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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IBM, 프라이빗클라우드백업서비스개시
버라이즌과 IBM이“매니지드 데이터 볼트(Managed Data

Vault)”란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소

프트웨어 기반 기술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소프트웨어 에이

전트를통해여분의데이터카피를복제하는서비스이다. 

IBM의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임원인 워렌 시로타는 버라

이즌과 IBM 양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오프사이트 데

이터센터에 원격 스토리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온

사이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다른 볼트와 장기 보관을 위한 백업 테이프 등으로

복제할수있다. 

매니지드 데이터 볼트의 디스크 기반 백업은 RPO(reco-

very point objectives)와 RTO(recovery time objectives)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의

RPO도 강화했는데, 시로타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중에 백업을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향

상시켰다고설명했다.

IBM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된 처리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

며, 대신 이 서비스가테라급의대규모데이터를일반백업윈

도우에서 LAN 속도로백업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 

Computerworld

구 , 온라인비디오서비스벤처“에피소딕”인수
구 이 올 해 다섯 번째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인수한 업체

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업체인 에피소딕(Episodic)으로, 구

의 유튜브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에피소딕은 자사를“실시간 또는 온디맨드 비디오를 웹이나

웹 지원 디바이스로 방송하는 포괄적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하

고있다. 

에피소딕은 온라인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와 퍼블리싱 스위

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실시간 스트리밍과 온디

맨드 콘텐츠를 퍼블리싱하는 것. 특히 사용자들이 광고에 대

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상 중간에 광고를 삽입할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분석툴도함께제공한다. 

더불어 에피소딕은 사용자들이 광고를 삽입하거나 신용카

드 등으로 콘텐츠에 비용을 부과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런 옵션은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온디맨드 비디오 모

두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을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서의시청에최적화되어있다는것도특징이다.     PC World

“아이패드, 가상데스크톱적격”...시트릭스관련앱발표
시트릭스는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윈도우 데스크

톱을 애플 아이패드로 확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

다. 아이패드 사용자가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트릭스 리시버(Citrix Receiver)와 웹 컨

퍼런스기능을제공하는고투미팅(GoToMeeting) 등 두 가지. 

시트릭스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디바이스가 아

니라데이터센터에서구동되기때문에보안도강력하다.

한편, VM웨어는 아직 아이패드와 관련된 아무 것도 발표하

지 않았는데, VM웨어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엔지니어인 토드

뮈헤드는 는 아이패드를 가상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 사용하

는것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밝힌바있다. 

기업들은 업무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을 꺼려할지

모르지만, 아이패드 자체는 가상 데스크톱 기술과 잘 동작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서 작성이나 프리젠테이션 등의 애

플리케이션은 이미 애플의 최신 컴퓨터에서 잘 동작하기 때문

이다. NetworkWorld

베일벗은아이폰 OS 4.0
아이패드가 출시된지 1주일 만에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용

신형운 체제인아이폰

4.0을 공개했다. 스티브

잡스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 OS 4.0의 새로

운 기능이 100개 이상.

여기에는 5배 줌 기능

의 카메라앱과지오태깅포토기능, 바탕화면 교체및 블루투

스키보드허용등이포함돼있다.

더불어 아이폰 OS 4.0에서는 사용자가 홈 스크린 상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드래그할 경우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된다. 이

폴더는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 기반해 이름이 설정된다. 애

플리케이션 전환 기능도 마침내 도입됐다. 아이폰 OS 4.0에

서 가장큰기대를모았던멀티태스킹기능이다.

애플의 신형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아이애드’를 공개했다.

이를 활용하면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직접 삽입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자

들에게 새로운 매출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저렴

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MA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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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Z, ‘낸드모듈형·1.4GB/s 속도·2TB 용량’
SSD 발표
OCZ 테크놀로지가 지난 6일 무료 2GB 용량의 PCI-익스

프레스 Z-드라이브 R2 SSD 시리즈를발표했다. 

SAN(Storage Area Networks), 워크스테이션, 서버 용도

로 개발된 Z-드라이브 R2는, 전작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빠

른속도를구현한다. 회사 측은 이에대해최적화된낸드모듈

의채택으로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 

회사의 CEO 리안 페터슨은“Z-드라이브 R2는 우리의 4세

대 PCIe SSD다. 기업 IT 전문가들이 직면한 성능 문제를 해

결해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Z-드라이브 R2는

8개의 PCIe I/O 레인을활용해극대화된연속읽기/쓰기 성능

을 구현할 수 있다. 그는“또 부팅이 가능하고 PCIe SSD 옵

션을선택할수있는시장유일의제품”이라고덧붙 다. 

사양에 따르면 256GB~2TB 용량에 해당하는 Z-드라이브

R2는 최대 데이터 전송율이 1.4GB/s다. 1세대 Z-드라이브 제

품들도 8개의 PCIe 레인을 활용했지만 최대 데이터 전송 속

도는 800MB/s에 그쳤었다. 

OCZ 측에 따르면 신형 R2 드라이브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4웨이레이드 0 구성을채택하고있다. 

ComputerWorld

윈도우 PC 10대 중 1대, 여전히컨피커웜에취약
컨피커웜이 인터넷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윈도우 PC 10대 중 1대가 취약

하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00개의 시스템중 25개가 웜에감염되어있다. 

보안 위험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공업체인 퀄리스(Qua-

ly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퀄리스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

백 수천 개의 고객 윈도우 시스템 중 약 10%가 아직 마이크

로소프트의 MS08-067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MS08-067는 2008년 10월에 배포된 비정기 업

데이트로, 파일이나 프린트 서버 연결과 관련된 버그를 패치

한 것이다. 비록 컨피커가 대부분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 있

지만, 전문가들은 봇넷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지난

주, 컨피커웜 주의령이 내려졌던 4월 1일 1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안보국은 지속적으로 컨피커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

의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컨피커 워킹 그룹

(Conficker Wor-king Group)으로 알려진 이 보안 전문가 및

인터넷 도메인 소유자 단체는 봇넷 업데이트를 차단해 웜을

불능화하는것을시도하고있다.             ComputerWorld

마이크로소프트, 소셜폰‘킨’발표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 및 트위터 세대를 겨냥한 소셜

네트워크폰‘킨’을 지난 12일 마침내 공개했다. 샤프가 제조한

킨폰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킨

원과 보다 강력한 성능의 킨 투가

그것이다.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

최된 발표 행사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로비 바흐는 킨 시리즈가 소

셜네트워킹및동 상애호층을겨냥했다고밝혔다. 

킨 원과 킨 투는 모두 슬라이드 아웃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

지만 킨 투가 보다 넓은 키보드를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용량

의 메모리와 강력한 카메라도 탑재하고 있다. 킨 원은 500만

화소, 킨 투는 800만 화소의카메라를각각장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제품에서 소프트웨어에 특히 비중

을 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등의 소셜 미디

어 웹 사이트와 통합을 적극 시도했다. 킨의 바탕화면은 다양

한 소셜 미디어 피드를 노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손쉽게

지인들을검색하고확인할수있다.        IDG News Service

넷앱, 스토리지가상화업체바이캐스트인수
넷앱이 스토리지 가상화 전문업체 바이캐스트(Bycast)를 인

수해 자사의 객체 기반 스토리지(Object-based Storage) 기

능을강화할계획이다.

넷앱은 바이캐스트 인수를 발표하면서“객체 기반 스토리지

는 객체 이름과 리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대규모 객체 스토리지를 단순화

하고, 데이터 객체의 빠른 검색과 위치 파악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설명했다. 

넷앱은 바이캐스트를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

했으며, 인수는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캐

스트는 설립 10년차의 개인 회사로, 현재 약 250여 곳의 고객

을확보하고있다. 인수 금액은공개되지않았다. 

바이캐스트의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나서비스업체용솔루션이다.                  NetworkWorld

자바창시자제임스고슬링오라클떠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창시자인 제임스 고슬링이 오라클

을떠났다고자신의블로그를통해밝혔다. 

고슬링은 지난 4월 2일 오라클을 사임했으며, 아직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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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 고슬링은“오라클을왜 떠났냐는

것은 대답하기 어렵다. 단지 정확함과 진실함이 득보다는 해

를더많이끼친다는것만말할수있다”고적었다. 

고슬링은 오라클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그룹 CTO를 맡

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썬의 개발자 제품 그룹 CTO를 맡고

있었다. 

이로써 고슬링은 오라클의 썬 인수 후 오라클을 떠난 유명

인사 그룹에 동참하게 됐다. 약 1개월 전 고슬링은“오라클은

자바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바의 전

체 생태계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

힌 바 있다. 하지만 고슬링은 동시에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

가지나치게정치화되고있다고우려를표하기도했다. 

IDG News Service

세일즈포스-VM웨어, VMForce 발표예정...세부
내용미공개
세일즈포스닷컴과 VM웨어가 새로운 웹 사이트를 통해 오

는 4월 27일 양사 공동 개최 행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관

계를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 

이 소식을 발표한 VMForce.com 사이트는 세일즈포스닷컴

의 CEO 마크 베니오프와 VM웨어의 CEO 폴 매리츠가“클라

우드 컴퓨팅의 미래에 관한 굉장한 공동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만 전했을뿐, 어떤 것을 발표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

은공개하지않았다. 

VM웨어와의 협력관계인만큼 서비스로서의 가상화

(virtualization-as-a-service)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몇몇 정황을 감안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추측하기는

어렵다. 

VM웨어가 최근 자바 툴 개발업체인 스프링소스(Spring

Source)를 인수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야후로부터 짐브라(Zimbra) 이메일 및 협업 스위트를

인수하면서기업용애플리케이션도건드리고있기때문이다.    

IDG News Service

인텔, “역대최고의분기실적”발표
인텔이 자사의 2010 회계연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역대최고의분기실적”이라고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끝난 인텔의 1분기 업 이익은 24억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8%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전망

치는 21억 3,000만 달러. 주당 수익도 0.43달러로 분석가들의

전망치인주당 0.38달러를넘어섰다.

인텔의 1분기 매출은 1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이 역시 분석가들의 전망치 98억 달러보다 높은

실적을기록했다. 

인텔 CEO 폴 오텔리니는 발표문을 통해“첨단 기술 선도

를 위한 투자가 인텔 사상 최강의 제품군을 가져다 줬다”며,

“인텔의 향후 전망에대해 매우낙관적이며, 인텔 제품은 다양

한 역을대상으로개발되고있다”고밝혔다.

한편 인텔은 2분기 매출을 102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

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예상치이다. 

IDG News Service

마침내광고모델도입한트위터, 업계반응은반반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비즈 스톤은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모티드트윗(Promoted Tweets) 광고 플랫폼을소개했다. 

스톤에 의하면, twitter.com의 검색결과 화면에

‘promoted’라는 라벨이 붙은 유료 메시지가 표시된다. 처음

에는 전체 사용자 중 10%에게만 이 메시지가 보여진다. 첫 광

고를 위해서 트위터는 베스트 바이, 브라보(Bravo), 레드불

(Red Bull),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스타벅스, 버진 아메

리카(Virgin America) 등과 제휴를맺었다. 

이와 관련해 포레스터 리서치의 분석가 오지 레이는“프로

모티드 트윗 프로그램은 트위터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행

보”라고 평가하면서, “트위터는 검색엔진과 했던 제휴 하나에

만 수익을 의존할 수 없다. 이제 광고라는 두 번째 수익원이

생겼으니 유료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세 번째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브리엘 컨설팅 그룹

의 분석가 댄 올드스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런 변화를 환

할지는확실하지않다고보고있다.           ComputerWorld

마이크로소프트, “SQL 2008 R2 마침내출시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SQL 서버 2008 R2의 코드를 최종 마무

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식 출시는 다

음달에이뤄질계획이다. 

SQL 서버 2008 R2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주요

업데이트 버전으로, 거의 2년 동안 개발 상태에 있었다. 그동

안개발자버전만 30만 회이상다운로드된것으로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룹 디렉터인 마

크 린튼은 이번 버전은 단일 SQL 서버 2008 인스턴스를

256개의 논리 프로세서 상에서 구동할 수 있어, 기존의 64개

보다 확장성이 좋아졌고, 가상화 솔루션인 하이퍼-V 가상 환

경에서도더잘구동된다고강조했다.      IDG New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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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시스코프리”데이터센터확산에박차
HP가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3Co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방위 네트워킹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HP는 HP와 3Com의 장비를이용해“두배이상의포트와용

량 집적도, 그리고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구현한”최신

“시스코프리(Cisco-Free)”데이터센터도발표했다. 

HP의 새로운 네트워킹 제품군은 HP의 프로커브 기술과

3Com의 라우터, 스위치, VoIP 장비를결합한것이다.

HP는 새로운 네트워킹 포트폴리오가유무선 환경과 보안을

에지부터 코어까지 통합해 중복되는 장비를 없앤 것이 특징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 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

크의환경설정과배치, 모니터링을 한 곳에서관리할수있는

툴을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HP가 공개한 자사의 시스코 프리 데이터센터

는 34대의 3Com 라우터와 300대의 HP 프로커브 스위치, 4

대의 티핑포인트 IPS 장비를 설치해 초당 21억 패킷의 처리

용량을구현했다. HP의 부사장 켄 그레이는“이 데이터센터는

시스코장비하나없이구현됐으며, 내년에는 HP 내부 데이터

센터전체에이를확장할것”이라고밝혔다.    NetworkWorld

블랙베리볼드 9700 & 앱 월드‘국내상륙’
블랙베리의 최신 스마트폰‘블랙베리 볼드 9700’이 SK텔레

콤을 통해 5월 국내 상륙한다. 또 블랙베리용 애플리케이션 오

픈마켓인‘블랙베리앱월드’도국내시장에공식론칭됐다. 

이번 행보는 블랙베리의 로벌 시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국내 모바일 오피스 환경 활성화와 함께 개인용 스

마트폰시장에도파장이

예상된다. 

4월 21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돼 5월부터

공급되는블랙베리볼드

9700은 기존 볼드

9000 모델보다 한층

강화된 하드웨어 사양과 운 체제를 탑재한 제품이다. 3G 네

트워크 지원과 함께 GPS 내장, 무선랜 지원, 480X360 해상

도, 최장 38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 성능, 320만 화

소디지털카메라등의특징을지니고있다. 

한편, RIM의 앱 월드도 21일 함께 공개됐다. PC에서 웹사

이트를 이용하거나 블랙베리 스마트폰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

는앱월드서비스에는현재, 비고 한국판, 블루모바일, 연합뉴

스, T-메뉴, DioDict 한/ 사전, 지하철 노전소, 블랙베리 메신

저, 페이스북 및 트위터 앱,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블룸버그

모바일등의애플리케이션이게재돼있다.          IDG Korea

중국, IBM의“스마터플래닛”슬로건에경고
중국이 IBM의 스마터 플래닛(Smarter Planet)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도시 단위의 센서 네트워크 같은 기술

을사용하는것. 

IBM은 스마터 플래닛이란 슬로건을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

트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중국 부동부의 그린시티 랩

도 포함되어있다. 중국 정보산업기술부리이종장관은웹사

이트에 게재한 연설 요약문을 통해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산업화(Reindustialization)”나“저탄소 경제”와 함께 이런

개념은중국의경제성장을위축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 

리 이종 장관은“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새로운 개념과 전략

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높여 다른 누군가의

통제아래 떨어지지않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난 주에 이뤄진 것이지만, 아직 중국 외부에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IDG News Service

어도비, 아이폰용플래시개발중단
어도비가 지난 주 발표한 CS5에 소개된 플래시 투 아이폰

소프트웨어 툴의 개발을 중단했다. 이로써 향후 아이폰에서

플래시가 지원될 것이라는 많은 사용자의 희망은 실현되기 어

렵게됐다. 

지난 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OS 개발자 라이선스 프로그

램이 발표되면서 어도비의 대처가 업계의 관심으로 떠올랐는

데,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컴파일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리고 이는 어도비가 야

심차게 준비한 플래시 CS5에 직격탄이 됐다. 챔버스는 아이

폰용 플래시 컴파일러의 개발은 중단하지만, 해당 툴은 플래

시 CS5에 계속탑재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번 일로 애플과 어도비 간의 긴장 관계는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어도비는 어도비의 플래시 플랫폼 제품 관

리자인 마이크 챔버스의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제 아이폰은 마음에서 접고 구 안드로이드 운 체제용 플

래시개발에더욱집중할계획이다.                  P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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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폰7을포함한윈도우모바일과애플아

이폰애플리케이션까지모두아우르는개발사오

크 리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Oak Leaf Waste

Management)에서수석아키텍처로일하고있는

케빈 호프만(Kevin Hoffman)은 최근 모바일과

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개발에집중하고있다.   

호프만은 윈도우 폰 7과 아이폰에 대해“모든

프레임워크는각자의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

라면서,  “어느한쪽이다른쪽보다더낫다고단

적으로말할수없다. 따져보고판단해야한다”한

다고이야기한다.   

윈도우개발에대한폭넓은배경지식을가지고

The Net Addict’s Blog를통해윈도우폰7 개발

경험을기술하고있는그는WPF [Windows Pr-

esentation Foundation] Control Development

Unleashed를포함하여몇권의책을공동집필하

기도했다.  아마존웹사이트에는호프만에대한

페이지가따로있을정도로유명하다.   

최근까지 Sys-Con의 아이폰 개발자 저널

(iPhone Developer’s Journal) 편집장을 역임했

으며, 외주를받아아이폰애플리케이션을만들고

있다. 그는애플의WWDC(Worldwide Developer

Conference)에서아이폰과마이크로소프트.NET

콤팩트 프레임워크(Compact Framework) 간의

프로그래밍차이점에대해서발표한바있다.   

호프만과의인터뷰를통해서윈도우폰7(WP7)

에 대한그의느낌과WP7 플랫폼과아이폰간의

같은점과다른점에대해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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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관점에서본
윈도우폰7 vs. 아이폰
John Cox | NetworkWorld

Q경험에 비추어 볼 때, WP7은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가? 

고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서, 지금까지는 아이폰이 시장을 독점해오고 있다. 애플

리케이션을 위한 타깃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

장 사용자가 많은 기기를 선택한다. 아이폰이 바로 그것

이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폰이 하는 모든 것을 하

고 심지어는 아이폰에도 없는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혹

은 플랫폼)를 들고이시장에진출했다.   

하지만 순수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특

히 모바일개발에처음인개발자들에게는윈도우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만드는것이더쉽다. 

Q그이유는? 

아이폰이 윈도우 폰 7에 비해 더 시스템 지향적인 개발

환경이라는 이유가 크다.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는 메모

리 관리를 해주지 않지만, WP7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해

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장 횟수가 더 적어서, 개발자

들이 메모리 유출(Leak)을 따라다니기 보다는 애플리케

이션을개발자가의도하는대로작동하도록만드는작업

에더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쌍방향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인 실

버라이트(Silverlight)와 윈도우와 엑스박스(Xbox)용 게임

개발을 위한 XNA, 그리고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

스트레이터(Illustrator)에서 직접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툴이포함된이모든가용애플리케이션

설계 도구들 덕분에 개발자들은 바로 WP7 개발 사이클

로 들어갈 수 있다.  아이폰에는 같은 종류의 설계 환경

이없다. 

interview



Q전에 지적한 대로, 모든 WP7 애플리케이션은 실버

라이트나 XNA 실행환경에서만실행시킬수있다.  이

방식이어떤이점이있는가? 

XNA 환경에서는, 엑스박스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은 누

구나 사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제어 인터페이스와 화면

크기만 빼고는 사용 언어, 도구, 이 모든 것들이 똑같다.

게임 개발자들은 WP7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

서 보유한 기술을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작성한엄청난양의코드까지도재사용할수있다.   

실버라이트 역시 기업이나 생산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에게는 매혹적이다. 이전 버전의 운 체제 에서는,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용 기본 GUI(Default Look and

Feel)가 끔찍했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하지만 실버라이트에는 설

계자가 만든 내용을 받아서 손실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삽입시켜주는 툴이 있다. 그리고 만약 개발자가 웹 사이

트 상에 실버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폰 7에서도 구동하고 싶어 한다

면, 아주 많은 양의 코드를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코드전체를재사용할수도있다. 

Q애플은 개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이폰 개발

환경을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승산이있을까? 

내생각에는마이크로소프트도개발환경구축에있어서

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WP7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를 사용할 수있다는사실자체가대단한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폰 시뮬레이터(실제 WP7 기

기의 GUI를 흉내 내는 PC 애플리케이션)는 애플의 아이

폰시뮬레이터의기능보다더큰기능성을갖고있다. 

Q예를들면? 

메시지에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애플의 PNS(Push

Notification Service)의 경우에, 아이폰 시뮬레이터에서

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애플의 시뮬레이터에서

는 비디오를 재생할 수 없다. 하드웨어 가속기도 들어있

지 않아서, OpenGL(고성능 그래픽 표준)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시뮬레이터에서는 게임을 테

스트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모든

것과 다른 기능들이 전체 개발 작업을 훨씬 더 순조롭게

해준다. 

QWP7의다른장점은무엇인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보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으나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출시와 유통을 포함한 전체 판매 프로세스

도 엄청나게 답답하다. 온갖 종류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

고특히대형개발팀에게는프로세스속도를저하시키는

모든것들이존재한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마이크로소

프트의 애플리케이션 유통 방식은 훨씬 더 쉽다. 마이크

로소프트는 제품 발표 경로에 대한 MIX10 세션(Sessi-

on)을 개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대로만 해준다면,

현재 아이폰 라이프사이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나게 많

은수의단계를줄일수있다. 

QWP7에대한“감”은? 

UI 데모 동 상을 처음 봤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

다. 하지만, 여기저기 뒤져보고 함께 얼마나 잘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UI

가 없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정보를

과대 포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휘황찬란하고 쓸데없는

부가기능으로 치장해 왔다. WP7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

어버리고 정보 그 자체를 가능하면 멋지게 만들었다. 그

들의 철학은“애플리케이션과 정보 자체가 설계이다. 이

것들이 UI다”라는것이다.   

이 UI에 대한 코드명은“메트로(Metro)” 다. 그들은

“도시의 간판”에서 감을 얻었다고 한다. 간판은 중간

의 허튼소리를 가급적 배제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정보를제공함으로써가능하면빨리원하는곳에도착할

수있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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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관심이날로고조되고

있는상황에도불구하고, 내외부하이브리드클라

우드에 대한 실전을 거친 제대로 된 베스트 프랙

티스는 드물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기본적인규칙이아직도세워지고있는상황이라

낯설고복잡하다는것이분석가들과클라우드인

프라를 구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IT 부서들

의지적이다.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티지 그룹의 분석가 마크

바우커는데이터센터의가이드라인을적용한다고

는하지만, 외부 IT와내부 IT를조합하는복잡성

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 데스크톱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 어디

에서 서비스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애플

리케이션을데스크톱에전달해야하는과제를안

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해하지말아야할일은

무수히 많지만, 전문가들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절대로하지말아야할것으로제시한다.

1. 지나치게 중앙집중화하지 말라

데이터센터에 집중화된 IT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화의 핵심이긴 하

다. 하지만이퀴닉스(Equinix)의 클라우드및 IT

서비스 총괄 책임자인 빈체 디메모는 최종 사용

자의 응답시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퀴닉스는 버라이즌이나 AT&T, 유튜브 등

의고객들에게플랫폼과인프라서비스를제공하

고있다. 

사용자가키를누르는것과서버로부터응답이

오는 사이의 지연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이

것이클라우드컴퓨팅프로젝트의생사를결정할

수 있다는 것. 디메모는“만약 사용자가 충분히

빠르다고 느끼지 못하면, SaaS와 마찬가지로

VDI 서비스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퀴닉스는사용자액세스노드를최종사용자

가집중되는네트워크의에지단에분산시켜둔다.

디메모는“네트워크와최종사용자가의물리적거

리를단축해빌딩내에서도직접연결할수있다”

고설명했다. 또“모든홉은자체지연시간과추가

응답시간을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백만분의 1초단위의지연이라하더라도, 모든노

드의모든패킷마다이시간이더해지면, 적지않

은지연을만들어낸다”고덧붙 다. 

2.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에 대한

가시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루미나타의분석가고든하프는그렇다고해서

서버나스트로지의성능이아무런 향을미치지

않는다는의미는아니라고지적한다. 

하프는“명령어가큐에서대기하거나서버나스

토리지의 I/O를 통과하는 매 사이클마다 지연시

간이 추가된다”며, “더 빠르고 강력한 서버는 그

것이클라우드에있든, 전통적인데이터센터에있

든사용자의지연시간을줄여준다”고설명했다. 

3. 리거시 시스템에 유의하라

퀘플릭스(Queplix)의 설립자이자 CTO인 스티

브야스킨은“대부분의리거시애플리케이션은클

라우드나 탄력적인 환경에서 구동되도록 설계되

지 않았으며, 심지어 데이터 구조가 클라우드 환

경에서는제대로동작하기에는잘못된경우도있

다”고지적했다. 퀘플릭스는기존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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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포팅하는툴을개발하는업체이다. 

퀘플릭스나 지난 해 VM웨어에 인수된 스프링

소스(Springsource)의메타데이터카탈로그는애

플리케이션이여러곳의소스로부터데이터를조

합하는 회수를 줄여준다. 야스킨은 잘 구성된 캐

싱이자주사용되는데이터의가용성을유지해주

며,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를 사용빈도에 따라

구성해 주는 것도 응답시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설명했다. 

4. 소프트웨어가 수다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라

디메노는 네트워크와 서버를 정비하는 것으로

는지연시간문제의2/3만해결할수있다고지적

한다. 

많은클라우드기반애플리케이션은표준브라

우저를 사용한다. WAN 환경에서 빠른 응답시간

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나 가능한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패킷 크기나 인터

랙션을 제한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메모는“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이런 API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수다스럽다”며, “이들은 서너

번씩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이럴 때마다 40~50

ms의지연시간이발생한다. 서버에서사용자까지

150ms면 꽤 괜찮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작업이 이뤄질 때의 이야기”라고

덧붙 다. 

5. 이전에하던방식으로성공여부를측정하지말라

IPPM 가이드라인같은 IT 중심적인기준을사

용하는 SLA는클라우드기반애플리케이션에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디메모는 클라우드 고객

들은네트워크상의패킷을측정하는것보다는최

종사용자의관점에서만족도를측정하는것을필

요로한다고설명했다. 

버튼그룹의분석가크리스울프는 SLA가최종

사용자의만족도보다는IT 부서가얼마나일을잘

했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지적한다. 클라우

드는 사용자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많

은 클라우드 관계에서 IT 부서 자체가 고객이 되

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6. 푼돈 아끼려다 목돈 낭비하지 말라

내부나외부클라우드서비스를도입하는것은

IT 부서가인프라를구축하고지원하는방식을근

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기업이 서버 가

상화프로젝트의목적으로설정한비용절감목표

이상을달성하기위한기반도제공해야한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푼

한푼에 집착하는 것은 기업이 클라우드로 얻을

수있는이점을제대로누리지못하게한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며,

엄청나게탄력적인기술의잠재력을제한하기때

문이다. 

IDC의 데스크톱 가상화 분석가 이안 송은“기

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는 높은 가용

성과폴트톨러런스, 탄력적인SaaS를위한계획

등 높은 역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서버 가상

화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클라우드는더이상의것을제공한다”고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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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구 을비롯 30여기업을공격했던것

과같은기업겨냥사이버공격이새로운방법으로

기업의보안모델을시험하고, 전면적인사이버전

쟁보다주요데이터에즉각적인위협으로부상하

고 있다. FBI가 이런 기업 겨냥 사이버공격은 미

국에“실존하는위험”이라며경고할정도.

오래전부터행해진이메일및네트워크웜, 바

이러스와는다르게타깃공격은도둑질같은것이

고,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해 오랫동안 숨어있을

수있도록한다. 전형적으로이런공격의실제목

적은중요한정보를훔치는것이다.

지난 몇 년간 주에서 지원을 받는 고도의 기술

능력 및 컴퓨팅 리소스를 가진 단체들이 정부나

군을노린이런공격대응을관리하고있다. 그러

나공격의숫자가증가하고일반기업 역으로도

확장되어일부사람들은미국이사이버전쟁의중

심에있는지여부에대해생각하게됐다.

“아직 전쟁은 아니다”

아직까지 사이버공격이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신 타깃 공격으로 인해 미국

의 기업체들은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에 직면하고 있다. 타깃 공격은 전형적으

로정교한소셜엔지니어링기술을이용해서알려

지지않은보안취약점을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많이사용하는서명기반의맬웨어추적

툴을피하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공격을방어

하기가어렵다.

대부분의 공격은 핵심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속여서감염된이메일이나다른메시지

들을열도록하는소셜엔지니어링을이용한다.

시만텍의메시지랩스인텔리전스(MessageLa-

bs Intelligence) 유닛의수석분석가인폴우드는

악성메시지는수신자가알고있는누군가로부터

온 듯하게 작성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왕래가

활발히진행중인이메일에끼어들어서익숙한제

목과내용을포함시켜신빙성을높이기도한다.

그렇다면,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메시지랩스에 따르면,

특히조그만회사의디렉터급, 부회장, 관리자및

임원 등이 주요 타깃이다. 큰 회사일수록 보안이

잘되어있기때문에, 사이버범죄자들은큰회사

의공급업체나사업제휴업체인작은회사를노린

다는설명이다.

IT 인프라서비스제공업체인테어마크월드와

이드(Terremark Worldwide)의 연구원 션 아리

스는이런위험에대응하기위해서는생각을바꿔

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격들은 종종 방어법이 존

재하지않는제로데이취약점을이용하곤하기때

문이다.

방어의 핵심은 탐지 능력

앞서설명한것처럼제로데이취약점을노리는

사례가많아짐에따라, 기업들은침입방어및빠

른대응능력을강화할필요가생겼다. 방어방법

중에하나는타깃공격이네트워크를통해서데이

터를 빼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일단 네

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홍수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은좋지않은징조이다.

보안강화노력의일환으로기업들은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분석 툴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테어마크는아버네트워크(Arbor Networks)

에서나오는네트워크상의데이터흐름을모니터

링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툴은 테어마

10
IDG Korea

IDG InsightIDG Insight

보안능력시험하는
기업겨냥사이버공격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크가일상적이지않은트래픽패턴을재빨리감지

할수있도록해준다.

더불어테어마크는네트워크패킷정 검사를

위해 넷위트니스(NetWitness)의 기술을 이용한

다. 넷위트니스기술을통해테어마크는네트워크

로그를보고의심스러운데이터패킷을구체적으

로조사할수있다. 비록스놋(Snort) 같은오픈소

스툴도패킷검사에이용할수있지만, 넷위트니

스와같은유료제품이의심스러운데이터패킷이

대량일경우검사를좀더빨리할수있다.

넷위트니스의 CEO인 아밋 요란은 화이트리스

트(whitelist)를사용하는것도도움이될수있다

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하면, 회사 자

체적으로자사네트워크상에서특정트래픽만허

용하도록설정할수있다.

이 같은 자동거부방식(default-deny approa-

ch)은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트래픽 흐름을 멈추

게 하는데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일부 지역의

전체네트워크혹은특정국가전체에서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해커들이 네트

워크를 감염시킨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은거의불가능하다.

하지만문제는이런방법을대규모로적용하기

엔힘들다는것이다. 요란에따르면, 대기업의경

우에는특정목적지를향한트래픽차단이불가능

하다. 하지만신용카드데이터가들어있는시스템

을보호하는등특별한경우에는유용할수있다.

클라우드가 도움이 될까?

보안 제어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 역시, 기업

들이 타깃 공격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시만텍은 호스팅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로

매일네트워크를통해서전달되는대량의트래픽

을 조사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기업보다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다. 예컨대, 지난 해 말 어도비의

PDF 소프트웨어의취약점이일반에공개되기한

달전에이를악용한타깃공격을찾아낸바있다.

아리스는원격로깅기능을가능하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지적했다. 종종서버를침

범하는사람들은활동로그등증거를

서버에서모두지우는경향이있기때

문에, 모든 로그가 생성되고 중앙에

저장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설

명이다.

요란은“만일 이런 발전된 공격으

로인해감염된시스템이밝혀지지않

았다면, 운이 좋거나, 자세히 살펴보

지않은것”이라고덧붙 다.

이런사이버공격은앞으로도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맥아피의 CTO인

조지 커츠는 구 공격이 있은 직후,

“이런 공격은 모든 역에 있는 기업

들이매력적인공격타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APT는 전쟁터의 말벌과

같은것이다. 정확히조준을함으로써

치명적인 짐을 기업들에게 지어주고

있으며, 발견된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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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가?”라고 묻고, 트위터는“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에 대해서 묻는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

미구식이다. 차세대소셜네트워킹은“어디에있

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미 포스퀘어

(Foursquare), 고왈라(Gowalla), 브라이트카이트

(Brightkite), 룹트(Loopt)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

많은사용자들이이질문에답하고있다. 

이런트렌드의중심에있는기술은지오로케이

션(geolocation)이다. 애플 아이폰, 구 넥서스

원, 혹은RIM 블랙베리처럼GPS가가능한스마

트폰을이용해서친구들에게지금어디에있는지

알리거나, 아는 사람들이 추천한 장소를 찾거나,

클럽, 바, 식당 등에 원격으로 체크인을 할수있

도록한다. 사생활보호문제가있긴하지만(이

후반에서다룰예정이다), 지오로케이션서비스를

멈출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어보인다. 

지오로케이션의 원리

전형적으로 지오로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기능을가지고있다. 한사용자의위치를다

른 사용자에게 알리고, 식당 혹은 행사장과 같은

현실 속의 장소와 연계시킨다.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되는지오로케이션애플리케이션은사용자의

위치가 변할 때마다 관련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데스크톱 PC에서 구동되는 것

보다풍부한경험을제공한다. 

오늘날의스마트폰에는GPS 칩이내장되어있

어 이 칩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정

확한 위치(일반적으로 외부에 있을 때와 맑은 날

잘 잡힌다)를 계산해 구 지도(Google Maps)등

에표시해준다. GPS 신호를잡을수없는경우에

지오로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기지국(cell tow-

ers)으로 부터 정보를 받아 삼각측정으로 사용자

의대략적인위치를파악한다. 이방법은GPS 만

큼정확하지는않지만, 최근몇년간기술이매우

향상됐다. 일부지오로케이션시스템은GPS와기

지국 삼각측정법을 조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데,

이를A-GPS(Assisted GPS)라고부른다. 

하늘이맑기만한다면, 휴대폰에있는지오로케

이션애플리케이션은꽤정확히사용자의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덜 정확하기

때문에, 가장근접한곳에서부터애플리케이션인

터페이스안에서수동으로지정해줘야할필요가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앞으로발달

된 A-GPS 시스템이 실내에서의 지오로케이션

위치측정정확도를점점높이고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속속 등장

수백수천만사용자를확보하고있는포스퀘어

등여러신생기업들이지오로케이션서비스를제

공하고 있다. 위치 정보를 친구와 공유하도록 하

는 서비스가 이들뿐만은 아니지만, 소셜 게임 요

소도 도입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런 애플리케

이션들을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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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뜨거운감자,
지오로케이션
Daniel Ionescu | PC World



포스퀘어는 아이폰, 안

드로이드, 블랙베리, 팜

(WebOS) 폰에서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포스퀘어 애

플리케이션이 없다면,

포스퀘어 모바일 웹사이

트를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 포스퀘어는‘체크

인(Checking in)’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

들에게자신의위치를알릴수있도록한다. 

까페, 바, 식당, 공원, 사무실등어느곳이나체

크인을할수있다. 친구들이사용자의위치를알

게되면, 이친구들은해당사용자에게주위에가

볼 만한 곳이나 할만한 것 볼만한 것들을 추천해

준다.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는 사용

자에게 체크인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스퀘어정예부대가되기위한과정을추적할수

있는다양한배지도수여한다. 

더욱재미있는것은, 만일포스퀘어가사용자를

특정장소의시장(mayor)로 인식한경우(다른사

람들보다해당장소를자주방문한경우가상으로

그장소를갖게되는것) 일종의경품을받을수도

있다. 포스퀘어는 시장이나 몇 번 이상 체크인을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할인이나 무료 음료 등을

제공하는전세계의다양한장소목록을보유하고

있다. 

고왈라도 포스퀘어처럼

아이폰, 안드로이드, 팜

(WebOS), 블랙베리(볼

드, 커브, 스톰) 플랫폼

에서이용할수있다. 이

서비스는 대량의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

고 있으며, 사용자가 다

른 참여자들과 선택한

가상아이템을거래할수있도록한다. 또한, 고왈

라는 여러 광고 제휴를 맺어서 교환한 가상 제품

을현실에서무료로교환할수있기도하다. 

최근에 고왈라는 여행(trips) 기능(현재는 아이

폰에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및 웹OS 버전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사용자

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20개 이상의 장소를 다른

고왈라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의친구는도시투어혹은바투어등을통

해서여행을완수할수있다. 

브라이트카이트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팜, 노키아, 블랙베리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있는애플리케이션

이다. 이 서비스는 사

용자들이 두 종류의

소셜커넥션을만들수있도록하는데, 하나는트

위터의 팔로워(followers)같은 팬이고 하나는 페

이스북같은친구이다. 사용자의위치를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친구들은 여기에 손가락을 올리고 내리

는(Thumb up/down) 등의반응을보일수있다. 

브라이트카이트는 개인적인 포스트를 모든 사

람에게 공개하거나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선택

을할수있도록하는등훌륭한프라이버시제어

기능을보유하고있다. 또한, 사용자는페이스북,

플리커, 트위터등에도연동하여 을올릴수있

다. 포스퀘어나 고왈라와 마찬가지로 브라이트카

이트는바, 클럽, 박물관등을위해체크인시스템

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준다. 

지오로케이션과 소셜

네트워킹이 결합된 룹
트는 아이폰, 블랙베리,

안드로이드 및 다양한

휴대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와 마

찬가지로 사용자가 위치

를 체크인하고 해당 위

치를 페이스북이나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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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친구, 그리고 룹트에서 맺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있다. 

또한 펄스(Pulse)라는 이벤트 디렉토리를 제공

하고있는데, 이는사용자가있는위치주변의

화, 연주회, 쇼등다양한카테고리목록을제공하

고, 점수나 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경품이나특별할인등도제공된다. 

구 , 페이스북, 트위터도 대열에 합류

이런 지오로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소셜네트워킹의양대산맥인페이스북과트위터

역시 이런 트렌드에 합류했다. 지난 해 트위터는

서드파티 개발업체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지

오로케이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지오로케이

션 API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리픽

(Twitterrific)이나트위티(Tweetie) 등많은트위

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들이 자신

의위치정보를트윗에함께올릴수있도록하고

있으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도 점차 도입하

고있다. 

최근트위터는자사웹사이트에도비슷한기능

을 추가했다. Twitter.com의 지오로케이션 정보

를 이용하는 것은 포스퀘어나 브라이트카이트에

서제공하는서비스와는다르다. 먼저, 먼저이기

능을 옵트인(opt in)해야 하는데, 현재는 모질라

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 서비스에는 체크인 기능이 없고, 배지나

포인트 같은 인센티브도 없다. 현재로서 트윗에

첨부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구 지도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트위터의 고급

검색모드를이용하면특정지역주변에서올라온

트윗을찾을수있다. 

페이스북 역시 4월 내에 지오로케이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정보는 아직 알려진

바없다. 그러나현재전체 4억명이상의사용자

중 1억명정도가휴대폰을통해서상태를업데이

트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페이스북내에서사

용되는지오로케이션기능의잠재적인기는매우

높은것으로평가된다. 

구 역시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

지난2월구 은구 버즈(Google Buzz)라는새

로운지오로케이션및소셜네트워킹툴을선보

다. 지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버즈는 사용자가 상

태업데이트, 이미지, 동 상등을다른버즈사용

자들과공유할수있도록한다. 

또한구 버즈는안드로이드폰뿐만아니라아

이폰에서도웹기반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이

용할수있다. 모바일버전버즈는실시간지오태

그를구 버즈피드에업데이트해서구 의모바

일지도에표시되도록한다. 이지도에는해당지

역의 다른 버즈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위치를표시해준다. 

노키아는 오비 라이프캐스트(Ovi Lifecast) 위

젯을통해N97 및N97 스마트폰에서지오로케이

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애플이차기버전아

이폰에이기능을통합할것이라는소문이있다.) 

심지어 모질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도 웹사이

트에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서 좀 더 관

련높은정보를찾을수있도록하고있다. 

구 역시 크롬 웹 브라우저 최신 버전에 지역

정보공유기능을도입했다. 크롬의지오로케이션

기능은 WGS 84(World Geodetic System) 내비

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GPS(Glo-

bal Positioning System)에서 사용되는 기준 좌

표계(reference coordinate system)이다. 

지오로케이션과 사생활 보호

집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는포기하는것이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서 위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위험 노출 정도를 높

이는것이다. 그러나지오로케이션서비스는사용

자를위치공유로인한잠재적인위험으로부터사

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부분의지오로케이션애플리케이션은사용자

가사생활보호단계를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

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위치 업데이트를 쫓는 불

손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있다. 스스로를보호하기위한첫번째단

계는이런서비스들에집주소를노출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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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생활보호론자들은이미위치정보공유로인

한위험에대해경고를하고있다. 한예로Plea-

seRobMe.com웹사이트를들수있는데, 이 사이

트는위치데이터가첨부된트윗을모아서사용자

가멀리서트윗을올렸을경우도둑이들수도있

다는경고를해준다. 

불행히도다른사람들에게자신의정보를계속

숨기는것은지오로케이션의목적에어긋난다. 따

라서사용자들은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자신의

상태를 공유할 것인지 신중이 결정해야 하며, 사

생활보소설정을잘해야한다. 

예를들어, 브라이트카이트는사용자가각포스

트를친구와만공유할것인지모든사람들과공유

할것인지선택할수있도록한다. 그러나이장소

를 트위터에 해당 정보를 연동해서 올릴 경우에

많은팔로워들이이정보를이용할수도있다. 

반면, 지오로케이션에대한트위터의접근은사

용자가 각 메시지에 위치 정보를 넣을 것인지 아

닌지결정하게하고있다. 구 버즈역시이와같

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트위터에

올라간전체지오로케이션히스토리를삭제할수

도있다. 

지오로케이션의 향후 행보

현재로서 지오로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IT 마

니아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재미

를 위한 것이다. 고왈라나 포스퀘어가 게임 요소

없이는 이만큼 인기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러나 지오로케이션 기술이 점점 정확해 지면서,

공공안전이나뉴스모음등좀더진중한기능을

하는애플리케이션에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재미를 위한 것이나 좀 더 심각한 것을

위한것이나사용자의위치정보를공유하는애플

리케이션이많아질수록이와관련된사생활보호

이슈역시계속논란의대상이될것이다. 아마우

리가디지털생활을 위하는데얼마만큼의사생

활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시각을재점검하도록

할수도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주커버그가

제안한 것처럼, 현재의 사생활은 더 이상 이전의

사생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하고,

편하고, 즐거운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기위해온

라인사생활을포기하고싶어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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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태블릿컴퓨팅시대를열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방점을 찍어낸 애플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스마트폰도 아니고, 넷북도 아닌, 그렇다고 기존

의 PDA도 아닌‘태블릿’의 대중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도 태블릿 형태의 컴퓨팅 기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파

급력과 대중화 측면에서‘아이패드’는 명실상부한 태블릿 프론티어다. 아이패드 자체에 대한 집중분석과 함께, 또 아이

패드가열어낸태블릿형태의컴퓨팅기기가어떠한혁신과변화를이끌어낼지짚어본다.           편집부 | IDG 코리아

part 1 아이패드 집중 분석

리뷰 | 애플아이패드‘미래형컴퓨팅의시작’

IDG 블로그 | 아이패드열풍속‘문제점도속속’

업무용아이패드? “보안이문제”

part 2 아이패드 평가와 전망

로벌칼럼 | 아이패드는홈컴퓨팅의미래다

애널리스트“아이패드경쟁태블릿, 기회는있다”

아이패드가감상용이라고? ‘천만의말 ’

아이패드가바꿔놓을관련산업의풍경

part 3 아이패드 액세서리 & 앱스

미리보는아이패드앱스기대작

포토 | 봇물터진아이패드케이스



어딜 가나 아이패드 이야기다. 애플은 또다시 언

론의헤드라인을휩쓸었고아이패드를둘러싼광적

인열기는연구대상이라고해도될정도다. 아이패

드가그렇게대단한물건일까? 그렇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다.

아이패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

는순수한기술집약체, 다른하나는미디어소비용

도구다. 물론 어느 관점에서 보든 기존의 형태와는

확실히다르다. 풍부한아이패드용콘텐츠는아이패

드를구입한사람들의콘텐츠소화습관까지바꿔놓

을것이다.

단순한차세대미디어플레이어를기대하고아이

패드를구입한사람들대부분은싱 태스킹터치스

크린태블릿컴퓨터인아이패드가가진유용성과기

능성에아마깜짝놀랄것이다. 물론마음에들지않

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게다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아이패드 애플

리케이션을보면앞으로의발전이더욱기대된다.

몰입을 이끄는 아이패드의 미학

아이패드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다.

9.7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주변을 약 2.5cm 두

께의베젤이감싼형태다. 아이팟터치를크게불려

놓은모습에가깝다. 두번째로눈에들어오는특징

은거울로써도될정도의광택이다. 사실이광택은

가독성측면에서는불리하게작용한다.

세 번째로 받은 느낌은 실로 절묘한 현대 컴퓨팅

의 산물이란 점이다. 아이폰이 스마트폰 업계에 혁

명을 불러 일으켰듯이, 아이패드의 개념과 형태는

상업적성공여부와관계없이컴퓨터와사람의상호

작용방식을바꿔놓을것이다. 그과정은이미시작

됐다.

애플제품이대부분그렇지만아이패드역시뛰어

난 미적 감각을 자랑한다. 물리적 버튼은 홈 버튼,

볼륨조절스위치, 그리고상단의작은잠금버튼과

방향잠금스위치가전부다. 나머지는모두멀티터

치 스크린으로 조작한다.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는

자연스럽게구현되어아무런위화감이없으며키보

드도포함되어있다. 

아이패드에 대한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워드

프로세서인페이지(Pages)를사용해작성해본결과

온스크린 키보드는 고속 타이핑도 잘 따라주고 조

정할필요도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촉감피드

백이 없다는 점이 어색하고 세로 모드에서는 쓰기

가 좀 어렵지만 터치 입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편

안하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제품이니 만큼 하드웨어

자체에대해서는별로할말이없다. 내부개발품인

애플 A4 프로세서는 필자가 테스트해본 모든 작업

을별다른지연이나멈칫거림없이부드럽게처리했

으며그래픽성능도상당한수준이어서리얼레이싱

HD(Real Racing HD)와 같은 고도의 그래픽 지향

적게임도원활하게돌아갔다. 

헤드폰잭은기기상단에위치한다는점이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상단이란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장 스피커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작은 크

기를감안하면음량도의외로풍부하고응답성도뛰

어나다.

아이패드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

점이존재한다. 무엇보다지문이너

무잘묻는다. 몇 분만사용해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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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성능 완성도 배터리성능 가치 전체스코어
25% 25% 20% 20% 10%

애플아이패드 8 9 9 9 9 8.8 매우 우수

테스트센터스코어카드

| 리뷰 | 

1애플아이패드집중분석‘미래형컴퓨팅의시작’

Paul Venezia | InfoWorld



면은지문범벅이된다. 터치스크린기기의지문자

국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쉽게 적응하기 힘들 정도

다. 다행히화면보호필름을붙이면어느정도는해

결된다. 특히반사현상으로인한가독성저하현상

까지생각하면안티 레어필름은거의필수액세서

리다.

또한 들고 다니기가 어정쩡하다. 화면을 덮는 커

버가없을경우화면을건드리지않고한손으로들

려면웨이터가쟁반을드는자세를취할수밖에없

다. 필자는휴대폰과같은휴대형전자제품에커버

를 덧씌우지 않는 편이지만 아이패드는 예외로 둬

야 할 듯하다. 한 손으로 책처럼 들고 다니다가 청

바지나허리띠의쇠붙이에 히기라도할까봐겁도

난다.

매끄럽고 쉬운 설정

아이패드설정은매우간단하다. 아이튠즈가실행

되는 맥 또는 PC에 연결하면 탐지 후 등록 기능이

실행되면서설정이시작된다. 여기서부터는원하는

미디어를동기화하기만하면된다. 아이폰이나아이

팟터치의애플리케이션이있을경우아이패드로자

동으로 전송된다. 나머지 동기화 과정은 다른 애플

모바일기기와동일하지만 e북을위한북스(Books)

섹션이추가됐다. 아이튠즈에서이메일계정도동기

화되므로 몇 분 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아이패

드에넣을수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이메일 계정으로도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패드 역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익스체인지서버2003 인스턴스에문제

없이연결할수있었다. 아이패드용기업배포기능

이아이폰수준에필적하는지는아직확실하지않지

만 두 기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OS로 구동되므로

당연히그럴것으로예상된다. 

필자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애플 아이폰 구성 유

틸리티 최신 버전(2.2)으로 생성한 구성 프로필을

아이패드로가져올수있었지만지원되는범위는아

직확실히정해지지않았다. 원격지우기, 회사정책

과 같은 지원 품목은 이와 같은 기기에서 필수적이

므로모든기능이완전히지원되기를바란다.

VPN 연결역시아이폰과같은기본연결프로필

을통해지원된다. 아이폰을회사 VPN에성공적으

로연결했었다면아이패드도아무런문제없이연결

이가능할것이다.

끊임없이 추가되는 아이패드 앱스

아이패드용애플리케이션중거물급은애플의워

드 프로세서인 페이지(Pages), 스프레드시트인 넘

버(Numbers),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인 키노트(Keynote)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맥

OS X용을그대로가져온것이아니라, 아이패드에

맞게완전히해로제작됐다. 미니멀리즘을추구하는

인터페이스는적응하는데시간이좀필요하지만일

단익히고나면쾌적하게사용할수있다. 

페이지, 넘버, 키노트는 각각 워드, 엑셀, 파워포

인트형식의파일을불러올수있지만마이크로소프

트형식의문서를저장하는기능은페이지스밖에제

공하지않는다. 기본형식외에각각PDF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애플리케이션당 가격은

9.99달러이므로 30달러 미만에 3종 세트를 구비할

수있다.

앱스토어에는 다른 아이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

들이엄청나게많다. 필자는앞서언급한리얼레이

싱 3D를 포함해 몇 가지를 구입했고, USA 투데이

(USA Today), 마블(Marvel) 코믹스, 아이북스

(iBooks), 웨더 채널 맥스(Weather Channel

MAX), 아이패드용MLB At Bat 2010을비롯한몇

가지무료애플리케이션도다운로드했다. 

전반적인가격은아이폰애플리케이션에비해높

은데, 아마 아이패드가 제공하는 강화된 기능과 새

플랫폼이라는프리미엄이원인인듯하다. 따라서가

격이높은몇몇애플리케이션들의가격은곧하락할

것으로전망된다.

대체적으로아이패드에서는아이폰용보다는아이

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지만기본해상도로실행할경우너무작고, 전체

화면으로 확대할 경우 픽셀 확대 방식을 사용해 화

질이떨어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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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없는것들: 멀티태스킹, 카메라, USB 포트

모든아이패드리뷰어가공통적으로불만을토로

하는부분은카메라와 USB 포트의부재인데, 필자

도 예외는 아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용 USB 및 SD

어댑터를출시했지만이어댑터가카메라의사진을

불러오는 용도로만 제한되는지 외부 저장기기까지

사용할수있게될는지는아직불분명하다. 

아이패드라는기기의특성상, 그리고미디어전송

을아이튠즈에의존한다는점을생각하면외부저장

기기가 지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그렇다면

아쉬운노릇이다. 16GB 플래시드라이브를넣어

화등의콘텐츠를바로즐기는편이도킹한후다시

동기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카

메라가 없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화상 회의에 아이

패드를사용하거나사진촬 까지도가능하다면더

좋았을것이다. 흥미로운점은베젤뒤에뚫린부분

이 마치 맥북의 내장형 아이사이트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다음아이패드버전에서는카메라가포함될지도모

르겠다.

그리고멀티태스킹문제가있다. 아이패드는멀티

태스킹을지원하지않는다. 다른애플리케이션을사

용하는동안음악을재생할수있지만그뿐이다. 다

른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려면지금사용중인애플

리케이션을종료해야한다. 이러한제약은아이폰에

서도짜증스러운데더크고두꺼운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라니화가솟구친다. 다음OS 버전에서멀

티태스킹이지원될것이라는소문이있지만그저소

문일뿐이다. 멀티태스킹은당장, 정말필요한기능

이다.

그 외에도 단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와랩톱에서의유튜브검색결과가다르다.

맥북에서검색한결과에는나오는비디오가아이패

드에서 똑같이 검색할 때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한다. 

매번 같은 비디오가 빠지는 것을 보면 무작위 생

략은아니다. 게다가나오지않는비디오는해당검

색 결과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비디오들이다.

예를들어“OK GO this too shall pass”라고검색

하면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공식 비디오들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폰에서도같은현상이발생하므로아이

패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비디오에 광고를

겹쳐서표시할수없는경우유튜브측에서해당콘

텐츠를 보여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아이패드는

플래시를지원하지않으므로유튜브광고가나오지

않음). 이유가뭐든확실히문제다.

아이패드의 이동성

애플은아이패드의배터리지속시간이 10시간이

라고하는데, 꽤정확한수치로보인다. 일반적인사

용시아이패드는 24시간이지난후에도 50%가남

아 있을 정도다. 다행히도 아이폰처럼 매일 충전히

필요한기기는아닌것으로보인다. 

참고로 USB 충전의 경우 고출력 USB 포트여야

만아이패드충전이가능하다. 실험결과맥북에어

는 아이패드 충전이 가능했지만 워크스테이션으로

는 충전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나올 3G 버전에는

전력을많이잡아먹는 3G 통신기능이포함되는데,

배터리지속시간이어떻게바뀔지흥밋거리다.

무선통신이야기가나온김에덧붙이자면아이패

드에는아이폰의비행기모드가없다. 3G가아닌아

이패드에도비행중꺼야하는무선및블루투스통

신 기능이 있지만 각각 들어가서 끄는 방법밖에 없

다. 비행기 모드에 대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찬사를

생각하면이기능이빠진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

아이패드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는 북 리더 기능

이다. 전력절감을위해e잉크디스플레이를채용한

다른 e북리더와달리아이패드에는진짜디스플레

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표준적인 백라이트 디스

플레이의경우장시간사용하거나저광량조건에서

는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필자는 두 가지 우

려모두근거가없음을확인했다. 

실험 결과 장시간 읽어도 눈이 편안했고, 밝기를

조절하기도쉬워서어떤독서환경에서도적응이가

능했다. 아이북스 리더 애플리케이션이 e펍(ePub)

e북 표준을 사용한다는 점도 반가운 부분이다. e펍

형식의책이있다면아이튠즈로불러오는방법으로

간단히아이패드에동기화할수있다. 책몇권을이

방법으로아무문제없이추가할수있었다. 닐스트

븐슨의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와 같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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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대한소설을아이패드에서읽는경험은환상

적이다.

아이패드의 신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아이패드가 일부의 기대대로 신문 사

업의구세주가될지는아직확실하지않지만확실히

신문을쾌적하게읽을수있다. USA 투데이애플리

케이션은 배치도 깔끔하고 입맛에 따라 꾸 수도

있다.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이있는데콘텐츠를제한없이이용하

려면월단위로구독료를내야한다.

아이패드가훌륭한기계라는점에는이의의여지

가 없으며, 아이패드가 제공하는 기능은 업계의 방

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뭔

가부족한느낌이다. 만일다른회사가이제품을출

시했다면필자는망설임없이100점만점을줬을것

이다. 그러나 애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았다. 애플이걸어온놀라운성공가도가지금애

플스스로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셈이다.

태블릿을처음구입하는사람에게아이패드는환

상적인제품이다. 그러나분명개선의여지는있다.

로마는하루아침에완성되지않았다(스티브잡스라

면가능했을지도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아이패드

를계속보유할생각이지만, 애플이조금더노력해

주길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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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가 등장한지 며칠

만에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취약한 무선랜 감도

와 USB 연결 시 애로점 등이 그것

이다. 관건은 이들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 것이냐는 것. 해결이 간단치 않

을 것으로 관측되는 문제도 있다. 애

플의대응이주목된다. 

취약한무선랜감도

3G 모델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패드는 네트워크 연결

을 위해 무선랜에 의존하고 있다. 인

터넷 접속 없이는 아이패드의 활용

성이크게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점은 무

선랜 감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다. 안테나 감도가 하나 또는 두 개

수준에 그친다는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로 해결될 소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다. 무선랜 안테나가 아이패드 후면

의 애플 로고 뒤편에 위치해서다. 하

드웨어문제인셈이다.   

수신 강도를 높이려면 아이패드를

분해해 안테나 위치를 조정해야만

한다.   

또 활용 양태 상 아이패드 후면이

전파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수신 감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경

우리콜도예상해볼수있는문제다. 

USB 연결 결함

이 외에도 USB를 통한 충전에 어

려움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빈번하

다. 가장 흔한 문제는 충전과 동기화

문제다.   

애플이 지원 가이드 문서를 통해

밝힌내용은다음과같다.   

“아이패드를 충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봉된 10W USB 파워 어댑

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느리긴 하

지만 하이-파워 USB 포트(신형 맥

컴퓨터에 탑재된)에 연결하거나 아

이폰 파워 어댑터를 사용해도 충전

된다. 일반 컴퓨터의표준 USB 포트

에 연결될 때도 충전된다. 단 이 경

우에는 슬립 모드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패드가 USB로 연결됐을

때는 컴퓨터 모드를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슬립도, 대기

모드에 있다면, 아이패드는 충전이

아닌, 방전 모드에있게된다.”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기화 시

간도 이슈다. 몇몇 사용자들은 아이

패드를 동기화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심한 경우 4시

간 이상이 걸린다는 사례도 있다. 한

사용자는 7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

했다.   

현재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

치는 애플이 최대한 빠르게 문제 해

결에 나서는것이다. 사용자들이 늘

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관측되서다.

| IDG 블로그 |아이패드열풍속‘문제점도속속’
Brennon Slattery | PCWorld



여러업계분석가및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

사를벌인결과, 아이패드가기업에서사용되기에는

여전히보안에대한논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부분석가들은최근매사추세츠주에서발표된

것과같이더욱강력한데이터보호법으로인해, 아

이패드는 금융 서비스 회사나 기업을 위한 보안 준

비평가측면에서 F 등급을받을만하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나다른보안전문가들은아이패드에게전반

적인기업도입준비평가측면에서B 등급을주기도

했다. 이 중 하나인 보안 업체 퀄리스(Qualys)의

CTO 울프강 칸덱은“아이패드는 사용자들에 의해

서 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IT 관리자들에게

는매우흥미로운수수께끼가될것이다. 

아이패드가기업에도입되기에준비가다되어있

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 기존의기업 IT 정신과충

돌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

다”라고말했다.   

포레스터리서치의분석가테드새들러는아이패

드가아이폰과마찬가지로일반적인직원들에의해

서기업과충돌할것이라고예측했다. 

아이패드의 보안 특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는보증되지않을것을우려하고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월드가 인터뷰를 가진

업계 분석가들 중 일부는 아이패드

가 시스코 시스템의 IPSec VPN과

함께 출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

었다. 

한 분석가는 현재 온라인에서 써

드파티VPN이지원되지않을것이

라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하면

서, 데이터 전송이 안전할지 여부

에대해의문을품고있었다.  

그러나 아이패드에서 L2TP와 PPTP VPN을 설

정할수있는곳에는시스코 IPSec VPN도찾을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설정(set-ting)-네트워크

(networks) 안에 있으며, 완전한 환경설정을 위해

서는시스템운 자의정보를입력해야만한다. 

J.골드 어소시에이츠(J.Gold Associates)의 분석

가잭골드는데이터를안전하게전송할수있는터

널을만들기위한VPN이있어도, 암호화처리가되

어아이패드에저장된데이터가해커들로부터안전

할지여부에대해서의문을품고있다. 

골드는일부전문가들이특정버전의아이폰을해

킹해왔는데, 이들은아이패드에사용된초기버전의

운 체제이고데이터암호화처리도제공한다고지

적했다. 

그는“암호화는 차선책이며, 이는 아이패드가 데

이터를반드시보호해야하는기업의규제등급에서

F를받는이유”라고설명했다. 

골드는IT 관리자들이모든종류의디바이스에들

어있는데이터에대한암호화처리를필수화하는등

엄해진새로운메사추세츠주의데이터보호법을모

를수있다고말했다. 이법은메사추세츠주에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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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모든업체에게해당된다. 

골드는아마도아이패드의암호화기능은메사추

세츠주의새로운데이터보호법에준하는것이지만,

아이패드의취약점이아이폰이해킹되는것과마찬

가지로시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 

아이폰보안과관련해서, 지난2월가트너는아이

폰의초기버전이탈옥에취약하다는내용을포함한

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트너는 아이폰 3GS 후기 모델

을 위한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애플의 아이폰

OS 3.1.3 업데이트도“접근 방법의 새로운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해커들에게 취약하다”라고 지적하

고있다. 

애플의아이폰OS 3.2를구동하는아이패드는아

마도 버전 3.1.3에 제공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가트너는 위에서 언급된 보고서

에서 아이폰 3GS가 불능화 시킬 수 없는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가 임베디드 되어 있지만, 기

기가탈옥이되어있거나해킹이되어있다면여전히

데이터가위험하다고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의 아이폰 보안에 대한 여

러팁을제공했는데, 가트너분석가켄둘라니는이

것이아이패드에도적용된다고말했다. 

여기에는 복잡한 비 번호 사용, 데이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한 동안 있으

면 기기 자동 잠금 설정, 유튜브, 앱스토어, 아이튠

즈 등 선택적 불능화, 스크린샷 캡쳐 방지, VPN사

용을위한인증설치등꽤표준적인내용이들어있

다. 

애플의업데이트와시스코VPN의포함에도불구

하고, 둘라니는 가트너가 아이패드가“아직 기업용

으로준비가되지않았으며, 애플도가트너의이같

은분석에별다른문제를가지고있지않다”라고결

론지었다고말했다. 

둘라니는 이어서“우리는 넷북의 사용을 추천하

지 않으며, 아이패드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면서,

“아이패드가오프라인애플리케이션에대한보안과

관리능력, 그리고더중요하게애플자체의기업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

붙 다. 

그렇다 하더라도, 둘라니는 일부 회사에서는 아

이폰처럼 아이패드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 다양한 업체들이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아이폰

사용을 피하던 은행들이 결국엔 고객들을 위한 뱅

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처럼, 아이패드 애플

리케이션을 자사 고객들을 위해서 개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둘라니는아이패드를통한기업이메일을

지원하는것이아이폰과다를것이없다면서, “충분

히가능할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익스체인지(Mi-

crosoft Exchange) 보안으로충분할것”이라고말

했다. 

전반적으로 둘라니는 일부 대기업에서“단지 이

를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것이며, 스스로의 보안 및

관리 규정을 어기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라고말했다. 

둘라니는태블릿컴퓨터가많이돌아다니는직장

인들에게최적의제품이라면서, 많은회사들이직장

인들을 위한 터치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를원하고있다고전했다. 하지만그는이런사람들

을 위해서 아이패드 대신에 이미 성숙하고 잘 테스

트된윈도우7 태블릿을추천했다.

22
IDG Korea

Cover Story



결론부터 말해보자. 필자는 아이패드를 통해 홈

컴퓨팅의미래를볼수있다고확신한다. 

출시이후지금까지많은사람들이아이패드를손

에넣었다. 초기리뷰들은찬양일색이었다. 아이패

드하드웨어, 그리고아이패드에서실행되는소프트

웨어는완벽하진않더라도상당히훌륭한수준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차기 운 체제인 아이폰

OS 4.0을 들고나왔다지만아이패드의파괴력에는

미치지못했다.   

필자는 과거 앱스토어 모델과 그에 따르는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해 몇 차례 논의한 바 있는데,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으니 아이패드도 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하겠다.   

아이패드를손에넣자마자몇가지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대부분은 엔터테인먼트용(Netflix, ABC

Reader 등)이었지만, 업무용애플리케이션도몇가

지설치했다(Pages, Keynote 등).   

설치는간편했다. 앱스토어애플리케이션을실행

하고, 필요한도구를찾고, 구입아이콘을클릭하고

패키지를설치하기까지걸리는시간은잠깐이다.   

설치하면서보니설치위치는선택할수없다. 사

실애플리케이션을구입할때예/아니요를선택하는

것외에는사용자가무언가를선택할기회는없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후 맥북 프로와의 아이튠

스 동기화를 통해 키노트(Keynote) 프리젠테이션과

페이지(Pages) 문서를아이패드로불러올수있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도문서를아이패드의어디에

둘것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선택권이주어지지않

았다. 장치를 동기화한 후 문서는 각각의 애플리케

이션에맞게표시됐다.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 마니아들에게

“선택권의부재”는이러한장치에서결정적인단점

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 대부분은“선택권의

부재”를“간편함“으로받아들인다. 대중에게다가가

는데있어간편함은단점이되지않는다.   

그렇다면 보안 측면에서 생각해볼 점은 무엇일

까? 첫째, 제한적인접근권한을부여하는애플리케

이션을설치하지않고는직접적으로아이패드의파

일시스템접근할수없다.   

즉, 아이패드의잠긴문을열고그기반이되는파

일시스템에접근할방법은있긴하지만, 특정한의

도를가진맬웨어가아닌한일반소비자가그런행

동을하는경우는없을것이다.   

애플리케이션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상호 격리된

다. 한애플리케이션의데이터는다른애플리케이션

에서사용할수없다. 애플리케이션저장위치역시

(특별한방법을쓰지않는한) 다른애플리케이션이

덮어쓸수없도록되어있다.   

물론격리와구역화만으로맬웨어가완전히차단

되리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이러한 보호

기능이 깨질 것이라는 점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만큼이나명백하다. 누군가는악성데이터를침투시

켜 보안 아키텍처에 사용자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

힐방법을찾을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심사 과정에

서적절한코드심사정책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이것역시소비자관점에서유익한부분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

웨어는사전심사와서명과정을거치기때문이다.   

즉, 앱스토어에애플리케이션을등록하기위해서

는최소한애플의코딩정책에부합해야한다.   

이러한정책에서대표적으로논란이되는부분이

바로애플의플래시콘텐츠배제정책이다. 이정치

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플래시 배제는 시스템에서 무엇을 실행할 수 있고

없는지에대한플랫폼측의통제부담을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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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이패드는홈컴퓨팅의미래다

Kenneth van Wyk | ComputerWorld



개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아이패드에서

도 플래시를 배제하는 데 있어 하나의 동기로 작용

했으리라생각한다. 세상에는악성플래시콘텐츠를

미끼로사용하는맬웨어들이바 바 하다. 필자는

내장치에서플래시가배제된다는사실에안도하고

기뻐하는아이패드소비자중의한명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만들어지는최종결과가바로

일상적인홈컴퓨팅작업을위한단순하고직관적이

고고도로실용적인플랫폼인것이다. 

사진 보기, 음악 듣기, 화 보기와 같은 일상적

작업들은 정말 간편하다. 새로 입양한 바셋 하운드

강아지를찍은수백장의사진을아이패드로옮겨봤

는데, 이러한 사진들을 친구와 가족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아이패드보다더완벽한플랫폼은없다고

느꼈다.   

또한필자는평균적인전자제품소비자가아님에

도불구하고아이패드의기본구조와아키텍처에대

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설치한 애플리케이

션은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실행됐다. 아이패드

는분명전세계의소비자들에게반가운선물이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이든 윈도우 PC든 동기화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일부애플리케이션은높은기대치에미치

지못한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옳은 방향을 향한 큰 진전이

다. 필자는 애플이 아이패드를 통해 선보인 모델이

홈 컴퓨팅의 미래라고 확신한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손에아이패드가들어갔으니, 앞으로몇

년 동안 아이패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생각만

해도흥분된다.   

보안 측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옳은지 여부는

시간이밝혀주겠지만필자는다른플랫폼에서볼수

있는 맬웨어,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아이패드 모델

에서는사실상사라질것이라고믿는다.

※케니스 반 윅은 정보 보안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카네기
멜론 대학의 CERT/CC, 미국방성, 파라-프로텍트 등에서 근무했다. 정보 보안
에 대해 두 권의 책을 펴냈고 현재 세 권째를 집필 중이다. 버지니아주 알렉산
드리아에소재한KRvW 어소시에이츠 LLC의사장이자수석컨설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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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가 이달 초 화려하
게 등장한 가운데, 주요 IT 기업들의
태블릿진출이이어지고있다.   
구 의 CEO 에릭 슈미츠가 지인

들과의 파티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
르면 구 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
블릿기기를검토하고있다.   
HP도 지난 주 슬레이트 태블릿

PC에 대한 정보를 회사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이 제품은 올해 중반
기께등장할예정이다.   
델도 가세했다. 델은 스트리크라

는 태블릿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외에도 노키아와
레노보등도태블릿을개발중이다.   
엔더를 그룹의 애널리스트 롭 엔

더를은 이들 기업들이 아이패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마케팅
에 초점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

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태블릿 분
야에서 애플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
능한것은아니라고덧붙 다. 
“태블릿 시장은 향후 수년 동안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그는말했다.   
가브리엘 컨설팅 그룹의 댄 올즈

는 아이패드와 경쟁하려면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물색하기보다
는 충실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유효할것이라고진단했다.   
올즈는 또 태블릿이 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작은 폼 팩터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기본적
인 생산성 도구들 등이 포함되어 있
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 밖에 멀티미디어 파일을 저장

하고 재생하는 기능과 함께 기존 노

트북보다 우수한 배터리 성능이 필
수적이라고그는설명했다.   
올즈와 엔더를은 또 구 이 다른

기업에 비해 좀더 우세한 위치를 점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이 온라인 서
적 콜렉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평가했다.   
올즈는“서적들에 대한 구 의 입

지를 감안할 때, 구 의 태블릿은 킨
들이나 소니 e-리더의 점유율을 잠
식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다”면서,
“킨들 킬러로 묘사되는 아이패드와
도경쟁할만하다”라고말했다.   
올드는 이어“기기 자체면에서도

구 의 혁신을 주도할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이미 운 체제와 애플리케
이션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가격 측
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
라고덧붙 다.

애널리스트“아이패드경쟁태블릿, 기회는있다”
Sharon Gaudin | ComputerWorld



애플의 아이패드(iPad)에 반대하는 주장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아이패드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소비 기기라는

것. 또 아이패드는 사용자들을 창조자가 아닌 수동

적인콘텐츠소비자로만들어버려서컴퓨팅의진화

를후퇴시키고있다는것이다.

저널리즘 교수이자 블로거인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아이패드는시대를역행하고있다. 아이

패드는 우리를 다시 시청자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각종링크와독자의댓 기능이없

는타임(TIME Magazine) 앱과아이패드가카메라

와USB 포트가없다는점을그증거로들고있다.

오라일리 레이더의 블로거인 짐 스토그딜도“아

이패드는컴퓨터가아니라, 유통채널이다.”라고주

장했다.

슬레이트의 문화 간담회 팟캐스트에서 아이패드

에대한“오디오개봉(Audio Unboxing)”을시도한

적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패드를업데이트된버전의아이튠즈(iTunes)가

설치된PC에연결해야만한다는사실은몰랐다. (간

담회 참석자들은 TV에서 드라마 시청 시간을 줄이

고, IDG 웹사이트에서더많은시간을보내야만했

다 - 어떠면이런사항들에대해이미알고있었을

수도있다.)

문화 해설가들은자신들의“개봉”이장렬한실패

음을알았다. 하지만이어진태블릿(Tablet)에 대

한 대화가 더 큰 실패 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

한것같다. 이들은아이패드가콘텐츠소비전용이

라는 잘못된 생각을 여과 없이 수용한 다음에는 콘

텐츠 창작 전용 기기가 좋은지 아닌지를 이야기 하

는데만나머지20분정도를소비했다.  

한해설자는사람들이이메일작성과그외의것

들이얼마나필요한지에대해서이야기하며다음과

같이말했다, “나는사람들이그런것을포기할거라

는생각이전혀들지않는다.”

슬레이트는현재활동하고있는가장똑똑한저널

리스트 몇몇을 고용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아이패드를사용한다는것이이메일을포기

하는것을의미한다는말을들은것일까? 듣지못했

을것이다. 단지희망사항이다.

이런논조를어디선가들어본것같지않은가? 비

논리적이고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목소리이다.

블로그가처음등장했을때, 전문저널리스트들은

이 매체를 다가올 우민화 정치(Idocracy: Idiot+

Cracy - 이디오크러시)의 증거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저널리스트들과 뉴스 출

판물이블로그를가지고있다. 

TV 뉴스해설자들은처음에는트위터(Twitter)를

사람들이단지자신들의일상생활에대한자질구레

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고 비웃

었다. 이제 CNN은전적으로트위터를중심으로만

들어진TV쇼들을방 한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동차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고, 아무도

연기자가말하는것을듣고싶어하는사람은없다고

주장하며, 그래픽(Graphical) 컴퓨팅은실제컴퓨팅

이아니라고주장하던바로그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자신들이깨어있는회의론자라고믿

고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숨이멎는듯한새로

운무언가가등장할때마다난데없이나타나는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위협하므로새로운것의명백한가능성을

보지못한다. 어니어쩌면보기를거부한다.

괴담의 유래

아이패드 비평가들은 아이패드가 폐쇄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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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이패드가감상용이라고? ‘천만의말 ’

Mike Elgan | ComputerWord



안드로이드(Android)나 리눅스(Linux)같은 개방형

플랫폼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

른 사람들은 아이패드가 최고의 POS(Point-of-

Sales) 기기로콘텐츠판매는결국애플의주머니만

채우게될것이라고말한다.

모두타당한우려이다. 하지만, 그런주장은아이

패드가 콘텐츠 창작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

문과는전적으로아무관계가없다.

진실은 맞다, 아이패드는 폐쇄적이다. 인정한다,

아이패드의유명세는엄청난힘과돈을애플의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아이패드가 콘텐츠 창작에 기

막히게좋은기기라는점도역시맞다.

‘콘텐츠 창작이 불가능한 아이패드’라는 비정상

적인 발언은 창조적 동물인 우리가 바른 길에서 얼

마나벗어났는지를대변해준다.

위키백과(Wikipedia)에서“복사해서, 붙여넣기”

를함으로써조사보고서를작성하면서성장한아이

들과샘플음악을듣고쇼핑몰에서 10대의반항을

사는 아이들은 창작이 실제로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

콘텐츠창작전문가들은토요일아침에방 되는

거대한관제실디스플레이와전세계정보를손끝에

가지고 있는 만화 화의 악당 두목을 닮게 되고 말

았다. 내“관제실”에는2대의21인치모니터가세로

방향으로나란히놓여있고 18인치노트북도한대

있다. 

한대의디스플레이에는내버즈(Buzz) 피드가계

속 흘러 들어오고 다른 디스플레이에는 여러 개의

트위터스트림이흘러들어오고있다. 

노트북에는 2개의브라우저창을열어두는데, 각

각에는 10여개의탭이열려있다. 나는 을쓸때,

파일또는온라인버전의옥스퍼드 어사전, 시카

고 작문법(Chicago Manual of Style: 편집 가이

드), AP 편람(Stylebook: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

드)을사용하며다른저작도구도열어두고있다.

이모든도구들과기능은매우멋지다. 하지만, 

쓰기프로세스의모든단계에서모두필요한가? 창

작에도움이될까?

일본에서는수백만부의소설이휴대폰에서작성

되어오고있다. 내증조부께서는2B 연필로논문을

쓰셨다. 셰익스피어, 그리고 제퍼슨은 깃털로 그들

의훌륭한작품을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비평가들은 20년

전이라면미국방부의슈퍼컴퓨터이었을기기를사

용해서는창작이불가능하다고말하고있다. 오늘날

의 작가들이 쓰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컴퓨터는 10, 20 또는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도않았다. 이사람들은그때부터문학이시작되었

다고생각하고있는걸까?

그토록엄청나게똑똑한사람들이뻔하게사실이

아닌것을말하면서도편안한이유는무얼까?

아이패드가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여는가?

아이패드는훌륭한저작도구이다. 도대체 쓰기

를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화면, 키보드와문서

작성 프로그램 (내 경우에는 철자법 검사를 수행하

는 프로그램). 한번 볼까? 아이패드 스크린은 믿을

수없을정도다. 애플블루투스키보드는최고의키

보드중한가지다. 그리고애플의페이지(Pages) 소

프트웨어는 쓰기에안성맞춤이다. 참고자료와인

터넷액세스도필요할수있다. 물론, 아이패드는그

것역시가지고있다.

그리고 자동차, 레스토랑 같은 특이한 지역에서

쓰기는다른도구들에비해더낫다- 침대에서까

지. 조용하고, 즉시 켜지며 모든 것을 자동 저장한

다.

아이패드에서의멀티태스킹은가을에야가능하지

만, 없는것이집중하는데도움이된다. 언어의유희

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 주의를 요구하는 잡동사니

로 가득 찬 커다란 화면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오히

려좋을때도있다. 때로필자는한번에한가지일

에만 더 쉽게 집중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들고 근처

카페로간다.

아이패드는컴퓨터에비해조사기능에서는뒤쳐

지지만오히려 쓰기라는창조작업에서는우월하

다. 실지로, 몇몇 기존 콘텐츠 창작 유형에 대해서

유용할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유형을 대표하기도

한다. 아이패드는 입출력을 같은 유리 표면에 결합

시키는 컴퓨터이다 - 혁신적이며 간편한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불러 모으는 인터페이스. 창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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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숨막힐지경이다.

예술가들에게, 아이패드의터치인터페이스는분

리와 추상 계층을 없애준다. 저기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여기에 손을 대기 위해 와콤(Wacom)

태블릿이나마우스또는어떤다른기기를사용하는

대신, 아이패드 터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화면

상의객체를직접조작할수있게해준다. 소리, 이

미지, 자를비롯하여랩톱이나PC 상에서는할수

없었던많은것들을창작하기위한수천가지의애

플리케이션이등장하게될것이다.

아이패드는창조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른도구

들과함께사용될수있으며그렇게될것이다. 예를

들면, 즉각적인디지털교정방법을찾고있는사진

작가들이나비디오재생에이상적이다. 그룹콘텐츠

창작을 위한 협업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될

것이다.

수 천 달러에 이르는 전문 콘텐츠 창작가들에게

제품 수트를 판매하고 있는 어도비(Adobe)까지도

아이디어(Ideas)라부르는무료아이패드앱을이미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이패드 위에 자유롭게

창조성을발휘하여무언가를그린다음에어도비일

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나 포토샵(Photoshop)에

서다듬기위해사용자자신에게이메일로보낸다.

‘iMockuos’라 부르는 또 다른 앱은 웹 설계를“스

케치”했다가데스크톱이나랩톱컴퓨터에서나중에

다듬을수있다. 이는아이패드가어떻게창작프로

젝트의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지 두 가지 예

이다.

엘리트는 이제 그만

과거의복잡한도구사용법을터득한엘리트콘텐

츠 창작자들은 그 도구들이 어떤 사람들의 창작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창

작하려면, IT 관리 작업 전반을 익힐 필요가 있다.

컴퓨터혁명은컴퓨터에친숙한사람들에게유리하

게작용하므로온갖짜증나는복잡한것들을극복해

야만 한다. 그 때문에 덜 기술적인, 하지만 여전히

창조적인 사람들이 조용하게 찬밥신세가 되었다.

(아이패드비평가들은기술적으로지식이풍부한콘

텐츠 창작가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패드는컴퓨터를싫어하는사람들을위한콘텐

츠 창작 기기이다. 아이패드는 이전에 무시되었던

사람들에게기회를준다.

수백만명의어린이들과10대들이올성탄절아침

에아이패드를열것이다. 이아이들은이미하던일

을하기위해아이패드를사용하게될것이다- TV

와 화시청, 친구와채팅, 음악듣기. 하지만, 이들

중많은수가하진않던무언가를하기위해아이패

드를사용할것이다. 이이이들은이야기를쓰고, 그

림을그리고음악을만들것이다.

2달러짜리그리기앱이설치된아이패드를5살배

기아이에게쥐어주면, 10분뒤에멋진손가락을그

린그림을볼수있게될것이다. 

설명서필요없이. 드라이버도필요없고. 답을찾

기위해전자게시판을뒤질필요도없다. 즉각적이

며, 직관적이고자유로운창조만있을뿐이다. 원래

대로되돌릴수있고, 원하는어떤매체 (분필, 크레

용등)도 선택할수있으므로종이보다더좋다. 그

리고어질러지지도않는다!

호불호와 사실관계는 구별해야

콘텐츠 창작 엘리트들이 콘텐츠 창작 앱의 해일

진짜로몰려오거나, 아이패드상에서작성된최초의

베스트셀러가발표되면, 혹은자기자녀들이아이패

드 상에서 창조성을 표현하면, 콘텐츠 창작 엘리트

들이그들이얼마나터무니없이틀렸는지를인정하

게될까?

아이패드가콘텐츠창작을위해사용될수없다는

생각은명백하게, 입증할수있는, 터무니없는잘못

이다. 계속해서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독자, 청취자,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정

해야 한다. 아이패드가 오직 콘텐츠만 지원하기를

원하던 아니던, 사람들은 아이패드 상에서 매일 콘

텐츠를 창작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창조를 위한

앱의대거등장은아직시작되지도않았다.

맞다, 아이패드는폐쇄적이다. 아이패드를싫어하

고, 다른기기를더좋아하는건좋다. 하지만아이

패드를 콘텐츠 창작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 정말이지사실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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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IPad)를 단지 마니아들을 위한 크기만

커진아이팟(iPod)이라고생각한다면, 한번더생각

해보길바란다.

거의 10인치나되는터치스크린은사상초유의다

양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아이폰(iPhone) 개발자들

은말한다. 많은개발자들이추진중인아이패드앱

(app)에 대해 CIO.com에 밝혀왔다. 이들은 자신들

의 고객들이 아직은 앱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에익명을조건으로말했다.

의료 서비스: 아이패드가 의료용 클립보드를 대체

아이패드를커다란의료차트라고생각한다면, 의

료진이아이패드를들고병원을돌아다니고환자를

살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시스템 통합 업체인 엔터프라이즈 모바일(Enter-

prise Mobile)의 화장이자 CEO인 모트 로젠탈은

말했다.

병원들이 전자 의료 기록으로 이전해감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들은 기록을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방법이필요하게될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에

서는환자의차트를불러내거나 (서명같은) 데이터

를작은화면에입력하는게실용적이지않다. 바로

이 때문에 태블릿(Tablet)이 의료 업계에서 틈새시

장을찾았다.

아이패드의 사용 편리성에 비추어 볼 때, 아이패

드가 차트와 태플릿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

아이패드 앱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몹클릭스의

한개발자는노트특히, 음성을기록할수있는아이

패드의기능에대해들떠있다고말했다.

식당 메뉴판 : 오늘 밤 특선 요리로 매출 증대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발표하고 2주도 지나

지않아, 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된맥월드엑스포에

참석한 몇몇 개발자들은 이미 아이패드 앱 개발 계

약을맺었거나협상을하고있었다. 2명의개발자가

각기 고급 레스토랑 체인용 아이패드 앱에 대한 작

업중이라고밝혔다.

이시나리오에서, 아이패드는종이메뉴를대체한

다. 앱은 음식과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아마도어떤음식은조리과정까지도비디오로보여

준다. 좀더자세히검색해보면, 예를들어, 생선종

류나 음식에 사용된 향신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두개발자는레스토랑체인이아이패드를그런방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어서, 앱개발계약은아직초기단계라고말했

다. 결국에는, 아이패드가종이메뉴보다약간더비

싸다는결론에도달할것이라고그들은예상했다.

미디어: 신문의 구세주?

신문업계를구할수있다는아이패드의잠재력에

대한기대는월스트리트저널이월 18달러의아이

패드구독료를발표했을때, 최고조에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월트모스버그는아이패드와

앱을검토한다음“월스트리트저널의새아이패드

앱사전공개버전을써보았는데, 아주멋지고기능

도뛰어났다. 내가화면에서본것들중에서단연코

최고로완성도가높은신문이었다.”고말했다.

사실상모든주요신문들이아이패드앱을가지게

될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함께, 향후아이패드

앱 발표할 신문들을 다음과 같다: NPR(National

Public Radio),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

es),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블룸버그

(Bloomberg), AP, 그리고로이터(Reuter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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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의 본격적인 퍼레이

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킨들 아이패

드 앱을 선 보이며, 자사의 e리더와 이북서점을 아

이패드에 갖다 바쳤다. 이 소식은 애플이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튠즈 앱 스토어에 올려달라고

한직후에나온것이다. 물론아이폰용앱을아이패

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아이

패드의9.7인치화면을만끽할수있는전용애플리

케이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아이폰이

이처럼인기를끈데는엄청나게다양한애플리케이

션이큰몫을한것이사실이다. 애플은이런사실을

너무나잘알고있으며, 아이패드로또한번의애플

리케이션전성시대를만들고자한다. 

다음주아이튠즈앱스토어에서선을보일것으로

기대되는아이패드전용애플리케이션을미리살펴

본다. 

만화책리더
만화책업계는아이패드가제시하는가능성에매

우 흥분한 상태이다. 아이패드는 코믹북을 거의 전

체크기의디지털형태로보여줄수있는첫번째디

바이스이다. 초기에등장할만화책리더

는 패널플라이가 될 것으

로 보인다. 패널플라이는

마벨과 소규모 독립 코믹

출판사들의 디지털 코믹

북을제공하고있는데, 3월내로아이패드애플리케

이션을출시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 이외에패

널플라이의 경쟁업체인 코믹솔로지(Comixolgy)도

주목할필요가있다. 

북리더
전자잉크스크린은없지만, 아이폰은이북리더로

서의가능성을증명했으며, 아이패드역시대중적인

이북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를 애플 아이북스 애플리케이션없이 출시

하기로 결정하면서 뜨거운 이북 경

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이

패드 사용자는 애플 애플리케이션

과 다른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중원하는것을고를수있다.  

아마존은 최근 새로운 웹 페이지

를 개설하면서“아이패드를 포함한

태블릿 컴퓨터용”킨들 애플리케이

션을상세하게소개했다. 반즈&노블역시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준비하고있으며, 오션하우스미디

어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

션을개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유틸리티
애자일 웹 솔루션(Agile Web Solutions)은 자사

의인기비 번호관리서비스인 1패스워드(1Pass-

word)를 아이패드용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2

월 중순에 사용자들이 아

이패드에서 구동되는 1패

스워드의모습을볼수있

도록 실물크기의 모형을

공개한바있다. 이디자인은실제로앱스토어에등

록되기전에바뀔가능성도있다. 

잡지
출시되기 전부터 아이패드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형태의프린트미디어를구매하도록해기존출판계

의구세주로추앙받았다. 많은사람들은애플이아

이패드를공개할때출판업체를위한쌍방향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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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리보는아이패드앱스기대작

Ian Paul | PCWorld



케이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

다. 하지만, 잡지 출판업체인 컨디나스(Conde

Nast)는 최근 몇

달내에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으

로 나올 잡지 목

록을 공개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

에따르면, 여기에GQ,, 배니티페어(Vanity Fair),

와이어드(Wired), 래머(Glamour), 뉴요커(The

New Yorker) 등이포함되어있다. 컨디나스는이미

여러 잡지를 아이폰 버전으로 제공해 성공을 거둔

바있다. 뉴욕타임즈는컨디나스가GQ의 2010년 1

월호 아이폰 버전을 1만 5,00부 판매했으며, 2009

년 12월호는 7,000부판매했다고보도했다. (사진:

GQ 2009년12월호아이폰앱) 

핑거페인팅
독립아이폰및아이패드개발자인스티브스프랭

이개발한그림애플리케이션인브러시(Brushes)는

아이패드의큰터치스크린에서더욱빛을발휘할것

으로 기대된다. 스프랭은 기존

의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패드에

맞도록개편하여예술가들이손

가락만으로멋진이미지를만들

어낼수있도록할예정이다. 아

이폰용 브러시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잡지 뉴요커(The New

Yorker)의 커버를 만드는데 사

용되기도 해, 아이패드로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창

조적인작품을만들어낼지기대가된다. 

게임
앱스토어 성공의 요인 중 하나는 게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애플은 터치스크린과 가속도계를 활용해

다양한게임을개발해낸개발자들에게빚지고있다.

아이패드발표회에서 EA는 자사의인기레이싱게

임 시리즈인‘니드포스피

드’를 공개했다. 게임로

프트도 N.O.V.A의 아이

패드 버전을 선보 다.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서

그랬던것처럼, 아이패드에서도게임이중대한역할

을할수있을까? 관심있게지켜볼만한부분이다. 

가정용다기능리모콘
가정의 다양한 가전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이케이션이 아이패드용

으로도등장할전망이다. 이를테면

켜기와끄기, 조명, 보안카메라작

동 등을 아이패드로 제어할 수 있

게 한다는 것. 이미 아이폰용으로

도종종등장했던아이디어지만아

이패드의활용성을한층높여줄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젠바운드
시크릿엑시트의게임개발자들은젠바운드앱으

로히트했던바있다. 젠바운드란사용자의인내심

과 사고력을 평가하

는(또는 길러주는) 게

임으로, 털실을 이용

해 나무 재질의 동물

조각상을 잘 둘러싸

는것이과제다. 리뷰

에 따르면 아이패드

용 젠 바운드는 단지 아이패드의 대형 화면에 맞도

록 변환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한층업그레이드됐다는평이다. 

패드덱X 
현존최고의믹스마스터소프트웨어일부는애플

노트북용으로개발돼있다. 아이폰용으로개발된소

형화버전도존재한다. ‘믹스미인플러스’나‘리믹

스몽키 포켓 DJ’등이 그것이다. 음악 소프트웨어

기업인 패드덱X는 아이패드의 향상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한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을 선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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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패드 출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액세

서리업체들이발빠른행보를보이고있다. 이미출

시됐거나 곧 출시될 예정인 아이패드 케이스(또는

보호패드) 16종을살펴봤다. 일부제품은넷북용으

로도사용될수있다. 

LA robe iPad Allure
LA 로브 아이패드 얼루어. 총 4
가지 색상의 줄무늬 디자인으로
선보인, 네오프렌재질의보호케이스다. Be.ez사의 제품. 

Belkin Vue Sleeve
벨킨의 제품으로 모델명은‘뷰 슬리브’다.
네오프렌 소재에 스크린 보호를 위한 경화
패드가 부착돼 있다. 소형 액세서리 휴대를
위한주머니도있다. 

Booq Boa skin XS
부크의 보아 스킨 XS라는 제품이다.
외장은 질긴 나일론으로 구성돼 있
다. 가격은 30달러다. 

Gramercy Messenger Sling
코쿤이선보인‘그러머시메신저슬링’. 30
달러 가격에 방수 기능까지 지원한다. 외부
의 투명 주머니는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
를담기적당하다. 

Hard Candy Sleek Skin
하드 캔디의 제품으로 모델명은 슬릭
스킨이다. 40달러이며 TPU-고무 케
이스와 분리형 스크린 커버로 구성돼
있다. 

ForMoa
라씨가 25달러에 출시한 포모아
아이패드용 10.2인치 케이스. 5
종의 색상으로 선보인다. 책이나
액세서리를휴대할수있는보조주머니도있다. 

MacAlly MetroLink
맥컬리가 발표한 7종의 아이패드
용 보호패드 중 하나인 메트로링
크다. 검정색 실리콘 재질의 보호
테두리형제품이다. 

Orbino Padova Case
수제 가죽 전문 기업인 오비노의
파노바 케이스다. 209달러에 판매
되며 케이스에 장착한 채로 덮개만 열어 사용할 수 있다. 덮
개는스탠드로도활용된다. 

Skooba Neo-Sleeve
스쿠바가 20달러에 출시한 네오-
슬리브로, 아이패드나넷북에적용
되는제품이다. 네오프렌소재이며
보조주머니도탑재하고있다. 

STM Scout XS
STM의 스카우트 XS. 50달러이며 캔버스 재
질에메신저스타일의가방형태다. 

Tom Bihn Ristretto 
톰빈이 선보인 리스트레토는 110달러 가격의
메신저 백이다. 넷북이나 아이패드를 담기
적당하며 열쇠나 펜, 물병 등을 담을 수 있
는보조공간을제공한다. 

Vaja Retro Slim Jacket 
프리미엄 수제 가죽 액세서리 전문
기업인 바자의 레트로 슬림 자켓이
다. 가격은 120달러이며 줄무늬 색
상은선택할수있다. 

iPad Smart Case
워터필드디자인이선보인아이패드
스마트 케이스. 6가지 색상 중에서
고를수있으며가격은 59달러다.

iMaxi
힙 핸드메이드가 출시한 아이맥시.
컨셉트 제품이아니라실제시판되는
모델이다. 추가 코멘트는생략한다.

| 포토 | 

3봇물터진아이패드케이스

MacWorld Staff | Ma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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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일반에게공개된이래, 모

질라(Mozilla) 파이어폭스(Firefox)

는 꾸준히지지를받으며성장해마

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에 이어 2번째

로가장많이쓰이는웹브라우저가

되어가고 있다. 탭 브라우징과 스킨

인터페이스처럼파이어폭스초기버

전에는 그 당시로는 혁신적이었던

기능을 소개했으며, 지금과 마찬가

지로 앞으로 파이어폭스를 다른 브

라우저와차별화시키거나우월하게

만드는것은확장기능일것이다.

서드파티프로그래머가개발한이

런 확장 기능 프로그램은 트위터로

송신하는 것부터 지메일(Gmail)같

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모양과 기능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파이어폭스에

기능을통합시킨다.

그렇지만모질라의애드론목록에

는 수천 개의 부가 기능이 있어서,

유용한것을찾는데는많은시간이

걸린다. 그래서필자는수많은옵션

을검토하여소셜네트워킹, 파일교

환, 업무자동화등의기능을추가해

주는 업무용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10가지확장기능을선정했다.

Drag & Drop.io
Drop.io는 동료, 클라이언트그리

고 협력업체들과 웹을 통해 커다란

파일이나 여러 개의 파일을 공유하

기위한훌륭한서비스다. 이서비스

가“드롭(Drop: 온라인 파일 저장

소)”을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을제공하고는있지만, 아주큰파일

에대해최상의방법은온라인인터

페이스를사용하는것이다.

Drag & Drop.io는한개또는여

러개의파일과폴더를하나씩일일

이 선택하는 대신 탐색기(Explor-

er), 검색 창(Finder Window) 혹은

데스크톱에서 Drop.io로 끌어 놓기

(Drag and Drop) 할 수 있게 함으

로써이작업을더쉽고빠르게만들

어준다. 파이어폭스창의오른쪽아

래있는“.io”아이콘을누르면새드

롭을 구축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드

롭에 대한 북마크(Bookmark) 만들

기, 기본 북마크 정의 그리고 새 드

롭에사용할기본암호할당같은작

업을할수있는메뉴가나타난다.

Drop.io는 100 MB까지는무료이

다(등록할필요조차없다). 10 GB가

제공되는프리미엄계정은월 19 달

러부터 시작하며 기가바이트 당 년

10 달러씩지불하고각기의드롭크

기를늘려갈수도있다.

LinkedIn Companion
페이스북(Facebook)은 일상생활

을 위한 것이라면, 링크드인(Lin-

kedIn)은 회사 생활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 업계 전문가 그리

고잠재직원들과소통하고, 업계새

소식을 계속 접하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며,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수있다. LinkedIn Compani-

on은 이런 링크드인의 풍부한 정보

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몇가지추가해준다.

이 확장 기능은 파이어폭스에 링

크드인 메뉴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기업이나 사람을 빨리 찾게 해준다.

웹을 서핑 하면서 네트워크에 사람

도 추가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서

최근에 갱신된 프로파일을 보고 링

크드인 페이지 상에서 리소스를 신

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멋진 기능은 웹 메일 인포박스(In-

foBox)로 주요 웹 메일 인터페이스

의“발신(From)”옆에 링크드인 아

이콘을 추가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

하면발신자의링크드인프로파일에

HOW-TO

파이어폭스업무용필수확장기능 10선
Logan Kugler | Computer World

Drag & Drop.io는 파일공유를쉽게해준다.

LinkedIn Companion을 사용하여 어떤 웹 사이
트에서도링크드인기능을즉시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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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져온발신자에대한개요를볼

수있다.

Gliider

출장계획이있는지? Gliider는사

용자들이 여행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한곳에서수집할수있도록

해주는 여행자를 위한 데이터의 보

고이다. 

파이어폭스의 주소 바 옆에 있는

Gliider 아이콘을누르면, 지금보고

있는웹페이지내의Gliider 인터페

이스를열수있는데, 거기에서사용

자는비행정보, 식당리뷰, 호텔평

가등출장에관련된모든강조표시

된(Gliider는 이것을“클리핑(Cli-

pping)”이라 부른다) 정보를 끌어

놓기할수있다.

새 목적지를 설정하면, Gliider는

근처 호텔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

다. 거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객실

예약이 된다. 여행 정보는

공유도 가능해서 여행 협

력업체가 정보를 추가하거

나 다른 사람이 추가한 내

용을볼수있다.

iMacros
워드나 액셀에서는 이미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매우 유용한

도구들은 일련의 동작을

기록하거나 스크립트로 만

든 다음 키 조합을 할당하

거나 다른 간단한 명령으

로그동작들을실행할수

있게 해줌으로써 특정 작

업을 자동화 시킨다. iM-

acros를 사용하면, 같은

기능을파이어폭스에추가

할수있다.

iMacros는 사용자가 임의 세트의

마우스 클릭과 텍스트 입력 동작을

기록하여아무때나구동할수있게

한다. 예를들면, 회사인트라넷에있

는 지출 보고서를 열고 사원 번호와

다른정보를자동으로입력하게하는

매크로를작성할수있다. 더고급사

용자라면 자신들의 스크립트에 간단

한프로그램도추가할수있다.

파이어폭스 사이드바에서 매크로

를작성, 편집그리고접근할수있

으며, 이 확장 기능에는 테이블에서

데이터 추출하기, 양식 채우고 페이

지저장하기같은기능의일부를과

시하기 위한 약 20개 가량의 데모

매크로가함께제공된다.

Xmarks: 
북마크와암호동기화

Xmarks(Foxmarks의 새 이름)는

여러대의컴퓨터와여러개의웹브

라우저 상의 북마크를 동

기화시켜주는이미잘알

려진 확장 기능으로 회사

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그리고 집에 있는 개인

iMac상에서 같은 북마크

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북마크공유

기능이 팀이나 부서 간의

협업에도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고있다.

공유“작업(또는 비슷

한 이름의)”폴더를 생성

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그

안에북마크를체계적으로정리함으

로써, 팀은조사, 온라인애플리케이

션그리고어디서나접속할수있는

자원에대한단일저장소를쉽게설

정할 수 있다. 폴더를 공유하려면,

도구 모음 중의 Xmarks 메뉴를 통

해 My Xmarks 콘솔에 로그인 한

다. 공유 북마크는 웹 페이지, RSS

또는이메일통보를통해접속할수

있다.

WiseStamp: 
이메일서명편집도구
WiseStamp를 이용하여 웹 메일

메시지에 고도의 맞춤형 서명을 추

가하라. 현재 아주 유명한 웹 메일

서비스(지메일,

핫메일, 야후,

AOL, 개발자들

은 더 많은 서비

스 지원을 약속)

를 지원하고 있

는 WiseStamp

는 사용자들이

개인용과업무용

각기 한 개씩 또

는 두 개의 상이

한 업무용 서명

등 두 개의 서로

다른서명을작성할수있게해준다.

WiseStamp의 목표는 여러 개의

서명을관리하는것이아니라각서

명에포함되어있는여러개의데이

터 출처를 관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는 LinkedIn 또는 구 캘린더

HOW-TO

iMacros 사이드바(Side-
bar)에서 자동 액션(Auto-
mated Action)을 생성해
서실행

Gliider를 사용하여출장계획을세울수있다.

Xmarks를 사용하여팀원들과북마크를공유할수있다.

WiseStamp의 기능이 풍부한 서명
(Signature)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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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나 트위터(Twitter) 스트

림 혹은 RSS 피드(Feed) 같은 여러

소셜네트워크와온라인애플리케이

션의정보를쉽게추가할수있다.

이 RTF(Rich Text Editor)는 텍

스트의 스타일과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며, 서명에 이미지를 삽입

할수있게도한다. 기본적으로, Wi-

seStamp는 사용자의 서명 맨 끝에

WiseStamp의 링크를 삽입하나, 설

정에서없앨수있다.

Twitter Search

트위터는현재기업들의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작업, 조사, 평판 관리

도구의 핵심이 되었다. 실시간으로

자사(또는경쟁사의) 제품에대해사

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수있는더나은방법은없기

때문이다. Twitter Search 확장 기

능은 트위터의 검색 기능을 파이어

폭스의내장검색박스에통합해넣

음으로써 트위터 검색작업을 조금

더쉽게해준다.

트위터의인기를생각해볼때, 파

이어폭스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에

내장 검색 옵션으로 트위터가 포함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

지만, 그 때까지는 이 확장 기능이

그만큼은쓰기쉽게해줄것이다.

Foxy SEO Tool
회사의 웹 사이트가 가능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가? Foxy SEO

Tool은 사용자의 웹 사이트가 주요

검색 엔진에서 순위가 어떤지를 판

단하고사이트의검색성을개선하기

위해어느부분을개선할지를찾는

데도움이되는폭넓은서드파티도

구들이포함된툴바를파이어폭스에

설치한다.  보안 문제 탐지, 컨텐츠

표절확인, 트래픽분석도구와최고

의소셜미디어사이트에사용자사

이트나 페이지를 제출하기 위한 링

크도포함되어있다.

이 확장 기능은 실지로는 스스로

아무“작업”도하지않는다. 대신, 알

렉사(Alexa), 트래픽 분석은 컴핏

(Compete)과 콴캐스트(Quant-

cast), 표절 탐지는 카피스케이프

(Copyscape), 웹사이트정보는콱베

이스(Quarkbase)에 연결을 시켜준

다. Foxy SEO의장점은이렇게흩어

져있는도구들을한개의사용이편

한툴바에모아놓았다는것이다.

이 확장 기능이 사용하는 서비스

들중몇가지는등록을해야만사용

할수있다. 예를들면, 소셜미디어

서비스에페이지를제출하려면디그

(Digg)에 로그인 할 필요가 있으며,

구 웹마스터 툴(Webmaster

Tools)을 사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

구 에 로그인 해야만 한다. 대부분

의도구들이등록하지않고도잘동

작하지만, 가입자라면 콴캐스트

(Quantcast) 같은서비스에서더많

은정보를얻을수있을것이다.

Foxy SEO 도구는어떤사이트에

서도 동작하므로, 도구를 사용하여

자체 사이트를 점검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은 어떤 점을 잘하고 있으

며나는어떤점을잘못하고있는지

를배우는데도사용할수있다.

Yoono
회사의 소셜 마케팅과 브랜드 전

략을처리하는일은복잡할수도있

다. 관리해야할사이트가너무많기

때문이다. Yoono

는가장유명한사

이트들(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마이스페이스 그

리고몇개의사이

트)을 한 개의 사

이드바에 모아 놓

고 차례로 볼 수

있다.

Yoono는 몇몇

서비스에 대해 여

러개의계정도지

원하므로, 예를들

자면, 회사브랜드각각에대해서별

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추

적할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보

려면, 맞춤형다중열보기를설정할

수있다. 예를들면, 한 열에는페이

스북상태를보고다른열에서는트

위터응답을보는식이다.

Gmail Manager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기본 이 메일 시스템으로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독립형 지메일 계정을 사

용하던 아니면 구 앱스

계정을호스팅하던간에,

Gmail Man-ager 확장

기능은 새 메일이 도착하

면메일보여주는것같은

Twitter Search 확장 기능은 사용자가 익숙한 파
이어폭스 검색 바에서 Twitter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Yoono를 사용해서 소셜 미디어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새 소식을 받
아볼수있다.

Foxy SEO 툴을이용하면웹사이트의검색성능을평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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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본 기능부터 시작해서 지메

일창을열지않고도신속하게이메

일을작성하는기능까지파이어폭스

에서의 지메일 사용 경험을 개선시

켜준다.

하지만 지메일을 통해 한 개 이상

의이메일계정을감시해야하는일

이주어졌을때진가를발휘한다. 예

를들면, 개인이메일계정뿐아니라

회사의 info@yourcompany.com

이메일 주소나 sales@yourcom-

pany.com이란 공유 계정까지 책임

지고 있을 수 있다. Gmail Mana-

ger는 각 계정을 점검하기 위해 반

복적으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

그인 할 필요 없이 여러 계정 간을

쉽게오갈수있게해준다.

Gmail Manager는 이 메일 주소

를클릭할때마우스오른쪽버튼클

릭 메뉴에 항목도 추가해서, 사용자

가이메일을송신하고싶어하는계

정을쉽게고를수있게해준다.

보너스확장기능: Firebug
웹에 대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거

나, 회사의웹사이트를개선하기위

한아이디어를얻기위해돌아다니고

있는중이라면, Firebug는사용자가

어떤웹페이지의HTML,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도탐색할수있게해주

는핵심도구이다. 코드는해당코드

내에서구성요소(Elem-ent)를여닫

거나 검토하고 싶은 구성 요소를 선

택하기 위해 웹 페이지를 클릭하면

자세히살펴볼수있도록개요보기

(Outline View)에표시된다.

Firebug는 원래 편집기가 아니지

만, 페이지의코드를수정하고그결

과를실시간으로볼수있도록한다.

하지만, 저장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외부 편집기에서 열어야만 한다. 이

확장기능은결함이있는페이지디

버깅, 변경 사항 테스트 또는 그저

다른 사이트에서 새로운 요령을 배

우는데유용하다.

Fierebug는 복잡한코드를보기쉽게표시해준다.Gmail Manager는 여러개의지메일계정을관리하는사람들에게는필수적이다.

IT 트렌드 종합 보고서

IDG Deep Dive
IDG Deep Dive는 IDG 로벌네트워크를통해
축적된전문정보를재구성하여트렌드기술의
기본개념부터현황, 전략및도입가이드까지
총망라한보고서입니다. Computer World,
Infoworld, CIO, Network World 등
유명 IDG 로벌매체의심도있는정보들을
무료로만나보세요.

한국IDG(주) 서울시중구봉래동 1가 108번지창화빌딩 4층 100-161 Tel : 02-558-6950 Fax : 02-558-6955 www.idg.co.kr/twitter.com/idgkr / idgk.tistory.com

http://www.idg.co.kr/event/whitepaper/whitepaper_list.jsp


SSD(Solid State Drive)는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에비해상당한이점을제공하는데, 더 빠르고, 신

뢰성도더높으며, 더적은에너지를사용하고더조용

하다. 단점이라면 수명이 셀(Cell)당 평균 쓰기 횟수로

제한되고, 표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기가비트

당최고70배까지비쌀수있다.

그렇다면, SSD는 기업 네트워크 어디에 어울릴까?

서버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다른 데는 적용

할수없을까?

최적의 SSD 활용처를 찾아라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7개 공급업체들의 다양

한SSD 기반제품을검토했다. 제품중세가지는PCIe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확장

PCI) 카드 제품으로, 어댑텍 MaxIQ 5805/512 컨트롤

러, 아프리콘(Apricon) PCIe 드라이브 어레이(Drive

Array) 두가지, 그리고퓨전아이오(FusionIO) ioDrive

이다.

추가로, 2가지 SAN 시스템도테스트했는데, 컴펠런

트(Compellent) Storage Center 030, 그리고 닷 힐

(Dot Hill) AssuresSAN 3730.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각160GB의StorageWorks IO 가속모듈(Accelerator

Module)이 들어있는 2대의 서버 블레이드를 장착한

HP BladeSystem C클래스섀시도테스트했다. 그리고

라이텍(Ritek) 128GB SSD를검토했다.

우선, 몇 가지 정의를 하자. SSD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SLC(Single-Level Cell)와 MLC(Multi-Level

Cell)가 그것인데, SLC 드라이브는 더 빠르고, 수명도

더길고(셀당100,000번의쓰기) 가격도더비싸다.

MLC 드라이브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지만, 수명이

대개 셀당 약 10,000 쓰기에 불과하므로 기록 작업이

많은기업애플리케이션용으로는일반적으로부적합하

다. MLC 드라이브는 비디오 제공이나 데이터베이스

검색 같은 읽기 집중적인 용도로 기업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다. SLC 드라이브에비해저렴한가격으로처리속

도와액세스시간을개선시켜줄수있다.

SSD는 서버의 표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

기위해사용되고있으나, 이는대부분의경우, SSD 드

라이브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아니다. SLC 기

반의SSD는표준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비해훨씬더

빠르므로, 2개 이상의 SSD 드라이브는 표준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버퍼오버런(Overrun)을유발한다.

또한, SSD는 대개 보통 드라이브보다 더 비싸고 안

정적이므로, RAID 구성에 SSD를 사용하는것은최상

의드라이브활용법이아닐수도있다.

새로운 방식의 SSD 제품 대거 등장

이런문제들로인해기존과는다른새로운SSD 적용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업체들은 SSD(또는 개별

플래시 메모리)를 직접 마운팅할 수 있거나 표준 SAS

나 SATA 케이블로연결할수있는 PCI-X나 PCIe 카

드를출시하고있다.

또어떤업체는서버와스토리지사이에설치하는어

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특정 스토리지 어레이에 SSD

를추가하지않고도스토리지에대한액세스속도를향

상시켜주는캐시역할을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몇몇업체들은자사의기존SAN 스토리지시

스템에 캐시나 흔히 0계층이라고 부르는 다른 스토리

지계층으로동작하는SSD를추가했다.

이 테스트에는 서버와 스토리지 중간에 놓이는 어플

라이언스를제외한 SSD를사용하는모든범주의스토

리지가 포함된다. 아트라토(Atrato), 데이터램(Data-

ram), IBM, 스쿠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Schooner

Information Technology), 솔리드액세스테크놀로지

스(Solid Access Technologies), 스토어스피드

(Storspeed), 테라데이터(Teradata) 그리고 바이올린

메모리(Violin Memory)를 포함하여해당범주에속하

는 여러 공급업체들을 초청했으나, 어떤 업체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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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대격돌: 하드디스크vs. SSD

Logan G. Harbaugh | NetworkWorld



시간내에필자에게제품을제공하지못했다.

하드디스크 대비 10배까지 높은 성능

테스트 환경으로는 2Gbps의 HP FC 스위치를 통해

파이버 채널로 외장 스토리지에 연결된 윈도우 서버

2003을 구동하는 HP ML370G5 서버가 사용됐다. 또

한 스토리지 성능은 처리속도, IOps(Input/Output

Operations per Second: 초당입출력작업속도) 그리

고지연편차(Latency)에대한전반적인향상수치를보

여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구동하는 IOmeter

를사용했다. 

각 제품에 대한 평가는 ▲성능(처리속도, IOps 그리

고지연편차) ▲설치와제공문서▲사용의용이성▲

상이한네트워크아키텍처를맞춰줄수있는구성의유

연성▲가격대성능에대해이뤄졌다.

시험결과 SSD를사용해서얻은성능이득은하드디

스크드라이브기반시스템에비해2배~10배까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컴펠런트와닷힐의파이버채널어레

이는 2Gbps 파이버채널인터페이스에의해처리속도

가제한되었으므로 4Gbps나 8Gbps 호스트버스어댑

터를사용하면더높은수치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PCI 버스는일부외장인터페이스에비해더높은처

리속도와IOps를버텨낼수있으므로, 내부스토리지가

이점이 있다. 700MBps를 초과하는 읽기/쓰기 처리속

도에서는이런시스템들중에서가장빠른시스템이병

목현상을완전히제거할수있다.

‘쓰기 클리프(Write Cliff)’효과에 유의

고성능SSD와보급형SSD, 즉엔터프라이즈급SSD

와일반사용자용SSD 간의차이를극명하게드러내는

한 가지 문제가 테스트 중에 등장했다. 보급형 드라이

브(어댑텍, 아프리콘, 닷힐그리고라이텍시스템즈)는

지속적인 쓰기 조건 하의 응답 시간에 있어서 일부 업

체들이‘쓰기 클리프’라고 부르는 급격한 편차(지연편

차)를보 다. 

다른 시스템들의 성능 수치는 시험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보급형 드라이브는 처음

으로 드라이브가 채워졌을 때 한 번 급격한 성능 저하

를보 고, 이때드라이브의내장폐 역회수(Garba-

ge Collection) 기능과 웨어레벨링(Wear-leveling) 기

능이작동했다.

이는쓰기성능에만 향을주며, 보급형드라이브도

읽기성능은일정한수준을유지했다.

이런응답시간편차는단일MLC 기반의라이텍드

라이브와MLC 기반아프리콘어레이에서가장두드러

졌다. 하지만, 다른 세 제품(어댑텍, 아프리콘 SLC 기

반어레이그리고닷힐시스템즈)에서도이현상이나

타났다. 1ms 이하에서부터닷힐제품의 1초까지, 그리

고라이텍과아프리콘제품의3초까지다양한지연편차

를보 다. 반면에, 컴펠런트, 퓨전아이오그리고HP의

제품은 100% 쓰기 작업의 연장 세션 하에서도 12ms

이하를유지했다.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은 오버 프로비저닝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 사실 146GB란 라벨이 붙은 드라이브의

실제용량은 300GB일수도있다. 일부시스템에는드

라이브의활용도가낮을때만데이터를이동시키는최

적화된웨어레벨링알고리즘도들어있다.

문제는 가격 대비 성능

대신 기업용 제품은 훨씬 더 비싸다. 라이텍 128GB

SSD 드라이브의 권장소비자가는 400 달러인대 비해

퓨전아이오모듈은320GB가 6,829.99달러, 그리고컴

펠런트의 146GB 제품은 하나당 11,000달러이며 최소

3개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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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IOps 읽기 IOps 쓰기 IOps MBps 읽기 MBps 쓰기 MBps 쓰기클리프

기준서버 : SATA 하드디스크 1대 3,401 2,207 3,401 22 18 22 X

어댑텍 89,326 79,592 89,326 540 480 540 O

아프리콘 SLC SSD 49,138 49,138 22,600 705 705 272 O

아프리콘 MLC SSD 24,470 24,470 3,630 218 218 78 O

컴펠런트 48,527 48,527 27,848 245 219 160 X

닷힐 38,844 38,844 12,175 229 189 195 O

퓨전아이오 30,913 30,913 26,977 706 706 456 X

HP IO 액셀러레이터 61,122 61,122 58,974 806 806 618 X

라이텍 15,345 5,015 15,345 179 179 154 O

SSD 제품별성능테스크결과



가격대성능측면에서는MaxIQ 패키지가포함된어

댑텍 5805 컨트롤러가고려해볼만선택이다. 이 제품

은 단순히 드라이브를 컨트롤러에 연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시스템에장착된모든내장스토리지를가속화

시켜준다. 물론‘쓰기클리프’의 향을받지만, 한개

이상의 64GB SLC SSD를추가하면문제를상당부분

해소할수있다. 그리고시스템비용은컨트롤러가645

달러, SSD 드라이브한대를포함한MaxIQ 패키지가

1,295달러로매우낮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쓰기 작업의 비중이 큰 애플리케

이션이있다면, 컴펠런트어레이나퓨전아이오, 그리고

HP의카드처럼가격이비싸기는하지만아주고성능을

제공하는제품을검토하고싶을것이다.

하지만 읽기가 중심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성능이

필요하거나장시간에걸친쓰기가필요하지않다면, 대

부분의 SSD 솔루션이하드디스크드라이브보다더나

은 성능을 제공하며, 일부 솔루션은 아주 저렴하기도

하다.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신중한 선택 필요

SSD가 표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높은 성능

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선정한 SSD가 애플리케이션에

맞는지를확실히하려면신중한선택이필요하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쓰는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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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텍 SSD 컨트롤러및 MaxIQ 키트
평점 : 4.8
가격 : 컨트롤러 645달러, MaxIQ 키트(CD 소프트웨어와 SSD 1대) 1,295달러
장점 : 시스템내부드라이브의성능가속화. 성능대비낮은가격과쉬운설치.
단점 : 장시간의집중적인쓰기작업에서급격한성능저하가발생할수있다.

아프리콘 PCIe 드라이버어레이
평점 : 3.7
가격 : PCIe 카드 199달러, SSD 4대 장착 PCIe 카드 2,999달러
장점 : 저렴한 가격. 손쉬운설정
단점 : 카드가 12.25인치로 너무 길다. 장시간의 집중적인 작업에서 급격한 성

능저하가발생할수있다.

컴펠런트스토리지센터 030
평점 : 4.7
가격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 14만 1,632달러, SSD 드라이브

당 1만 3,533달러
장점 : 서비스 중단없이 기존 어레이에 추가할 수 있다. SSD와 표준 드라이브

를 단일 엔클로저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 다중 서버 환경에서의 매우
높은성능. 내부 솔루션과비교해고용량확장이가능하다.

단점 : 비싸다.

주요SSD 제품
SSD는다양한형태의장비와제품으로출시되고있다. 이번에테스트한 SSD 기반제품은

PCIe 카드제품이 3가지, SAN 시스템 2가지, 그리고서버블레이드시스템과단독형 SSD 드라이브 다. 

각 제품에대해간략하게살펴본다.



션에는쓰기최적화된SSD가필요하며, 보급형드라이

브에비해더비싸다. 테스트한모든제품들은표준하

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으나,

가격은더비싸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던 여러 가지 용도 중

SSD에적합하지않은경우가많다. 예를들어, RAID 5

어레이에 SSD를 설치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RAID 컨트롤러가 병목구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기작업이모든드라이브에균등하게분산되고드라

이브상의웨어레벨링알고리즘이모든셀을균등하게

사용되도록 만들어, 어레이의 드라이브들이 동시에 장

애를일으킬수있다. 즉, 드라이브들이쓰기횟수제한

도달하면, 어레이의모든드라이브가거의동시에장애

를일으킬수있다는의미이다.

SSD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간격)는하드디스크드라이브보다길므로, 최상의

솔루션은 JBOD(Just Bunch of Disks)를구현하고내

고장성을 위해 복제(Replication)를 사용하는 것일 수

도있다. 하지만아직까지현재남아있는 SSD의쓰기

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업체는관련기능을개발중이라고밝혔다. 

※Logan G. Harbaugh는 프리랜서 기자 겸 IT 컨설턴트로, IT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
사했으며네트워킹에대해책 2권을집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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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힐시스템 AssuredSAN 3730 어레이
평점 : 3.75
가격 : 3만 6,158달러
장점 : 비교적 저렴하다. 설정이 쉽다. 여러 대의 서버에서 공유할 수 있다.

SSD와 표준드라이브를단일엔클로저에섞어사용할수있다. 
단점 : 장시간의집중적인쓰기작업에서급격한성능저하가발생할수있다.

퓨전아이오아이오드라이브 320GB
평점 : 3.6
가격 : 6,829.99달러
장점 : 매우 높은성능
단점 : 64비트 운 체제만 지원한다.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다. 설치 과정에 드

라이버다운로드가필요하다.

HP 스토리지웍스 IO 액셀러레이터(for BladeSystem)
평점 : 3.6
가격 : 160GB 7,700달러
장점 : 매우 높은 성능. 메자닌 카드로 각 블레이드에 설치하기 때문에 섀시에

별도의공간이필요없다.
단점 : 64비트 운 체제만 지원.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다. 설치 과정에 드라이

버다운로드가필요하다. 비싸다.

리텍 NSSD-X25-128-Co7M-PN
평점 : 3.9
가격 : 399.99달러
장점 : 저렴하다. 손쉬운설치.
단점 : 장시간의집중적인쓰기작업에서급격한성능저하가발생할수있다.



지난 수 주 동안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애플리

케이션을설치했다가문제에부딪힌몇몇기업들의연락

을받았다. 다음과같은문제들이었다.

- AMI(Amazon Machine Image) 상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

되어 잘 구동되었으나 EC2 인스턴스(Instance)가 고장 나거

나 종료시켜야 할 상태가 되면, 새 인스턴스가 온라인이 될

때까지는그애플리케이션을쓸수없게된다.

- EC2 인스턴스에 과부하가 걸리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을위해더많은자원을추가시킬방법이없다.

-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업데이트할방법이없다.

-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성능에 병목현상이 발생해도, 데이터베

이스복제(Replication)로이동을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다.

이들 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공

통적으로생겨났다.

“이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아닌가? 결국, 자원의 탄력성, 주문형 처리 능력, 엄청난 확장

성을 제공하는 주체는 클라우드인데, 왜 내 애플리케이션이 이

런문제에부딪혀야하는가?”

이회사들이직면한과제는클라우드컴퓨팅을호스팅

2.0처럼취급했기때문이며, 그결과상응하는대가를치

르고있는것이다.

클라우드 확장성과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이에 대한 간단한 응답은“클라우드 확장성과 애플리

케이션 확장성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클라우드 애플리

케이션을설계하지않는한클라우드컴퓨팅의이점들을

얻을수없을것이다. 우리는이를“애플리케이션을클라

우드에설치하지말고, 클라우드용애플리케이션을구축

하라”라는문구로표현한다.

그렇다면“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구축”은 어떤 의미

이며, 클라우드를호스팅 2.0처럼취급하는것과는어떻

게다른가?

다음은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구축에관한핵심원칙

이다:

- 각각의 컴퓨팅 자원은 장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정하라. 아마존에서, 각 EC2 인스턴스는

때로 성능 저하, 응답 불능 또는 고장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모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발생한다. 구 은 무

방비로 노출된 메인보드(구 의 머신에는 금속 케이스가 없

다) 상에 ( 자 그대로) 연결된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한 극

히 저렴한 컴퓨터를 구축한다는 철학으로 유명하다; 컴퓨터

중 한 대가 망가지면, 구 은 그것을 분리해서 재활용한다.

수백만 대의 머신을 운 하다 보면, 장애는 흔한 일이므로

구 은 자원에 장애가 발생해도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솔루

션들을 설계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

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도 마치 (가상 머신을 포함하여)

각 자원들이장애를일으킬수있다는것을전제로설계해야

만 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두 개의 EC2 인스턴스 상에서 구

동할수있도록애플리케이션을작성해야한다.

- 장애 가능성은 애플리케이션이 최소 2개의 EC2 인스턴스

상에서 구동해야만 한다는 의미임을 이해하라. 이는 애플리

케이션파일들이양쪽가상머신상에있거나두가상머신이

액세스할 수 있는 중앙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자체 인스턴스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애플리케

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상이한 웹 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인스턴스에 확장될 수 있도록 작성되

어야만한다는의미이다.

- 세션 관리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작

성하라. 이는 세션 접성(Session Affinity)을 가령, 애플리

케이션 앞에 위치하고 있는 로드밸런서(Load Balanc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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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리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세션 정보를 공유 위치

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션 정보를 여러 애플리케이

션 서버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

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

한 부하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

반적인해결책은세션정보를더나은성능을제공하는고성

능 분산 메모리 시스템인 Memcached 계층으로 옮기는 것

이다. 어떤 경우에도, 세션 정보는애플리케이션의어떤부분

에서요구할지라도반드시사용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 추가 컴퓨팅 자원이 애플리케이션에 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끊어질 수 있게 보장 해주어야 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자

원에 동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 부하에 따라 자원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추가나 제거를 위해 사람

의 개입이 필요해지면, 병목이 컴퓨팅 자원에서 인적 자원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 수준이 동적으로

달라지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작성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고정

된 자원을 할당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가용성과 투

자 즉, 돈을 버릴 것인가 사용자를 버릴 것인가라는 과거의

상충요소로되돌아가는결과를유발한다.

동적 애플리케이션 서버 구성의 어려움

필자가“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이전을 쉬운

일이라고생각하는것이아니다. 사람의개입없이동적

으로 확장하는 애플리케이션 작성은 사소한 일이 아니

다. 우선한가지이유는대부분의소프트웨어구성요소

가자동이아니라수작업관리를전제로하고있어서“구

성파일을업데이트한다음, 서버를재가동시키시오”라

는접근방식을따르고있다. 상당히정적인애플리케이

션 서버 구성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동적으로 변하는 애

플리케이션서버구성에서는심각한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사본이 공통

적으로사용하는파일과객체(Object) 처리방법을결정

하는것이다. 네트워크파일시스템에저장할수도있으

나, 흔히 성능 문제가 발생한다. SAN이나 NAS 유형의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파일들을 중앙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지연 편차(Latency)문제가 발생할

수도있다. 

파일사본을각서버마다저장하면, 분산과버전관리

라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최상의방법은모든파일을

중앙 위치(즉, 아마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S3)

에 저장하고, 가상머신이“공식”파일을 다운로드해 인

스턴스를만들때스스로설치하게하는것이다. 다시말

하지만, 이는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정적인 환경에서는

흔치 않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하드웨

어(그리고 가상머신)의 견고성만 강조하고 동적 애플리

케이션서버구성은계획하지않는다.

정확하게어느정도의애플리케이션이부하에따른동

적서버구성을필요로할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다.

그러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클라우드 애플리케이

션”일필요가없을지도모른다. 반면에, 애플리케이션의

전 생애 동안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릴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010년 4월 12일 밤 해커 도조(Hacker

Dojo)의 발표에서 NASA 네뷸러(Nebular) 클라우드 프

로젝트의책임아키텍트인조쉬맥켄티(Josh NcKenty)

는 NASA 애플리케이션은 특이한 사용자 부하를 자주

갖곤했다고지적했다. 

수년동안트래픽이없다가, 특정미션이극적인무엇

인가를하면(맥켄티가예로든것은물을찾기위해달에

착륙한프로젝트) 하루이틀정도의짧은기간동안엄청

난트래픽이발생한다는것이다. 

종착점은“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점점 더 일반화될 부하의

예측불가능성과특이한부하패턴때문에, 동적애플리

케이션 작성과 관련된 디자인 패턴은 궁극적으로 표준

관행이될것이다. 다시말해모든애플리케이션은고도

로 동적인 부하에 대해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작성될 것

이다. 

이런 유형의 부하를 감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말하자

면, 대응준비가된것이다. 이런부하를견뎌낼수없는

애플리케이션은그런기능이확보해야만하고, 발휘되지

는않았지만만일의사태에대비해서꼭필요하게될것

이다.

지금설계되고작성되는애플리케이션은앞으로수년

동안사용될것이고십중팔구는클라우드환경에서구동

하게될것이므로, 아키텍트와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이

이런설계패턴을지금배우는것이중요하다. 이는현재

계획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 될 필요가 없더라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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