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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Red Hat® Fuse는 독립 실행형, 클라우드 및 iPaaS 배포 옵션을 사용하는 분산형 통합 플랫폼입니다. 

Fuse를 사용하면 통합 전문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비즈니스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연결된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협업하고, 셀프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하고,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Fuse는 범용 플랫폼으로, 레거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서 파트너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IoT) 기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IT 사용자와 기술 부서 이외 

사용자가 애자일 통합의 이점을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하는 이유

통합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IT의 전략적인 부분이며 다음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포괄적인 비즈니스 통찰력

 • 강력한 에코시스템

 • 풍부한 사용자 경험

그림 1. 어떤 위치에서든 모두를 위한 통합을 제공하는 Red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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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특징

Red Hat Fuse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배포 방법과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협업을 지원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기업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내에서 기술 부서 이외 사용자가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 배포: 통합 전문가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통합 솔루션을 손쉽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테스트, 프로비저닝, 보안이 플랫폼에 의해 자동화됩니다.

• 분산된 인프라: 사전 정의된 엔터프라이즈 통합 패턴(EIP)과 200개 이상의 커넥터에서 구축된 통합이 

컨테이너 네이티브 인프라에 배포되므로 쉽게 조정하고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로우 코드(Low-code) 인터페이스: 개발자와 기술 부서 이외 사용자가 사전 정의된 서비스와 통합 

플랫폼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팀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IDC: RED HAT 통합 제품의 
비즈니스 가치

 • 연간 추가 수익 : US$400K

 • 3 년 투자수익률 (ROI): 520%

 • 투자 회수 기간 : 6 개월

리포트 읽기

그림 2. 비즈니스 사용자와 기술 사용자 모두를 위한 통합 기능을 지원하는 Red Hat 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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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Linux, 
미들웨어,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계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위있는 어워드를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Red Hat은 기업, 
파트너,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며 고객들이 IT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공개하여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redhatkorea 
구매문의 080-708-0880 

buy-kr@redhat.com

한국레드햇 홈페이지 https://www.redhat.com/korea

왜 RED HAT인가?

Red Hat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최신 혁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벤더 종속 문제를 해결하며, 낮은 총소유비용을 보장합니다.

Red Hat은 커뮤니티 배포판을 통합한 다음 결과로 나온 배포판에 대해 엄격한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이를 완료한 다음에야 엔터프라이즈 IT를 위해 패키징합니다. Red Hat의 서브스크립션 기반 

제품은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므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문 지식,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Red Hat Middleware 체험하기: 구매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데모를 실행하고, 기술검증(POC)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십시오. https://access.redhat.com/

downloads를 방문하십시오.

• Red Hat Middleware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developers.redhat.com/middleware에서 

웨비나, 튜토리얼, 데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오픈소스에 참여하기: jboss.org/contribute 및 apache.org에서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사용자 그룹에 

참여하거나, 코드를 제공하거나, 출시 예정 릴리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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