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자산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I D G  D e e p  D i v e

2018 IT 전망보고서

2018 

 2018 Perspectives

“지능, 디지털, 메시”… 가트너가 제시한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기업 IT 부문의 미래를 이끄는 9가지 힘

2018년을 지배할 보안 위협 5가지

2018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5가지 예측

‘파일럿 넘어 현실로 간다’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상상을 이미 넘었다’ 기업 현실로 들어온 AI

‘일상이 달라진다’ AI와 음성인식이 가져오는 뉴노멀 시대

“미래에 대한 시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선제적 IT 전략 수립법

 Vendor ViewPoint

2018년 고객경험의 혁신, 컨택센터가 ‘주역’이다 – 한솔인티큐브

인공지능(AI) 챗봇의 전망과 활용을 위한 조건 – 유비원

2018년에 대비해야 할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5가지

 Survey

‘앞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IDG 테크서베이 2018 IT 전망



2018 Perspectives

01 “지능, 디지털, 메시”… 가트너가 제시한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04 기업 IT 부문의 미래를 이끄는 9가지 힘

09 2018년을 지배할 보안 위협 5가지

12 2018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5가지 예측

15 ‘파일럿 넘어 현실로 간다’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19 ‘상상을 이미 넘었다’ 기업 현실로 들어온 AI

25 ‘일상이 달라진다’ AI와 음성인식이 가져오는 뉴노멀 시대

29 “미래에 대한 시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선제적 IT 전략 수립법

Vendor ViewPoint

32 2018년 고객경험의 혁신, 컨택센터가 ‘주역’이다 – 한솔인티큐브

36 인공지능(AI) 챗봇의 전망과 활용을 위한 조건 – 유비원

40 2018년에 대비해야 할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5가지

Survey

43 ‘앞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IDG 테크서베이 2018 IT 전망

C O N T E N T S



IDG DeepDive│2018 IT 전망보고서

IDG Korea  1

2018 
Perspectives

가트너가 지난 10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가트너 심포지엄/IT엑스포를 통해 2018년 대

부분의 조직에 영향을 끼칠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

가트너의 전략 기술 트렌드란 신흥 국가에서 폭넓은 영향력과 활용 사례를 보이거나, 급성

장세로 인해 향후 5년 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혁신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가트너 부사장 겸 펠로우인 데이비드 설리는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지능형 디

지털 메시(Intelligent Digital Mesh)와 관련돼 있다. 지능형 디지털 메시는 미래 디지털 비즈니

스와 생태계를 위한 기초다”라고 말했다.

가트너가 제시한 첫 3가지 전략 기술 트렌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의 시장 

침투법, 기술 업체들이 자웅을 겨루게 될 현실을 나타낸다. 다음 4가지 트렌드는 디지털과 물

리적 세계를 조화시켜, 더욱 향상된 몰입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 3가지는 

디지털 비즈니스 성과 제공을 위한 장치, 콘텐츠, 서비스, 인력과 비즈니스 간 연결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트너가 제시하는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기초 시스템(AI Foundation)

최소 2020년까지 자율적으로 학습, 적응, 행동하는 시스템은 업체 간 가장 심한 각축전이 벌

어질 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까지 의사 결정 향상,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ㆍ고

객 경험 재형성을 위한 AI 능력이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성공으로 이끄는 주 원동력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2. 지능형 앱과 분석(Intelligent Apps and Analytics)

향후 몇 년간 사실상 모든 앱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일정 수준의 AI를 포함하게 될 것

이다. 일부 앱들은 AI와 머신러닝을 필수 포함하는 명백한 지능형 앱일 것이다. 또 다른 일부 앱

들은 드러나지 않게 지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것이다. 지능형 앱은 인간과 시스

템 간 새로운 지능적 매개층을 형성할 것이며, 업무 본질과 현장 구조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

진다.

“지능, 디지털, 메시”··· 가트너가 제시한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C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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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지능형 사물이란 융통성 없는 프로그래밍 모델의 실행력을 넘어 AI를 통한 고급 기능을 선보

이며 인간, 주변 환경과 한층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하는 사물을 의미한다. AI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새로운 지능형 사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IoT나 연결형 소비자, 산업 시스템 

등 수많은 사물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4.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을 말한다. 디지털 트

윈은 향후 3~5년간 특히 IoT 프로젝트에서 유망할 것으로 관측되며 오늘날 디지털 트윈이 특

히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트윈은 기업 의사 결정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모델과 연결돼 물체나 시스템의 현 상태 이해와 

변화 대응, 운영 개선, 가치 증진에 활용된다. 조직은 디지털 트윈을 단순 구현 차원에서 시작해 

이를 점차 발전시키고, 데이터 수집, 가시화하는 능력을 개선시키며, 올바른 분석 기법과 규칙

을 적용하며 효과적으로 사업 목표에 대응한다.

5. 클라우드에서 에지로(Cloud to the Edge)

에지 컴퓨팅은 정보 처리와 콘텐츠 수집, 전달이 해당 정보 소스와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토폴로지(topology)다. 연결과 대기 시간 문제, 대역폭 제약과 여러 기능 차원에서는 이

러한 분산 모델이 유리하다. 기업은 인프라 아키텍처 내, 특히 주요 IoT 패턴 설계 시 에지 컴퓨

팅을 사용해야 한다.

6. 대화형 플랫폼(Conversational Platforms)

대화형 플랫폼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 상호작용 방식 간 차세대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할 것

으로 예측된다. 이제 해석 역할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몫이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질문이

나 명령을 받은 후, 기능을 수행, 콘텐츠를 제시, 추가 인풋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

다. 향후 몇 년 동안 사용자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주요 설계 목표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자

리 잡을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 코어 OS 기능,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이 활발

히 제공될 전망이다.

7. 몰입 경험(Immersive Experience)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디지털 제어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가상ㆍ증강ㆍ혼합 현실은 

인간의 디지털 인식과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킨 전망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시

장은 현재 성장기인 동시에 해체되는 중이다. 고급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뛰어나지만, 실질적 비

즈니스 가치는 떨어지는 여러 VR 애플리케이션(예: 비디오 게임, 360도 회전 비디오 등)의 등

장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VRㆍAR을 통해 직원 생산성과 설계, 교육, 시각화 프로

세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시나리오를 모색해감에 따라 뚜렷한 비즈니스 결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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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서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중앙 집중 거래 방식과 기록 관리 메커니즘을 탈피할 수 있는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혁

신적 디지털 비즈니스(distruptive digital business)의 기초 토대를 제공한다. 초창기 금융 업

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둘러싼 과한 기대감이 형성되긴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ㆍ보

건ㆍ제조ㆍ신원 확인ㆍ소유권 등록 등에도 잠재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장기적으로 유망

하고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것이란 점이 분명하지만 향후 2~3년 동안은 관련 기술 다수가 미

숙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이벤트 기반 모델(Event-Driven)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은 매 순간 이벤트를 감지하고,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즈니

스 이벤트는 상품 구매 주문과 완료, 항공기 이착륙 등 주목할 만한 상태나 그 변화를 발견해 

디지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이벤트는 이벤트 브로커, 

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을 활용해 신속히 추적하고 자세히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변

화, 리더십 변화 없이 기술만으로 이벤트 중심 모델의 모든 가치를 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

지털 비즈니스는 IT 리더, 설계자, 아키텍트의 이벤트 사고 수용 필요성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10. 지속적이며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 평가(CARTA) 접근법

한층 정교한 타깃 공격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안전하게 추진

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리스크 관리 담당자가 실시간적이며 적응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 평가(CARTA)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 인프라가 디지털 비즈니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보안 역량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데브옵스(DevOps) 툴과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팀과 운영 팀 간의 간극을 좁

힌 것과 같이, 보안 팀과 애플리케이션 팀 간 장벽 또한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안 아키텍

트는 여러 지점의 보안 테스트를 데브옵스 워크플로에 통합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작업 방식으로 데브시크옵스(DevSecOps)를 제공해 팀워크, 민첩성뿐만 

아니라 데브옵스와 개발 환경의 신속성을 보존해야 한다. CARTA는 또한 디셉션 기술과 같은 

방식과 함께 런타임에 적용될 수 있다.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등의 기술 발전으

로 네트워크 기반 디셉션의 기본 요소인 ‘적응 가능한 허니팟(adaptable honeypots)’을 배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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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가 유례 없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IT가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다가올 더 큰 변화를 희미하게나마 체감하고 있다. 자동화, 

IT예산의 분산, 급격히 확산 중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업무에 필수 요

소로 등장한 인공지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이미 여러 IT 기술은 창고직에서 임원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각종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포착, 저장, 분석되면

서 업무 관련 결정을 기계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계획, 고객 추적, 신기술 사용 등에 

집중할 시간이 늘어났다.

IT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있으며 극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IT 분야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요소들을 소개한다. 또한, 오늘날의 변화가 장

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IT 리더들의 혜안도 공유한다.

자동화(Automation)

자동화는 이제 실험적 단계에서 실제 활용 단계로 이동 중이다. 업무 자동화가 미래의 일자

리 분야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맥킨지(McKinsey)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사람

이 수행하는 직무 중 절반은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 운영에서 벗어

나 전략적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SAP 부사장이자 글로벌 혁신 전도사 티모 엘리엇은 “지금까지는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

려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발굴, 추출 작업을 거쳐야만 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단순 업무

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면 그 소요 시간이 3분의 2 가량 단축된다고 주장한 2015

년 맥킨지 보고서를 언급했다.

서비스나우(ServiceNow)의 CIO크리스 베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동화가 IT부서에 미

칠 가장 큰 영향은 ‘IT 운영’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으로의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직원들은 일상적인 작업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몰입도도 개선될 것이다.”

기업 IT 부문의 
미래를 이끄는 9가지 힘

Paul Heltzel | CIO2018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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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Speed)

자동화가 시행되면 속도와 민첩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과

거 기술 이니셔티브는 계획부터 도입까지 5년이 걸리곤 했지

만 이제는 1~2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 앞으로는 그 기간은 더

욱 단축될 것이다. 이는 어떤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다

른 기업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웃시스템즈(OutSystems)의 CMO 스티브 로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쟁사의 특정 행보가 실질적 영향을 체감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의 대답이 과거에는 

5년이었다면 지금은 24개월이다. CIO들이 속도와 민첩성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민감해짐에 따라 시장에 흥미롭고 역동적

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낼 것이라고 본다.”

랙스페이스(Rackspace) CIO 라이언 니딩은 속도와 기업 경쟁력 사이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술 지원에 대한 의존성과 기술 지원이 비즈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짐에 따라 IT전문가들은 업무와 고객 관련 감각을 키우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IT부

서는 더 이상 뭔가 필요할 때 찾는 지원 부서가 아니다. 전면에 나서서 의사 결정을 내릴 뿐만 아

니라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보안(Security)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로 인해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보안상의 허점을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다.

콘티뉴엄(Continuum)의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 존 맨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

협 생태계가 계속해서 진화한다. 이러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았던 CIO들과 IT부서들은 이제 이

것이 자신들의 업무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새

로운 도구들을 부지런히 가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고 있으며 IT부서의 일

손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지형의 진화에 따라 IT부서에서는 보안을 더 이상 고립된 기능이 아닌 모든 사람

의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용 지출(Spend)

사업부 전체에 걸쳐 IT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예산에 대한 시각과 전체 회사 차원의 기

술 개발 및 유지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케팅용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기술 비용 지출이 IT 부문을 넘어 회사 전체로 확산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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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시스템즈의 로터는 몇 년 전 파문을 일으킨 가트너의 예언을 언급했다. 2017년이 되면 

CIO들보다 CMO들이 더 많은 기술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그 예언은 

현실로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케팅 부문이 데이터를 활발히 이용해가는 흐름이 주요 원

인이다. 마케터들의 업무에 데이터는 점점 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IT 부문이 마

케팅 팀에 제공했던 도구와 기술에 유연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시스템 위에 유연성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들을 IT부서에서 뽑지 않고 마케팅 등의 현업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업(Collaboration)

비용 지출의 이동이 권력의 완전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IT 부서와 다른 사

업부 간에 더 심도 깊은 협력이 나타날 전망이다. 컴티아(CompTIA)의 업계 분석 담당 수석 이

사 캐롤라인 에이프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실시된 컴티아 설문조사에서 업무 담당자 10명 중 4명은 IT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배

치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기술 솔루션을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그러한 결정을 IT

부서에서 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개별 사업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보다 더 낮은 14%였다.”

좀더 흥미를 끄는 현실은 기술 예산 지출의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에이프릴에 따르

면 응답자의 1/4은 기술 구입 과정에 대해 ‘IT 전용, 사업부 전용, 양 그룹 간 협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답했다. 에이프릴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등 디지털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

술에 대한 전략, 전술적 의사결정에 IT이외 부서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라고 말했다.

민첩성(Agility)

대인 기술과 부서간 효율적인 협력에 딱히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사적으로 

기술 개념을 적용해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다. 보험회사 애플랙(Aflac)의 수석 부사장 

겸 CIO 줄리아 데이비스는 부서간 애자일 업무 방식을 도입하자 사내 고객 만족도가 40% 상

승했다고 밝혔다.

“현업 부문을 IT 애자일 팀과 통합함으로써 협력 증진 효과를 얻었다.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

던 IT부서는 자문 역할이 늘어났다. 성공에 있어서 타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했다. 이러한 현상

의 주요 원동력은 보다 민첩한 체계로의 이동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즉 자체 업무뿐 아니라 사내 협력 관계에서도 애자일 업무 방식 및 방법론을 적용할 IT 부서

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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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Flexibility)

부즈 알렌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의 부사장 앤젤라 주타번은 조시 설리번과 함께 <

수학적 기업: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천재성으로 불가능을 성취하는 곳>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머신 인텔리전스과 인간 지성 간의 협력 관계가 미래의 업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성공에는 유연성이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타번은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최대의 돌파구는 업무 지식과 기술 전문 지식, 그리고 대인 기술을 결합할 때 나온다. 미래 업

무 기술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통한 문제점 극복과 효과가 없는 아이디어는 자진

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자동화와 로봇 공학이 지배할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자질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자이어투런(Desire2Learn)의 최고 전략 책임자 제레미 아우거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로봇 불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기술적인 ‘하

드’ 스킬보다는 대인 기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 스킬’이 로봇 불가 기술의 범주에 해당된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계는 설명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좁은 범위의 작업 수행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

측되지 않는 변수가 많은 작업에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인 기술, 협력 

기술,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 등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단, 각종 

지표에 따르면, 기술 발전 지원과 관련된 직종은 보다 탄력적이며 로봇 옆에 근무지가 마련되

는 경향이 있다.”

즉, 적응력이라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자질은 IT의 향후 성공에 그만큼 더 필수적일 것이다.

공생(Symbiosis)

인공지능에 관해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사 제목들이 있다. 이에 가트너에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두고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일자리를) 파괴한다, 훔쳐간다, 위협한다”는 말

이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IT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고 보고 있다. 단, 전제조건은 인간이 기계와의 공생 관계 수립이다.

박스의 채프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국에는 그 어떤 일도 충분한 데이터와 반복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인공지능으로 처리될 것이다. 덕분에 사람들은 일상적 작업보

다 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백엔드(backend) 서비스와의 소

통 방식이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현재 방식의 인터페이스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계와의 소통 방식이 그 근본부터 변화하는 가운데, 기계는 업무 절차와 의사 결정에 

관한 한,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더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부즈 알렌 해밀턴의 주타번은 “복잡한 의사 결정을 기계에 맡기는 실험을 시작한 고객들이 있

다. 대규모 IT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적응력이 있는 사이버 침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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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업무 관리 플랫폼 라이크(Wrike)의 CEO 앤드류 필레브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의 회사는 에어

비앤비(AirBnB)의 마케팅 및 IT팀과 협력을 통해 자동화된 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를 시작하고 일정을 복사하며 에어비앤비의 신제품 트립 익스피리언스(Trip Experiences)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의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한다.

필레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T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되는 시스템, 또한 시스템과 

팀에 걸쳐 보다 통합되는 시스템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동화를 통해 가시성이 늘어나고 의사

소통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자동화뿐 아니라 인공지능 역시 사내 업무 절차 개선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편재성(Ubiquity)

타타 커뮤니케이션즈(Tata Communications)의 최고 혁신 책임자 줄리 모스우즈는 디지털 전

략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IT업무 경험을 위한 장이 마련되고 있

다고 진단한다.

그는 “자동화는 보다 단순하고 실시간적인 IT환경을 촉진시킬 것이다. 적절한 사람(또는 기계)

가 적절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개시 시간이 빨라

진다. API가 적용된 자동화 시스템이 일상적인 IT 문제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기술 솔루션을 빨리 제공하는 능력을 회사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즈 알렌 해밀턴의 주타번은 머신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자나 마찬

가지라면서 중역 회의실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CIO 등 리더들은 기계가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보다 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사업부에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

다.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해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실험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그

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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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erspectives

2017년이 최악의 ‘데이터 유출의 해’였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사이버 보안 

및 정보 관리 기구인 ISF(Information Security Forum)에 따르면, 2018년

에 기업이 직면할 5가지 주요 보안 위협으로 인해 데이터 유출 횟수와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ISF의 상무이사 스티브 더빈은 “정보 보안 위협의 범위와 속도가 확장돼 오늘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도 그 진실성과 명성이 위협 받고 있다. 2018년에는 위협 분야가 더 늘어날 것이며 

표적의 약점에 맞추어 개인화하거나 변화를 통해 기존의 보안 방어 전략에 대응할 것이다. 요즈

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안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빈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 횟수와 함께 해킹되는 데이터의 크기도 커질 전망이다. 기업 규

모에 상관 없이 피해가 커지고 피해를 입은 고객이 늘어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정부를 압박해 더 엄격한 

데이터 보호 법안을 만들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SF가 밝힌 2018년 상

위 5가지 글로벌 보안 위협은 다음과 같다.

- CaaS(Crime as a Service)로 인해 사용 가능한 툴과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는 위험이 추가될 것이다.

- 공급망은 위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약한 연결 고리로 남을 것이다.

- 규제로 인해 필수 자산의 보안 관리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 보안 사고로 인해 이사회와의 갈등이 커질 것이다.

CaaS(Crime as a Service)

지난해, ISF는 CaaS가 크게 확산하고 범죄자들이 대기업을 흉내 낸 복잡한 계층, 협력관계, 

협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빈은 “2017년에 CaaS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가 많이 증가

하면서 이런 전망이 실제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2018년에도 계속되고 범죄 조직은 새로운 

시장으로 더 다양화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만 집중하는 범죄조

2018년을 지배할 보안 위협 5가지
Thor Olavsrud |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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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CaaS 측면에서 2018년과 2017년의 가장 큰 차이는, CaaS를 통해 기술 수준이 낮은 범죄

자도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툴과 서비스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점이다. 더빈은 “이제 

사이버 범죄는 초대형 허니팟(Honeypot)을 넘어 지적 자산과 대형 은행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

다”라고 말했다.

현재 악성코드 중 가장 인기 있는(?) 크립토웨어(Cryptoware)를 예로 보자. 과거에는 랜섬웨

어(Ransomware) 공격을 하는 사이버 범죄자도 비뚤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신뢰’에 의존했다. 

컴퓨터를 잠그고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면 잠금을 해제해줬다. 하지만 더빈에 따르면, 이 부

문에 ‘포부가 큰 사이버 범죄자’가 새로 진입하면서 돈을 주면 암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잠금 해제 키를 얻지 못하거나 다시 공격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더빈은 사이버 범죄자가 소셜 엔지니어링을 더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

셜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기업보다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지만, 기업도 이 위협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IoT

기업이 IoT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기기 대부분은 설계상 안전하지 못하다. ISF는 빠

르게 발전하는 IoT 생태계의 투명성 부재와 모호한 조건 때문에 기업들이 고객의 의도와 무관

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거나 어떤 데이터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을 통해 비밀리에 수집, 전송되는

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거나 투명성 위반이 발견되면 기업은 규제 당국은 물론 고객에게 책임

을 추궁 당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내장된 IoT 장치의 보안이 뚫려 

물리적인 피해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빈은 “제조사가 IoT 기기의 사용 패턴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보다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났으므로 이들 기기에 대한 보

안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ISF는 지난 수년 동안 공급망의 보안 취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련의 취약하고 민감한 정보

를 공급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유되는 순간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들 정보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해킹 위험이 커진 이유다.

더빈은 “지난해부터 일부 대형 제조업체가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련 데이터가 공격을 받아 공급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 기업이 공

급망을 갖고 있으므로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보가 공유됐을 때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ISF는 2018년 기업이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모든 보안 해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업과 공급망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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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더빈은 “직면한 위험에 맞춰 탄탄하고 확장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조달 및 업체 관리 프로세스에 공급망 정보 위험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규제

보안 관련 규제는 꾸준히 강화됐다. 특히 2018년 초에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

tion Regulation)이 시행되면서 필수 정보 자산 관리에 새로운 보안 계층이 추가된다. 더빈은 

“GDPR은 가장 뜨거운 주제다. 준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기업과 공급망 전체에

서 개인 정보를 찾고 그 관리 및 보호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제든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 ISF는 

GDPR 규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으로 인해 준수성과 데이터 관리 비용이 증가

하고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사회와의 갈등

마지막으로 ISF는 이사회의 기대치와 정보 보안 기능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간의 불

일치로 인해 2018년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빈은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이런 차

이를 알고 있고, 사이버 영역에서 대응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그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이사회는 CISO가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이사회는 보안을 확인하는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고, CISO는 이사회와 대화하는 방

법, 비즈니스 부문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사회는 지난 수 년 동안 정보 보안 예산을 늘리도록 승인했고, 이제 CISO와 정보 보안 

부서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기업은 있을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이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정보 보안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한다. 심지어 기업에 적절한 기술과 인력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런 불일치로 인해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해당 기업 외에도 영향을 받는 대상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사들 개인과 전체의 명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

빈은 이런 점을 고려해 CISO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CISO에 필요한 역할은 방화벽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 위협 상황을 예측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문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측하고 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CISO는 영업 직원 겸 컨설턴트가 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세계 최고의 컨

설턴트라고 해도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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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컴퓨팅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며 전문가들은 2018년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포레스터 리서치 애널리스트 데이브 바톨레티는 2018년 클라우드 시장 전망에서 “프라이

빗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에서 기대했던 혜택을 누린 기업은 극소수지만 개발자 지원 강화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우선 구축, 새로운 기술 스택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실험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데이터다. IDC는 올해 IT 인프라 비용 지출에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가 62%, 퍼블릭 클라우드가 23%,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1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2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비중은 50%로 떨어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30%,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2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즉,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프라이빗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계

속 성장한다면 2018년 이후 이 두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명확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2017년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보낸 주요 IaaS 퍼블릭 클라우

드 업체들은 2018년이 도입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공을 들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이상의 마케팅 끝에 애

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대로 옮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스택을 출시했다. 시장에서

는 이미 애저 스택 초기 배포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실리콘 밸리의 가상화 부문 강자와 손잡고 VM웨어 온 AWS(VMware 

on AW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품을 판매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VM웨어, 뉴타닉스 

두 업체와 모두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오라클과 IBM은 단독으로 자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

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2018년은 각 기술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것인지, 최적의 사

2018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5가지 예측

Brandon Butler | Network World2018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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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례는 무엇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쟁

기업 조직은 그동안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옮기면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합한 분

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랙스페이스(Rackspace) 부사장 스콧 크렌쇼는 

많은 고객이 전용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소스에 대해 클라

우드식 접근을 원한다고 진단했다.

크렌쇼는 각 조직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적절한 조합을 찾게 되면서 

2018년에는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 오픈스택을 비롯해 레드햇, HPE 등의 솔루

션 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제

적인 가치가 점차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이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테이너와 PaaS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역할

피델리티(Fidelity) 분산 시스템 담당 부사장인 마리아 아주아 히멜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

팅 시장 전체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혁신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하나의 특정 인

프라 플랫폼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하도록 이끈다며, “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결국 여러 가지 툴,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피델리티가 하이브리드 환경을 관리하는 핵심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모

든 인프라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피델리티는 PaaS와 테라폼스(Terraforms), 

젠킨스(Jenkins), 도커(Docker), 아티팩토리(Artifactory) 등의 자동화 툴을 조합해 사용한다. 

히멜은 기업 조직들이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파이프라인

을 최적화함에 따라 컨테이너 조율과 관리가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통합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드 연결 최적화

아주아 히멜이 언급했듯이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한 가지만 사용하는 조직은 극소

수이며 현실적으로 양쪽 모두에 워크로드를 두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클

라우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상호연결 제공업체 시장이 커졌다. 에퀴닉스(Equinix),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 QTS와 같은 기업은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퍼블릭 클

라우드에 직접 연결되는 관리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이후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되면 이러한 연결의 구축, 관리, 최적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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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로 오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15년 서버리스 플랫폼인 람다(Lambda)를 발표했다. 람다는 서버리

스 플랫폼 중에서 최초로 이벤트 지향 컴퓨팅 구조를 사용한다(함수 서비스, 또는 FaaS라고 불

리기도 함). 2018년은 서버리스 컴퓨팅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로 확

장되는 해가 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과 같은 기업은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

버리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예를 들어 레드 햇은 원래 IBM이 개발한 오픈소스 

FaaS인 오픈위스크(OpenWhisk)를 채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클라우드 태생의 이 기술

을 구내로 가져오기 위한 자체 함수 플랫폼이 있다.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진출할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기술은 머신러닝

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개발 파이프라인에 통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군비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

인다. 2018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런 환경에 머신러닝

과 AI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자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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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크 놀 로 지  및  비 즈 니 스  의 사  결 정 을  위 한  최 적 의  미 디 어  파 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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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해 수많은 암호 화폐를 지원하는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 주

류 사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이미 여러 업종의 다수 기업과 최소 3개국의 정부가 시범 운영 또는 경우에 따라 실제 블록체

인 애플리케이션 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 사용례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 관리와 식품 

안전성 개선, 신원 확인, 부동산 거래 수행, 의료 기록 및 보험 거래 처리가 목적이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일련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

의 비즈니스를 이미 펼치고 있으며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개발자의 몸값은 연일 올라가고 있다.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의 금융 서비스 상무이사 데이비드 트리트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시범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제 진정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금

융 서비스 외에 신원과 공급망이라는 압도적인 두 가지 테마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곳

IDC는 최근 “블록체인 원장과 인터커넥션이 2021년까지 36개월 동안 꾸준히 발전할 것이

며 글로벌 2000 기업 중 최소 25%가 블록체인을 대규모 디지털 신뢰를 위한 기초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액센츄어의 트리는 “고객

과의 만남에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라

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참가자들 사이의 거래 이력을 기록하는 공유된 분산형 

원장(leadger)이다. 일련의 거래가 블록(block)이라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블록은 암호화되고 

이전에 확인된 블록에 연결되어 체인을 구성한다.

이 기술에 대한 과장도 존재한다. 포레스터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르타 베넷은 “블록체인 솔

루션을 지금 바로 도입해 배치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블록체인의 위치를 비유하자면 80년 말의 인터넷과 유

‘파일럿 넘어 현실로 간다’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Bill Snyder |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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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라고 말했다.

베넷은 벤더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관해 홍보할 때 때 IT 임원들이 중요한 사항을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이다.

베넷의 말은 블록체인에 비즈니스적 미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애널리스트 및 산업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공급망과 물류를 먼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례로써 지적하

고 있다.

공급망에서의 블록체인

일반적으로 공급망에는 일련의 거래를 처리함에 있어 비즈니스 정보의 일부를 공유해야 하

는 여러 당사자들이 관련된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았음을 

확신해야 한다. IDC의 블록체인 전략 연구이사 빌 페언리는 “진실을 보여주는 버전이 있어야 한

다”라며, 그것이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부패한 음식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15년 말에 설문

조사를 공개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얼마나 만연했었지 몰랐다. WHO 에 따르면 매년 약 

10명 중 1명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질병을 앓고 있으며 5세 이하의 아동 12만5,000 명을 

포함하여 42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사망하고 있지만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은 미국 내에서도 식품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약 3,00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품을 원산지부터 시장까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면 식품으로 인한 질병의 근원을 지

금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신선 딸기류 최대 유통업체인 드리스콜스

(Driscoll’s)의 CIO 톰 큘렌은 진단했다. 드리스콜스는 부패한 식품 추적 문제에 블록체인 기술

을 적용하기 위해 IBM과 협력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 13개 주요 식품 생산자 및 유통업

체 중 하나이다.

드리스콜스는 이미 미국 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중동의 일부, 아프리카, 유럽에서 수 천 명

의 독립 재배자를 아우르는 공급망에 대한 상당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팔레트의 바코드와 

클램쉘(Clamshell) 용기의 QR 코드를 통해 드리스콜스는 과일의 원산지를 개인 재배자와 특

정 수확물로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유통업체는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해 공장에서의 이벤트 그

리고 과일이 유통 센터를 떠나 고객 및 소비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벤트 등도 포

함하고 싶어한다. 목표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하는 것이

다. 큘렌은 “업계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식품 외에도 추적할 만한 것들이 있다. 지난 10

월,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제철기업 고베 스틸(K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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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은 제조한 알루미늄 및 구리의 품질에 대한 생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200개의 

다른 기업에서 기준 이하의 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IBM의 엔지니어 엘리자베스 스탈은 회사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블록체인은 원본 검사 인증

서가 가짜가 아닌지 확인하고 동의를 통해 승인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블록체

인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제조사가 사용한 재료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유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려면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

가 있다. 표준합의가 그것이다. IBM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 브리지드 맥더못은 “블

록체인이 새로운 기술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경우 

기존의 표준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식품 산업에서 기업들은 포장

지의 바코드에 이미 GS1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

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이 낯선 기술이라는 점에서 2015년에 블록체인을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설

정한 IBM과 이 회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초기 진입자로서의 이점이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

프트, HPE(Hewlett Packard Enterprise), AWS(Amazon Web Services), SAP 등의 다른 벤더

도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IDC의 페언리가 진단했다.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라고 그

가 말했다.

2가지 중요한 문제: 소비 전력과 보안

모든 상거래의 기본은 신뢰이며, 이 신뢰는 제 3자를 활용하여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인이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 받는 중개자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거래는 합의(consensus)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거래와 다르다. “합의(consensus)는 블록체인이 주문과 거래의 유효성에 대한 동의

(agreement)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다. 이를 통해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신뢰 받

는 중개자 없이 동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인텔의 플랫폼 보안 사업부 부사장 겸 책임자 릭 에쉐

바리아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설명했다.

실제로 추가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분산형 원장 아키텍처 덕분에 해커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노드(Node)에서 데이터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업

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데이터가 작성자의 방화벽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민감한 용도에는 보안이 부족

할 수 있다. 인텔의 의료 프라이버시 및 보안이사 데이비드 호울딩은 “사설 및 허가된 블록체인

의 경우라도 블록체인에 입력된 민감한 데이터가 참여 조직의 방화벽과 경계를 실제적으로 벗

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리눅스 재단의 하이퍼렛저(Hyperledger) 프로젝트 전무이사 브라이언 벨렌도르프은 하이

퍼렛저 업계와 참여자들이 “자주적인 신원”부터 “제로 지식(Zero Knowledge) 증거”까지 더욱 

발전된 보안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 및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은 이 

새로운 기술이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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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우려와 함께 인텔 및 기타 기업들은 소비전력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에쉐베리아에 따르

면 인텔이 블록체인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계기가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에 관한 우려였

다. 이런 우려는 최초의 주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인 비트코인과 직결되어 있다.

피터 페얼리가 지난 9월 IEEE 스펙트럼(IEEE Spectrum)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은 이미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팅 서버 랙이 소규

모 도시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도 하다. 블록체인의 다른 장점과 별개로 전력과 연산 자

원의 고갈이라는 단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뜨거운 인력 시장?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조짐은 보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IT 전

문가에 대한 시장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IDC의 페언리는 “기업과 벤더들

이 채용문을 열고 있고 각종 컨퍼런스에 참석률이 높다. 컨소시엄과 협업이 가속도를 얻고 있

다”라고 전했다.

고용주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데이비드 푸트가 말했

다. 그의 컨설팅 기업은 약 5,500개의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임금 프리미엄을 추적한다. 푸트는 

“현재 블록체인 임금에서 프리미엄이 발견된다. 기본급의 12%부터 17%까지 범위다”라고 말

했다. 푸트는 프리미엄이 향후 6개월 동안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

하며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 노력이 

여전히 개념 증명 및 시범 운영 단계인 상황에서 이 기술이 그 가능성과 장밋빛 전망에 부응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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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업에

서 실제로 이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의료진에게 컴퓨터를 활

용한 스마트 진료는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MGH의 모기업 파트너즈 헬스케어(Partners Healthcare)는 GE헬스케어(GE 

Healthcare)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 및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지난 5월 보스턴에 있는 이 두 회사가 발표한 제휴는 향후 10년간 계속

될 예정이며, 그 결과물은 파트너즈 헬스케어 소속의 임상 진료 조직 전반에 도입될 것이다.

파트너즈의 목표는 A.I를 활용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의료진의 생

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MGH의 수석 디렉터인 마크 미챌스키 박사는 자신들이 이미 수년 전부

터 해당 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미챌스키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나 인공지능의 용도에 대한 장래성이 없던 수십 년 

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정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멋진 도구들까지 

손에 넣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즈 측은 기술을 통해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 품질과 경험을 개선

하고 치료 활동에 AI를 적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소개

했다. 초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 가능한 활동으로는 뇌졸중 전조 증상 검진, 응급실 환자

의 골절 진단, 초음파를 통한 암 진단 등이 있다.

AI는 비즈니스 기술 혁신의 새로운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파트너즈와 같은 선진적 조직

들은 이미 이것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개발해 최선의 초기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

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용화 단계의 도달까지는 많은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모

두 CIO와 IT 사업부가 담당해야 할 과업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지금이 기업들이 본격적인 준비

를 시작할 적기라고 이야기한다.

‘상상을 이미 넘었다’ 
기업 현실로 들어온 AI

Mary K. Pratt | Compu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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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고티에리는 “AI는 CIO뿐 아니라 CEO에게도 최우선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다. 지난해의 시장 상황을 보면 실제 활용보다는 연구에 자원이 보

다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

다”라고 진단했다.

2016년 11월 포레스터가 391명의 현업 및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 

2017년의 기업에게 열린 가능성>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신들의 회사에서 AI 시스템을 

활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AI 기술과 비즈니스 목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지를 묻는 항목에는 

절반 이상인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 실제 도입을 위한 AI 기능의 검토, 설계 과정을 

진행 중인 기업도 39%였다. 이어 AI의 가능성을 학습하거나 사례를 개발하는 과정 중인 기업

은 전체의 36%에 달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AI 기술에는 신생 분야인 만큼 과장된 측면도 있다. 사실 AI의 개념과 기본 원리에 관한 논의

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포레스터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AI(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나아가 그것을 능가하는 컴퓨터)는 아직은 이론상의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AI나 AI 관련 기술(머신러닝, 이미지 분석, 딥러닝, 로봇공학, 음성 인식 등, 이른바 ‘

실용 AI’)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 및 실제 성과 창출 사례는 분명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대외 마케팅 이사 매튜 리버먼은 “시장의 모든 이가 AI

를 향한 여정의 행로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리버먼은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어

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는 AI 프로그램의 연료로서 기능하지만, 단순

히 많은 데이터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적인 AI 시스템을 보장할 수는 없다. 기업들에게 가

장 먼저 필요한 노력은 AI를 이용해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리버먼은 AI가 지닌 막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인간 오류 최소화, 비즈니스 전략 제시, 성장률 

개선, 관리 업무 효율화 등이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가치들이다.

리버먼은 2017년 4월 PwC가 미국 내 2,500명의 비즈니스, 소비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봇과 나: 혁명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설문을 인용하며 전체 응답자의 72%가 AI를 

향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촉진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평가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설

문은 AI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역할이 보다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전해갈 것이라는 전망도 확

인해 줬다. 리버먼은 이런 시장의 기대에 힘입어 향후 3~5년 내 AI에 대한 투자는 보다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테크놀로지 상호작용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마켓 인텔리전스 업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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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티카(Tractica)는 2016년 3억 5,800만 달러 규모였던 기업용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2025

년에는 312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PwC의 리버먼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일부 고급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 시

장에서는 다양한 AI 기술을 실험하며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버먼은 “인텔리전트 시스템

은 여전히 일부 기업들만의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시험, 실험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 여기에 주목하는 기업 대다수는 이를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탄탄한 기초가 필요하다

링크드인(LinkedIn)은 A.I와 관련한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실제 도입에 들어간 기업 중 하나

다. 올해로 설립 15년 차인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우리의 제1 자산은 데이터다’라는 모토 아

래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링크드인 AI 및 머신러닝 사업부 디팍 아가월 상무는 “사용자들을 위한 랭킹 검색 결과, 맞춤

형 광고 전달, 뉴스 피드 업데이트, 친구 추천 등 우리는 다양한 기능에 머신러닝을 응용하고 있

다. 비유하자면 이는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적 기술들이 그러하듯, AI의 성패도 관련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

가월은 “AI의 경우, 적절한 컴퓨트 파워, 자동화 기술이 뒷받침돼야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라며, “오늘날의 AI가 즉각 상용 가능한 단계라고 보진 않는다. 그 수준은 분명히 향상

되어 나가고 있지만, ‘상용 가능한’ 수준은 확실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가월은 자신들의 최우선 목표를 AI 기술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각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정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정형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

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가월은 링크드인의 현재 성공에 머신러닝과 AI의 적절한 용례를 한 발 먼저 발굴해나간 리

더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AI 전략이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측

면에 대등한 비중을 두고 수립 및 운영됐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가월은 “우리의 활동은 언제나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잘못된 질문

에서 올바른 답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 링크드인에서 AI는 플랫폼 안의 모든 사용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커

리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I의 역량을 ‘올바른 질문’에 집중하기 위해 링크드인은 아가월이 이끄는 250명의 팀원을 상

품 그룹 등 다양한 사업부에 파견하기도 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은 자사 비즈니스 요구의 복잡

성과 기술을 통한 가능성, 테크놀로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가월은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하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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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스마트함

LA에 본사를 둔 89년 역사의 기업 파머스 인슈어

런스(Farmers Insurance)도 AI를 활용한 기회 발굴

에 뛰어들고 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의 CIO 론 게리

어는 “우리가 세일즈포스 인텔리전트 커스터머 석세

스 플랫폼(Salesforce Intelligent Customer Suc-

cess Platform)을 활용해 직원과 협력 사원들이 변화

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하며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리어는 “우리는 직원과 파트너들의 고객 지원 역

량을 높이는 데 AI를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파머

스 인슈어런스에게 AI란, 기업의 대변자들이 고객과 보다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도구다. AI는 직원들에게 그들이 지원하는 각 고객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맞춤형 정보

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활용해 우리는 해당 고객들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리어는 이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이를 위해선 강력한 데이터 프로그램의 존재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가월과 같은 맥락에서 게리어도 기업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디지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인프라와 해당 인프라를 온전히 구동할 수 있는 적

절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들 기업은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와 디지털 책임자, 그

리고 IT의 각 영역이 기업의 AI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IT 파이프(IT 

pipe) 총괄 임원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게리어는 “우리의 시스템 안에는 도입된 지 20년도 넘은 구형 애플리케이션도 적잖이 남아

있다. 우리 IT의 역할은 테크놀로지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과 AI가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어긋난 조합은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게리어는 이러한 컴포넌트 간 조정 노력의 핵심이 단순히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

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전했다. 모든 구성 요소가 ‘함께’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더

불어 비즈니스의 방식과 요구도 기능 구성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그는 덧붙였다. 

게리어는 “현업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실제로는 IT의 영역에만 머무르며 협업을 

외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IT 예산 확보의 문

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습 곡선

시장의 기업들 대부분은 아직 링크드인이나 파머스 인슈어런스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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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AI의 근간이 되어 줄 기술과 관

련 절차를 다듬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랙티카의 리서치 디렉터 아디티야 카울은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변혁은 여전히 현재 진

행 중이다. 물론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앞서나간 이들도, 아직 갈피조차 잡지 못한 이들도,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AI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는 기업엔 

변혁 이후의 또 다른 도달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AI 기술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마케팅과 광고를 얘기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역량으로 분석 불가능한 규모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해 

고객들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선별하는 등의 용도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효율 개선 사례도 발굴되고 있다. 카울은 몇몇 로펌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그간 전임 어시스턴트를 통해 온종일 진행하던 계약 분석 작업을 수 분 만에 

처리해나가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 과거에는 아예 처리할 수 없었던 작업이 AI를 통해 실현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공공 안

전 부문에서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얼굴 정보를 분석하고, 특정 인

물이 졸음운전이나 전화통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알림을 

전송하고 있다.

AI 기능 구축하기

아가월과 마찬가지로 카울도 위와 같은 성공적 AI 활용사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데

이터 프로그램과 적절한 전문 인력, 그리고 고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 이 정도의 투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에, 일

단은 데이터 과학자나 애널리틱스 전문가 등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

절한 알고리즘을 개발, 훈련할 수 있는 인력을 영입해 인텔리전스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방

식으로 AI 도입에 따르는 걸림돌들을 정리해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카울

은 이야기했다.

이 단계를 마무리했다면 다음은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구축 혹은 구매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선 적절한 컴퓨트 파워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선 온사이트 고성능 시스템이나 클라우

드의 GPU 클러스터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카울은 “기업들의 AI 채택은 이처럼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려

울 것이다”라며, “하지만 시장에는 AI를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변혁의 방향성으로 바라보며, 이

미 장기적인 계획을 개시한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보험 업계에서는 가입 고객

이 스마트폰으로 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파손 수준을 자동으로 파악

하고 보험금 규모를 책정해주는 시스템을 고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손

해사정사를 방문해 실랑이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만한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이 AI의 활용 방안에 대한 비전들을 세워나감에 따라, AI 책임자, 인텔리

전스 책임자, 또는 별도의 혁신 그룹 등이 신설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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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무가 생겨난다 해도 AI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CIO와 IT부서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 인텔리전스 활동의 핵심인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운영은 여전히 이들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IT가 AI 전략에서 도태되는 시나리오

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경고했다.

포레스터의 고티에리는 “CIO에게 닥친 위기의 핵심은 AI라는 분야가 그간 CIO들이 다뤄온 

내용을 한참 초월하는 규모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이를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치

부해버리거나, 혹은 이것을 신속히 체화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현직 

CIO 가운데는 AI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관련한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들도 적

잖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IT가 AI 전략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지 못하거나, 혹은 AI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할 기능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티에리는 “AI의 핵심은 ‘예측’이다. 비즈니스 결과물을, 고객의 행동 양식을, 또는 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AI는 우리를 비즈니스의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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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경력 관리 가이드 
워즈니악으로 남을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IT 업계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개발자도 다시 한번 이력서를 다듬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세울 시점이다. 최신 개발 언어부터 대인 관계 스킬까지 

개발자 경력을 관리할 때 꼭 갖춰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사항을 모두 정리했다. 막 개발자가 된 신입 사원, 이직을 도모하는 

중간 관리자, 관리직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고급 경력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관리자 입문 가이드

 ‘작은 준비들이 당락 가른다’ 취업 면접 팁 13가지

 지금 당장 마스터해야 할 개발자 기술 13가지

 개발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커리어 실수 7가지

 모두가 원하는 개발자 되기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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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 Trends 

“MTD 대 MTD” 공격과 방어의 끝없는 전쟁: ‘기만’의 양면 

 Tech & Tips 

APT에 대응한 방어 5가지 팁 

 Solution

포티넷 보안 패브릭 

I D G  T e c h  F o c u s │ Fortinet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방안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뚫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APT는 기존 방어 개념을 흔들고 있다. 기존 방어선 기반의 보안을 

무력하게 만든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안업체들은 이에 대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뚫리고 막기를 반복하는 공격과 

방어 전쟁 속에서 기업들은 적절한 보안 전략과 실행이 필수적 과제가 됐다. 차세대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구

축하고 침해사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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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G  S u m m a r y │ Datacenter Care – Infrastructure Automation

“기술보다 내부 역량” 
IT 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자동화 전략
기업 IT 인프라의 최종 목표로 여겨지는 하이브리드 IT 환경의 핵심은 역시 인프라 자동화이다. 문제는 인프라 자동화가 서버 자

동화나 스토리지 자동화처럼 특정 하드웨어를 위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구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 인

프라 자동화는 단순히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구축하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자동

화 역량을 내재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조건과 방법론, 그리고 관련 역량을 내재화하

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까지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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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웹 브라우저 사용 현황과 
최고의 웹 브라우저
2016년 웹 브라우저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부터 IE 구버전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크롬이 왕좌를 차지하는 등 웹 브라우저 시장이 재편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내에서는 IE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은 PC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IDG가 실시한 2016년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2016년 최고의 브라우저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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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람의 음성 명령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

며, 전등이 켜지고, 피자를 주문하는 시대에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상호작용 방식

이 어떻게 달라질까? 

SAS 인스티튜트의 신기술 디렉터인 타마라 둘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거나 일손이 부족

하지 않다. 그녀의 집에는 100여 대의 홈 AI 기기와 컨트롤러가 곳곳에 설치되어 가정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식료품을 사는 일까지 도와주기 때문이다.

둘은 자신이 생활 속에서 직접 AI 기술을 사용하며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체

감해보자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아마존의) 알렉사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단지 있어 보이려

는 이유가 아니라, AI가 차세대 UX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음성 명령으로 기기를 

컨트롤한다. 현재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다. 과연 AI가 어디까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험을 통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다. 둘은 “우선, 기기에 점차 의존하고 있

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알렉사가 없는 곳을 외출했을 때 예전처럼 다시 모든 걸 내가 해야 했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졌다”라며, “인공지능은 내 삶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강력한 변

화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둘의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AI 기기가 브랜드와 가정환경 사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등극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해 가트너는 2019년 선진국 가정의 최소 25%는 디지털 비서나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

를 커넥티드 홈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홈 서비스에는 실

내 온 습도 조절, 저녁식사를 할 식당 추천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현재는 스마트폰이 이러한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차 PC나 게이밍 

콘솔 등 다른 인터넷 연결 기기들도 사물인터넷의 인터페이스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음성 명령 스피커라고 불리는 AI 전용 기기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일상이 달라진다’ 
AI와 음성인식이 가져오는 뉴노멀 시대

Brad Howarth | 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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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 시장은 현재 아마존의 에코(Echo) 기기와 알렉사 AI가 장악하고 있다. e마케터는 올

해 아마존이 이러한 AI 전용 기기 시장의 70.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구글의 홈 디바이

스와 구글 어시스턴트로, 전체 미국 시장의 23.8 %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이들 기기 사용량이 128.9% 증가했으

며 이는 3,560만 명의 미국인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에서 AI 비서를 사용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 기술

한편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구글이 올해 유통 채널을 통해 초 구글 홈(Google Home) 디바이

스를 출시하며 선도자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물론 공격적인 광고 공세도 성공에 한몫했다. 구

글의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 마케팅 디렉터인 에이슬링 핀치는 이 지역의 구체적인 판매 합계

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글 기기의 높은 사용률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판매량보다 사용률을 더 중요시한다. 사용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라고 핀치는 말

했다.

핀치에 따르면, 구글 홈이 이처럼 급부상하게 된 것은 기계와 좀 더 인간처럼 소통하고자 하

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코드를 통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거쳐 ‘비인간

적인’ 방식으로 기계와 소통해 왔다. 이후 이 소통 방식은 터치를 통한 방식으로 좀 더 친밀해

졌다. 그러나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은 역시 음성과 시각을 통한 대

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 분야의 발전에는 머신러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

고 덧붙였다.

핀치는 이러한 기술 변화로 앞으로 기계와의 의사 소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많이 달

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전했다. 구글 검색

의 무려 20%가 이제 음성 검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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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검색 엔진 마케팅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라고 그는 덧붙였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타이핑하는 시각적 검색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일련의 리스트로 출력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음성 기반 검색에서는 하나의 답만을 

듣게 된다. 핀치는 따라서 시각적 검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음성 검색을 통해 얻는 짧고 간결한 답변도 상황에 따라 유용하겠지만, 보다 복잡한 질

문이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적 검색을 사용하게 될 것이

다”라고 말했다. 이는 구글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글 홈 기기 인근의 스크린에 띄우

는 기능을 추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 경쟁 현황

구글과 아마존 외에 다른 업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애플의 시리는 PC나 2018년 AI 스마

트 스피커 시스템을 장착하고 출시될 애플 TV 등 최신 애플 기기에 탑재되어 전세계적으로 배

포되고 있다.

버토 애널리틱스(Verto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 역시 미국 내에 4,140만 명의 사용

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있는 가상 비서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후 그 사용이 절반 가까이 뚝 떨

어지며 15%가량 하락세를 경험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14년 PC, 휴대전화, X박스 게이밍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 걸쳐 코타

나 AI를 적용함으로써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버토 애널리틱스는 그러나 미국 내 사용자 수로 

비교해 봤을 때 코타나의 사용자 수는 월 70만 명 수준에 그쳐 시리의 그것에 많이 못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350%나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타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MS 

애저의 호주 지역 엔지니어링 담당자인 제임스 카바나에 따르면, 사용자와 컴퓨터가 지금까지

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코타나는 이

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카바나는 “서서히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대화 채널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며, 

인터페이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의 한계는 어디인가를 열심히 탐색 중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AI 기반 인터페이스가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다. 이들 기기가 사

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보고, 듣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사용자가 특정 단어(예컨대 OK 구글 같은 키워드)를 말했을 

때만 스마트 가전 기기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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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인스티튜트의 둘 역시 자신의 집에 이들 가전을 설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알렉사가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실, 확신할 방법은 없다. 그저 아마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내가 키워드를 말하

지 않으면 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가정에 여러 AI를 두는 것 역시 각 AI 시스템 간 작동 기전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피로를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둘은 “아마존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내 요청에 응답하기 위

해 정보를 얻는 소스는 구글 홈의 것과 아주 다르다. 즉 두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나

를 이해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구글을 사용하다 알렉사를 사용할 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AI 기반 인터랙션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모바일 웹에서 AI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 가

정에서의 AI 기기 사용 역시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은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미래 소비자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기술을 익숙하게 사용하며 자라난 세대를 생각해 보라. 이들에게 

기술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지능적

이고 자연스러운 기술을 기대하는 소비자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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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기반해 미래의 기회를 모색하는 태도는 CIO에게 디지털 와해(digital dis-

ruption)에 대응하는 비밀 병기로 작용할 수 있다. 소위 ‘선제적 IT’(anticipatory IT)라

고 불리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경쟁자들에게 입지를 빼앗기를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

들 중 다수는 너무 바쁜 나머지 혼란의 징후를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지나치는 일이 많다. 하지

만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하고 각 산업들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이런 혁신가의 딜레

마를 막을 수 있다.”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다니엘 버러스(Daniel Burrus)는 10월 10일에 출간 예정인 자신의 

새로운 저서 ‘선제적 조직: 혼란과 변화를 기회와 이점으로’(The Anticipatory Organization: 

Turn Disruption and Change into Opportunity and Advantage)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그의 논지는 변화의 상당 부분이 선행적이고 기하급수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버러

스는 조사한 1,000개 기업 중 93%의 가장 큰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단지 제대로 살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버러스는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CIO100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놓여 있는 기회도 놓치기 때문이라

고 강조했다.

만약 오프라인 소매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트렌드와 아마존닷컴이라는 스타트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연간 수 백 개의 매장을 폐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블록버스터 기업들

이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로 더욱 신속하게 이행했다면 넷플릭스에게 사업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블랙베리(당시에는 Research in Motion)가 아이폰에 좀더 신속하게 대

응했더라면 판매 실적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IF’는 이 밖에도 무궁무진하다.

이미 파괴는 시작됐다

버러스는 “과거의 모든 혼란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다. 택시 기업은 왜 우버(Uber)에 대해 생

“미래에 대한 시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선제적 IT 전략 수립법

Clint Boulton |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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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못했을까? 대형 호텔 체인들은 왜 에어비앤비(Airbnb)를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 그들

은 모두 정말로 바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애석하게도 IT리더가 선행 채널에 기회의 안테나를 맞추기란 쉽지가 않다. 혁신성, 기능성, 

전략성을 요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CIO들로서는 늘 기업에 대한 위협과 문제에 반응하

고 대응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CIO가 기회를 포착했을지라도 임원진과 이사회의 지원을 얻기

도 쉽지 않다. 버러스는 CIO들이 임원들의 지지를 얻어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몇 전

략을 제시했다.

먼저 CIO는 반드시 하드(Hard) 및 소프트(Soft) 트렌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드 트렌드는 

측정 가능하고 유형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실, 이벤트, 객체 등을 기준으로 하는 예상이다. 정해

진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 트렌드는 유형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실처럼 보이는 통계에 기

초한 예상이다.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드 트렌드의 예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직원 중 젊은이의 비율이 증가하고 X세

대와 밀레니엄 세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CIO는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 혁신을 유도

해야 한다. CIO는 젊은 직원들에 불신을 갖기보다는 일부를 ‘선별’

하여 임원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밀레니엄 세대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 받는다.

산업 규제가 점차 강화된다는 점도 또 다른 하드 트렌드다. 버

러스는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가 어떻게 규제를 자본화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의 기치 아래 여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

었는지에 주목했다.

“엘론 머스크는 자신이 개입한 사업마다 정부 규제를 활용했

다. 그도 규제를 활용했는데 당신이라고 못 할 이유가 있을까? 규

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버러스가 말했다.

소프트 트렌드에는 내년에 소비 경기가 상승하고 인재를 유입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

는 가정 등이 포함된다. 희소식은? 소프트 트렌드를 하드 트렌드에 적용해 변화를 유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CIO는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드 트렌드

와 소프트 트렌드 사이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CIO는 미래의 혼란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식별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언급한 다른 핵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의 비용이 “아니요”의 비용을 압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CIO가 

기회를 식별하고 기업에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한다. 하지만 임원들 앞에서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한 CIO는 진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버러스는 CIO가 X, Y, Z 등을 이

행하지 않을 때의 영향을 식별하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 트렌드를 활용하고 거부의 대가가 승락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 확신은 과감하게 행동하고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한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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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생각할 때 매출이 증가한다. 또한 버러스는 CIO가 모르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

했다. 예를 들어, 그는 페덱스(FedEx)가 운송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에 물품을 추적하는 센서로

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물류 산업에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만큼 충

분한 수의 사람들이 페덱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운송 서비스가 전

면 무료화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제약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 대

신에 환자 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버러스는 “결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열성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엄청난 혁신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애자일(Agile)의 동전의 한쪽 면에 불과하다. 모든 기업은 더욱 민첩해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신기술뿐만이 아니라 애자일과 데브옵스(De-

vOps) 원리를 도입하여 개발 사이클을 단축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툴과 사례를 도입하

기 위해 서두르는 상황 속에는 이러한 기술 자체만으로는 경쟁력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버러스는 “우리는 동전의 뒷면인 예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첩성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에 대한 이상적인 전략이다. 예측은 다가올 변화를 확인하고 기회로 바꾸는 수단이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한다. 가능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DG DeepDive│2018 IT 전망보고서

32  IDG Korea

Vendor 
ViewPoin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콜센터가 사양 산업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인공지능

의 도약과 함께 미래에 없어질 직업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손꼽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6년 알파고 등장 이래 큰 기대감과 함께 기업에 우후죽순 도입된 챗봇은 대다수의 기업과 

고객을 실망시켰다. 이에 반해 인터넷 은행의 출현, 금융권 지점 통폐합 등 비대면 채널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원의 수요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콜센터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아날로그 시스템과 IVR(자동응

답시스템)에 의존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부 콜센터들이 수동적인 고객 응대 조직으로 전락

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2017년의 IT 키워드였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은 기업과 컨택센터 모두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다음에서 고객경험

의 시대에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재조명 받고 있는 컨택센터가 2018년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 살펴본다. 

밀레니얼 시대 셀프 서비스로서의 챗봇

텍스팅(Texting)에 더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를 고려한, 기업의 챗봇 도입 열풍은 2018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컨택센터에 도입되는 챗봇은 당분간 전문 상담원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기존의 IVR(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페이지와 같은 또 하나의 디

지털 셀프서비스 채널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챗봇은 인공지능보다는 단순, 반복되는 질문과 답을 1:1로 매칭한 시나리오 기반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 유의어, 비문 등을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매칭이 

어려워 ‘잘 못 알아들었네요’를 연발하게 된다. 때문에 챗봇 도입으로 고객의 불만이 오히려 가

중되기도 했다. 

2017년 중반에 들어서는 검색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형 챗봇이 시

장에 들어섰다. 진화된 챗봇은 텍스트로 질문(input)을 던지면 구문(phrase)에서 발화자의 의

도(intent)를 파악하고 사전 정의된 문답 리스트 속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추출하여 질문자

에게 답한다(Output).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여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여 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할 수 있다.

2018년 고객경험의 혁신, 
컨택센터가 ‘주역’이다 - 한솔인티큐브

김한조 | 한솔인티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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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컨택센터의 전문 상담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과 별개로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포

함한 지식DB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각 기업의 고유한 데이터자산을 활용하여 특정 기업

의 맞춤형 데이터사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의 배경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충

분한 내부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한다. 2018년도에는 대고객용 챗봇 도입과 함께 이러한 전문 상

담을 위한 데이터사전의 준비가 동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원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Agent Assistant

콜센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5배나 높다. 새로운 상담원의 고용과 교육에 드는 금전

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신입 상담원이 경력 상담원의 레벨까지 도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미숙한 챗봇은 상담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때 상담원 

지원용 봇(Agent Assistant)이 컨택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담원 지원용 봇은 기본적으로 상담원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객여정정보나 거래정보 데이터 등과 결합되면 상담원 지원 봇은 고객

의 유형, 감성 상태 등을 판단하거나 상담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다. 상담원이 이를 활용하면 특

별한 집체 교육 없이도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고객별 개인화된 상담이나 상황

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구현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검색 기반 시스템과 지식 기반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검

색 기반 방식을 상담원 지원 봇에 적용했을 때, 봇은 상담원에게 검색 엔진과 같이 상황별 추천 

답변을 정확도에 따라 복수 나열한다. 반면에 지식 기반 방식은 데이터 간 관계와 속성을 사전 

정의한 상담 전용 지식DB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계산기와 같이 정답을 제시한다. 

두 방식 모두 초기 단계의 미흡한 답변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2차 정교화 과정을 거쳐 고객

에게 제출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해 지식사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로

써 인공지능은 상담원 보조 역할을 다하면서도 대고객서비스에 앞서 충분히 학습할 기회를 얻

게 된다.

진정한 옴니채널 실현을 위한 고객여정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고객경험의 시대에 고객서비스는 일방성을 벗어나 기업과 고객이 상호 소통하는 구조로 바

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채널 외에 모바일 앱, SNS, 챗봇, 커뮤니티 등 보다 더 다양한 경로를 

열어 고객과 소통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한 기업 중심의 업무 분할로 인해 무한정 늘어만 놓은 채널에 따라 고객의 목소리

가 흩어져버리는 경우가 잦다. 고객은 각자의 선호에 따라 기업이 가진 다양한 채널을 선택하며 

그 것이 다른 채널임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대응하는 채널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똑 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해야 한다면 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된 고객여정데이터들을 한 데로 모으고 모든 채널의 통합 서비스 모니터

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 고객이 이탈한 지점을 실시간으로 찾

아내서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상담 시에도 이전 채널에서의 접촉 내역과 상담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어 고객이 처음부터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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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여정데이터에는 고객의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 뿐 아니라 그 동안 제대로 활용

하지 못했던 컨택센터의 시스템 로그와 함께 STT(Speech To Text)와 TA(Text Analytic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화된 콜, 채팅, 이메일 등의 상담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보

다 ‘우리 고객’에 초점을 두고 기업이 보유한 ‘스몰데이터’에 우선 집중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최적의 고객여정을 위한 옴니채널 통합 라우팅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 간의 일체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완

성되며 그 연결성은 고객이 기업에 도달하는 여정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신기술의 도입 역시 

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 구축된 인프라와의 연동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시스템의 물리적

인 연결뿐 아니라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서는 옴니채널 통합라우팅이 실현되어야 한다. 활용 측

면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계속해서 답변에 실패하는 챗봇에 실망한 고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옴니채널 통

합라우팅을 통하면 실패한 대화창에서 바로 전문 상담원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 때, 넘겨진 

상담은 앞서 언급한 분석된 고객여정데이터 혹은 지원용 봇과 연결되어 상담원은 별도의 고객 

설명 없이 직전 상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다.

복수의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들쑥날쑥한 각 채널의 고객 접

촉 수를 관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 때 통합서비스모니터링과 옴니채널 통합라우팅을 활용

하여 유연한 센터 관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유인 상담원의 채팅 상담에 고객 문

의가 몰렸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채널이나 챗봇 상담으로 유도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우팅은 콜센터의 영역으로 IVR(자동응답시스템)을 따라 들어온 고객을 가장 적합한 상담

원에게 연결해준다. 옴니채널 환경에서 통합라우팅을 실현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떠한 

채널이 되었든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최적의 시간과 방법으로 제공받게 된다. 기업이 아닌 고

인공지능 기반 옴니채널 고객 상담 시스템 구성도 예시, 한솔인티큐브 인공지능 솔루션 아이작(I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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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중심으로 여정을 설계하여 고객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기존의 콜센터는 이제 컨택센터라는 이름으로 확장됐다. 그 이면에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고객서비스를 수용하려는 철학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수 조직에서 콜센

터는 아직까지도 전화를 받는 과거의 조직으로 남아있다.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조직이나 코

스트센터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컨택센터는 능동적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하고 

먼저 다가서서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이뤄낼 수 있는 지점에 서있다. 2018년도 고객경험 혁신

의 관점에서 컨택센터는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준비하여 고객과 함께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 김한조 차장은 한솔인티큐브의 에반젤리스트로써 신규 런칭한 인공지능 솔루션, 아이작(ISAC)의 프리세일즈를 총

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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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와 자연어 이해(Natural Lan-

guage Understanding, NLU) 기술을 활용한 챗봇(Chatbot)이 화두가 되고 있다. 챗

봇이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채팅로봇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채팅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는 고객과 상담사가 1:1로 연결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챗봇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은 이 프로그램과 대화를 나누게 되

는 것이다. 

챗봇은 크게 미리 정의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

과 고객이 입력한 문장을 분석하여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룰 매

칭 기반 챗봇, 그리고 IBM의 Watson, MS의 ‘루이스(LUIS)’와 같은 상황인지 및 지능형 대화 기

반 챗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챗봇은 대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미리 정의해 두

고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를 인식하여 미리 정의한 대화 시나리오의 특정 부분에서 고객으로 하

여금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에 해당한다.

고객이 입력한 문장에서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 후보군 중에서 최적의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룰 매칭 기반 챗봇 구축 사업은 2016년 말부터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됐

다. 이러한 룰 매칭 기반 챗봇은 고객상담에 적용하면 채팅 상담의 경우 상담사가 퇴근한 야간

이나 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근무시간 내내 키보드를 두드려야 하는 상담사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어 상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많은 기업들

인공지능(AI) 챗봇의 전망과
 활용을 위한 조건

고영률, 이연 | 유비원Vendor 
ViewPoint

챗봇의 구분 및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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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이 챗봇의 기능활용 측면과 실제 도메인의 업무에 적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다각

도로 검증하는 과도기 시기였다면 2018년부터는 그 동안 챗봇의 가능성에 대하여 눈치보기를 

하고 있던 기업들의 본격적인 도입 추진을 통한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어 챗봇의 사용률이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챗봇의 도입은 금융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은행에서 인공지능 기

반 챗봇을 도입해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을 비롯한 JT친애저

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챗봇 도입에 나서고 있어 내년에는 챗봇 진

영이 은행권 전반으로 모두 퍼지게 될 전망이다.

쇼핑, 단순업무상담 등 비교적 답변을 추론하기 쉬운 분야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에 챗봇이 활

용될 전망이다. 네이버 톡톡, 인터파크 톡집사 등 이미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시나리오 기

반이나 룰 매칭 기반의 챗봇을 도입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 비즈톡에 시나리

오 기반의 챗봇을 연동하여 단순상담 및 주문, 배송조회와 같은 부문에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미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은 2018년

국내 은행 챗봇 도입 현황

은행명 서비스(예정)일 특징

NH농협은행 2016년 11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금융봇’

인공지능 챗봇 자체 개발 예정

우리은행 2017년 09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상담 ‘위비봇’

KEB하나 2017년 12월 AI기반 금융 챗봇 ‘핀고’

IBK기업은행 2017년 12월 금융상담 챗봇 

신한은행 2018년 02월 AI 플랫폼에 기반한 챗봇 개발 중

KB국민은행 2018년 08월 비대면 채팅상담 시스템 검토 중

룰 매칭 기반 인공지능 챗봇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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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터는 인공지능 챗봇으로의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업메신저의 활성화에 따라 사내 업무 효율화에 챗봇을 도입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전화로 물어보거나 키워드 검색으로 찾는 방식에서 기업 내부 업무용 챗봇에게 질문을 

하여 답을 바로 얻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우선, 챗봇이 고객과의 채팅 상담을 직접 하게 되고, 챗봇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

거나 고객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채팅 상담사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담을 넘겨 받아 채팅 상

담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챗봇을 상담 업무에 곧바로 적용하기 불안하다면 Q&A에 답변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동 

Q&A 부분에 우선 적용해 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에 등록되는 단순 질

의에도 담당자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을 등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 과

거 답변 목록 중에서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색하고 과거 비슷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복사해 붙이기 하는 등 과거 등록했던 답변을 활용하여 답변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다. 이러한 Q&A 처리 업무에 챗봇을 우선 적용하여 질문에 대해서는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면 Q&A

를 처리 하는 부분에서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챗봇 준비 전략 마련해야

그러나 챗봇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기술적으로 언론이나 각종 세미나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컴퓨터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학습시킨 것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모델 

역시 학습 데이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컴퓨터를 학습시킬 때는 해당 업종이나 업무분야 등

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여하여 컴퓨터에 그 지식을 인식 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유비원의 인공지능 챗봇 “톡하라(Tal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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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객은 학습데이터로 생성된 인공지능의 의도대로 질문하지 않는다

챗봇에게 질문을 하는 고객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패턴으로 질문을 한다. 예

를 들어 은행 대출 상담의 경우 고객은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한데…” 와 같이 그들

의 언어로 질문 한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에 친숙한 고객일수록 질문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점

도 있다.

즉 메신저의 채팅 창에 텍스트로 질문을 입력한다고 해서 문장을 완성하여 입력할거라고 생

각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 할 때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아주 짧은 문

장으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다.

종합하자면 인공지능 챗봇이 저 혼자 스스로 만능 상담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상담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학습 문서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5년 알파고 쇼크 이후 지금까지도 TV나 방송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에서 인공지

능을 적용한 많은 기술과 적용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기술이

나 사례를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내 업

무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때에 따라서

는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부분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한 후 전면 적용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고영률 연구소장과 이 연 상무는 유비원에서 각각 연구 개발과 AI사업부 세일즈 컨설팅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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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서를 비롯한 전략적 비즈니스 부서들이 2018에 대비해야 할 5가지 클라우드 컴

퓨팅 트렌드를 정리했다. 

1.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의 폭발적인 성장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기업 소비자들이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맛볼 수 있는 유

연하고 경제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PaaS(Platform as a 

Service)의 성장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를 늘려

놓았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조직들이 클라우드가 보장하는 단순성과 고성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시스코가 실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런 솔루션들은 다양한 목표를 

위해 전례 없던 수준으로 배포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SaaS 솔

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시스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

면 SaaS가 모든 클라우드 기반 워크로드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도 예상됐는데, 이는 2017

년에 대한 예측 값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 PaaS 솔루션은 5%의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IaaS 솔루션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들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

스 프로세스에 SaaS, IaaS 및 PaaS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2.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업체들은 더 큰 용량의 스토리지 장비를 

갖춘 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개설할 것이다. 시스코 2016년 설문은 2017년 데이터센터에 저장

되는 데이터의 총량이 370엑사바이트가 될 것이며, 전세계적인 스토리지 용량은 600엑사바

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18년에는 더욱 증가해 추산 스토리지 총 용량이 1.1제타바

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7년 가용 공간의 약 2배이다.

2018년에 대비해야 할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5가지

Marty Puranik | 아틀란틱닷넷Vendor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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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소유 기업들이 가용 스토리지 증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미래지향적인 기

업들은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클라우드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용량과 기능이 증가한 클라우드에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해서, 고객 행태, 인간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 금

융 투자 같은 분야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으려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2017년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으로 맞춤형 또는 개인 맞춤형 스토리지 옵션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IoE(Internet of Everything)의 부상

2017년에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은 엘런 머스크와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기술 분야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업계 전문가들

은 2018년 IoT가 성장하는 가운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속적인 혁신이 

IoE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IoE는 기본적으로 IoT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기기들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의 픽셀 버즈(Pixel Buds)는 사용자를 위해 실시간으로 40가지 이상

의 언어를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헤드셋이다.

IoE는 고객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지원 부서, 그리고 서로간에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자동화와 스마트 로봇 사용을 

통한 고객 경험 단순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객을 환대하고 실시

간으로 대화하며, 몇 가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의 접객 로봇은 가까운 장

래에 IoE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4. 개선된 인터넷 품질과 5G의 부상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가 2018년에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네트워크 공급업체들보부터 더 좋고 더 빠른 연결을 기대할 것이다. 퀄컴 스냅

드래곤은 더 빠른 네트워크로의 이동에 선봉을 서왔으며, 2018년에는 더 많은 그룹이 성능 향

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기가바이트 LTE 속도에서 완전한 5G 네트

워크로의 강력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개선된 네트워크 품질은 응답성이 매우 뛰어나고, 빠르게 구동되는 서비스와 앱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놓을 것이다. 노련한 기업은 자사의 SaaS, PaaS, 그리고 웹사이트 플

랫폼을 신속하게 재평가하고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IoT와 IoE 업계도 이 

분야에 속해 있는 조직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로부터 수혜를 거둘 것이다.

5. 보안과 클라우드

2017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공격이 많았던 해란 오명을 얻었다. 워너크라이 랜

섬웨어, CIA 볼트 7 해킹, 그리고 에퀴팍스 데이터 유출 같은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21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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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임을 일깨워준다.

2018년에는 민간은 물론 국가가 후원하는 더 많은 공격이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안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정부,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보안 전문가들 역시 공격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 정교

해지고 시의적절 해져야만 한다.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와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같은 도구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달리 완벽한 보안 대책을 구현할 수 없

는 기업들에게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제 보안 서비스 공급업체들을 통해서 이 영역에서

도 일조할 수 있다.  

● Marty Puranik는 호스팅 솔루션 공급업체인 아틀란틱닷넷(Atlantic.net)의 설립자이자 CE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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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IDG 테크서베이 2018 IT 전망

Brian Cheon | CIO Korea

IT 분야의 흐름에 민감한 이들이라면 2018년에 대한 각종 미디어, 리서치 기업의 전망이 

예전과 다소 다름을 감지했을 것이다. 클라우드,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AI 및 

자동화와 같은 해묵은(?) 트렌드들이 여전히 업계의 토픽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5G와 블록체

인과 같이 일부 새로운 화두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비즈니스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만한 무게

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IT 분야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2017년의 IT 분야는 몇 년 

동안 논의 및 검증 단계였던 기술들이 본격 보급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들을 여러 발 쏘아 

올렸다. 실용화 단계의 각종 IoT 플랫폼을 비롯해 클라우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빅데

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내 모든 직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애널리틱스 도구 등

이 그것이다. 마케팅 분야와 결합한 여러 챗봇 솔루션 및 다수의 비즈니스 자동화 도구들도 이

에 해당한다. 2018년 CIO를 비롯한 기업 내 IT 리더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바빠질 것이라는 전

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 대표, CEO, 사장

▒ 부사장, 전무급

▒ 상무, 이사급

▒ 차ㆍ부장급

▒ 과장급

▒ 대리급

▒ 사원급

▒ 기타

▒ IT

▒ 제조

▒ 정부&교육

▒ 유통&서비스

▒ 의료&미디어&전문서비스

▒ 금융

▒ 기타

▒ 1~49명

▒ 50~99명

▒ 100~499명

▒ 500~999명

▒ 1000~4999명

▒ 5000명 이상

응답자 직급 응답자 업종 응답자 조직규모

9.5%

36.8%

20.6%

10.5%

9.2%

5.7%

3.2%

IDG Tech Survey 2017

4.8%

5.1%

5.1%

8.6%

7.9%

9.8%

10.3%

53.2%

27.1%
13.6%

9.8%

27.8%

11.0%

10.6%



IDG DeepDive│2018 IT 전망보고서

44  IDG Korea

국내 IT 전문가들은 이러한 ICT 분야의 숨가쁜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또 이들이 속

한 조직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IDG 테크서베이 플랫폼을 이용해 2018년 

전망 및 최신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지난 11월 2주 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68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유효 응답 인원은 630명이었다.

2018 IT 예산/인력투자, ‘반등’…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적극적’

<소속 기업의 2018 IT 예산 변동폭>에 대한 IDG 패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됐다. 올해 조사값은 2017년과 유사(3% 이내 변동)를 선택한 비율은 56.8%였다. 

3~5% 상승은 18.7%, 5~10% 상승은 16.8%, 10% 이상 상승은 10.9%였다. IT 예산이 줄어든

다는 응답은 2.9%였다.

선명한 차이는 작년, 재작년 조사와 비교할 때 나타난다. 2016년, 2017년, 2018년의 응답

을 비교하면 5~10% 상승에 대한 응답이 <12.9% → 15.4% → 16.8%>로 변화했다. 10% 이

상 상승에 대한 응답은 <8.3% → 7.8% → 11.0%>순이다. 2018년 5% 이상의 공격적인 IT 예

산을 편성을 기업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년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

년 58.1%에서 2018년 50.6%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 와해(Digital Disruption),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기업 전략에 이미 반영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IT 총 예산 변동(예상)폭은? (2016년, 2017년, 2018년 전망 조사값 순)

기업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도 흥미로웠다.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10% 이상의 IT 예

산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13.2%에 달했다. 5~10% 상승도 19.9%로 가장 높았다. 예산에 유연

하기 쉽지 않은 대기업이 IT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펼치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

전년도와 유사

(3% 이내 변동)

3~5% 상승 5~10% 상승 10% 이상 상승 감소

58.1%

15.3% 15.4%

7.8%

3.4%

51.8%

19.3%

12.9%

8.3% 7.7%

50.6%

18.7%
16.8%

11.0%

2.9%

▒ 2016년 전망     ▒ 2017년 전망     ▒ 2018년 전망

IDG Tech Surv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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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이러한 경향은 뒤에 이어질 다른 문항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2018년 귀사의 IT 인력 변동(예상)폭은?>이라는 질문에서도 작년에 비해 확연히 적

극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10% 이상 증가가 2016년부터 <7.7% → 5.4% → 7.5%> 순이었으

며, 5~10% 증가 응답은 연도별로 <10.7% → 10.9% → 11.6%> 순이다. 3~5%는 <17.8% → 

16.2% → 20.5%>다. 반면,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55.8% → 62.5% → 56.9%>로 전년 대

비 감소했다. IT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0%에서 3.7%로 줄어들었다. 

IT 인력 변동과 관련해 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IT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응답자가 더 

적극적인 채용 계획을 밝혔다. 3~5% 증가, 5~10% 증가, 10% 이상 증가 항목에서는 IT 업종이 

비IT 업종보다 20% 내외의 값으로 더 높은 수치의 응답을 보였다. 반면,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

은 비IT 업종의 응답이 63.9%로 IT 업종의 50.5%을 크게 상회했다.

주목할 만한 차이는 기업 규모에서도 나타났다. 직원 규모 100~999인 사이의 기업이 1,000

인 이상의 대기업보다도 인력 채용에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미드 사이즈 기업(59.7%)에

서 예산 동결 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기업에서는 3~10% 사이로 증가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IT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IT 인력 채용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2018년 귀사의 IT 인력 변동(예상)폭은? (2016년, 2017년, 2018년 전망 조사값 순)

2018년 귀사에서 추가 채용이 유력한 직종은?

<소속 조직에서 추가 채용이 유력한 IT 직종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하는 설문>에서 1위는 

41.1%의 빅데이터 전문가였다. 2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39.2%), 3위는 AI/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37.1%, 작년 5위) 순이었다. 작년 3위를 기록했던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가는 

27.9%를 기록해 4위로 밀려났으며, 4위였던 보안 전문가가 24.6%의 값으로 5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신설된 블록체인 전문가는 12.2%를 기록했다. 

이러한 AI 역량에 대한 인기는 IT 업종의 기업(39.1%)와 1,000인 이상 대기업(48.4%)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IT 업종의 기업과 대기업에서는 또 블록체인 전문가를 추가 채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5.7%와 20.0%로 평균을 훌쩍 상회했다. 100인에서 999인 사이의 중견 기업은 

전년도와 유사

(3% 이내 변동)

3~5% 증가 5~10% 증가 10% 이상 증가 감소

62.5%

16.3%

10.9%

5.4% 5.0%

55.8%

17.8%

10.7%
7.7% 7.7%

56.8%

20.5%

11.6%
7.5%

3.7%

▒ 2016년 전망     ▒ 2017년 전망     ▒ 2018년 전망

IDG Tech Surv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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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역량(31.2%)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99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높

은 응답률(47.9%)을 기록했다. 앞서의 문항과 같이 IT 업종의 기업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새

로운 IT 트렌드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8년 귀사 IT 부문에서 추가 채용이 유력한 직종은? (작년 순위에서 변동 값)

<2018년 귀사에서 올해와 비교해 예산(자원)을 두드러지게 추가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IT 

트렌드>를 최대 3개까지 지목하도록 한 질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과 비

교해 순위가 크게 요동쳤다. 작년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작

년 2위였던 빅데이터/애널리틱스가 1위(38.6%)를, 작년 6위였던 AI/비즈니스 자동화(34.7%)

가 2위를 기록했다. 클라우드(34.4%)는 3위로 밀려났다.

앞선 설문에서와 유사하게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은 AI, 비즈니스 자동화(45.6%), 블록체

인(14.3%)를 유독 많이 지목했으며 100~99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클라우드(37.4%), 보안

(31.8%)에 관심을 보였다. 99인 이하 소기업에서는 IoT(32.8%), 오픈소스(13.1%)가 상대적으

로 높은 값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2018년 IT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과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거나 유지, 또는 

감소하는 기업 사이에는 내년 예산 집행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속 기업의 IT 예산이 

10% 이하로 증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보안, Io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더 빈번히 지목했다. 반

면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AI 및 비즈니스 자동화와 블록체인, 핀테크, 가상현실에서 

평균보다 더 높은 값을 보고했다. 종합하자면 2018년 IT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은 AI와 블록체

인에, 상대적으로 선도적이기보다는 대응적인 기업은 보안과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할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IDG 테크서베이 전망조사에 참여한 응답한 이들 대부분(80.8%)은 IT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IT 전문가다. 비IT 직종인 경우에도 컨설팅, 마케팅 등 IT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많

다. 이들에게 여건이 허락된다면 교육받고 싶은 역량을 물었다. 우리나라 IT 전문가들이 유망하

다고 판단하는 기술력을 묻는 질문인 셈이다. 

빅데이터 전문가

SW 개발 전문가

AI/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가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PM/PMO

가상현실/증강현실 전문가

소셜 전문가

기타

41.1% ( - )

39.2% ( - )

37.1% (+2)

27.9% (-1)

24.6% (-1)

12.2% (신규)

10.5% (-1)

8.9% (신규)

7.8% (-2)

5.9% 한국IDG 2018 IT 전망 서베이, 2017년 11월, 유효 응답자 636명



IDG DeepDive│2018 IT 전망보고서

IDG Korea  47

 2018년 귀사에서 올해와 비교해 예산(자원)을 두드러지게 추가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IT 트렌드는? (작년 순위에서 변동 값)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애널리틱스/데이터 과학 역량

(53.8%)이었다. 그러나 작년 2위였던 AI, 머신러닝, 딥러닝 역량이 53.7%로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작년에 기록했던 8.5% 격차가 0.1%까지 좁혀졌다. 클라우드 아키텍트 등 미래지향적 

IT 인프라 역량의 경우 작년(37.7%)과 유사한 38.1%를 기록했다. 23.9%로 작년 4위를 차지

했던 리더십, 경영, 협상 등 소프트스킬 역량은 16.5%를 기록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26.5%)에 

밀렸다. 참고로 소속 기업의 업종과 교차 분석한 결과, 배우고 싶은 역량으로 AI를 지목한 응답

은 IT 분야의 기업(56.2%)에서, 빅데이터 역량을 지목한 응답은 비IT 기업(58.2%)에서 높았다. 

 시간과 비용,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떤 역량을 교육받고 싶습니까?

앞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디지털 혁신은 ‘현재진행형’

올해 설문에서는 지난 2, 3년 동안 꾸준히 회자되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소속 기업

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물어봤다. 5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한 결과, 보통이 46.5%

를, 양호가 24.1%를, 불량이 17.5%를, 매우 양호가 6.6%를, 매우 불량이 5.4%를 각각 기록했

다. ‘양호’에 해당하는 응답이 ‘불량’을 소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빅데이터/애널리틱스

AI, 비즈니스 자동화

클라우드

IoT

보안

모바일

인프라 현대화

오픈소스

블록체인

가상현실/증강현실

핀테크

빅데이터/애널리틱스/데이터 과학 역량

AI, 머신러닝, 딥러닝 역량

미래지향적 IT 인프라 관련 역량

디지털 마케팅 역량

보안 전문성

리더십, 경영, 협상 등 소프트스킬 역량

IoT 설치, 응용, 개발 역량

블록체인 역량

38.6% (+1)

53.8%

34.7% (+4)

53.7%

34.4% (-2)

38.1%

27.1% (-1)

26.5%

24.8% (-1)

19.0%

24.4% (-1)

16.5%

12.1% (-1)

15.4%

12.5%

9.8% (-1)

9.7% (신규)

7.8% (신규)

6.2% (-2) IDG Tech Survey 2017

IDG Tech Surv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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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교차 분석 결과 드러났다. 먼저 IT 직종 및 업종에 속한 이와 비IT 직종 및 업

종에 속한 이들의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매우 불량’을 지목한 이들은 비IT 직종(10.0%)과 비

IT 업종(6.9%)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매우 양호’는 IT 직종(6.9%)과 IT 업종(8.7%)이 평

균을 상회했다. 즉 IT 기업, IT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좀더 호평하는 경

향이 뚜렷했다. 

좀더 주목할 만한 변인은 ‘기업 규모’다.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무려 13.2%가 ‘매우 

양호’를 지목했다. 반면 중견 기업 소속의 응답자가 ‘매우 양호’를 지목한 비율은 4.7%로 3.8%

의 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 순으로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호평한 경향은 양호 및 불량 응답 빈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진행 상황을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순)

당연한 결과지만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진행 상황을 호평한 응답자일수록 소속 기업의 IT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IT 인력 채용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기업의 디지털 혁

신 평가와 채용하려는 IT 직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지털 혁신 움직임을 보이는 기

업은 어떤 인력을 채용하려 하고 있을까?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숨어 있었다.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상황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내년 추가 

채용이 유력한 직종으로 AI/머신러닝/딥러닝과 블록체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 보통

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지목한 직종은 보안이었으며, 불량과 매우 불량의 경우 

SW 개발과 소셜 전문가가 많았다. 

1점 - 매우 불량 2점 - 불량 3점 - 보통 4점 - 양호 5점 - 매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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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평균

▒ 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한국IDG 2018 IT 전망 서베이, 2017년 11월, 유효 응답자 6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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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진행 상황>과 <내년 구인이 유력한 직종>을 교차 분석한 결과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에의 응답, ‘제각각이지만 패턴 있다’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데 정답이란 있기 어렵다. 각 기업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무수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해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직급과 업

종,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다.

IDG 테크 서베이 전체 패널들이 소속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순위는 투자 부족(60.0%), 혁신 전담 조직의 부재, 무능(40.2%), 전사적으로 혁신 필요

성을 절감하지 않음(35.6%), 접근 방법을 모름(28.4%), 경영진의 의지 부족(23.7%), 실패에의 

두려움(20.2%), 정부 규제 및 국가적 지원 부족(15.1%)이었다. 

그러나 대리, 과장급은 ‘전사적으로 혁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음’(39.9%)과 ‘경영진의 의

지 부족’(26.7%)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차부장급은 ‘실패에의 두려움’(23.1%)에 대한 응답

이 여러 직급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사급 이상은 ‘정부 규제 및 국가적 지원 부족’(19.9%)을 유

독 많이 꼽았다. 업종별 교차 분석에서는 비IT 업종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의지 부족’(26.2%)

가 높은 편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차이가 좀더 뚜렷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다른 규모의 기업

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 규제 및 국가적 지원 부족’을 무려 24.6%가 지목한 반면, ‘전사적

으로 혁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음’은 27.3%로 유달리 낮았다. 또 ‘투자 부족’의 경우 48.8%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던 데 반해 ‘실패에의 두려움’은 28.0%로 높았다.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진행 상황> 변인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매우 불량에

서 매우 양호에 이르는 5점 척도 사이의 응답에 따라 널뛰기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규제 및 국

가적 지원 부족’의 경우 매우 불량 응답자의 2.7%만 지목한 반면, 매우 양호 응답자의 비율은 

54.4%에 이르렀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차이다.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 노력을 호평한 이들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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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양호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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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0%

25.8%

9.7%

15.7%

4.8%

23.8%

11.0%

15.6%

5.6%

18.4%

13.5%

20.6%

6.0%

1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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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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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머신러닝, 딥러닝

 블록체인

 SW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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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정부 규제 및 국가적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경영진의 

의지 부족’은 매우 불량에서의 지목률이 매우 양호에서의 지목률을 3배 이상 앞질렀다. 즉 디지

털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와 경영진의 의지는 정비례 관계인 셈이다. 

  소속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색 그래프는 1,000인 이상 기업 응답)

AI 및 자동화 기술이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다, ‘21.9%’

재작년 및 작년과 비교할 때 AI 및 자동화 기술에 대한 체감 온도는 확실히 달라진 양상이다. 

2016년을 전망한 재작년 설문조사의 경우 AI 및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

향을 미칠 시기로 ‘3년 이내’가 36.5%였으며, 작년에는 ‘3년 이내’가 과반수(51.1%)를 넘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미치고 있다가 21.9%, 1~2년 이내가 25.1%, 3년 이내가 28.8%였다. 3

년 이내를 모두 합하면 74.8%에 이른다. 특히 소속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

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42.5%가 ‘이미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AI 기술이 작년까지만 해도 

‘미래’로 인식됐던 반면, 이제는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현재’임을 수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AI 및 로봇 기술을 바라보는 IDG 테크서베이 패널들의 시각은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42.6%에서 57.6%로 증가했다. 단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20.0%에서 11.3%로 감소했다.

눈에 띄는 교차분석 결과로는 과장 이하 직급, IT 업종, IT 직종, 소규모 기업에서 부정적 응답

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이 있다. 부정적 응답에의 이유로는 일자리 감소와 관련된 응답

이 전체 부정 응답의 51.5%를 차지해 단연 두드러졌다.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이유를 묻는 주관

식 질문에는 편리함 증대, 생산성 향상, 인간다운 삶 증진, 지식 발전 등이 주로 거론됐으며 이

미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이자 시대적 요구사항이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도 다수 눈에 띄었다. 

 

 

전사적으로 혁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음

투자(재정적/인적) 부족

실패에의 두려움

접근 방법을 모름

혁신 전담 조직의 부재, 무능

정부 규제, 국가적 지원 부족

경영진의 의지 부족

35.6%

27.3%

60.0%

48.8%

20.2%

28.4%

40.2%

28.0%

27.3%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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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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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및 자동화 기술이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시기는?

 (우측은 2017년 및 2016년 전망 조사값)

  AI와 로봇, 자동화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측은 2017년 전망 조사값,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

2018년 IT 전망을 물어본 이번 조사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명료하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

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담론 수준에 그쳤던 인공지능이 기업 현실에 침투해 

비즈니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마치고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할 준비를 세우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어느새 검증을 마치고 구체

적인 활용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일부 대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이 더 많다. 특히 미드 사이즈 기업, IT에 대한 경

영진의 시각이 뒤떨어진 기업에서 두드러진다. IT를 IT 자체에 제한시키고 현실 비즈니스와의 

접목을 고민하지 않는 기업들이다. 막연하게만 생각됐던 4차 산업혁명을 어느덧 현실화하려 

시도하는 경쟁사들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디지털 디스럽션이란 와해성 혁신만을 의미

하는 단어가 아니다. 디지털로 인해 붕괴할 기업들이 장차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이기

도 하다.  

1~2년 이내이미 미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3년 이내 5년 이내

25.1%

21.9%

27.8%

17.3%

9.8%

26.7%

NA

13.1%

37.8%

33.4%

NA

0.5%

10.3%

20.3%

57.6%

11.3%

2.3%

8.1%

27.1%

42.6%

20.0%

NA

▒ 2018년 전망   ▒ 2017년 전망   ▒ 2016년 전망 

▒ 2018년 전망   ▒ 2017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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