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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genda

⎌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

⎌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접근 방안

⎌ 주요 사례 및 오퍼링, 그리고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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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고민들 … 그리고 방향성

… 그리고 방향성

독립적이고 상호 종속되지 않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구조로
업무 도메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가 필요함

새로운 모델과 기술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산업 특화된 자산 및 베스트 프렉티스에 대한 고민

“빠르게” 경쟁력에 대한 고민 “신기술” 적용에 대한 고민

유연하고 제약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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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고민 ... 그리고 방향성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인프라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오픈 플랫폼 데이터 보안 방안

… 그리고 방향성

•

•

•

•

•

•

•

•

•

•

•

•

끊임없이 변화하고 신규 요건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함

주도적 사업 리딩을 위한 역량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타사업자와 연계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연하고 통합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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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로 변화

‘초고속’ ‘초연결’ ‘초규모’

IDC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초점

경제 상황

Worldwide

Korea
18.7%

9.1% 32.5%
12.7%

12.3%

13.6%
19.5%

29.1%

17.0%

25.5%

54.6%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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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메인 중심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 필요

기업이 경쟁력을 빠르게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 비즈니스 역량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비즈니스 역량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비즈니스 역량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발 및 운영 혹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함

§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및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빠르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

Business 
Capability

micro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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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genda

⎌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

⎌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접근 방안

⎌ 주요 사례 및 오퍼링, 그리고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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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

Open Platform

Any Service 
Provider Any 3rd Party

Any Service Consumer
Guide 1 업무 도메인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Guide 2 유연한 플랫폼 환경 구성 방안

Guide 3 역량 내재화 기반 일하는 방식 변화 방안

Method

Platform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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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서비스 란?

Microservice (마이크로 서비스)는

§ 독립적이며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비즈니스 역량

§ Single unit of business capability or responsibility

독립된 비즈니스 역량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은

§ 새로운 상품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며,

§ 독립적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비즈니스 종속성 없이 쉽고
빠르게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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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 단일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형태로 분할하는 아키텍처링
• 전체 라이프사이클(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는 작은 팀에서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

• 딜리버리 가속화 가능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독립적 단일 기능

의존성 탈피

컨텍스트 의미 부여

데이터 조작 분리

상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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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주도 설계 란?

“ Creative collaboration of software experts and domain experts ”

§ 도메인 주도 설계

§ 도메인 주도 설계란 개발을 함에 있어 도메인이 중심이 되는 개발 방식을 말하며, 그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연관된 부분들을 연결하여 계속해서 진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쉽게 해주는 것에 있음

§ 도메인 주도 설계의 핵심 목표는 High Cohesion, Loose Coupling으로 각
도메인은 높은 정도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성이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됨

§ 주요 원리
(1) 핵심 도메인과 그 기능에 집중하라
(2) 도메인 모델을 정교하게 구축하라
(3)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생기는 도메인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 전문가와 끊임없이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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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도메인
분석

서브도메인
정의

설계
일정 수립

이벤트
식별

이해 및
조정

서비스
식별

서비스
설계

커맨드
정의

트리거
식별

데이터
식별

바운디드
컨텍스트

업무 도메인 중심의 분해
•

•

•

도메인 기반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경계의 정의
•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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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메인 이해를 위한 분해

Domain

Subdomain Subdomain Subdomain

Subdomain Subdomain

Step 1. 
대상 도메인 이해 및 확정

Step 2. 
하위 도메인 후보 식별

Step 3. 
하위 도메인 조정 및 확정

Step 4. 
도메인 분해 결과 검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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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찾기 위한 방안

Data

External 
Systems PolicyCommand Domain 

Events

Actor
Read 
Model

User Interface

업무 도메인 중심의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 비즈니스 및 IT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Event Storming 활용)

§ 독립적인 비즈니스 도메인의 경계를 정의하고 (Bounded Context 정의)

§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팀을 지정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함

Event Storming
2019/2020년 IBM Garage를 금융/통신 등
다양한 수행 경험을 통해서

§ DDD (Domain Driven Design)와
Event Storming,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통해
필수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음

§ IBM Garage Method에 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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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

Open Platform

Any Service 
Provider Any 3rd Party

Any Service Consumer
Guide 1 업무 도메인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Guide 2 유연한 플랫폼 환경 구성 방안

Guide 3 역량 내재화 기반 일하는 방식 변화 방안

Method

Platform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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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에 대한 고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오픈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 독립적이며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비즈니스 역량
(마이크로 서비스)의 실행 및 연계를 지원하며,

§ 다양한 인더스트리 솔루션 및 선진 사례, 검증된
서비스를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 대체 가능한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유연하고 빠르게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한
구성 및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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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시 – 아키텍처 및 기술 요소

•

•

•

•

•

•

•

•

•

•

•

용이성 · 다양성 민첩성 · 유연성 신뢰성 · 확장성 유연성 ·확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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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시 – 구축 시 고려사항

ü MSA가 고려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ü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구조

ü

ü API 개발이 쉽고 유연한 환경
ü API를 쉽게 조합할 수 있는 기능
ü 보안 및 성능을 보장

ü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ü 다양한 분석 환경을 활용

ü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보안
ü 이상징후 감지 기능이 강화
ü

ü

ü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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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시 –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 및 운영관리

자동화를 통한 신속한 빌드 / 배포

클라우드에 적합한 개발 환경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 통합 관리

개발자용 SCM

Hybrid-Multi Cloud 통합 관리

SCM Build/Deploy



19 마이데이터및디지털금융전환가속화를위한플랫폼접근방안

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시 – 연계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

API 플랫폼자산 통합 조회앱

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

자산 통합
조회 API

자산 조회
API

A은행

B카드

C보험

D증권

외부기관
Open API

A은행 A은행

A은행 A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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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

Open Platform

Any Service 
Provider Any 3rd Party

Any Service Consumer
Guide 1 업무 도메인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Guide 2 유연한 플랫폼 환경 구성 방안

Guide 3 역량 내재화 기반 일하는 방식 변화 방안

Method

Platform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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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와 “Co-OOO”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빠른 적용

Co-create
Envision the future

Co-execute
Iterate to product-market fit

Co-operate
Scale to market

비즈니스 과제

프로토타입
개발

시장성 검증

평가 및
피드백

MVP 개발

시장성 검증

평가 및
피드백

상품출시

Release
1

Release
2

Release
3IdeasMission Vis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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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내재화를 통한 주도적 변화

“문제
인식 및 개선 아이디어”

IBM Garage Method for Innovation

“지속적으로
반영”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

“일하는 방식의 변화

“아이디어 및
아키텍처 구체화”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구현”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배포
및 수행”

⎌ 역량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 및 경험으로 검증된 방법론 및 오퍼링에 대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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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genda

⎌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

⎌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접근 방안

⎌ 주요 사례 및 오퍼링, 그리고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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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내재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 IBM Garage Service

IBM Garage Delivery Engagement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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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Garage 수행 사례 – 은행 사례

Garage

피드백

§

§

§

§

§

§

§

§

§

§

§

§

§

The 1st IBM Garage

§

§

Garage

The 2nd IBM Garage

§

§

The 3rd IBM Gar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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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Garage 수행 사례 – 생명 보험사

생명 보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고객사에서는

§ 새로운 온라인 보험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빠르게 출시하고,

§ 현업과 IT의 긴밀한 협업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수 역량의 내재화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개발 및 운영을 하려고 함

마이크로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 역량 내재화 기반 주도적 개발 및 운영

독립적 단일 기능
의존성 탈피

컨텍스트 의미 부여

데이터 조작 분리

상호 인터페이스

§ 온라인 보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역량을
마이크로 서비스 중심으로 식별, 설계 및 개발/운영을 통해서

§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Design 
Thinking 
workshop

마이크로
서비스
도출

스프린트
피드백

Product 
Increment

검토/배포

구현 계획

서비스
설계

스탠드업
미팅

MVP 
Build-up

프로젝트 관리

개발자 역량
고도화/내재화

CI/CD1) CI/CD1): 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

§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 그리고 운영까지의 전체 과정의 필수
역량 내재화를 통해서 종속성 탈피 및 신속한 개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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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 IBM Cloud Paks – Build Once. Deploy Anywhere.

Foundation

Certified 
Offerings

Cloud Paks

Services

Open Hybrid
Multi-Cloud

Platform

Cognitive Applications

Applications Data Integration Automation Multi-cloud
Management Security Ecosystem

Infrastructure

Advise Move Build Manage

IBM Cloud SystemsEdge Private

Common Service

OpenShift
Multi-cluster management

R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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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 사례

⎌ Pain Point 1.
퍼블릭환경과
프라이빗환경의 통합
모니터링 요건

⎌ Pain Point 2.
통합 플랫폼은
안전하게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

⎌ Pain Point 3.
VM 기반과
Kubernetes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확장성 고려)

IBM Cloud SystemsEdge Private

RedHat
OpenShift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인시던트/이벤트 관리

멀티 쿠버네트스 관리

인프라 자동화

IBM Cloud Paks for Multi-Cloud Management

⎌ 모듈식으로 기능
추가 가능

⎌ 설치형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

⎌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Full Set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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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1 현행 플랫폼 전략에 대한 검토

2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적용

3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제시

4 역량 내재화를 통한 주도적 실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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