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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estimates …

폭발적인 신규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전망

500m
New digital apps and services by 2023

35%

of new apps produced by means of command
line scripting or coding will be cloud native
by 20221

(IDC)1

40%
Technical debt. (Gartner)2

From 3%
to 40%
80%

Increase of daily deployments to production
by 20231

of apps will be deployed on containers by
20241

1 Source: IDC FutureScape: Worldwide IT Industry 2020
Predictions, Doc #US45599219, Oct 2019
2 Source: Gartner: Application Modernization Should Be Business-Centric, Continuous and
Multiplatform 15 August 2019, ID G0043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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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와 Kubernetes 의 차별화된 가치

컨테이너 전략의 증대에 따른 관리기법
요구사항 변화
•

IDC estimates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 배포 자동화

•

Self healing / Auto Scaling

•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된
Rollout
/ Rollback
of new
apps produced
by means
of command

35%

line scripting or coding will be cloud native
by 20221

84% 시장 진입 능력 개선
75% 운영비용 감소 효과
60% IT 운영자의 프로젝트 운영
능력 개선handle

Source: Ovum, Delivering Business Value through
Transitioning from Managing VMs to Orchestrating Containers
© 2020 IBM Corporation

From 3%
to 40%

Increase of daily deployments to production
by 20231

Kubernetes 는 컨테이너 Orchestration
시장의 진정한
승자
of apps will be deployed on containers by
•

80%
컨테이너들의
는 Kubernetes 가 관리
1
202477%

•

2017년 이후 200% 성장세

Red Hat OCP 는 엔터프라이즈
Kubernetes 플랫폼 시장의 선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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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클라우드
아키텍쳐를
위한 개방형
표준과
오픈소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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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급
소프트웨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더스트리 경험

Linux OS 기반,
Kubernetes 로
관리되는 Container
배포

풍부한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기업의 중요한
워크로드를 다양한
환경으로 전환 / 실행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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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ash
Unlock
Optimize

IBM Cloud Pak for Applications
Optimize: 기존 앱 실행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Unleash: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구축
Accelerators for Teams & Enterprise Governance

WebSphere ND | WebSphere Base

여러 분야의 팀이 독립된 영역에서 cloud-native 개발.

Liberty Core | Mobile Foundation

기업의 보안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하며 개발자가 신속하게 개발.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Red Hat CodeReady Workspaces
Collaborative OpenShift-native IDE

Unlock : 기존 앱 현대화
IBM 현대화 및 개발자 도구
모든 구성 요소에 포함

•
•
•
•

Transformation Advisor
Mono2Micro*
Application Navigator
WebSphere Migration Toolkit

Enterprise Runtimes
•
•
•
•
•
•

•
•
•
•
•
•

Traditional WebSphere
Liberty
Mobile Foundation
Open Liberty
JBoss EAP
Quarkus

Distributed Data

SSO

Node.js
Spring Boot
JBoss WS
Vert.x
Cloud Functions (Serverless)
OpenJDK

Messaging

로컬 IDE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개발 도구 및 확장
*open beta
애플리케이션용 Cloud Pak과 함께 사용할 경우 무료로 지원

OpenShift 기능 제한 없이 영구 및 기간
라이센스 옵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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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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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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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현대화 (Modernization) 프레임워크
기투자 보호하면서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

TODAY

WAS

Create – Connect - Optimize
TA 리포트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생성되는 아티팩트를
활용하여 기존 Java EE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MQ

Rehost
(migrate)

IIB
---

Analyze for
Insights

Re-platform
(augment)

TA / M2M

---

© 2020 IBM Corporation

Traditional
WebSphere

Refactor
(rewrite)

Micro
Service

Liberty

Cloud Pak for Application
AI

DevOps

WebLogic

JBoss

App

App

DB2
Portal

TRANSFORM

Data

Kubernetes / Openshift

M2M 의 분석결과에 따라 Java 애
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기 위한 가이드와 재 구성
을 위한 산출물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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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4Apps 앱 Modernization 지원 기능 비교

Modernize Operations

Modernize Runtimes Modernize Architecture
Cloud Native

Value

CP4Apps
Recommended
End State

Mod Tools
© 2020 IBM Corporation

Agile Delivery
Cost Savings
Technical Debt Reduction
Flexible Deployment
Application
tWAS
Containers
OpenShift

Application
Liberty
Containers
OpenShift

Transformation Advisor

Microservices
Liberty
Containers
OpenShift

New
Existing

Mono2Micro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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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Pak for Applications – Modernization Toolsets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한 분석과 마이그레이션,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AI 기술을 활용
Modernization & Developer Tools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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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Applications – 기존 앱 현대화 Transformation Advisor
마이그레이션 분석 및 예측

상세 분석 리포트
IBM Transformation
Advisor 를 통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 지원

컨테이너 관리영역
표준기반 이식성 확보

인벤토리 리포트 제공

마이그레이션 수행 지원

가용성 극대화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확보
멀티 클라우드 전환
개발자 생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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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Transformation Advisor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기존 WAS 에서 IBM Cloud Transformation Advisor 툴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현황 분석 후 OpenLiberty로 마이그레이션 빌드 배포
예시
Transformation Advisor 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지원 기능 점검

분석

TA Migration Plan

Application확인
© 2020 IBM Corporation

appsody build 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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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 2 Micro (M2M) overview
애플리케이션 전환 문제점

제안 솔루션

• 기존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이해와 분석능력
필요
•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아키텍처의 재구성이나
재구현을 필요로 함
No Simple
Non Disruptive
No Economical

Full-scale 애플리케이션 전환
클라우드 활용 아키텍처 필요
© 2020 IBM Corporation

• 아키텍트 가 리팩토링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시간, 비용을 절감
• 자동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권고 사항 이행
• 데드코드를 식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이행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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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Applications – 기존 앱 현대화 Mono2Micro
소스코드 정적분석

애플리케이션 동적분석

IBM Mono2Micro 는
전통적인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Microservice 화 지원
데이터와 앱 정적분석
표준 Java 앱 지원

다양한 리포트 제공

Microservice 전환지원

테스트케이스별 동적분석

다양한 관접의 리포트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가이드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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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2Micro Workflow

Mono 2 Micro (M2M) overview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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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2Micro Components & Workflow

Bluejay : 자바코드를
정적 분석 하고,
동적분석을 위한
코드주입
Flicker : 테스트
케이스별 분석 보조
프로그램
Oriole : Mono2Micro 의
AI 엔진
Cardinal : 각종 리포트
및 코드 주요 부분 생성
지원

© 2020 IBM Corporation

Think 2019 / © 2019 IBM Corporation

Page 15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시 호출 상관 관계를 도식화
Runtime Call Graph
런타임 콜 그래프 (Runtime Call Graph)

•
✓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내 클래스들이 실행되면서
호출하는 (되는) 관계 및 상세 내역을 그래프로 표
현
일반적으로 런타임 호출 그래프 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격리된 (Isolated) 여러 클래스를
식별

•

✓
✓
✓

실행된 테스트 케이스의 커버리지 부족
단순하게 실행되지 않는 DeadCode 인 경우
1회성으로 초기화 코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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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직에 기반한 그룹화를 통해 권장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
Microservices 권고 사항
•

Mono2Micro 는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면서 발생되는 트레이스의 컨텍스트를 통해 클래스들 사이에 어떠한 순서로, 어
느정도의 빈도수로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 (Business Logic recommendations)
•
AI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로직 기반 클래스 생성, 런타임 호출 추적의 그룹화를 캡쳐
•
인과관계 / 사용사례 , 유사성 / 기타 시간적 관계 / 클래스자체와 클래스의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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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관관계를 고려한 Natural Seams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Microservices 권고 사항
•

•
•

Mono2Micro 는 데이터 종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로직 기반 그룹화를 더욱 강화
관련 클래스 그룹을 데이터 종속성과 반복적으로 병합하여 Natual –seams 기반 그룹을 생성
이러한 그룹화를 통해서 Mono2Micro 는 기존 클래스들을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 시킴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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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ervice 권고 가이드 지원 – Meet in the middle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파티션을 생성하거나, 기존 클래스들을 파티션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커스터마이즈 된 마이크로 서비스 파티션
제안을 제작 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 지원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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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D/L 기반 파티션 생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리포트
각종 Summary Report
•
•
•
•
•

해당 파티션 내에 존재 하는 클래스들의 숫자
특정 파티션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유스케이스의 이름과 빈도수
파티션 들 사이의 호출관계에 대한 리포트 생성
모든 호출에 따라 파티션들로 전달된 모든 Non-Primitive 매개변수와 파티션 내에서 참조하는 외부 클래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시 REST 호출에 필요한 Signature 를 정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2020 IBM Corporation

Page 20

Microservice 권고 가이드 지원 – Generating Code
분석된 결과에 따라 클래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파티션별로 분리하고, 보조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생성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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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Applications

Application Modernization
기 개발된 Application을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고민

Cloud Native
컨테이너 개발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Microservice Architecture APP, Cloud
Native APP은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

- Re-Host, Re-Platform, Re-Factor

Analyze

Modernize

DevOps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개발과 운영
환경은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개발된 APP을 운영 환경에 신속하게
빌드/배포하는 환경은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Operation

run
test
debug
Websphere

JBoss

WebLogic

Rehost

Liberty

Replatform

Cloud Pak for
Application

자동화된
App 분석
및
마이크로
서비스
제안

Tomcat

© 2020 IBM Corporation

Dev
Ops
Refactor
Rewrite

A
I

D
at
a

Kubern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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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Apps를 활용한

국내 금융권 PoC 수행 사례 – L보험사
l

2020. Aug

IBM Korea, Cloud Competency Center

–

IBM PoC Case Study

Background
고객사에서는 최근 Hybrid-Multi Cloud환경에 있어서, Application Modernization & DevOps의 Core-Technology로 인식되고 있는
‘Containerization’ 기술 및 방법론을 신속하게 검증하고자 하였음
Needs

Feasibility Check를 위한 IBM의 PoC 제안

‘ 빠르게 기술 검증 요소를 Tapping하여 자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 및 로드맵을 확보하도록 함 ‘

자사 클라우드 도입방향에
대해서 여러 CSP* 들의
제언을 들어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고민을
많이 진행해오시면서…

When.

What.

How.

Our Goal is..

✓ Vendor 구속이 없는 클라우드
✓ 비즈니스 Agility 를 창출하는
개발자 생산성 향상 필요
✓ 오픈 소스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 단순 cloud component tool
도입으로 끝나지 않는, IT의
Cloud-Native 내재화 니즈
*) Cloud Service Provider

© 2020 IBM Corporation

•

3주간 PoC
(Reporting 포함)

•
•

•

Containerization 실행
및 관리 플랫폼 (OpenShift)
Cloud로의 Lift & Shift 및
Modernization를 통한
Containerization 방법
Cloud-Native환경
컨테이너 기반 개발 방법

•

•

고객사 환경을 고려한,
- Red Hat OpenShift 기반 및
WebSphere 연계 App 컨테이너
플랫폼
( ‘IBM Cloud Pak for Apps’ )
IBM Services 리소스 활용
- PoC Lead(1)/ Advisory(1)/
Engineer(1)/ Developer(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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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oC Case Study

Key Overview
L생명은 컨테이너화를 추진하는 3가지 전략에서의 제공 가치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내재화를 시작하였음
1

목적

검증
포인트

Values

Lift & Shift

As-Is WAS 환경위에서,
기존 앱 구조 변경없이
Lift-Shift로 컨테이너화 간편 수행

‘기존 WAS환경을 동일 유지하면서,
Cloud 환경으로
바로 Lift & Shift할때,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컨테이너화
및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

▪ Lift – Shift형태로의
Containerization을 통한, 기존 L생명
보유앱 변환 용이성 및 Complexity
사전 예측
▪ To-Be Containerization 가용 범위
확정 가능

2
(Modernization)
대표 WAS 환경을 변경하며,
진행되는 기존 앱의 현대화 과정
을 통한 컨테이너화 과정을
개발자 관점에서 확인
‘기존 Code를 ‘현대화’를 전제로
Refactoring하면서
컨테이너화 할때,
Transform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개발자에게 주는 Insight는?’

▪ 앱 현대화과정을 도와주는 소스 분석툴
‘Transformation Advisor’ 활용성 확인
▪ 샘플앱의 분석 과정 및 Modernize
Insight 추출, Containerization 용이성
확인
▪ As-Is L생명 앱 현대화 가용 범위 확인

3 Cloud-Native
(Build-Package-Deploy)
Cloud-Native 환경에서, 검증된
DevOps 개발툴체인으로
신규 앱의 컨테이너 개발 및
배포 과정 확인
‘DevOps툴체인의 자동화 효과로
인해
Cloud-Native 환경에서의
Refactoring 구현 작업시,
개발자 용이성, 속도는 어떠한가?’
▪ DevOps 툴체인 도입 및 기존
ITSM연결시, 확보될수 있는 개발생산성
향상 포인트 확인
- 자동화 적용으로 공수절감 영역 확인
- 배포시간 단축 범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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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수행 일정
IBM은 약 2주간의 준비-구축 작업, 1주간의 PoC 산출물 보고 준비 세션을 가지고 총 3주간 PoC를 제공함
Start

PoC수행 플랫폼 설치 단계
• On-premise 기반
Private Cloud 구성
• IBM Cloud Pak for App
(OpenShift 기반) 설치
• GitHub, Docker Hub 연계

W0.5

W1

W2

W3 (보고)

시나리오 개발/구성 단계
(1) 기존 앱의 Lift & Shift 관점
Containerization 수행
- 웹스피어 to 웹스피어
- JBOSS to JBOSS EAP
-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2) 기존 앱의 Modernization을
통한 Containerization

시나리오 사전 테스트 및
Hands-On세션 준비 단계

Day#1
Day#2
• 시나리오 연계 구현 준비 및
사전 테스트
PoC 보고 및 시연, 체험 제공
• PoC 보고안 준비
• 고객 맞춤형 hand-on 세션 준비 • Overview 세션
• PoC 기능 시연
- 기존앱 Containerization
- 신규 Cloud Native 앱개발
- OpenShift 주요 기능 시연
• 인프라운영팀 중심 – 1일차
• 개발팀 중심 – 2일차
• Hands-On 세션 제공
- 개발, 운영자 전용 세션
- IBM Training룸 환경 제공

Transform Advisor 활용
- WAS Base to Liberty
조건에서 TA 시범수행
- JavaEE 앱 mig목적
소스분석 툴

(3) Cloud-Native 신규개발
기반 Containerization
- DevOps툴체인중
AppSody를 활용한
Build-Package-Deploy
- ‘간단 보험료산정앱’

고객 초청
현장 PoC세션 진행 단계

주요
검증 사항

• 고객사 기보유 WAS환경 연계 Containerization
• DevOps 툴체인 기반 개발-배포 feasibility
• Container화를 위한 방법/ 툴활용법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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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1) 기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전환
기존 WAS에서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절차
시나리오 #1 – Websphere / JBOSS Migration

As-Is WAS

개발자

IDE

DevOps

운영 Cluster

1

App 및 설정 정보 확인

2

App 첨부 및 yaml 등
첨부 및 수정

3

Git Push

4

Pipeline Build 요청

5

Pipeline Build 실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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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Test / Monitoring /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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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2) IBM Cloud Transformation Advisor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기존 WAS에서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TA 분석 결과를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As-Is WAS

개발자

아키텍트

TA

SCM

운영 Cluster

1

TA Workspace 생성
2

Data collector agent복사
3

Data collector 실행

4

수집 정보 전달
5

수집된 정보 분석, 마이그레이션 계획 확인,
애플리케이션 첨부

6

Git Push

7
8

데이터 소스 정보 수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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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부분 Fetch

Build / Deploy Request
10

Load Test / Monitoring /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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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Native 신규개발을 위한 Accelerators for Teams 연계 스택

오픈소스 Kabanero의 기업용 버전인 A4T는 CodeReady, Codewind, Appsody, Knative, is
A4T 연계 스택

© 2020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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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3)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후 개발자 로컬 / 개발 / 운영 서버에 배포 방식에 대한 시연
아키텍트

Stack Hub
1

Stack 환경 구성
3-1
3-2

개발자
2

SCM

PIPELINE

Registry

운영 Cluster

3-1

Coding&Run CMD

Stack Pull
5

배포완료(Local)

Runtime Image Pull
4

3-2

Coding&Build CMD

배포완료
(DEV)

4

8

Runtime Image Pull & Build
7

5

Build Image Push

Image Pull

6

Deploy Request (DEV)
3-3

3-3

Coding & Push

© 2020 IBM Corporation

4

5

WebHook

런타임 이미지
Pull & Build

8

6

Image Pull

Build Image Push

7

Deploy Request (PROD)

배포완료
(PRO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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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Learned
IBM Cloud Pak
for App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Containerization 3 Approaches
•

1

기존
Apps

‘Lift & Shift’

컨테이너화
Apps

2
기존
Apps

컨테이너화
PoC

수행 Actions

Modernization
’IBM Cloud
Transformation
Advisor’(TA)

컨테이너화
Apps

•
•

•
•
•

3

•

신규개발
대상
Apps

DevOps

CloudNative
Apps
•

© 2020 IBM Corporation

Replatform 방식
컨테이너라이제이션
Git-pipeline추가-Image
배포
기존 WAS환경에서
컨테이너화
- WAS to WAS
- JBOSS to JBOSS EAP
Apps Modernization
컨테이너화를 위한,
소스코드 분석 및
자동화 도구 활용(‘TA’)
Code 수정 부분
인사이트 추출

Cloud-Native환경기반
DevOps 툴체인 활용
앱개발-패키지Deploy (Appsody
Stack활용)
오픈소스기반 CI/CD
Pipeline ‘Tekton’활용
자동 배포 수행

검증 포인트 질문

시사점
•

마이그레이션
용이성 및 적용범위

오픈소스 기반 WAS
마이그레이션 동반
컨테이너화 용이
컨테이너화 적합성
체크후 우선 수행요

•

•
분석/변환 가시성
개발자 활용성
•
•

Cloud-Native
구현 용이성 및 속도
CI/CD 자동화 체감

•
•

•

L생명 내부,
JavaEE기반 서비스,
Springframework
기반 애플리케이션
선적용 가능
TA활용을 통한
전환 개발 공수 절감
컨테이너화 가속화
지원

향후 신규개발 공수
절감 및 리드타임 감소
DevOps
개발/운영환경
기본 프로세스 확보
MSA로 가기위한
Short-Cut 환경 구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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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금융권 사례에서 확보한 검증된 로드맵
PoC를 통해 확인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이라는 차세대 클라우드 코어 기술을 시작으로, 단계적 추진 Approach를 통해
자사 고유의 MSA 및 Cloud-Native 플랫폼 환경을 안정적이고 혁신적으로 확보함
Now
1단계

기술검증
(PoC)

2단계

Containerization기반
PaaS형 Private Cloud 구축

MSA 전환

내부 주요 시스템별 구현 Waves
대외계

기간계

Project#1

추진
전략 방향

•
•

Project#2

Project#3

컨테이너 엔진/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확정
유저 프론트 접점부터 시작 -> 내부 코어기간계로
확산되는 Phased Approach수행

Cloud-Native 환경

Cloud-Native 아키텍쳐 기반
신규개발 서비스 지속 연계

정보계

플랫폼
구축

3단계

Re-platform/
Re-factoring
전환영역
•
•

Hybrid-Multi 클라우드 플랫폼상
DevOps 체계 정착 및 내재화

Re-Architecturing
전환 영역

점진적 Refactoring 비중 확대 추진
비용/시간 효율성 기반의 L생명
맞춤형의 선택적 MSA 모델 확보

•

•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DevOps 툴체인 환경

Hybrid-Multi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자
생산성이 극대화된 DevOps 자동화체계
L생명 특화 API 팩토리 모델 구현
및 고유의 클라우드 컨테이너 자원 관리
조직 체계 정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