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소스 원칙을 사용하여 사람, 
프로세스, 아키텍처 통합

오픈소스�방식으로�구현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 요소 이해
1장

개방형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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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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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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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통해 더욱 향상된 조직 구축

조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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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향상된 업무 방식, 민첩한 
조직 모델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의 의사 결정자만이 조직의 혁신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1

Red Hat은 모든 유형의 기업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지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를 
실현하여 장기적인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내의 5개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영역 중 하나라도 취약할 경우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치가 저하되거나 
전체 노력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경우는 기술에 주의를 기울인 것에 
비해 사람과 프로세스에는 소홀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 요소 이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 요소

03

현재 진행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이 
임시적이고 단기적이며 혁신 
영역이 분산되었다고 인정한 
조직 리더의 비율2

64

일반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조직의 가치 구현

1. 리더십

2. 제품 관리

사고 방식 확립

공유되는 비전과 전략 수립

트랜스포메이션 목표를 모든 직원들의 
역할에 통합

비전과 전략을 실행 가능한 전술로 변환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수립하고 요건 작성

의사결정 권한 분산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소 제거

모델을 검증하거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반복 수행

¹ Harvard Business Review(Red Hat 후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재평가: 2020년, 
문화와 프로세스에 필요한 변화를 새로운 데이터로 검증하다," 2020년.

² IDC InfoBrief(Red Hat 및 Intel 후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방형 
접근 방식(An Open Approach to 
Digital Transformation),"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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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개발 툴과 애자일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제품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

최고의 제품 기능을 제공하는 데 주력

검증 또는 추가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 신속한 피드백 
주기 사용

3. 개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안정적인 
기술적 기반 제공

표준화의 효율성과 사용자 정의의 필요성 간 균형 유지

상호 운용 가능한 오픈 테크놀로지 수용

더욱 유연한 IT 배포 환경 제공

4. 아키텍처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RE) 개념을 도입하여, 신뢰할 
수 없는 구성 요소에서 복원성을 갖춘 기반 구축

자동화를 통해 번거로운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리스크를 감수하고 작업 수용

투명한 메트릭을 사용하여 결과 측정

5. 운영

04

전체적인 솔루션 실행을 통한 성과: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적응성, 투명성, 협업 능력이 뛰어난 조직 개발

리더십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 구축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

제품 관리 및 개발

효율성을 위한 전략 수립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여 비용과 자원 낭비 최소화

아키텍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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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다운로드

05

트랜스포메이션을 습관의 점진적인 
축적이라고 정의한다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요소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5가지 요소와 성공을 위해 조직을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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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아이디어 공유에 힘입어 탄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IT 
전문가들의 기술력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06

오픈 아키텍처: 변화를 위한 
촉매제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목해야 할 유일한 
영역은 아닙니다.

아키텍처, 프로세스, 문화에 대한 개방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기술 이상의 변화를 실현하여 조직 전체의 운영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동력은 호기심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오픈소스 
작업은 다양한 인재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합쳐져 단순한 이윤 
추구 욕구를 초월한 수준 높은 솔루션으로 귀결됩니다.

개방형�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변화

아키텍처, 프로세스, 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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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프로세스, 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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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프로세스: 작업 
방식의 재구성
협업은 개방형 조직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분화된 
모놀리식 팀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통적인 개발 
사례는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에 필요한 민첩성이 
부족합니다. 팀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함께 나아가려면 
현대적인 개방형 작업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조직에서의 직무가 기술직과 
일반직처럼 단순하게 
분류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디지털 와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직무를 혁신 활동과 
연계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업무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산업의 변화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조직은 투명성, 
포괄성, 적응성이 높고 협업 
능력이 뛰어나며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오픈소스 개발 커뮤니티를 
뒷받침하는 원칙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기술 및 프로세스와 
동시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조직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문화: 혁신에 
필요한 체계

단일 목적을 중심으로 한 통합 IT 환경을 구축하면, 조직의 
인프라 팀, 애플리케이션 개발 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팀은 
다음의 사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직원 양성검증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

자동화를 통한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팀,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코끼리에게 춤추는 방법 가르치기"

핵심 요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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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화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사용자, 개발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부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애자일 팀을 구축했습니다.

개방형 프로세스 

이러한 팀이 협업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분기별이 아닌 매월 릴리스로 

전환했습니다.

오픈 아키텍처 

Red Hat® OpenShift® 및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의 온프레미스 

구현을 비롯한 툴에 집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은행은 Red Hat Consulting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Red Hat OpenShift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 지침을 제공하는 Red Hat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최대의 소매 은행인 Slovenská 
sporitel‘ňa는 오픈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3단계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³

³ Red Hat 고객 사례, "Red Hat Ansible과 OpenShift로 제공 속도를 
높인 소매 은행," 2020년. 08

예전에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발 팀과 운영 팀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가치가 높은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첩성이 높은 새로운 환경에서 OpenShift가 제공하는 
지원 기능이 Red Hat을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Andrej Simkovic
Slovenská sporiteľňa, 자동화 및 기술 책임자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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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툴과 리소스 도입

오픈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09

오늘날의 기술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구현되며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Red Hat 솔루션은 IT 부서와 조직이 협업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동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등을 통해 서로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픈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편, 조직 문화를 쇄신하여 새롭게 차별화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조직은 혁신적이고 민첩하며, 참여 
의식이 높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조직과 더불어 향후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d Hat은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직원들이 올바른 툴과 리소스를 사용하여 
조직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민첩성과 
보안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Red Hat의 비전: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을 비롯한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 전반의 이식성과 통합

자동화와 측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원하는 인프라에 적합한 전체 IT 스택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균형을 맞추려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Red Hat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IT 환경 전반에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에 구축되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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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함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book 다운로드

10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는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고 
팀이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애자일 사고 방식의 향상을 
돕는 몰입형 레지던스 환경 방식의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Open 
Innovation Labs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욱 빠르게 도출하고 
고객에게 Red Hat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컨설팅해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함께 
혁신 극대화

Meteorcomm은 기술 팀이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성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협력했습니다.

고객 사례 연구

애자일 방식이 성공하려면 직원들이 더 나은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Open Innovation Labs는 진정한 
민첩성을 습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의 전문가들은 몇 달 동안 
매일  Meteorcomm의 엔지니어와 협력하며 
민첩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Lance Pitt
Meteorcomm,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시니어 매니저4

커뮤니티 중심의 혁신을 통해 랩 환경 제공

개인에서 기업 조직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오퍼링(제품/솔루션/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 극대화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오픈 리더십과 스케일에 따른 트랜스포메이션 개발

⁴ Red Hat 고객 사례, "Red Hat Open Innovation Labs를 통해 애자일 업무 방식을 
채택한 철도 기술 제공업체(Railway technology provider adopts agile work 
approach with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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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intcmp=7013a00000268sb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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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옵션

탐색 제공

Red Hat은 Open Practice Library를 통해 조직의 민첩성을 
개발하고 강화합니다. Open Practice Library는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세스, 프랙티스, 툴 컬렉션으로, 협업을 증진하고 조직 
전반에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Open Practice Library는 
뫼비우스의 띠 형태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혁신의 흐름을 창출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Open Practice Library로 신속한 
비즈니스 가치 제공

뫼비우스의 띠의 4가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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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팀이 구축하는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주요 동기를 
확인합니다.

제공 - 어떤 아이디어가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결과값을 측정하고,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옵션 - 무엇이 가능한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기반 - 기술적 엔지니어링 사례와 협업 활동을 통해 
뫼비우스의 띠를 따라가는 여정을 지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방형 문화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과로 
전환하도록 Red Hat이 도와 드립니다.

이벤트 스토밍 - 조직의 요건에 맞게 소프트웨어 수정

가치 분석 - 작업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립

사용성 테스트 - 현실의 의견 수렴

추후 평가 - 업무 방식 반영, 평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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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practicelibrary.com/learn/?intcmp=7013a00000268sbAAA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vent-storming/?intcmp=7013a00000268sb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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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retrospectives/?intcmp=7013a00000268sb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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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대의 소매업체 중 하나인 Via 
Varejo는 디지털 중심으로 문화를 
혁신하고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자 
했습니다.5 혁신적인 개발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Via Varejo는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협력하여 
애자일, 린(Lean), DevOps 개발 원칙을 
배웠습니다.

Open Practice Library 활동에는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생성, 목표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Marcelo Costa
Via Varejo, 솔루션 아키텍트5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의 몰입형 
레지던스 환경은 기술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점도 제공했으며, 제공된 사례를 통해 
팀의 협업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Open Innovation Labs는 민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Red Hat이 Open Practice Library를 
사용하여 팀을 혁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book 다운로드

고객 사례 연구

⁵ Red Hat 고객 사례, "Red Hat Open Innovation Labs를 통해 디지털 문화를 혁신한 Via Varejo
(Via Varejo transforms its digital culture with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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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hat.com/ko/engage/open-practice-library-ebook?intcmp=7013a00000268sbAAA
https://www.redhat.com/ko/resources/via-varejo-success-snapshot?source=searchresultlisting&f%5B0%5D=hybrid_type%3ACase+study?intcmp=7013a00000268sbAAA


플랫폼 현대화

IT 자동화 구현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함께 하는 
혁신
오픈소스는 협업을 통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부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 혁신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팀은 더 적은 리스크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조직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술 디스럽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Red Hat Services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 시작

기술적 전문성 외에도 Red Hat Consulting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IT 전략을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고객 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Red Hat Consulting 팀은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접근 방식을 통해 조직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Red Hat Consulting

Red Hat은 다음과 같이 조직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오픈소스 원칙을 조직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 모든 구성 
요소와 구성원의 협업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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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민첩성 확보: 
성장에 발맞춰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수동 작업과 IT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여, 조직이 
새로운 목표에 주력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 개발: 
조직과 고객에게 중요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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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intcmp=7013a00000268sbAAA


⁶ Red Hat 고객 사례, "Red Hat OpenShift와 Ansible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Ascend Money
(Ascend Money builds applications with Red Hat OpenShift and Ansible)," 2019년.

Red Hat 교육 및 자격증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핸즈온 교육 과정과 시험을 제공합니다. DevOps 
교육에서부터 Linux®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Red Hat은 클라우드 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OpenShift 관리자, Linux 관리자 등 자신의 롤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실무 과정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거나 기술 역량을 혁신해야 하는 경우 Red Hat 교육 및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 과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d Hat 교육 및 자격증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의 금융 기술 기업인 
Ascend Money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⁶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Red Hat 
Consulting으로부터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객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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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확보함으로써 고객은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Red Hat Consulting과 협력하여 
Red Hat OpenShift를 구현하지 않았더라면 
공통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팀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을 실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Tim Howard
Ascend Money, 기술 제공 부문 전 책임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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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hat.com/ko/resources/ascend-money-case-study?intcmp=7013a00000268sbAAA


교육 과정 등록하기

고객 사례 연구

5일간의 몰입형 교육 과정을 통해 DevOps 문화 및 적용 
사례를 경험해보세요.

아르헨티나 최대 전력 회사인 Edenor는 
오픈소스 혁신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Red Hat 기술을 
구현했습니다.⁷ 

Edenor는 새로운 컨테이너 프로그램과 통합 
기술을 올바르게 배포하기 위해 Red Hat 
Consulting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Red Hat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은 물론 애자일 
DevOps 모범 사례에 대한 핸즈온 지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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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고, Red Hat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María Alejandra Trozzi
Edenor, 솔루션 아키텍처 부문 부매니저7

⁷ Red Hat 고객 사례, "시스템 통합을 간소화한 아르헨티나 최대의 전력 회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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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500-devops-culture-and-practice-enablement?intcmp=7013a00000268sbAAA
https://www.redhat.com/ko/success-stories/edenor?intcmp=7013a00000268sbAAA


디스커버리 세션 신청하기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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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은 25년 이상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보유한 오픈소스 분야의 
리더입니다.

개방형 조직 모델을 향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해 
보세요.

Red Hat을 통해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Red Hat은 오픈소스 도구가 개방형 문화 및 프로세스와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Red Hat과 협력한다는 것은 곧 오픈소스 기술, 원칙,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Red Hat은 팀과 개방적인 방법론을 통합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더욱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Red Hat과 불가분의 관계, 
오픈소스 기술

https://www.redhat.com/ko/solutions/digital-transformation?intcmp=7013a00000268sbAAA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intcmp=7013a00000268sb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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