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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처리, 통합, 애자일�개발�방식의�동향

성공적인 기업은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의 개선이라는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려면 비즈니스와 기술 이니셔티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또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는 고객의 연락처, 거래, 운영 등의 정보를 통해 인사이트를 확보하려는 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기록, 수집, 처리하기 위한 일괄 처리 ETL(추출, 변환, 
로드)과 같은 기존 기술은 기업들이 이벤트에서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얻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향상된 연결과 대역폭, 확장성이 뛰어난 데이터 저장소, 컴퓨팅 성능의 향상과 같은 신속한 기술 
발달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자기 
자신과 에코시스템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더 
빠르게 반응함에 따라 IT 직원들은 짧아진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와 연동되도록 
빠르게 반복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마이크로서비스와 
컨테이너에 의존하여 성능과 확장성이 뛰어난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애자일(Agile) 방식과 결합되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명 주기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개발 팀은 조직 전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첩한 기술 플랫폼은 민첩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EDA)는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활용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EDA는 ‘이벤트의 생산, 감지, 소비, 그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입니다.’1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은 배치 이벤트가 아닌 개별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푸시 기반 통신을 사용하여 병렬로 실행됩니다. 배치 및 폴링 기술을 제거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분석 속도가 
빨라집니다. EDA는 현재 전사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직 전반에서 실시간 의사 결정과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1 K. Mani Chandy Event-Driven Applications: Costs, Benefits and Design Approaches,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6

오늘날�기업들은�점점�더�많은�마이크로서비스와�컨테이너에 
의존하여�성능과�확장성이�뛰어난�이벤트�중심�애플리케이션에 
의지하고�있습니다. 이�아키텍처는�애자일(Agile) 방식과�결합되어 
애플리케이션�개발�수명�주기에�대대적인�변화를�가져왔습니다.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는 트레이더 대시보드의 주식 시세 피드부터 엔터프라이즈 앱 및 새로운 웹/모바일 앱의 통합 
방식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EDA를 통해 기업과 고객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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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비즈니스�변화의�속도에�맞출�수�있는�민첩한�통합�접근�방식이�필요

성공적인 기업의 통합 전략은
보다 견고하며 다음을 포함: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성공적인 기업
성공적이지 못한 기업

레거시 통합 및 API를 
위한 기존 커넥터/도구

하위 코드
통합 도구

이벤트 처리/메시지 
대기열/애플리케이션 
메시징

64%
57%

60%
44%

53%
27%

40%
28%

민첩�통합�전략을�통해�매주�또는�매일 API를�출시/업데이트하는�성공적인�기업은 
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거의 3배�더�자주 API를�사용합니다.3X

출처: Agile Integration Is Critical to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Forrester Consulting이 2018년 9월 Red Hat을 대신
하여 실시한 연구

강력한�플랫폼�구축

EDA는 내결함성,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 시간, 수평 확장성을 갖춘 이벤트 배포 시스템인 Apache Kafka의 기술 
선호도를 지원합니다. Kafka는 이벤트 스트리밍 아키텍처와 스트림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입니다. Kafka는 
Kubernetes와 자주 결합됩니다. 그 결과 Kafka와 Kubernetes는 최첨단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Kubernetes는 2014년 Google에서 오픈 소싱한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호스트 클러스터 
전체에서 컨테이너의 배포, 확장, 운영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Kubernetes를 사용하면 자동 상태 확인을 
포함한 컨테이너의 배포와 지속적인 관리를 간소화하여 앱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https://www.redhat.com/en/resources/agile-integration-critical-to-digital-transformation-forrester-analyst-report


Kafka와 Kubernetes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통합을 지원하는 강력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여러 구축 환경에서 유연하고 복원력 있고 성능이 뛰어나며 확장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Fortune 5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넘는 회사가 Kafk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위 10대 보험사 중 8개, 상위 10대 이동통신 회사 중 9개, 상위 10대 은행 중 7개가 포함됩니다.3 하루에 
1조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회사도 몇 군데 있습니다. Kafka와 Kubernetes는 온라인 교육과 대학 수업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기업은 Kafka와 Kubernetes를 결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 통합하는 이벤트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소프트웨어를 모듈이나 서비스/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해하여 서로 다른 팀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권장합니다. 

이 e북에서는 스트림 프로세싱, 데이터 통합 및 웹 사이트 활동 추적에 사용되는 이벤트 중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Red Hat AMQ Streams가 OpenShift에서 실행되는 Apache Kafka
의 유연한 엔터프라이즈급 배포를 통해 실시간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혁신의 토대로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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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dzone.com/articles/what-is-kafka

https://dzone.com/articles/what-is-kaf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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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패턴�및�사용�시나리오

AMQ Streams는 Apache Kafka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 요소인 Apache Kafka의 Red Hat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입니다. AMQ Streams가 Kafka에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은 Kubernetes의 Red Hat 배포판인 OpenShift의 
Kafka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OpenShift의 Red Hat AMQ Streams는 Kubernetes에서 Kafka를 제공하여 분산 데이터 스트림과 스트림 프로세싱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Kafka의 고유 
파티셔닝이 확장성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AMQ Streams는 특히 대규모의 높은 처리량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중심 엔터프라이즈의 기반으로서 Red Hat AMQ Streams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설계 패턴(응용 
프로그램 설계의 일반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개발자가 활용하는 재사용 가능한 모범 사례)의 예입니다.

스트림�프로세싱
▪ 응용 프로그램은 AMQ Streams를 통해 연결되는 이벤트 기반 서비스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이벤트 스트림의 규모에 맞게 반응, 처리 또는 변환하도록 제작된 지속적인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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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공장 운영 관리자, 데이터 과학자, 비즈니스 분석가, 라인 매니저

비즈니스�이점: 공장 가동 중지 시간 감소, 장비 제조 증가, 위험한 환경에서 기계 작동 위험 감소, 제품 
품질 개선

대체�제품보다�우수한�이유: 안정적이고�지연�시간이�짧은�이벤트�스트리밍�아키텍처를�통해�머신�러닝 
모델을�실시간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 CFO, COO, 데이터�과학자, 비즈니스�분석가 

비즈니스�이점: 이상�징후�탐지�시간을�수�주에서�초�단위로�단축, 비용�절감, 사기�근절 

대체�제품보다�우수한�이유: Kafka와 Kubernetes는�공유되고�믿을�수�있으며 
지연�시간이�짧은�이벤트�배포를�지원하므로�모든�사업부에서�동일한�이벤트를�처리하여�적절하고�일관된 
인사이트를�얻을�수�있습니다.

활용�사례:
제조�공장의 IoT 기반�환경�모니터링은�머신�러닝�마이크로서비스에�의존하여�이벤트를�처리하고�필요한�경우�필수 

기계를�사전에�교체합니다.

활용�사례:
신용, 뱅킹, 트레이딩과�같은�여러�시스템에서�고객�행동의�과거�및�실시간�분석에�기반한�금융�사기�감지�기능을 

활용해�업계�규정을�엄격하게�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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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통합
▪ 이벤트 또는 데이터 변경 사항 스트림을 캡처하여 다른 데이터 시스템에 이를 제공합니다.
▪ 이벤트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기록 분석과 보존을 위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 CDC(Change Data Capture)는 ETL 배치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간에 보다 시기 적절하고 세분화된 업데이트로 

대체합니다.

사용자: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COO, CFO, CEO, 지역 관리자, 매장 
관리자, 구매자

비즈니스�이점: 모든 디지털 및 오프라인 회사의 가격 및 재고 이벤트와 변경 사항이 며칠이 아닌 몇 초 
이내에 조정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판매량이 증가하며, 반복 판매 증가

대체�제품보다�우수한�이유: 매일�수십억�건의�가격�및�재고�이벤트를�처리하고, 운영�도구와�알림을 
생성하여�가격�및�재고를�최적화합니다. Kafka는�환경�간�이벤트�공유, A/B 테스트, 정교한�실시간 
분석을�지원합니다.

활용�사례:
거래�및�운영�데이터가�기업�데이터�레이크에�저장되기�때문에�리테일�대시보드가�의사�결정권자를�위한�실시간 

추세를�즉시�보여�줍니다. 이를�통해�과거의�분석�및�인사이트를�모두�활용할�수�있습니다.

사용자: COO, 에이전트, 비즈니스�분석가, 부서�관리자

비즈니스�이점: 핵심�레거시�데이터�시스템을�새로운�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 
채널과�연결하고�새로운�엔터프라이즈급 EDA를 1년�이내에�출시하며, 이벤트�복제와�스트리밍�시간을�수 
일에서�수�초로�단축

대체�제품보다�우수한�이유: 시스템�간의�이벤트�스트리밍과�복제를�통해 IT 팀이�더욱�빠르고 
효율적으로�작업할�수�있으며, 실시간�고객�인사이트를�제공하는�최신�애플리케이션을�출시할�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다국적�보험사는�메인프레임에서�마이크로서비스�기반 EDA로�전환함으로써�내부�및�웹/모바일 

고객�대면�부서�간의�데이터�무결성과�일관성을�유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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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디자인�패턴

웹 사이트 활동 추적기
▪ 사용자 활동 추적 파이프라인을 실시간 게시-구독 피드 집합으로 재구축함으로써 확장성을 높이고, 복잡한 

처리와 분석을 위해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에 스트림으로 노출합니다. 

▪ 웹사이트 탐색은 페이지 보기 및 개체 보기와 같은 이벤트로 구성됩니다. 활동은 활동 유형에 따라 하나의 
주제로 중심 항목에 게시됩니다.

▪ 실제: 웹 사이트는 실시간 고객 클릭스트림 분석을 사용하여 애드온과 추가 제품을 즉시 제안하고, 이벤트는 
다른 앱으로 전송되어 제품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벤트 중심 엔터프라이즈 
▪ 기존의 메시지 브로커 및 메시징 아키텍처를 대체합니다.

▪ 높은 확장성, 높은 처리량, 파티셔닝 내장, 복제, 내결함성

▪ 실제: 은행에서 이벤트 중심 마이크로서비스를 하나의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에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트랜잭션 처리를 업데이트하고, 일괄 처리 작업을 사기 감지 및 보고를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합니다.

중앙 집중식 사업 지표
▪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의 통계를 수집하여 운영 데이터의 중앙 집중식 피드를 생성합니다.

▪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는 분산된 애플리케이션과 AMQ Streams 항목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보기를 중앙 집중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 실제: 이전에 격리된 공급망 데이터 사일로를 결합하여 종속성 시기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며 여러 위치에서 
생산 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그 집계
▪ 로그 메시지를 AMQ Streams 항목을 통해 플로우 이벤트로 게시합니다.

▪ 텍스트 파일에 숨겨진 세부 사항을 이벤트로 간주하고 분산된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를 스트림으로 처리합니다.

▪ 복제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강력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여러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또는 비동기적으로 로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 실제: 여러 지역, 클라우드, ISP에서 기업 IP 자산의 훼손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AMQ Streams가 Apache Kafka와 Kubernetes를
이벤트�중심�엔터프라이즈�애플리케이션에�제공하는�방법

Red Hat AMQ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엔터프라이즈급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 
제품군입니다. AMQ Streams는 엔터프라이즈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Red Hat의 Kubernetes인 
OpenShift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확장 가능하고 분산된 높은 처리량의 모듈식 이벤트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Kafka는 여러 상태 저장(stateful) 서비스로 운영되므로 AMQ Streams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없이 Kubernetes에서 
Kafka를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Red Hat AMQ Streams는 설치, 구성, 업그레이드와 같은 Kafka와 
Kubernetes의 일반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OpenShift를 사용하면 AMQ Streams는 
자동화된 컨테이너 확장, 로드 밸런싱, 복구를 통해 이벤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하는 동시에 롤링 
업데이트와 카나리아 배포를 통해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IT 팀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하여 민첩한 이벤트 중심 기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AMQ Streams는 OpenShift에서 실행되는 다른 여러 앱과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을 통해 EDA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심층 통합을 통해 클러스터는 별도의 수동 프로세스가 아닌 롤아웃된 상태로 항목과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d Hat AMQ Streams는 마이크로 서비스, 데이터 스트리밍, 이벤트 소싱, 이벤트 
프로세싱의 복잡성을 간소화합니다. 

OpenShift를 통해 배포를 간소화한 AMQ Streams는 Kafka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벤트 중심 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술입니다. AMQ Streams에는 Apache Kafka와 ZooKeeper를 위한 사전 구성된 컨테이너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Kubernetes를 기반으로 Apache Kafka 클러스터, 주제, 사용자를 관리하고 구성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와 사전 구성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면 IT 부서에서 몇 분 
만에 생산 지원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MQ 제품군을�구성하는 AMQ Streams

Red Hat AMQ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빠르고 가벼우며 안전한 이벤트 배포 기능을 제공합니다. AMQ 
구성 요소는 산업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 환경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이벤트 
중심 기반의 AMQ를 사용하여 업무상 중요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AMQ는�다음�구성�요소로�이루어집니다. 
▪ Strimzi와 Apache Kafka를 기반으로 하는 AMQ Streams는 마이크로서비스와 기타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높은 처리량과 매우 낮은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백본을 제공합니다.

▪ Apache ActiveMQ Artemis를 기반으로 하는 AMQ Broker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용성이 높고 지속적인 순수 
Java 멀티 프로토콜 이벤트 브로커입니다. AMQ Broker는 Red Hat EAP(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의 
메시징 엔진으로 사용됩니다. AMQ 클라이언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API 제품군입니다. AMQ 클라이언트는 Apache Qpid JMS, Apache Qpid Proton, Azure 
AMQP.NET Lite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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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che Qpid Dispatch를 기반으로 하는 AMQ Interconnect는 지연 시간이 짧은 고속 이벤트 라우터입니다. 
기업은 AMQ Interconnect를 사용하여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체에서 클라이언트와 브로커를 연결하는 
내결함성 이벤트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 AMQ Online은 엔마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설치, 구성, 유지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이벤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개발자 플랫폼입니다. 여러 개발 팀이 간단한 콘솔에서 필요한 브로커와 
대기열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Red Hat AMQ는 Red Hat Integration 제품에 속하며 사용자가 스트림을 
사용해 통합하고, 동일한 플랫폼의 API와 같은 동기식 상호 작용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Apache Kafka를 기반으로 하는 Red Hat AMQ Streams는 마이크로서비스와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고가용성 
환경에서 매우 높은 처리량과 매우 낮은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OpenShift에서 AMQ Streams를 실행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가용성 기능을 통해 Kafka-on-Kubernetes 
에코시스템을 배포, 관리, 업그레이드, 구성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동화된 방법이 제공됩니다. 이 조합은 
마이크로서비스와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분산형 백본을 제공하며, 이 백본은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기업은 AMQ Streams에 구축된 이벤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전반의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실시간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은 내부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과의 실시간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OpenShift의 AMQ Streams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혁신을 구축 및 배포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dhat.com/en/technologies/jboss-middleware/amq 를 참조하십시오. 

https://dzone.com/articles/what-is-kaf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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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위한�유연한�메시징을�제공하는 Red Hat AMQ

표준 
프로토콜

브로커
▪ 대기열�및�펍/서브
▪ 다양한�기능�세트
▪ JMS 2.0 규정�준수
▪ 업계�최고의�성능
▪ Apache 기반
   ActiveMQ Artemis

온라인
▪ OpenShift를�기반으로�확장�가능한 ‘셀프서비스’ 메시징�서비스�유틸리티
▪ 자가�관리�및 Red Hat 관리�배포(AMQ Online) 가능

상호�연결
▪ 메시지�라우팅
▪ 하이브리드�클라우드를 

위한�보안�메시징�백본
▪ Apache Qpid 

Dispatch Router 기반

스트림
▪ 내구성�있는�펍/서브
▪ 재생�가능한�스트림
▪ 매우�뛰어난�확장성
▪ Apache Kafka 기반

다국어 
클라이언트

공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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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nsights는 각 업종의 중견 비즈니스 및 IT 기업 전문가를 위한 독립적인 전문 웹 리소스입니다. AI, 실시간 분석, IoT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혁신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접근 방식 및 벤더 솔루션 사이에서 혼란을 피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RTInsights는 파트너에게 제품 
마케팅, 리드 생성 및 사고 리더십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독보적인 서비스 및 심층적 분야별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IBM 계열사인 Red Hat은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고성능 클라우드, Linux, 미들웨어, 스토리지 
및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또한 Red Hat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파트너 및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추 역할을 하는 Red Hat은 성장을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고객이 IT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