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전략
개방적인 업무 방식으로 가속화와 혁신 제공



이제 열대 우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열대 우림은 수십억 
개에 이르는 유기체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에코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과 그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대 우림을 위협하는 문제는 점검, 감지, 대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기적 가설, 실험, 측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열대 우림은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조직은 페라리가 아닌, 열대 우림이라고 간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조직은 인간과 기술 모두에 
다양한 역학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 수량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기업의 
리더들이 조직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합적 시스템에서는 
점검과 감지 또는 가설과 실험을 빠르고 반복적인 주기로 진행해야 
가장 좋은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개발, 운영, 
아키텍처, 제품 관리, 리더십 사이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긴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설에 기반한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긍정적인 결과와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뫼비우스의 
띠와 개방형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개 
비즈니스 리더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e-book에서는 점검, 감지, 대응에 대한 협업의 연속적인 검색 및 
제공 주기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로서의 개방형 혁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혁신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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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자동차와 열대 우림
조직이 복합적인 사회 기술 시스템인 이유 

현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조직 리더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하며 
필수적이라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Harvard 
Business Review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의 
80%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1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실패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만큼 광범위합니다.

• 조직의 현상유지

• 경영진 승인 및 사전 예방적 지원 결여

•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의 대립

•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 시기상조적인 성공 확신

• 파일럿 프로젝트 이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확장할 수 없음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이니셔티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심층적이고 미묘한 역학 또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조직 자체가 복합적인 사회 기술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조직에서는 복잡한 시스템과 
복합적인 시스템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은 수천 개지만, 
이 모든 부품이 합쳐져 서로 상호 작용하여 한대의 자동차가 
완성된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페라리 차량을 진단하고 수리하려면 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페라리 자동차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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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사회 기술 시스템에서 
혁신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점검, 감지,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기를 통해 
시스템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 Mike Walker,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글로벌 디렉터

1 Harvard Business Review Analytic Service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재평가,� 2020년 3월.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cm-rethinking-digital-transformation-hbr-analyst-paper-f23000-202004-ko.pdf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cm-rethinking-digital-transformation-hbr-analyst-paper-f23000-202004-ko.pdf
https://www.redhat.com/ko/resources/hbr-digital-transformation-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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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뫼비우스의 띠
개방형 사례와 뫼비우스의 띠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

Red Hat과 Red Hat의 대다수 고객들은 Open Practice Library를 
통해 개방형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공 
주기를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사례는 다양한 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모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정의하며, 메트릭 기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질적으로 가설과 실험, 또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주도 사례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pen Practice Library는 복합적인 
사회 기술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개방형 사례를 핵심적인 일부 기술과 함께 활용하면 조직의 장벽을 
허물고, 레거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보강하고, DevOps 
사례를 교육하며, 기술적 부채를 줄이는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개방형 사례는 뫼비우스 띠의 각 섹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정보를 획득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과정 전체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뫼비우스의 띠는 탐색, 옵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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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정의하려면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유와 대상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추구해야 할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타겟 
고객은 누구이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 
영향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옵션 
결과를 어떻게 달성합니까? 
 
제공 
실험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측정 및 학습 
영향을 측정하고 학습하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팀은 
뫼비우스의 띠에서 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교차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제공 
주기가 이해 관계자나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주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제공 단계를 통해 초기의 가정을 
재검토했다면 다시 탐색 루프로 돌아가 목표와 가설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형 사례는 이 뫼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각각의 개방형 사례는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개별적인 실습으로서 루프의 
한 지점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탐색 단계에 공감 매핑(Empathy 
mapping)을 추가해 고객의 동기, 감정, 요구 사항을 더욱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벤트 스토밍(Event storming)을 통해 제공 단계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사례:

• 하나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응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운영, 제품, 리더십 등 조직 내 각기 다른 부서 간의 긴장을 
해소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반복을 통해 완성됩니다.

• 조직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소개합니다.

•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람들이 원하는 
여정으로 만듭니다. 

뫼비우스의 띠에 따라 지속적인 결과 제공

탐색

옵션

제공

이유와 대상

성과

제공

측정 및 학습

https://openpracticelibrary.com/learn
https://www.mobiusloop.com/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mpathy-mapp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mpathy-mapp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vent-st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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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기반 제공

이 뫼비우스의 띠에 Red Hat이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뫼비우스의 띠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와 기술 구성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Red Hat은 열린 조직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빠른 혁신을 이룬 조직의 실제 사례에서 입증된 것처럼, 오픈 
테크놀로지와 개방형 문화는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하기 힘든 상호 
보완적 요소로 논리적으로 결합됩니다. 개방형 사례는 이러한 
철학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방형 혁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조직의 문화적 구성 요소 5가지 

투명성 – 내부 및 외부 참여자가 데이터 및 기타 자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포용성 –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경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응성 –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업 – 공동 작업은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면 참여로 이어지며, 참여의 
경계와 조건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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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Red Hat이 개방형 사례로 조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방법 

개방형 사례와 뫼비우스의 띠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업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점입니다. Red Hat은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Red Hat Services 인게이지먼트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 Red Hat 전문가는 조직의 이해 관계자에게 
비즈니스의 상황 및 목표에 맞춰진 일련의 개방형 사례를 
안내합니다. 또한 개방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능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따르거나,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팀이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하고, 점검하고, 
감지하고, 대응하며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은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를 빠르게 찾아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자일 및 린(Lean) 설계 아이디어 등 현존하는 
모든 에코시스템 툴의 광범위한 컨텍스트에도 개방형 사례를 
적용하여 조직이 실험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pen Practice Library는 고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버전으로 재구성하거나, 조직에서 자체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커뮤니티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Red Hat Services 인게이지먼트는 개방형 사례와 
뫼비우스의 띠 접근 방식을 오픈 테크놀로지 배포와 동시에 
구현하고, 이들 요소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총체적인 
모델에서 서로 강화하고 촉진시킵니다. 

다음 고객 사례에는 개방형 사례와 Red Hat Services를 통해 
구현된 트랜스포메이션 사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Open Practice Library는 
뫼비우스의 띠라고 불리는 결과 
제공 탐색 방식을 기반으로 모범 
사례와 툴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리포지토리입니다.

탐색

옵션

기반

제공

이유와 대상

결과

제공

측정 및 학습

문화 기술



8. 준비 및 완료 정의 – 기능을 개발할 준비가 되는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 합의를 구축합니다.

9. 주간 스프린트 계획 – 단기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품 백로그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전환합니다.  

10. 몹 프로그래밍 – Red Hat OpenShift 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전체 팀이 함께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추후 평가 – 다음 스프린트를 위한 작업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변경해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12. 주간 쇼케이스 – 관심이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팀의 
성과를 공유(실제 소프트웨어 작동)하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13. 메트릭스 기반 프로세스 매핑 – 이전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1. 결과값 매핑 –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셜 계약 – 팀 역학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 우선순위 슬라이더 – 중점 영역에 대한 연계 및 합의를 
지원하며, 이후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지원합니다.

4. 목표 결과값 – 지속적인 통합/지속적인 서비스 제공(CI/CD) 
학습, DevOps 채택, 애플리케이션 제작, 개방형 문화가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제공 등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정합니다.

5. 이벤트 스토밍 – 새로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 
팀에서 구축하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실제 다이어그램을 
그려 이 프로젝트의 맥락상 애플리케이션을 시각화합니다.

6. 가치 분석 – 가장 높은 가치를 우선 제공하도록 한 다음, 
비즈니스에서 설정한 목표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7. 제품 백로그 – 팀이 제공을 통해 작업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업데이트됩니다.

고객 사례: DevOps 역량을 구축한 Airbus
고객 과제 –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Airbus2는 플랫폼 유형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에 온디맨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국의 사례에서 나온 솔루션을 
트랜스포메이션하고자 했습니다.

솔루션 – Airbus는 DevOps 사례를 도입하여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인게이지먼트에 참여했습니다. Airbus 팀은 6주 
동안 진행되는 레지던스 환경에서 Red Hat 컨설턴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DevOps 사례에 따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비즈니스 전반에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개방형 업무 방식을 숙지하였습니다.

결과 – Airbus는 Red Hat OpenShift®를 사용하고 다양한 오픈 
테크놀로지를 Open Practice Library의 사례와 함께 활용해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을 구축하여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DevOps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사례에 
따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보는 
핸즈온 경험을 통해 서비스 제공 속도를 대폭 높이고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Airbus의 개방형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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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definition-of-ready/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definition-of-done/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iteration-plann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mob-programm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retrospective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showcase/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vsm-and-mbpm/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impact-mapp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social-contract/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priority-slider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target-outcome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vent-storm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user-story-mapp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backlog-refinement/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https://www.redhat.com/ko/resources/airbus-open-innovation-labs-success-snapshot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전략

고객 사례: 자동화를 준비한 ANZ Bank New 
Zealand

고객 과제 – ANZ Bank New Zealand4는 뱅킹, 자산 금융, 투자를 
비롯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최대의 금융 서비스 
그룹입니다. 이 은행의 네트워크 팀은 일상적인 반복 가능한 
네트워크 작업을 자동화와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RE)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애자일 
개발 접근 방식과 Ansible® 커뮤니티 개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솔루션 – ANZ Bank는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협력하며 네트워크 자동화 및 협업 기술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ANZ Bank 팀은 Ansible을 통한 
자동화와 CI/CD를 비롯한 애자일 개발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팀과 연결할 새로운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결과 – ANZ Bank 팀은 협업에 기반한 계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팀 문화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팀은 Red Hat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 자동화와 애자일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자동화 
기술 역량을 쌓았고,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Ansible 
Playbook을 개발하여 자동화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화를 활용해 핵심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6일에서 5분으로 
단축하며 99.24%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4 Red Hat 고객 사례, �몰입형 IT 교육으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준비한 금융 그룹�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OpenShift, DevOps, 그리고 린(lean) 및 
개방형 사례를 통한 새로운 업무 방식의 도입 등 Airbus가 
찾던 변화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2

 ―Saul Davies, Airbus, 영국, 제품 포트폴리오 인텔리전스 책임자

https://www.redhat.com/ko/resources/anz-bank-open-innovation-labs-snapshot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전략5 서비스에서 실행된 총 개방형 사례 중 일부를 제시합니다.

10. 일일 스탠드업 – 팀이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짧은 시간 미팅을 
통해 팀의 활동을 서로 공유합니다.

11. 상대적 규모 조정 – 활발한 대화를 통해 이후 사례의 복잡성 
규모와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연계합니다.

12. 핑퐁 페어 프로그래밍 – 짝을 지어 작업하며 테스트 기반 개발 
방식을 사용해 함께 솔루션을 찾아나갑니다.

13. 몹 프로그래밍 – 전체 팀이 함께 학습하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의 팀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4. 테스트 자동화 – 피드백 루프를 단축하고 코드의 품질을 
높입니다.

15. 번다운 – 지정된 기간 이내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시각화합니다.

16. 쇼케이스 – 최근 진행한 팀의 작업 결과를 시연합니다.

17. 추후 평가 – 다음 스프린트를 위한 작업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변경해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18. 모든 요소의 코드화 – 설정, 인프라, 파이프라인 등 모든 것을 
코드로 저장합니다.

19. 오프보딩 –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다시 구축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1. 소셜 계약 – 팀 역학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 목표 결과 – CI/CD 학습, DevOps 채택, 애플리케이션 제작, 
개방형 문화가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제공 등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정합니다.

3. 우선순위 슬라이더 – 중점 영역에 대한 연계 및 합의를 지원하며, 
이후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지원합니다.

4. 리스크 및 문제 관리 –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와 이를 방지할 방법을 식별합니다.

5. 메트릭스 기반 프로세스 매핑 – 오래된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6. 가치 분석 – 가장 높은 가치를 우선 제공하도록 한 다음, 
비즈니스에서 설정한 목표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7. 제품 백로그 – 팀이 제공을 통해 작업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업데이트됩니다.

8. 준비 및 완료의 정의 – 기능을 개발할 준비가 되는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 합의를 구축합니다.

9. 진행 중인 작업의 흐름 관리 및 제한 – 작업을 시각화하고, 
파이프라인을 따라 추적하고, 방해물을 식별하고, 수정과 개선 
방법을 고안해 인력이 아닌 작업 항목을 최적화합니다.

ANZ Bank의 개방형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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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daily-standup/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relative-estimation/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ping-pong-programm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mob-programm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test-automation/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burndown/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showcase/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retrospective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everything-as-code/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off-board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social-contract/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target-outcome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priority-sliders/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risk-issue-management/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vsm-and-mbpm/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user-story-mapping/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backlog-refinement/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definition-of-ready/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definition-of-done/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manage-flow/
https://openpracticelibrary.com/practice/limit-work-in-progress/


Red Hat과 함께 완성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Red Hat은 개방형 사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여할 뿐만 
아니라 IT, 개발, 제품 팀과 매일 협력하여 오픈 테크놀로지와 개방형 
관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구현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합니다.

또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식별하고, 요구 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Red Hat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표하는 사항을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Open Practice Library를 방문하여 점점 더 증가하는 커뮤니티 
소싱 사례 리포지토리를 탐색하고, 팀과 함께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Red Hatter에 문의하여 개방형 사례를 통해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전략

ANZ Bank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 및 애자일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티켓 처리에서 자동화 우선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자동화 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를 
입증했습니다. Red Hat Open Innovation Labs는 동기 부여 및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툴을 제공했습니다.�4

 ―Dave Wasley, ANZ Bank New Zealand, 인프라 기술 분야 리드

https://openpracticelibrary.com/learn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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