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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위 10가지 클라우드 동향 

2016년에는 클라우드 기술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우드로의 이동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IO는 호스팅 컴퓨팅과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여러 해에 걸친 점진적인 전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IT 팀에서도 이러한 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우선 순위로 전문 지식을 쌓고 클라우드 경험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 예상되는 상위 10가지 동향입니다.

많은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은 모두 

계속해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대 기업은 사내 배포에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은 

대부분의 안정적인 조직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술을 전환하는 IT
클라우드 채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전문 지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IT에서는 기술적인 능력과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대한 클라우드 집중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술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해 IT에서는 보유 기술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보안과 호스팅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서비스(Iaa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DevOps 사례와 AWS, Azure, Google Cloud Platform 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에서는 접근 방식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사내 배포에 대해 오랫동안 위에서 

아래로의 폭포식 방법론이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확장성과 유지 

관리 등의 우려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IT에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프로젝트 진행에 민첩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C를 지원하는 호스팅된 서버는 이제 일회용 리소스로 간주됩니다. 

시스템 가동 및 정지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므로 IT에서 더욱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자료: IT의 새로운 역할(BetterClou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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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ttercloud.com/monitor/changing-role-of-it/


하이브리드 환경을 아우르는 조직

많은 조직은 사내 및 클라우드 환경이 모두 포함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더 이상 로컬에 저장된 데이터나 사내 인프라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하고 싶지 않은 CIO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는 로컬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분할되어 있으며 많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사내 배포나 클라우드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기업에 사내 및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지 사람들이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거나 완전히 호스팅된 서비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IO는 

전체 비즈니스를 위한 단일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이러한 솔루션은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어 줍니다. IT의 경우 클라우드 이점이 더욱 커져 

조직에서 향후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용할 것입니다.  

추가 자료: 하이브리드 현실을 인정하는 공급업체(CIO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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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odive.com/news/slow-services-shift-generates-rise-of-hybrid-cloud/430950/


비즈니스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IT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도입으로 인해 IT

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이제 먼저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보안을 설정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은 종종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긴밀히 연결되어 IT

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 상의 허점과 라이선스 문제, 지원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의 전략적 우선 순위가 

되어가는 클라우드의 사용으로 이제 IT는 비즈니스 사용자와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aS 앱이 비즈니스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습니다.  IT에서는 관련 데이터 스트림에 앱을 연결하고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전체 조직으로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IT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사용자의 사용자 

환경도 크게 향상됩니다. OneLogin, Okta 같은 IdP의 포털은 

액세스를 간소화하며 사내 IT 전문가는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내부 시스템과 통합되어 더 유용해집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는 회사 정책을 우회할 필요 없이 원하는 앱을 받습니다.  

추가 자료: 섀도 클라우드를 파악하는 IT 부서(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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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m/article/half-of-all-cloud-services-outside-of-it-departments-but-it-is-getting-wiser/


IT와 비즈니스 팀의 일상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로컬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IT 팀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유연성 간의 균형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스팅된 서비스를 통해 IT에서 최종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택을 제재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과 보안 표준을 지키기 위해 IT에서는 종종 다운로드 권한과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IT에서 배포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언제든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에서 인증과 데이터 보안, 

사용자 권한 등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설정되는 제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액세스는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율성으로 

많은 직원의 생산성과 워크플로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조직은 자신들의 주력 

비즈니스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SaaS 보안 시장 이해(451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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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dobe.com/content/dam/acom/en/aboutadobe/pdfs/Future-of-Work-2016.pdf
http://www.adobe.com/content/dam/acom/en/aboutadobe/pdfs/Future-of-Work-2016.pdf
https://451research.com/report-long?icid=3880


내부 비즈니스 운영을 간소화하는 
호스팅 애플리케이션

기업 운영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이 모두를 관리할 

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민첩성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에 SaaS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운영에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CRM 서비스에서 ERP와 HR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현 비용이 

많이 들고 계획 수립에 수개월이 필요하며 배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어려움이 추가되고 

비즈니스 민첩성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SaaS가 이러한 단일 통제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ncur와 Zendesk, 

NetSuite, Workday, Tableau에서 호스팅된 제품은 기업에서 배포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및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거하여 운영 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사내 배포에 배정되는 시간과 예산이 줄어들어 IT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통찰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엔터프라이즈 SaaS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CIO Dive)  |   

Business @ Work(O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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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odive.com/news/is-saas-ready-to-takeoff-yet/426788/
https://www.okta.com/Businesses-At-Work/2016-03/
https://www.okta.com/Businesses-At-Work/2016-03/


장기적인 고객 성공과 채택이 
가장 중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사내 배포와 관련하여 선행되는 많은 어려움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는 

POS를 넘어 중점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채택과 비즈니스 

가치 제고를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초기 

투자 요구가 적습니다. 소프트웨어 갱신을 평가하는 고객은 더 

이상 이미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에서는 만족도와 비즈니스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 업무 범위는 구매자 환경의 전체 수명 주기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업체는 고객의 장기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IT 및 비즈니스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고객 지원과 보다 유용한 교육 리소스, 제품 

채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간에 유익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투자에서 더 많은 

가치를 실현하고 공급업체는 일회성 구매자가 아닌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합니다.

추가 자료: 공급업체와 고객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클라우드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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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m/article/with-all-this-cloud-stuff-its-tough-being-an-enterprise-vendor/
http://www.zdnet.com/article/with-all-this-cloud-stuff-its-tough-being-an-enterprise-vendor/


로컬의 복잡한 데이터 규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주권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정책은 글로벌 

기업에게 큰 어려움을 제기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 연합에서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했으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서는 많은 규정 준수 정책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 뒤 

2016년 7월에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 다시 새로운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최신 데이터 주권 규정을 충족하는 지역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일부는 개별 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하는 전담 팀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큰 로컬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프라이버시 실드(Fortune) | 새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클라우드 제공업체(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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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vacyshield.gov/welcome
http://fortune.com/2016/02/29/privacy-shield-details/
http://www.cio.com/article/3115756/cloud-computing/u-s-cloud-vendors-adjust-to-snowden-effect-privacy-shield.html


IoT의 최종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분석

대량의 IoT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손쉽게 저장되면서 수집에서 분석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클라우드 호스팅 데이터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oT 데이터는 이질적인 경향이 있으며 Hadoop 클러스터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 시스템에 

걸쳐 저장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원본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는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며 IoT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유틸리티 회사인 MainPower에서는 

오랫동안 IoT 네트워크의 많은 이질적인 데이터 원본에서 통찰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다양한 형식의 여러 원본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배포했습니다. 이질적인 IoT 데이터를 단일 뷰에 결합하여 회사에서 문제 지역과 

실적이 낮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IoT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솔루션으로 

MainPower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IoT의 최종 문제 해결(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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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bleau.com/ko-kr/stories/customer/mainpower-spreadsheets-speed-and-agility-tableau
http://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solving-internet-things-last-mile-problem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변경 관리로 
전환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호스팅된 소프트웨어의 성장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이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이상 

단순히 배포 컨설턴트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한 기술 

지원에 집중했으며 마땅히 그래야 했습니다. 조직 전반의 배포는 전문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 IT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는 호스팅된 소프트웨어가 다수의 사내 관련 

배포 문제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부문 전문업체들이 변경 관리에서 새로운 기술의 

문화적 수용에 대한 우수 사례에 걸친 클라우드 배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새 서비스를 통해 제공업체는 

클라우드 배포에 대한 부가 가치를 늘리고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고객을 지원합니다. 

추가 자료: 채널의 진화(Channel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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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annelnomics.eu/channelnomics-eu/opinion/2473564/the-evolution-of-the-channel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기본 제공되는 협업 기능

협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협업은 최근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내장 기능을 통해 

사무실의 팀워크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및 업계 전문가가 협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 

인력에 대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협업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집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이메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앱 채팅과 메시징, 댓글 달기와 같이 내장 협업 도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독립형 

협업 도구에 대한 필요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협업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현대 분석 도구는 공유와 협업 

기능을 원활하게 통합합니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제품은 사람들이 

손쉽게 데이터와 대시보드를 공유하고 이 모든 작업을 브라우저 

내에서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독과 추천 등 지능형 

기능은 대규모 그룹에서 협업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은 협업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변환하여 사람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가 자료: 

엔터프라이즈 협업: 기업에서 알아야 할 사항(ITPro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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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br.org/2016/01/collaborative-overload
http://www.gallup.com/poll/181289/majority-employees-not-engaged-despite-gains-2014.aspx
https://www.ted.com/watch/ted-institute/ted-state-street/patrice-thompson-closing-the-gap-a-millennial-proposal-for-a-happy-multigenerational-workplace
https://www.ted.com/watch/ted-institute/ted-state-street/patrice-thompson-closing-the-gap-a-millennial-proposal-for-a-happy-multigenerational-workplace
http://www.itproportal.com/2015/12/03/enterprise-collaboration-what-businesses-need-to-know-update/


Tableau 정보

Tableau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실천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시각적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시보드 구축 및 애드혹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부터 신생 기업 및 소규모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Tableau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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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bleau.com/ko-kr/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