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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요

기업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컨테이너 환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는 단지 단순한 기반 기술일 수 있지만, 전체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정의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고유 특성과 이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쿠버네티스로 고도의 자동화 및 민첩성을 갖춘 오케스트레이션

»    단일화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하여 개발 효율성과 운영 
확장성 및 민첩성 향상

»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던 소프트웨어 개발을 민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전환

»    DevOps 팀으로 개발 및 운영의 장벽 제거

»    이미지 기반 어플리케이션 배포 패러다임으로 운영 환경 전환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채택하며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년간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장점을 그대로 
컨테이너화한 다음, 시간을 두고 마이크로서비스로 리팩토링되면서 수익이 점차 개선됩니다.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반복 및 혁신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컨테이너와 퍼블릭 클라우드는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왔습니다. 
Docker 및 Kubernetes와 같은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구동되며, 그 아래는 강력하고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이퍼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최신 API 기반의 IaC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대부분은 자신들의 컨테이너 

AWS 기반의 OpenShift를 통해 
민첩하고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가치

후원: Red Hat  

저자: 
Gary Chen  
Matthew Marden 

2019년 5월

비즈니스 가치  
하이라이트
661%  
5년간 ROI투자 수익률 
 

5개월 
투자 회수 기간

54%  
5년간 운영 비용 감소

>2배 
매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증가

24%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생산성 
향상

3,290만 달러  
업체당 연간 매출 증가

80%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 감소

49%  
IT 인프라 팀의 효율성 증가



문서 번호 US45021319   ©2019 IDC.  www.idc.com   |    2 페이지

IDC White Paper  |  AWS 기반의 OpenShift를 통해 민첩하고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가치

플랫폼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서비스를 컨테이너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IDC는 AWS(Amazon Web Services) 기반에서 Red Hat OpenShift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화 
기술을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Red Hat OpenShift)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AWS 클라우드의 민첩성, 탄력성 및 효율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AWS 기반의 OpenShift를 사용하는 개발팀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비용이 더 저렴하고 보다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용 IT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AWS 기반의 OpenShift에 투자를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로써 IDC는 다음 사항을 통해 업체당 연간 1,089만 
달러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을 짧은 시간 내에 자주 제공하여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포함한 비즈니스 니즈에 개발팀이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함

»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시기적절하게 기회에 맞게 대응을 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사업체를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킴

»    가동 중지로 인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IT 환경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소모되는 IT 담당자의 시간을 줄임

»    AWS 클라우드로 기존 인프라를 이동 및 OpenShift 기능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개발 
플랫폼 비용을 줄임

기업들은 AWS 
기반의 OpenShift에 
투자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IDC는 이로써 
업체당 연간 1,089
만 달러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