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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레거시 시스템은 더 이상 유용성과 가치 있는 ROI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수많은 과제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HPE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솔루션은 창의적이며 비용 효율적이어서 중소기업이 

레거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해도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생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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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의 단점
레거시 시스템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비싸고, 어떨 때는 비즈니스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그림 1과  

같습니다.

• 유지보수: 레거시 시스템 유지보수에 드는 시간, 노력, 비용은 예산 

관리 및 최적화를 원하는 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벤더가 위협 및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패치, 업데이트,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및 플랫폼의 EOL(수명 종료)은 조만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주로 이전 기술에 추가될 수 없는  

보안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SOX(Sarbanes-Oxley Act),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다양한 규정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기술은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와 함께 보안, 지원, 백업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민사 또는 형사 과실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 발생률 증가: 시스템이 오래될수록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등급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중단 

레거시 시스템은 한때 널리 사용되고 심지어 당시에는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유행이 지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 또는 개선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 투자가 구식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래된 기술은 동일 또는 더욱 뛰어난 

신규 기술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더 낮은 ROI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기술은 최신 또는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점은 비즈니스가 

고객이 원하는 만큼 경험을 빠르게 또는 안전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 

오래된 기술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안 문제는 추가 

위협을 제기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회사에 

벌금 또는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소기업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레거시 시스템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식 기술을 계속 사용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쓸모없는 기술을 대체하여 얻은 이점은 레거시 시스템 유지와 관련된 

위험을 상쇄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림 1: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레거시 시스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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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퇴보하는 현행 유지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배치되면 IT가  

연구 개발에 매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혁신하고 경쟁 우위 

선점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 성장과 발전은 IT 직원이 현재 직무를 더 빠르고 더 잘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기술 투자에 대한 최선의 ROI를 보장하며 기술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IT의 과제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거시이든 아니든 중요한 보안
위협, 공격, 손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려면 보안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는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금융 또는 계좌 데이터(계좌, 

거래, 신용카드 정보 등 포함) 및 컴플라이언스 규정 또는 규제권이  

적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고객 데이터 관리에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 천개에 달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매일 매일 발생합니다. 

레거시 기술은 상당한 양의 자세한 공격 방법이 축적될 만큼 오랫동안 

사용돼왔기 때문에 특히 보안 위협 및 익스플로잇에 취약합니다. 

또한 레거시 기술은 2020년 7월 무효된 EU-US Privacy Shield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새로운 대체 기술을 도입할 

때까지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협과 손실에 회사를 

노출시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경우 강제적인 위협에 대한 노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매우 혹독하며 시스템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매출이 크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호환성 문제: 레거시 시스템은 종종 신규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없으며 이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의 도입 및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을 

제시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불가능하게 막습니다.

• 제한된 모빌리티: 배달 서비스, 물류, 건설, 컨설팅 등 현장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레거시 시스템은 재고, 회계, 고객 데이터,  

기타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의 사용 지원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 특히 스마트폰,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장착 휴대용 장치 및 노트북은 

효과적인 현장 운용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이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이 레거시 기술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할 만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TCO(총 소유 

비용) 절감, 범위 및 생산성 개선, 기존 제품과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제품과 서비스 출시 기회 창출로 이어집니다.

레거시 떠나보내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레거시 기술을 퇴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레거시 기술 유지보수 및 운영이 비즈니스에 부과하는 기회비용에  

있습니다.

• IT가 레거시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 직원들은 새로운 고객과 경험을 찾거나 기존 고객이 현재 

경험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 및 익스플로잇 공격이 레거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진행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 또는 해결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https://www.zdnet.com/article/its-time-to-say-goodbye-to-the-eu-us-privacy-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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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 및 도구를 배우는 것은 손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즉각적이며 상당합니다. 자동화를 사용할 때마다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는 작업의 

간단성 또는 복잡성과 상관없이 루틴 작업 및 활동에 인간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IT 

수명주기에 걸쳐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는 IT 인프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의 정의, 구성, 설정, 배포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자동화는 온프레미이든, 클라우드 기반이든, 점점 

많아지는 둘의 조합이든 가상화 및 실존 환경 프로비져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동화 도구가 패치, 수정, 업데이트를 포함한 

유지보수 및 구동을 담당하며 장치 드라이버, API, 프레임워크 등과 

펌웨어, BIOS, UEFI 요소를 포함한 사전 OS 구성요소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취약성 검사, 업데이트 배포, 보증된 경우 해결 또는 

완화 작업 등 IT의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IT 자산, 연관 사용량 및 라이선싱 요구 사항, 

IT 리소스용 비용 최적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다양한 IT 

작업 및 활동을 관리합니다.

소중한 시간 확보
자동화의 진짜 이점은 당연히 자동화가 아니었다면 레거시 기술 

유지보수에 시간을 투자했을 IT 직원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은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연구 개발, 신규 기술 선정 및 배포, 

고객, 직원,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이점은 자동화 활용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자동화를 활용하는 똑똑한 중소기업에 

확실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HPE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자세한 방법은 HPE 중소기업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레거시 기술 보안 유지의 높은 비용
2020년 3월 CSO Magazine 에 따르면 2019, 2020년 보안 침투의 60%는  

패치가 있으나 적용되지 못했던 취약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조직들이 보안 위협 및 노출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간단한 

예방책을 취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 중단 시간, 평판 

저하에 따른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고된 보안 침투 

대상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다음 부분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자동화가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펌웨어,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와 같은 레거시 기술, 특히 사전 부팅 환경은 

취약점이 노출되어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는 장치가 5년에서 

10년 이상 사용되면 벤더가 해당 환경에 대한 패치 및 업데이트를 

일반적으로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취약점 및 익스플로잇 공격이 레거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진행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 또는 해결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의 이점
마지막으로 신규 기술은 IT 직원 생산성의 전력승수가 되는 추가  

역량을 제공합니다. 특히 HPE InfoSight, HPE Integrated Lights-Out,  

HPE OneView와 같이 업무 장소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화는 이를 구축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IT 

직원은 자동화로 인해 반복 작업을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예약형 소프트웨어 기반 도구에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을 온디맨드 또는 특정 이벤트 트리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의 진짜 이점은 당연히 
자동화가 아니었다면 레거시 기술 
유지보수에 시간을 투자했을 IT 
직원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https://www.csoonline.com/article/3153707/top-cybersecurity-facts-figures-and-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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