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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

│Senior Program Manager 김영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간도 부족, 전문 개발자도 부족하다.

국가, 기업, 공공기관, 학교, 커뮤니티까지 모두가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을 해야 한다고 한다. 디지털 전환의 필수요소는 지금까지의 기술부채, 조직부채를 새로운 디지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설계

해야 한다.

기업은 현재의 자산으로 더 많고 좋은 것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더욱 안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문가

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프로세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솔루션을 원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를 진행하는데 무엇이 방해됩니까?”라는 포레스터 컨설팅의 질문1)에 기업의 IT 업무 결정권자

들의 대답은 매우 투명하게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다시피 그들의 74%가 새로운 요구에 맞춰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고 65%가 기술과 지식이 모자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답했다.

그림 1 디지털 전환 수행을 위한 방해요소 [출처: 포레스터 컨설팅]

1) Forrester, “Large Enterprises Succeeding With Low-Code”, M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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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으로, 최근에 개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시민 개발자(Citizen Developer)”라고 불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우 촉박한 시간 내에 애플리

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전문 개발자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로우코드 및 노코드 개발 플랫폼은 기존의 운영 체제에 얽매이거나 확장성 요구와 같은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환경에서 구축된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더 

빠르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생산성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스트럭쳐 이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향상이 된다.

KPMG의 조사2)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투자로 꼽은 기업은 10%에서 26%로 거의 3배 증가했다. 밑의 그림 2에서 

보듯, 다른 기술에 비해서 엄청난 관심과 투자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도구로서의 투자 기술 비율 [출처: KPMG]

가트너는 향후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3)하고 있다. 

유니스피어 리서치(Unisphere Research)는 324개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4)를 실시한 결과, 최소 

2) KPMG, “Enterprise Reboot”, Aug, 2020
3) Gartner, “Magic Quadrant for Enterprise Low-Code Application Platforms”, Sep 30, 2020

4) Unisphere Research, “Adoption of Low-Code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s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Citizen Developers”,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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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가 기존 IT 부서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따로 개발되어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로우코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였으며, 

3개월을 초과했다고 대답한 조직은 17%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 IT 개발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현업부서에 있는 파워 사용자와 개발자들이고, 그들을 위한 로우코드/노코드 

개발에 대한 과제로는 데이터 보안과 적절한 프로그래밍 기술 학습, 데이터 처리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3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의 비 IT 개발자 현황 [출처: 유니스피어 리서치]

로우코드와 노코드는 두 단어가 함께 자주 인용되어 사용되지만, 두 범주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개발 경험이 있는 파워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는 개발자를 대상

으로 하는 로우코드 플랫폼은 모델 기반 및 메타데이터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선언적

(declarative) 고급 프로그래밍 추상화(high-level programming abstraction) 및 원스텝 배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배포, 실행 및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시각적 개발 환경 및 

백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또는 API에 대한 자동화된 링크를 제공한다.

그에 반해, 노코드 솔루션은 이러한 추상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코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시각적 

드래그 앤드 드롭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므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커스터마이즈의 관점에선 로우코드 

솔루션보다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아무리 ‘노코드-코드 없음’이라고 부른다 해도, 꽤 복잡한 개발 도구

들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발 경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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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로우코드 플랫폼은 

노코드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는 새로 등장한 이 도구를 기존 작업의 직접적인 대체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빌드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이미 본인이 익숙한 작업 방법의 확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은 꾸준히 전문 프로그래머의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이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기존 기술이 없고 처음부터 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생각하면(IT 기업은 제외) 기술력 

부족으로 그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 이 기술은 그 아이디어를 유용

하게 테스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로우코드/노코드 접근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출시하거나 내부에서 사용해야 하는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이상적일 수 있지만, 기존 대기업에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캡제

미니(Capgemini) 컨설팅은 최근의 기술 트렌드 중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기술로 선택5)했다.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리소스 시간을 사용하여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하기에 이 과정은 다음에 실제 제품을 출시하는데 드는 선행 기간(lead time)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일반 비용과 리소스의 활용도에 크게 기여한다. 더 나아가 실제 대기업의 경우는 로우

코드/노코드 플랫폼에서 단독적으로 코딩 작업을 최소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에 부가가치가 

있기보다는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공되는 API 카탈로그, 사전 빌드된 템플릿 및 자동화, 인공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위에서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상에서 개발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제공하는데 큰 가치와 경쟁력이 있다. 

로우코드/노코드 도입 시 고려 사항

아직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도입 전이거나 망설이는 기업, 단체, 기관이 있다면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고려 사항을 아래에 소개한다. 

가. 투자대비수익률(ROI)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

하다. KPMG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치 대비 속도”라고 소개한다. 로우

5) Capgemini, “TechnoVision 2020: change making simplified”, Jun, 2020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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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노코드는 코딩 방식에서 빌딩 블록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젝트도 빠르게, 

때로는 몇 주 안에, 때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빠르게 완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출시하거나, 규정 준수(compliance) 기능을 

향상하는 등 중요 가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조직이나 기관 단체의 디지털 혁신 의제를 

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나. 비용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 채택은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리소스 절감’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속 지출 비용’에 대해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사용 고객 중의 상당수는 이 기술 채택에 있어서 

이러한 구독형 모델에 어떤 ‘비용 최적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일단 모든 

구독형 모델은 그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규모로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그것과 동시에 

초기 계약 시에는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이용 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기존 인프라 스트럭쳐와의 적합성

   로우코드/노코드는 독립적인 클라이언트 툴이 아닌 기업 및 조직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쳐에 패치되는 

기술이다. 그러기에 기업이나 조직의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로우코드/

노코드 기술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자산에서부터 인공지능/머신 러닝 및 블록체인, 초자동화(Hyperautomation)와 같은 최신 기술을 

모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검토되어야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라. 보안

   어떤 종류의 도구, 솔루션, 서비스가 기업이나 다른 조직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보안에 관한 기본 관리와 가이드라인의 제공은 그 전체 조직의 중앙 팀-일반적으로는 IT 부서-

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도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 로우코드/노코드 

솔루션을 사용하여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될 범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쉽게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권한 부여 및 인증 메커니즘과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관리, 운영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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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 제공 기업

위에서 로우코드 플랫폼은 노코드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 

벤더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모든 벤더를 다루기보다는 가트너가 선택한 이 분야 최고 벤더 중 세 개의 

선도 기업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4의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 가트너 로우코드 플랫폼 매직쿼드런트 [출처: 가트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두 업체이다.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Ignite 2021) 행사에서도 이 로우코드 플랫폼에 혁신적인 기능6)을 대량으로 선보일 정도로 

주력하는 부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내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즈니스 

6) Microsoft, “What's new and what's next for the Microsoft Power Platform”, Mar, 2021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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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로직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챗봇, 앱 개발 지원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안전

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버스(Dataverse)의 사용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파워 에프

엑스(Power Fx)라는 엑셀과 비슷한 형태의 로우코드 수식 언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관리

한다. (특정 컴포넌트는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5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구성

장점

Ÿ 제품 전략: 코딩이 필요 없는 ‘노코드’ 수준부터 고급 전문 개발자까지 모든 수준의 팀을 지원한다. 

파워앱스(Power Apps)에서는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과 같은 매우 간단한 디자인 접근법을 제공

하여, 캔버스 앱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며 파워 에프엑스와 같은 수식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시민/비즈니스 개발자와 같이 비전문 개발자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Ÿ API 및 통합 서비스: 파워앱스 및 데이터버스에는 타사 iPaaS(Integration Platform as a 

Service)와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해 전체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CRUD) 

작업을 지원한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포함하여 300개 이상의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Ÿ 혁신: 개발자가 모델을 구성 및 훈련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지원한다. 

사전 빌드된 모델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텍스트에서 특정 요소를 추출하고, 텍스트를 

분류하고, 언어를 식별하고, 주요 구문 추출 및 감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AI Builder’는 

데이터 및 시각 인공지능 모델 기능에 대해 노코드 플랫폼을 지원하며, 파워앱스의 확장 기능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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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포레스터 컨설팅 보고서7)에 의하면 파워앱스를 통해 74%의 애플리

케이션 개발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는 이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 솔루션제공자 중에 가장 앞서있는 기업이다. 오랫동안 전문 

기술인력이 아닌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세일즈포스 라이

트닝 플로우(Salesforce Lightening Flow)나 포스닷컴(Force.com)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다양한 툴이 통합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의 앱 빌더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지원 활동 

중이다. (그림 6)

그림 6 세일즈포스 플로우 구성

장점

Ÿ 전체적인 운영능력: 세일즈포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계 최고의 파트너 생태계는 로우코드/노코드 

솔루션 채택에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고객 경험에 대한 투자가 크고, 여러 선도 기업 

인수를 통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Ÿ 비즈니스 모델: 수많은 고객이 사용하는 세일즈포스의 SaaS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가장 큰 장점이다. 수백 개의 앱 익스체인지(AppExchange)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이 세일즈포스의 커스터머 360 플랫폼을 확장했고, 세일즈포스와 파트너의 SaaS 

고객은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여 그 기능을 다시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구성했다.

7) Forrester, “The Total Economic Impact of Power Apps”, Mar, 2020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11

Ÿ 혁신: 세일즈포스는 복수의 커스터머 360 플랫폼 기술 스택(Heroku 및 Apex)을 연결하는 통합된 

개발 및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기술 전략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고객이 운영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중 사용자 개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세일즈포스 

플랫폼의 새로운 모바일 기능은 세일즈포스의 다중 경험(Multiexperience) 기능도 향상했다. 세

일즈포스 플로우를 업무에 도입한 고객의 경우 매주 4시간의 수작업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8)가 

있다.

아웃시스템즈(Outsystems)

로우코드/노코드 분야의 전문기업이면서, 또 다른 리더인 아웃시스템즈 플랫폼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모두 지원한다. 시각적이고 모델 중심적인 개발 환경을 통해 개발자들이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내놓으며 지속적 배포(Continuous Delivery)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한다. 사용자 액세스는 페르소나 기반(persona-based)으로, 시민 개발자(citizen 

developer)에서 전문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수준에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해 향상된 플랫폼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를 제공한다. UX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와 드래그 앤드 드롭 사용자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액세스

를 제공하여 여러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그림 7)

그림 7 아웃시스템즈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환경

8) Salesforce, “Salesforce Flow Data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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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Ÿ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환경: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는 여러 템플릿과 

UI 패턴을 갖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앱 구성요소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 회사의 라이브 스타일 가이드(Live Style Guide)는 고객에게 고유한 

브랜드 및 UI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제공하며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UI 패턴의 라이브러리로 

사용한다.

Ÿ 개발자 페르소나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지원: 다중 페르소나 개발자 경험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표준 기반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시민 개발자에 의해 배포된 애플리

케이션이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개발자가 원활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풀 스택 

비주얼 로우코드 언어는 지식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비전문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한다.

그림 8 애플리케이션 전문가를 위한 로우코드 플랫폼 평가 [출처: 포레스터]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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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키텍처: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은 아웃시스템즈 서비스나 타사의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 조합은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소스 제공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느슨하거나 강하게 

결합한 API를 제공하는 데이터 패브릭(Data Fabric)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아키텍처 대시보드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와 버전에 걸쳐 상호 의존성 분석 및 코드 패턴 분석을 제공한다. 

뛰어난 인터페이스 환경과 함께 우수한 프로덕트 아키텍처로 2019년 포레스터 컨설팅의 평가9)

에선 아웃시스템즈가 먼저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림 8)

마무리

지금까지 위에서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이 관심을 받게 된 배경과 도입 시 유의사항, 솔루션 

서비스 선도업체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업들은 직원, 파트너 및 고객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3,500명의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아웃시스템즈 설문 조사10)에 따르면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구축된 가장 일반적인 애플리케

이션은 고객 및 파트너 대상 포털 또는 웹 앱, 고객과 파트너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 직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확장 또는 교체의 솔루션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점이 있다.

· 속도: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면 여러 디바이스 플랫폼 대응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으며, 프로토타이핑과 실 개발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 활용도 높은 리소스 관리: 전문 개발자의 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아는 현업 개발자를 활용할 수 있다.

· 낮은 위험도/높은 투자대비수익률(ROI): 강력한 보안 기능, 데이터 통합 및 멀티 플랫폼 

지원이 이미 내장되어 있고 해당 기능을 쉽게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주변 리스크가 

줄어들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 간편한 배포: 개발이 끝나면, 한 번의 클릭으로 배포 전 영향 평가, 스테이징, 배포까지 자동화

할 수 있다.

9) Forrester Wave, “Low-Code Development Platforms For AD&D Professionals”, Mar 13, 2019
10) Outsystems, “The Low-Code Developme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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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있는

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력을 활용하여 비전문 개발자, 현업 개발자도 일상적

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개발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플랫폼은 

현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연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디지털 현대화, 민첩성. 회복 탄력성 및 효율성을 가속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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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쿠버네티스 대응 전략 마련하기
│도안구 테크수다 편집장

“새로운 정보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컨테이너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금융, 

제조 등 민간 부문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올해가 관련 시장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기반 구현과 관리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PaaS(Platform as a Service) 업체들은 

2021년 올해 시장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림 9)

그림 9 디플로이의 변화

최근 PaaS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파스타 개발 회사 중 하나인 이노그리드와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메가존의 자회사인 쿠버릭스, 나무기술의 PaaS 기술 자회사인 아콘소프트 

등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VMware코리아와 레드햇코리아 등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각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면서 국내 관련 시장을 살펴보자.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성이 있고,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선언적 구성과 자동화를 모두 지원한다. 구글이 2014년에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화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1)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이 각광 받으면서 컨테이너 엔진부터 레지스트리,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보안 이슈가 데브옵스와ㅗ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이슈도 함께 부상하면서 이를 좀 더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는 PaaS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게 사실이다.

11) https://kubernetes.io/ko/docs/concepts/overview/what-is-kubern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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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개발, 운영, 인프라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기반 환경과 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이관이나 개편

보다는 우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파일럿 형태나 혹은 신규 서비스 런칭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조직 개편과 역할 분담, 운영 이슈 등 사전 점검 항목을 만들어 대비

할 걸 조언하고 있다.

올해 구축 소식들과 함께 구축 이후 모니터링과 관제 분야 시장도 매니지드 서비스 일환으로 전문기업에 

맡기거나 이 분야에 특화된 SaaS(Software as a Service)도 관련 기업들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IT 관련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중심으로 기술을 도입했다면, 이제는 금융권, 제조, 통신, 

공공기업 등 구분 없이 고루 서비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파스-타의 대응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 도구, 

운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파스-타 5.0(라비올리)을 통해 이전 버전보다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갖췄다. CI/CD를 지원하며, 개발 관련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쿠버네티스 지원이 

강화돼 개발자가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 중 원하는 환경에서 선택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파스-타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 한 곳인 이노그리드의 김명진 대표는 “시장의 변화에 파스

-타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버전은 물론 쿠버네티스 버전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전략은 VM웨어도 마찬가지다. 클라우드 파운드리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들의 경우 

굳이 한꺼번에 새로운 인프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 없이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쿠버네티스 환경도 새롭게 지원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신규 도입하려는 고객들이 경우 쿠버네티스 환경의 모니터링과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관련 

기관과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런 고객 요구와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파스-

타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에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 쿠버네티스 환경과 맞는지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 새로운 기능 정립과 사업 로드맵들도 지속해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IaaS 위주의 클라우드 도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PaaS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올해 좋은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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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 쿠버릭스 

메가존의 쿠버네티스 지원 전문 자회사인 쿠버릭스는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전화를 위한 

PaaS인 겐트리(Gantry) 플랫폼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PaaS 시스템 아키텍트, CI/CD와 데브옵스 플래닝, 

솔루션과 툴 교육 관련한 컨설팅과 개발, 모니터링, 데브옵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버릭스의 겐트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프로비저닝과 서비스 매쉬, 통합 운영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는 VM웨어의 탄주, 호라이즌 등의 플랫폼,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뉴타닉스의 HCI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해시콤의 노매드, 테라폼, 콘솔 등의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와 KT 클라

우드 등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제품도 다루고 있다.

정재준 쿠버릭스 부사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부 역량을 키운 덕분에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고 “저희 제품만을 고집하지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지원 

역량도 키웠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 SW인 만큼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뉴타닉스 HCI 기반에 VM웨어를 얹고 자사의 겐트리 관제 포털을 금융, 공공 재택근무 시스템에 적용했고 

국내 KT와 네이버 클라우드에 협력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협업도 진행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들과 

금융권에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모 회사가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고객인 만큼 쿠버네티스 구축 후 원격에서 모니터

링과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이런 업무도 원격에서 가능토록 유연하게 

바뀐 만큼 원격에 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나무기술 칵테일 클라우드

칵테일 클라우드는 지난 2018년 신소프트웨어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CNCF)의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한 제품으로 멀티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이 반영된 애플리케이션 중심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관리/운영을 돕고 있다. 

칵테일 클라우드의 개발은 나무기술의 자회사인 아콘소프트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칵테일 클라우드는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의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시 고성능 컴퓨터 클러스터의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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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대카드 인공지능 구축 관리 플랫폼으로 선정되었다. 또 S사의 5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개발, 

김포 스마트시티 플랫폼 설계, 특허청의 인공지능 번역 플랫폼 구축 등에도 사용되었다.

김진범 아콘소프트 대표는 “칵테일은 쿠버네티스가 갖지 못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

니다.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든 간에 멀티테넌시 기능을 제공하고,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클러스터 자동 구

성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베어메탈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쉽게 쿠버네티스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칵테일 클라우드 경쟁력에 대해 완성도, 가격, 커스터마이징, OS 독립성, 사용자 편의성, 10년 이상의 

클라우드 분야 경험 등을 꼽았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써 직관적인 GUI 기반 관리 편의성과 단일화된 제어화

면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칵테일은 멀티클라우드 /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단일한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 단일 제어부에서 온프레미스와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인프라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 

레드햇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오픈시프트의 경쟁력은 바로 레드햇의 기술력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을 비롯한 기업의 인프라, 또는 개발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 역시 경쟁력 면에서 큰 요소다. 

크게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라고 부를 수 있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제품군과 이를 지원해주는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픈시프트는 기업마다 어느 환경에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으로 

나뉜다. 각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의 제품들과 레드햇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오픈시프트 온라인(OpenShift Online), 오픈시프트 데드케이티드(OpenShift Dedicated) 서비스가 

있으며, 프라이빗 환경에 직접 구성하고 관리하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제품이 있다.

오픈시프트를 지원해주는 제품군 중 스토리지 분야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스토리지(OpenShift Con- 

tainer Storage),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어드밴스트 클러스터’ 제품이 있으며,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을 책임져주는 퀘이(Quay)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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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글로벌 대외계 서비스 구축 건과 롯데카드 채널계 PaaS 플랫폼 구축 건, 오렌지라이프(구 ING

생명) 컨테이너 플랫폼 구축 사례가 대표적이다. 롯데카드의 계정계 클라우드 전환 사례의 경우 IBM과 

긴밀히 협력한 대표적인 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IBM 클라우드 등에 자동화된 설치형 오픈시프트 서비스는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는 오픈시프트를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의 제품 카탈로그에 넣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교육과 산업 현장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레드햇에서는 “레드햇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개발 센터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레드햇 교육과 자격증 

과정을 제공하며, 북미, 중남미,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으로 구분된 전 세계 지역별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어떤 직무의 과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끔 

고안되어 운영 중이다.

VM웨어 탄주(Tanzu)

VM웨어 탄주는 쿠버네티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구축, 구동, 관리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기업은 탄주 솔루션을 

통해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구동을 지원하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다. 2019년 

v스피어와 쿠버네티스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 퍼시픽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와 운영자, 기획자에게 

컨테이너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단일 플랫폼에서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을 통합할 수 

있다.

VM웨어는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전사적으로 밀고 있었던 회사다. 인수한 피보탈(Pivotal)은 빅데이터와 

PaaS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통합 환경이 

대두되자 3개의 회사를 전격 인수했다.

첫 번째는 햅티오다. 이 회사는 쿠버네티스를 만든 이들이 나와서 세운 쿠버네티스 전문 업체로 VM웨어가 

인수하고, 컨테이너 솔루션인 PKS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나미도 인수했다. 비트나미는 콘텐츠 카탈로그 제공업체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위한 사전 구축, 

스캔, 테스트, 지속 유지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자들이 다양한 오픈소스를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필요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손쉽게 가져다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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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회사는 카본블랙이라는 보안 회사다. 쿠버네티스 런타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치 않은 네트워

크 포트 개방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많은 API 간 소통 시 보안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김영태 VM웨어 코리아 상무는 “인프라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개발, 운영, 

보안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와 보안 업체를 인수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

니다.”라고 말했다.

VM웨어는 델 연합군 소속으로 클라우드 파운드리 진영을 이끌던 회사다. 이미 고객들 상당수가 관련 

인프라를 도입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면서 탄주를 통해 쿠버네티스 

분야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운영할 수 있어 시장을 이끌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은 이런 국내외 쿠버네티스 지원 PaaS 기업 간 경쟁은 물론 PaaS 시장을 장악하려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현과 활용까지 가려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컨테이너 환경과 관리 시장은 변화를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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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티아 나델라가 말하는 클라우드 혁신을 
이끌 다섯 속성, 그리고 시사점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2021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Microsoft Ignite)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개발자와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기술 이벤트이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스, 파워 플랫폼(Power Platform)과 같은 기업용 서비스의 최신 업데

이트 발표가 이 행사의 주요 아젠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자신의 

키노트에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을 언급했다. 팬데믹이 거치고 난 후 기술이 이끌어 나갈 

향후 10년, 클라우드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특히 다섯 가지의 속성을 들며 차세대 

클라우드 혁신을 이끌 요소임을 밝혔다.12)

Ÿ 유비쿼터스(Ubiquitous) & 탈중앙화된 컴퓨팅

Ÿ 주권을 가진 데이터(Sovereign Data)와 주변 지능(Ambient Intelligence)

Ÿ 힘을 받은 창작자와 커뮤니티

Ÿ 글로벌 근로자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Ÿ 디자인에 기반한 신뢰

사티아 나델라가 자신의 키노트에서 말한 이 속성들은 금방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다섯 가지의 속성으로 분류되어 각각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다섯 속성은 각각 별개로 기술적 진화나 사회적 속성을 언급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이의 중심에 클라우드가 있다는 것을 

사티아 나델라는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기술과 정책, 사회, 심지어 정치 분야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탈중앙화 – 필요한 곳에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나델라가 제일 먼저 든 것은 유비쿼터스와 탈중앙화된 컴퓨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제 정보통신부 

12) CRN, “Microsoft Ignite 2021: Satya Nadella’s 5 ‘Key Attributes’ To Drive Cloud”, Ma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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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주도하에 수립된 “U-Korea 전략”을 통해 “유비쿼터스”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13) 당시 정보통신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캐치프레이즈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할 정도로 IT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였다. 정보통신부의 비전이자 

전략인 IT839 전략도 u-IT839 전략으로 수정되었을 정도다.14) “유비쿼터스”는 (신은) 어디에나 널리, 

그리고 동시에 존재한다는 철학적/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 있는 기기를 컴퓨터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u-Korea 전략이 수립될 당시 한창 네트워크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이다. 광대역통신망의 확산과 함께 이동통신 인프라가 진화하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국가 정보통신 전략의 비전이 된 것이다.

사티아 나델라가 말한 유비쿼터스도 사실 같은 의미이다. 15-6년 전에는 통신 인프라와 기기의 발전에 

근간을 둔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의 

진화 방향을 강조한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또는 생활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나델라의 키노트에서도 두 번째 속성으로 생활환경 지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관점에서 탈중앙화를 통한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이 두 속성으로 정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화된 클라우드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은 “매우” 중앙화된 상태라 볼 수 있다. 나델라도 키노트에서 현재의 컴퓨팅은 

극도로 중앙화되어 있어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확대되며 컴퓨팅 자원은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계속 집중되는 상황이다. 운영의 용이성, 

수요에 따른 확대/축소의 유연함 등 비즈니스적으로도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대부분 기업의 사업전략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터넷 성능의 향상이 이러한 

중앙화에 주요 촉매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든지 원격 운영이 가능하기에 컴퓨팅 자원이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변혁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에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 우선 데이터의 폭발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양한 서비스

13) 사이언스타임즈, “정통부 ‘U-Korea 추진전략’ 보고서’ 대통령 보고…미래 국가발전 청사진 제시”, Jun 9, 2004
14) 디지털데일리, “정통부 IT839전략 u-IT839 전략으로 수정”, Feb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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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혹은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함으로써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처리하기에는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당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서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데이터가 모여지는 곳, 바로 그 위치에서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엣지컴퓨팅이다. 탈중앙화의 첫 단계는 엣지컴퓨팅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티아 나델라는 이미 일관성 있게 클라우드 미래는 엣지컴퓨팅에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15) 엣지

컴퓨팅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예를 들면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엣지컴퓨팅에서 말하는 소위 “엣지”에서 실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이 엣지컴퓨팅 본래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엣지”에서의 컴퓨팅 요구 사항이 

복잡해지고, 컴퓨팅 성능이 미미한 IoT 기기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엣지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렛(Cloudlet)”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가까운 소형 데이터센터(클라우드렛)를 통해 컴퓨팅 자원을 자연스럽게(Seam -less) 

지원받도록 하는 표준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전통적인 핸드오버(Handover) 개념을 적용

하여 수행 중이던 작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른 클라우드렛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렛의 특징이다.

데이터 주권을 중요시해야 한다

중앙 집중된 클라우드 컴퓨팅의 또 다른 큰 숙제는 “데이터 주권” 이슈이다.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집중되면서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의 범위와 그 활용도 점점 더 확대

되고 있다. 이름/성별/연령/지역과 같은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 검색 및 쇼핑 이력 

등 소위 나의 “디지털 흔적”들이 모두 개인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런 “디지털 흔적”은 개인화

(Personalization) 과정을 거쳐 보다 나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활용되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요즘 추세는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이 크다. 이 밖에도 내가 만들어 낸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데이터 주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5) Techcrunch, “Satya Nadella looks to the future with edge computing”, Oct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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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의 키노트에서도 데이터 주권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다. 다만 나델라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대신 주권을 가진 데이터(Sovereign Data)로 표현한 것이 이채롭다. 개개인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기에 방점을 찍고자 의도적으로 “주권”이 아닌 “데이터”를 주체로 만든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초기부터 데이터 주권이 이슈가 될 것으

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었다.16)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과 함께 데이터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곳이 

집중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경 넘어 움직이는 

데이터의 관할권 및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 못지않게 기술적인 방식의 제시도 강조하고 있는데, 요새 이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유럽의 GDPR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사티아 나델라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엣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탈 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데이터 주권의 보장을 들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상

생활 속 곳곳에서 지능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개인 프라이

버시가 침해된다든가, 혹은 공개되어선 안 되는 정보가 중앙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을 가진 데이터와 생활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을 하나의 테마로 언급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생활환경 지능은 (주로) 엣지에서 수집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는 더욱 스마트해지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은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델라가 강조하고 하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로 인해 더욱 지능화된 서비스가 속속 등장

한다는 것이다. 단, 데이터 주권 이슈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고, 이를 탈중앙화 컴퓨팅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탈중앙화는 곧 분산 클라우드 전략을 의미한다

가트너가 2021년 10대 전략기술 키워드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이다. 

나델라는 “분산 클라우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탈중앙화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이지 IT 전략 관점에서는 같은 의미다. 탈중앙화가 향후 

16) Primavera De Filippi, Smari Mccarthy, “Cloud Computing: Centralization and Data Sovereignty”, 
Nov 6, 2012 (submitted date)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25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물이 결국 분산 클라우드라 볼 수 있다. 분산 클라우드가 등장한 

배경에는 이미 많은 기업/기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의 강점에 익숙해진 기관에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분산 클라우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강점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고객”이 위치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분산” 시킨 것이 분산 클라우드다.17)

나델라가 언급한 속성인 데이터 주권과 생활환경 지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 역시 분산 클

라우드이다. 가트너에서는 분산 클라우드를 다음과 같은 여러 유즈케이스로 구분하고 있다.18)

Ÿ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기관 사이트 내 구축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Ÿ IoT 엣지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Ÿ 메트로 지역(Metro-Area) 커뮤니티 클라우드: 도시 혹은 광역도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클라우드 서비스

Ÿ 5G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통신사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Ÿ 글로벌 네트워크 엣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의 라우터, 기지국, 허브와 같은 곳에서 제공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림 6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엣지존의 활용 예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17)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분산 클라우드, 그 배경과 향후 전망”, Jan, 2021
18) Gartner,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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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아 나델라가 탈중앙화, 그리고 유비쿼터스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애저 엣지존은 이미 앞서 열거한 분산 클라우

드의 여러 유즈케이스를 커버하고 있다. (그림 10)

프라이빗 엣지존으로 엣지 컴퓨팅 및 탈 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며, 통신사가 소유한 데이터

센터 내에 엣지존을 배치함으로써 네트워크 코어에 위치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지역 별 혹은 대형 기관 별로 엣지존을 둠으로써 애저 기반의 탈 중앙화를 완성할 수 있다. 

사티아 나델라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한 두 속성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미 

애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루는 기술적/경제적 민주화

나델라가 말하는 클라우드 미래를 이끌 다른 속성은 디지털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바람

직한 모습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가 디지털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엔 깃헙(Github)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의지도 담겨 있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필요한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과 도구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와 또 이들의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의 바람직한 균형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판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클라

우드 기술에 힘입은 것임을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 글로벌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한편 

고용하는 기업에서도 노동 방식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업무, 학습, 기술이 

서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술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디자인에 기반한 

신뢰”라고 표현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주요 연구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TC: Trustworthy Computing)보다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른 

기술에 대한 영향성, 안정성,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의 윤리적 원칙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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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가 키노트에서 제시한 다섯 속성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들에게 전하는 마케팅 메시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호의 선장이 된 지 7년 후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정책을 드라이브하며 정상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된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래 비전이기도 하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바람이 한창인 요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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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보여준
애저의 진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1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역시 온라인 행사로 

열렸다. 3월 2일부터 48시간 동안 15만 명의 전문가, 관리자, 개발자들이 디지털로 참석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기조 연설에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클라우드의 다음 단계 그리고 생활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 창작자와 커뮤니티, 경제적 기회, 신뢰 기반의 기술이 이끌어 낼 혁신을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시(Mesh)와 같은 혼합 현실 플랫폼이 새로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번 글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혁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 현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애저 시냅스 패스웨이(Synapse Pathway)

애저 시냅스 패스웨이는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즉,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데이터 하우스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애저 시냅스 

어낼리틱스로 이전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19)

그림 11 애저 시냅스 패스웨이 개념도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19) Microsoft, “Announcing Azure Synapse Pathway: Turbocharge your data warehouse migration,” 
Ma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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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저 시냅스 패스웨이는 소스 시스템에 연결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패스웨이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시냅스 어낼리틱스 상의 T-SQL 코드로 최적화한다. (그림 11)

이 기능을 통해 전통적으로 손으로 코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빠른 시간 내에 자동화될 수 있으며 직접 

하다가 생기는 에러를 줄이고 전체 마이그레이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애저 퍼셉트(Percept)

퍼셉트는 고객들이 애저 인공지능 기술을 엣지에서 간단히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하드웨어와 서비스 플랫폼

이다. 여기에는 기기 관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기능이 포함된다.20) (그림 12)

그림 12 애저 퍼셉트 개발 키트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이 플랫폼에는 개발 키트와 함께 애저 퍼셉트 비전이라는 지능형 카메라가 제공되며, 애저 퍼셉트 스튜디오는 

광범위한 코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공지능 전체 생애 주기를 통해 고객을 안내한다. 이는 다시 말해 

개발, 학습, 개념 증명을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퍼셉트 비전과 퍼셉트 오디오는 개발 키트와는 별도로 판매되는데, 클라우드의 애저 서비스와 연결되고 내

장된 하드웨어로 가속하는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 엣지에서 음성과 비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제3의 반

도체나 장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애저 퍼셉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지능형 엣지 기기의 생태계를 만들고

자 한다.

20) TechRepublic, “Microsoft Ignite: How Azure Percept will bring AI to the edge for the 
enterprise,” Ma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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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는 애저와 사물인터넷 기기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서을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인 애저 IoT 허브와도 

연계하며, 퍼셉트 기반 솔루션은 머신 러닝 모델  모니터링, 검증,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과 배포에서 협업을 

하거나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MLOps와 통합할 것이다.

에저 퍼뷰(Purview)

애저 퍼뷰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서비스로 고객이 데이터의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퍼뷰를 통해 온프레미스, 멀티클라우드 SaaS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맵을 만들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자동화된 데이터 발견, 인공지능으로 강화한 데이터 

분류, 그리고 종단간(end-to-end) 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는 

퍼뷰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한 데이터 소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그나이트 

2021에서는 애저 퍼뷰에 추가한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다.

Ÿ AWS S3 데이터를 퍼블릭 프리뷰 방식으로 스캔하고 분류할 수 있다.

Ÿ 더 많은 온프레미스 소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로 SAP S/4 HANA, SAP ECC 같은 

ERP 소스를 지원하고, 오라클 DB를 데이터 소스로 지원한다.

Ÿ 서버리스와 종속된 SQL 풀을 걸쳐 애저 시냅스 워크스페이스를 스캔할 수 있다.

Ÿ 애저 리소스 그룹과 섭스크립션을 스캔

Ÿ 애저 시냅스 어낼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애저 퍼뷰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Ÿ 애저 퍼뷰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서 계층적 비즈니스 용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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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애저 퍼뷰가 새로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크 지원 쿠버네티스

애저 아크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이종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툴로서, 고객이 온프레미스,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매니지드 

서비스이다. 2020년에는 아크 지원 데이터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그나이트 2021에서는 애저 아크 

지원 쿠버네티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데이터센터, 멀티 클라우드, 엣지에서 애저를 통해 연결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은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공통의 쿠버네티스 구성은 배포할 수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그리고 대규모로 

애저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애저 아크는 또한 개발자들이 중앙에서 GitOps를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도 안전하게 코딩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번에 애저 아크 지원 머신 러닝을 프리뷰로 보였는데, 이는 고객이 모델 학습을 위해 임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타깃해서 애저 머신 러닝을 온프레미스, 멀티 클라우드, 엣지에서 혁신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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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이야기는 애저 머신 러닝을 아크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 어디에서나 동작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고객은 애저 클라우드, GCP, AWS, 엣지 기기 그리고 온프

레미스에서 애저 아크 지원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 어떠한 쿠버네티스 타깃 클러스터에서도 머신 러닝 

학습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구글의 안토스(Anthos), AWS의 아웃포스트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구글의 안토스가 아직은 

좀 더 쿠버네티스 중심의 솔루션이지만, 아웃포스트가 AWS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에 호스트된 워크로드

하고만 호환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세 회사의 경쟁이 흥미로워진다.

산업 특화 클라우드

이번에 프리뷰로 론칭한 세 개의 산업 특화 클라우드는 금융, 제조, 비영리 섹터를 위한 것이다.21) 이미 1월에 

리테일을 위한 클라우드를 발표했었는데 이는 헬스케어를 위한 클라우드 이후 두 번째의 버티컬 분야의 

클라우드였다.22) 금융 클라우드는 3월 말에, 비영리 분야와 제조 클라우드는 2021년 6월 말에 일반에게 

프리뷰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 클라우드는 복잡한 제어 프레임워크와 각종 규율이 요구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디자인한 종단 간 적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365, 다이나믹스365, 파워 플랫폼의 기존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23) 그 외에 다양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플랫폼의 가치를 확대하고 현재 

금융 서비스 산업에 직면하는 긴급한 도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고객 확보와 인게이지먼트에서는 통합된 고객 프로파일을 통해 고객 

경험을 전반적인 뷰로 파악하면서 다음 행동을 제안하고, 금융, 행위, 인구 통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원격 판매와 서비스에서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가상 커넥션을 강화해 로열티를 갖게 하면서 업셀/크로스셀이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도록 한다.

ABN 암로(AMRO) 같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해 웹이나 온라인 고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는 팀스 환경에서 여러 방식으로 비디오 뱅킹, 문서 공유, 디지털 계약 사인과 같은 것을 지원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 클라우드에서는 고객 온보딩, 은행 고객 인게이지먼트, 대출 관리자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21) IT World Canada, “Microsoft announces three new industry-specific cloud offering,” Mar 3, 2021

22) ZDNet, “Microsoft debuts its second ‘vertical cloud’: Microsoft Cloud for Retail,” Jan 13, 2021
23) Microsoft Indstry Blogs, “Announcing: Microsoft Cloud for Financial Services,” Feb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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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온보딩은 고객이 대출 앱이나 자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대출 

프로세스가 물 흐르듯 흐르게 하고, 이를 통해 고객 경험과 충성도가 올라가며 직원의 생산성 역시 증가한다. 

현재 금융 회사들은 핀테크 기술의 혁신 등 비금융회사의 진출이나 과거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들이 더 기민하고 데이터 

주도의 실시간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돕고 오픈 뱅킹과 같은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응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클라우드에서는 금융 범죄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적응형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며, 막대한 

계산 능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모델링, 인사이트 추출, 규율에 준수에 대한 보고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