로운 보안, 모니터링, 스토리지, 네트워킹 문제와
씨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톨레티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PaaS와
관리형 퍼블릭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둘 모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엔터프라이즈 앱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AWS에 호스팅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CIO들이 갈수
록 퍼블릭 클라우드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것에 거부감 없다는 의미다. 달러
쉐이브 클럽(Dollar Shave Club)은 AWS에 스파크(Spark) 분석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했
다. 카디널 헬쓰(Cardinal Health)는 AWS에서 스플런크(Splunk)를 운영한다. 또 AWS
에서 SAP 등 비즈니스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다.
바톨레티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톨레티는 “좋은 아이디어를 소프
트웨어와 인사이트로 바꾸는 관심을 가지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클라우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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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2017년 돈·인재 모일 분야는?

스타트업 트렌드 8가지
James A. Martin | CIO

인터뷰에 참여한 일단의 전문가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이 IT 분야 경제 활
성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 밖에 사이버 보안과 챗봇, 가상현실, 그리고 ‘마리화나’가 유망한 분야
로 지목됐다.

CIO

닷컴이 HRO(Help a Reporter Out)에 2017년에 주목할 스타트업 트렌드에
관한 질문을 올리자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목한 것은 역시 ‘AI’였다. HRO는

저널리스트들이 각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취지의 사이트다.
금융컨설팅 기업 AG AA(AG Asset Advisory)의 수석 안토니 글롬스키의 의견도 다르
지 않다. “올해부터는 AI가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부문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AI는 초기 단계다.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2017년 창업 측면에서 주
목할 만한 트렌드에 대해 정리했다.

1. AI와 머신러닝 스타트업
2016년에는 대기업들이 AI에 자원을 투자했다고 클라우드 CRM 제공기업 세일즈포스
(Salesforce)의 스타트업 관련 책임자 루도 울리히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에는 중
소 기업들이 AI 혁명에 참여할 만큼 관련 여건이 성숙한다. 이미 대학에서는 AI 관련 수업
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발전이 AI에 능한 “더 큰 인재풀을”을
형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혁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AI의 진정한 가치와 파급력이 조명될 것이다. 아울러 접근성이 향상된다. 2017년에는
과거 일부만 소유하던 지식이 IT 분야 전체에 폭넓게 확산될 것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울리히가 말했다.
2016년 가을 심포지엄/ITxpo(Symposium/ITxpo)에서 가트너는 AI와 머신러닝을
2017년의 상위 10개 기술 전략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가트너의 부사장 겸 연구원 데이
비드 시얼리는 “AI와 머신러닝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인 장치(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소
비자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앱과 서비스(가상 개인 비스와 스마트 어드바이저) 등에도
지능성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전통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다양한 메시(Mesh) 기기에도 임베
디드(Embedded) 지능성이 출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웰스 파고(Wells Fargo)는 AI 기술을 시험하는 기업 중 하나다. 이 은행 및 금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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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업의 결제 전략 책임자 브래든 무어는 “AI 기
술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은행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경보, 알림, 맥
락 제안을 통해 고객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AI
가상 비서를 연구하고 있다”라며, AI가 금융 사기를
감지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가 2017년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증대된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양한 기관에서 내놓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부족
하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의 배경 중 하나다. 시스코
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의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만텍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구인 수가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만 개까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석 및 자동화 제공 기업 다크라이트(DarkLight)의 CEO 겸 공동 설립자
존 쉬어러는 “어쨌든 사이버 보안 지식을 자동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스타트업
들은 인간의 지식과 AI를 융합하는 시장의 수요가 커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스타트업들은 인간 전문가와 AI 시스템의 지식 교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AI의 확산에 일조하는 요소 중 하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으로 축적되고 있
는 데이터의 양이다. IBM에 따르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1.5 퀸틸리언(Quintillion) 바이
트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전 세계 데이터 중 90%가 지난 2년 내 생성된 것이다.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고객 트렌드와 패턴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더욱 지능적으
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I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VC 기업 토바 캐피탈(Toba Capital)의 파트너 스티브 굿맨은 말했다.

2. 챗봇(Chatbot) 스타트업
챗봇은 인간(소비자)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화 채팅 인터
페이스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챗봇이 확산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기술은 물론 AI다.
실리콘 벨리의 VC 기업 파운데이션 캐피탈(Foundation Capital)의 아슈 가그 제너럴
파트너는 “AI 덕분에 2016년 챗봇이 무대를 장악했다. 2017년에는 기업에서 특히 더 큰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들은 점차 챗봇이 고객 서비스, 보험, 금융 서비스 영업사원 등 “파괴가
임박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더욱 아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그 파트너는 “그저 절
감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챗봇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다르면 가트너와 테크이머전스(TechEmergence)는 2020년
까지 고객 상호작용의 85% 이상이 인간 개입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챗
봇이 향후 5년 내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소비자 AI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그는 2017년 중 다양한 메시지 교환 플랫폼들이 챗봇 통합을 위해 플랫폼을 개방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여전히 지배적인 메시지 교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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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지만 왓츠앱(WhatsApp), 킥(Kik), 위챗(WeChat) 등 세계적인 관련 메시지 교환
플랫폼들로 인해 챗봇 혁신과 건전한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3.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2016년, 뉴스에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사이버 보안이었다. 애플과 FBI의 iOS 암
호화 접전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
었다. 전문가 다수는 2017년에도 사이버 보안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관리 기업 KACA(Kayne Anderson Capital Advisors)의 파트너 네이트 록에 따
르면 2016년에 새로운 공격 벡터 또는 취약성이 노출될 때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이 주목
을 받았다. 그는 “보안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
드러졌다. 2017년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솔루션보다는 매니지드 서비스에 더 투자할 것으
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면한 보안 문제점 중 하나는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이
다. 기업들이 보안 제품에 집중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얻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커질 전
망이라고 그는 말했다.

4.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2017년부터는 기업들이 ‘대규모 디지털 혁신’에 직면하며,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모바
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소셜과 같은 ‘써드 플랫폼’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사
기관 IDC가 밝혔다.
IDC의 수석 부사장 겸 수석 분석가 프랭크 젠스는 “디지털 혁신 시도가 ‘프로젝트’ 또는
‘계획’ 상태에서 전략적인 비즈니스 규범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11월 진단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모든 (성장하는) 기업은 연령과 업종에 상관 없이 반드시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야 한
다. 임직원 모두가 자사의 제품과 운영 방식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써드 플랫폼
기술 도입과 디지털 혁신은 대부분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의 경쟁 우위는 새로운 DX(디지털 혁신) 경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차지할 것
이다.”
한편 IDC는 클라우드가 디지털 혁신의 주된 조력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까지
기업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지출의 67%가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관련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기업은 자체 시장 측면에서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임에 따라 클라우드 역량이 핵심 사업 운영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IDC는 전했다.

5. AR 및 VR 스타트업
포켓몬 고(Pokémon Go) 현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증강현실(AR)에 관심을 갖고 있
다. AR의 큰형제인 가상현실(VR) 또한 2017년부터 기업들에 흥미로운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IDC는 내년 소비자 지향 글로벌 2000(Global 2000) 기업 중 30%가 자사의 마케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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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AR과 VR을 실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조사기관은 “고객이 참여하는 필수 관문이 인터페이스다. AR과 VR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IDC는 AR/VR이 2021년까지 대중 도입 수준에 도달하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AR/VR 플랫폼을 통해 앱, 콘텐츠, 데이터에 접근할 것
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VR이 활약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만이 아니다. 업무 공간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팀(Teem)의 CEO 겸 공동 설립자 자크 홀름키스트는 “2017년, 많
은 스타트업들이 사무실 근무 직원 그리고 원격 또는 계약직 근로자와 협업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햇다.
그는 “직원의 정의가 이로 인해 진화한다. 사무실 근무 직원과 계약직 원격 기여 근로자
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계약직 경제(gig economy)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기업들은 이 새
로운 직원 범주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VR 기술은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6. 마리화나 스타트업
2016년 가을 대통령 선거 후, 캘리포니아(California),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네
바다(Nevada)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총 26개 주와 컬
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오락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마리화나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덴버
(Denver)의 데일리 데모크랫(Daily Democrat)을 통해 MBD(Marijuana Business Daily)의 편집장 크리스 월쉬는 “대마초 산업의 기술 측면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7. 혁신적인 웨어러블(Wearable)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스냅챗(Snapchat)을 개발한 스냅
(Snap)이, 스펙터클스(Spectacles)라는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을 선보였다. 이 스펙터클즈
가 웨어러블 부문에 “새 생명을 불어 넣고 있다”라고 언차티드 마인즈(Uncharted Minds)
의 공동 설립자 겸 사장 그레고리 케네디는 평했다.
그는 “스냅의 재미 있고 변덕스러우며 저렴한 접근방식이 주효했다. 매력적인 기능과 가
격의 조합을 달성하고 있다”라며, 내년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8. 지능형 사물
AI와 IoT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지능형 사물’은 가트너의 2017년 상위 10개 전략 트렌드
중 하나이다. 가트너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 경직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넘어 AI와 머신
러닝을 활용함으로써 발전된 움직임을 보여준다. 주위 환경 및 사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조사기관은 이어 “드론,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기기 등 지능형 사물이 환경이 침투함에 따라 단독형 지능형 사물에서 협업적 지능형 사물
모델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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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가상화, 오픈 API
2017년 데이터 관리 시장을 지배할 3대 키워드
여동재 이사 | 컴볼트 시스템즈 코리아

클

라우드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
비스 시장이 2016년 96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950억 달러로, 연평균 20.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자료를 보면,
2015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 대비 46.3% 성장한 7,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클라우드는 기업 IT의 필수 요소로 확실하게 자
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외한 부문, 특히
데이터 관리는 사실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
하는 데 급급했을 뿐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과 준비가
●여동재 컴볼트 시스템즈 코리아 이
사는 EMC, 시만텍, ASG, CA, 퀘스
트 등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퀀텀
S/W, HPE 스토리지 등에 대한 15년
이상의 Technical Engineer Support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와 제조기업의 통합 백업 차세
대 프로젝트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
스 개발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현재는 컴볼트 코리아 파
트너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데이터 보호 시장 확장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부족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
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
드 백업 활성화와 가상화 백업, 그리고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가 대표적이다.

클라우드 백업 활성화
2017년에는 클라우드 백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온프레미스 백업과 가상머신(VM) 백업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게임회사이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회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빌링 데이터이다. 현재
는 이 데이터를 빌링 시스템 게이트웨이에 쌓아 두다가 일정 크기가 넘으면 본사 데이터
베이스로 가져온다.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이때 클라우드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다.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에 백업한 후 주기적으
로 본사로 끌어오면 비용도 줄고 장애 때 복구 과정도 간단해진다. VM 백업은 스마트 워
크와 망 분리 등으로 사내 VM이 많이 늘어난 기업에 적합하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는
VM을 클라우드로 백업하면 한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으로 전환해 중단없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백업 솔루션은 VM을 클라우드에 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클라우드 백업은 중견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국내 한 중견기업은 건물 옥상에 서
버 실을 운영하다가 화재로 데이터와 시스템을 모두 잃었다. 이후 IT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
면서 클라우드 백업을 도입했다. 클라우드 백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었다. 기존 방식으
로 재해복구(HR)를 구축하면 고가의 하드웨어와 복제 솔루션을 구매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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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가트너 데이터센터 백업/복구 소프트웨어 부문 매직 쿼드런트

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컴볼트는 온
프레미스 대비 최대 60%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더 복잡해진 가상화에 대한 백업
2017년 데이터 관리 부문에서 나타날 두 번째 트렌드는 가
상화 백업이다. 가상화 관련 기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전
사자원관리 같은 무거운 애플리케이션까지도 가상화 환경에
서 운영할 정도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컴퓨팅 자원을 통합한 풀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유연
하게 할당, 회수할 수 있어 온프레미스 IT 인프라 활용률이
나 총소유비용(TCO)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가상화가 점점 복잡해지고 VM 수가 급증하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VM웨어와 하이퍼V 등 여러 가상화 솔루션
을 혼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각 솔루션으로 생성한 VM을
관리하는 업무가 폭증했다. 일부 업체가 가상화 백업 솔루션
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기능이 제각각이고 다양한 가상화
솔루션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은 많지 않다. 결국, 가상화 플랫폼을 통합하는 제품까지 등
장했는데, 기업이 그만큼 VM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17년에는 가상화 환경을 더 간편하게 관리하는 대안 찾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범용성이다. 예를 들어 VM 500대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속도
가 느린 이미지 백업 방식보다는 인텔리전스 스냅샷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양
한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스템에 따라 별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
고 에이전트 등을 이용해 중앙에서 통합 백업/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오픈 API를 이용한 관리 간소화
2017년 데이터 관리 부문의 세 번째 트렌드는 앞서 살펴본 것의 연장선이다. 클라우드
가 확산되고 가상화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더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레거시 환경부터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오픈
API이다. API를 통해 여러 IT 솔루션을 연동하면 관리 포인트를 일원화할 수 있다.
특히 API를 이용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단순해져 실무자가 셀프서비스로 다양한
데이터 관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오류의 상당 부분이 수작업에서 발생한다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데이터의 의미는 현업이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API를
이용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데이터 작업 과정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IT 팀도 소모적인 지원 작업에서 벗어나 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컴볼트는 그동안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 관리 부문의 변화에 대응해 왔다. 온프레
미스 환경의 가상화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변환하는 기술과 스냅샷을 표준화, 일원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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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포인트 제품과 컴볼트 싱글 솔루션의 차이점

복제하는 ‘인텔리 스냅(Intellisanp)’ 등은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엔 클라우
드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단위로 백업/복구하는 기능이 대
표적인데, 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장애가 발생했
을 때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컴볼트가 이처럼 클라우드와 가상화, 오픈 API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컴볼트
의 솔루션이 싱글 코드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인수합병 없이 자체 개발만으
로 백업/아카이브 단일 솔루션에서 검색, 모듈화, 오픈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국내에서
만 700곳 이상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어 시장의 검증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컴볼트의 기술력과 비전을 인정해 6년 연속 백업/복구 소프트웨어 부문 선도 기
업으로 선정했다(관련 2016 가트너 자료보기).

클라우드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 관리
일부에서는 속도와 보안 등의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와 가상화 기술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속도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가 더 빠른 회
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필요와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하면 된다. 보안은 클
라우드 업체와 일반 기업의 보안 팀을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클라우드 업체가 전문가도 많
고 보안 투자 규모도 훨씬 크다.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런 장벽은 이
미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와 가상화는 앞으로 기업 IT 인프라를 더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 확
실시된다. 오픈 API 등 복잡한 IT 환경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
러나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그 시작은 데이터이다. 데이터 관리에 실패하면 최신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2017년에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 보호하기 위한 실질
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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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최종 사용자의 진화와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업무 환경
박진철 이사 | Dell 클라이언트 솔루션 브랜드 매니저

IT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업무 환경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IT 기반의 기업 업무 환경은 새로운 기술

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직원의 진
화, 즉 실제 IT 기기 사용자의 진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작업 방식과 그에 적
합한 기술을 선호하는 디지털 세대는 정보와 업무용 툴을 즉각 활용하고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며,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환경을 선호한다.
이들 디지털 세대는 업무 환경의 디지털화 정도가 업무 생산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
영진으로서는 업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 기업은 이렇게 변화
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만족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보안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진화하는 최종 사용자와 변화하는 업무 환경
기업의 업무 환경은 아직도 사무실과 책상, 그리고 책상 위의 데스크톱 PC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이를 지원하는 IT의 발전으로 업무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기기의 확산으로 이른바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은 업무 수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 업무 환경의 기반이 되는 사무실 공간은 지난 10년 동안 59%나 줄어 들었
그림│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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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집에서도 사무실과 마찬가지의 업무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직원의 비율도 52%에 달
한다.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상의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사무실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산업군에 관계
없이 78%의 기업 직원들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환경의 경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여전히 사무실은 중요하다. 대다수의 기업 직원은 최소한 일정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직원은 자기 책상에서 일할 때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직원은 사무실에서는 수시로 업무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택 근무
에 대한 업무 생산성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제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다양한 업무 형태의 직원들이 최상의 업무 생
산성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세대 직원들의 최신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라”
직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고정된 업무 환경의 한계 속에서 일하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기술의 발전이 이런 한계를 극복했고, 최종 사용자 역시 진화했
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기존 환경에서는 업무가 많아지면, 야근으로 이어져 개인 생활
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런 조건을 극적으로 바꿔 놓았다. 특
히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업무 생산성이 언제나 높아지기 때
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다양한 직종과 직책, 업무 방식으로 인해 하나의 표준화된 환경으로는 모두를 만
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다. Dell은 최종
사용자를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업무 형태와 활동을 기반
으로 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데스크 기반 근무 유형.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업무 공간 내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기

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절반 가까운 수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 관리 인력이나 임직원 지원,
헬프데스크/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런 유형이다. 데스크톱 PC를 가장 많
이 사용하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 요소는 사무 공간과 안락함, 작업 속도이다. 책상 공간 활용
을 극대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 데스크 기반 근무 유형의
업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모니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얼 모니터는
회계/재무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형 모니터는 대부분의 데
스크 기반 근무 유형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
외부/출장이 잦은 근무 유형. 출장이나 외부 회의 등으로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을 사무

실 밖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영업 대표, 현장 엔지니어, 서비스 전문가, 그리고 고위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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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보조 기기로 사용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는 편의성, 연결성,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더욱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디바이스로 이동성을 강화하고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동 중에도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나 VPN 등을 통해 언
제 어디서나 기업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실 이동이 잦은 근무 유형. 책상에 앉아 있기 보다는 회의실과 회의실을 옮겨 다니는

시간이 업무 시간의 절반을 넘는 직원으로, 여러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위 임
원이나 관리자, 마케터, IT 직원, 대학 교수 등이 이런 유형이다.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실 이동이 잦은 근무 유형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 요소는 이동성, 유연성, 협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된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동성을
확보하고, 다른 책상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기존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
고 원활한 연결성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 근무 유형. 기업의 건물이나 캠퍼스 외부에서 업무 시간 전체를 보내는 직원으로,

재택 근무자는 물론 파견 근무 등으로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행사 담당자나
영업 전문가, 컨설턴트, 데이터 처리나 고객 불만 처리 등의 업무가 이 유형에 속한다. 노
트북 PC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스마트폰을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비율
역시 높다.
원격 근무 유형 사용자에게는 클라우드나 VPN을 통한 데이터 액세스와 인쇄 기능을 포
함한 완전한 오피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또는 화상회의로 주요 오피스와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간편하게 외부 IT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DELL 엔드 투 엔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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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종사자. 전문 분야 종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엔지니어링

이나 프로그래머, 연구 개발자의 경우는 업무 형태는 데스크 기반 근무 유형이지만, 고성
능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며, 의료 기관이나 유통 매장에서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용 소
프트웨어가 탑재된 태블릿이 유용하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 사용자에게는 디바이스
의 내구성이 더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러기드 노트북 등 전문화된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모든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
결국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환경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데스크톱 PC는 물론 노트북에서부터 터치 지원 디바이스, 고
성능 워크스테이션까지 전방위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다.
Dell은 IT 분야에서 유일하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데이터센터를 포괄하는 인
프라 솔루션부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폭넓은 클라이언트 솔루션과 주변기기까지 완벽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또한 Dell은 솔루션의 품질은 물론 안정성과 편의성,
사용자 지원까지 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Dell의 클라이언트 솔루션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Dell이 지향하는 4가지 핵심
전략 때문이다. 우선 Dell 클라이언트 솔루션은 사용자 인증부터 데이터 암호화, 위협요소
차단, 백업 및 복구까지 완벽한 보안을 제공한다. Dell Data Protection은 디바이스를 켜
는 순간부터 마지막 데이터 백업까지 사용자의 경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보호
한다. 완성형 중앙집중식 관리 도구인 Dell Client Command Suite는 설치부터 배포, 모
니터링, 업데이트까지 시스템 관리를 한 번에 제어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 효과도 가져다 준다.
1년 동안 한 번도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기업 고객의 비율이 97%라는 수치는 엄격한
부품 품질 관리와 높은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고품질 소재를 지향하는 Dell 클라이언트
솔루션의 신뢰성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에 걸쳐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Dell
ProSupport가 지속적이고 완벽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한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계속 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전
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 경쟁력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진은 자사의 업무 환경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
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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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2017년 랜섬웨어 대응 전략
‘문서 중앙화’
김준섭 이사 | 이스트소프트

악

성코드 제작 전문가가 아니어도 랜섬웨어로 돈을 벌 수 있다? 2016년엔 이것이 현
실화되었다. 랜섬웨어가 서비스화되면서 웹사이트에서 주문하거나 툴킷을 설치해

서 원하는 목표를 입력하고 명령만 내리면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 속 파일을 암호화하고 비
트코인으로 몸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랜섬웨어 서비스화의 핵심은 랜섬웨어의 ‘수익성’이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의 꼬리물기 게임인 보안은 공격자의 ROI에 따라 유행이 변한다. 2014년에는 스
미싱이 돈이 되는 공격 기술이었다면, 2016년 현재는 랜섬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흐름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준섭 이스트소프트 이사는 충북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각
종 IT기업을 거쳐 2008년 이스트소프
트에 입사했다. 이후 국내 최초 무료
백신(공개용) ‘알약’의 개발과 출시를
진두 지휘 했으며, 현재는 이스트소프
트 보안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존 이스트소프트 보안
사업본부가 자회사로 분사할 예정이
며, 이에 따라 신설 법인 ‘이스트시큐
리티’로 자리를 옮겨 사업을 이끌어나
갈 예정이다.

돈 되는 악성코드 랜섬웨어
오스터만 리서치(Osterman Research)의 백서는 ‘유행 전염병’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한 해, 미국 기업의 약 50%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했다. 2016년 상반기에만 랜섬웨
어 패밀리가 172% 증가했으며, 2015년에 크립토월(CryptoWall) 패밀리가 초래한 피해가
3억 2,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요구하는 몸값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말 일반적인
몸값이 284달러였지만, 지금은 679달러에 이른다. 지난 1월에는 컴퓨터 1대당 13 비트코
인, 당시 기준으로 5,083달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센터가 발표한 2016 상반기 랜섬웨어
침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2016년 상반기 랜섬웨어 피해가 지난해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랜섬웨어의 종류도 기존의 8가지에서 13가지로 진화했다.
현재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안티바이러스로 차단되는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하루 평균 1
만 건, 새롭게 수집되는 랜섬웨어 샘플이 한 달 평균 500개가 넘는다. 이스트소프트의 자체
데이터만 집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랜섬웨어 공격 규모나 피해는 훨씬 클 것이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PC에 침투해 파일을 모두 암호화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복호
화 키를 위해 몸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랜섬웨어의 수익성이 증명된 만큼, 그
기술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이메일로 가장하는 등 개
인이나 기업이 주의만 해서는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나면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이 적다. 비트코인 몸값 지불
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나와 있고,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업체도 있으나 100% 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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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랜섬웨어는 자체 버그가 있어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공격자가 돈만 챙기거나 이미 잡혀서 복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경
우 랜섬웨어 감염은 단순히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업무
가 모두 사라지는, 마치 과거가 모두 지워지는 듯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백신 등 보안 솔루션을 통해 일차적으로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 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안 솔루션, 비용에서 투자로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할 때 IT 의사 결정권자들이 꼭 기억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보안 솔루션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많이 들여
보안 솔루션을 많이 갖출수록 피해는 줄어든다. 그러나 보안 솔루션을 갖추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안 솔루션 투입 비용을 줄이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의 피해로 돌아온다. 따라서 보안 솔루션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많이 할수
록 보안 위협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보안 솔루션을 무한대로 도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솔루션
을 잘 선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른 기업을 따라 구색 맞추기 식으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솔루션을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 부분을 잘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안 인력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랜섬웨어 및 데이터 유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 현재 랜섬웨어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유지,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이메일 및 URL 실행 주의, 정기적인 백업 등이다. 특
히, 주요 문서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암호화된 파일을 몸값을 지
불해서 복호화하지 않고 최신 백업에서 복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
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백업에만 투자한다면, 문서 자체의 보안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잦은 백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DLP(Data
Loss Prevention)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SBC(Server Based Computing) 등의 문서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종속성
문제나 제로데이 공격 취약성, 사용자 편의성 저하 등의 단점이 있다.
백업이나 기존의 문서 보안 솔루션은 사용자 단에서 보안 위협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
구하는 방식이다. PC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거나, 각각의 PC에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랜섬웨어나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사적인 문서 보안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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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시큐어디스크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특징

랜섬웨어 및 데이터 유출에 대한 통합적 접근
전략
이스트소프트가 제안하는 랜섬웨어 및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접근 전략은 문서 중앙화다. 사내 임
직원 PC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중앙 서버에
강제 이관해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랜섬웨어나
다른 악성코드가 침투하더라도 직원의 PC에는
암호화시킬 파일이 하나도 남지 않아 원천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문서를 저장한 중
앙 서버에 이중화나 고도화된 백업 솔루션 등을
도입해서 각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문서 중앙
화 솔루션의 장점이다. 이스트소프트의 문서 중
앙화 솔루션 시큐어디스크는 파일이 물리적으로
직원 PC에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

럼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의 PC가 아닌 회의실의 공용 PC를 사용하더라도 서버에 로그인만
하면 작업하던 문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버전 관리 및 히스토리 관리도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전에 작업했던 파일로 복구할 수도 있다. 일은
기존처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랜섬웨어 감염이나 시스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한해 APT 공격 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랜섬웨어 위협이 끊이지 않으
면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2015년과 비교해 시큐어디스크
의 매출이 80% 증가했고 도입 문의도 150% 가량 증가했다. 한 가지 제품의 성장 데이터가
시장의 트렌드를 대표한다고 단언할 순 없으나, 이 같은 데이터는 실제 기업 및 공공 시장
에서 관련 보안 위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를 통해 기업의 보안 의식이 많이 고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
직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솔루션, 특히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서 중앙화 같은 솔루션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2017년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에서 보안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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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2017년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전략이
필요한 이유
강인철 전무 | 한국 HPE 아루바

한

손에는 커피, 주머니엔 스마트폰, 어깨엔 노트북과 함께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들이 빌딩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주머니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무선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모바일 기반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모바일 세대가 등장하며 업무환경이 변화한 것 외에도 모바일 관련 산업은 변화
무쌍한 속도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BYOD, 클라우드 및 사물인
터넷의 네트워크 주변의 공격 지점에 대한 방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했
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기관 ESG(Enterprise Strategy Group)가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
●강인철 전무는 HPE 아루바 네트워
크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르면 기업 보안 담당자의 79%가 네트워크 보안이 2년 전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거나 다소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이 급증하는 보안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생각하는 보안 담당자가 다수라는 의미다.
즉 오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최신 사이버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네
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HPE 아루바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2017 네트워크 보안 전략으
로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가시성 구현, 컨텍스트 기반 접근제어의 사용 및 통합된 보안 제
품 활용으로 효율성 극대화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2017 기업 네트워크 보안 전략 3가지
첫째, 조직은 중앙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네트워크
상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다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보안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는 네트워크에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PC, 서버, 스마트폰, 태블릿, 프린
터, POS 시스템, IoT 기기 및 센서와 같은 엔드포인트에는 기업 소유가 아닌 다양한 OS,
구성,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다. 보안 팀의 상세한 현황 파악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식
별 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를 제거할 수는 없는 법이다.
더불어 보안 팀과 네트워크 팀은 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별 장비 상에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패치들이 내장되어 있는지 등의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상태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보안 담당자는 의심스러운 사용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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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기업내에서의 BYOD 환경

지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보안 정
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네트
워크와 VPN 전반의 C2(Commandand Control) 서비스를 포함한 중앙
화된 정책 컴포넌트가 요구된다.
첨단 사이버 위협을 줄이는데 필요
한 두번째 전략은 컨텍스트 기반의 접
근제어 사용이다. BYOD와 사용자 모
빌리티의 증가로 인해 그 가치가 더해
지고 있는 전략이다. 컨텍스트 기반 접
근제어에서는 상세한 아이덴티티 속성
들의 컨텍스트 관계를 기반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춘 보
안 정책뿐만 아니라 실시간 위협 및 취약성을 토대로 한 정책 결정 실행을 도울 수 있다.
ESG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컨텍스트 기반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만들기 위
해 디바이스 타입, 사용자 역할, 액세스 활동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보안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속성 기반 접근제어는 정교한 사용 정책을
통해 이러한 양극단 사이의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속성 기반 접근제어
는 네트워크 공격 경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자들이 조직 외부 또는 내부 어디에
서든 타깃화된 공격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셋째 기업 보안책임자는 유기적 관계의 모델 내에서 여러 포인트 보안 제품들을 활용함
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탐지해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로 인
해 2017년에는 사고 방지, 탐지, 대응 향상을 위한 NAC(Network Access Control), 네트
워크 프로파일링 툴,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위협 탐지 및 분석 시스템 간
의 통합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툴들이 하나의 상호 운용성 아키텍처 내
에 통합됨으로써 기업 정보보안담당자는 유기적인 방어와 조사 가속화 및 신속한 사고 대
응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조직은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
고 위협 방지, 탐지,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보안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는 시점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만이 BYOD,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으로부터 오
는 위협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외부의 위협
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위협을 먼저 주시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안을 강
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기업은 모바일기기 및 IoT의 저변확대로 인해 한계를 드러낸 기존 네트워크 경
계 보안이 아닌 사용자 역할, 기기 위치에 관계 없이 안전하게 협업과 생산성을 지원 할 수
있는 어댑티브 트러스트 접근(Adaptive Trust Approach)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정책 실행, 기기관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검사, 가시성이 어떻게 비지니스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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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2017년, 인터넷 영상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할 시점
박대성 지사장 |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코리아

TV

가 사실상 유일한 영상 미디어였던 때가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을 나
눠 갖던 시절의 이야기다. 드라마 히트작이라도 나오면 50%를 가뿐히 넘어서는

시청률을 기록하곤 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57%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대장금’은 2004년 종영한 드라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 미디어 환경은 송두리째 변화했다. 전통적인 지상파 및
케이블 송출 방식은 IPTV에 자리를 내줬으며, 영상 미디어 소비 기기는 TV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다변화됐다. 수동적인 시청 체계를 거부하고 원하는 단말기로 원하
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보는 코드커터족(codecutters)은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태양의 후예’는 30% 초반의 시청률을 기록하고도 올해 손꼽히는 히트작으로 거
●박대성 지사장은 글로벌 컨텐츠 전
송 업체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코리아
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3년 라임라
이트 네트웍스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IBM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다년간 근
무했다.

론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이 밖에도 차고 넘친다. 모바일 트래픽이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비디오의 그 중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오늘날 전
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의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
한다는 보고도 있다. 2014년 210억 달러였던 OTT(Over The Top; 셋톱 박스를 통해 인
터넷으로 전송되는 TV 서비스) 전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51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
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017년 국내에서도 마침내 폭발하는 미디어 트래픽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빠른 속도의 사설망을 보유한 CDN 전문기업 라임라이트 네트
웍스는 OTT 서비스가 2017년 마침내 국내 시장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한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서
비스 공급자(SP)가 이미 콘텐츠 생산자(CP)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그간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더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내년부터는 변화할
조짐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 유선 채널의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OTT
비즈니스, 특히 글로벌 서비스 매출의 기회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전
통적인 콘텐츠 생산이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함으로
써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려는 방송 미디어 업계 버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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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를 준비 중인 거대 방송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상 콘텐츠에 특화한 소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실시간 영상 뉴스를 검토하는 언론 미디어 기업, 영상 강좌를 준
비 중인 교육 서비스 기업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라임라
이트 네트웍스는 2017년 영상 서비스를 검토하고 기획하는 기
업이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목록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경쟁이 격화되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콘텐츠 자체에 수명이 있
는 경우가 흔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기기
를 대상으로 선보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를 감안하면 클라우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7년 영
상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적절한 클라우드 옵
션을 무엇보다도 먼저 탐색해야 한다. 특히 벤더에 따라 스토리지와 비디오 솔루션, CDN
등의 옵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CDN에 특화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비디
오 솔루션만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라임라이트 네트웍스와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와 보안, 웹가속 및 비디오 플랫폼, 콘텐츠 전송 플랫폼을 모두 보유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도 있다.
•보안: 미디어 산업의 보안은 과거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승인 받지 않

은 이로부터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의 DRM 기술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미디어 비즈니스에서도 디도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소비자 데이터 등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야 할 시대다. 미디어 산업에서 주로 발견되는 공격 패턴

4K, VR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상 비즈니스 분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트렌드로는 4K와 VR이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
에서 선명한 차별화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추천

은, 단돈 몇 만원이면 가능한 디도스 공격을 진행하여 관련 인력
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SQL 인잭션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탈취
해가는 복합적인 방식이다. 경계 보안, 디도스 공격, WAF 공격
을 통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와 화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갈 길은 아직 멀다. 4K의 경

•라이브 서비스: 차별화 요소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

우 풀HD보다 4배 더 큰 네트워크 대역폭을 필요로

목하는 미디어 사업자가 늘고 있다. 라이브의 경우 댓글과 같

한다. VR은 거기에서 다시 4배를 필요로 한다. 약

은 이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증가하기에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100MB+알파’의 속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4K 영상

비즈니스를 접목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그러나 곳곳의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는 업체에 따라 서서히 시도가 이

센터에 복사본을 두는 형태의 전형적인 CDN 아키텍처가 라이

뤄지고 있지만 외부 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등 아직 가변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를 구현하는 산업 표준은 물론, 추진하는 주체 또
한 명확하지 않다. 염두에 두고 준비하되 성급하기
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브 서비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든 네트
워크를 타고 원 출처까지 접근해야 한다. 라이브 서비스를 검토
하고 있다면 공급자의 ‘네트워크 품질’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공공망보다는 사설망 영역이 가급적 많이 확보돼 있을수록,
라이브 서비스의 품질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인프라 서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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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의 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하다.
•자동화: 인터넷 영상 서비스 비즈니스는 수많은 작업으로 구성돼 있다. 방대한 콘텐츠

제작 작업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콘텐츠 업로드, 트랜스코딩, 복제, 캐싱, 딜리버리, 모니
터링, 분석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
다.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화다. 반복적이거나 패턴이 정
형화된 업무에 자동화를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 사고 가능성을 고스란히 줄일 수 있다. 이
와 관련해 감안할 점은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벤더일수록 자동화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다. 저장에서부터 동영상 플랫폼, 전달 플랫폼,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까지 최대한 자
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게 시작, 유연한 태도가 중요
4G를 넘어 5G를 향해 달라가는 무선 네트워크를 비롯한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산,
폭발적으로 증가한 스마트 기기의 증가는 영상 비즈니스 산업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향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교
육, 언론, 소셜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여파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상 비즈니스 기업은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투자가 자칫 비즈니
스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덱 표준 등 아직 불투
명한 요인이 남아 있음을 이해하고 갑자기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
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콘텐츠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에서 숙련된 전문가의 컨텐츠까지 라임라이트 네트웍스의 대
규모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의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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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2017년, 기업 클라우드는 오라클이다
김상현 부사장 | 한국오라클

급

변의 시기, 디지털 혁신의 시대다. 그 중심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다. 오늘날 기업들
은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투자처이자 전략으로 클라우드를 선

택하고 있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첩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
과를 제공해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간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클라우드 발전법은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제약이 많았던 공공기관과 금융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
하다. 그리고 2017년, 이러한 추세는 마침내 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14년 836억 달러에서 2019년 1,822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며, 연평균 1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클라우드 시
●김상현 부사장은 한국오라클 CTO
로, 한국 세일즈컨설팅 비즈니스를 총
괄하고 있다.

장의 경우, 2014년 5.4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세
계 평균을 상회하는 17.7%의 연평균 성장률에 해당한다.
2016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오라클 오픈월드 2016’에서 마크 허드(Mark
Hurd),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10년 후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사라지고 앞으로 클라우드가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IT 예산의
80%가 전통적 IT가 아닌 클라우드에 소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오라클은 2017년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들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SaaS, PaaS, IaaS 전 영역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급사로서 폭넓은 기업의 니즈에 대응하는 한편, 업계 최고의 ‘기
업형 클라우드’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오라클의 전략이자 차별화 요소다.

기업형 클라우드의 4가지 요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
고 있다. 비용 효율성을 중시해야 하는 경우와 민첩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 다르다. 기
존 투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셈법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판단과
전략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르다’는 말이 장단점을 가려서는 안 된다. 기업 환경에 적합한 특성과 기능은
있기 마련이며, 기업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들이 있기 마련이다. 오라클은
기업형 클라우드의 필요 소양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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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양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체인이 SaaS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물 흐르듯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인더스트리와 모든 업무영역을 망라
하고 있다. 오라클은 이들 서로가 매끄럽게 연결돼 SaaS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플랫
폼을 완성했다. 오라클은 특히 기업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는 ERP 클
라우드의 중요성을 주목해왔다. 최근에는 넷스윗(Netsuite)을 인수함으로써 ‘Fusion ERP
Cloud’의 커버리지를 중소형 시장까지 확대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라클 SaaS는 인적자원 관리(HCM), 고객 경험(CX) 그리고
전사적 자원 관리(ERP)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및 모바일이 자체
적으로 내장된 엔드 투 엔드 엔터프라이즈 SaaS 애플리케이션 제품 군을 아우르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 클라우드의 두번째 소양은, 다양한 워크로드의 수용이다. 기업에는 미션 크리티
컬한 업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기반한 업무, x86에 기
반한 업무, 도커(Docker) 등 최신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환경에 기반한 업무 등, 무
수히 많은 업무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사용처와 역사, 맥락에 따라 시장의 IaaS 클
라우드에는 수용되기 어려운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한다.
오라클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엔지니어드 시스템, 베어메탈 서비스
등 기업의 여러 워크로드 환경을 지원하는 PaaS와 IaaS를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
다. 따라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기업은 유달리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일지라도 퍼
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해 클라우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오라클의 PaaS, IaaS 서비스로는, x86 및
SPARC 기반의 베어메탈(Bare Metal) Cloud Service, 엑사데이터(Exadata) Cloud
Service, 백업(Backup) Cloud Service, 컨테이너(Container) Cloud Service, 데이터
베이스(Database) as a Service, 자바(Java) as a Service, 빅데이터(Big Data) as a
Service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기업 데이터센터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및 플랫폼과 성능 및 기능적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이전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다.
기업형 클라우드의 세번째 소양은 클라우드의 지리적, 보안적 경계의 타파에 있다.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온프
레미스 데이터센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부 업무와 워크로드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라
클의 클라우드앳커스토머(Cloud at Customer)는 바로 이러한 점에 방점을 둔 퍼블릭 클
라우드 서비스이다. 고객의 데이터센터까지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확장하여, 오라
클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고객의 데이터센터 내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포
트폴리오 확장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미 x86에 기반한 퍼블릭 IaaS, PaaS를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
용할 수 있는 OPCM(Oracle Public Cloud Machine)이 등장했고, 2016년 9월 오픈월드
이후 Exadata Public Cloud Machine 및 Big Data Cloud Machine 이 출시됐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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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이 엑사데이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센
터에 놓고 활용할 수가 있으며, 하둡 기반의 Big Data Appliance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형 클라우드의 네번째 소양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Lift & Shift’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바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PHP, 파이썬, 루비 등의
애플리케이션 환경, 도커 컨테이너에 기반한 배포 환경 등 이제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모든 오픈소스 환경을 오
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환경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 또한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차세대 IaaS 제공
나아가 오라클은 향후 차세대 IaaS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과는 차별화된 IaaS
라는 맥락에서 IaaS Gen2 라고 일컬어진 새로운 IaaS 환경은 크게 2개의 축으로 구성된
다. 데이터센터 내의 최신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데이터센터 간의 초고속, 초광대역 네트
워크, 대륙과 대륙간의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수립과 투자가 한 축이며, 기존
IaaS보다 획기적으로 빠른 서버-스토리지간 IO 대역, 가장 최신의 x86 장비 및 Sparc 서
버에 기반한 베어메탈(Bare Metal) 서비스가 또 다른 축이다.
이를 통해 오라클은 타사의 가장 빠른 IaaS 대비 무려 11.5배 빠르고, 20% 저렴한 차
세대 Iaa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네트워크 및 서버에 있어 ‘Over subscription’ 을 고
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기업 고객들이 쾌적하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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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기업형 클라우드로서의 오라클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라클은 매년 클라우드 연구 개발 분야에만 50억불 이상을 투자하며 클라우드 포트폴
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모든 제품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유연성,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갖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 중인 대대적인 클라우드 인력 채용 역시
이러한 투자의 일환이다.
이미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클라우드 트렌드를 외면하고 클라우드가 전달할 혜택을 간
과하는 태도는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행동에 다름 아니
다. ‘Age of Access‘로 표현될 수 있는 새 시대의 원년이 다가왔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최
적의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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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2017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트렌드
우재하 이사 | 태블로 소프트웨어

2016

년 셀프서비스 분석이 대세로 부상한 가운데, 데이터에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현업과 IT부서가 협력하는 접근 방식이 여러 기업에서 나

타나기 시작했다. 현업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협업을 하게 됨에 따라IT부서는 기술
을 활용해 확장성을 높이고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 트렌드는 2017년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까? 태블로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전 세
계 수 십만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5가지 예측이 도출됐다.

1. 현대적 BI, 주류가 되다
●우재하 태블로 소프트웨어(Tableau
Software) 아시아태평양 프리세일즈
팀 이사는 15년 이상 한국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 분야의 구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6년 들어서 소수 한정된 인원이 아닌 다수가 분석에 참여하는 현대적 BI로의 전환
이 여러 기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트너의 2016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http://blogs.gartner.com/rita-sallam/2016/07/22/modernize-using-bianalytics-magic-quadrant)에 따르면, 10년 내지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
소 IT 중심의 보고서 플랫폼으로부터 현대적 B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티핑포인트를 넘어
섰다. 이제 각 기업은 신뢰성과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통해 분석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도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 결과물을 통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해가고 있다.
딜로이트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내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화”를 조
성하기 위해 현대적 BI 플랫폼을 도입했다. 전략 및 운영 부문 총괄 라이언 레너는 “이것은
지휘와 통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실무자들의 성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그들
이 지속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많은 기업이 딜로이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
업을 비롯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현대적 BI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표준으로 자리잡
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IT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분석
다른 많은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셀프서비스 분석을 각 기업에 최초로 도입하게 만
든 주체는 현업 부서였다. 하지만 곧 혼란이 뒤따르면서 IT 부서의 개입이 일어났다. 분석
측면에서 IT부문의 리더십은 2017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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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들은 거버넌스와 프로세스를 정비해 자유로운 분석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
추어 왔으며, 또한 정보와 참여의 대중화를 통해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는 IT는 거버넌스와 보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현업 사용자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다. 그 결과 IT는 보고서 생산 공장에서
벗어나 대규모 셀프서비스 분석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3. 하이브리드 방식의 채택으로 가속화되는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로의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로컬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분산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양쪽에서 동작하는 분석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건 간에 연결해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데이터가 소재한 장소에 분석을 구축하는 것의 가
치를 깨닫게 되면서 ‘데이터 중력’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클라우드 분석 제품이 더욱
보급되면서, 기업들이 향후 완전 클라우드라는 방향을 향해 이행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여러 기업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솔루션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계속 도입하면서, 클
라우드 분석은 빠르고 확장성 있는 솔루션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4. 임베디드 BI가 어디서나 분석을 가능하게 하다
분석은 업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점점 많은 기업이
별도의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신, 세일즈포스 같은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
션에 포함된 형태로 업무 현장에서의 분석을 이용하게 된다. 2017년에는 더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분석 기능이 더욱 풍부하게 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까지 직접적인
데이터 소비자가 아니었던 매장 직원이나 콜센터 직원, 트럭 운전사와 같은 사람들도 분석
을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임베디드 BI는 그것을 이미 사용중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
는 경지까지 확장될 것이다. 마치 넷플릭스나 판도라에서 영화와 음악을 추천하는 데에 예
측 분석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5.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곧 기본 스킬이 된다
링크드인은 2016년에 구직자를 위한 가장 핫한 스킬 중 하나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꼽은 바 있다. 2017년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 확장돼 데이터 분석이 모든 전문 직종에
있어 핵심 역량이 될 전망이다. 마치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그랬던 것처럼 분석 숙
련도가 직장에서의 핵심 스킬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분석 및 데이터 프로그램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과
정은 물론 그 이하의 기초교육 과정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직
관적인 BI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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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디지털 혁신이 이끄는 사용자 경험 전망
고석률 그룹장 | 투비소프트

지

난 몇 년간 IT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를 꼽아 본다면 단연 빅데이터(Big data)와
클라우드(Cloud), IoT(Internet of Things), O2O(Online to Offline) 등이 될 것

이다. 여러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서 내놓는 내년도 전망을 보더라도 이 기술들이 당분간
은 세상을 끌어가는 화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중 특히 두드러지는 전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서
로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한다는 의미의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 넓게 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
의 홈킷(Home kit)으로, 이미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아직은 초
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방범 시스템이나 전등을 제어하는 개념의 제품들이다.
●고석률 투비소프트 국내사업본
부 프리세일즈그룹 그룹장은 국내
UI·UX 플랫폼 마케팅, 프리세일즈,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 10명중 8명이 물건 구입과 관련해 스마트폰을 이용하
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모바일을 통해 업무
를 처리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
경제적 변화의 크기는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디지털은 이제 단순히 개혁이나 발전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디지털에 의해 주도되는 파괴적 혁신을 뜻하는 디지털 디스럽션(Digital Disruption)이
야말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
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k Prensky)는 2001년 그의 논문에서 개인용 컴
퓨터나 휴대전화, 인터넷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라
는 의미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언급했다.
그 이전 세대(디지털 이민자; Digital Immigrants)가 키보드나 마우스, 인터넷을 필요
에 의해 교육받고 사용해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또 다른 방식으로 체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시점에 앞으로의 사용자 경험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가
늠해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 몇 가지 주제를 통해 사용자 경험
의 미래를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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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 혹은 증강현실(VR;Virtual Reality / AR;Augmented Reality)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잡는
앱(정식명칭은 Pokemon go)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플레이 할 수 없었는데, 기술적 이
유로 유일하게 몬스터 사냥이 가능했던 속초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던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도 벌어진 바 있다. 가상현실의 한 갈래인 증강현실은 기술의 활용 방법에 따
라 여러 장르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3D 내비게이션이나 유아 교육용 서적 등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 플랫폼 다수도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옷이나 신발 구매를 돕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나 아파트, 관광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상 현실이나 증강현실
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형 공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기
존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이나 대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커
머셜 사업자의 경우 포켓몬 고의 열풍을 참고해 자신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술을 접목해
야 할지를 새롭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모로 현재 UX의 영역 확장 또는 연계를 고
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대화형 시스템(Conversational System)
미국의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스프링’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 챗봇(Chatbot)을 통해 물건을 고르는 과정부터 결제 완료까지 돕는 대화형 커머스를 도입했다는 사
실이 화제를 모았다. 네덜란드의 한 항공사가 여행 일정 확인과 항공권 발권, 예약 변경 등
을 챗봇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가트너에 의하면 미국의 10대들 중 절반
이상이 매일 보이스 리서치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전체 웹 브라우징 세
션의 30%가 화면 없이 완료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그렇지만 애플의 홈킷이나 구글 홈(Google Home), 아마존 에코(Amazon Echo)가 차근
차근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SKT의 ‘NUGU(누구)’와 같이 오디
오 기반(audio-centric) 플랫폼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트렌드가 소비자 시장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가령 인트라넷 시스템 기획자 입
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화형 기능을 도입할 시기나 그 형태에 대
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상상력 또한 요구된다.
최근 국내 보안 업계 리더인 이스트소프트가 자사의 SNS 시스템 내 휴가 결재나 영업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등 기능에 챗봇을 탑재하고 업무 혁신에 나섰다는 기사는 앞으로의
업무 시스템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보인다.

3. 앰비언트 UX
가트너가 작년 말 2016년 기술 전망에서 언급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앰비언트
UX(Ambient UX)는 그 이전에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던 Seamless(끊김 없는) UX나
Continuous(연결된) UX 등이 IoE(Internet of Everything)나 빅데이터, 디지털 메시
(Digital Mesh) 등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그 의미와 영역을 한층 확대시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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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IT에서 UX는 대부분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 스크린을 대상으로 하거나 조금 더 확
장하더라도 최소한 자체적인 처리(여기서는 프로세서를 통한 처리를 말함) 기능을 가진 객
체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앰비언트 UX의 개념은 정보를 감지
하는 센서나 외부 컨트롤이 가능한 디바이스 등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
당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긴밀하게 동작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하
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구글 나우(Google Now)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여러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분석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의 퇴근 시간에 교통 상황을 미리 알리거나, 상
점을 지나칠 때 물건 구매를 리마인드 해주는 등 개인 비서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오랜 기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 주변의 각종 디바이스와 센서
가 자유롭게 연결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통제 가능해진다면 개인 생활이나 경제에 미
칠 영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될 것이다.
온라인 디바이스의 시간대별 사용 패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출근 시간대인 이른 아
침 무렵에는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가장 높다가 낮 시간에는 PC로, 다시 늦은 밤에는 태블
릿 사용량이 가장 높아지는 재미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
에서 데이터 입력 작업 중 갑작스런 일로 퇴근했더라도 처리 중이던 업무 화면 그대로 이
어서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시스템으로 실현해 제
공한다면 이 또한 사용자 경험 향상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 나왔던 가상 스크린은 더 이상 영화적 상상에 머물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이전까지 IT 시스템 분야에서 논하던 사용자 경험은 주로 눈으로 보는 화면의 영역 내
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술과 이것이 몰고 오게 될 파괴적 혁
신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영역의 범위가 기존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져
야 함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앞으로의 사용자 경험 전체를 논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내딛게 될 첫발의 방향을 가늠해볼 이유
는 충분하다.
오랜 동안 기업용 시스템 UI/UX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온 투비소프트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도 지금의 변화는 숨가쁘게 느껴진다. 전통적인 PC 기반 시스템에서 스마
트폰의 도입 이후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는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앞으로 나의 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증강현실이나 대화형 시스템, 앰비언트 UX가 일견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실은 모두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그 사용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context)을 이해
함으로써 결국은 사용자에게 더 쉽고,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이해한다면 미래의 사용자 경험을 훌륭히 실현하기라 그리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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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분다’
IDG 테크서베이 패널의 예측한 2017 IT 전망
Brian Cheon | CIO Korea

“우

리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예전의 미래와 다르다는 점이다.”(The trouble with
our times is that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프랑스의 문학가 폴 발레리(Paul Valery)가 20세기 초반 남긴 이 말은, 100여 년이 훌

쩍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오히려 현 시점에 더 어울리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IT 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조사해보면 아마 ‘변화’ ‘급변’, 숨가쁜’, ‘
소용돌이’, ‘파괴’ 등이 순위에 오르지 않을까?
2017년을 앞둔 현재 조직 내 IT 담당자들은 이렇듯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앞장서 준
비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새로운 기업 경쟁력의 대부분이 디지털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를 맞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
통적인 IT 업무에 더해 클라우드와 IoT,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비롯해 AI와 자동화, 가상
및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라는 숙제까지 떠맡아가고 있다. 늘 고민거리였던 보안은 말할 것
도 없다.
IDG 전문가 패널 분포
2.90%

8.0%

4.1%
4.9%
5.0%

4.70%
7.5%

10.9%

13%

7.7%

25%
8.1%

응답자 직급

16%

응답자 업종

6.7%

응답자 조직규모

57.7%

10%
21.3%
38.5%

11%

12.20%

25%

▒
▒
▒
▒
▒
▒
▒
▒

대표, CEO, 사장
부사장 전무급
상무 이사급
차ㆍ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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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IT
제조
정부&교육
유통&서비스
의료&미디어&전문서비스
금융
기타

▒
▒
▒
▒
▒
▒

1~49명
50~99명
100~499명
500~999명
1000~4999명
5000명 이상

국내 IT 전문가들은 이러한 ICT 분야의 숨가쁜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또 이
들이 속한 조직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IDG 테크서베이 플랫폼을 이용
해 2017년 전망 및 최신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지난 11월 2주 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
는 총 66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유효 응답 인원은 616명이었다.

2017 IT 예산/인력 투자, 양극화 조짐
2017년 소속 기업의 IT 예산 변동성을 물은 결과, ‘3% 이내’의 변동으로 2016년과 유사
하다는 응답이 58.12%에 이르렀다. 3~5% 상승은 15.25%, 5~15% 상승이 15.42%였으며
10% 이상 증가한다는 비율이 7.79%였다. IT 예산이 감소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의 IT 예산을 책정한 기업이 2/3에 육박하고 있지만 있지만, 5% 이
상 증가시킨 공격적인 IT 예산을 편성한 기업도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추이는 2016년 데이터와 비교하면 좀더 선명히 드러났다. 2016년 전망에서는
3% 이내 유지가 55.83%였던 가운데, 3~5% 증가가 17.79%, 5~10% 증가가 10.74%였다.
즉 2017년의 IT 예산 동향을 요약하면 IT 예산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아진 동시에 5~10%
늘리는 기업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장 분위기를 거슬러 IT 예산을 확대하
고 있는 기업들의 존재가 증명되는 셈이다.
 2017년 IT 총 예산 변동(예상)폭은? (회색은 2016년 전망 조사값)
58.12%
51.84%

19.33%
15.26%

15.42%

12.88%
7.79%

8.28%

7.67%
3.41%

2016년도와 유사
(3% 이내 변동)

3~5% 상승

5~10% 상승

10% 이상 상승

감소 (약 %)

IT 인력 변동폭에 대한 응답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좀더 ‘방어적’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내년 인력이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62.50%(전년 55.83%)였으며
3~5%, 5~10%, 10% 이상이 각각 16.23%, 10.88%, 5.36%였다. 전년 값은 각각 17.79%,
10.74%, 7.67%였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7.67%보다 줄어든 5.03%였다.

‘클라우드에 투자한다’ 빅데이터 추월
소속 조직에서 채용이 유력한 IT 직종을 3개까지 중복 응답하도록 물어본 결과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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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21.86%)였으며, 그 뒤로 SW 개발 전문가(20.02%), 클라우드 인프라 전
문가(17.71%), 보안 전문가(16.41%)가 뒤를 이었다. 작년 서베이 결과와 동일한 순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AI/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는 13.65%를 기록하며, PM/PMO(5.
52%), 소셜 전문가(3.14%)를 단숨에 뛰어넘어 보안 전문가(16.41%)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IT 업계에 거세게 불어오는 인공지능 바람을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 추가 채용이 유력한 직종은?
빅데이터 전문가

21.86%
20.02%

SW 개발 전문가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가

17.71%
16.41%

보안 전문가

AI/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

13.65%

한편 2017년 예산을 두드러지게 추가 할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IT 트렌드를 묻는 질문
에서 이변은 나타났다. 작년 서베이에서는 빅데이터/애널리틱스가 19.63%의 응답을 이
끌어내 수위를 차지하고 IoT(16.56%), 비즈니스 인프라 현대화(16.2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클라우드가 18.43%로 빅데이터/애널리틱스(18.10%)을 제쳤다. 유효 응
답자의 거의 절반(277명)이 클라우드 예산의 증가를 보고한 것이다. 작년의 클라우드는
보안(12.88%)보다도 뒤지는 12.58%의 응답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
는 클라우드 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
측이 가능하다.
2
 017년 귀사에서 올해와 비교해 예산(자원)을 두드러지게 추가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IT
트렌드는? (회색은 2016년 전망 조사값)
클라우드

18.43%

12.58%

18.10%
19.63%

빅데이터/애널리틱스
13.57%

IoT

16.56%
11.24%
12.88%

보안

10.71%

모바일

12.58%

AI, 비즈니스 자동화

9.78%
6.59%

인프라 현대화
오픈소스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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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5.26%
4.29%
3.79%

이 밖에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애자일, 데브옵스는 불과 29명(총 모수의 1.93%)만
이 올해 예산을 추가 할당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AI, 비즈니스 자동화는 새롭게 추
가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147명(총 모수의 9.78%)의 대답을 이끌어냈다.
2017년 IT 전망 서베이에는 경력 및 직종 측면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새 문항이 추가됐
다. 시간과 비용,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떤 역량을 학습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한국IDG의
전문가 패널들이 어떤 분야를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문항이다.
그 결과 IDG 테크서베이 패널들이 배우고 싶어한 기술 트렌드는 뚜렷했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과학을 지목한 비율이 334명으로 총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역량을 언급한 이들도 283명(45.94%)로 절반에 육박했다. 클라우드 아
키텍트를 손꼽은 비율은 총 유효응답자의 37.66%였다. 4위를 기록한 리더십, 경영, 협상
(147명, 23.86%)이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IDG 테크서베이 패널들이 추
천하는 기술 트렌드는 3개로 압축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 IoT 관련 역량은 최근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18.83%,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은 개발자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14.61%에 그쳤다.
 시간과 비용,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떤 역량을 교육받고 싶습니까?
빅데이터/애널리틱스/데이터 과학 역량

54.38%
45.94%

AI, 머신러닝, 딥러닝 역량
37.66%

클라우드 아키텍트 등 IT 인프라 관련 역량
리더십, 경영, 협상 등 소프트스킬 역량

23.8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천 벤더 ‘구글이 압도적 1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변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IT 전망 서
베이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에 일조할 추천 벤더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응답 결과는 ‘
구글의 압도적 선전’으로 요약됐다. 전체 유효 응답자의 절반 이상(52.11%)의 구글을 지목
한 것이다. 공동 2위를 기록한 델 EMC와 IBM이 8.6%인 것을 감안하면 구글에 대한 IT
전문가들의 호평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한편 교차 분석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1,000인 이상의 대
기업에서는 구글의 비율이 49.71%로 낮아진 반면, IBM이 12.57%까지 늘어났다. 전체에
서는 7.31%의 응답을 이끌어낸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기업 소속 응답군에서 2.86%까지 낮
아졌다. 전체 응답에서 4위(7.14%)였던 시스코가 9.14%로 3위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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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지털 변혁 측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벤더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회색은 대기업 소속 응답자)
52.11%
49.71%

Google
Dell EMC

IBM

Microsoft

Cisco

8.60%
6.29%
8.60%
12.57%
7.31%
2.86%
7.14%
9.14%

Oracle

5.84%
5.71%

HPE

3.90%
6.29%

원하는 IT 정책 : IT 종사자 처우 개선과 총괄 조직 신설
2017년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다. IDG 테크서베이 패널들은 매력적인 IT
정책을 3개까지 지목해달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비교적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IT 종사자 처우 개선을 대답에 포함시킨 이들이 48.05%에 달한 가운데, IT 담당 총괄
조직의 재건을 43.18%가 지목했다. 유사한 항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부 CIO 신설 / 국
가 차원의 IT 마스터 플랜 수립’이 39.12%의 응답자로부터 선택 받을 것을 감안할 때 국
내 IT 전문가들이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총괄 조직/리더의 존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다. ‘정부 CSO 신설 / 정부 차원의 보안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목한 응답
자도 21.27%로 적지 않았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매력적인 IT 정책은?
IT 종사자 처우 개선

48.05%

담당 총괄 조직
(정보통신부 등) 재건

43.18%

정부 CIO 신설 / 국가
차원의 IT 마스터 플랜 수립

39.12%

단통법 등 IT 규제/제도 정비

32.79%

프라이버시/검열 우려 해소/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선
정부 CSO 신설 / 정부 차원의
보안 마스터 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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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21.27%

절반 이상 “AI 및 자동화 기술, 3년 내 가시적 영향 끼친다”
작년과 비교할 때 AI에 대한 체감 온도는 확실히 달라진 양상이다. 작년 서베이의 경우
AI 및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시기로 ‘3년 이내’가 36.5%
였던 반면, 올해에는 ‘3년 이내’가 과반수(51.13%)를 넘었다. 1~2년 이내라는 응답 또한
작년 9.82%에서 올해 13.31%로 증가했다.
AI 및 로봇 기술을 바라보는 IT 전문가들의 시각은 ‘낙관론’이 대세를 이뤘다. 인류의 삶
의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5점 척도,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
에 4점이 42.53%, 5점이 19.97%를 각각 기록했다. ‘몹시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1점 응답
은 2.27%,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2점은 8.12%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AI 및 로봇 기
술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머
 신러닝, 딥러닝, AI, 로봇 자동화
분야가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예상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A
 I와 로봇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

(오른쪽 그래프는 2016년 전망 조사값)
51.13%

42.53%

36.5%
27.11%
37.82%
19.97%
26.69%

8.12%
13.31%

1~2년
이내

9.82%

3년 이내

1~2년
이내

2.27%

1점

2점

3점

4점

5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표현한 폴 발레리의 말처럼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가 한 치 앞
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을 맞이하는 IT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우나 긍
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근간 기술로 클라우드와 데이터 과학,
AI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폴 발레리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바람이 인다! 살아
봐야겠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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