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redhat.com/ko 
 

체크리스트 Microsoft Azure에 적합한 자동화 플랫폼 선택

1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나요?
단 몇 분 만에 자동화하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조직에서 Microsoft Azure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솔루션을 빠르고 
쉽게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사에서 선택하는 자동화 
플랫폼 역시 쉽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zure용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배포됩니다.

 � 배포 직후 관리형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며, 기업은 몇 분 만에 
Azure 리소스 관리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된 통합이 지원되나요?
사용 중인 Azure 서비스에 이미 최적화된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조직은 Microsoft Azure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DevOps를 관리하며, 머신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규모에 맞게 자동화하려면 클라우드 지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Azure용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Azure Active 
Directory, Azure Virtual Machines, Azure Database Services, 
Azure Container Registry, Azure Key Vault 등 Azure 서비스와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 Azure용 Ansible Collection은 설정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Microsoft와 Red Hat에서 개발과 보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 Azure용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엣지 배포 전반에서 관리 및 자동화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on Microsoft Azure는 관리형 애플리케이션으로, IT 조직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속하게 자동화하고 
확장하여 추가 오버헤드나 복잡성 없이 어디서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하는 기업은 Azure Marketplace에서 간소화된 배포를 통해 Azure용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과 동일한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할 때 다음 5가지 질문을 고려해 보세요.

Microsoft Azure에 적합한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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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에 약정된 Azure 비용을 
활용할 수 있나요?

Microsoft Azure Consumption Commitment(MACC)를 사용하는 
자동화 플랫폼을 찾아보세요. 
 
Microsoft Azure는 Azure Marketplace에서 간소화된 서브스크립션과 
구매 모델을 제공합니다.

 � 기업은 기존에 Microsoft와 약정한 비용을 활용하여 Azure용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비용을 활용하여 조직 전체의 팀들이 배포, 구성,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청구서가 발행되는 통합 청구 방식으로 비용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클라우드를 넘어 자동화할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동화를 제공하는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기업은 대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 엣지 
위치, 기타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플랫폼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위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위치 
전반에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zure용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사의 인프라 전반으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조직은 Azure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에서 자동화의 강점을 활용하세요.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on Microsoft Azure는 즉각적인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자기 주도식 
랩에서 관리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세요.

5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나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Microsoft Azure에서 조직을 유지 관리하고 확장하는 데 자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일관된 보안 중심 운영을 위해 Red Hat과 Microsoft는 협력을 통해 
Azure용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제공합니다.

 � Red Hat이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서비스 및 지원을 모두 제공하므로 
IT 팀은 자동화 전략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https://access.redhat.com/recognition
http://www.facebook.com/redhatkorea
http://www.redhat.com/ko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azure
https://www.redhat.com/ko/engage/ansible-automation-platform-20220429
https://www.redhat.com/ko/engage/ansible-automation-platform-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