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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29,600명의 임직원

주요 이점

• Red Hat Consulting의전문가
지원을통해 6개월만에복잡한
솔루션배포

• 독점벤더라이센싱을
Red Hat의유연한서브스크립션
기반소프트웨어모델로전환해

비용절감

• 로컬온프레미스솔루션으로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및
맨섬(Isle of Man)의
애플리케이션사용자들을위한

응답시간단축

세계적인보험그룹인 Aviva plc는 FPI(Friends Provident International)를인수한직후, 막대한비용이
발생하는 FPI의기존독점이미징및채권관리워크플로우시스템을교체해야했다. 8개월의촉박한
시한에도불구하고 Red Hat Consulting의도움을받아 Aviva Asia Pte. Ltd는 Red Hat JBoss 
Middleware를기반으로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개발해업무에적용했다. Aviva는이새로운솔루션을
통해독점라이센싱비용을 Red Hat의유연하고비용효과적인서브스크립션가격모델로대체함으로써
비용을절감했다. 또한, 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온프레미스에서로컬로호스팅함으로써최종사용자에
대한응답시간을향상시켰으며 Aviva가보다신속하게새로운서비스를시장에출시할수있도록했다.

싱가포르

본사

"우리는 Red Hat을통해완전히
새로운차원의관계를경험했다.

Red Hat은 당시시급했던시간적
압박을 이해했으며모든 요구사항에

맞춰 정해진시한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수 있도록했다."

SAM SIMOPOULOS
AVIVA ASIA PTE.LTD의 지역 본부 CIO 

소프트웨어

Red Hat® JBoss® Middleware

Red Hat JBoss Web Server

Red Hat JBoss BPM Suite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Red Hat JBoss Fuse

Red Hat JBoss BRMS

서비스

Red Ha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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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va Asia, Red Hat을통해시스템
마이그레이션간소화및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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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에 따른 IT 시스템 통합
영국의 세계적인 보험 그룹인 Aviva plc는 3천400만 명의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Aviva plc는 아시아, 중동 및 영국 내 보험, 연금 및 투자 상품 운용사인 Friends Provident 
International (FPI)을 인수했다. 인수 후, Aviva Asia Pte. Ltd는 FPI의 IT 시스템을 검토했으며, 자체 IT 
시스템과의 성공적인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FPI의 기존 이미징 및 채권 관리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Aviva의 인프라와 통합되어야 
했지만, Automated Work Distribution (AWD)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Aviva의 IT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의 갱신과 유지 관리는 유연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FPI의 기존 AWD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Aviva는 신속하게 이 솔루션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Aviva는 기존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모색했다. 또한, Aviva는 비용 
효율적인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채택해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했다.

Aviva Asia Pte. Ltd의 지역 본부 CIO인 Sam Simopoulos는 "곧 시스템 리뉴얼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업그레이드를 실행해야 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Aviva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벤더의 미들웨어 솔루션 배포
IBM, Oracle, Red Hat 등이 제공하는 여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평가한 후, Aviva는 FPI의 기존 
AWD 시스템을 Red Hat JBoss Middleware 기반의 새로운 이미징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다. Aviva는 앞서 Red Hat과 협력해 오픈소스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탁월한 보안, 유연성, 비용 효과 등이 프로젝트 팀에게 어필했다.

Aviva Asia Pte. Ltd의 수석 개발 매니저인 Joanna Leong은 "Red Hat Consulting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들은 물론, 전문가 현장 지원에 주목했다.

새로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배포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Aviva는 다음과 같은 Red Hat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했다.

• Red Hat JBoss Web Server와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 케이스 관리 
시스템을 호스팅하고 기업 사용자들의 일간 업무 운영을 위해 프론트 엔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Red Hat JBoss Fuse - 추가 서비스 엔드 포인트를 관리하고 Kofax와 IBM FileNet 등과 같은 타사 
시스템과의 라우팅과 서비스 통합을 위한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설정한다.

Red Hat JBoss BPM Suite - 기본 워크플로우 엔진으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자동화한다.

Red Hat JBoss BRMS - 비즈니스 룰, 비즈니스 리소스 최적화, CEP(Complex Event Processing)를 
관리한다.

• 

• 

• 

 
이들 제품을 이용해 Aviva는 인수 프로세스와 정책을 자사의 표준 IT 프레임워크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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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벤더와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착수부터 운영까지 단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Aviva는 Red Hat Consulting과 협력했다. Red Hat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동안 UAE(United Arab Emirates), 싱가포르, 맨 섬 및 홍콩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현장 지원을 제공했다.

Sam은 "Red Hat Consulting은 프로젝트 복잡성을 관리하고 가상 및 현장의 리소스가 신속하게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용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신속한 구축

Aviva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 개발되었다. 구축 과정에서 이전의 독점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션했으며 800만 건에 달하는 이미지를 영국 데이터센터에서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로 이동시켰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스캐닝을 위한 Kofax TotalAgility, IBM Filenet Content 
Manager, AWPL 재무 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해 여러 추가 벤더의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Aviva는 
JavaScript™ 기반 프레임워크인 AngularJS를 사용해 케이스 관리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Aviva Asia Pte. Ltd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인 Robi Iskandar는 "여러 벤더들이 참여하고 많은 통합 
포인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Red Hat은 대표 벤더 코디네이터로서 많은 기술적 지식과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Red Hat Consulting의 현장 지원을 통해 Aviva는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줄여 6개월 마감 시한을 준수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업무에 적용했다.

Sam은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아침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했다. Red Hat 팀은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다. Red Hat의 헌신적인 노력, 특히 Red Hat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항상 연락을 받고 즉시 응대했다.""라며 
높이 평가했다.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Red Hat의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새로운 솔루션으로 Aviva는 벤더 
라이센스 비용과 기타 관련 지출을 줄였다.

Red Hat의 소프트웨어는 연간 서브스크립션 기반 모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viva는 
Red Hat과 다른 벤더들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am은 "Red Hat을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이전 시스템과 같은 과도한 비용은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Red Hat의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은 최신 보안과 제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기술적 리소스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viva가 최신 기능을 활용하고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이 
보호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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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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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현지 리소스를 이용한 보다 빠른 성과 달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한 Aviva의 FPI 자회사는 자체 데이터센터 내에서 이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다.

Robi는 "통합, 시장 출시 시간, 현지 규제 등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고 싱가포르 
내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했다. Red Hat Consulting은 기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매핑하고 여러 국가 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viva는 응답 시간을 단축해 보다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Joanna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응답 시간이 훨씬 빨라졌으며,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만족을 나타냈다.

다른 지역으로 성공적인 사례 확대 적용

초기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Aviva는 Red Hat과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Robi는 
"더 많은 Red Hat JBoss Middleware 제품을 이용해 새로운 AWD 시스템을 십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또한, Aviva는 새로운 솔루션을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Sam은 "Red Hat 
JBoss Middleware는 분명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이며 우리는 Red Hat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경험했다. Red Hat은 당시 우리가 받고 있는 압력을 이해했으며 요구 사항에 맞춰 정해진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AVIVA 소개  

Aviva plc는 영국의 세계적인 보험회사로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3천3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Aviva는 영국 최대의 종합 보험사이자, 선도적인 생명 및 연금 
보험사이다. 또한, Aviva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5개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 남동 아시아의 성장 
시장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Aviva는 또한 캐나다 2위의 일반 보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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