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담당자가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에는 IT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과 자동화율 증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효율적인 변신을 요구한다. 자동화를 

통한 IT 서비스 배치의 간소화는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프로비저닝 시간을 단축할 수 있

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복잡성과 위험성을 

우려한 나머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IT 자동화는 비즈니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민첩성

은 영업 부서가 고객 요구와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들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IT 인프라도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

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에는 IT 담당자가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IT 서비스 제공 방식의 향상과 자동화율 증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구성(Configuration)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더 고도화된 환경을 

갖추게 되면 최신 버전의 컨버지드 및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통해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IT 리소스의 유연성과 더 큰 범위에서의 통합을 제공하며, 애플리

케이션 개발 환경과 IT 담당자의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연계도 가능하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 

‘IT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진행 중’

Check! Check! Check!

갈 길 바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자동화’로 한발 더 빠르게

‘현재 IT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다’

‘민첩한 배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2년 내에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필요’

58%

55%

65%

49%

‘프로비저닝 프로세스 위해 제한적 자동화와 
수작업 방식 병행’

7% 비(非)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자동화

20%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자동화

* 출처 : https://www.hds.com, 2016년 10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모든 난제는 IT 자동화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Hitachi IT 관리 
자동화 전략

Hitachi IT 관리 자동화 전략은 자동화 방식 채택, 인프라 통합 및 분석, 클라우드 규모의 지능

형 추상화 등을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경감시킨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은 클라우

드와 관련한 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로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인프라를 조화롭

게 편성하고, 클라우드 생태계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결합시킨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성과를 충족하고, 시장 대응 속도를 향상시키며, 인프라를 온디맨

스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인 세부 업무들을 자동화한다. Hitachi IT 관리 자동화 전략

의 이점은 다음의 세 가지다.

민첩성을 높이고 

더 신속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사용이 간편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시장 대응 속도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증가

IT 자동화와 분석에 

기반한 리스크 감소, 

효율성 향상, 운영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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