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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치열하게 경쟁하는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속도, 보안, 민첩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 
입니다. 복잡한 거래와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오랜 경력을 쌓은 IT 팀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은 경쟁 구도를 재편하며 업계의 와해성(Disruptive)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변화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기업의 
IT 아키텍처는 동적인 확장과 장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신속한 적응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치,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소스 기술은 짧은 대기시간과 높은 처리량을 갖춘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을 제공합니다.

Red Hat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속도, 보안, 민첩성을 제공하는 
IT 아키텍처를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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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 특화된 높은 신뢰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한 혁신

오픈소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업계의 리더로서, Red Hat은 기업들이 기술과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개방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클라우드 지원 솔루션들은 디지털 운영을 위해 보안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고성능 기반을 
구축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서 Red Hat® 기술은 기업이 보다 민첩하게 운영되고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은 모바일, 컨테이너, 워크로드 현대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에 대한 전체 솔루션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험 분석, 자금 
세탁 방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IT 자동화 등을 위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d Hat 제품과 
서비스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장치와 네트워크에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자동화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industries/financial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industries/financial/risk-analytic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industries/financial/anti-money-laundering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industries/financial/anti-money-laundering
https://www.redhat.com/ko/topics/cloud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


5



고객 사례 연구:

IT 프로세스 자동화와 최적화



고객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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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oise Bank SoBa는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Avaloq 
주요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OLF VOGT
 IT 프로젝트 매니저,  
BALOISE BANK SoBa AG

18개월 내  
ROI(투자수익률) 100%  

달성 예상

핵심 뱅킹 애플리케이션의 
총 비용을 매년 약 24만 스위스 

프랑 (약 2억원) 절감

일괄 처리(Batch Processing)  
완료 속도가 4배 향상

» 솔루션

기존 Avaloq 핵심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독점적인 
UNIX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 과제

Baloise Bank SoBa는 업계의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IT를 현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BALOISE BANK SoBa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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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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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은 운영 체제 이상의 
훨씬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Red Hat의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은  
놀라운 수준의 전문가 팀이  
지원하며, 이들은 마치 우리 기업에 
속한 팀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GEORGES ABOU-ZEIDAN
기술 아키텍트,
BANK AUDI

새로운 서비스 혁신과  
시장 출시 시간 향상

IT 팀 생산성 
100% 이상 향상

서버 프로비저닝 시간을 7일 
이상에서 7분 미만으로 단축

» 솔루션

주요 서비스를 Red Hat Enterprise Linux로 
마이그레이션하고 Red Hat Satellite를 이용해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과제

Bank Audi는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IT 아키텍처의 현대화가 
필요했습니다.

BANK AUDI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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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신뢰성과 
만족스러운 성과 때문입니다.”

PAULO DUTRA
데이터 프로세싱 센터 관리자,
CAJA DE VALORES

50% 더 빠른  
복구 시간 달성

가상화된 인프라 관리의 
간소화

6개월 동안 가상 머신  
50% 증가

» 솔루션

Red Hat Virtualization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Red Hat Consulting과 협력해 가용성이 높은 
재해 복구 플랫폼을 계획했습니다.

» 과제

Caja de Valores는 3년 간 100% 성장률 달성을 
위해 재해 복구 기능을 향상시키고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CAJA DE VALORES
캐피털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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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을 통해 한 번에 전체 
스택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이제 단 몇 분 내에 
전체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HRIS WEAVER
마스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CAPITAL ONE

전체 서비스 스택의  
구축 시간을 

 분 단위로 단축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최적화된 코드 재사용 

안정적인 구성 요소들을 
방해하지 않고  

코드를 간단하게  변경

» 솔루션

Red Hat Ansible Automation을 이용해 인프라와 
코드 배포를 포함한 자동화된 서비스 스택을 
구축했습니다.

» 과제

Capital One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를 최적화해야 했습니다.

CAPITAL ONE
소비자 뱅킹



“”

11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간을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

700개의 가상 머신을  
2개월 내에 배포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IT 환경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확보

“Red Hat 솔루션은 오픈소스로써 
미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Red Hat은 단순히 벤더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DON O’CONNOR
관리 이사,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
MUFG UNION BANK, N.A.

» 솔루션

Red Hat CloudForms을 이용해 
IaaS(Infrastructure-as-a-Service)와 
PaaS(Platorm-as-a-Service) 오퍼링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습니다.

» 과제

MUFG Union Bank의 IT 팀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솔루션을 
45일 내에 개발해야 했습니다.

MUFG UNION BANK, N.A.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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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으로 교체하는 데 따른 
핵심 이점은 Red Hat Enterprise 
Linux가 업계를 주도하는 
엔터프라이즈 Linux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버그와 오류에 
대한 패치 작업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JIŘÍ KOUTNÍK
시스템 관리 책임자,
RAIFFEISENBANK

벤더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유연성 향상

5년 간 총소유비용을 
50% 절감 예측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3배 향상

» 과제

Raiffeisenbank는 비즈니스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한 하드웨어와 독점된 운영 체제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 솔루션

20 TB 데이터베이스를 Red Hat Enterprise Linux
를 실행하는 현대화된 업계 표준 x86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RAIFFEISENBANK
뱅킹



고객 사례 연구: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통합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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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운영을 유지관리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불과 몇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OpenShift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사용하기 
매우 간편합니다.”

DR. FABIAN BRAUN
설립자 겸 CEO, 
A.IX CAPITAL

Red Hat OpenShift Startup 
Program을 통해 배포 비용 절감

확장된 IT 환경으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매주 몇 분으로 단축된  
IT 관리 시간

» 솔루션

Red Hat OpenShift Online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배포하기 위해 Red Hat OpenShift Startup 
Program에 참여했습니다.

» 과제

A.IX Capital은 IT 전문가 없이 중소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경제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필요로 했습니다.

A.IX CAPITAL
투자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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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은 모범적인 지원의 
내용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Red Hat은 모든 요청 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현재 
우리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d Hat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힘들 것입니다.”

ASHISHKUMAR CHAUHAN
CEO, BSE

총소유비용(TCO) 90% 절감하루 1천 건에서 4억 건 주문으로 
거래 주문량 증가

트레이드 거래 시간을  
10 밀리초에서 6 마이크로초로 

단축 

» 솔루션

Red Hat Consulting의 지원을 받아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과제

독점적인 기술은 혁신을 제한하고 과도한 비용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BSE는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SE
증권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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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안정성과 매우 유연한 
기능들을 갖춘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을 이용해 MLP의 Brokerpilot 
등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합니다.”

KLAUS STRUMBERGER
CIO, MLP유연성 향상과 

다양한 기능 추가
더욱 간단해진 
애플리케이션  
구축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절감 

» 솔루션

핵심 애플리케이션들을 IBM WebSphere 6
에서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 과제

MLP는 기존의 독점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 
라이센스의 사용기간을 갱신하거나, 비용 
효과적이고 인증된 Java™ EE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했습니다.

MLP
파이넌스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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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과 마이그레이션팀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현을 
통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RANA SINHA RAY
수석 부사장 겸 테크놀로지 헤드, 
TIMESOFMONEY

간편해진 애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와 외부 사용자를 위한 통합

거래 처리량을 초당 20개에서 
500개로 증가시켜 성능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와  

서비스 다운타임 감소

» 솔루션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을 기반으로 뛰어난 확장성과 비용 효율적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 과제

TimesofMoney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레거시 
플랫폼의 제한된 확장성,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TIMESOFMONEY
디지털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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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운영 환경을 사용하여 
인프라 관리에 드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신규 제품의 
혁신과 제공에 중점을 맞추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CHAEL CATUARA
분산 시스템 디렉터,  
TRANSUNION

 SLA(서비스 수준 계약)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향상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복구 시간 을 단 몇 분으로 단축

데이터센터를  
16개에서 7개로 통합

» 솔루션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JBoss 
Middleware, 그리고 다른 Red Hat 제품들을 
기반으로 구현한 오픈 운영 환경으로 
이전했습니다.

» 과제

TransUnion의 레거시 기술은 빅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습니다.

TRANSUNION
신용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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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을 사용한 후 민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도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SIMON CASHMORE
PaaAAS 미들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책임자, 
BARCLAYS

전략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셀프 서비스 기능 사용으로 
프로비저닝 시간을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

보다 신속한 업데이트와  
기능 릴리스를 위한  
개발자 효율성 향상

» 솔루션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 
이용해 온프레미스 aPaaS(Application  
Platform-as-a-Service)로 마이그레이션했으며 
DevOps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 과제

Barclays는 자사의 IT 환경을 업데이트하고 상품 
제공 속도를 높이며 시장 트렌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BARCLAYS
투자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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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은 매우 효율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에게 지식을 
이전했습니다. 또한, Red Hat의 
컨설턴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JBoss 커뮤니티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MIGUEL BUESCHER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ERSTE FINANCIAL SERVICES

업무 지장 없이 Red Hat으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더욱 수준 높은  
애자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전반적인 IT 비용 절감 및  
독점 라이센스 지출 감소

» 솔루션

독점적인 통합 브로커 솔루션을 Red Hat 
JBoss Fuse와 Red Hat JBoss AMQ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 과제

Erste Financial Services는 자체 미들웨어 
솔루션에 대한 IT 비용, 기능,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했습니다.

ERSTE FINANCIAL SERVICES
금융 분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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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Shift의 
기능을 사용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함으로써 
KeyBank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제공 속도를 단축했습니다.”

JOHN RZESZOTARSKI
데브옵스 디렉터, 
KEYBANK

100%에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달성

기업을 인수하면서, 결함없이  
4일동안 프로덕션 릴리스  

10개 완료

문제 해결 시간을 향상시켜 
전체 결함의 60%를  

24시간내 해결

» 솔루션

KeyBank는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 이용해  DevOps 환경과 지속적 
제공(CD) 파이프라인을 구현했습니다.

» 과제

KeyBank는 규제 준수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요구 
지원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KEYBANK
소비자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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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을 사용한 후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속도 향상과 
민첩성의 증대라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앞으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UIS UGUINA
CDO(CHIEF DIGITAL OFFICER),  
MACQUARIE BFS

새로운 기능의한 시장 
출시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

개발자 생산성을  
50% 이상 향상

고객들을 위한  
가용성과 대응력 향상

» 솔루션

Red Hat Consulting의 지원을 받아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 퍼블릭 
클라우드 구현으로 구축했습니다.

» 과제

Macquarie는 복잡한 에코시스템 때문에 모바일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원하는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MACQUARIE
캐피털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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