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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use vs Wrapping



흔한 Inhouse(SI) 개발의 결과

요구사항과 기대치 결과물



직접 요리 vs 사먹기(혹은 밀키트)

크림 파스타 직접 요리하기 전문점에서 사먹기

54,600원 45,400원 27,200원



동일한 오픈소스 조합 아닌가?

차원이 다른 결과물



K8S 관리의 이슈들



K8S기반 컨테이너 플랫폼 운영의 이슈들

멀티 K8S간 앱과 데이터의 이동난해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증가 CI/CD 구축의 난이도 상승



K8S 자체가난해함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관리포탈 / 빌드와 배포 / 모니터링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요소들
 잦은 버전 발행과 변화 (분기별)

 짧은 EOL (9개월)

 40~80여종의 에코 솔루션 포함한 학습과

운영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점점 증가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통합 운영 솔루션의 부재

 원활한 관리를 위해 최소 5~10명의 전담

조직 필요



OSS간 관리 통합과 SSO 이슈들

 OSS라이선스 호환성 및 규정준수

 OSS 구성요소들간 SSO

 멀티 테넌시 구현을 위한 접근 제어

 각 컴포넌트 간 관리 통합을 위한 포털 개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패키징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K8S 클러스터

저장소

CNI

CSI

Logging

모니터링

계정관리

CI/CD

대시보드

Pro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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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증가에 따른 관리 이슈들

Prod Test

Firewall

Private

Public

 각 클러스터마다 접속 권한과 계정 설정

 컨테이너 저장소 관리

 개별 클러스터마다 백업 관리

 개별 클러스터마다 앱 배포

 Public Cloud 사업자간 상이한 관리 방식

 일관되지 못한 구성과 콤포넌트들

Dev



가장 최악은 버전 관리

Prod Test

Firewall

Private

Public

 On demand로 K8S를 구축함에 따른

버전의 상이함 발생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서비스 중단

우려로 초기 구축한 버전 그대로 사용

 CSP 사업자간 K8S버전이 상이할 수 있음

 K8S의 짧은 EOL로 결국은 업그레이드

해야함

 1.20 버전 이후는 순차 업그레이드만 가능

Dev

1.13

1.21 1.18

1.21
1.20

1.22 1.20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구축과 개발 필요

1. 접근 권한과 계정 통합 관리

2. 컨테이너 취약점 스캐닝

3. 소스코드 취약점 검사

4.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접근 기록



잘 Wrapping된 Managed K8S가 정답일 수 있다.

 지속적인 K8S에 대한 버전 관리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버전

관리

 통합된 관리 포탈

 CI/CD를 통한 DevSecOps 구현

 다중의 K8S 통합 관리와 계정 통합

 멀티 테넌시

플랫폼 관리툴

앱 카탈로그



Native K8S vs Managed K8S

항목 Native Managed (아코디언)

제공형태

구축기간 6~12개월 Days

전담인원 5~10명 1명

운영비용 높음 낮음

사용자편의 낮음 높음

사용자내재화요구스킬 높음 낮음

앱카탈로그 별도구축 기본 제공

CI/CD 별도구축 기본 제공

사용자및권한관리 별도 개발과구축 GUI기반으로기본제공

로깅, 모니터링, Private 저장소 별도개발과구축 기본 제공

평균 5년간총소유비용 100 40



활용사례



주요 활용사례

Challenge Solution

WEB/WAS 오픈소스 기반 WEB/WAS 기술지원 제공 및 부하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보장

DevOps 컨테이너 기반 DevOps 빌드/배포 파이프라인 제공으로 SW 릴리즈 프로세스 자동화

MSA MSA 개발 방법론 수용 가능한 플랫폼 제공으로 간편한 컨테이너 배포, 운영 지원

Multi/Hybrid Cloud Bare-Metal, 다양한 VM, Public/Private Cloud 등 확장 구축 및 통합 관리

컨테이너 통합관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쿠버네티스 구성 및 운영을 GUI를 통한 관리

AI, 딥러닝, 블록체인, 빅데이터 다양한 개발/분석 환경 제공 및 분석시스템을 컨테이너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산처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기존 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여 비종속성 및 무한 확장 가능한 환경 실현



DevOps 적용 사례 : 국내 최대 콜센터

1. Challenge

• DevOps 기반의 효율적인 IT 운영환경 구현 필요

• 개발에서 배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많은 시간 소요

• 개발 업데이트 반영 시 서비스 중단 문제 발생

2. Solution

• 컨테이너 기반 DevOps 빌드/배포 파이프라인 제공으로 SW 릴리즈 프로세스 자동화 환경 구축

• Rolling update 지원으로 중단없는 업데이트 지원

3. Results

• Call log 분석 플랫폼의 자동화 및 표준화된 환경 구축으로 반복 작업의 생산성 향상

• DevOps 환경의 표준화된 컨테이너 기반 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 런칭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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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er

CI/CD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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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loud 활용 사례 : 국내 공기업

1. Challenge

• Hybrid Cloud 및 컨테이너 기반의 PaaS 플랫폼 도입 검토

• 빅데이터 솔루션의 컨테이너 기반 개발 및 통합 운영관리 체계 필요

• Private Cloud에서 G-Cloud로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적용 필요

2. Solution

• 빅데이터, AI분석, GIS, 검색엔진 솔루션 등 컨테이너 개발/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Private/Public Cloud를 연계한

Hybrid Cloud 환경 구축

• 시스템 부하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한 Public Cloud로의 확장성 확보

3. Results

• Hybrid Cloud 상호 운용성을 고려를 위해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하여 초기

투자비용 절감

• Hybrid Cloud 구축을 통해 자원 효율성 향상 및 처리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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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llenge

• 2004년 구축된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은 운영측면에서 안정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낮아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트래픽 폭주로 서버 긴급 증설 등 개선 작업 필요

• 학사/행정/연구 등 기간계 핵심업무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필요

2. Solution

• 2019년 대학교 최초 PaaS를기반으로 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작

• MSA를 적용 모듈별 독립서비스 체계로 구축

3. Results

•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수강신청 시즌 Auto Scale을 통한 유연한 사용자

폭증에 대처

• CI/CD기반의 DevOps구현을 통하여 앱의 개발과 운영 효욜성 극대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통한 특성 OS와 클라우드의 종속성

배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

• 앱의 개발, 배포, 운영은 기획팀에서 DevOps체계로 관리하며, 인프라

운영팀은 HW 리소스를 관리하는 체계로 RnR 개편

MSA기반 차세대 적용 사례 : K대학교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