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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은 이미 
여러분의 조직이 
재능과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재능을 
전환하면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기술 부사장으로 Experian에 있는 동안 
클라우드에 B2C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팀을 꾸리자마자 큰 장애물에 
부딪쳤는데, 클라우드 내 솔루션을 개발할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클라우드 경험을 가진 계약직으로 직원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추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일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려 그 생각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험 있는 계약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클라우드 경험이 
있든 없든, 빠르게 배우는 경력 있는 엔지니어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팀이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DevOps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AWS 파트너인 Dualspark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전략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Dualspark의 
지도에 따라 초기 5-6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엄청난 도약을 이뤘고 업무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진행하고 실행하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3개월 
이내에 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최소기능제품(MVP)
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통합/계속된 배포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 자동화 시스템도 출시했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 팀은 교육을 받은 생산적인 
엔지니어가 60명 이상 소속된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엔지니어 대부분이 기존 플랫폼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팀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2개 더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다른 하나는 B2B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 클라우드 경험을 보유한 IT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혀 새로운 
팀을 고용하는 일은 실행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현재 AWS 엔터프라이즈 전략가로 활동하는 중에 
만나는 많은 경영진들도 실질적인 클라우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를 찾고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경험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미 
여러분의 조직이 재능과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재능을 전환하면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엔터프라이즈에서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 
열정을 지닌 엔지니어를 만나봤습니다. 엔지니어는 
천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명확히 하도록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라는 말 자체에 이러한 
요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라틴어 
어원인 Ingenium은 창의적인 재능, 혁신, 특별히 
영감을 받고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잊을 것이고, 가르치면 기억할 것이고, 
열중시키면 배울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http://www.dualspark.com/
http://amzn.to/you-already-have-the-people-you-need-to-succeed-with-the-cloud
http://amzn.to/importance-talent


이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PN 파트너를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노력에 불을 지피고 팀을 활성화하십시오. 
계약에 명시된 이행 결과 외에도 지식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팀 전체에 교육을 제공하거나 
“트레이너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팀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직원은 강의실에서 교육받는 
것이 효과적인 한편 다른 직원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추가적인 이점은 직원이 자습형 학습 
과정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한다는 점입니다. AWS Training 팀은 여러분의 
접근 방식에 맞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미션 
크리티컬 직원에게 
기존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다시 
할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미션 크리티컬 
직원에게 기존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다시 
할당해야 합니다. 이들 직원은 시간과 에너지를 
100% 클라우드 전환 이니셔티브에 쏟아야 
합니다. 팀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상태로 관리하려면 MSP 활용을 
고려하십시오.

   새로운 구성원이 팀에 합류하면 기존 구성원이 
근무 중에 신입 멘토링과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신입 또는 이동한 구성원이 제품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당장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 적절하며,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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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ws.amazon.com/partners/find/
https://aws.amazon.com/training/
http://amzn.to/future-of-managed-services-in-cloud


   소규모의 2개의 피자 팀은 새로운 구성원 
온보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같이 팀원이 12명이 넘을 때마다 팀을 
분할합니다. 2주마다 팀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했으며, 이는 기본 사항을 익히고 팀의 
역학에 익숙해지는 데 충분한 시간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팀을 분할하고 새로운 팀을 
추가할 때마다 전체 성장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중한 계획과 더불어 증가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알고리즘 
전환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클라우드 사고, 
운영 모델 및 작업 방식을 여러 국가 및 지역에 
걸쳐 고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견습 
기간” 모델을 구축하면 클라우드 스킬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 팀은 기존 팀과 함께 몇 
주 동안 견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을 
이해하면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 자체적인 
클라우드 팀을 구성하면 됩니다.

   기존 직원의 전환에 투자하면 차별화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시장을 
알고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마스터급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시간이 주어지면 향상하려는 
요소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강력한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대한 학습은 본질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엔지니어에게 내재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조직에게 
학습하려는 동기를 가진 직원이라면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능을 보유하고, 채택을 
가속화하며, 시장에서 희소한 지원자를 찾고 
고용하는 초기 장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Thomas Blood, AWS EMEA의 
Amazon Web Services 
엔터프라이즈 전략가입니다. 
AWS 이전에 공공 및 개인 
부문에서 경영진 및 전문 
기술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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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lideshare.net/TriNimbus/chris-munns-devops-amazon-microservices-2-pizza-teams-50-million-deploys-a-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