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과 기술요소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기술 동향과 표준화







물리서버 시대 ~ 2000년



가상화 기술 1세대 : 2001년 ~ 2009년



가상화 기술 2세대 ≒ Cloud 시대: 2010년 ~ 2015년



Cloud Native 시대 2016 년 ~ 



• Cloud native computing uses an open source software

• Standardization : https://www.opencontainers.org/

From Virtualization to Cloud Native



CNCF Cloud Native Definition v1.0

Source:https://github.com/cncf/toc/blob/master/DEFINITION.md#%ED%95%9C%EA%B5%AD%EC%96%B4

https://github.com/cncf/toc/blob/master/DEFINITION.md#%ED%95%9C%EA%B5%AD%EC%96%B4


• Non-profit, part of the Linux Foundation; founded Dec 2015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Incubating

Service Mesh StorageService 

Discovery

Distributed 

Tracing

Software Update 

Spec

StorageSecurity

Graduated

Package 

Management

Orchestration
Networking 

API

Service Proxy

Logging Remote Procedure 

Call

Distributed Tracing 

API

Container 

Runtime

Container 

Runtime

Messaging

Monitoring

Registry

• Platinum members: 



가상화 기반 IaaS vs. 컨테이너 기반 PaaS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Cloud Native 애플리케이션 비교





• Cloud Native Computing 환경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의 장점을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개
발, 운영, 관리에 적용하여 기존 컴퓨팅 환경을 최적화 함

Cloud Native Computing으로 전환 효과

On Demand Delivery

Application ScalingSelf Recovery

X

Consistency & Continuous
Dev
.

Test Product
Rolling Update

Bare Metal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즉시 제공 이미지기반으로구성, 배포효율화
개발과운영환경의일관성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 시
다운 타임은 제로 또는 최소화

• 비정상 애플리케이션 재시작

• 노드의 장애 발생시
정상 서버 노드로 자동 재배치

VM 단위가 아닌 어플리케이
단위의 오토스케일링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운영

Portable

Private Public



• Cloud Native Computing은 클라우드의 특성과 장점을 적용하여 구성된 컴퓨팅 환경으로,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
이션/서비스와 개발, 운영, 관리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함

Cloud Native Computing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기존 운영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환경

민첩성 상호운영성 탄력성

Cloud Native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On Premise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하여 운영

클라우드 네이티브 vs.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의 핵심 개념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동적 스케일

탄력 있는 동적 스케일 -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웹, 모바일, 다양한 UI 를
지원하여 사용자에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

향상된 자동화

프로비저닝, 배포 스케일 주기가
고도로 자동화된 수요와 자원 제한
에 대응 가능

CI/CD

높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빠른 업데이트

분산 데이터 저장소

분산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사일로 새로운 접근 방식

클라우드 네이티브 :
클라우드 전용으로 구축

API 지원

확장성 개발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

마이크로 서비스

유연하고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 가
능



클라우드 네이티브 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경쟁 우위 확보

Cloud Native 란 클라우드 목표를 IT 비용 절감에서 비즈니스 성장 엔진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비즈니스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규모의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유연성

개발 생산성 향상

개발 기간 단축

운영 효율성 향상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업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수정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를 맞추고 클라우드 가격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실용적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과 지속적인 제공(Continuous 
Delivery, CD) 및 완전히 자동화된 배포 운영 같은 DevOps 워크플로우를 통해 지원됩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기업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신속한 업데이트 및 개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Cloud Native 기술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여 탄력성을 높이고 자동 스케일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시스템이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배포, 업데이트, 확장/축소, 재시작 할 수
있어 뛰어난 고객 경험을 24 시간 365 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Cloud Native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면 자동화, 셀프 서비스, 원격 측정, 분석 등의 기능을 필요에 따
라 확장 또는 확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Different Levels of 
Cloud Native Application Maturity.

Level 3: Cloud Native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

• 장애를 고려한 IT 디자인

• 개별 애플리케이션 장애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적극적인 장애 테스트- 커버리지 90% 이상을 추구

• 중앙 집중화된 모니터링, 메트릭

•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스케일 전략

Level 2: Cloud Resilient
(클라우드 심화 단계)

• 느슨한 시스템 결합 구조

• 이름으로 찾는 서비스

• 12-factor app 원칙 준수

Level 1: Cloud Friendly
(클라우드 친화 단계)

• 내부 파일시스템이 없는 환경

• 하드웨어 가상화

• 컨테이너화 된 이미지를 통한 실행 환경

Level 0: Cloud Ready

(클라우드준비단계)

https://www.opendatacenteralliance.org/docs/architecting_cloud_aware_applications.pdf

• 마이크로서비스구조사용과원칙준수

• API 기반의소프트웨어아키텍처

http://www.opendatacenteralliance.org/docs/architecting_cloud_aware_applications.pdf


레거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전환

시간
레거시

현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존

클라우드

네이티브

최종목표 :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 전체 적용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공존하며 ,

연계하여 운영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

Source : I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