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ud Transformation



클라우드?





비즈니스 측면에서 IT 과제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eTU6w7fbVTg













클라우드 핵심 개념 : Architecture & Model



Cloud Delivery Model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물리서버 시대 ~ 2000년



가상화 기술 1세대 : 2001년 ~ 2009년



가상화 기술 2세대 ≒ Cloud 시대: 2010년 ~ 2015년



Cloud Native 시대 2016 년 ~ 



클라우드 전략은 기술 그 이상입니다.





가상화 기반 IaaS vs. 컨테이너 기반 PaaS



Cloud Immigrant vs. Cloud Native



• 자원 효율성, 자원 격리, 호환성, Auto Scaling, DevOps, MSA, 관리 편의성

WHY CONTAINER ?



Container Market Research



컨테이너는 클라우드에서 Java 와 같이 벤더 종속성 해제



28

Cloud Native







• 가상화 기반 IaaS Cloud 

How does one build apps for th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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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Native Computing



IT개발 측면 > 개발프로세스 대폭 축소

개발 테스트 운영

OpenShift도입을통해사라지거나극도로축소될업무

개발계 VM 요청

개발계 MW요청

APP 환경구성

검증계 VM 요청

검증계 MW요청

APP 환경구성

운영계 VM 요청

운영계 MW요청

APP 환경구성

Build 스크립트 작성 App 빌드 및 배포 App 빌드 및 배포

환경
구성

단순
업무

코딩

테스트

배포 확인

핵심
업무

PaaS를 통해

즉시, 원하는

만큼 환경구성

PaaS 로

자동화

핵심이 되는 업무에 집중

혹은 DevOps 준비



Kubernetes 의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실현



Cloud Native Computing으로 전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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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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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Levels of 
Cloud Native Application Mat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