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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금융권 환경변화
언택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

❑ 글로벌 기업 CIO 대상 코로나 이후 IT투자 조사

Source: J.P.  Morgan,  'CIO  Survey  2020',  2020.4 Source: EIU, 'Forging new frontiers', 2020

❑ 금융 회사 투자 분야

코로나 사태 영향 자체에 비동의

계획에 영향 없음

경기불확실성으로 축소

현상유지

계획 보다 증가

% %

계획보다증가

현상 유지

경기 불확실성으로
축소

계획에 영향 없음

코로나 영향자체에
비동의

클라우드

Devops

예상과는 달리 COVID-19 환경에서 IT투자가 확대 되었으며 클라우드, AI 분야에 투자 지속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기존 전통적 방식으로 철수하는 경우 증가

클라우드 동향

38%  On-Prem Private Cloud

41%  Hosted Private Cloud

22% On-Prem Non-Cloud

No
(19%)

Yes
(81%)

2018

No
(15%)

Yes
(85%)

2019

43%  On-Prem Private Cloud

47%  Hosted Private Cloud

20%  On-Prem Non-Cloud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Refactoring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On-Prem 환경으로 회귀를
고민…” 

Source: N=400, Source: IDC’s Cloud and AI Adoption Survey, January 2018

철수 시 회귀 플랫폼

Q: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나
데이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이관한 경우가 있습니까?

“준비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 했던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이탈 시작…”

[ 시사점 ]



레거시에서 컨테이너/마이크로서비스로의 IT 플랫폼 변화 시작

인프라 플랫폼 변화

Client / Server VMs Containers 
/ Microservices

+ 오픈(Open)
+ 프로세스 혁신

+ 인프라 공유
(Consolidation)

+ 데이터센터 통합
+ 비용 절감
+ 효율성 증대

+ Hybrid IT
+ 워크로드 최적화
+ 소비량 기반
+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1990’s 2000’s Now

+ 전용 (dedicated)

Main Frame

1990 이전

Cloud

+ Off-Premises
+ SDDC
+ 신속한 업데이트
+ 소비량 기반(On-Demand)

+ 표준화

2010’s



국내 금융 인프라 플랫폼 트랜드

MainFrame

업무전산화 종합 온라인화
(On-Line)

외환은행
UNIX 

Downsizing

카카오뱅크
Linux OS기반

x86플랫폼 선정
(LINUX) 

KB국민은행
‘더 K프로젝트’ 오픈

신한은행(06)
하나은행(09)
농협은행(09)
수협은행(11)
대구은행(11)

부산은행(12)
전북은행(13)
기업은행(14)
경남은행(14)
광주은행(16)

UNIX LINUX

1980년대 1990년대 2005년 2016년2006년 ~  2015년 2020년

제주은행
메인프레임에서
리눅스로 채택

신한은행
단위업무 시스템

U2L 전환

[ 국내 금융 IT Trend 변화 ] 

Cloud 지향
2-3년 후 Cloud 전환업무

Open API 확대
Open 기반 아키텍쳐

정보계 중시
정보계 혁신으로 전략이동

인공지능/채널 중시
업무혁신(챗봇, 비대면)

빅뱅 방식 지양
혁신이 필요한 부문만 분산형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정계/정보계

U2L전환

2017년

KB카드
계정계 및

인터넷모바일
U2L 전환

금융 IT인프라 플랫폼은 Closed → Open → DX (Digital Transformation) 타입 으로 변화



은 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변화의 시작은 x86/Linux 확대와 클라우드 도입

[ 2019 서버 운영체제 시장 ]

➔ Linux 72.4% vs Unix 0.3%

[ 북미 Linux 시장 성장 예측 ]

➔ 2027년까지 CAGR 19.2% 성장



금융권 다양한 사례

국내 금융권의 핵심업무의 U2L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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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HPE의 전략은 EDGE-TO-CLOUD 를 GREENLAKE 로 실현

AI 와 딥러닝

Gain insights and actions
from new innovations

데이터 패브릭

Unify data across
your enterprise

보안

Protect your data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from edge to cloud 

GREEN LAKE & 컨설팅 서비스

Consume IT across your multi-cloud environment, workloads, and infrastructure 

Cloud-EverywhereData-DrivenEdge-Centric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Move to a Hybrid Cloud 
environment

IT 현대화

Modernize datacenter 
technologies and operations

Devops/클라우드네이티브

Drive application development 
with DevOps and cloud native 

solutions

스마트 스페이스

Redefine workplace and 
customer edge experiences

Internet of Things

Improve business operations 
with connected things

초연결 네트웍

Pervasive network
connectivity to redefine 
edge experiences



어플리케이션 진단과 평가를 통한 로드맵 수립

업무, 기술, 재무 및 기능 관점 분석을 바탕으로 복잡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로드맵 수립

Cloud Transformation Maturity 

Model

분석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 10개 도메인(전략,보안, 재무/비용, 공급자/파트너, 서비스 포트폴리오, 

프로세스/운영모델,자동화, 인적자원 역량/기술,변화관리) 측면의 최신

시장/기술/법률 동향

주요 Stakeholder 인터뷰

- 주요 Stakeholders를 대상으로 인터뷰 수행 : Needs 를 파악

어플리케이션 진단

운영/기술/인적지원 관점에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TechnologyOperations
Management

Human 
Capital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확장

서비스 전환을 위한 역할 재정립

클라우드 서비스 수행 역량 확보

표준 클라우드 아키텍처 수립

표준 클라우드 운영 프로세스 수립

DevOps 환경 구축

클라우드 경제성 분석 판단 기준

클라우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주요 Key Finding

클라우드 적합성 평가

TCO/ROI 분석 범위 및 절차

재무 효과 분석

IT 자산
아키텍처
제약 사항

전략 목표
이행

제약조건

현재 상태 평가

To-Be 아키텍처

TCO 모델 개발

Business Benefits/ROI 개발



를 위한 첫단계 완전 개방형 로의 전환 필요

단위 업무 뿐만 아니라 핵심업무를 포함한 전사 U2L 을 통해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현대화 과제

기존 가상화
시스템

X86 기반
시스템

Unix 기반
시스템

현대화 대상

(예시)

U2L
(Unix to Linux)

가상화
(VM/컨테이너)

클라우드 친화적
기술구조 적용

(분산, 수평 확장 등)

오픈소스
확대 적용

마이크로
서비스화

(MSA)

U2L
수직 확장 구조, 
클라우드 비호환

기술 대체 등

웹서버
변경

DBMS
변경

보안 및 기타
변경

MSA
계획 수립

기술검증

시범전환

MSA
1차 적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상화 현
대

화
과

정



을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첫 단계인 U2L 시 인프라 아키텍처는 2T 전략 필요

U2L 인프라 아키텍처 전략

Bi-Modal (Right Mix) IT인프라 전략

Traditional Transformation

U2L 아키텍처 고려 사항비즈니스 특성 인프라 아키텍처

▪ 업무 특성

▪ 신기술 요구

▪ 업무 개발 특성

업무중요도 - 싱 / 중 / 하

서비스유형 - 대고객 / 내부

연계성 - 대내외 연계

UI / UX

핀테크

데이터 / AI

- HTLM5

- 챗봇, 블록체인

- 빅데이터 / AI

개발 방식

개발 주기

플랫폼 영향도

- Waterfall / Agile

- 수시 / 

- 상 / 중 / 하

U2L & Opensource

Hyper Converged Infra

SDDC(Composable)              
Infrastructure

Cloud Computing

SDN

Containers (Docker)

Scale Out Computing

…

…
…

…

Bi

Modal
▪ 안정적 운영

▪ Scale-Up 확장

▪ 데이터베이스

▪ Stand alone

▪ Static 구성

▪ 대형 시스템

▪ 3~4 노드

아키텍처

▪ 효율적 운영

▪ Scale-Out 확장

▪ Web/WAS

▪ Composable

▪ Dynamic 구성

▪ 중소형 시스템

▪ Multi Node

아키텍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방안

운영체계와 역량, 조직 및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항목을 고려한 정보보호 방안 수립

운영체계 수립 거버넌스 – 역량/조직/프로세스 규제 항목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수립

CBO 조직 구조 및 역할

CBO 리더

교육/훈련 리더

재무분석 리더

서비스 포트폴리오 리더

보안/컴플라이언스 리더

클라우드 아키텍트 리더

클라우드 아키텍트

네트워크 아키텍트

보안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

자동화 아키텍트

DevOps 엔지니어

클라우드 개발

클라우드 품질

클라우드 운영

카탈로그 운영

기획
통제

설계
관리

개발
운영클라우드 서비스 전 수명주기 관리를

위한 Practices와 참조 모델 정의
-서비스계획, 설계, 개발/제공, 운영, 서비스 종료

- Practices: 프로세스, 프로세스 중심 역할, 메트릭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 정의

- 참조 모델 : 기준과 측정을 위한 관리 항목, 지표, 방법

• 글로벌 Best Practices 반영

• 기업 비즈니스 특성 반영

-거버넌스 구조, 그룹IT 자회사 고려

• 기존 인력 역할과 연관성 고려

•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클라우드 정보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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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를 위한 솔루션

HPE Greenlake 서비스와 인프라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EDGE TO CLOUD 구현

EDGE TO CLOUD PLATFORM

ANALYTICS | AI | MACHINE LEARNING

WORKLOAD ORCHESTRATION
Bare Metal  |  VMs  |  Containers 

DATA MANAGEMENT SERVICES

네트웍 컴퓨트 스토리지

보안

컴플라이언스

Advisory

&

컨설팅

HPE GREENLAKE 



개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량기반 과금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경제성을 고객Data Center에서구현

GreenLake Central



도입의 혜택

클라우드 경제성, 예비 자원 확보, 유연한 과금 체계 및 보안/컴플라이언스에 대비

GREENLAKE 도입 장점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온프레미스 구축을 통해 중요한 데이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사전 대응 가능

클라우드 경제성

고객사에 기 설치 되어 있지만 사용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 및
초기 투자 비용 획기적 절감

자원의 사용량 폭증 대비

순간적인 사용율 증대를 대비한
여유 자원 활용으로 대응 가능

유연한 과금 방식

1개월 Peak 가 아닌 평균 사용율
기준으로 월, 분기, 반기 또는 년
단위로 지불 방식 선택 가능

약정용량
(70%)

설치
용량

(100%)

변동용량(30%)
기간: 한달

약정용량

실 사용량

설치용량

❑ 사용한 만큼만 과금 (Peak 사용이 아니라 평균 사용)
- 변동용량에 대해서는 사용 할 때만 과금 (한달 평균 으로 과금)
- 변동 용량의 경우 코어 단위로 온라인 Activation/Deactivation 가능
- 사용량 측정방법은 시스템log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확인가능

예
시

❑ 과금 밴드 구간 제공을 통해서 Cloud Economy 를 실현
- 고정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외부환경(환율변동 등)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

주요 특징

❑ 추가 증설 시 단순한 변경 계약을 통해 자원 도입 시간 단축

가격 변동 구간 Band 1 Band 2 Band 3 Band 4

제품
V-Memory(GB) 0 - 2,307 2,308 - 3,626 3,627 - 4,944 4,945+

금액 3,130 원 2,890 원 2,650 원 2,406 원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 →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U2L / 클라우드 Advisory &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고려 사항

구분 기술 검토 사항 비고

애플리케이션 전환

미들웨어 및 프레임웍 전환

기타 S/W 전환

DBMS 전환

HA 및 가상화 기술

▪ 소스코드 존재 유무, 소스코드 형태 (C/Java, 혼합), 소스코드 수정
여부, 패키지 or In-House 개발, 인터페이스 영향도

소스코드 점검 툴 활용
(자동 전환 가능성 검토)

▪ 기존 상용 S/W → 유지 or 업그레이드 or 오픈소스 전환 고려
▪ Linux OS 와의 호환성, 프레임웍 전환 가능성 여부 확인

업체 확인, 사례 검증 또는
자체 PoC 검증

▪ 보안,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등 관리 S/W 의 Linux 호환성 및 영향도
분석 필요

대부분 기타 S/W 는 Linux
지원

▪ DBMS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오픈소스 전환 고려
▪ 기존 데이터 동기화 및 백업 방안

업그레이드 시 SQL 구문 및
성능 변화 사전 검증 필요

▪ 클러스터 기술 (OS 제공 또는 상용) 검토
▪ Hypervisor 또는 컨테이너 방식 가상화 기술 검토

클러스터링 솔루션, 파일
시스템, 최적 구성 검토

재해복구 아키텍처
▪ Transformation 아키텍처 전환 시 기존 스토리지 방식 유지 또는

서버 기반 재해복구 아키텍처 검토
통합가상화 또는 클라우드의
경우 재해복구 아키텍처 변경

OS 전환
▪ 미들웨어 등 S/W 에서 요구하는 OS 커널 파라미터 및 다양한

configuration 을 Linux 에 최적화된 상태로 구성
관리 효율을 위해 유형별
OS 표준 구성 수립

테스트 방안
▪ 성능, 가용성, 노드아키텍처 및 테스트 스토리지 공간 고려
▪ 전체 화면 테스트 또는 트랜잭션 로그 비교 등의 테스트 방안 검토

상세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수립 필요

아키텍처 검토
▪ Traditional 또는 Transformation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 Transformation 의 경우 HCI, Composable, Cloud 아키텍처 검토

Bi-Modal 인프라 전략

U2L 을 위해서는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DBMS, 재해복구, 테스트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로드맵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

A금융에 최적화 된 클라우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재무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클라우드 사용 여부 결정

전략적 Cloud 

전환 방향

전략적 실행계획 및

로드맵

전략 Cloud 방향성 설정 재무 영향 분석

어플리케이션

평가
Workload 분석 Cloud 적합성 평가

마이그레이션 계획 도출,

로드맵 설정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및 보안의 워크로드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적합성을 평가하고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로드맵을 설정

운영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구축

거버넌스–

역량/조직/프로세스

규제 항목 분석 및

데이터 보호 조치 설계

운영관리 및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로드맵에 반영

CTM
Economics
Analysis

Application
Assessment

CloudOps
DevOps

CloudOps
DevOps

CTM/CBO
Security

Assessment



핵심업무 을 위한 컴퓨트 솔루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 4-32 소켓, 768GB-48TB 메모리

• 초고속 Flex ASIC제공으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진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지원
• 독특한 모듈 식 4 소켓 빌딩 블록

• 하이브리드 IT 환경 지원을 위한 개방형 관리 및 하드 파티셔닝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보호
• 99.999 %의 단일 시스템 가용성으로 입증 된 Superdome RAS

• HPE 서비스의 중요한 전문 지식

Memory-Driven 컴퓨팅 기반 디자인

핵심업무 U2L 을 위한 Unix 수준의 고가용성 x86/Linux 서버 등장 – HPE Superdome Flex



플랫폼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스토리지 기능 통합 외부 스토리지 연결

컨테이너 컨트롤 플레인

쿠버네티스 통합

엔터프라이즈급 통합 가능한 보안 기능

컨테이너 관리, 데이터 처리, 분석 환경 제공 및 Devops 와의 연계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