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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보 기술(IT) 시스템은 현대의 기업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내부 시스템의 기반이자, 
중요 시장의 차별화 요소이며, 고객과 직원, 파트너에게 지속적으로 개선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스템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배포는 
여러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위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의 기술적 격차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졌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만 주목하고 새로운 기술의 실제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환경의 신뢰성과 생산성 사이에서 근본적인 긴장을 초래합니다. 한편, 시스템은 계속 
기능해야 하며, 안전하고, 운영 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운영팀은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상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 전반에서 이러한 발전을 통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성과 생산성 간의 이러한 긴장 상태는 다양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T팀은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개발과 관련한 장단기 변화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스템 및 인프라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지, 개발과 제공 기능을 재설계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애자일 개발 및 제공을 발전시키면서 전사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계속해서 
가치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IT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위치 및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T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현실적인 
해답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기타 영역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개발 기술은 
개발팀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및 IT 책임자가 현대적인 IT 전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트렌드의 융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 현대적인 조직의 성공을 위한 IT 시스템의 중요성

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여러 데이터센터, 플랫폼, 클라우드 위치로 전환

3.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및 이러한 기술을 기존 접근 방식과 결합해 강력하고 생산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컨텍스트 고려 사항, 전략 과제, 하이 레벨 아키텍처 고려 사항을 고객 사례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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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book에서 다루는 내용:

• 전략적 측면과 하이 레벨 아키텍처, 특히 광범위한 컨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 레벨 개념에 중점을 
둡니다. 상세한 배포 고려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심층적인 기술 분석에 대한 리소스는 전체에 걸쳐 
제공됩니다.

• 신규(그린필드) 개발만 가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할 여유가 있는 팀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복잡한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주로 다룹니다. 

• 일반적인 기술 적용성을 제시합니다. Red Hat® 고객 및 기술 예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d Hat 툴이 작업 수행에 적합하지만 이 e-book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접근 방식은 다른 기술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Red Hat 기술과 기타 기술을 결합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코끼리에게 춤추는 방법 가르치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과정,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원칙 e-book 및 redhat.com/ko의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리소스 페이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부: 현대 IT의 과제
2017년 초여름, Red Hat의 최고 정보 책임자(CIO)로 새롭게 임명된 Mike Kelly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Red Hat은 이미 대규모로 확장된 강력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지만 더 큰 확장이 
필요했고, 이러한 Red Hat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IT팀은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앞서가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Mike와 팀은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했을까요?

Red Hat IT의 트랜스포메이션

IT 시스템은 정보를 전달하고, 작업을 조정하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등 조직의 중추 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규모, 밀도,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Red Hat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Red Hat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는 고유한 독립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거의 
1,000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을 갖춘 다양한 팀이 여러 개의 중복 
데이터센터 위치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왔습니다. 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를 목표로 
했습니다.

1. 디지털 비즈니스의 속도와 적응성 요구 일치

2. 디지털 시스템의 가용성, 복구 능력, 보안 강화

3. 지속적인 운영 비용 절감

이러한 목표에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속도, 적응성, 가용성, 보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전형적인 
딜레마가 존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커스텀 JavaTM와 기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및 데이터 
저장소 통합, 복잡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Red Hat의 일상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단순히 쫓아가기 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미래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Mike Kelly
Red Hat CIO

Red Hat Innovation 
Labs는 몰입형 팀 
레지던스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

 1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2019년. 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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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시작

우선 Red Hat IT팀은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팀과 협력해 Red Hat 고객을 위해 주기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Red Hat의 Open Innovation Labs 프로그램은 조직이 기술과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몰입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Red Hat IT팀은 현재 선택 가능한 옵션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Red Hat의 IT 프로세스 전반에서 즉각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위치의 온프레미스 페일오버 인프라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서로 다른 제공업체에서 첫 
번째 및 다음 두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 포함)

• 컨테이너를 기본 배포 단위로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드로 
이동 

• 각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및 
방법론 대폭 수정

• 컨테이너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상위-하위 페일오버 설정에서 세 개의 활성 사이트 간 페일오버로 
이동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업데이트 가속화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업그레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도입 확대, 애자일 
인테그레이션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연결 

관찰 및 측정 가능한 결과

2019년 초까지 이 프로그램은 원래 트랜스포메이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그림 1 참조). 여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팀에서는 새로운 과제와 기회가 발생함에 따라 계속해서 Red Hat의 IT 환경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팀의 전략을 활용해 회사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당 설치 공간은 55% 줄어들었으며, 보안이 강화되었고, 다운타임이 없는 
멀티사이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파이프라인 제공 자동화 덕분에 기능의 시장 
출시 시간이 40% 단축되었습니다.2

그림 1. Red Hat IT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얻은 이점(출처: Red Hat IT 내부 데이터)

 2 Red Hat IT 내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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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IT팀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는 탄력적이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팀에서는 변화에 따른 내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팀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술 수용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의견 역시 중요했던 것입니다. 

Red Hat IT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속도냐 안정성이냐

Red Hat IT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은 현대의 IT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심사숙고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규모 조직인 경우 장단기 
변화를 탐색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개발팀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반면, 운영팀에서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DevOps를 계기로 조직 내 여러 그룹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에는 다양한 
프랙티스가 존재하며, 이는 DevOps를 채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악화됩니다.

•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최신 Flexera/Rightscale 보고서에 따르면 84%4)에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도입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반, 기업 모두에서 그 사용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전히 Java와 Javascript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특수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Red Monk의 2019년 공개 데이터 설문조사 참조5)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도입, 특히 컨테이너로의 이전과 인프라로서 컨테이너 관리로 변화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습니다.6 

이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환경 조성 및 진화 

이 문서에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란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폭넓은 관점을 취한 것은 현대적인 IT 과제가 가진 총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은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고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하며, IT 시스템은 다양한 위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툴과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생성함에 따라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궁극적으로 환경이 지원하는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은 조직, 직원, 파트너,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해줍니다. 

50% 이상의 조직에서 
DevOps 사례를 어느 
정도 구현했지만,3 
구현 충실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성과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었습니다. DORA의 
2018년 DevOps 현황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도입으로 이점을 얻기 
전에, 속도가 둔화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troud, Robert. �2018년: 엔터프라이즈 DevOps의 해(2018: The Year Of Enterprise DevOps).� Forrester 블로그, 2017년 10월 17일, 
https://go.forrester.com/blogs/2018-the-year-of-enterprise-devops/ 

 4  Flextera, "RightScale 2019년 클라우드 현황 Flextera 보고서(RightScale 2019 State of the Cloud Report from Flextera)." 2019년 
https://info.flexerasoftware.com/SLO-WP-State-of-the-Cloud-2019

 5 O�Grady, Stephen. "RedMonk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2019년 1월(The RedMonk Programming Language Rankings: January 
2019)." Red Monk 블로그, 2019년 3월 20일, https://redmonk.com/sogrady/2019/03/20/language-rankings-1-19/

 6 Hippold, Sarah. "Gartner가 파악한 2019년 PaaS 및 플랫폼 아키텍처의 주요 동향(Gartner identifies key trends in PaaS and 
Platform Architecture for 2019)." Gartner 보도 자료, 2019년 4월 29일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
releases/2019-04-29-gartner-identifies-key-trends-in-paas-and-platfor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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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전사적으로 진화하는 단일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면, 환경이 제시해야 하는 
속성과 개별적인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긴장 관계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생산성, 예측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 보안과 편의, 성능과 비용, 경직성과 자유 등 이후 섹션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절충 항목은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선택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IT팀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신뢰성과 생산성

• 예측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

• 고성능과 저비용

신중한 전략적 계획과 집중적인 의사 결정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부: 전략 지침
전략 프레임워크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ichard Rumelt의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 
차이점과 중요성(Good Strategy Bad Strategy: The Difference and Why It Matters)"을 기반으로 간단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7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장기적 전략을 구성하는 의사 결정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Red Hat의 내부 팀 다수가 계획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전략 논의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1. 상황 평가 및 목표 설정: 현재 상황, 과제 및 기회, 작업에 대한 중요 제약 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여기에는 
"5~10년 후에 원하는 입지"와 같은 장기적 요소와 "향후 12~18개월 동안의 전망"과 같은 단기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림 2. 가치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7 Rumelt, Richard P.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 그 차이점과 중요성(Good Strategy, Bad Strategy: The Difference and Why It 
Matters). New York: Crown Business,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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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 지침 수립: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 범위 지정,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랙티스 등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원칙과 룰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과 지침은 중기까지 적용되어야 하므로 
최소 1년, 가급적이면 4~5년 정도 유효해야 합니다. 

3. 다음 단계 결정: 조직이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 수립된 정책 및 지침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당장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을 생성합니다. 

2부에서는 이 구조의 첫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다룹니다. 세 번째 영역은 3부(아키텍처)와 4부(시작 방법)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후 섹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바로 분산된 권한의 
사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전략은 조직 수준에서 광범위한 정책과 지침이 구축되어 있는 다단계 구조이면서, 
개별 그룹에게는 각자 요건에 맞게 자체 로컬 인스턴스화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줄 때가 가장 효과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 평가 및 목표

조직의 IT 환경에 대한 상황 평가를 진행할 때는 기존 정책, 인력 및 예상 사용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다르지만 고수준의 추상화에서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림 3. 간소화된 IT 환경 보기

특히 모든 조직에서는 다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 세트, 즉 하나 이상의 프라이빗 호스팅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호스팅되는 인프라: 플랫폼은 종종 페일오버 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하나 이상의 유형으로 이루어진 운영 체제, 가상화 시스템, 프라이빗 클라우드 배포 또는 
컨테이너화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세트: 애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조직 또는 
제3사 컨설턴트, 상용 오프더쉘프(Commercial off-the-shelf, COTS) 솔루션, SaaS 솔루션, 기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한 사용자 정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직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코드, 통합 솔루션, 메시징 및 프로세스 관리를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기타 기술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개발자 툴, 프로세스, 자동화 및 관리 기능: 인프라의 각기 다른 부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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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해관계자: 생산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관계자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하는 개발자팀 및 운영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직원, 고객 및 파트너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요 구성 요소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폭넓고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거의 보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신뢰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따라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지침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영역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 전반에서 공통적인 신뢰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의미

이 문서에서 말하는 생산성은 전체 조직과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조직 전반에서 처리되는 작업의 양을 
나타냅니다. 실제로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선 작업을 담당하는 IT팀, 개발팀, 운영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은 조직의 나머지 팀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부분을 3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전반적인 결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2. 공통 패턴 및 안티패턴: 우리가 모델로 삼으려는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팀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양해야 할 실패 사례는 무엇인가?

3. 특정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로 실현할 수 있는 이점: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청, 오래된 기능 
사용 종료 등 어떤 활동이 진행 중이며, 방향의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책 또는 지침 관련 고려 사항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다양한 그룹이 동의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명확한 정책과 지침을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조직마다 달라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대규모 IT 환경에서 적용되어 왔던 다양한 정책 영역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전 세계 다양한 고객과의 핵심 협력 사례와 실제 현장에서 
유용했던 일반적인 지식을 응용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는 정책 영역은 조직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지침(예: 코끼리에게 춤추는 방법 가르치기) 및 아키텍처 또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주제로 한 Martin Fowler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다룬 내용도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살펴봅니다. 이후 섹션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현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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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권한

시스템 설계에서의 분산화 추세는 지난 몇 년 동안 확산되었으며, 기술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한 영역 중 하나로,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구현을 고려하기 전, 이러한 분산화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산된 시스템이 IT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분산화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코드의 경계보다는 여러 팀 간 책임의 경계를 체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콘웨이의 법칙(Conway�s Law)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에서 
마이크로서비스와 같은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을 성급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원칙: 중앙집중식 권한 -> 분산된 권한

책임 분산으로 역량 강화 

중앙집중식 IT가 조직 전반에서 다른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및 운영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권한을 
중앙집중화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중앙팀이 모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이 준수해야 할 핵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게 책임이 분산되므로 그룹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 신뢰성이 증가하며 더 효과적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팀이 중앙팀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음). 

• 운영 성과에 대한 개별 투자가 늘어납니다. 

• 중요하지 않은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로컬 팀이 상황별로 신속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됩니다.

• 자율성과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작은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더욱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 직무 수행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목표 의식을 지님으로써, 업무에 더욱 전념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산화는 기술 지원과 원격 업무, 효율적인 의사 결정 추적, 팀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화적 문제입니다. 지시와 책임 측면에서의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4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며, Red Hat의 혁신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방형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하나의 큰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항에서 1,000개의 

사소한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안내 
정책'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의하지 
않아도 특정한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Richard Rumelt
저자,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Good Strategy, 

Bad Strategy)에서 인용8

"리더십은 조직의 인력과  
프랙티스에 내재된 
우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리더의 성격과는 
별개입니다."

David Marquet
미국 해군 잠수함 함장9

 8 Rumelt, Richard P.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 그 차이점과  중요성(Good Strategy, Bad Strategy: The Difference and Why It 
Matters). New York: Crown Business, 2011년

 9 Marquet, L. David. 턴어라운드: 맡기는 리더십으로 꼴찌에서 1등이 된 미 핵잠수함 산타페의 감동 실화(Turn the Ship Around! A 
True Story of Turning Followers into Leaders). New York: Portfolio, 2013년

 10 Whitehurst, Jim, 개방형 조직(The Open Organization). Boston,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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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기능 

퍼블릭 클라우드 배포 및 데이터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에서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분화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 각각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AWS) 및 기업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특정 그룹에서 제어하는 호스팅 시스템의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비스 

보안 방화벽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타당한 이유로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기능을 호스팅할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기가 어려워지고, 기타 기능 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변경 사항은 일반적인 최소 접근 방식에서 단일 그룹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X 기능이 필요해서 이를 선택하거나 A 환경에 구축했습니다. 필요하면 A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상황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X 기능이 필요해서, 이를 선택하거나 A 환경에 구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B, C, D 
환경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나 설정으로 롤아웃할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사용 기능 -> 범용 기능

이러한 개념은 단순 명료하며, 사전 숙고가 필요한 경우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필요한 만큼 다양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위치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API, 엔드포인트, 설정을 사용합니다.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위치 전반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는 메시징, 통합, 로깅 및 추적, 프로세스 자동화 등의 
분산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들 위치가 투명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은 동일한 인스턴스가 다른 위치에서 
API 서비스로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로컬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고수하고, 여러 위치 전반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재구축할 수 있다면 
페일오버 설정을 훨씬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계획하고 설정할 때 이와 같은 신뢰성 사전 
작업을 해두면, 이후 프로세스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행 및 재사용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본 기능을 다양한 
위치에서 사용할 때보다 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생산성 관점에서는 동일한 가용 서비스 세트가 
있으면 필요한 학습량이 줄어들고 팀이 습득한 기술을 적용할 기회는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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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 = 자유

원칙적으로 조직 내 다양한 팀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기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제어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지만 다양한 규제와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강제성이 너무 적은 경우, 룰이 결여되고 실험적인 요소가 늘어나면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성이 너무 많은 경우, 반감과 이탈로 이어지거나, 종종 창의적인 대안을 사용하게 되어 환경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에는 유용한 아이디어가 포함될 때도 많지만, 결국 장기적인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약의 강도"가 아니라 "제약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운전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어느 방향의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차량의 색상, 동력, 모델 등은 운전자가 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규칙(운전 가능한 도로 방향)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어느 쪽 도로에서 운전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차량 유형에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허용되는 유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제약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엄격한 운전 규정 대부분은 다른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IT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과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부분과 자유를 허용할 부분을 정립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정책 관점: 거버넌스 장벽 -> 합의된 인터페이스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인터페이스 및 핵심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영역에 모델링 규칙 적용

• 인터페이스 및 기술 옵션에 대해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 강제

• 변동, 변경, 저하를 측정하기 위한 고정 지점 세트 생성

놀랍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 경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도메인 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 다양한 구현 기술의 
도입)

• 잠재적인 문제가 미리 해결되면 팀이 다른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데 소모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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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초기에 필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위치(정책 영역 2)에 상관없이 IT 기능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동일하고 일관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평적 차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라는 수직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Developers� 
Exchange는 정부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서 
발생하는 마찰을 대부분 
없애줍니다. 액세스  문제 
없이 모든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an Bailey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 사무실  

기술 서비스 
차관보11

그림 4. IT 시스템의 셀프 서비스 수준

이러한 프로비저닝 스펙트럼은 두 가지 부분을 다룹니다. 

1. 필요한 리소스를 설정하기 위해 팀 구성원에게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2. 팀 구성원이 특정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기술 수준 

연속적인 과정: 애플리케이션 -> 셀프 서비스 서비스

IT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기능은 테스트에서 프로덕션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고, 특정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대로 설정하는 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이 셀프 서비스 방식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생산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다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가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옵션을 평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 단축

• 종종 전문가급 지식이 필요해 시스템의 설정 자체가 어려웠던 초기 장벽을 없애, 개인이 더욱 빠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 명확한 신뢰성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자동화로 오류와 디버그 감소. 특히 향후 문제를 감지하지 못해 프로덕션 실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오류를 초기 설정 및 구성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용자보다 규모가 큰 공유 리소스 기반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더 높은 서비스 
가용성 제공

• 더욱 효과적인 용량 및 예산 계획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소스 사용

 11 Red Hat 고객 사례, "오픈소스로 서비스를 개선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https://www.redhat.com/ko/resources/government-of-british-columbia-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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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심 사고방식 도입

마이크로서비스 시스템12 및 API 기반 아키텍처13 설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강력한 원칙은 바로 "프로젝트 
중심 사고방식"에서 "제품 중심 사고방식"으로의 이동입니다. 특히 부담감이 상당한 I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목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회성 문제 또는 
태스크에 적합한 방법이지만, 다른 팀이 의존하는 내구성 있는 시스템 요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냥꾼과 농부의 차이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냥꾼은 당일 먹잇감을 잡으면 그 
날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이지만, 농부는 정기적인 작업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를 생산해야 합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진정한 발전이란 핵심 자산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생성해 장기적으로 
프로덕션을 상당한 정도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원칙: 프로젝트 -> 제품

IT 시스템을 제품으로 생각하면 지속적인 프로덕션, 사용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계획하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부분은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모든 사용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스템에 동등하거나 더욱 중요한 가치로 적용됩니다.

• 파트너

• 직원

• 개발자

• 운영팀

제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재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해 더욱 명확한 소유권을 설정해 신뢰성을 높이고, 더욱 예측 가능한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사용 종료 주기를 생성하며, 운영팀 및 다른 팀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확률을 
낮춥니다.

• 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로컬에서 재구축 또는 복제할 필요를 줄이며, 
향후 내부 서비스가 유용하고 검증된 외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12 Martin Fowler 및 James Lewis.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s)" Martin Fowler 블로그, 2014년 3월 25일,  
https://martinfowler.com/articles/microservices.html

 13 Bortenschlager, Manfred, Willmott, Steven. "API 소유자 매뉴얼(The API Owner�s Manual)"  
https://www.redhat.com/ko/resources/3scale-api-owners-manual-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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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취약성 경향

"실패를 위한 설계"라는 원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프라는 장애 
모드에서 더욱 쉽게 스케일 업 및 스케일 다운할 수 있으며, Netflix에서 영감을 받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14이 심지어 은행과 같이 보수적으로 여겨져 왔던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15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가인 Nicolas Nassim Taleb이 처음 사용한 "반취약성"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IT 개념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Taleb은 이를 간단히 �반취약성이란 복구 능력 또는 강력함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복구 능력은 
충격을 견뎌내어 현상을 유지하는 능력이지만, 반취약성은 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합니다.16

반취약성의 핵심 원칙은 시스템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자동으로 지켜지겠지만(예: 시스템 자가 수정), 인적 개입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취약성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보다는 취약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IT 분야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관찰됩니다. 우리는 대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문제를 극복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다소 소홀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카오스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이 여전히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IT 시스템은 격리되어 있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임의의 요소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IT 관점에서 반취약성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관측성, 또는 장애나 특정 오작동을 감지하는 기능 

2. 복구, 또는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성능을 강화하는 능력 

빠른 대응을 위해 자동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인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현재 허용 가능한 장애 모드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장애를 감지하는 방법, 장애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장애 발생 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 프로세스 자동화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정책 원칙: 과잉보호 시스템 -> 반취약성

이는 IT 조직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동시에 가장 유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장애를 넘어 체계적인 
개선을 이루는 메커니즘이 점차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파손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어 실험 주기가 더욱 단축됩니다. 

 14 Cameron, Lori M. "카오스 엔지니어링: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켜 중대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 Netflix 전문가 사례에서 
문화적 변화를 실현한  방법 살펴보기(Chaos Engineering: It Sounds Scary, But Intentionally Harming Systems Can Find 
Bigger Bugs. How To Make The Cultural Shift, From Netflix Experts Who Do It.)" Computer, 2018년 11월 15일.  
https://publications.computer.org/computer-magazine/2018/11/15/netlfix-chaos-engineering/

 15 Cowan, Paris. "NAB, Chaos Monkey 배포로 연중무휴 서버 킬(NAB deploys Chaos Monkey to kill servers 24/7)." IT News, 
2014년 4월 9일, https://www.itnews.com.au/news/nab-deploys-chaos-monkey-to-kill-servers-24-7-382285.

 16 Taleb, Nassim Nicholas. 반취약성: 장애를 통해 얻는 이점(Antifragile: Things That Gain from Disorder). United States: 
Random House,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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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약성 및 반취약성이 초기에는 시스템과 운영 관점에서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개발 프로세스, 제품 개발, 팀 협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반취약성이라는 축을 따라 발전하면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로서의 자동화

자동화는 이전 두 가지의 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언급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IT 시스템은 자동화가 구현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술 변경 
이전에 설계된 자동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이상 조직 또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단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 복잡하게 짜여져있고 실패가 두려워 누구도 수정을 꺼리는 스크립트 

좋은 자동화와 나쁜 자동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Red Hat의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e-book에서는 
자동화의 모범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할 일반 원칙은 바로 묵시적 및 명시적 
자동화의 차이점입니다. 

묵시적 자동화는 코드 또는 스크립트를 한 번만 실행하는 반면, 명시적 자동화는 코드로 인식되어 시스템 
설정의 일환으로 명시적인 버전 관리, 테스트, 업데이트, 관리를 거칩니다. 

정책 트랜스포메이션: 직접 설정 -> 코드로서의 자동화

거의 모든 조직에서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직접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관리되는 코드로 변경하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성 측면에서는 누락된 종속성으로 인한 오류 발생 확률이 줄어들고, 변경 능력이 가속화되며, 변경 
프로세스에서의 규칙이 생성됩니다. 

•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시스템 영역이 줄어들어, 진단하기 어려운 장애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 코드로서의 자동화는 재사용성을 높이고, 학습 곡선을 낮춰줍니다. 

코드에서 설정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드로서의 자동화로 전환해야 DevOps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 보안

경계 보안은 오랫동안 불충분한 IT 보안 방식이라고 여겨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조직에서 전체 인프라나 
데이터센터의 하위 그룹 내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사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부 위치들 간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는 통합과 채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한 위치에서 시스템이 손상되면 다른 위치에서 원치 않는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보안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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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 운영 체제에서 가상화, 컨테이너 관리, 코드 실행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관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보안을 위해서는 전체 스택에서 일관된 최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2. 수평. 마이크로서비스 패턴, API,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의 경우 우수한 보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통신에 암호화, 추적, 액세스 제어가 필요합니다. 

3. 팀 및 라이프사이클. 적합한 기술과 절차를 연구해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개발 및 운영팀에서 이러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가능한 최대로 자동화되고 개발 주기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보안 및 개발팀에 대한 유지 관리 여부도 중요한 전환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개발팀은 명목상으로는 보안 
지침을 준수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코드를 배포하기 전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협업 기반의 분산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개발, 운영, 보안(DevSecOps)팀이 훨씬 긴밀하게 협업

•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에서 처음부터 보안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구축

• 가능한 한 많은 핵심 보안 절차를 자동화하고 이를 개발 및 운영 환경에 연결하여 더욱 쉬운 보안 의사 결정 
지원 

정책 원칙: 경계 보안 -> 광범위한(pervasive) 보안

분명히 보안은 IT 시스템의 신뢰성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세스와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면 다운타임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안 모델을 통한 사고 
방식을 도입하고, 팀 전반으로 책임을 확장하고, 다양한 프로세스(사전설정 및 허용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동화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은 내장된 암호, 직접적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등의 간단한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단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을 끌어 내리는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지만 프로세스를 충분히 자동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보안을 활용한다면 향후 리팩토링이 줄고 인시던트에 
대응하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재사용 가능 보안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발자의 업무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설정과 구성에서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책 영역 통합

모든 조직에서 정책 영역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으며,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IT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은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영역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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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장 사항 개요 및 이점 비교

권장 사항 신뢰성 이점 생산성 이점

분산된 권한 • 모범 사례를 적용하기 쉬움

• 핵심 항목의 제어 및 감독

• 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

• 로컬 컨텍스트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 자율성 및 소유권 인식 강화

범용 기능 • 다양한 위치에서 서비스 가능 - 
빌트인 페일오버

• 실행의 일관성

• 서비스 속도

• 설정 규칙 -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

• 기술 전달 가능

제약 = 자유 • 모델링 규칙

•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 변동, 변경, 저하를 측정하기 위한 
고정 참조 지점

• 경계에 있는 고정 인터페이스로 
도메인 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 지원. 예: 다중 언어 
지원(Polyglot)

•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그룹 전반의 시간 소모 절감

셀프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및 스케일 업/다운 
자동화로 오류 방지

• 더 높은 서비스 가용성 

• 용량 계획 및 효율성 개선

• 설정 속도 

•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일부 서비스 사용 가능

제품 중심 사고방식 • 서비스 소유권 확대 및 명확한 
구분

•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사용 
종료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주기

• 재사용 가능한 더 강력한 구성 
요소

• 로컬에서 재구축 불필요

• 동일 제품의 내외부 사용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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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신뢰성 이점 생산성 이점

반취약성 경향 • 모든 오류와 수정을 통해 
학습하여 신뢰성 대폭 개선

• 파손 범위의 허용치 증가

• 연속적인 장애 방지를 위한 
종속성 분리

• 파손 위험 감소

• 실험 주기 단축

코드로서의 자동화 • 필요한 인적 단계를 제거하여 
오류 감소

• 수정 사항 배포에 필요한 변경 
가속

• 변경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규칙 
생성

• 일상적 태스크 제거 또는 가속

• 장애 감소를 통해 혁신에 더 많은 
시간 투자 가능

심층적 보안 • 보안 인시던트를 줄여 가동 시간 
개선

• 여러 수준에서 문제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 더 많은 팀원들이 
보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음

• 일부 시스템에 보안을 기본으로 
제공

• 책임 공유로 처음에는 지체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속도 
향상

정책에서 조치까지 - 몇 가지 조언

정책과 지침을 설정한 후의 다음 단계는 조직과 배포된 시스템을 원하는 상태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획된 일반적인 결과와 패턴의 강화,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섹션에서 이러한 중요 구현 단계에 대한 고려 사항을 다루겠지만, 먼저 일반적인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 혁명이 아닌, 환경 전체의 점진적 발전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각기 다른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미 복잡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더 추가하는 것은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환경 전반의 애플리케이션 전략에서 가장 가치있는 부분은 바로 전체 조직의 건전성이라는 
맥락에서 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서에서의 혁명적 변화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편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대표 사례로 꼽을 만한 
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성취는 전체적인 개선 사례로 기념할 만합니다.

• 목표만큼 시스템과 메트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목표는 
취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폭발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하나 이상의 메트릭을 선택해 이러한 차원의 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일련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 이러한 메트릭을 측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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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섹션 2에서 논의한 정책 영역에 대한 샘플 메트릭 및 프로세스

권장 사항 샘플 메트릭 프로세스 유형

분산된 권한 문제의 규모에 따라 평가되는 변경 
또는 예외 결정 시간

• 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글로벌 
계획 및 그룹 계획 프로세스

• 그룹 간 변경 요청 또는 예외 
프로세스

어디에서든 액세스 가능 서비스 및 속도 가용성 또는 지역, 
데이터센터, 클라우드별 서비스 
수준 계약(SLA)

• 속성 전체에 우선순위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롤아웃 

• 기능 유사점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 테스트

제약 = 자유 • 설계 프레임워크, 패턴 또는 지침 
채택

• 솔루션 컴플라이언스

• 예외 요청의 수

• 인터페이스, 제품, 내부 서비스의 
전사적 공유

• 중앙 지침 채택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

셀프 서비스 사용 중인 API 에 대한 "Time to 
First Hello World�(TTFHW) 
또는 "Time to first third-party 
user"와 같은 메트릭을 사용한 경우 
주요 서비스 또는 제품에 액세스하기 
위한 속도 또는 단계의 수

사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주기 및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시간 
측정

제품 중심 사고방식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룹, 서비스, 제품의 수

정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주기, 피드백 메커니즘, 변경 사항 
업데이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사용 메트릭 공유

반취약성 경향 장애 발생 후 복구 시간 및 유사한 
장애 재발 추세(감소 추세 기대) 
측정

• 취약성을 감지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에서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장애를 유도하는 정기적인 카오스 
테스트

• 유도된 시스템 충격의 심각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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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샘플 메트릭 프로세스 유형

어디에서든 자동화 수동 배포, 설정, 기타 단계의 수 또는 
전체 재배포에 소요되는 총 시간 
측정

자동화 메트릭 및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문제점 감소

심층적 보안 • 감지 및 포착된 보안 인시던트 수

• 보안 지침을 채택하고 
모니터링되는 구성 요소의 수

•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정기적 침투 
및 기타 보안 테스트

• 조치 후 검토

3부: 성공을 위한 아키텍처
이전 섹션의 전략 원칙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단일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조직마다 핵심 강점을 대표하는 고유한 아키텍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는 물론,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적용 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맵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현대적인 IT에서 중요성이 커진 여러 영역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큰 그림

앞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란 전체 조직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능 세트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림 5에서 대규모의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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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구성 요소와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레이어는 2부에서 다뤘던 전략 원칙과 교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략 원칙은 
이러한 레이어 전반에 적용되어 설계에 영향을 주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운영 체제 및 데이터센터 수준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화를 위한 코드 프로세스를 호스팅하는 인프라입니다.

2. 사용자 정의 코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며, 경쟁업체로부터 조직을 차별화합니다.

3. 통합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4.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실행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워크플로우)이 관여하며, 조직 
내에서 개발자가 아닌 전문가가 기여한 논리적 룰이 적용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5. 개발자 툴링, DevOps, 관리: 팀 구성원의 생산성과 시스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환경 관련 
기능입니다.

각 영역은 이후 개별 섹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과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성공 요인에는 인적 프로세스와 아키텍처 패턴이 포함됩니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진화시키는 데 필요한 
팀의 역학, 행동, 문화 모두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조직 기억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4부에서 이러한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며, 자세한 분석은 개방형 조직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하이 레벨 IT 애플리케이션 환경

 17 Red Hat 성공 사례, "항공사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 Lufthansa Technik."  
https://www.redhat.com/ko/success-stories/lufthansa-technik

 18 Whitehurst, Jim, 개방형 조직(The Open Organization), Boston,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15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제품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첩성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Tobias Mohr
Lufthansa Technik,  

Aviatar 기술 및 인프라 책임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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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IT 인프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원 
또는 사물인터넷(IoT)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모델은 IT 환경을 구성하도록 연결된 전체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IT 전략 조언에서는 IT 요소 대부분이 
통합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무시한 채 사용자 정의 코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기술 스택의 
도입만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에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개발 형태를 
포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수천 개의 개별 애플리케이션, 광범위한 SaaS 서비스, 상용 
오프더쉘프(COTS) 솔루션, 기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아키텍처 레이어는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예시에서는 관련이 있는 경우 Red Hat 기술을 
참조하지만, 다른 벤더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소스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므로, 여기에 나열되는 기술별 항목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및 제공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기술의 발전은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능을 
발전시킨 확실한 동력원입니다. 이 플랫폼 레이어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통합되고, 가치를 제공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에서 가상화, 컨테이너화된 배포로 전환함에 따라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배포 및 
자동화를 더욱 폭넓게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환을 통해 조직 내 개발자가 
데이터센터,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어디에 배포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실행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 위치가 여러 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금보다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여러 위치에서 일관된 경험 제공: 가능한 한 많은 환경에서 동일한 운영 체제 버전, 패치 수준, 기타 시스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관리: 온프레미스, 가상화,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 전반에서 통합된 관리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IT 인프라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제어: 다른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배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이점입니다. 

• 안정성, 민첩성, 가용성 증가: 페일오버 및 이중화에 대한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인프라 확장의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포에 대해서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이 환경이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Red Hat의 운영 체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접근 방식에 관한 심층 정보는 
Red Hat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19 Bach, Rachel. 천국의 여왕(Heaven�s Queen, Paradox Book 3). Orbit, 2014년 4월 22일

"그  장소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대륙이 완벽한 사각형을  
이루게 된 데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Rachel Bach/ko
저자, 천국의 여왕(Heaven�s Queen)19

IT 테라포밍 계층 
의 다섯 가지 단계

1) 플랫폼 -> 토양과 영양분 
 

2) 애플리케이션 -> 원자 단위 
생명체, 식물, 작은 동물 

 
3) 통합/메시징 -> 커뮤니티 

 
4) 프로세스 -> 문명화 

 
5) 개발자 툴/DevOps 및 관리 -> 

에코시스템 프로세스, 확인,  
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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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현대적인 IT에서는 컨테이너를 배포 인프라로 선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포함하여 전체 런타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화하고 분리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배포와 간편한 관리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위치에서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업데이트하고,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비전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진정으로 동일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각 위치에서 동일한 컴퓨팅 인프라 제공 

• 수정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어디에서든 패키징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팀이 다양한 컨테이너 클러스터 전반에서 워크로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위치에서 리소스의 스케일 업/다운 지원 

컨테이너 플랫폼은 기본 리소스 위에 추상화 레이어를 만들어, 어디에서든 리소스를 일관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버네티스 기반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 이러한 기능을 비롯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고객의 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치에서 3대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인  
Amazon Web Services(AWS), Google Cloud Platform, Microsoft Azure에서 호스팅된 제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Red Hat 클라우드 컨테이너 
e-bo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셀프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각기 다른 팀이 강력하고 일관된 보안 모델에서 필요한 용량과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발팀이 가상 리소스를 셀프 프로비저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셀프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려면 시스템 보안을 제공할 제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 모든 위치에 대한 전체 플랫폼 인프라의 신뢰성: 개별 시스템 또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정책 변경과 상호의존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단순히 "복구"되는지, 아니면 이후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잡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동화가 핵심: 지속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에는 자동화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3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리가 필요한 코드로서 자동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 자체가 레거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정의 코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자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초기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다양하게 결합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서버, 경량화된 언어 런타임, 컨테이너 관리 결합으로 천천히 진화한 기반에서 소스 코드 실행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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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자리를 잡으면서, 언어 런타임과 결합된 컨테이너 인프라가 혁신을 위한 가장 유연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이러한 조합이 널리 사용되는 배포 
패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대부분 컨테이너 관리 
레이어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환을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그림 6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접근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시나리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며,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코드 구현의 경우 기업에서는 여전히 주로 Java와 Javascript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Cloud Foundry의 최근 보고서에는 사용 중인 25개의 언어가 
나와 있으며, 기업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은 한 자릿수의 비율을 보입니다.21 

• 메시지용 보조 서비스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의 긴밀한 결합 및 포함은 사용자 정의 코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환경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처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clipse Vert.x와 같은 툴킷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 AWS의 서버리스 Lambda 접근 방식을 통해 최초로 대중화된 서비스로서의 기능(FaaS)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래머는 컴퓨팅 용량을 사전 프로비저닝해야 한다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상황에 맞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코드의 개별 요소(기능)를 간편하게 
배포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FaaS 솔루션을 이제 주요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팀 
대신 온프레미스 운영팀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IT는 사용자 정의 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중요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코드 시스템은 차별화된 기능을 대규모로 구현하므로 조직이 시장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도입할 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연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를 늘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하루가 아닌 
단 몇 분 만에 변경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van Torreblanca
CIO, Leshop.ch20

그림 6. 전사적으로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사용자 정의 코드 실행

 20 Red Hat 성공 사례, "스케일링 가능한 애자일 솔루션으로 혁신의  문화를 지원하는 LeShop.ch"  
https://www.redhat.com/ko/success-stories/leshop.ch

 21 Cloud Foundry,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These Are the Top Languages for Enterprise 
Application Development)." 2018년 8월. www.cloudfoundry.org/wp-content/uploads/Developer-Language-
Report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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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포트폴리오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이 섹션에서 식별된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최근의 혁신 중 일부입니다. 

• 엔터프라이즈급 런타임을 광범위하게 확장해 사용자 정의 코드를 지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Red Hat의 런타임 번들은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Node.js, MicroProfile, Spring 
Boot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번들은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선호하는 툴을 선택할 수 있고, 
CIO는 계속해서 조직의 사용자 정의 코드 전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Red Hat AMQ 브로커 및 Red Hat Data Grid와 함께 메시징 및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위한 보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쿠버네티스와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 긴밀하게 통합되면서,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되던 낮은 수준의 배포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은 런타임 
패키지의 코드 중심 런타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처리됩니다.

•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이 배포된 곳 어디에서든 FaaS를 활성화하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실행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이는 Knative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Google, Pivotal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메시징, 
이벤트, 서버리스(serverless) 접근 방식의 실행이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합니다. 

•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실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팀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시작 및 종료 시간이 마이크로초 이내여야 합니다. 즉, 필요하지 
않을 때는 스케일 다운이 가능하고 호출 시에는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d Hat의 Quarkus 
기술은 이제 Java 가상 머신(JVM) 기반 언어를 위한 속도와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성 및 일관성: 조직 전반에서 다양한 언어와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DevOps와 개발자 툴의 긴밀한 통합은 개발자 생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준 프로세스, 확인, 
밸런싱 작업을 자동화하면 더 많은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보안 전략을 구축하여 운영 체제에서 가상화,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코드 런타임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벤더의 자동화된 롤아웃을 통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합니다. 

통합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IT 시스템이 처음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운영 체제가 처음 프로세스 간 통신을 허용한 이후로 통합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통합이 IT 
스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다양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합은 중요한 요소지만, 
현대적 요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Enterprise Service Bus, ESB) 
배포와 같은 전통적인 통합 패턴은 조직을 위한 큰 변화를 이끌었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통합 기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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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위치에서 원활한 운영: 여기에서 운영이란 메시징, API 관리,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매핑 등의 
기능을 여러 물리적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여러 위치에서 함께 
연동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징 솔루션은 단일 위치 내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위치 전반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DC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식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23

• 코드로서의 통합: 시스템 간 통합은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매핑을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드포인트 코드를 변경하여, 통합에 동기화된 변경 사항이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은 애플리케이션처럼 코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스케일링: 통합 기술은 주로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데이터센터에서 시작되는 반면,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동일한 백오피스 시스템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한편 트래픽 볼륨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및 트랜잭션 시스템을 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스케일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더 많은 이해관계자 요구 충족: 시스템 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IT는 거의 대부분의 직무에 활용됩니다. 조직에 
필요한 통합의 수와 유형도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통합 활동 지원은 개발 및 운영팀뿐만 아니라, 기술 
역량이 부족한 사업부 내 개별 직원들에게까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시민 
통합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 데이터의 중요성 증가: 고객용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통합은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 캡처 및 분석 
추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T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에서 생성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현대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은 물론, 종종 정확하게 복제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기술은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과 결합된 
Red Hat 포트폴리오의 통합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필요할 때마다 개별 통합을 통해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 네이티브로, 자동화된 용량 스케일링을 허용합니다.

• 컨테이너 기반 Knative 기술을 통해 즉시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으므로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합을 코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DevOps 사례를 적용하고 드래그 앤 드롭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기술 숙련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통합 
수준에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AMQ 스타일 메시징에서 Apache Kafka까지 훨씬 다양한 메시징 기능을 포함합니다. 

• 다양한 클라우드 전반에 메시징, API, 통합 기술을 배포하고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Red Hat 운영 환경을 
사용하여 인프라 관리에 
드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신규 제품의  
혁신과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chael Catuara
TransUnion, 분산 시스템 디렉터22

 22 Red Hat 성공 사례, "IT를 현대화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 TransUnion" www.redhat.com/ko/success-stories/transunion

 23 Fleming, Maureen. "전 세계 통합 및 API 관리 소프트웨어 전망, 2019-2023(Worldwide Integration and API Management 
Software Forecast, 2019–2023)", IDC, 2019년 6월,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51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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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해 조직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소프트웨어팀에서 여기에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API는 이러한 광범위한 도입에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 간 통합 소유자를 위한 전략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분산하면 개별 그룹의 
자율성이 증가하며, 중앙화된 통합 역량 센터(Integration Competency Center, ICC)팀의 워크로드가 
줄어듭니다.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통합 전반에서 변경된 데이터 캡처, 페더레이션된 데이터의 가상화, 메시징,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모범 사례를 설정하는 등의 전략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어떻게 플랫폼 
레이어와 연결되어 위치에 관계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Red Hat의 애자일 인테그레이션 e-book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전략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조직에서 실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됩니다. 사람(직원, 파트너, 고객)이 여기에 
개입하며 데이터와 상태에 따른 복잡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애플리케이션과 자동화된 지능형 의사 결정에 대한 수요는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인프라에 확산되고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서비스 패턴, API, 통합 도입: 기업 전반에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프로세스를 연결할 기회를 
창출하고, 더욱 풍부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며, 이전에 액세스할 수 없었던 데이터 세트 또는 시스템에 
자동화를 적용합니다.

• 설정, 비즈니스 수준 로직, 룰을 사용한 솔루션의 중요성 확대: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이 환경에 새로운 
기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를 반영하는 사용자 정의 로직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입니다. 설정 가능한 룰을 통해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에서 FaaS 호출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분산 증가: 조직 내 데이터센터 수와 클라우드 위치가 늘어나면서 이들 위치 전반에 프로세스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한 위치에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고 모든 위치에서 일관된 
흐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izDevOps의 등장: 비즈니스 요구를 애자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직접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코드 개념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툴체인을 통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12월 
말까지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늘어나고, 반송 또한 
성수기에 증가합니다. 

OpenShift를 통해 이런 
피크타임에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스케일링할 

수도 있습니다."

Carla Maier
UPS, 클라우드 플랫폼 및 기술 부서,  

시니어 매니저24

 24 Red Hat 고객 사례, "DevOps 및 Red Hat을  통해 운송물 조회와 배송을 간소화한 UPS"  
www.redhat.com/ko/resources/ups-customer-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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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성: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특히 직원이나고객 수가 많은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IT 서비스를 
일부 보강합니다. 그러므로 장애 및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핵심 프로세스의 사용량을 온디맨드로 스케일 
업/다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서버리스 및 FaaS 플랫폼의 사용: 비즈니스 규칙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서 확장성, 성능,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사 결정과 조치는 물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 또한 FaaS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백오피스 시스템과 고객 대면 시스템 간 IT 융합과 그로 인한 데이터의 증가: 이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의 의사 결정과 자동화된 의사 결정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대규모로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각각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IT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은 통합 기술과 함께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Red Hat 
포트폴리오에서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컨테이너에 네이티브 배포: Red Hat의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의 긴밀한 통합입니다.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확장성, 복구 능력, 위치 독립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버리스와 FaaS: Red Hat의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인 Kogito는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버리스 및 FaaS 모델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확장합니다. Kogito는 처음부터 Quarkus를 
통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온디맨드 서비스에 필요한 빠른 시작 기능, 확장성, 메모리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인지 컴퓨팅: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는 리소스 집약적인 인공 지능(AI)과 머신 러닝(ML)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의사 결정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Red Hat Decision Manager는 예측 모델을 사용자가 작성한 DMN(Decision Model and 
Notation)이라는 의사 결정 모델에 통합해 조직이 자동화를 늘리고, 인적 개입이 필요한 예외는 줄이도록 
지원합니다.

• 지능형 관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결함에 대한 대응을 자동화하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통해 운영 워크로드를 줄입니다. Red Hat의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에는 
분산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오퍼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전략적 의사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점 더 많은 직원, 파트너, 고객이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설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기술 전문가가 안전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분산된 권한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이를 활용해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전반에 
여러 개의 EMR, 실험실, 
기타 시스템에 대한 

수백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건강 

정보 교환 팀에서는 지난 
5~6년간 그  작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으며 단일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분석 인사이트를 
얻는 데 사용되거나 의사 
결정 엔진에서 권장되는 
작업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pul Kashyap
Northwell Health, 임상 정보 시스템 책임자 겸 

엔터프라이즈 정보 아키텍트25

 25 RTInsights 분석 보고서,  "Red Hat Decision Manager로 임상 의사 결정 엔진 플랫폼 구축", 2018년  
www.redhat.com/ko/resources/building-a-clinical-decision-engine-rtinsight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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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과 절차, 역할, 책임을 결정합니다. 이는 수동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때 비즈니스 부서와 IT 
간 협업을 위한 것입니다.

• 의사 결정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를 위해 FaaS와 클라우드에 사용할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서비스로서의 BPM을 클라우드에 사용할지, 온프레미스에 사용할지, 아니면 이 둘을 조합하여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온디맨드로 서비스로서의 프로세스 관리를 제공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프로세스 전문가가 
없었던 팀에서 각자의 워크플로우를 캡처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취약성 방식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자 정의 엔지니어링 및 컴파일된 코드를 설정 
가능한 규칙과 표준 형식으로 교체하면 복잡한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코드 
배포를 수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스템 파손의 위험을 줄이고, 팀 구성원들이 중요한 
프로세스에 내재된 종속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자 툴링, DevOps, 애플리케이션 관리

DevOps와 개발자 툴링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기반을 제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개발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된 것입니다.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27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스케일링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CNCF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복구 능력이 있으며, 관리 가능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결합합니다. 
또한 강력한 자동화를 함께 활용하여 엔지니어가 영향이 큰 변경 사항을 손쉽게 더 자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복구 능력, 관리 용이성, 관측성과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하면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인프라 요소로서 다수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IT 환경은 DevOps 사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미들웨어, 개발자 툴 및 관리는 물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활용한 새로운 변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연동하며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직원, 파트너,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OpenShift와 
OpenStack 덕분에 

팀이 아이디어를 더 빨리 
발전시키고, 차질 없이 
혁신과 탐색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소형 서버가 
필요한지, 대형 서버가 
필요한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José María Ruesta
BBVA, 인프라, 서비스 및 오픈 시스템 부문 

글로벌 책임자26

 26 Red Hat 고객 사례,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BBVA."  
https://www.redhat.com/ko/resources/bbva-customer-case-study 

 27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식 정의 v1.0  
https://github.com/cncf/toc/blob/master/DEFINI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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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DevOps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Red Hat DevOps 리소스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d Hat Open Innovation Labs와 기타 서비스 팀 또한 시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 지침을 반복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해 가속화된 여러 추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DevOps에서 파생된 코드로서의 인프라라는 개념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이 다중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전반에 배포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 존재하는 
배포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기능이 없으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자동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위치의 
수많은 서비스와 API에 걸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피하려면 배포를 주의 깊게 
오케스트레이션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IT 환경에는 여러 플랫폼 환경이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플랫폼은 다양한 운영 체제, 가상화된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베어 메탈(bare metal) 기반으로 배포된 머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플랫폼 수준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려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 개발 툴은 인프라를 변경하고 업데이트하여 실시간 테스트 및 기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은 코드가 전적으로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 관측 및 추적 기능을 실행하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코드 실행은 다양한 위치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호출 전반에서 반드시 추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장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지만, 툴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 애플리케이션 유형, 기술로 인해 분산되는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배포의 요소를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분산된 속성에 대한 해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툴과 아키텍처를 배포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성공하려면 이 두 부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Red Hat 솔루션 스택의 개발 항목 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Red Hat OpenShift의 멀티클러스터 관리 및 CI/CD(지속적인 통합 및 지속적인 제공) 파이프라인을 위한 
다양한 툴과 컨테이너 배포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합니다.

• Red Hat Developer�s CodeReady Workspaces는 컨테이너로 배포된 코드에 최적화된 완벽한 웹 
브라우저 기반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작업 공간, 사전 구축 또는 사용자 정의 
스택, 개발자 설정 관리 중앙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워크플로우 기능과 보안 
표준을 통해 하이브리드 IT 환경 전반의 관리를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합니다.28

• Red Hat의 예측 모니터링 솔루션인 Red Hat Insights가 이제 모든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됩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Red Hat 플랫폼에 보안, 성능, 가용성, 안정성을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28 Red Hat 보도 자료. "Red Hat, 최신 버전의 Red Hat Ansible Tower를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전반의 자동화 통합," 
2019년 1월 9일, https://www.ansible.com/press-center/press-releases/red-hat-ansible-tower-3-4

www.redhat.com/ko 
 

https://www.redhat.com/ko/topics/devops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
https://developers.redhat.com/products/codeready-workspaces/overview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insights
https://www.ansible.com/press-center/press-releases/red-hat-ansible-tower-3-4
http://www.redhat.com/ko


31E-book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융합: 전략 가이드

장기적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자 툴링, DevOps,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 기능: 각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 제공 인프라(플랫폼 및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해 동일한 
기본 인프라, 서비스,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포는 여러 위치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을 실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개발자 툴링 접근 방식: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 기반 IDE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일관된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개발팀 및 운영팀의 제품 중심 사고방식: 재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신뢰를 구축하기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품 
중심 사고방식은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팀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계획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며 코드 업데이트, 배포, 사용 종료와 관련한 자동화, 일상적 습관, 프랙티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자동화: 프로세스와 자동화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구현된 DevOps가 금세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직된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부: 애플리케이션 환경 여정
Red Hat IT 팀은 Red Hat의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대한 가치와 준비 상태를 
평가했습니다(그림 7 참조). 애플리케이션의 변화 속도 및 수명과 같은 가치 평가 기준과 비즈니스 중요도, 
비즈니스 지원, 아키텍처 격차 등을 비롯한 준비 상태 기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림 7. 현대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평가(Red Hat IT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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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을 제외하고, IT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부분만을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IT 전략은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전체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도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모범 사례를 
전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리소스가 소진되고 맙니다. 

이 섹션에서는 3부에서 살펴본 전략 영역을 그림 8과 연결시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림 8.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복구 능력과 생산성의 진화에 대한 순차적 표현

이는 기술 도입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조직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서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정책, 기능, 의사 결정을 반영합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IT 조직에서 모든 시스템, 프로세스, 전략적 방향을 한 번에 발전시키거나, 조직 전반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단계별로 시각화한 이유는 개선 사항의 논리적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하나의 엔터티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선은 비즈니스 단위에 상관없이 
어떤 단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전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세분화되어 사라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관료주의

파편화된 관료주의는 조직을 설명하는 말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오늘날 IT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IT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이전 세대에서 선택한 
규칙, 프로세스, 기술이며, 이러한 결정이 IT 조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좋은 변화든, 어떻게 
지속되든 상관없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직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순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Gartner29에 따르면, 기술적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IT 조직은 단순히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명이 몇십 년 정도 되는 복잡한 에코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능은 일시적이지만 
구조는 영구적입니다.

 29 Kyte, Andy. "Gartner 기조 연설: 기술 부채에 대한 모든 것(Gartner Keynote: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to Know 
About Technical Debt (but Were Afraid to Ask))" Gartner Application Strategies & Solutions Summit, 2018년 11월 
27일-29일. https://emtevr.gcom.cloud/events/apn32/sessions/apn32%20-%20k4%20-%20gartner%20keynote%20
everything%20you%20always%20wanted%20to%20k%20-%20373224_470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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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조직과 구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료주의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조직과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만, 파편화된 일부는 언제나 
존재하며 심지어 필수적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조직에 대해 얼마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전반적인 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 지침과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을 위한 과정

대부분의 IT 조직에서 둘 이상의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데이터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위치를 다수 활용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러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개선하려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할 영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을 발전 단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중심 사고방식: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품 중심 사고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 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 다른 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믿고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초점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기능 및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에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한 팀이 개발에서 프로덕션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을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중심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중요한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냅니다. 도메인 경계는 어디이며, 어떤 API와 기능 
세트에 확실한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든 서비스 가능: 초기 배포에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이러한 계획(또는 롤아웃)에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완전히 다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영역은 가능한 경우 셀프 
서비스에 대한 푸시를 포함하므로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리소스를 셀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동하면 효율성과 생산성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유형의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코드로서의 자동화: IT 환경에서 자동화 수준을 높이면 ROI(투자 수익률)가 더욱 높아지지만, 이는 자동화가 
명시적으로 코드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 관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현재 구축해 놓은 자동화가 나중에는 부적합한 기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방식 변화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생성하거나 보강하는 통합, 의사 결정 규칙, 프로세스 자동화 
코드에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에는 사용자 정의 로직보다 통합 코드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코드로서 명시적으로 간주한다면 시스템 전반에서 배포를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반취약성: 반취약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장애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스(자동화 또는 인적 개입)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Netflix와 같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상당한 규모로 채택한 조직은 거의 없으므로, 반취약성을 지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단계와 이전 단계에 보안을 포함한다는 것은 사전 대응 능력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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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루프 및 문화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의 도입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기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대개는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Red Hat IT 팀이 배운 교훈은 바로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과 적극적인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관점 모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A는 이미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왜 B를 
구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A에 대한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B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아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d Hat IT 팀에게 실제로 유용했던 방식은 그림 9에서처럼 전략적 특성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기능과 
그룹에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9. 애플리케이션을 유사점,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쉬움

또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언제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지도 정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의 변경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팀은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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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에서 마지막으로 활용한 전략은 Red Hat IT 전체를 위한 단일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부에 롤아웃하는 것이었습니다. Red Hat IT가 도입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세 개의 
병렬 플랫폼이 롤아웃되었습니다. 관리형 플랫폼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이고, UpShift 플랫폼은 Red Hat 제품 
및 기술의 내부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개방형 플랫폼은 회사 전체에서 모든 직원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 및 기술의 내부 사용을 위한 환경을 롤아웃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작한 혁신적인 버전을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용 가능한 
IT 기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Red Hat 직원은 기술 전문가입니다. 이 IT 시스템은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화를 수용한 Red Hat의 조직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방형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이 e-book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론은 없습니다. 대규모 IT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략을 결합하는 것이 이 e-book의 목적입니다. 

조직의 IT 시스템을 단일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질문을 던져본다면,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전략적 차원이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합니까? 

• 하나의 영역 또는 조직 전체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핵심 플랫폼 유형(운영 체제, 가상화, 컨테이너)과 애플리케이션(사용자 정의 코드, 통합, 프로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결합합니까? 

• 이러한 모든 개념이 개발자 생산성 및 운영 안정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Red Hat Services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0. Red Hat IT가 채택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사용된 병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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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결론 및 다음 단계
IT 시스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신뢰성과 생산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애자일 전략이 없으면,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전 IT 
시대에서도 많은 혁신을 이뤘지만, 지난 몇 년간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IT가 활용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의 협력 또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조직이 건전하고, 강력하고, 생산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통해 혁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생산성이 높은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 
여러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걸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 e-book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고객 사례와 기술 배포를 통해 얻은 
전략적 인사이트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인사이트가 모든 시나리오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참조하여 IT 여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d Hat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전환 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Red Hat Consulting의 지원 방식은 컨설팅 디스커버리 세션을 통해 모범 사례와 계획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 Red Hat의 Services Speak 블로그에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팁을 확인해 보세요.

• 귀사의 DevOps 성숙도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를 알아 보려면, Ready To 
Innovate 평가를 수행해 보세요. 

Red Hat 기술 오퍼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애플리케이션 제공: Red Hat OpenShift

• 애플리케이션 개발: Red Hat Middleware

• 개발자 툴: Red Hat Developer Toolset 

• 관리: Red Hat Smar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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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정보
Red Hat은 세계적인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성능 Linux,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으로 하여금 신규 및 기존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Red Hat의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표준화하는 동시에 복잡한 환경의 자동화, 보안 및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은 전세계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위있는 어워드를 다수 수상한 바 있으며, Fortune 
선정 500대 기업의 신뢰를 받는 어드바이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파트너,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고객들이 디지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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