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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검토 대상이 아닌, 회사 전방위적으로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xO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여러 산업 중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IT

운영 효율 제고를 통해 자본지출(CAPEX) 감소와 business agility(비즈니스

민첩성)를 확보하는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Digital Tech. Journey

디지털 기술은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본고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자료 또는 이론적인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방대한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 Cloud Service Provider)이

발전하고 있는 여정을 정리하여 디지털 기술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AI,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등을 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DataOps1)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의 CSP의 발전 여정을 살펴보면, 2006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인프라(Cloud Infra) 서비스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IBM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4대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 여정을 살펴보면 크게 IT

인프라 가상화 기술 중심, DevOps 기술 중심, 데이터 주도(data driven)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발전 동향2)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발전을 보면

IT 인프라 가상화,

DevOps 환경,

Data Driven 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https://www.thedigitaltransformationpeople.com/channels/delivery/the-new-world-
of-dataops/
2) CSP Website 제공 서비스 분석



3

Data Driven 기술 영역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DataOps는 빅데이터,

운영데이터 등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추출하고, 변환하여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로 배포하는 환경을 원활하게 End-to-End로 제공하는

기술로써, 기존에 데이터 확보/추출/변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IT 자원의

한계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제약이 있으며, 기존 환경에 분석모델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데이터 레이크, AI 플랫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되어야만 DataOps가 가능하며, 이것이 범용적으로 쓰일

시점에는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서비스로 배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2. DataOps 개념적 구조3)

글로벌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

글로벌 제조기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기업은 인텔, 마이크론, GE, HP8)이며, 자사의

사업 강점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자로 변모하거나 IT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각자 디지털 혁신의 여정 가운데 있다.

인텔은 CPU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 부품사업에서 이와 연계한 클라우드/IoT

솔루션 제품 판매확대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해당 솔루션 제품 매출이 인텔

총매출의 35%를 차지하는(2017년 기준) 사업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더스트리 포커스 78호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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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www.kubeflow.org/, https://bcho.tistory.com/1301
4) 분석가가 대용량 분석서버에서 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가상의 분석 환경
5) 데이터 분석 전에 그래프,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으로 데이터 수집
의사결정, 다양한 패턴 발견을 통해 기존 가설 수정 및 신규 가설을 수립

6) Modeling 필요 data 변환  data 검증  training data, test data, 검증 data로 분리
7) 더 많은 data를 학습시켜 정확도를 높이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모델을 튜닝하는 단계로
주로 대규모 Cluster나 GPU 자원 등을 활용

8) HP는 하드웨어 Vendor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징을 유형화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제조로 분류



마이크론은 상용 메모리 사업 중심에서 떠오르는 시장인 솔루션 사업

중심으로의 진화9)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E는 기계 중심의 제조기업에서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스마트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의 변모의 일환으로 Predix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용화하여

6,200억 매출을(2017년 기준) 올렸다. HP는 내부 IT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자본지출(CAPEX)을 1/3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림 3. 글로벌 제조기업 디지털 혁신 여정 요약

4개 회사는 개별 디지털 전략 방향에 따라, 각자 다른 진화 형태 보이고 있어 그

특징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인텔은 “전통 부품사업자에서 클라우드

내재화를 통한 솔루션 사업자”로 변모하였고, 마이크론은 “전통 부품사업자에서

솔루션 사업자”로, GE는 전통 산업 장비 제조기업에서 산업 장비 생성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Predix)”로 신사업12) 런칭을 하고, HP는 “IT

Innovation을 통한 IT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이라는 내부혁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제조기업

인텔, 마이크론,

GE, HP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

하거나, IT 운영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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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rket Realist, 마이크론’s Strategy to Survive a Memory Downturn
10) 인텔 Data Center의 연평균 Capex 1조원을 기준으로 20% 산정

(HP의 연평균 Capex 대비 Cloud 투자 비중 적용)
11) 2016년 MSSC (마이크론’s Storage Solution Center)의 기업인수비용(Tidal Systems 
1,500억원)과 R&D 비용(1,900억원)으로 산정
12) Predix는 2018년 말에 GE에서 분사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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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 및 관련 솔루션 제품 출시

인텔은 2010년 5개년 디지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 2011년

Computing 가상화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개발/운영 환경(PaaS) 및 Full Private IaaS 환경을 확보하였다.

2014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였으며,

Cloud Native App 전환과 Public SaaS 전환을 진행하였다. 2017년 클라우드

최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Container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Mircoservice 기반으로 Cloud Native App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Computing 가상화 환경에 인텔 제온 프로세서(인텔 Xeon Processor) 등

인텔 핵심 제품을 적용하였고, Full Private IaaS 환경 구축 경험을 토대로 인텔

클라우드용 서버 제품 등 솔루션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데이터 센터 현대화와

하이브리드 IaaS 환경 구축 경험을 통해 인텔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

블록(Data Center Block for Cloud) 등 솔루션 제품을 확대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 또한,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게이트웨이(Gateway)

를 자사 Fab에 적용 및 검증한 후 IoT 솔루션 벤더(Telit, Exara) 플랫폼에 IoT

게이트웨이를 적용하여 상용화13)하였다.

그림 4. 인텔의 디지털 혁신 여정

인텔은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 노력을 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련 솔루션 제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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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ra Chronicle for 인텔 IoT Gateway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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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와 함께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 및 검증 이후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기술 내재화와 솔루션 신제품 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시장 클라우드 전환 니즈에 맞춰 솔루션 확장하는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회사의 핵심 제품과 결합한 솔루션 제품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2016년 솔루션 제품개발, 영업, 기술연구를 위한 별도 조직 MSSC(Micron

Storage Solutions Center)를 설립하였다. MSSC 주도로 시장 수요 트렌드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가상화 기술(VM, SDS-Software Defined Storage)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 먼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세프(Ceph) 기반으로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스토리지

서버 업체인 Supermicro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Full-Scale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마이크론 주도로

판매하고 있다.

그림 5. 마이크론의 클라우드향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 확장

마이크론은 전담조직

을 구성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벤더와

협업을 통해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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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의 산업 장비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신사업 Predix

GE는 기존 의료장비, 터빈, 항공기 엔진 등 산업기계 제조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관리가 가능한 Data Fabric을 회사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내재화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조 특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인

Predix를 런칭하기에 이른다. Predix는 다양한 산업용 데이터 제공, 수백여 개의

pre-built 분석모델 제공, 분석모델을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배포할 수

있는 DevOps 서비스 제공, 사이버 보안 및 거버넌스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2018년부터는 생산라인과 가까운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처리와 이벤트 감지를 통한 실시간 분석 및 조치가 가능한 Predix-

Ed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GE의 디지털 기술 내재화를 통한 상용화의 산물 Predix

GE는 기존 산업장비

제조사업을 통해 얻게

된 산업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 처리, 

분석, 활용이 가능한

상용화 플랫폼 사업

Predix를 런칭했다.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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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사물인터넷), 산업현장에서 기계, 장치, 지능형 분석기술,
작업자를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2012년에 GE에 의해 등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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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IT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IT 효율을 제고한

HP

HP는 2013년 향후 5개년 클라우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사설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핵심 애플리케이션 포함 470개 이상의 기존 앱을

클라우드 앱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기존 앱에 대해서는 공용 클라우드로

전환하였다.

2017년까지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IT Infra 환경 확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상면 공간 50%를

축소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 앱 개발/적용을 위한 PaaS 환경을 통합하였으며,

공용 SaaS 40%, 사설 앱 50%로 전체 앱의 90%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자본지출(CAPEX)을 기존 대비 1/3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림 7. HP의 IT Mix 변화 (% of apps)

HP는 5년 동안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IT효율을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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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경로

글로벌 제조기업 4개 회사의 디지털 혁신 여정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경로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위 4개 회사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모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8. 글로벌 제조기업 사례에서 본 디지털 혁신의 경로

그림8의 GE(Predix)를 살펴보면, 5~6년에 걸쳐 산업 장비 데이터를 모으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Predix라는 제조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디지털 혁신

경로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혁신을 하기 위한 것인지 신사업을

위한 것인지 혁신의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어떤 디지털 기술을 내재화할

것인가 (인수합병 또는 합작 투자 포함) 혁신의 방법을 결정하여 디지털 혁신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혁신의

목적과 혁신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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