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수영을 배우고 있거나, 예전에 배웠던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의기투합

해 만든 수영동호회,‘힘찬물살’은 매월 KISA 근처 수영장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수영실력과 우애를 다진다. 수영연습 후 식사와 간단한(?) 주류로 친목을 도모하는 이들이 

수영을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는‘건강’이다.

전신운동, 수영    몸을 부드럽게 해 주는 전신운동인 수영은 특히, 몸의 균형을 잡아 주

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KISA의 연구원들처럼 오랜 시간 책상에 앉

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에게 수영은 허리나 목 디스크 등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

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물론 운동 효과와 함께 그에 걸맞는 ‘폼’도 이들에게 중요하다. 때문에 ‘힘찬물살’에서는 초

보부터, 마스터까지 다양한 실력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수영실력을 쌓고 싶은 직

원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란다. 

몸매 걱정? ‘No’ 사실 수영은 맨 살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는 만큼 회원들은 부담이 느껴질 법

도 하다.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부끄럽다며 가입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선수가 아닌 이상 몸

매가 좋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정작 수영장에서는 운동하기에 바빠 다른 사람의 몸매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요.” ‘힘찬물살’ 동호회의 한 회원은 몸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물에 뜨기만 한다면, 아니 몸이 물에 뜨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힘찬물살’.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이들은 더욱 힘차게 물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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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장이 태동하던 시기, 많은 보안

업체들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방

화벽, 가상사설망(VPN), 침입탐지시

스템(IDS),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메일보안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선보였고, 이런 각 단위 보안 솔루션

들은 각 기업 및 기관들의 정보 시스

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

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IT 장

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관리 및 운용해야 할 보안 시

스템과 인력도 함께 증가해 비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때문에 최근 대

다수 기업과 기관들에서는 보안 장비

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 절감 차원

에서 다양한 단위 보안제품들을 통

합한 솔루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 요구는 통합보안관리(Unified Th-

reat Management) 솔루션의 등장으

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통합에 대한 요구 등장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UTM이지만, 

초기 제품들은 상용 CPU를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기능을 동시

에 처리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한

계를 지녀 SOHO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근에는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

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의 제

품개발이 이뤄지고, 또 성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NPU(Network Process 

Unit)의 개발과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대형 네트워크 상에서도 적합한 제품

들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

과 성능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낸 

것이죠.

보안시장 초기 방화벽, IPSec VPN 등

을 통해 알려진 어울림정보기술 역시 

지난해 방화벽, VPN, IPS, 안티 바이

러스, 안티 스팸 등 다양한 보안기능

을 통합한 UTM 제품을 출시하고 있

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안기업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웹 방화벽과 

NAC(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UTM의 영역

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어울림정보기술의 UTM은 

방화벽, VPN, IPS 등 기존 어울림정

보기술의 SECUREWORK 시리즈가 

UTM의 각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제

품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네트워크 단위 보안제품에서 시

작해, UTM으로 발전한 어울림정보기

술.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ESM, 패치관리 솔루션, 통합보안 

서비스 등 ‘통합보안’을 제공하는 종

합 정보보호 솔루션 전문업체로 우뚝 

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협회가 말하는 보안기업 이야기

수영은 전신운동과 몸매관리라는 뛰어난 장점 덕분에 지난 몇 년 전부터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았다. 여기

에 최근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인 수영스타가 배출되면서 수영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높은 

인기를 보이는 수영이지만, 단체경기가 아닌 개인 스포츠라는 점과 또 ‘맨 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호회 테마로 수영은 낯설기만 하다. 그런데 KISA에는 수영 동호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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