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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DC 는 2019 년에 Red Hat Enterprise Linux(RHEL)가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 즉 다른 Linux 버전에 비

해 RHEL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 절감과 매출 향상과 더불어 RHEL 구현을 지원하고 있는 에코시

스템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백서 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대면 근무로 전환했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습

니다.  

IDC 가 IT 기술 사용자와 공급업체에 미치는 COVID-19 의 영향을 추적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

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빠르게 시행하면

서, 원격 작업 기반의 마이그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생긴 새로운 질문이 IT 시장과 글로벌 경제가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RHEL 의 효과와 영향

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설문조사, 업데이트된 시장 추적 전망 및 글로벌 경제 전망을 통해 이전 문서를 업

데이트했습니다. 

요약

§ 2022 년 RHEL 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적 규모 즉, RHEL 에서 실행되는 서버 워크로드의 "영향

을 받는" 매출 또는 비용이 13 조 달러를 초과할 것입니다.

§ 고객이 비즈니스 활동 지원에 RHEL 을 사용할 경우 2022 년에 1.7 조 달러의 경제적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이는 매출 증가와 비용 감소를 통해 균등하게 나타납니다.

§ RHEL  에코시스템에서 올해 1,000 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 2026 년에는 8% 의 연평균

성장률로 1,380 억 달러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2022 년 Red Hat 에서 창출하는매출은 에

코시스템에서 22.6 배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자세한 내용은 The Economic Impact of Red Hat Enterprise Linux: Trillions, Yes Trillions, of Dollars(IDC 

#US45007819, 2019 년 5 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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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에 Red Hat 및 해당 에코시스템을 통해 990,000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될 것이며 고

객중 RHEL 에 축적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IT 전문가는 190 만 명에
이를것입니다.

§ 에코시스템에 포함되는 일부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며, 궁극적으로 2022 년에 에코시스템을

통해 570 억 달러가 현지에 투자될 것입니다.

§ 팬데믹이 전 세계의 기업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설문에 참여한 RHEL 사용 고객은 지연된 프

로젝트 만큼이나 가속화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연된 프로젝트 중 대부
분이 현재 완료되었거나 다시 진행 중 또는 진행예정이며, 지연된 프로젝트 중에 평균 13%
가량만이 취소되었습니다.

RHEL 역사 

Red Hat Enterprise Linux 는 20 년 전에 초기 오픈 소스 운영 체제 (OS) 에서 최초의 상용 

Linux 배포판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비트와 더불어 구독형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었
습니다. 

이제 RHEL 은 900 만 개의 물리적 서버에 배포되어 있으며, 이는 설치된 전체 서버의 16%
에 해당됩니다. (또한 4 배 더 많은 가상 서버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RHEL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IT 구매자의 요구 사항 및 역학 관계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했으며 

컨테이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의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IDC 는 컨테이너 시장이 향후 

몇 년 동안은 고성장 영역일 뿐만 아니라 RHEL 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하는 상용화된 Linux OS 유형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IDC 설문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의 76% 가 컨테이너

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OS 로 상용 Linux 를 꼽고 있으며, 이는 상용 Linux 부문에서 가장 큰공

급업체인 Red Hat 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RHEL 은 전 세계 기업 정보 기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따

라서 해당 기술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운영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HEL 유니버스의 축소판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RHEL 은 모든 부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DC 는 이 백서 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포된 설문조사를 통해 RHEL 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

 케이션을 조사했습니다. RHEL 을 사용하는 조직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

다 (그림 1 참조).

지난 24 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질문에 응답한 조직의 새로운 워크로드의 50% 이상이 RHEL 을 통

해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는 영업, 마케팅, 운영, 재무 및 행정, 고객 지원, 

제품 개발, 연구 및 IT 등과 같은 모든 주요 엔터프라이즈 부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출처: IDC 의 IT Infrastructure for Storage and Data Management Survey, 2021 년 10 월 

3 IDC 설문조사는 전 세계에 설치된 서버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6개국 612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1 년 가을에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설문조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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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워크로드별 RHEL 배포 (지난 24 개월간) 

n = 612 

출처: IDC 설문조사, 2021 년 10 월 

RHEL 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으며 2021년 현재 이 두 환경에서의 선호도 차이
는 크지 않습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RHEL 의 유연한 배포 현황 

n = 612 

출처: IDC 설문조사, 2021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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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HEL은 물리 또는 가상(퍼블릭 클라우드 포함)으로 배포될 수 있으며 가상 인스턴스와 물리적 

서버의 비율은 약 8:1입니다. 4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 

RHEL 의 보급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HEL 은 무료 및 유료 를
 포함한 모든 Linux 설치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inux 는 전 세계에 설치된 5,500 만 대

의 서버 가운데 절반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절반 이

상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 3은 IT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율에서 RHEL 의 비중을보여줌으로써 RHEL 이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를 나타냅니다. 이는 컴퓨터, Linux 및 RHEL 이 해당 경제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보
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컴퓨터, Linux 및 RHEL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가 기업 운영과 인력

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3 

2022 년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 13 조 달러 

출처: IDC, 2022 

그림 1 에 나열된 워크로드는 표에서 설명된 그대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영업 인력에 영향을 미치고 기한 연장으로 인한 매출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사적 자원 관

리는 자재 비용을 낮추고 운영 주기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IoT 워크로드는 원격 모니터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4 Red Hat Enterprise Linux 의 가상화에 대한 IDC 연구와 그림 2 에 표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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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워크로드가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조직 전반에 걸쳐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비즈니스 운영의 하위 부서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백서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 IDC 의 Server Workloads Tracker 데이터, 수십 년 동안의 경제 분석을 통해 

IT 가 조직의 부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IDC 는 워크로드별로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그림 4 참조). 

시간이 지나면서 RHEL 배포가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성장함에 따라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 년까지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현재 13.3 조 

달러에서 17 조 달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림 4 

2021 년 워크로드별 RHEL 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 

n = 612 

출처: IDC 설문조사, 2021 년 10 월 

RHEL 이 차지하는 규모에 따른 경제적 성과 

큰 경제적 규모를 차지하는 것과 규모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업

체 또는 제품에 있어서 고객들은 작업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백서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RHEL 배포를 통해 워크로드의 향
을 받는 영역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

니다. IDC 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잠재적 장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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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IDC 는 이러한 장점을 해당 워크로드에서 차지하는 예상 규모에 적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RHEL 의 장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림 5 는 워크로드 전반에서 RHEL 배포에 따른 총체적인 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림 5 

2021~2026 년 RHEL 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매출 창출 

참고: 간편하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장점은 노동 1 달러당 더 많은 산출물이 도출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은 매출 창출을 가속화하는 생산성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출처: IDC, 2022 

워크로드별 장점은 조직 전체 또는 대규모 고객층에 영향을 미치는 워크로드에 가중치가 부여되며, 

대부분은 그림 1 에 표시된 워크로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일치합니다. 

그림 6 은 워크로드별 RHEL 성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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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2 년 워크로드별 RHEL 성과 

출처: I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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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 달러의 이점을 통해 RHEL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IDC 가 매출이 100 억 달러 미만인 공급업체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수조 달러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에코시스템 매출을 일시적인 큰 증가로 

계산해도 여전히 지출의 15 배에 달하는 이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Global Datasphere(1 년 동안 생성되거나 복사된 모든 페타바이트) 및 악성코드 

전송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2018 BSA 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ss.bsa.org/에서 확인 가능)의 실제 비용을 정량화하는 IDC 의 작업을 통해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부 지출보다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에는 전력 및 냉각과 같은 시설 비용, 컴퓨터실에 대한 공간 할당 비용, 

IT 직원에 대한 내부 지출의 일부, 애플리케이션 작업(또는 다운타임 문제) 최종 사용자의 시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IT 다운타임 비용(RHEL 
서버의 경우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들어감) 등이 있습니다. 

그림 7 은 이러한 비 RHEL관련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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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RHEL 투자 성과 

출처: IDC, 2022 

RHEL 공급 시스템: 1,000 억 달러 규모의 에코시스템 

운영 체제의 특성상 RHEL 은 모든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DC 는 이러한 추가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집합체를 에코시스템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에 연결된 회사는 Red Hat 
공식 파트너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급업체, 컨설턴트 또는 기업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에 의하면 구현을 완료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7 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림 8 은 2021~2026 년에 RHEL 에코시스템에서 예상되는 매출 규모 및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2022 년에는 에코시스템의 매출이 1,000 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 년에는 2021 년보다 

약 50%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9 는 RHEL 에코시스템의 추가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여 보여줍니다.5 

5 많은 공급업체에서 다른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집계되는 매출을 피하기 위해 IDC 는 

에코시스템 매출을 집계할 때 총 마진(매출에서 재판매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값)만 

계산합니다. 

이점 비용

RHEL 장점($B) RHEL 직접 비용($B)

기타 RHEL 관련 IT 지출($B) 예상 시설 비용($B)

예상 기타 조직 비용($B)

1조6,630억 달러

9,3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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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21~2026 년 RHEL 매출전망

출처: IDC, 2022 

그림 9 

2022 년 카테고리별 RHEL 에코시스템 매출 규모 

출처: IDC, 2022 

$94
$101

$108
$117

$127
$138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RHEL 시장매출전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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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다른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를 대체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IDC 는 2021 년 Red Hat 에코시스템에서 매출이 20 배 이상을 기록하고 2026 년에는 25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6 

RHEL 에코시스템에서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RHEL 고객에게 경제적 장점을 제공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경제적인 장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 년에 Red Hat 과 Red Hat 의 에코시스템에서는 

990,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직을 통해 RHEL 을 사용하는 190 
만 명의 IT 전문가에게 생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6 년까지 Red Hat 과 Red Hat 에코시스템, 사
용자 조직의 전담 RHEL IT 전문가가 34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Red Hat 과 그 에코시스템에서는 현지 업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70 억 달러를 현지
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금액은 2026 년까지는 250 억 달러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지 투자 및 고용의 간접적인 영향은 지금 수치의 3 배가 될 수 있습니다.7 

지역별 RHEL 의 경제적 영향

지역별 RHEL 의 경제적 영향은 주로 지역별 Linux 배포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례적으로 EMEA 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모든 서버의 15%가 이 지역에 

있지만, 이러한 서버의 8%에서만 Linux 를 실행하고 있습니다(Windows 를 실행하는 서버는 27%). 

IDC 는 그 이유를 기업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Microsoft 의 오랜 캠페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10 은 RHEL 에코시스템의 지역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RHEL 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및 배포 서비스의 

복잡한 웹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고객 조직과 더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현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6  독자들은 IDC 가 발표하는 다른 공급업체에 대한 에코시스템 매출 비율이 일반적으로 Red Hat 
에코시스템에서의 매출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급업체의 하드웨어에 

설치되고 다른 공급업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운영 체제로 RHEL 기능이 반영된 것입니다. 

Microsoft Windows 는 RHEL 과 유사하지만 모든 에코시스템 매출 비율에서 Microsoft 의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이 비율의 분모에 영향(분자 가중치에서 이동)을 미칠 것입니다. 
7 경제학자들은 지출이나 일자리 창출의 2 차적 효과를 간접적이거나 유도된 경제적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생성하는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인 영향의 1~4 배까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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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 세계 RHEL 에코시스템의 시장 점유율 

출처: I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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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RHEL 

COVID-19 가 일상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보 기술의 보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 년 IT 지출의 성장성은 급락했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가속화되었으며, 원격 근무를 하는 인력은 2019 년 10% 미만에서 2020 년 5 월까지 5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는 21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 년 5 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IDC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응답자들은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DC 는 이 백서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RHEL 프로젝트와 비 RHEL 프로젝트에 대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그림 11 참조). 실제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은 RHEL 조직에서 가속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된 프로젝트의 경우를 보면 RHEL 에 배포된 프로젝트가 다른 

운영 체제에 배포된 프로젝트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각각 프로젝트를 지연하는 

조직에서 24% 대 39%). 또한 당시 지연된 이러한 유형의 RHEL 기반 프로젝트 중에 평균적으로 

약 87%가 완료되었거나 재개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3 분의 1 이 RHEL 을 통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다시 시작하고 일시 중지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지연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0%는 RHEL 이 가속화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기여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RHEL, Red Hat, Red Hat 에코시스템 및 숙련된 IT 전문가가 고객이 컴퓨터 등장 이후 처음으로 

겪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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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글로벌 팬데믹이 IT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n = 612 

출처: IDC survey, October 2021 

데이터 인사이트촉구

IDC 모델 및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중반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1 년에는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40% 이상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IDC 는 2026 년까지 그 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아직은 클라우드를 통해 설치되는 것보다
온프레미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운영 체제 가상화를 동반합니다. 온프레미스와 비교하여
클라우드의 가상화된 인스턴스 비율은 4:1 입니다.

§ 숙련된 인재는 부족하고 노동력은 차세대 IT 배포 환경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아키텍처 환경을 통해 IT 조직이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 숙련된 인재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조직)는 점점 더 정교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훌륭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공급업체 에코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조직의 일상 모든 측면에 IT 기술의 침투가 증가함에 따라 배포된 IT 의 장점뿐만 아니라
배포를 최적화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조 달러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는 "팬데믹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RHEL" 관련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RHEL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대처하는 데 일조했다
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트레스와 긴장,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불규칙 변동과 더불어 아
직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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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데이터 표 

표 1 은 RHEL 의 경제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표 2 는 RHEL 에코시스템 기회를 나타냅니다. 

표 1
2021~2026년 RHEL의 경제적 영향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 세계
경제적 규모
엔터프라이즈 수익($B) $197,845 $205,993 $212,195 $218,161 $224,122 $230,260
IT 및 비즈니스 앱이 차지하는 규모($B) $82,715 $87,815 $92,283 $96,837 $101,592 $106,634
RHEL이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B) $12,410 $13,296 $14,067 $14,903 $15,778 $16,707
RHEL 우위
수익 증가($B) $708 $757 $800 $849 $898 $950
비용 절감($B) $827 $906 $980 $1,062 $1,154 $1,259

$1,535 $1,663 $1,780 $1,911 $2,052 $2,209
미주
경제적 규모
엔터프라이즈 수익($B) $65,299 $67,666 $69,165 $70,523 $71,967 $73,441
IT 및 비즈니스 앱이 차지하는 규모($B) $27,104 $28,637 $29,867 $31,090 $32,411 $33,804
RHEL이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B) $4,951 $5,309 $5,586 $5,889 $6,208 $6,543
RHEL 우위
수익 증가($B) $292 $312 $328 $346 $364 $383
비용 절감($B) $351 $380 $410 $442 $478 $518

$643 $692 $738 $788 $842 $901
아시아/태평양/일본
경제적 규모
엔터프라이즈 수익($B) $72,699 $75,970 $79,009 $82,090 $85,210 $88,448
IT 및 비즈니스 앱이 차지하는 규모($B) $29,526 $31,460 $33,376 $35,389 $37,506 $39,766
RHEL이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B) $5,122 $5,524 $5,929 $6,369 $6,820 $7,304
RHEL 우위
수익 증가($B) $297 $320 $343 $369 $395 $423
비용 절감($B) $356 $391 $429 $472 $520 $576

$653 $711 $772 $841 $915 $999
EMEA
경제적 규모
엔터프라이즈 수익($B) $59,847 $62,357 $64,021 $65,548 $66,945 $68,371
IT 및 비즈니스 앱이 차지하는 규모($B) $26,085 $27,718 $29,040 $30,358 $31,675 $33,064
RHEL이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B) $2,337 $2,463 $2,552 $2,645 $2,750 $2,860
RHEL 우위 19% 19% 18% 18% 17% 17%
수익 증가($B) $119 $125 $129 $134 $139 $144
비용 절감($B) $120 $135 $141 $148 $156 $165

$239 $260 $270 $282 $295 $309

워크로드별 전 세계에서 RHEL이 차지하는 규모
AI 및 비정형 애널리틱스 2% 2% 2% 2% 3% 3%
콘텐츠 및 협업  15% 15% 15% 15% 15% 15%
ERM 및 생산 18% 18% 18% 18% 17% 17%
CRM 18% 18% 18% 18% 18% 19%
공급망/기타 비즈니스 앱 8% 8% 8% 8% 7% 7%
엔지니어링/개발 4% 4% 4% 4% 4% 4%
IT 애플리케이션(데이터 관리, 앱 개발, 정형 데이터 애널리틱스) 1% 1% 1% 1% 1% 1%
IT 인프라(웹, VDI, 보안 포함) 21% 20% 20% 19% 19% 18%
IoT 0% 1% 1% 1% 1% 1%
웹 인프라 13% 13% 13% 13% 14% 14%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I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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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방법론 

IDC 는 2005 년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광범위한 연구 및 예측 기반 정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급업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예측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표 2
2021~2026년 RHEL 에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회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5년간 순 
신규 기회

생태계 성장 요약($M)
전 세계
추가 소프트웨어 $36,712 $40,032 $43,940 $48,526 $53,861 $60,151 $62,950
추가 하드웨어 $14,266 $15,189 $15,834 $16,601 $17,353 $18,096 $11,743
추가 서비스 $28,822 $30,434 $32,201 $34,089 $36,159 $38,449 $27,222
Red Ha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재판매 마진 $13,977 $15,140 $16,423 $17,899 $19,578 $21,514 $20,669
합계 $93,777 $100,795 $108,398 $117,115 $126,951 $138,210 $122,584

RHEL 수익 비율 21.9            22.6            23.3            23.9            24.5            25.0            

업계 채용인원(Red Hat 포함) 922,880      993,931      1,033,982   1,078,099   1,126,190   1,179,215   256,334         
IT 전문가 채용인원 1,753,135   1,895,978   1,963,408   2,037,192   2,117,713   2,214,269   461,134         
현지 시장투자(Red Hat 포함) $52,986 $56,899 $61,205 $66,114 $71,671 $78,045 $69,002

미주
추가 소프트웨어 $25,118 $27,369 $30,037 $33,182 $36,874 $41,276 $43,148
추가 하드웨어 $8,805 $9,328 $9,635 $10,020 $10,371 $10,692 $6,021
추가 서비스 $19,671 $20,816 $22,089 $23,450 $24,943 $26,598 $19,541
Red Ha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재판매 마진 $9,430 $10,216 $11,086 $12,090 $13,237 $14,569 $14,048
합계 $63,024 $67,729 $72,847 $78,742 $85,425 $93,135 $82,758

RHEL 수익 비율 21.2            21.8            22.4            22.9            23.4            23.9            

업계 채용인원(Red Hat 포함) 614,071      660,750      688,102      718,387      751,720      788,976      174,905         
IT 전문가 채용인원 1,062,383   1,145,330   1,181,401   1,221,126   1,264,517   1,324,494   262,111         
현지 시장투자(Red Hat 포함) $29,104 $31,253 $33,672 $36,424 $39,555 $43,169 $38,553

아시아/태평양/일본
추가 소프트웨어 $3,657 $4,064 $4,523 $5,046 $5,636 $6,301 $7,285
추가 하드웨어 $3,016 $3,330 $3,631 $3,951 $4,299 $4,678 $4,809
추가 서비스 $2,950 $3,129 $3,316 $3,514 $3,729 $3,964 $2,902
Red Ha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재판매 마진 $1,633 $1,799 $1,977 $2,176 $2,397 $2,644 $2,828
합계 $11,256 $12,322 $13,447 $14,687 $16,061 $17,587 $17,824

RHEL 수익 비율 23.7            25.1            26.3            27.6            29.0            30.7            

업계 채용인원(Red Hat 포함) 125,283      137,164      143,648      150,441      157,452      164,688      39,405           
IT 전문가 채용인원 288,341      321,371      342,025      364,007      387,870      407,022      118,681         
현지 시장투자(Red Hat 포함) $6,745 $7,215 $7,676 $8,201 $8,774 $9,406 $7,547
EMEA
추가 소프트웨어 $7,937 $8,599 $9,380 $10,298 $11,351 $12,574 $12,517
추가 하드웨어 $2,445 $2,531 $2,568 $2,630 $2,683 $2,726 $913
추가 서비스 $6,201 $6,489 $6,796 $7,125 $7,487 $7,887 $4,779
Red Ha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재판매 마진 $2,914 $3,125 $3,360 $3,633 $3,944 $4,301 $3,793
합계 $19,497 $20,744 $22,104 $23,686 $25,465 $27,488 $22,002

RHEL 수익 비율 23.2            24.1            24.8            25.4            25.7            25.8            

업계 채용인원(Red Hat 포함) 183,526      196,017      202,232      209,271      217,019      225,550      42,024           
IT 전문가 채용인원 402,410      429,277      439,982      452,060      465,325      482,752      80,342           
현지 시장투자(Red Hat 포함) $17,138 $18,431 $19,857 $21,489 $23,342 $25,470 $22,899
출처: I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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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영향 연구: 공급업체 에코시스템의 경제적 "규모" 즉, 에코시스템의 제품이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비즈니스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연구

§ 공급업체 우위에 대한 견해: 주로 공급업체 제품 사용에 따른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

§ 공급업체 에코시스템 규모: 매출 및/또는 고용 측면에서 해당 공급업체의 제품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의 규모

Red Hat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위 3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으며, 해당 결과는 
연구에 포함된 차트와 표에 나와 있습니다. 

RHEL 이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 및 성과

RHEL 이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 및 성과는 본 백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RHEL 에서 
실행되고 RHEL 에코시스템이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가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매출 
및 비용을 수량화한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상거래 또는 자동화된 고객 지원과 같이 IT 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매출의 특정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경제적 효과 및 성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3 참조). 할당 작업
(Linux 에서 RHEL 이차지하는 비율, IT 에서 Linux 가 차지하는 비율, IT 를 사용하는 회사의 매출이 전
체 매출에서 차지하는비율)은 운영 체제별 서버 설치 기반을 추적하는 IDC 연구 자료, Linux(유료 및 
무료)의 공급업체 시장점유율에 대한 보고서, GDP 를 통해 계산된 비즈니스 매출과 정부 및 제 3 자 출
처 자료(예: 미국 경제분석국, 노동 통계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총 산출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가능합니다.

부서별 매출 및 비용에 대한 할당은 IT 및 경제의 교차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IDC 의 오랜 
이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의 이력과 IDC 의 Server Workload Tracker 를 통해 
워크로드에 따른 영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에 대해 IDC 는 설문조사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의 "규모" 
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매출/지출 비율을 기반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을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비율을 지역 
매출/지출에 적용하여 총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 규모를 산출합니다. 

이 시점에서 RHEL 이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는 워크로드별로 Linux 중 RHEL 부분을 적용하고 워

크로드별로모든 엔터프라이즈 운영 체제 중 Linux 부분을 적용하여 끌어냅니다.

RHEL 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장점은 워크로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워크로드별로 RHEL 을 
사용하여 개선된 비율을 설명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RHEL 에코시스템 
IDC 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때 정기적으로 공급업체의 에코시스템 규모를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IDC 는 발표된 연구 자료와 Red Hat 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하위 시장의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Red Hat 의 RHEL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IDC 는 설문조사 정보와 수많은 하위 시장을 
상호 비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RHEL 에 연결된 모든 보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를 
추정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서로 제품을 사고 팔기 때문에 IDC 는 판매 총 마진을 에코시스템 기회에 
추가하여 잠재적인 전체 추가 매출을 최종 사용자 지출과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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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IDC 는 2021 년 10 월에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서 100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612 개 조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서버 설치 기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직위 및 부서별 응답자 분포는 글로벌 총계에 대한 추정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에 

부합합니다. 

표 3 은 응답자 분포를 보여줍니다. IT 응답자의 50%는 해당 소속 관리자가 답을 모를 수도 있는 IT 

관리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표 3
설문조사 응답자

직원 수별 표본 업종별 표본
100~499명 13% 금융 25%
500~999명 25% 제조 22%
1,000~4,999명 36% 소매/도매 16%
5,000명 이상 26% 공공 부문 13%

100% 인프라 17%
기타 8%

100%
부서별 표본 역할별 표본 
경영 13% 사장/VP/소유주 19%
재무 11% 이사 49%
운영 17% 기타 경영진 32%
영업/마케팅/개발/지원 9% 100%
IT 50%

100%
출처: ID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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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정보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통신 및 소비자 기술 시장을 위한 시장 정보, 자문 서비스 

및 이벤트를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에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IDC 는 IT 전문가, 비즈니스 경영진 및 

투자 업계가 기술 구매 및 비즈니스 전략을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00 명 

이상의 IDC 분석가들이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기술과 산업 기회 및 경향에 관한 글로벌, 지역 및 

지방의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50 년 동안 IDC 는 자사 고객들이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IDC 는 세계 유수의 기술 미디어, 연구 및 이벤트 회사인 

IDG 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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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72.8200 
Twitter: @IDC 
idc-community.com 
www.idc.com 

저작권 고지 

IDC 정보 및 데이터 외부 출판 — IDC 정보를 광고, 보도 자료, 프로모션 자료에 사용하려면 먼저 
IDC 부사장 또는 지사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할 경우 제안서 초안을 
첨부해야 합니다. IDC 는 어떠한 이유로든 외부 사용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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