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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십 년 동안 기반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온 반면 네트워크 관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보통 수동으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되며, 네트워크 운영자(NetOps)는 
라우터와 스위치, 로드 밸런서 및 방화벽에 로그인하여 수동으로 설정을 변경한 후 
로그아웃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규 개발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tOps팀은 고도로 격리된 도메인과 플랫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 네트워크 벤더는 전체적인 운영상의 개선보다 개별 제품 기능에 더 집중합니다. 

 ► 서로 전혀 다른 부서의 팀이 효과적인 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문서 기반의 기존 운영 방식은 업데이트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 네트워크 기기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CLI) 사용은 자동화를 저해합니다. 

 ► 기존의 모놀리식 독점 플랫폼은 자동화 기능이 부족합니다.

 ► 조직 차원의 추진력으로 인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킹 현황
네트워크 관리의 점진적인 진화

귀사는 네트워크 자동화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77%의 조직이 우선순위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꼽았지만2, 대부분의 조직은 
자동화 성숙도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12%
모든 네트워크 위치에서 프로덕션 
환경에 자동화 사용3

 1 Cisco. �2021 글로벌 네트워킹 동향 보고서(2021 Global Networking Trends Report),� 2020년 11월
 2 Enterprise Management Associates, Red Hat 후원. �연구 요약: 기업 네트워크 자동화로 2020년 이후를 대비,� 2019년 9월
 3 Juniper Networks. �2020년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The 2020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20년 10월

50%
디스럽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네트워크 
전문가의 비율1

29%
아직 자동화를 시작하지 않음3

25%
기본 스크립팅을 사용하여 CLI 
이상의 자동화 착수3

13%
테스트, 개발 또는 랩 환경에서만 
자동화 사용3

21%
일부 네트워크에서 프로덕션 
환경에 자동화 사용3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2021-networking-report-preview.html
https://www.redhat.com/ko/resources/enterprise-network-automation-ema-analyst-paper#:~:text=Enterprise%20Management%20Associates%20(EMA)%20research,their%20use%20of%20network%20automation.&text=They%20were%20looking%20to%20leverage,security%20incidents%2C%20and%20manage%20capacity.
https://www.juniper.net/us/en/forms/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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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의 공통 과제
네트워크 자동화는 조직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기업의 12%만이 네트워크 
전체 과정 중 프로덕션 환경에서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5 네트워크 
자동화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5

 ► 실무에 대한 학습 시간 부족

 ► 프로덕션 중 실수에 대한 우려

 ► 학습을 시작하기 앞서 필요한 지식 
부족

 ► 너무 많은 기술 선택 옵션

 ► 자동화하기 어려운 오래된 네트워킹 
장비

네트워크 설정 및 업데이트에 대한 전통적인 수동식 접근 방식은 매우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신속한 변경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자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프로세스로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IT 운영팀의 요구에 따른 리소스 제공 

 ► 변경 제어 및 설정 프로세스 구현 

 ► 인벤토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 이기종 네트워크 플랫폼 전반에서 설정 표준 유지관리 

 ►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NetOps팀 구축 

프로그래밍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 기술은 고객이 조직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NetOps팀이 동료 IT팀들과 동일한 
수준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기기에 특화된 툴을 자동화 툴링을 사용해 
통합하기도 힘듭니다. 정책 기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은 멀티벤더 환경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NetOps 전문가들은 특정 네트워크 통합에 필요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
운영의 가속화를 돕는 네트워크 자동화

 4 Red Hat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에서 수행한 연구.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자동화로 혁신 촉진(Enterprise Open Source Automation Drives Innovation),�  
2020년 7월

 5 Juniper Networks. �2020년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The 2020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20년 10월

53%
네트워크 자동화에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과 같은 오픈소스 인프라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4

https://www.redhat.com/ko/resources/enterprise-open-source-automation-drives-innovation-analyst-material
https://www.juniper.net/us/en/forms/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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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설정 활동의 자동화 
비율은 2020년 초의 30%에서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artner
네트워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시장 가이드, 
2020년 9월7

네트워크 자동화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로직을 사용해 네트워크 리소스와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NetOps팀은 신속하게 네트워크 인프라(레이어 1-3)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레이어 4-7)를 설정, 확장, 보안 및 통합합니다. 통신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웹 스케일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동화를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현재 모든 조직들이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NetOps팀은 네트워크 자동화를 통해 유연한 용량, 애플리케이션 보안, 로드 밸런싱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워크로드 요구 사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의 보안 정책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셀프 서비스 및 온디맨드 네트워크 활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관리, 도큐멘테이션, 로깅을 개선해 가시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NetOps팀은 현대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팀만큼 민첩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동화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으로 수동 프로세스 간소화

 6 Juniper Networks. �2020년 네트워크 자동화 현황(The 2020 State of Network Automation),� 2020년 10월
 7 Gartner. "네트워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시장 가이드(Market Guide for Network Automation and Orchestration Tools)," 2020년 9월 14일. Document ID 

G00720710.

0 5 10 15 20 25 30

네트워크 효율성

보안

인시던트 대응 및 복구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 감소

비즈니스 민첩성

비용 절감

IT 서비스 제공 효율성

IT 서비스 신뢰성 26%
23%

19%
14%

17%
17%

14%
11%

비즈니스 요인 기술 요인주 원인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요인6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990134
https://www.juniper.net/us/en/forms/sonar/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990134/market-guide-for-network-automation-and-orchestrati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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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화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프라 가용성, 직원 생산성, 네트워크 보안성 및 설정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업계 및 규모 불문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점 실현

가용성
보다 효과적인 테스트와 관리로 네트워크 가용성을 높입니다. 

 ►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변경으로 인한 영향 평가 

 ► 자동화된 변경 관리로 오류 감소

 ► 네트워크 용량 확장으로 변화하는 요구 사항 충족

생산성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증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팀의 역량을 개선합니다. 

 ► 필수적인 일상 활동 간소화 

 ► 네트워크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 

 ► 반복적이고 비선호되는 업무의 자동화

보안
취약점을 식별해 네트워크 전체에서 픽스(fix)를 구현합니다.

 ► 네트워크 기기에 관한 정보 수집 

 ► 네트워크 기기 인벤토리 구축 및 유지관리 

 ► 문제의 자동적인 감소

컴플라이언스
변화하는 정책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설정 보기 가능 

 ► 커밋 전 변경 사항 자동 테스트

 ► 변경 사항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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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사용 Q&A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하려면 코드 작성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읽기 쉬운(human-readable) 
명령어와 기존 네트워킹 CLI 및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로 작업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하면, 기업에 더욱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전략적인 혁신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서버 
전용인가요? 

 ►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Linux, Windows,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기술에 이르는 
IT 환경의 모든 요소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디맨드 동영상 보기:  
red.ht/AnsibleVideos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간편하고 강력한 IT 자동화 플랫폼으로서, 
서버와 네트워크부터 애플리케이션과 DevOps에 이르는 복잡한 데이터센터 환경을 
간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멀티벤더의 가상 환경 및 물리 환경 전반에서 
레거시 네트워크 인프라와 오픈 네트워크 인프라 기기를 지원하므로 단일 툴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절실한 부분을 우선 선택하여 도입하십시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의 유연한 프레임워크는 점진적인 변화를 수용하므로 소규모로 시작해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활용하면 전체 프로덕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IT 자동화를 위한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는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그림 1.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한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 라이프사이클 관리

설정
네트워크 스택 
설정 자동화

검증
기존 네트워크 
상태 테스트 및 
검증

감지
네트워크 설정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

https://red.ht/AnsibleVideo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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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북이란?

플레이북은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통해 IT 자산을 설정,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플레이북은 호스트 
인벤토리 전체에서 자동화를 정의하는 
플레이(play)라는 커맨드 세트로 
구성되며, 각 플레이는 인벤토리에서 
호스트 한 개나 다수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태스크 한 개 이상을 
포함합니다. 각 태스크는 기기 정보 
수집, 네트워크 설정 관리 또는 연결성 
검증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nsible Automation Platform 모듈을 
호출합니다. 다수의 팀이 플레이북을 
공유하고 재사용하여 반복 가능한 
자동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ntent Collection이란?

Collection은 플레이북 예시, 롤, 모듈, 
플러그인 등을 포함할 수 있는 Ansible 
콘텐츠를 위한 표준화된 배포 형식입니다. 
Ansible Galaxy에서 커뮤니티 지원 
Collection을 설치하거나 Ansible 
Automation Hub에서 완전히 지원되는 
인증 Collection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표준과 에이전트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간편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현대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실현하는 솔루션이며, 
현 프로세스와 레거시 인프라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간단하고 강력한 
에이전트리스 자동화 엔진입니다.

더욱 간소화된 네트워크 자동화
간단하고 강력한 에이전트리스 자동화 기반 도입

단순성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YAML 기반 플레이북과 롤을 통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동화를 사용합니다. 태스크는 순서대로 실행되며, 
이를 결합하여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 워크플로우로 비주얼 사용자 인터페이스(VUI)를 
사용해 간단하고 효과적인 자동화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NetOps 엔지니어는 즉시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능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모듈과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송 메커니즘으로 
인스트럭션을 전송하고 대규모 자동화를 위한 템플릿 엔진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하드웨어 파트너의 지원되는 인증 콘텐츠에 액세스해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 내에서 직접 기존 CLI와 플랫폼에 특화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리스
네트워킹 기기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호 운용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 네트워크 보안이 
개선됩니다. 네트워크 기기를 위한 연결 플러그인은 기존 자동화를 
새로운 기기의 API에 배포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https://docs.ansible.com/ansible/latest/user_guide/playbooks_intro.html
https://docs.ansible.com/ansible/latest/user_guide/collections_using.html
https://www.ansible.com/products/automation-hub
https://cloud.redhat.com/ansible/automation-hub/
https://cloud.redhat.com/ansible/automation-hub/
https://access.redhat.com/articles/36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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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스케일에 따른 팀 기반 자동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CLI 기반 자동화 엔진, 그래픽 관리 
인터페이스, 고급 분석에 대한 액세스, 콘텐츠 관리, 카탈로그 서비스, 엔터프라이즈급 지원을 포함합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자동화 배포 및 사용 방식을 제어하고 소스 및 결과에 관한 감사 가능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케일에 따라 프로덕션 수준의 자동화 
기술 배포

주요 특징 및 장점
 ► 전체 네트워크를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 80개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하여 모든 요소를 자동화합니다.

 ► 인증된 Content Collection: Red Hat과 인증 파트너가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자동화 콘텐츠에 액세스합니다.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Red Hat Ansible Tower에서 구성원, 프로세스, 기기별로 액세스를 지정합니다.

 ► 동적인 인벤토리 기능: 해당 네트워크에서 모든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합니다.

 ► 워크플로우 및 스케줄링: 특정 시간에 실행되도록 태스크를 구성하고 플레이북을 스케줄링합니다.

 ► Restful API: 다른 툴의 메시지 및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자동화 패브릭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IT 환경 
전반에서 자동화를 설명하고,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보안 중심 
패브릭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여러 팀 간의 협업을 
장려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운영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증 콘텐츠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지원되는 인증 자동화 
콘텐츠를 제공해 플랫폼 기능을 
확장하고, 도메인 전반에 자동화를 
확대하며, 도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https://access.redhat.com/articles/3642632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  8

기술 및 지식 구축
Red Hat은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교육 과정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Ansible for network 
automation(DO457)은 네트워크 
자동화를 사용하여 조직의 네트워크 
인프라 내의 스위치, 라우터 및 
기타 기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인프라 자동화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 Red Hat Developer 프로그램은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 주도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반 랩을 
제공합니다. 

 ► Ansible Automates는 IT 자동화를 
위한 Red Hat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는 무료 
1일 버추얼 또는 대면 이벤트입니다.

 ► 무료 60일 평가판 서브스크립션으로 
귀사의 환경에서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해보세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상용화 수준 제품으로 도약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제품으로서 전체 지원을 받으며, 커뮤니티의 혁신과 지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약성은 
감소되었습니다. Red Hat의 오픈 개발 모델은 사내에서 커뮤니티 릴리스를 관리, 업데이트 
및 테스트해야 하는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더 많은 인력이 코드 
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전체 지원
Red Hat은 운영 체제(OS)에서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수십 개 벤더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IT 및 네트워크 보안과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엔드 투 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d Hat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의 협업적인 
Red Hat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은 Red Hat 엔지니어, 최신 제품 지식 그리고 모범 사례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패치와 제품 업데이트는 Red Hat Global Support 
Services 팀에서 제공합니다.

기업 네트워크를 위한 선택권과 유연성
Red Hat은 인증 파트너 및 제3사 제품으로 구성된 대규모 에코시스템을 양성하고 있으며, 
Red Hat 제품과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필요에 맞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에는 네트워크에 
특화된 Content Collection과 인증 모듈, 플러그인, 롤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벤더의 기기와 
플랫폼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지식 서비스 제공
Red Hat은 또한 고객의 네트워크 자동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및 교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Red Hat Consulting은 고객의 팀과 협력하여 고객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 교육 및 
자격증은 핸즈온 교육과 실용적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이 운영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d Hat 방식으로 네트워크 자동화
개방형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성과 실현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457-ansible-network-autom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do457-ansible-network-automation
http://developers.redhat.com
http://ansible.com/community/events/automate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try-it
https://www.redhat.com/ko/about/development-model
https://www.redhat.com/ko/resources/infographic-supporting-you-red-hat-way
https://access.redhat.com/ecosystem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and-certification
https://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and-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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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네트워크의 여러 요소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하며, 대다수의 고객들이 다음의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자동화의 활용 방식
필요한 곳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 구축

 8 Forrester. �Forrester Wave™: 인프라 자동화 플랫폼, 2020년 3분기,� 2020년 8월 10일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특히 네트워크를 
자동화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다양한 배포 옵션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기타 자동화 툴에 
대한 서비스 브로커 역할을 
하는 데 탁월합니다. 밀접한 
커뮤니티 에코시스템이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Forrester Wave™: 인프라 자동화 플랫폼, 2020년 3분기8

기존 네트워크 툴 및 기기 통합
모든 NetOps팀은 네트워크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기존 네트워크 기기 및 관리 툴은 
물론 기타 벤더에 특화된 자동화 툴과 통합되어, 현재 보유한 네트워크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트워크 설정 백업 및 복구
설정의 백업 저장은 주요 NetOps 작업입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하면 전체 설정이나 설정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기기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이러한 설정을 네트워크 기기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정보 수집과 같은 읽기 전용 태스크는 네트워크 인벤토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하면 손쉽게 네트워크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및 특정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표준화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정보 소스(Source of Truth) 생성
효율적인 NetOps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네트워크 기기의 설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네트워크 설정을 
코드형 인프라(IaC) 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변수로 처리하는 
기기 외 정보 소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다양한 네트워크 벤더의 기기 설정을 정형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관리
설정 변동(drift)은 특히 수동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정책 적용, 변동 사항 모니터링 및 수정, 
설정 유지관리를 간소화합니다. 정형화된 설정 데이터와 함께 코드형 
인프라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Linux 호스트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reprints2.forrester.com/#/assets/2/431/RES157471/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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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udovic Hauduc
Microsoft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부, 기업 부사장

도전 과제
Microsoft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중심의 선도적인 플랫폼 및 프로덕션 기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객, 파트너 및 직원의 경험을 개선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했습니다. 네트워크 복잡성과 규모, 연결된 기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Microsoft는 이 
E-book 전체에 소개된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솔루션
Microsoft는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배포하여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자동화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Microsoft의 네트워크 개발자들은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Microsoft는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확장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문제 티켓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 성공 사례

Microsoft
자동화 및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 문제 해결 가속화 네트워크 확장성 및 일관성 개선반복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동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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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기반 액세스로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개선

자동화와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통해 생산성 향상 

IT 관리의 간소화로 다운타임 및 
오류 감소 

플레이북 및 동기화 회의를 활용하여 
협업 향상

셀프 서비스 기능으로 일상 작업 
간소화 

연간 3,000시간의 수동 태스크 
감소 예측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Swisscom은 전사적인 IT 및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툴을 
필요로 했습니다. Swisscom은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기기 및 스토리지 기기 등 약 
15,000개의 구성 요소 관리를 자동화했습니다. 

미국 의료 정보 네트워크의 선두주자인 Surescripts는 
DevOps팀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개선을 
원했습니다. Surescripts는 이제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신규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코드 인프라를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 성공 사례

Surescripts와 Swisscom
네트워크 자동화로 더욱 향상된 효율성 획득

"과거에는 수동으로 명령어를 실행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로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Red Hat Ansible Tower를 사용하여 모든 
요소를 라우팅하므로, 품질과 가용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Michael Perzel
Surescripts, 시니어 Devops 엔지니어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wisscom-case-study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urescripts-customer-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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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는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현대적인 디지털 비즈니스의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현대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단계뿐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와 레거시 인프라를 함께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자동화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지만,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비즈니스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팀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더욱 가치 있고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여, 
기업의 성공 기준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귀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십시오.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력과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툴일 뿐만 아니라, 전략이자 하나의 과정이며 문화입니다. 

이제 간편하게 자동화를 시작하십시오.

네트워크 자동화 시작하기
Red Hat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 강화

1 2

팀이 현재 보유한 지식을 
자동화에 적용

3

정보를 읽거나 확인하는 
플레이북 생성 

반복적이고 선호되지 않는 
업무 간소화 



네트워크를 자동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Copyright © 2021 Red Hat, Inc. Red Hat, Red Hat 로고, Ansible은 미국과 그 외 국가의 Red Hat,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Linu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Linus Torvalds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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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동화는 조직이 운영을 간소화하고, 더욱 빠르게 대응하며, 현대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도록 도와줍니다.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은 
네트워크와 조직을 스케일에 따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제공합니다.

자동화 동영상, 데모, 웨비나 보기: 
youtube.com/AnsibleAutomation

귀사의 네트워크 자동화를 계획하세요. 
ansible.com/for/networks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더 보기: 
redhat.com/ansible

http://youtube.com/AnsibleAutomation
http://www.ansible.com/for/network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sc_cid=70160000000KGIP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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