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d Hat 및 
Capgemini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문가로서, 전문 자격증을 
갖춘 디지털, 클라우드 전문가 및 기본 개발자로 구성된 
Capgemini의 대규모 팀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상황에 
적합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레드햇�지원�인력은

클라우드�네이티브 
개발이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은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접근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네이티브�개발을�통해�조직�내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접근 방식으로 지속적인 애자일 개발, 협업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클라우드의 탄력성, 유연성 및 자동화를 활용합니다.

관련�자료

시장�출시 
시간�단축

비즈니스 
민첩성�개선

고객�경험 
개선

비즈니스 
확장성�개선

DevOps
DevOps는 비즈니스 가치와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자동화, 플랫폼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DevOps 자세히�알아보기  3

클라우드�네이티브�애플리케이션�구현을 
위한�과정�및 Red Hat IDC 연구

Capgemini는 Red Hat® OpenShift®와 
함께 기업이 기존의 워크로드 또는 현대적인 
워크로드를 컨테이너화하여 클라우드 및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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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 Partner Spotlight #EUR145010119, Red Hat 후원. 2019년 4월. Capgemini는 Red Hat OpenShift와 함께 기업이 기존 및 현대적인 워크로드를 컨테이너화하여 클라우드 및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s://www.redhat.com/ko/resources/idc-capgemini-helps-businesses-containerize-red-hat-openshift

Red Hat 클라우드 
네이티브�웹�사이트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축 방식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잘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실행,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보기  3

코끼리에게�춤추는 
방법�가르치기

본 E-Book은 "디지털 다윈주의(Darwinism)"의 
단계를 검토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어떻게 조직을 
진화시킬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문서에서 코끼리는 조직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며 이 코끼리에게 민첩하고 프로세스 
중심적이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자세히�보기  3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독립적인 최소 
규모의 구성요소로 분해합니다.
마이크로서비스�자세히 
알아보기  3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툴, 정의, 프로토콜의 
세트입니다. 이는 새로운 연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 
없이 제품 및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I 자세히�알아보기  3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전체 
런타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분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자세히�알아보기  3

클라우드�네이티브�개발의�비즈니스�이점:

귀사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지원할�준비가�되어 
있습니까?
IDC는 새로운 툴과 더 많은 개발자, 수많은 코드 
재사용을 통해 2023년까지 유럽 내에서 약 1억 
개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지난 40년간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수와 거의 동일한 규모)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거시�비용�절감  
(필요한 리소스 비용만 

지불)

개방된�환경에서의 
효율적�작업 

(이식성 지원 및 Red Hat 
기반 구축)

향상된�기능의 
애플리케이션�구축 

가속화

뛰어난�고객�경험 
구축

30%
1억 개

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귀사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전문가입니다.

열정을 갖춘 인재입니다.

고객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

더욱 효율적인 구축. 
더욱 신속한 제공.
Red Hat OpenShift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https://www.redhat.com/ko/topics/devops
https://www.redhat.com/ko/topics/microservices
https://www.redhat.com/ko/topics/api
https://www.redhat.com/ko/topics/containers
https://go.redhat.com/cloud-native-application-development-20180726?intcmp=701f2000001OMH6AAO
https://www.redhat.com/ko/resources/middleware-teaching-elephant-to-dance-ebook
https://www.redhat.com/ko/topics/cloud-native-ap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