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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압박과 변화 속에서도 여
러분은 계속하여 혁신하고 사람들이 
더 가까워 지도록 합니다.

원격 수술의 가상 현실, 구급차가 안
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변경하는 스마트 그리드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
었던 경험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
고, 최적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구축하세요

여러분의 서비스는 우리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현재 1년 365일 24 시간 내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
중에도, 여러분은 비즈니스 및 운영 지원 시스템 뿐 아니라 네트워크 및 서
비스 제공을 위해 현대화, 자동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와 프로세스
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현대화
새로운 도전과제와 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신 IT 아키텍처와 
운영 관리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네트워크와 
운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하이퍼 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오픈 소스 개
발이 서비스 제공 및 배포, 반복 작업의 가속
화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기
준을 상향 시켰습니다.

이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서비
스 제공 업체는 더욱 향상된 민첩성 및 유연
성, 탄력성, 보안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가능 
합니다.

문화 변혁
네트워크 및 운영 현대화 외에도 기존의 서비
스 제공 업체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보다 
민첩한 다기능 팀과 서비스 제공 모델을 채택
한 제공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변경 관리 효율성 향상 

• 소프트웨어 제공 속도 및 안전성 향상 1

오픈소스 도입
오픈 소스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능과 현대화 운영 지원 시스템 
및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OSS/BSS)을 위
한 기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Red Hat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첩성 및 제어 능력이 향상된 
운영을 지원하는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1 Puppet. “2020년 DevOps 현황 보고서” 2020.

2 Red Hat.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현황: 통신 업계의 주요 결과.”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의 97%는  
오픈 소스가 조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2

본 e-book에서는 통신 혁신을 주도
하는 기술과 접근 방식, 그리고 Red 
Hat® 제품 및 서비스가 여러분의 여
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중점적으
로 다룹니다.

2020년, 레드햇이 일루미나스(Illuminas)를 통해 작성한 레드햇 보고서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tate-of-enterprise-open-source-2020-telco-infographic
https://puppet.com/resources/report/2020-state-of-devops-report/


신속한 혁신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다양한 생각
과 강력한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보다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적용하면 더 많은 혁신을 신속하
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개방형 표준은 제품
의 이식 및 호환 가능성을 유지하여 디지털 서
비스 공급자가 혁신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유
와 민첩성,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확신을 기반으로 한 혁신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상용 오픈소
스 솔루션의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
으며,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오픈소스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있는
능력

• 최신 혁신에 대한 접근
•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

한 설계

자세히 알아보기
CSP 및 통신 제공 업체들이 최근 오
픈소스를 비즈니스 운영 및 혁신 촉진
의 기반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대
해 알아보십시오.

TM 포럼 보고서를 확인하세
요: "실험을 넘어서는 오픈 소
스의 가속화" 

통신업계 내
오픈소스의 역할

3 Red Hat.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 현황: 통신 업계의 주요 결과” 
2020년, 레드햇이 일루미나스(Illuminas)를 통해 작성한 레드햇 보고서

https://www.redhat.com/en/resources/state-of-enterprise-open-source-telco-infographic
https://www.redhat.com/ko/resources/open-source-accelerates-experimentation-analyst-paper


디지털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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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촉매제

5G 및 엣지 컴퓨팅과 같은 
발전의 강력한 가치는
네트워크 인프라 및 운영의
변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G 활용
5G가 업계를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 공간에서 경쟁하는 기업
들은 이제 산업별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5G의 이점을 활용할 수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는 기회의 상당 부분
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ㅴ⺷ ���㎔케일 클라우드 공급업체도 
�에 ろ�하고 �㎚ぱ다. 이러한 경쟁은 ヲ
�털 ㌩㊱스 �공 �체가 ��퍼 ㎔��ㅴ
의 ㊱� 및 ㍐シ ��㇎ �㍏��╔ �㊈�
된 ㌩㊱㎔를 �╟�▧ �� �㎟해야 �ほ
는 ┴� �㉋�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화, 
�㍐� ��/�㍐� �공 (CI/CD),  �ￎ�
드 〚��브 ┚발 ㉖ ▧� 고급 ▧㍷에 대한 
㌓로운 ㌅고가 ���ぱほ.

5G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 용량 증가
• 속도와 성능 향상
• 비트 당 비용 절감

자세히 알아보기
시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와 
기술 파트너들이 5G 구축 전략 및 도전과제, 
인사이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Open5GCon 행사 살펴보기 

5G

https://redhat.lookbookhq.com/c/lg_xflsjaq4?x=RfjQg6&sc_cid=7013a0000026032AAA&elqTrack=true


처리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을 네트워크 
엣지에 더욱 가깝게 배치하면 애플리케
이션 성능을 개선하고, 대역폭과 비용을 
절감하며, 새롭고 차별화된 저지연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보장 

대역폭 사용 / 비용 감소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경
쟁사 대비)

버티컬 산업 서비스 제공 (예: 구급차 차량 
내 스캔, 투자 은행 업무용 실시간 고급 분
석)

32%
21%

19%
28%

4 가브리엘 브라운 (Brown, Gabriel). “5G 엣지 클라우드 및 보안 (5G edge cloud infrastructure and security).” 2020년 6월, 
레드햇이 후원한 헤비 리딩 (Heavy Reading).

엣지 컴퓨팅

도표 1

워크로드를 네트워크 엣지로 이동할 
경우의 이점4

https://www.redhat.com/en/resources/heavy-reading-5g-edge-cloud-analyst-paper?source=searchresultlisting


엣지 컴퓨팅은 프로비저닝 
시간을 단축하고 네트워크 
확장성과 민첩성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리소
스가 있습니다.

엣지 구축 예측 4

< 100

로케이션 수

20%

40%

60%

100-999 1000-9,999 > 10,000 

엣지 컴퓨팅이 엔터프라이즈 
IT의 현실적 미래가 되기 위
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와 오픈소스가 필요합니다.5

폴 코미어 (Paul Cormier)
Red Hat 사장 및 CEO

2020년

2023년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의 80 % 
이상이 2023년까지 100 개 이상
의 엣지 로케이션을 구축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4

4 가브리엘 브라운 (Brown, Gabriel). “5G 엣지 클라우드 및 보안 (5G edge cloud 
infrastructure and security).” 2020년 6월, 레드햇이 후원한 헤비 리딩 (Heavy 
Reading).
5 폴 코미어 (Cormier, Paul).  “개방되어 있는 엣지: 개방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없이 
스케일 아웃 컴퓨팅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The edge is open: Why scale-out 
computing doesn’t exist without open hybrid cloud).” 2020년 2월 20일자 레드
햇 블로그.

도표 2

https://www.redhat.com/ko/blog/edge-open-why-scale-out-computing-doesnt-exist-without-open-hybrid-cloud
https://www.redhat.com/en/resources/heavy-reading-5g-edge-cloud-analyst-paper?source=searchresultlisting


왜 엣지에서 구축할까요?

컴퓨팅 인프라를 기존의 중앙 집중식 위
치 외에 구축하면 통신 회사는 다음과 같
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핵심 데이터 센터에서 원격 엣지 사이
트에 이르는 인프라의 원활한 자동화 
수행 및 관리

• 인프라 전체에 걸친 펌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유지
보수 일관성 유지

• 원격 관리 가능, 연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작동 가능

•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
비스를 포함하는 워크로드 지원 

•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서비스 확장

• 소규모 및 대규모 설치 공간에서 일관
된 배포 모델 실행

자세히 알아보기
Red Hat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성공적
인 엣지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를 포지셔
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Red Hat CEO가 엣지 컴퓨팅이 "하이
브리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
해 읽어 보십시오. 
엣지 컴퓨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Red 
Hat의 지원 방법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https://www.redhat.com/ko/topics/edge-computing/why-choose-red-hat-edge-computing
https://www.redhat.com/ko/blog/edge-open-why-scale-out-computing-doesnt-exist-without-open-hybrid-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Red Ha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은 워크로드 
이식성과 통합 관리를 통해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멀
티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통합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조직은 비즈니스 및 IT 민첩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합니다.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구현에 대한 기대 6

6 댄 융스트(Juengst, Dan).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인사이트: 고려해야 할 사항들 (Insights into 
hybrid cloud: Here’s what to consider).” 2020년 5월 28일자 레드햇 블로그.

도표 3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과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비즈니스 성장 촉진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 추진

고객 경험 향상

수익성 향상

위험 감소

총 소유 비용 절감

고객 관계 개선

상품 비용 절감

달성하고자 하는 IT 성과가 
무엇입니까?

IT 민첩성 향상

직원 생산성 향상

IT 서비스 제공 속도 증가

더 빠른 혁신

보안 프로파일 개선

운영 비용 절감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향상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자본 비용 절감

https://www.redhat.com/ko/blog/insights-hybrid-cloud-heres-what-consider?source=tag&term=24251
https://www.redhat.com/ko/topics/cloud/open-hybrid-cloud-approach


일관성: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

이를 통해 운영 부서는 성능 및 보안, 규정 준수, 
비용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인프라에 걸쳐 워
크로드를 구축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습
니다.

주어진 워크로드에 대해 최적의 클라우드를 선
택한다는 것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성능과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71% 12%

7 Red Hat.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 현황: 통신 업계의 주요 결과.” 2020년, 레드햇이 일루미나스(Illuminas)를 
통해 작성한 레드햇 보고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 7

2년 후

https://www.redhat.com/en/resources/state-of-enterprise-open-source-telco-infographic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 상태가 아닙
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비
율,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의 비
율, 베어 메탈에서의 비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동 및 적응,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
다.8

스테파니 치라스 (Stefanie Chiras)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사업부 
부사장 겸 총괄 관리자

자세히 알아보기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구현 전략이 보안 위험을 
포함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
아보십시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체크리스
트 다운로드

8 Red Ha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레드햇의 
접근 방식” 2020년 9월 10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서
비스 공급업체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경
제성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를 
줄이거나 로컬 데이터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여전히 선택지로 남
아 있습니다. 고객에게 여러 경로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경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액
세스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실시간 
처리를 위해 엣지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를 사용하고, 더 복잡하지만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워크로드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퍼블릭 클라우
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자본 지출 (CapEx) 절감

• 시장 출시 시간 단축

• 특정 인프라 및 일부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VNF)에 대한 지속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 
비용 절감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https://www.redhat.com/ko/topics/cloud/open-hybrid-cloud-approach
https://www.redhat.com/ko/resources/7-characteristics-successful-hybrid-cloud-strategies-checklist


OSS/BSS 

서비스 속도의 핵심은 공급업체
의 운영 지원 시스템 (OSS) 및 비
즈니스 지원 시스템 (BSS)에서 
데이터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IT 개발 및 운영 팀은 OSS 및 BSS 
플랫폼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현
대화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개선
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을 단순
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모놀리식 솔루션에서 벗어나 혁
신적인 5G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요
구 사항 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자세히 알아보기
대부분의 통신사 CEO들은 회사가 디지털 서비
스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함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OSS 및 BSS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9

그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TM 
포럼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Sunrise Communications AG는 
출시 시간을 75 % 단축합니다. 10

스위스 통신 회사인 Sunrise Communications 
AG는 Red Hat을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애자일한 DevOps 문화를 채택
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했습니
다. 이 기업은 마이크로 서비스 및 컨테이너, 자동
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기간을 75 % 
단축했습니다.

사례 연구 확인하기

9 마크 뉴먼 (Newman, Mark).  “클라우드 네이티브 OSS 및 BSS (Cloud native OSS and BSS)..” 2020년 5월 TM 포럼 (TM Forum).
10 레드햇 고객 사례 연구. “스위스 서비스 공급업체의 애자일 및 레드햇을 통한 75%의 출시 기간 단축 (Swiss service provider cuts 
time to market by 75% with agile and Red Hat),” 2020년 11월.

기대할 수있는 것
현대화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의 일부인 컨테이
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 탄력적인 확장성과 더 높은 안정성, 더 나은 
통합 기능 제공

• 네트워크 및 고객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관
점과 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포함한 서비스 및 운영 
효율성 대폭 향상

• 리소스 구축 및 확장 위치에 대한 유연성 증
대. 예를 들어, 인공 지능(AI) 기능에 대한 
요청은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OSS 관련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
우드 혹은 통신사업자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음.

• 더 빠른 혁신과, 고객 수요 및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 지원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unrise-communications-case-study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ve-cloud-native-oss-bss-tm-forum-analyst-material-f23902-202006-en.pdf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unrise-communications-case-study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ve-cloud-native-oss-bss-tm-forum-analyst-material-f23902-202006-en.pdf


11 ACG 리서치. “통신 OSS/BSS 현대화를 위한 오픈 소스 
(Open source for modernizing telecoms OSS/BSS),” 
2019년 10월.

디지털 변환에는 최신 클라우드 네이
티브 OSS / BSS가 필요하며 5G 수익 
창출에 필수적입니다.

API wrapper로 레거시 시
스템 캡슐화

기존 인프라 자동화 및 연합

기존 시스템의 빠른 최적
화 및 새로운 아키텍처 
준비

새로운 마이크로서비
스로 확장

디지털 서비스 및 경험, 
NFV를위한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도
입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 
최적화

새로운 아키텍처 간소
화 및 합리화

협력 개발 모델 (향후)

새로운 소프트웨어 
가치 창출 모델로 이
동

도표 4

OSS/BSS 인프라 현대화 여정 11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OSS/BSS를 
만드는 주요 단계

https://www.redhat.com/ko/engage/telco-oss-bss-s-201910190436


개방된 이점:  
주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방적이고 일관된 기반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는 설치 공간에 관계없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실행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및 클라우
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기반을 구축하
면 유연성과 민첩성이 향상됩니다. 자동
화는 해당 기반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차:

4.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4.2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4.3 자동화

4.4 인공 지능 (AI)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
체는 이미 NFV 에 전념하고 있습
니다.

해당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 더 적은 (그리고 더 저렴한) 하드웨어 사용

• 유연성과 워크로드 이식성 향상

• 최소의 노력으로 워크로드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 제공

• 변화하는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의 탄력적 확장

Red Hat OpenStack® Platform에서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수평적 형
태의 통신업체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12

•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연간  
462,500 달러의 가상화 네트워크 기
능 (VNF)  추가 수익 

• 신규 서비스 제공 속도 45 % 향상 

•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 79 % 감소
12 IDC 비즈니스 가치 스냅샷(Red Hat 후원). “통신 업체 관점에서의 Red Hat OpenStack 
Platform을 통한 네트워크 가상화의 비즈니스 가치(The business value for 
telecommunications in virtualizing network functions with Red Hat OpenStack 
Platform),” 2020년 6월.  

13 레드햇 보도자료. “레드햇의 오픈소스 기술을 통한 Rakuten Mobile Network의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바일 네트워크 지원(Red Hat supports Rakuten Mobile Network’s end-
to-end cloud-native mobile network with open source technologies),” 2019년 2월 27일.

NFV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
체는 버티컬 형태로 통합된 기존 인
프라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극복하
고 단일 수평적 형태의 클라우드 플
랫폼에서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는 유연하지 않은 
독점 솔루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서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G
에서 증강 현실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서비
스의 많은 발전은 개방형 표준 기반 하드웨
어의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13

크리스 라이트 (Chris Wright )
Red Hat CTO

https://www.redhat.com/ko/resources/vnf-business-value-openstack-idc-snapshot
https://www.redhat.com/ko/about/press-releases/red-hat-supports-rakuten-mobile-networks-end-end-cloud-native-mobile-network-open-source-technologies
https://www.redhat.com/ko/topics/virtualization/what-is-n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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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투자 수익
중요한 전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
크 (Radio Access Networks)와 함께 네트워크 인
프라 가상화의 경제적 이점은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ACG Research는 전체 RAN을 가상화하는 네트워
크 운영자가 총 소유 비용 (TCO)을 최대 44 %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림 5).14

14 ACG Research. “이동 통신 사업자 인프라의 RAN 가상화
의 경제적 이점(Economic advantages of virtualizing the 
RAN in mobile operators’ infrastructures),” 2019년.
15 제니퍼 클라크 (Clark, Jennifer).  “가상화 RAN: 4G/5G 전
략 및 기회, 위험 (Virtualized RAN: 4G/5G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Pitfalls).” 레드햇 후원 헤비리딩
(Heaby Reading), 2020년 3월

자세히 알아보기
Heavy Reading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2 년 간 
vRAN (가상 RAN) 배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주요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
를 구축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설문 보고서 확인하기

Red Hat과 Samsung이 차세대 5G RAN 가상화
를 가속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보도자료 확인하기

4G 구축에서의 vRAN 구성 사용의 경제적 이점 14

도표 5

https://www.redhat.com/ko/resources/virtualized-ran-4g5g-strategies-opportunities-and-pitfalls
https://www.redhat.com/en/about/press-releases/red-hat-and-samsung-collaborate-drive-5g-adoption-kubernetes-based-networking-service-providers
https://www.redhat.com/ko/resources/virtualized-ran-4g5g-strategies-opportunities-and-pitfalls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중앙 및 분산 위치를 모
두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
식을 채택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
는 민첩성 및 확장성, 안정성, 유연성, 이
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화를 넘어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로 전환하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신속하게 
배포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은 중
요한 구별 기능인 가상 머신 (VM) 대
신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전체 런타임 환경 (실행
에 필요한 모든 파일)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전체 기능을 유지하
면서 환경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등)간에 포
함 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
다.

개발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
비스로 배포하고, 각 부분을 자체 컨테이
너에 패키징하고, 이러한 컨테이너를 동
적으로 조정하여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
하는 컴퓨팅이라고 정의합니다.16

16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링크드인 페이지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LinkedIn page), 
2020년 11월 액세스
17 Red Hat.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 현황: 통신 업계의 주요 결과” 2020년, 레드햇이 일루미나스(Illuminas)를 통해 작
성한 레드햇 보고서 

컨테이너를 사
용하는 개발 팀 17  

80%

는 내년에 사용량 
증가 예상

는 이미 사용 중

https://www.redhat.com/en/resources/state-of-enterprise-open-source-telco-infographic


! !

컨테이너

VM 및 컨테이너와 비교:

•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 절감— 일반적으로 컨테
이너는 메가 바이트로 측정되고 VM은 기가 바
이트로 측정됩니다.

•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파일
만 패키징. 컨테이너는 종종 특정 작업을 수행
하는 단일 기능을 패키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서버 운영 체제 (OS)를 공유하여 다음을 허용
합니다.

경량 구조로 용이한 이식/휴대
	주어진 컴퓨팅 성능 수준에서 기능 밀도 증가
용이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필요 공간 감소

앱 앱 앱

게스트 운영체제 
(Guest OS)

파일 런타임 지원

하 이 퍼 바 이 저

앱 앱

호스트 운영 체제 호스트 운영 체제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컨테이너는 리소스 제약이 일
반적인 엣지에 특히 적합합니다.

VM은 VNF 및 CNF에 대한 공통 오케스트레이션 환
경을 달성하기 위해 컨테이너에서 실행될 수 있지만 
Red Hat과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Kubernetes 오케
스트레이션이 VM을 기본적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vs.

도표 6

가상화

앱 앱 앱

게스트 운영체제 
(Guest OS)

게스트 운영체제 
(Guest OS)

파일 런타임 지원



물리적 네트워크 기능을 VM으로 가상화하는 것은 네
트워크 운영자 전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컨테이
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것은 다음 단계입
니다.

일부 네트워크 기능 소유자는 이를 마이크로 서비스
로 재구성하고 VM이 아닌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클
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능 (CNF)을 제공하기 시
작했습니다.

그림 7은 기존의 수직적 통합 접근 방식에서 공통 VM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VNF, 공통 컨
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CNF 로
의 네트워크 기능 진화를 보여줍니다. 

VM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VM과 컨테이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신 네트워크 기능의 진화 1 8

가상 어플라이언스

컨테이너형 마이크로 서비스

기존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접근 방식

(독점 하드웨어로 구동)

(독립 서비스 공급업체가 지원)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원격 설치

CI/CD로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독립 마이크로서비스 공급 업체에서 지원)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 (VNF)

컨테이너형 네트워크 
기능 (CNF)

패킷(PACKET)  

IMS

EPC

MME

PCRF

HLR/HSS

• 대용량 컴퓨터 서버

• 대용량 스토리지

• 대용량 네트워크 장치

클
라

우
드

 네
이

티
브

통
신

사
업

자
의

 네
트

워
크

 기
능

으
로

의
 여

정

기
존

가
상

화

18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IMS), 진화된 패킷 코어 (EPC), 이동성 관리 엔티티 (MME), 정책 및 과금 규칙 기능 
(PCRF), 홈 위치 레지스터/홈 가입자 서버 (HLR/HSS).

도표 7

https://www.youtube.com/watch?v=ZQlQumDZ0Zw&ab_channel=RedHat


자동화

자동화는 통신 네트워크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수작업에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 잠재력을 혁신
하고 극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동화의 이점에는 신속하고 안정적이
며 경제적으로 적응하고 확장할 수 있
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팀 간에 공통 자동화 플랫폼을 공유하면 자동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대상

많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미 보안 및 네트
워크 자동화, 시스템 및 보안 업데이트와 같
은 주요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그러나 
추가 자동화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
를 절약 할 수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를 고려해야할 분야:

• 서버 구축 및 프로비저닝

• 활용률 보고

• 프로세스 및 동적 리소스 관리

• 워크 플로우 최적화

• 문제 진단 및 수정 

• 핵심 비즈니스 기능 및 규칙



자세히 알아보기
업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는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NTT Docomo는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을 사용하여 10,000 개 
이상의 장치를 자동화했습니다.20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통신 회사 의사 결정권자의 100 
%가 자동화 소프트웨어 투자로 인한 기술적 이점 및 
비즈니스 이점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19

Forrester Consulting 연구 
보고서 확인하기

64%

62%
네트워크 자동화 

55%
시스템/보안 
업데이트

Forrester Consulting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업
체는 강력한 자동화 전략의 결과로 시스템 성능 개선, 
일관성 향상, 위험 관리 향상, 혁신 속도 향상을 경험했
습니다.19

통신 회사들은 다른 경쟁 목표보다도 자동화 이니셔티
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는 응답자의 72 %
가 자동화를 최우선 순위의 이니셔티브로 선택한 결과
에서도 나타납니다.19

가장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인프라 관리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결국 비용과 품질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동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엔지니어링 주기를 단축하는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한 변경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
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21 

톰 월드롭(Tom Waldrop)
Red Hat 통신 서비스 담당 이사

19 Forrester. “통신 업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오픈 소스 자동화 (Open 
source automation drives innovation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레드햇 후원, 2020년7월 
20 레드햇 보도자료. "NTT DOCOMO의 10,000 대 이상의 ISP 서비스 장치 
자동화를 위한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도입(NTT 
DOCOMO Inc. introduces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to 
automate over 10,000 devices in ISP services)," 2020년 7월 21일. 
21 말레시 레싱(Lessing, Marlese). “ Tom Waldrop: 코로나 19의 시대에
서의 자동화 (Red Hat’s Tom Waldrop: In the Era of COVID-19, 
'Automate Everything.)'” 레드햇이 후원하는SDxCentral, 2020년 6월25
일.

도표 8

통신 회사를 위한 자동화 우선 순위 19

https://www.sdxcentral.com/articles/sponsored/red-hats-tom-waldrop/2020/06/
https://www.redhat.com/ko/about/press-releases/ntt-docomo-inc-introduces-red-hat-ansible-automation-platform-automate-over-10000-devices-isp-services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cm-automation-helps-telco-organizations-analyst-material-f24727-202008.pdf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cm-automation-helps-telco-organizations-analyst-material-f24727-202008.pdf
https://www.redhat.com/ko/about/press-releases/ntt-docomo-inc-introduces-red-hat-ansible-automation-platform-automate-over-10000-devices-isp-services


22 Red Hat. “2020레드햇 글로벌 고객 기술 전망 보고
서 (2020 Red Hat Global Customer Tech Outlook 
Report),” 2020년.

자세히 알아보기
PerceptiLabs가 Red Hat OpenShift
를 통해 머신 러닝 (ML)을 간소화한 방법
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I/ML 은 향후 12 개월 동안 
가장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워크로드 고려 사항입니다.22

인공 지능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운영에 AI를 구축하고 폐쇄 루프 
수정 조치를 위한 자동화와 연결
하여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의 이점
AI는 운영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
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수익 
증대와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집
니다. 또한 AI는 서비스 가용성과 안정
성을 높여 고객 이탈을 줄이고 고객 순 
추천 지수 (Net Promoter Score)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매 선호도 및 행동을 기반으로 고객
에게 추가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A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엣지에서 AI 및 분석 서비스는 센
서 및 모니터링 장치, 사용 패턴에 대한 대량
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중앙 리소스에 경고
를 전달하는 결정을 로컬에서 관리할 수 있
도록 합니다.

https://www.redhat.com/ko/resources/global-tech-outlook-2020
https://www.redhat.com/ko/resources/perceptilabs-makes-machine-learning-easier-partner-case-study


Red Hat은 25년 이상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디지
털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Red Hat과 

당사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탐색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
항을 해결하고 개발된 솔루션을 통해 최대의 비즈
니스 가치를 제공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개방형 혁신 이니셔
티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3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코드를 집계합니
다. 이러한 개선 및 성숙 프로세스는 안정성 및 
보안, 성능을 제공하고 조직이 소프트웨어를 
규모에 맞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귀사의 고객이 요구하는 통합 및 테
스트, 컴플라이언스를 다룹니다.

1

2

3

Red Hat의 역할 
오픈소스에서

23 Red Hat. “오픈 소스로 더 나은 기술 개발 (Creating better technology with 
open source),” 2020년 11월 액세스.

https://www.redhat.com/ko/about/open-source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
신 혁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운영을 중단했더
라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d Hat을 통해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솔루션을 한 번 개발하면 어디서나 구
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이 에코시스템은 솔루션을 장기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애자일 DevOps 방법론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행동 및 협업, 개방형 실무에 대한 
조언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오픈 테
크놀로지로 성공하기 위한 문화로 발전시킵
니다. Red Hat Open Innovation Labs 
는 개방형 접근 방식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몰입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혁신 속도 향
상에 유용한 프로세스와 도구, 전문 지식을 공
유합니다.

4

5

https://www.redhat.com/ko/services/consulting/open-innovation-labs
https://www.redhat.com/ko/topics/devops


Red Hat 제품 
및 솔루션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려면 워크로드와 서비
스를 핵심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서 네트
워크 엣지 (존재 지점 및 중앙 사무실 주변)으
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 감소와 대역
폭 증대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NFV 솔루션은 오픈 소스 및 표준 기반
으로 안정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기반을 구
축합니다.

이는 Red Hat이 OpenStack 및 커널 기반 가상 머신 
(KVM), 데이터 플레인 개발 키트 (DPDK), 
Kubernetes, OpenShift Origin Community 
Distribution (OKD) 프로젝트에 기여한 주요 결과입
니다. 

Red Hat은 수많은 핵심 프로젝트의 최우수 
기여자 중 하나로24 커뮤니티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과 통신 회사의 미래 동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Red Hat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DPDK 및 SR-IOV (단일 루트 입/출력 가상화), 
vDPA (가상 데이터 경로 가속), 하드웨어 가속 
지원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이러한 고객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 Stackalytics 및 리눅스 파운데이션 (The Linux Foundation), “회사 별 수행
(Commits by company).” 레드햇의 소프트웨어 기여 (Red Hat’s software 
contributions) 목록은 레드햇의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Red Hat’s Open 
Source Program Office)를 참조하세요.

강력한 에코시스템 선택
Red Hat의 전략적 파트너는 여러분의 네
트워크 및 운영 혁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
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개방형 에코시스템이 
서비스 공급업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네트워크 기능 인증에 대해 알아 보거나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을 지정해 보
십시오 

https://www.redhat.com/ko/about/open-source-program-office/contributions
https://connect.redhat.com/partner-with-us/nominate-cloud-native-function
https://www.redhat.com/ko/about/videos/service-provider-transformation-enabled-open-ecosystem


Red Hat 제품의 지원 방법
Red Hat Enterprise Linux® 는 Red Hat 
OpenStack Platform 및 Red Hat 
OpenShift®의 기반이므로 Red Hat 
Enterprise Linux의 보안 및 안정성, 성능, 에코 
시스템, 기타 이점이 전체 스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워크로드가 형태 (VNF, CNF) 또는 인프
라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
라우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Red Hat Ansible Automation Platform 
은 조직 전체에서 자동화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반입니다. 플랫폼에는 전사적 자동화를 구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penStack은 NFV 인프라 관리에 많이 사용되
며 Red Hat OpenStack Platform 은 업계 
최고의 OpenStack 배포판입니다. 

Kubernetes는 컨테이너 환경 관리를 위한 
주요 인프라 기술이며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은 대표적인 상업용 
Kubernetes 플랫폼입니다. 

Red Hat Storage 는 운영자 인프라의 다양
한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Red Hat Integration 은 통신 회사가 자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보다 안전한 자동화 CI/CD 파이프 라인을 구현
하여 이를 프로덕션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 (API) 보안 및 관리, 런타임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Red Hat의 광범위한 에코 시스템

최신 코어 투 엣지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확장하려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Red Hat은 통신 회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인증 및 검
증, 최적화하는 다양한 글로벌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ISV), 시스템 통합업체 
(SI), 네트워킹 장비 공급업체 (NEP)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상용 솔루션을 제공합니까?

e-book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ttps://www.redhat.com/en/resources/digital-service-provider-e-book
https://connect.redhat.com/programs/telco-ecosystem
https://www.redhat.com/ko/products/integration
https://www.redhat.com/en/article-why-choose-red-hat-storage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https://www.redhat.com/ko/topics/containers/what-is-kubernetes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linux-platforms/openstack-platform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linux-platforms/openstack-platform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linux-platforms/openstack-platform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linux-platforms/enterprise-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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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지식, 그리고 풍부한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갖춘 Red Hat은 지금 이 순간, 
미래를 구축하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 소개

Red Hat은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Linux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Kubernetes 기술을 제공하
는 세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업체입
니다. Red Hat은 고객의 신규 및 기존 IT 애플리케이션 통합,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계 최고의 운영 체제 표준화, 복잡한 환
경 자동화 및 보안, 관리를 지원합니다. Red Hat은 다양한 수상 경력에 
걸맞은 지원 및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Fortune지 선정 500 대 기
업들이 신뢰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Red Hat은 클라우드 제공업체, 시
스템 통합업체,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 고객 및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조직이 디지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s://www.facebook.com/redhatinc
https://twitter.com/RedHat
http://www.linkedin.com/company/red-hat
https://www.redhat.com/ko/solutions/telecommunications

	Section 1.0 Start
	Section 2.0
	Section 3.0 Start – Catalysts
	3.1 - 5G
	3.2 - Edge
	3.3 - Hybrid Cloud
	3.4 - OSS/BSS
	Section 4.0 Start – Advantage
	4.1 - NFV
	4.2 - Cloud-native
	4.3 - Automation
	4.4 - AI
	Section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