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lassian Cloud를 통해 
부동산을 다시 정의하는 Redfin
미국의 최고 중개업 사이트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기 위해 애자일을 도입하고 

Atlassian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한 방법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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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경쟁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용할 기술과 시간을 투자할 부분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희는 Atlassian이 고객의 취향에 맞춰 부동산을 재정의하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Evan Lerer
엔지니어링 이사

“

미주 대륙 최고의 중개 사이트인 Redfin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부동산을 다시 정의"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다 원활하게 거래하는 것부터 가족이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Redfin의 팀은 처음부터 고객 중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는 열쇠였습니다. CEO인 Glenn Kelman은 "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주택을 판매하고, 일반적인 수수료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 회사 에이전트는 거래를 놓칠 

염려 없이 주택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Redfin은 처음 회사를 시작하면서 

잠재적인 주택 소유자가 특정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을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 기반 검색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기술과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해 고객 및 에이전트를 위해 전체 프로세스(예: 초기 검색, 

주택 둘러보기, 매물 등록, 에스크로)를 더욱 빠르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동산 기술 업체가 프로세스에서 에이전트를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는 반면, Redfin의 핵심 비즈니스는 

CTO인 Bridget Frey가 "에이전트들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접근 방식과 제품의 결과로 Redfin은 미국에서 1위 부동산 

웹사이트가 되었으며, 상장 기업이 되었고,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업계
부동산 

위치
북미 

회사  규모
3,000명 이상 

사용자  수
1,000명

제품
Jira Software Cloud
Confluence Cloud
Atlassian Access
Atlassian 고객 지원팀
Bitbucket

통합
Slack Jira 통합

http://admin.atlassian.com
https://confluence.atlassian.com/cloud/set-up-an-atlassian-organization-938859734.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cloud/password-policies-938859739.html
https://www.atlassian.com/webinars/it/secure-and-scale-atlassian-in-the-cloud
https://www.atlassian.com/blog/platform/cloud-security-practices
https://confluence.atlassian.com/cloud/follow-cloud-security-best-practices-962980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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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한 가운데 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는 혁신하며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하는 기업이 앞서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뒤처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Redfin의 엔지니어링 팀은 간소화 및 자동화할 
기회를 찾아서 고객을 위한 혁신에 집중할 시간, 예산 및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욱 
민첩한 환경과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Redfin은 과거에 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이해관계 및 사무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격 작업 및 상이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을 위해 부동산 환경을 바꾸기 위해 Redfin은 자신들의 관행과 
플랫폼을 바꿔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Redfin은 목표 달성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Atlassian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애자일 방식을 도입하고 Atlassian Cloud를 구현한 후에 Redfin은 즉시 6만 달러를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중요한 엔지니어링 시간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확장으로 인해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

2004년에 Redfin이 작은 엔지니어링 팀으로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훨씬 단순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뿐이었기 때문에 각 직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서화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 팀 간의 협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집중적인 소규모 프로젝트가 몇백 배나 커져,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경쟁업체는 계속 시장에 진출하여 Redfin을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가운데서 엔지니어링 팀은 기존의 프로세스 및 시스템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이사인 Evan Lerer는 "이전에는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된 장소가 
없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팀원이 아닌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죠."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순간, 다른 수준의 소통 
및 공유 수단과 팀 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화된 워크플로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가진 도구 중에는 이러한 필요에  
맞는 도구가 없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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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과 다른 팀원들이 과거에 유사한 목적으로 
Atlassian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몇 년 동안 코드 리포지토리로 Bitbucket
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Atlassian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리더와 엔지니어는 문서화  
및 협업을 위한 Confluence와 함께 Jira Software
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를 만들고, 팀 간에 
이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에 Atlassian이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포를 선택할 시기가 되었을 때 Redfin의 첫 
번째 선택은 Atlassian Cloud였습니다. Evan은 "

저희는 자체 인프라를 너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나았죠."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엔지니어 또는 IT 전문가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놀라운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이러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유지 관리 및 업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Atlassian 
Cloud가 해법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벗어나 생각하기

엔지니어링 팀은 Jira Software Cloud로 표준화 및 온보딩의 구현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애자일 접근 
방식도 통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애자일 팀에서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이런 관행이 더 나은 협업, 더 많은 혁신 및 더 빠른 가치 전달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에서 Jira Software를 실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했던 일은 반복 가능한 
애자일 워크플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엔지니어가 각 스프린트 중에 착수할 
에픽, 스토리 및 작업을 백로그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중앙 집중식 워크플로는 팀 간에 공유하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을 시각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핸드오프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van은 "팀에서는 자체 프로세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모든 다양한 팀에 애자일 사고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팀에서는 스크럼과 칸반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스탠드업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애자일 사고 방식을 갖기 시작했고 
Atlassian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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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edfin은 여러 기능과 통합을 활용해 소통을 개선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Redfin은 
직원들이 이슈에 대해 알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 Jira Software의 태그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 내 
모든 직원(예: 에이전트 또는 고객 지원팀)에게 알립니다. 또한 티켓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실시간 알림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Slack에서 티켓에 댓글을 달고, 티켓을 편집하거나 새 티켓을 만들 수 있도록 Slack
을 통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간소화되고 받은 편지함의 오버로드가 줄었습니다. 
"이메일이 뭐죠?" Evan은 "저는 이제 거의 확인조차 하지 않아요."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Confluence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Evan Lerer
엔지니어링 이사

 
Evan은 새로운 워크플로를 확립한 후 "엉망인 문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nfluence로 눈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자신들의 부서에서 먼저 모든 문서를 Confluence로 이전했습니다. 
IT 팀은 Confluence가 어떻게 엔지니어링 팀이 업무를 더 쉽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자신들도 
Confluence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IT 팀에서는 온보딩에서부터 문서화 및 협업에 
이르는 모든 업무에 Confluence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Evan은 "Confluence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온보딩 중인 신규 직원들은 근무 
첫날 Confluence에 액세스하여 자료를 읽기 시작합니다. '개발자 컴퓨터를 설정하는 방법' 및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 등 무엇이 궁금하든 간에 Confluence에서 찾으면 되죠."

Redfin의 팀은 더 애자일 방식을 채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개발 에코시스템과 중앙 집중식 문서화 
시스템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작업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합니다.

“



ATLASSIAN CLOUD를 통해 부동산을 다시 정의하는 REDFIN 6

다시 CLOUD로 다시 돌아오기

Redfin의 팀은 처음에는 관리보다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배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사의 직원과 Atlassian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전의 2,000
명 사용자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비즈니스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Redfin의 팀은 
Atlassian Data Center로 전환했습니다. 다행히 몇 년 후 Atlassian Cloud의 사용자 제한이 늘어났고, 
Redfin은 Atlassian에서 "Cloud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Redfin
의 팀은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다시 한 번 서버 유지 관리 대신 
혁신에 훨씬 많은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설정하기 위해 Redfin은 Atlassian 
고객 지원팀으로부터 지침 및 문제 해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맞춤형 Single 
Sign-On 솔루션을 Atlassian Access와 통합하여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보다 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Atlassian 팀의 지원과 신속한 문제 해결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항상 기꺼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Greg Lee
시스템 관리자

 
두 팀이 함께 시작한 후 Atlassian Cloud 마이그레이션 관리자와 마이그레이션 지원 엔지니어는 적절한 
설정을 위해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Confluence Cloud Migration Assistant 
및 기타 쿼리를 활용하여 Server 인스턴스를 정리하고 Atlassian Access 및 기타 Atlassian 팀과 
협업했습니다. Atlassian과 Redfin은 2주에 한 번씩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한 이슈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첫 회의를 가지고 단 5개월 만에 Redfin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고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인 Greg Lee는 "Atlassian 팀의 지원과 
신속한 문제 해결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항상 기꺼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IT 개발 및 운영 부문의 선임 관리자인 Alasdair Thomson은 "마이그레이션 도구의 
빠른 개발을 위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한 것은 멋진 경험이었어요. 전담 팀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제가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라고 덧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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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의 미션을 완수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후 Redfin은 운영이 개선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부동산 비즈니스를 완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6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인건비 
절감을 고려했을 때 총 소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프라를 관리하는 엔지니어의 8분의 1 또는 절반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1년 치 
라이선싱 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큰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죠. Atlassian Cloud는 우리 
팀의 시간을 절약해 주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여줍니다."

Evan Lerer
엔지니어링 이사

 
Evan은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Redfin의 미션과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진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돕는 일이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더 큰 이유입니다. 거대한 경쟁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용할 기술과 시간을 투자할 부분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희는 Atlassian이 고객의 취향에 맞춰 부동산을 재정의하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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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sian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 바로 Atlassian 솔루션 

파트너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