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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향상된 런타임 기술에 간편하게 액세스하여 더욱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십시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안정적인 최신 버전의 동적 언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웹 개발 툴을 제공하며 

이는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포함된 버전과 함께 배포할 수 있습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특정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므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려면 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포함된 버전보다 최근에 출시되었거나 

최초로 Red Hat Enterprise Linux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련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Red Hat은 소프트웨어 컬렉션 기능을 사용하여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컬렉션 기능은 Red Hat Software Collections와는 다르며,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툴의 구조적 정의를 제공해 주므로 동일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여러 버전을 구축하고 시스템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컬렉션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한 패키지는 시스템 파일을 덮어쓰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컬렉션 간 상호의존성을 가집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운영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된 

콘텐츠입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런타임 버전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런타임 선택 

Red Hat은 10년 미만의 라이프 사이클로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툴과 

런타임 기술을 제공합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안정적인 최신 버전의 필수 웹 개발 툴, 동적 

언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C 및 C++ 컴파일러, Eclipse IDE, 개발 및 성능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툴을 

통해 이 기술을 강화합니다.

개발자는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최신 버전의 Ruby on Rails, PHP, Python, 

MySQL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되지 않는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에 포함된 패키지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 5년을 넘는 

경우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포함된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정성 유지

Red Hat Software Collections의 구성 요소는 패키지화되어 있으므로 Red Hat Enterprise Linux 6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 설치한 후 시스템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도 기존 버전과 동시에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제공되는 구성 요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신 버전의 Python, Ruby 및 기타 런타임 언어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함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필수 개발 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

안정적인 최신 버전에 액세스하여 

프로젝트에 알맞은 런타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동시에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facebook.com/rheldevelop  

@rheldevelop  

linkedin.com/in/rheldevelop 

developerblog.redhat.com

기술 개요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개발 민첩성과 프로덕션 안정성의 유지 

https://www.redhat.com/ko
https://www.facebook.com/RHELdevelop/
https://twitter.com/RHELdevelop
https://www.linkedin.com/in/rheldevelop
http://developerblog.redhat.com/


2Red Hat Software Collections 기술 개요kr.redhat.com 
  

안정적인 배포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를 사용하면 글로벌 업계를 주도하는 엔터프라이즈 Linux 플랫폼인 

Red Hat Enterprise Linux와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괄적인 엔터프라이즈급 컨테이너 플랫폼 중 

하나인 OpenShift에 개발용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뛰어난 유연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선택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개발과 배포를 위해 Linux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가장 수요가 높은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중 상당수가 Dockerfile 및 Docker 형식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Red Hat 고객 포털에서 이러한 Docker 형식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릴리스는 3년간 지원됩니다.

주요 특징 및 기능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2.3에는 다음 구성 요소를 통해 고도화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컬렉션 

RED HAT DEVELOPER TOOLSET

Red Hat Developer Toolset 6.0 devtoolset-6 

오픈소스 언어

Perl 5.24.0 perl524

Perl 5.20.1 rh-perl520 

PHP 5.6.25 rh-php56 

PHP 7.0.10 Rh-php70

Python 2.7.8 python27 

Python 3.4.2 rh-python34 

Python 3.5.1 rh-python35 

Ruby 2.2.2 rh-ruby22 

Ruby 2.3.1 rh-ruby23

Ruby on Rails 4.1.5 rh-ror41 

Ruby on Rails 4.2.6 rh-ror42

Node.js 4.4.2 rh-nodejs4

RED HAT ENTERPRISE 
LINUX 개발자 프로그램 소개

Red Hat  

Enterprise Linux 개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최신 

개발자 툴, 교육용 리소스, 전문가 

에코시스템을 제공하여 개발 

민첩성과 프로덕션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Linux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www.redha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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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컬렉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MariaDB 10.0.26 rh-mariadb100

MariaDB 10.1.16 rh-mariadb101

MongoDB 2.6.9 rh-mongodb26 

MongoDB 3.2.10 rh-mongodb32

MongoDB 3.0.11 업그레이드 컬렉션 rh-mongodb30upg

MySQL 5.6.32 rh-mysql56 

MySQL 5.7.16 rh-mysql57

PostgreSQL 9.4.9 rh-postgresql94 

PostgreSQL 9.5.4 rh-postgresql95

오픈소스 웹 서버

nginx 1.8.1 rh-nginx18

Apache httpd 2.4.18 httpd24 

Passenger 4.0.50 rh-passenger40 

오픈소스 개발자 툴

Git 2.9.3 rh-git29

Maven 3.3.9 rh-maven33

DevAssistant 0.9.3 devassist09 

오픈소스 JVM(JAVA™ 가상 머신) 모니터링 툴

Thermostat 1.6.4 rh-thermostat16

기타 컬렉션

V8 3.14.5.10 v8314 

Common Java Packages 1.1 rh-java-common 

https://www.redhat.com/ko


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Linux, 미들웨어,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계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위있는 어워드를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Red Hat은 기업, 파트너,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며 고객들이 IT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공개하여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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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Software Collections의 모든 구성 요소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 SLA(서비스 

수준 계약)에 따라 전체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성 요소는 기능적으로 완전하며 프로덕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 

Red Hat Enterprise Linux 6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고객과 파트너에게 제공되며 Red Hat 

Enterprise Linux 개발자 서브스크립션과 기타 대부분의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Red Hat 영업 또는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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