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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십 년 동안 기반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온 반면 네트워크 관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보통 수동으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되며, 네트워크 
운영자(NetOps)는 라우터와 스위치, 로드 밸런서 및 방화벽에 로그인하여 
수동으로 설정을 변경한 후 로그아웃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규 개발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tOps팀은 몇 개의 도메인과 플랫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 네트워크 벤더는 운영상의 개선보다 제품 판매에 더 집중합니다.

 » 서로 전혀 다른 부서의 팀이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문서 기반의 기존 운영 방식은 업데이트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 네트워크 기기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사용은 자동화를 저해합니다.

 » 기존의 모놀리식(monolithic) 독점 플랫폼은 자동화 기능이 부족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의 점진적인 진화

네트워킹 현황

귀사의 네트워크는 미래에 
대비하여 준비되었습니까?

NetOps와 DevOps 전문가의 
70%는 벤더 또는 기기에 
특화된 툴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1 
기존에 잘 알려진 네트워크 
벤더들은 고객에게 운영 개선을 
유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제품을 고도의 혁신 제품이라고 
광고합니다.2 그 결과 기업의 
네트워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효율성 및 성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F5 Networks와 Red Hat, “NetOps와 DevOps의 만남: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NetOps Meets DevOps: The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18. 
red.ht/netops-report.

 2 Gartner, “네트워크 벤더를 넘어 네트워크 혁신 실현(Look Beyond Network Vendors for Network Innovation)” Andrew Lerner, 2018년 1월. 
G00349636. gartner.com/doc/3847469/look-network-vendors-network-innovation.

Gartner 고객의 70% 이상은 수동적인 CLI 기반 변경사항을 네트워크 
설정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활용합니다.

GARTNER, 네트워크 벤더를 넘어 네트워크 혁신 실현(LOOK BEYOND NETWORK 
VENDORS FOR NETWORK INNOVATION), 2018년 1월2

http://red.ht/netops-report
https://www.gartner.com/doc/3847469/look-network-vendors-network-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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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및 업데이트에 대한 전통적인 수동식 접근 방식은 너무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신속한 변경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전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프로세스로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 애플리케이션 및 IT 운영팀의 요구에 따른 리소스 제공

 » 변경 제어 및 설정 프로세스 구현

 » 인벤토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 이기종 네트워크 플랫폼 전반에서 설정 표준을 유지관리

 » 더욱 강력하고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NetOps팀 구축

프로그래밍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 기술은 고객이 조직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NetOps팀이 다른(peer) IT 팀들과 동일한 수준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기기에 특화된 툴을 자동화 툴링을 사용해 통합하기도 힘듭니다. 
정책 기반 네트워크 설정 요구사항은 멀티벤더 환경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NetOps 전문가들은 특정 네트워크 통합에 필요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운영의 가속화를 돕는 네트워크 자동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

네트워크 자동화의 과제

400명 이상의 IT NetOps 및 
DevOps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네트워크 자동화의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3

 »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가 
부족(48%)

 » 벤더 및 기기 전반의 툴 
통합(44%)

 »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환경 또는 
문화(40%)

 » 정책 및 거버넌스 생성(36%)

 » 새로운 툴에 대한 예산 
제약(32%)

 » 벤더의 한정된 솔루션 제공(23%)

 3 F5 Networks와 Red Hat, “NetOps와 DevOps의 만남: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NetOps Meets DevOps: The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18. 
red.ht/netops-report.

 4 Gartner, “네트워크 벤더를 넘어 네트워크 혁신 실현(Look Beyond Network Vendors for Network Innovation)” Andrew Lerner, 2018년 1월. 
G00349636. gartner.com/doc/3847469/look-network-vendors-network-innovation.

Gartner에 따르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의 70%를 자동화한 조직은 30% 미만을 
자동화한 조직에 비해 예기치 않은 네트워크 중단 횟수를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GARTNER, 네트워크 벤더를 넘어 네트워크 혁신 실현(LOOK BEYOND NETWORK VENDORS 
FOR NETWORK INNOVATION), 2018년 1월4

http://red.ht/netops-report
https://www.gartner.com/doc/3847469/look-network-vendors-network-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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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로직을 사용해 네트워크 리소스와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NetOps팀은 신속하게 네트워크 인프라(레이어 
1-3)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레이어 4-7)를 설정, 확장, 보안 및 통합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웹 스케일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동화를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현재 모든 조직들이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NetOps팀은 네트워크 자동화를 통해 유연한 용량, 애플리케이션 보안, 로드 
밸런싱 및 멀티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워크로드 요구사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셀프 서비스와 온디맨드 네트워크 활동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NetOps팀은 현대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팀만큼 민첩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으로 수동 프로세스 간소화

네트워크 자동화란 무엇일까요?

0 10 20 30 40 50 60

55%

47%

43%

43%

그림 1. 네트워크 자동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조직 목표6

 5 Gartner,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시장 가이드”, 2018년 3월. G00328743. gartner.com/doc/3869769/market-guide-network-automation.

 6 F5 Networks와 Red Hat, “NetOps와 DevOps의 만남: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NetOps Meets DevOps: The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18. 
red.ht/netops-report.

2021년까지, 제품화된 
네트워크 자동화 툴을 
사용하는 조직은 현재 10% 
미만에서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ARTNER,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시장 가이드, 2018년 3월5

“”

https://www.gartner.com/doc/3869769/market-guide-network-automation
http://red.ht/netop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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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화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프라 가용성, 직원 생산성, 네트워크 보안성 및 설정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및 규모 불문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점 실현

네트워크 자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생산성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증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팀의 역량을 개선합니다.

 » 백업 및 복원 기능 간소화

 »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의 자동화

보안

취약점을 식별해 네트워크 전체에서 픽스(fix)를 
구현합니다.

 » 네트워크 기기에 관한 정보 수집

 » 해당 기기의 인벤토리 구축

 » 문제의 자동적인 감소

규정 준수

변화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설정 보기 가능

 » 커밋 전 변경사항 자동 테스트

 » 변경사항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증

가용성

보다 효과적인 테스트와 관리로 네트워크 가용성을 
높입니다.

 »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

 » 자동화된 변경 관리로 수동 태스크 오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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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은 간편하고 강력한 IT 자동화 플랫폼으로서, 서버와 네트워크부터 
애플리케이션과 DevOps에 이르는 복잡한 데이터센터 환경을 간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sible은 멀티벤더의 가상 환경 및 물리 환경 전반에서 
레거시 네트워크 인프라와 오픈 네트워크 인프라 기기를 지원하므로 단일 툴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nsible은 공통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절실한 부분을 우선 선택하여 도입하십시오. Ansible의 유연한 프레임워크는 
점진적인 변화를 수용하므로 소규모로 시작해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ible을 활용하면 전체 프로덕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툴로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ANSIBLE 도입으로 네트워크 
자동화

ANSIBLE을 통한 자동화에 대한 
흔한 질문

Ansible을 사용하려면 코딩을 
알아야 할까요?

 » Ansible을 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human-readable) 
명령과 기존 네트워킹 CLI 
및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로 작업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하면, 
기업에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전략적인 혁신 프로젝트에 
전문가로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Ansible은 서버 전용인가요?

 » Ansible은 개발자들이 
수동적인 업무를 빠르고 
손쉽게 자동화하기 위한 툴로 
시작되었으며, 이제 IT 프로세스, 
기기 및 네트워크에 이르는 
데이터센터의 모든 요소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5가지 질문: 네트워크 자동화

그림 2. Ansible을 사용한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 라이프사이클 관리

https://www.ansible.com/blog/five-questions-network-automation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  6

간단하고 강력한 에이전트리스 솔루션으로 입증된 Ansible

더욱 간소화된 네트워크 자동화

플레이북 이해하기

플레이북은 Ansible의 설정,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언어입니다. 플레이북은 호스트 
인벤토리 전체에서 자동화를 
정의하는 플레이(play)들로 
구성되며, 각 플레이는 
인벤토리에서 호스트 한 개나 
다수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태스크 한 개 이상을 포함합니다. 
각 태스크는 유용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 파일 백업, 네트워크 설정 
관리 또는 연결성 검증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nsible 
모듈을 호출합니다. 다수의 팀이 
플레이북을 공유하고 재사용하여 
반복가능한 자동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롤(ROLE) 이해하기

롤은 플랫폼 애그노스틱(platform-
agnostic) 플레이북을 뜻하며, 
다수의 활용 사례에 맞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롤에는 설정 백업이나 
스위치 버전 번호 수집을 위한 
선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은 필요한 경우 특정 네트워크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롤은 
Ansible과 별도로 배포됩니다. 
Ansible Galaxy에서 수천 개의 
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증됨

Ansible은 개발자들이 수동 태스크를 빠르고 손쉽게 
자동화하기 위한 툴로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Ansible 
커뮤니티 기여자는 7,500명으로 늘어났으며,7 수년에 걸친 
서버 자동화의 모범 사례를 네트워크에 적용하면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7 Github, “Octoverse 현황,” 2018. octoverse.github.com/.

단순성

Ansible은 YAML 기반 플레이북과 역할을 통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동화를 사용합니다. 태스크는 순서대로 실행되며, 이를 
결합하여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NetOps 
엔지니어는 즉시 Ansib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능

Ansible은 모듈과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송(transport) 메커니즘으로 
인스트럭션을 전송하고 대규모 자동화를 위한 템플릿 엔진을 
제공합니다. Ansible 내에서 직접 기존 CLI와 플랫폼에 특화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리스

네트워킹 기기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호 
운용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 네트워크 보안이 개선됩니다. 네트워크 기기를 위한 연결 
플러그인은 기존 자동화를 새로운 기기의 API에 배포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픈소스 표준과 에이전트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Ansible은 간편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현대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실현하는 솔루션이며, 현 프로세스와 
레거시 인프라를 모두 지원합니다.

https://docs.ansible.com/ansible/latest/user_guide/playbooks_intro.html
https://galaxy.ansible.com/ansible-network
https://galaxy.ansible.com/
https://octoverse.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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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은 커뮤니티 Ansible 프로젝트를 기업에 도입하여, 원하는 규모로 팀 기반 자동화에 필요한 특징과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은 자동화 엔진, 관리 인터페이스 및 지원 솔루션을 포함하며, 자동화 배포 
및 사용 방식을 제어하고 소스 및 결과에 관한 감사 가능(auditable) 지식을 제공합니다.

프로덕션 수준의 자동화 기술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

RED HAT 
ANSIBLE TOWER

통합, 제어 및 확장성

RED HAT 
ANSIBLE ENGINE

자동화 기반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

전체 네트워크 자동화 플랫폼

전체 네트워크를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

50개 플랫폼과 700개 이상의 모듈을 지원하여 모든 요소를 자동화합니다.

네트워크에 특화된 롤

사전 정의, 사전 설치 자동화로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롤 기반 액세스 제어(RBAC)

Ansible Tower에서 사람, 프로세스, 기기별로 액세스를 지정합니다.

동적인 인벤토리 기능

해당 네트워크에서 모든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합니다.

워크플로우 및 스케줄링

특정 시간에 실행되도록 태스크를 구성하고 플레이북을 스케줄링합니다.

RESTFUL API

다른 툴의 메시지 및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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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상용화 수준 제품으로 도약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은 커뮤니티 Ansible 프로젝트에 기반 
제품으로서 전체 지원을 받으며, 커뮤니티의 혁신과 지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약성은 감소되었습니다. Red Hat의 오픈 개발 모델은 사내에서 커뮤니티 
릴리스를 관리, 업데이트 및 테스트해야 하는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더 많은 인력이 코드 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전체 지원

Red Hat은 운영 체제(OS)에서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수십 개 벤더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IT 및 네트워크 보안과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엔드 투 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d Hat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의 협업적인 Red Hat의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은 Red Hat 엔지니어, 최신 제품 지식 그리고 모범 사례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패치와 제품 업데이트는 Red Hat Global Support Services 
팀에서 제공합니다.

기업 네트워크를 위한 선택권과 유연성

Red Hat은 인증 파트너 및 제3사 제품으로 구성된 대규모 에코시스템을 양성하고 
있으며, Red Hat 제품과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필요에 맞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에는 네트워크에 특화된 모듈과 롤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벤더의 기기와 플랫폼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지식 서비스 제공

Red Hat은 또한 고객의 네트워크 자동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및 교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Red Hat Consulting은 고객의 팀과 협력하여 
고객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 교육 및 자격증은 핸즈온 교육과 실용적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이 운영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방형 접근 방식으로 성과 실현

레드햇 방식으로 네트워크 자동화

ANSIBLE 학습 프로그램

Red Hat 교육은 Red Hat 
Ansible Automation을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Ansible for network 
automation(DO457)은 네트워크 
자동화를 사용하여 조직의 
네트워크 인프라 내의 스위치, 
라우터 및 기타 기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인프라 자동화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 Ansible essentials: Simplicity 
in automation technical 
overview(DO007)는 Ansible 
자동화와 설정 관리, 프로비저닝, 
배포 그리고 Ansib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가상, 물리적 환경 
전체에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온디맨드 온라인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 Ansible 워크샵은 1일간 무료로 
진행되는 핸즈온 기술 세션으로, 
Red Hat Ansible Automation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https://www.redhat.com/ko/about/development-model
https://www.redhat.com/ko/resources/infographic-supporting-you-red-hat-way
https://www.redhat.com/ko/resources/infographic-supporting-you-red-hat-way
https://access.redhat.com/ecosystem
https://docs.ansible.com/ansible/latest/modules/list_of_network_modules.html
https://galaxy.ansible.com/ansible-network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and-certific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and-certific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457-ansible-network-autom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457-ansible-network-autom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007-ansible-essentials-simplicity-automation-technical-overview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007-ansible-essentials-simplicity-automation-technical-overview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007-ansible-essentials-simplicity-automation-technical-overview
https://www.ansible.com/community/events/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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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은 네트워크의 여러 요소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하며, 대다수의 고객들이 다음의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필요한 곳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 구축

네트워크 자동화의 활용 방식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 풀링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를 포함합니다. 
Ansible은 소프트웨어 버전과 
인터페이스 정보와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쿼리, 저장, 보고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백업

설정의 백업 저장은 주요 NetOps 
작업입니다. Ansible을 사용하면 전체 
설정이나 설정의 일부를 네트워크 
기기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검증

설정 변동(drift)은 특히 수동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Ansible을 사용하면 
현재 실행하는 설정과 향후 원하는 
설정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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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로 입증된 성공 사례

비즈니스 전반의 이점 실현

미국 의료 정보 네트워크의 선두주자인 Surescripts는 DevOps팀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개선을 원했습니다. Surescripts는 이제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신규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코드 인프라를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의 간소화로 다운타임 
및 오류 감소

자동화와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통해 생산성 향상

롤 기반 액세스로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개선

과거에는 수동 명령어 실행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 때문에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한 결과, 모든 요소를 라우팅하여 
더욱 향상된 품질 및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URESCRIPTS 시니어 DEVOPS 엔지니어, MICHAEL PERZEL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Swisscom은 전사적인 IT 및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툴을 필요로 
했습니다. Swisscom은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기기 및 스토리지 기기 등 약 15,000개의 
구성 요소 관리를 자동화했습니다.

연간 3,000시간의 수동 
태스크 감소 예측

셀프 서비스 기능으로 일상 
작업 간소화

플레이북 및 동기화 회의를 
활용하여 협업 향상

“”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urescripts-customer-case-study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wisscom-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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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는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현대적인 디지털 비즈니스의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Red Hat Ansible Network Automation은 현대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단계뿐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와 레거시 인프라를 
함께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자동화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지만,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비즈니스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팀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더욱 가치있고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여, 기업의 성공 기준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귀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십시오.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력과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툴일 뿐만 아니라, 전략이자 하나의 
과정이며 문화입니다.

이제 간편하게 자동화를 시작하십시오.

Red Hat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 강화

네트워크 자동화 시작하기

정보를 읽거나 확인하는 
플레이북 생성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

팀이 현재 보유한 지식을 
자동화에 적용

1 32



Copyright © 2019 Red Hat, Inc.  Red Hat, Ansible 및 Shadowman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Red Hat, In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F14954_1218_KVM

귀사의 네트워크 자동화를  
계획하세요

ansible.com/for/networks

https://www.ansible.com/products/network-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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