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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Maginot Line)”의 교훈

들어가며

상 방어

실

마
지
노

아르덴느
산림지

양보할 있는 마지막 , 최후의 보루라는 뜻.
- 당시의 군장 인 A.마지노(1877∼1932)의 이름을 붙인 명칭

- 연장 약 750km 

- 1927년에 착 하여 10년 뒤인 1936년에 완

- 공사비는 160억 프랑

- 두꺼운 콘크리트 벽 로 만들고 중 장을 한 완벽한 요새

- 그러나 1940년 5월 독일 갑병단의 습과 격작 로 충분한

가치를 발 하지도 못하고 벨 에 방면의 일각이 돌 당하여 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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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RG, 2009

2009년 주요 리서치 기관들의 IT이슈 전망

• 최근의 경제상황과 IT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Cloud Computing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

• IDC/데이터센터사업자들은 Utility Computing과 SaaS모델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IT Service 2.0’ 도래

클라우드’ 컴퓨팅

‘Green IT’ 지속적 투자

‘Compliance’ 투자 확대

‘오픈소스’

‘XaaS’ 시대가 도래한다

TCO절감 위한 ‘가상화’

‘Convergence’ 확산

‘RFID/USN’

‘통합유지보수’

New IT Paradigm



- 6 -

New IT Paradigm

09년 IT이슈(비용절감) 및 관련기술 리스트

출처 : KIPA, SW 산업동향, 가트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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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Computing 정의

Utility Computing 정의

20세기 초산업사회

자체 IT자산
구축 및 보유

제공되는

IT서비스

자체 발전시설
보유

중앙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

21세기20세기

Utility Computing이란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IT자원을 서비스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해 실제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출처 : 빅 스 치, Nicholas G. C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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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체 구축과 Utility Computing 활용

구 분 자체 구축 유틸리티 컴퓨팅

시장 진입
• 시스템 설계, 장비 선정/구축, 테스트,

운영 등의 서비스 준비 기간 필요
• 시스템 설계, 장비 선정/구축, 테스트, 운영 등의

서비스 준비 기간 불필요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초기 투자비

• 피크치 기준 시스템 투자 필요

• 추가 설비투자 비용

•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자체 구축 대비 70% 이상의 투자비용 절감 기대

•설비투자 비용, 운용/유지 보수 비용의 20% 이상 절감

•고객사의 대규모 전송, 저장 관련 시스템 운영 대행으로
비용 절감

사업 리스크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 발생

• 유휴자원 비용 지속적 발생

• 예상 못한 사용량 증가 시 사업기회 손실

• 사용량 기준의 투자를 통한 사업 리스크 절감

확장성 • 서버 증설 요구 시 즉시 증설 어려움 • 고객사의 서버 증설 요청시 즉시 증설지원 가능

통계솔루션 • 별도 시스템 필요 • 별도 시스템 불필요

재무적 비용 • 고정비용(초기 투자비) + 변동비용 • 고정비용의 변동비용화

Utility Computing 장점

출처: KT ICC



- 9 -

Utility Computing 관련기술

Utility Computing 기술 연관성

Cloud Computing
On-demand Computing

Grid Computing VirtualizationVirtualization

Software as a Service
Autonomic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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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Virtualization)

가상화란 물리적인 한 개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Virtualization 3.0Virtualization 3.0

Virtualization 2.5Virtualization 2.5

Virtualization 2.0Virtualization 2.0

Virtualization 1.0Virtualization 1.0

• 2005

• 2007

• 2009

• 2010+

출처 : ID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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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http://www.thinkfree.com/

https://www.google.com/hosted
http://smallbusiness.yahoo.com/email/

www.zimbra.com

many others…

Word

www.writely.com
www.writeboard.com
www.inetword.com

many others…

Spreadsheets

www.numsum.com
www.irows.com
many others…

Database

www.dabbledb.com
www.Lazybase.com
www.quickbase.com

many others…

www.buildonline.com
www.blinksale.com

many others…

Document Mgmt

www.pxn8.com
www.pixoh.com
many others…

Graphics

www.linkedin.com
www.plaxo.com
many others…

Contacts Project Mgmt.

www.basecamp.com
www.jot.com

www.dreamfactory.co
m

many others…

SaaS(Software as a Service)

주문형(On-Demand)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며 인터넷으로 소프트

웨어를 서비스 받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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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의 분산 존재하는 다수의 IT자원

들을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

출처 : 가트



Utility Computing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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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Utility Computing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사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이 Utility Computing 사용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가?

업 보의 보안

합리 인 과 체계

IT 비스의 신뢰도

반 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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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고민하는가?

나의 파일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나의 사진과 기타 정보를 마케팅 캠페인에
이용하는 행위

나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행태에 기초하여
광고를 보내는 행위

나의 파일을 삭제했음에도 복사본을 보관하는
행위

나의 파일을 사법당국의 요청 시 전달하는
행위

90%

80%

68%

63%

49%

5%

10%

19%

20%

15%

2%

3%

6%

8%

11%

3%

6%

7%

8%

22%

매우
우

어느 도
우

별로
우 안 우 안

이용자들의 우려사항

출처 : Pew Internet R American Life Project April ~ May 2008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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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보안사고 사례

S사의 실수(Phishing)로 고객계정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솔루션을 이용중인 A사와 S Bank 2개의

업체 고객명단 수만 건이 유출 됨 (2007. 11)

미국 1위 인맥구축 사이트(SNS) M사이트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팝가수 등 일부 유명인사를 포함한 가입자 홈페이가 해킹 당함

(2007. 11)

S사의 전 현직 임직원의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던

외장 저장장치를 분실함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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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aaS 서비스는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게 개발/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건만…. 

1) 로그인 창에 ID와 로그인 패스워드가 기억됨(Default 설정)

2) 패스워드가 Clear Text형태로 보여짐

3) URL을 조작하자 Directory List와 관리자페이지로 이동

UC 사용자 고발사례

영국의 한 Social Network사이트의 SaaS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의 고발 (2009.01)

출처 : http://blog.kashflow.com/2009/01/21/sage-live-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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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보안 문제점

Product Security 측면(Invisible)

ü사전 충분한 Test가 되었는가?

üProduct 자체 Security 는 어느 수준인가?

ü컴포넌트나 부분적 System장애에서 Security 문제점 은?

ü…

Multi-tenancy 측면

ü모든 가입자간 정보분리는 UC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

üApplication Bug시 가입고객간 정보분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ü스위치 내 VLAN 등 설정이 잠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ü공유되고 있는 H/W, Load Balancer, Caching & Back-end Storage ??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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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보안 문제점

Operation 측면

üService Provider의 관리자들 은 데이터에 Direct Access가 가능

üService Provider와 경쟁사와의 관계는? 경쟁사가 인수한다면?

ü계약 해지 시, 어떠한 데이터를 돌려 받아야 하고,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삭제되
었는지… 또,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ü…

Infrastructure 측면

ü너무 많아……

VendorVendor가가 서비스의서비스의 장점만장점만 설명하고설명하고 취약점을취약점을 정확히정확히 설명하지설명하지 않는않는

것은것은, , 위험을위험을 알리지알리지 않고않고 이익만을이익만을 강조하여강조하여 고 위험 펀드를 파는 행위

와와 같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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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측의 반론

UC보다 기업의 정보보호가 잘되어 있다 확신할 수 없다.

→ 많은 기업들이 Firewall 설치만으로 안전하다 생각

UC보다 기업이 내부자의 정보 유출 및 해킹에 취약하다.

→ 보안사고의 75% 이상은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해도 웹 메일, 메신저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외부에도 저장된다.

집이 안전한가? Bank Locker가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을 Bank Locker에 보관하는 이유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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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소비자 기업
Sales

Partner
UC

Provider

ISV
(Applicati

on)

AIP
(Server, N/W)

정보
(DB)

소유

(기업입장)

On Premise 외부 내부 N/E N/E 내부 내부 내부

In The UC 외부 내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위치
On Premise 국내 국내 N/E N/E 국내 국내 국내

In The UC 국내 국내 국내 국내/국외 국내/국외 국내/국외 국내/국외

보호규제
On Premise 국내법 N/E N/E 국내법

In The UC 국내법 법률적 보호 미흡

업 Application Hardware
(server, N/W)

업 보

On Premise

UC
Provider

ISV*
(Application)

AIP**
(Server, N/W)

업 보
업 보

개인 보

국내 또는 국외국내

업
(사용자)

Sales
Partner

개인소비자
In The UC

*   Independent Software Vendor
** Application Infrastructure Provider

UC 서비스 생태계(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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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서비스 생태계와 정보보호

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기업에서 서비스제공업자로 이동

서비스 판매, 서비스 운영, Application, IT Infra 관리주체가 다름

가상화로 인한 정보의 분산 저장

글로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

업 Application Hardware
(server, N/W)

업 보

On Premise

UC
Provider

ISV*
(Application)

AIP**
(Server, N/W)

업 보
업 보

개인 보

국내 또는 국외국내

업
(사용자)

Sales
Partner

개인소비자
In The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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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강화
가상화로 인한 정보의 분산 저장(실 서버 해킹 시 전체 가상서버 피해 가능)

§ 가상화 환경을 고려한 보안 설계

§ 타 가입자간 데이터 물리적/기술적 분리(Access Control, Disk encryption 등)

§ 데이터 암호화 저장 및 전송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가용성을 위한 백업체계 구축

§ OWASP취약점 제거, Browser(128bit SSL 등),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 보안시스템(Web Application Firewall, IPS, DDoS방어시스템, ESM 등) 구축

UC 보안 고려요소

기술적 보안

인터넷 보안 강화
기존 웹 서비스 환경과 비슷한 유형의 취약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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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 및 책임 이행

§ 고객(기업) 자산 보호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대책 구현, 보안전문가에 의한 운영

§ 고객(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한 감사 수행(로깅, 모니터링, Audit)

§ 보안위반, 고객 요청 시 권한 회수 수행

§ 보안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 재난, 재해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구현

§ 시스템 도난, 비인가 반출 대응방안 구현(CCTV, 출입통제시스템..)

UC 보안 고려요소

관리 ·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강화
자산의 소유 및 관리주체가 기업에서 서비스제공업자로 이관

물리적 보안 강화
서비스 인프라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 및 전산실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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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플랫폼,어플리케이션,운영,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방안 수립 및 계약서 반영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위공급자 존재 시, 하위공급자에게 고객(기업)의 승인 또는

요청 없이 고객자료 제공 금지

§ 계약서상 합의된 정보보호 정책, 비밀유지 등의 정보보호 항목을 모든 하위 공급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

§ 프로그램과 문서에 대한 소유권 확인

§ 보안위반사항, 보안사고 및 성과에 대한 보고

§ 서비스제공업자 유사시 제3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인수받아 유지할 수 있도록

Utility Computing 서비스 에스크로(Escrow) 마련

§ 파산 시, 계약해지 시 기업정보 이관, 삭제에 관한 내용 명문화

§ 서비스업체의 사업독립성 보장방안 강구(경쟁기업과의 유착 대책)

UC 보안 고려요소

Compliance

계약서(SLA) 관리 강화
Utility Computing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제공업자의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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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등 국제 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준수

§ 서비스제공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인증제도 강화(ISO27001 인증)

§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간 개인 정보 이동 관련 법규에 따른 관련 대책 강구 필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

법률에 대한 대책 필요

UC 보안 고려요소

Compliance

국제 보안 표준 적용
글로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국외 이동 확산

국내 정보보호 법률 적용
서비스 사업의 안전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



롯데그룹 UC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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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비스 동향 및 이슈 시사점

건물(시설)

통신망/보안

에너지절감 관심증대
블레이드 서버 도입 증가로

Water Cooling 확대필요

그린데이터센터구현

지속적 센터 확충 필요

네트워크융합 확대
유선 à 유/무선통합

초고속무선NW, VoIP, IPTV

첨단네트워크서비스
인프라 확보 (무선 등)

HW, SW

운영체계
고객요구사항복잡화

End-End 서비스(SPoC)

비즈니스 중심의 관리체계

서비스 통합 대응 관리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운영기술

인력

가상화2.0 본격화 및

Grid 컴퓨팅 확대

비용↓, 사용율↑à 유연성강조

자동화, 가상화 컴퓨팅 확산

자동화/가상화 확대

원격 운영 서비스 확대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차별화
고객 맞춤형 IT 인프라 서비스

Utility Computing Service

UC 기반의 서비스

확보로 사업기회 증대

데이터센터 New Trend

데이터센터 IT 서비스 New Paradigm

•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중심도 Convergence, 

Utility Computing, Green Computing으로 발전

출처: 가트 ’07년 데이 Conference, DC ’07년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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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UBIT센터 UC 추진전략

UBIT센터 중장기 추진 전략

기반구축 (~2008)

• 34개 그룹사 이전 완료

• ITSM 체계 / 프로세스

• 국제 공인 인증 취득

(ISO 20000 / 27001)

발전 (~ 2010)

• 운영관리체계 고도화

(ITSM/ITAM)

• 그룹 백업 DRC 구축

• 물리적 통합기반구축(가상화)

고도화 (~ 향후)

•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통합 (가상화 / 자동화)

• 개발과 운영의 분리

• Utility Computing 체계

제 1 센터

주 시스템

2센터 백업

제 2 센터

1센터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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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서비스 진행경과 및 계획

2007년 UBIT센터 완공과 함께 34개 그룹사의 센터 이전을 통한 장소 및
관리의 집중화(Consolidation) 구축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스토리지 Utility Computing 실시
(백업 서비스료 + 특화된 부가 서비스료(NW 운영, 보안관제, DBMS 등))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On-Demand 서비스
Pilot Project 추진(그룹웨어인 MOIN서비스에 우선적용 중)

계열사 한곳의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Utility Computing 서비스 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롯데 그룹사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적용 예정

à 대외서비스로 사업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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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T센터 보안팀 내
Utility Computing 연구반 구성

§ Utility Computing 기반기술 연구
§ Integrity & Security 정책 수립

§ 시스템 통합 및 가상화 구축
§ Utility Computing 환경 구축
§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롯데 UBIT센터 UC 보안 대응

UBIT센터 Utility Computing 연구조직

UBIT 장

운 부 지원부

… 운 획 … 보안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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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없는 Utility Computing 비스
를 받 해 는

안 한 IT 인프라

최고의 보안 가를

보 한 업을 택하자.

결 론



의 : 롯데 보통신 지원부 덕상

yoondark@lotte.net



고객의 가치 창출 노 과 함께하는
롯데 보통신이 겠습니다.

고객의 가치 창출 노 과 함께하는
롯데 보통신이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