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lassian Cloud 
및 Server의 주요 
차별화 요소

Cloud

사용자가 Atlassian 제품을 자체 서버에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대신 Atlassian이 사용자를 위해 클라우드에 
제품을 호스팅, 설정, 보호 및 유지 관리합니다. 90% 
의 고객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Atlassian  
Cloud에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빠른 시작: 단 몇 분 만에 쉽게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팀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물리적 하드웨어, 유지관리, 설치, 지원  
및 기타 숨은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필요 없음: 별도의 작업 없이 최신  
및 최고의 기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중에도 작업 가능: Atlassian의 Cloud 제품을 
사용하면 팀은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브라우저 또는 Atlassian Cloud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보안: Atlassian은 정보를 추적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 및 엄격한 관행으로 조직이 
보안을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Trust Cent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자신감 있는 확장: Atlassian은 클라우드에서 
인벤토리 및 저장 공간의 조달을 처리하므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팀이 성장하는 경우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tlassian Cloud 및 Server 제품은 모두 팀이 더 나은 협업과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서로 다른 코드베이스, 기능 및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Atlassian이 제공하는 다양한 호스팅 옵션의 주요 차별화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atlassian.com/mobile
https://www.atlassian.com/trust


Atlassian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자신 있게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저희 
전문가 팀은 수년간 IT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및 Cloud 구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Atlassian 솔루션 파트너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Server

Atlassian의 자체 호스팅 제품을 사용하여 자체 
하드웨어에서 직접 Atlassian 제품을 설치, 호스팅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의 팀에서 
선택합니다.

 · 고급 제어 필요: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는 팀은 
Server에서 제공하는 유연성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지역성 필요: 데이터 호스팅 및 지역화 요구 
사항이 엄격한 고객은 대체로 Cloud가 좋은 선택인 
경우에도 Serv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lassian 
Cloud 호스팅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자체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체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 및 호스팅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이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자신 있는 팀은 
Server 또는 Data Cent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Center

확장성이 있는 Server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ata 
Center  제품은 Server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조직에 더 나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tlassian Data Center는 고객이 환경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여 고유한 보안, 규정 준수 및 확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입니다. 

Data Center를 선택하면 자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AWS 또는 Azure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자체 방화벽 뒤에 배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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