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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클라우드, 커넥티드 카, 의료와 사이버보안의 향후 전망 
 
2019년 12월 17일 
 
피터 갤빈(Peter Galvin) | 최고전략책임자 
저자 정보 >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된 의료(Connected medicine). 데이터 침해. 
 
이 발명품들과 이용 사례, 도전 과제는 지난 몇 년간 기술 부문에서 주요 화젯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음 한 해 동안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최신 지식과 기술의 진보, 체계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변화일 겁니다. 
 
그럼, 2020년에 이 중요한 부문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가야 할 길, 더욱 멀어지고 커지는 한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공상 과학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대다수에게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먼 미래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율주행차는 실제로 먼 미래이기도 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자율주행차는 오늘날 실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곧 

길거리에서 수많은 자율주행차를 보게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제한된 범위와 거리에서 운행될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출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포함해서요. 
 
그 결과로, 자율주행차는 초기 예상보다 훨씬 먼 미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방식에 일어나는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정한 도로에서, 특정 

https://www.ncipher.com/author/peter-galvi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mar/22/self-driving-car-uber-death-woman-failure-fatal-crash-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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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정해진 거리만큼만 이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스키장 셔틀버스처럼 아주 명확한 

구간에서만 이용되며 작은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부메랑 효과, 다중 클라우드와 다중 배포의 도입 확대 주도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이 올해 2,290억 달러에 

이르며, 2023년에는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한,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자의 81%가 2개 이상의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IDC는 물리 서버에서 곧바로 다중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조언합니다. 플랫폼 간의 미묘한 차이는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상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내 직원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저는 내년 중 

다중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물리 서버와 사설 클라우드 

환경에도 부합하는 기술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메랑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 많은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했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항상 모든 필요를 충족하지는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안 문제, 애플리케이션 

수정 요건을 비롯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부 앱은 물리 서버 배포 형식으로 

복귀됩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다중 클라우드와 다중 배포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은 최고의 기술과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리 

서버이든지 클라우드이든지 관계없죠. 
 
제가 보기에 클라우드 환경을 모방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애플리케이션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속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5340719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why-organizations-choose-a-multicloud-strategy/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why-organizations-choose-a-multiclou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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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늘리고 확장할 수 있으며, 워크로드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아키텍트를 구축합니다. 이런 환경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놀랍도록 유사하게 보이지만, 대신 물리 

서버나 사설 클라우드상에 구축됩니다. 
 
방문 의료를 촉진하는 연결된 의료 
 

몇 년 전, 와이어드(WIRED)지는 “헬스케어 2020: 이제 진료는 전자 의사가(Healthcare 2020: 

The e-Doctor Will See You Now)”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의료계 내 

서류 기반 절차가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들 스스로가 개인 

의료 정보 관리를 더욱 주도하게 될 거라고 했죠. 또한, 웨어러블 기기가 어디에서나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이전에는 의료 시설에서만 볼 수 있던 산소호흡기와 같은 대형 의료 기기를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기들은 작아지고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로,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살릴 잠재력 또한 지닙니다. 
 
계속해서 주요 도전과제로 이어지는 데이터 침해 
 

더 많은 연결된 기기, 연결된 시스템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은 더욱 큰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019년만큼이나, 혹은 더 많은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법자들은 데이터 침해가 잠재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해커 개인이 아니라 조직범죄 집단이 개인 식별 정보(PII)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정보는 특히나 범법자들의 이목을 끄는 정보입니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 기록은 다크웹에서 최대 1,000달러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나 

사회보장번호를 훨씬 웃도는 액수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웨어러블 기기와 몸에 이식한 기기 

해킹으로 의료 기록에 접근해,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을 담은 의료 시스템에 침입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https://www.wired.com/brandlab/2016/12/healthcare-2020-e-doctor-will-see-now/
https://www.wired.com/brandlab/2016/12/healthcare-2020-e-doctor-will-see-now/
https://www.gsa.gov/reference/gsa-privacy-program/rules-and-policies-protecting-pii-privacy-act
https://www.cbsnews.com/news/hackers-steal-medical-records-sell-them-on-dark-web/
https://www.aamc.org/news-insights/exposing-vulnerabilities-how-hackers-could-target-your-medical-devices
https://www.aamc.org/news-insights/exposing-vulnerabilities-how-hackers-could-target-your-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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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문제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여러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인적 과실이나 

“겨우 충분한 정도”의 보안과 “불필요하게 높은” 보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는 보안과 개인 정보 통제가 필요하지만, 보안과 통제 수준이 너무 높아 소비자를 

몰아내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이 최적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큰 도전과제입니다. 너무 낮은 

수준의 보안을 구축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 침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엔트러스트 솔루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엔트러스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 LinkedIn, Facebook에서도 엔트러스트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cipher.com/
https://twitter.com/Entrust_Corp
https://www.linkedin.com/company/Entrust
https://www.facebook.com/DiscoverEn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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