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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넷이벤츠는 데이비드 쉐리턴(David Cheriton) 스탠포

드대학교 교수의 ‘어떻게 게임 체인저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몰렸다. 그는 어떤 안목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IT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이어 열린 첫 번째 컨퍼런스 디베이트 세션은 ‘유니콘 만들

기- 벤처 캐피털, 기업 벤처 펀드, 사모 펀드 및 비즈니스 엔

젤에 의해 검증된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

들이 토론에 나섰다. 디베이트의 진행자로 나선 마넥 두마쉬

(Manek Dubash) 넷이벤츠 편집장은 패널들에게 “여러분은 

유니콘의 개념에 대해 신뢰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마

케팅 툴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현지취재   2018 넷이벤츠 글로벌 프레스&애널리스트 서밋

IoT·AI·보안 혁신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영향력 확대로 다양한 가치 창출하는 AI … 보안 강화로 IoT 확산 뒷받침해야

2018 넷이벤츠 글로벌 프레스&애널리스트 서밋이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헤이즈 돌체 맨션에

서 개최됐다. 이번 넷이벤츠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보안 등을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시장조사기관 그리

고 35여개 국가의 미디어들이 참석해 세션 발표와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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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의 개념을 신뢰할 수 있는가”

대다수의 패널들은 유니콘이라는 제한된 틀에 국한하는 것

은 산업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벤처

기업 평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IPO 또는 엑시트(Exit)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될 수

도 있다. 기업이 10억달러라는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단지 한 

사람, 한 명의 회사, 한 명의 파트너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

을 뜻할 뿐이다. 물론 엄청난 금액으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

는 건 여러모로 긍정적이지만 단편적인 상황으로 기업을 평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패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이 100만 ARR(Accounting Rate of Return), 1000만달러의 

수익, 1억달러의 수익, 초단기 상장 주식 거래 공개 등과 같은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IT기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털G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니콘이 증가한다기보

다 기존의 인프

라에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들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양한 분

야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블록체

인과 AI는 기존 

인프라 또는 일

반 인프라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다. 클라우드 관

련 산업에서도 

수많은 카테고

리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기존 기업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은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 중요

하기 때문에 현재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컨퍼런스 디베이트 세션은 ‘AI가 인터넷 사이버 보

안 위협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확실하

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와 진행을 맡은 시애틀 연방정부 비밀경호국의 로버트 

키어스테드(Robert Kierstead) 특수 요원 책임자는 2014년 

러시아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한 로만 셀레즈네프(Roman 

Seleznev)의 검거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로만은 러시아인으로 2005년부터 피자 레스토랑, 호텔, 소

매점 등의 POS 단말기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신용카드 

뒷면 검은 선에 들어있는 개인 신용정보 영역인 트랙2를 빼내 

활용했다. 그는 테스트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카드가 취약한

지 확인한 후 도용해 사용자들에게 1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키어스테드는 “내가 맡고 있었던 아이다호의 쿠어 다알렌 

지역에서 로만이 닉네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트랙2’와 

‘Bulba’라는 닉네임과 일치하는 도메인 정보를 입수해 서버

의 IP주소 정보를 추적해 ‘트랙2’와 ‘Bulba’의 도메인 등록 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가 모두 동일한 이메일 계정인 것을 밝혀

냈다”며 “로만은 모든 디바이스와 계정에 단일 암호를 사용하

는 실수를 범하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다. 2014년 7월 그

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고 착각한 몰디브로 여행을 

갔고, 몰디브 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그를 추방하는 형대로 체

포해 현재 27년형을 받고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고 설

명했다. 

그는 사례 설명 후 그렇다면 AI가 이 같은 사이버 범죄를 막

을 수 있을까라고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토론에 나선 전

문가들은 AI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영역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조

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데이비드 쉐리턴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는 ‘어떻게 게임 

체인저를 선택할 

것인가’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시애틀 연방정부 

비밀경호국 로버트 

키어스테드 특수 요원 

책임자는 사용자들에

게 1억7000만달러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러시아 해커 로만 셀레

즈네프 검거 과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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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널은 만약 기업의 SOC(Security Operation Center) 분

석가들에게 레드불이 없었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했다. 그러면서 기계들은 

분명 사람보다 빠르게 지치지 않고 사이버 범죄 패턴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I 기반 보안관제솔루션 벤더 JASK의 그랙 마틴(Greg 

Martin) CEO는 “AI는 사람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만들

지는 못 할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AI가 사람을 뛰어넘

는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며 “AI는 향후 5~10년 내에 더 많은 금융 범죄를 다루

면서 기초 수준의 자동화된 공격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이지

만 해커들이 마음먹고 공격한다면 최선의 대응책은 인간뿐이

다. 바로 이점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

했다.

이어 그는 “수년 전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해 건초 더미 위에

서 바늘을 찾는 형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는 건

초더미는 바늘로만 이뤄져 있고, 결국 모든 바늘은 위협이 되

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늘 더미에서 

가장 날카로운 바늘을 찾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게임은 완전

히 바뀌었고, AI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

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o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한 최고의 드라이버인가”

행사 첫 날의 마지막 컨퍼런스 디베이트는 ‘Io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최고의 드라이버인가’라는 주제로 진

행됐다. 진행을 맡은 스캇 레이노비치(Scott Raynovich) 퓨토

리옴(Futuriom) 수석 애널리스트는 IoT 관련 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상단부에 특정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분

석부터 연결 플랫폼까지 수많은 IoT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코의 유명한 연결 플랫폼인 재스퍼가 있는 것처

럼 아마존과 애저에도 자체 IoT 클라우드 플랫폼이 존재한

다”며 “통신 서비스와 표준, 그리고 SP가 실행하는 새로운 

저전력 네트워크를 통해 디바이스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도 있는 등 시장에는 다양하고 많은 앵글과 플레이어들이 있

다”고 전했다.

사 용 자 들

의 디바이스

가 IoT를 지원

한다면 자산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

리를 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

나 편의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안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

다. 때로는 너무 많은 디바이스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

기도 하고, 거대한 환경에서 오래된 장치들로 시스템이 구성

된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무엇이 연결돼 있고, 무엇과 소통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은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다. 그

러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찌됐든 보안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레이노비치 애널리스트는 “IoT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오일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러스 커리(Russ Currie) 넷스카웃 엔터프라이즈 전략 부문 

부사장은 “사용자들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라는 야수에게 지

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개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빅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싶어하지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지 못한다”며 “이는 조직에게 진정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질적이며,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활용할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

적했다. 

지속적인 혁신 통한 부단한 재창조

행사 두 번째 날은 톰 번(Tom Burns) 델EMC 네트워킹 및 

솔루션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부단한 재

러스 커리 넷스카웃 

부사장은 “광범위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질적이며,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아 활용할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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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막이 올랐다.

번 부사장은 “인텔은 2525년 이후 실제로 750억개 이상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러한 커넥

티드 디바이스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

해 수많은 데이터가 연결 및 수집되고 있다”며 “이들은 기업

에 필요한 데이터, 개인에게 유용한 데이터 등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이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

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델테크놀로지스는 전 세계 16개국의 약 400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코드명 ‘리얼라이징 2030’이라는 연구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의 45%는 디지털 혁신이나 기술 변화가 자신들의 

사업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거의 절반에 가

까운 기업들은 향후 3~5년 내에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52%의 기업들은 지난 3년간 그들의 산업에서 상당한 붕괴

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모든 산

업은 빠르게 변

하고 있고 혁신

적인 기업이 나

타날 때마다 사

람들은 곧 세상

이 망할 것처럼 

동요했다. 많은 

이들이 넷플릭

스와 아마존이 

등장했을 때 극

장과 서점이 모

두 사라질 것이

라고 입을 모았

지만 책방은 다

시 증가 추세에 

있고, 블록버스

터 영화들도 박

스오피스를 점령하고 있다.

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 캠퍼스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WAN은 향후 3~5년 내에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네트워킹 업

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낼 것”이라며 “수많은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네트워킹 분야에서 가장 중요

한 시기로, 기술 혁신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의 50%에 가까운 기업들이 3년 후에 본인

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며 “우리 고객 중 공장형 스마트 팜을 만들어 95% 적은 물로 

39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기업이 있다. 결국 문제

는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다”고 덧붙였다.

“AI는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어 열린 첫 번째 디베이트 세션은 ‘AI는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를 주제로 제이슨 블롬버그(Jason Bloomberg) 포브스 편

집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그는 AI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벤더

들의 과대광고와 ‘AI 워싱’ 즉 세탁 접미사라고 할 수 있을 정

도의 과하게 포장된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클라우드 벤더들이 클라우드를 파악하기 전에 

클라우드 마케팅을 먼저 도입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기업들이 

AI 머신러닝을 실제 제품보다 먼저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인간을 조종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

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또 다른 단점도 언급했다. 

그렉 핏제랄드(Greg Fitzgerald) 재스크 CMO는 “AI가 더 

나은 상황 분석에 사용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본적

으로 딸에게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인

간이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며 “재스크는 사람이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의 필요성을 주관

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AI의 인텔리전스 향상 및 확대를 시스

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이 구현해 세

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톰 번 델EMC 수석 

부사장은 “무엇보다 중

요한 점은 디지털 

혁신이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우리가 살

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렉 핏제랄드 재스크 

CMO는 “딸에게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인간이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데이터가 너무 많다. 

AI는 더 나은 상황 

분석에 사용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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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비전은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해”

“나의 성공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제자들과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체리턴 교수는 30년 이상 IT분야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사항을 조언했다.

여러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 ‘앱스트라’ 경영에도 참여

채리턴 교수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앤디 백톨샤임

(Andy Bechtolsheim)을 만나 학문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 둘은 그라니테시스템즈(Granite Systems)을 설립해 1996년 시스코에 2

억2000만달러에 매각, 이는 시스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두 번째 인수합병 

사례로 손꼽힌다. 

이후 구글, VM웨어, 아리스타 등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고,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 벤더인 앱스트라는 공동 설립 형태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만수르 카림(Massour Karim) 앱스트라 CEO 역시 스탠포드대에서 

 IN
TER

VIEW
 

▲데이비드 체리턴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사제지간으로 만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 앱스트라는 네트워크가 단순히 박스와 케이블 결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체리턴 교수는 “학생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져와 컨설팅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기술이 옳았고,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앱스트라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놀라운 학생과 사람들 만나 많은 성과 일궈내

일각에서는 그에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놀라운 학생들과 사람들을 만나 많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연구는 소프트웨어 설계, 분산 시스템, 네트워킹 등 항상 실생활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성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보다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줄곧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봐 온 그는 학생들을 잘 대해주고, 나보다 똑똑한 학생들을 인정할 만큼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과정을 선행한 후에 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스타트업 투자 관련 5가지 사항 강조 

특히 채리턴 교수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5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결코 

투자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이유로 존재하는 스타트업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성공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최소 3가지 이상의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회사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고, 처음으로 도전한 자는 때때로 첫 실패자가 된다. 

모든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행운을 믿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어떤 자산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지취재   2018 넷이벤츠 글로벌 프레스&애널리스트 서밋

170 www.datanet.co.kr

패널들은 AI가 지능 측면에서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정

보 제공 및 올바른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았

다. 특히 사이버 보안 세상에서 AI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

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고, AI를 활용하는 벤더

들은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있기 위

해 노력 중이라는 것. 결국 최고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대

상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 적용되는 도덕적

인 의사 결정의 나침반을 올바로 습득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증식하는 ‘봇넷’

두 번째 컨퍼런스 디베이트 세션은 마이크 스팬바우어

(Mike Spanbauer)  NSS랩 리서치 및 전략 부문 부사장이 ‘봇

넷의 감춰진 위험: 사방에서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다’를 주제

로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봇넷을 중앙 집중형으로 제어되는 대형 시스템 그룹이

라고 설명하면서 종종 단일하게 위협 행위를 일삼는 사람 또

는 기능, 중앙 통제를 통해 많은 수의 목표나 기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얘기했다. 

봇넷은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C&C 서

버를 통해 이를 제어한다. 이후 동일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모

든 기기들을 감염시키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확대한

다. 감염은 때때로 리모트 액세스 키트나 다른 수단을 통해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지

난 24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공개된 취약점과 확실한 우리의 

레이스 취약점 중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과 IoT 

디바이스에 연결

된 것은 결국 컨

슈머와 커머셜의 

관계를 입증하

는 것으로 범죄

자들은 이 같은 

노드를 손상시

킬 수 있도록 직

접 연결한다. 따

라서 미라이나 다른 봇넷의 경우 설치 시 사용자가 기본적으

로 설정하지 못한 초기 암호 또는 취약점을 공략해 쉽게 연결, 

침해, 단절시킬 수 있으며, 보다 더 큰 네트워크로 연결을 확

대할 수 있다.

마이클 레빈(Michael Levin) 전 미국 비밀정보국 국토안보

부 차장은 “봇넷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실제 위협

과 IoT의 개념에 대한 교육 부문이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위협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

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다”며 “우리는 매우 많

은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상원에서는 페이스

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데이터 도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개인적으

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인프라와 물리적인 안전 및 보안 측면에

서 발생하는 어떤 위협보다 IoT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크가 훨

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라벨라 할라윌(Arabella Hallawell) 넷스카우트 아버 상무

는 많은 조직과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에 대

해 얘기할 때 DDoS와 봇넷을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군가가 처리해 주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 등의 논리로 말이다.

그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해 

모든 조직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웹 호스팅업체 ‘딘(Dyn)’이 

받은 공격 사례처럼 우리가 접근하게 될 특정한 벡터를 대상

으로 감행되는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

다”며 “최근 우리는 몇 건의 공격을 목격했다. 대규모 공격인 

맴캐시트(memcached)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

를 또 다시 위협했다. 하지만 DDoS 공격 환경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이 새로운 소스가 된다는 점

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은 디바이스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위험과 취약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프로세스가 지속되도록 만들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모든 IoT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방

법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는 조직간의 협력체계가 갖춰져야만 하고, 이를 통한 지

속적인 프로세스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이크 스팬바우어 

NSS랩 부사장은 

‘봇넷의 감춰진 위험: 

사방에서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다’

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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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서비스 프로비저닝의 기준과 도전과제

마지막 디베이트 세션은 ‘차세대 서비스 프로비저닝의 기

준, 도전과제, 기회’라는 주제로 라제시 가이(Rajesh Ghai) 

IDC 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 이사가 진행했다. 그

는 IDC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전 세계 통신사들은 상품화

(Commoditisation), 경쟁(Competition), 복잡성(Complexity)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정의했다.

이 중 상품화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통신사업자가 기존 서

비스로부터 얻은 비트당 달러를 증대에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도전과제의 일부는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새로운 대상

과도 치열하게 대결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하이

퍼스케일러의 기술 모방을 원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레거시 인

프라로 인해 녹녹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이 이사는 디지털 혁신의 목표에 대해 근본적으로 유연성

과 효율성, 민첩성 및 혁신이라는 4가지 속성을 고려해 스스

로 디지털로 변환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질적으로 이들은 하이퍼스케일러에게 나타나는 속성들이다. 

이를 위한 대처 방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연성이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사전 예방적으로 또는 환경

에 맞게 사후에 대응해 이를 사용자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혹은 

감소되는 부분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트당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서비스 제안에 필요한 차세대 서비스 프로비저닝 혁신 능력이

다. 이는 대부분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목숨과 같은 필수 요소

며, 생존 능력과 향후 발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의미로 연결질 

수 있다. 

신규 서비스 생성 측면에서 5G를 생각해 볼 때 새로운 프로

비저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5G는 미국의 관점에서

는 유무선 접속 관련 부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점

진적인 수익 흐름을 보유한 미국의 M&O(Management and 

Orchestration)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일 뿐이다. 유선 서비스 

부문의 많은 투자는 SD-WAN 또는 PCP 같은 형태로 유입되

고 있다. 

가이 이사는 패널들에게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집중하고 있

는 벤더로서 그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설명해 달

라고 요청했다. 

웨인 청(Wayne Cheung) 주니퍼 서비스 프로바이더 마케

팅 부문 이사는 “이제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IoT, 모바일 5G 등 모든 혁신적인 워크플로우는 기존 네트워

크를 통해 어디서나 네트워킹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데이터센터를 생각할 때 네트워크는 제일 가장자리

에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트워크는 에지 클라우

드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 집중화

에 머물렀던 데이터센터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네트워

크를 통해 훨씬 더 다양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

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또는 주거지 경계 지점의 

에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도전과제는 네트워크와 모

든 기기, 원격장치 및 운영을 어떻게 단순화해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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