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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F Cloud Native Definition v1.0



CNCF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Cloud Native Computing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 주도 하고 있으며 관련 오
픈소스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표준을 협의. 기존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자와 기술 기업들
이 대거 참여하여 운영 됨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은 현대적인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동적인 환경에

서 확장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서비스, 불변의 인프라스트럭

처, 그리고 선언적 API가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 이 기술은 회복성이 있고,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며, 가시성을

갖는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 견고한 자동화와 함께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영향이 큰 변경

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주,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

•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은 벤더 중립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 생태계를 육성하고 유지함으로써 해당 패러다

임 채택을 촉진한다.

• 우리 재단은 최신 기술 수준의 패턴을 대중화하여 이런 혁신

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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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Levels of 
Cloud Native Application Maturity.



Application centric design Axis

Cloud Native Architectures eBook from 

https://subscription.packtpub.com/book/application_development

/9781787280540



Cloud Native is …



From Virtualization to Cloud Native



Cloud Business Office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Cloud Native 애플리케이션 비교



Cloud Native Computing으로 전환 효과

• Cloud Native Computing 환경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의 장점
을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개발, 운영, 관리에 적용하여 기존 컴퓨팅 환경을 최적화 함



VM vs. Container - 집적도



CNCF 호스트 프로젝트



Cloud Native Computing은 클라우드의 특성과 장점을 적용하여 구성된 컴퓨팅 환경으
로,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와 개발, 운영, 관리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함

Cloud Native Computing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PaaS 환경의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 

- Peter Drucker





제품 / 서비스에 관한 문의

• 콜 센터 ：02-469-5426 ( 휴대폰 : 010-2243-3394 )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