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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T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스마트한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관한 모든 요소를 포괄하며, 경영진은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을 가속화할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스템의 유지 관리 비용과 관리 복잡성으로 인해 현대적인 인프라 배포에 어려움을 겪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IT 최적화 프로세스는 소모적인 예산을 점진적으로 절감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서비스형(as-a-service) 제공 모델 등의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어렵고 의사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직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동화를 지원하고 성장세에 맞춰 시스템을 확장하는 최적화된 IT 기반이 있다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최적화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심층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현대적인 IT를 위한 
효율적인 기반

IT 환경 운영 비용  
20% 절감²

무료 Linux 인프라 대비  
워크로드 시간 55% 단축3

무료 Linux 인프라 대비 예측하지 
못한 다운타임 63% 감소3

변경 적용 시간  
75% 단축4

IT 팀은 예산의 71%를 유지 관리에 사용한다고 Gartner는 분석합니다.¹ 

IT 최적화의 입증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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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utela, Shreya, Disha Badlani, Eric Stegman "2019년 IT 부문 주요 메트릭 데이터: 핵심 요약(IT Key Metrics Data 2019: Executive Summary)" Gartner, 2018년 12월 17일, 
www.gartner.com/en/documents/3895271/it-key-metrics-data-2019-executive-summary

 2 Red Hat 사례 연구 "CTOS, Red Hat을 통해 민첩성을 개선하여 비즈니스 확장 가속화", 2017년 11월, www.redhat.com/ko/resources/ctos-case-study

 3 Marden, Matthew 등, "Red Hat 솔루션의 비즈니스 가치 및 무료 솔루션과의 비용 관계", IDC, 2019년 7월, www.redhat.com/ko/resources/idc-business-value-red-hat-
solutions-compared-to-unpaid

 4 Red Hat 사례 연구 "Red Hat Ansible Tower로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한 영국 육군", 2018년 12월, www.redhat.com/ko/resources/british-army-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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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최적화의 정의

IT 최적화란 조직이 표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일련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더 큰 혁신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적화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최적화를 통해 팀에 새로운 차원의 민첩성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며 전체적인 생산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로세스를 통해 내부 
팀은 물론 외부 고객 모두에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훨씬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최적화가 IT 현대화와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지속적인 예산 절감 

•   투자수익률(ROI) 입증 및  
총 소유 비용(TCO) 단축

•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 기반 구축

혁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3가지 최적화 방법

IT 최적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표준화

•   일관된 공통 프레임워크 
제공 

•   보안 간소화 및 
컴플라이언스 개선

•   복잡성을 제어하고 오류를 
줄이는 자동화 촉진

관리 간소화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클라우드 배포 전반에서 
인프라 최적화, 보안 유지, 확장

•   현대적인 IT 환경 및 전통적인 
IT 환경 전반에서 인프라의 모든 
요소를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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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최적화 
준비 사항 

IT 최적화가 지금 필요할까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IT 최적화가 해답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인프라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인해 현대적인  
인프라를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일회성 관리를 강제하고 보안 노출의 위험이 있는  
오래된 독점형 플랫폼에 의존함

•   다중 아키텍처를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교육, 지원, 운영 비용이 필요함

•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 부재 

•   인프라와 환경 간 일관성 없는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리스크와 다운타임 단축에 대한  
필수적인 설정 표준이 없음 

•   물리,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 전반에서  
여러 운영 환경을 실행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효율성과 일관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스템에서 유지 관리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태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및 자동화 개선이 필요함

•   프로비저닝, 설정, 호스트 패치에 이르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을 수동으로 관리함

•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라이센스 사용을 수동으로 실행

•   수동으로 시스템에 패치를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프로세스와 거버넌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엔드 투 엔드 사용량의 생성, 트래킹, 리포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   온프레미스, 가상화, 클라우드 기반 배포 전반에서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패치, 유지 관리, 서브스크립션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   복잡한 보안 정책, 감사 프로세스, 업계  
표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없음

•   사전 예방 및 예측 방식으로 취약점을  
관리하기보다는 보안 침해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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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일관성 구축

IT 팀은 종종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하이브리드 환경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 에너지, 예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배포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한 커스텀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독점 솔루션과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비일관된 환경은 성장을 방해하며 사후 
대응 방식의 유지 관리를 요구하며,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 운영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IT 최적화의 첫 번째 단계는 조직 전반에 표준 운영 환경(SOE)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결,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컨테이너화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과 
프랙티스를 지원하는 현대적인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간 비용 절감액을  
자세히 알아볼까요?⁵

IT 직원 생산성: 

$10,365 절감
효율성 향상, 자동화,  
패치 및 업데이트 중앙화,  

손쉬운 프로비저닝을 통해 실현 

리스크 완화:

$4,200 절감
다운타임 제거를 통해 실현

IT 인프라 비용 절감:  

$874 절감
라이선스 및 교육 비용  
최적화를 통해 실현

비즈니스 생산성:  

$1,756 절감
비즈니스 기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현

표준 플랫폼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들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태스크 제거

프로비저닝, 설정, 패치를 비롯한  
시스템 라이프사이클을 중앙에서 관리

모든 라이센스 사용을 관리하고  
서브스크립션 계약 준수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패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절감

보안 강화 및 섀도우 IT 최소화

인프라를 유료 오픈소스 기술로 활용한 결과 일관성 
향상은 물론, 효율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사용자 
100명당 연간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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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소프트웨어로 시작하기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하드웨어로 교체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환경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먼저 현대화하면, 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컨테이너 기반 개발 프랙티스를 도입할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민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현대화로 받는 혜택

단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하면 하드웨어를 현대화하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통한 3년간의 투자수익률(ROI)은 368%를 기록했습니다.⁷

 6 "오픈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UNIX에서 Linux로 마이그레이션", redhat.com/ko, 
2018년, www.redhat.com/ko/resources/intel-unix-linux-open-standards-
platform-partner-solution-overview.

 7 Marden, Matthew 등, "Red Hat 솔루션의 비즈니스 가치 및 무료 솔루션과의 비용 
관계", IDC, 2019년 7월, www.redhat.com/ko/resources/idc-business-value-
red-hat-solutions-compared-to-unpaid. 

 8 Red Hat 사례 연구 "CTOS, Red Hat을 통해 민첩성을 개선하여 비즈니스 확장 
가속화", 2017년 11월, www.redhat.com/ko/resources/ctos-case-study.

 9 Red Hat 사례 연구 "Red Hat 인프라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2019년,  
www.redhat.com/ko/resources/infrastructure-migration-solution-brief.

운영 체제

클라우드의 민첩성 및 확장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개발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컨테이너화된 개발 
프랙티스를 사용하여, 현재 작업을 지원하는 가상화된 환경을 
통해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관리 툴

전체 인프라에 대한 사전 대응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단일 플랫폼으로 제어 기능이 강화됩니다.

레거시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많이 드는 독점적인 가상화를 제외하고, 탄력성과 
확장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오픈소스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전환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레디 경로를 
시작합니다.

34%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간 단축⁷

32%
인프라 비용 절감⁷

21%
개발팀의 평균  
생산성 증가⁷

63%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감소⁷

IT 배포 시간을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⁹ 

$44,500
표준화를 통해 3년간 절감한 평균 TCO⁶

38%
IT 인프라팀의  
효율성 증가⁷

20%
IT 환경 운영  
비용 절감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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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hat.com/ko/resources/intel-unix-linux-open-standards-platform-partner-solution-overview
http://www.redhat.com/ko/resources/intel-unix-linux-open-standards-platform-partner-solution-overview
http://www.redhat.com/cms/managed-files/pa-intel-unix-linux-open-standards-platform-partner-solution-overview-f9263kc-201801-en.pdf
www.redhat.com/ko/resources/idc-business-value-red-hat-solutions-compared-to-unpaid
www.redhat.com/ko/resources/idc-business-value-red-hat-solutions-compared-to-unpaid
www.redhat.com/ko/resources/idc-business-value-red-hat-solutions-compared-to-unpaid
www.redhat.com/ko/resources/ctos-case-study
http://www.redhat.com/cms/managed-files/rh-ctos-enterprise-linux-case-study-f9033ine-201711-en.pdf
www.redhat.com/ko/resources/infrastructure-migration-solution-brief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co-ims-brief-f17170wg-201904-a4-ko.pdf


3단계: 클라우드에서 최적화하기

인프라의 표준화 및 최적화 작업을 시작한 후 간편한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 향상된 보안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클라우드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넘어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놀리식 서버 구매와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데이터센터 교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방식을 
제공해왔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턴키 개발 
환경에 거의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은 보안 강화, 유연성 향상, 레거시 플랫폼에서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의 복잡성 제거와 같은 매력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사용하면 다운타임 없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환경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 방식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온디맨드 
IT 리소스 확보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개발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방형 하이퍼컨버지드 환경으로 가상화 문제에 대응하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가상화 문제를 간소화하고 제어하기 위해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사용하고, 이는 벤더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사용해 비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작업 없이 레거시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만 값비싼 
비용을 계속 쓰는 조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인 개방형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 환경은 표준 
운영 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를 포함한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현대화의 
기반을 다져 놓으면 관리가 간편해지고,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며,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빌트인 클라우드의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산 
중인 레거시 가상화 시스템을 개방형 HCI로 교체하면 컨테이너화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비롯해 업스트림 혁신 기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사용해 구입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63%의 조직 
이 2개 이상의  
IT 환경을 
사용합니다.10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주요 전략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66%의 조직이 
계획 또는 구현 단계에 
있습니다.

66%

2020년까지 75%의 조직이 
멀티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배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1 

75%
다이내믹한 이동

30%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로,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구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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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클라우드 기술 조사(Cloud Technology Research), 2018년 5월, Red Hat 및 Qualtrics

  11 Nag, Sid, David Ackerman "마켓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높은 수익 창출하기(Market Insight: Making Lots of Money in the 
New World of Hybrid Cloud and Multicloud)." Gartner, 2018년 9월 27일,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889017/market-insight-making-lots-of-
money-in-the-new-world-of-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889017/market-insight-making-lots-of-money-in-the-new-world-of-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889017/market-insight-making-lots-of-money-in-the-new-world-of-


4단계: 최적의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IT팀은 기존의 툴이 더이상 원하는 혁신과 가치를 제공하지 못해도 이미 익숙해진 툴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의사 결정자가 이전부터 해당 툴을 사용해 왔던 사용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최적화는 
의사 결정자가 조직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레거시 가상화 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컨테이너화된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가상화 종속성으로 
인해 리스크와 비용 모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컨테이너화 개발 
등 현대적인 개발 사례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가상화 솔루션을 알아 보세요.

조직 내 마이그레이션 기회를 알아봐야 할 곳

섀도우 IT

사업부가 섀도우 IT에 의존한다는 
것은 내부 IT 팀이 혁신을 신속하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목표로 하는 분야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현대화를 통해 
섀도우 IT를 제거하는 동시에, 
팀에게는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에 
필요한 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인프라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관리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독점 HCI 솔루션은 
현대적인 오픈소스 옵션보다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방형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은 이러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호환성이 뛰어난 플랫폼에서 간소화된 
관리 기능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스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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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주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과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는 최적화 프로세스 내의 자체적인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로서 조직이 정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48%

22%

46%

18%

36%

17%

32%

15%

23%

13%

10%0% 20% 30% 40% 50%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

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통합

 IT 최적화

 IT 관리

스토리지

컨테이너

2018년 10대  
재정 지원 우선 순위:12

최적화 솔루션에  
필요한 사항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25%는 재정 지원 및 예산을  
3대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25%

정기적으로 다수의 시스템에 
대한 패치를 한 번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보호하고 
컴플라이언스 보장

 프로비저닝, 패치 적용, 콘텐츠 
관리 등의 태스크를 자동화하여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 
확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세부 
사항과 함께 체계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능 및 단계적 해결 
가이드 제공

보안, 설정 또는 성능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환경 내 시스템의 
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

조직에 대한 잠재적 및 실제적 
리스크를 모두 자동으로 평가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해결하여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 확보

이해 관계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완화할 수 있는 풍부한 
리포트 기능 제공

규제 및 맞춤형 보안 정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의 편의성을 위해  
보안 제어 검사 및 문제 해결을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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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년 Red Hat 글로벌 고객 기술 전망: 고객들은 기존 IT 투자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클라우드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확대",  
redhat.com/ko, 2018년 1월 25일, www.redhat.com/ko/blog/red-hat-global-customer-tech-outlook-2018.

http://www.redhat.com/ko/blog/red-hat-global-customer-tech-outlook-2018


첫 단계 시작하기
IT 최적화는 현대화와 예산의 균형 유지를 뜻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일관된 기반을 구축하여 플랫폼 현대화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화 환경 최적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가속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스토리지 솔루션 현대화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이 첫 단계를 통해 혁신에 
집중할 예산을 확보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dhat.com/ko/solutions/optimize-it 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세요.

https://www.redhat.com/ko/solutions/optimize-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