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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
지 겪지 못한 불확실성 앞에 기업을 내몰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선

택할 수 있는 것은 혁신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몇
년 앞당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기업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을 구현

하기 위한 방법론과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와 전략이 있어야 합니
다. 그래서 IBM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기업

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산업, 클라우드, 데이터/AI 영역에서 최고의 역
량과 경험을 가진 기술 전문가 그룹(Tech Advisor Group)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IBM의 전문가들과 함께 뉴노멀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큰 방향을 함
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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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엄경순 전무 | 최고기술임원

CTO, Distinguished Engineer

디지털 혁신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은 클라우드 네이
티브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
이티브는 확장성, 유연성 및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
드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방식
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며칠 이상 걸렸던
업무나 사용자 경험에 제약이 있었던 채널을 새롭게
구성하여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
엇일까요? 크게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서
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키텍처, DevOps를 활용한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혁신, 오픈 플랫폼 기반 컨테
이너 환경을 포함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터프
라이즈로의 전환 목표는 단지 아키텍처 변화뿐 아니
라 조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통해 비
즈니스 민첩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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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

선도적인 글로벌 통신사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Enterprise Agile Transformation이
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여정을 수 년 동안 진행했습
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오픈
디지털 플랫폼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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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혁신 - 글로벌 통신사의 디지털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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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엄경순 전무 | 최고기술임원

CTO, Distinguished Engineer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은 기존의 대규모 IT 투자를 동
반한 차세대 프로젝트 형태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는 기업의 복잡한 IT 아키텍처
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벤더에 대한 종속
성 없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근간
(Foundation)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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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바탕으로 조직 및 개발, 운영 프로세스 변화를
동반하는 플랫폼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빅뱅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환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
라 전환 리스크도 크고, 효과 분석도 어렵습니다. 점
진적인 전환 방식은 디지털 전환 가치가 높은 업무
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효
과 분석도 용이하게 합니다. 보통 작게 시작(Small
Start)하라고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기업 내 추진
력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프로젝트로 시
선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전환을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
역량 내재화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채널

채널

채널

그림 3. 하이브리드 /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근간 플랫폼 컨테이너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
라 애플리케이션 환경 변화를 동반하고 AI, IoT,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강력한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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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전환 가치가 높은 업무부터 점진적 전환 추진

컨테이너

전략 수립 가이드

IBM이 제안하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전략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정우 상무

Cloud Native Architect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여정(Journey to Cloud)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기업의 모든 IT 시스템을 단기
간에 클라우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
히 국내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그것은 서비스 품질, 데
이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복잡한 문제 해
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전하기 어렵습니
다. 또한, 이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개발 및 운영 프
로세스 및 조직에 걸쳐 클라우드 방식의 사고가 필
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IT 환경의 클라우드 이전은
단순한 이전 프로젝트가 아닌 흔히 클라우드 여정
(Journey to Cloud)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
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Containerization)은 효과
적인 클라우드 여정을 위한 디딤돌이며, IT 입장에
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된 애플리케이션은 더 쉽게 마이크로서비스로 구
현할 수 있고, DevOps의 빠른 개발 및 배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인
프라 환경 변화뿐 아니라, 컨테이너라는 패키징 및
배포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락인 없이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
화, 조직 및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간
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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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및 배포 기술인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락인 없이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조직 및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간입니다.

전략 수립 가이드

비즈니스와 IT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환 방식이 있을까요?

전정우 상무

Cloud Native Architect

디지털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와 오픈 소스 기술 활
용이 중요시되면서 IT 인프라 환경은 기존 베어 메
탈 및 가상 머신에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빠르
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환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전사적인 클라우드 여
정으로 시작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관점의 하
나로 컨테이너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 방식은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
사 전략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
고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간
단한 업무에 컨테이너를 빠르게 적용해서 내재화
를 통해 진행하는 접근방식입니다. 기업 상황에 따
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Try &
Error)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
해져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
적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은 개발 및 운영 조직 변
화, 오픈 소스 활용 증가, 점진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구조에 대
한 요구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
한 내부 구성원의 변화 관리와 기술 내재화가 중요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을 단지 IT 인프라 및 배포 기술
로만 바라본다면 기존 인프라 운영 환경의 기술 구조
만 변경하는 작업에 그칠 것입니다. 선도적인 클라우
드 전환 기업들은 컨테이너 전환을 단순한 인프라 환
경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해 주는 차
세대 아키텍처 기술 플랫폼 혁신 전략으로 바라보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플러그인 식으로 컨테이
너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자원 풀로 관리하면서 비즈
니스 민첩성과 가용성을 향상해 주는 방안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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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컨테이너 전환을 위한 2가지 접근 방안

페이지 6

현행 시스템에
대한 컨테이너
Quick Win

대상
선정

기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테이너
평가

이행
Wave 1

신규
프로젝트
검증 후
확산 계획

신규
프로젝트

Wave 2

Wave 3

전략 수립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또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요?

김희수 상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환 리더,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재개발 없이, 컨테이너로 전
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기존 애플리케이
션을 컨테이너로 그대로 전환하는 방법인데, 이 경
우 단계적으로 마이크로서비스로 변환하여 구현하
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애플리
케이션을 WAR 단위로 분리하여 마이크로서비스
로 전환한 후 컨테이너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이크
로서비스로 전환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보
지 않고 툴이나 패키징 정보를 참조하여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UI,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레이어로 판단하여 분
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DBMS의 경우 처음부터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상 컨테이너화를 할 때 고려 사항으
로 가능한 크게 분리하여 시작하고, 독립적인 확장
(Scalability) 요구가 많은 업무 단위로 구분하는 방
법이 효과가 큽니다. 또 컨테이너가 필요한 미들웨
어를 오픈 소스 기반 미들웨어로 변경해야 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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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를 할 때는 가능한 크게
분리하고, 독립적인 확장(Scalability)
요구가 많은 업무 단위로 구분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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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그림6.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라이제션을 위한 3 가지 방식

전략 수립 가이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나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적용 없이도 컨테이너 전환 효과를 누릴 수 있나요?
김희수 상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환 리더 ,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경우의 전제 사항에
따라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재 기술 스택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솔루션, 패키지 같
은 경우입니다. 현재 기술 스택을 유지하지 않고 모
두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모두 컨테이너화가 가
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화를 결정할 경우, 기술
적인 측면과 함께 전환 노력 대비 효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IBM의 프로젝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기
업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업무
중에 70%~80%는 컨테이너화가 가능하며 나머지
업무는 가상 머신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는 것은 비즈니스 민
첩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노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단
일 기능의 서비스로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유연
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서비스가 작은
단위로 분리하여 운영되므로,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페이지 8

하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화만으로도 컨테이너 플랫폼의 적용 효과
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관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로 CI/CD를 통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다양한
운영, 배포 환경에 대해 일관되고 간소한 구성으로
컨테이너 단위의 확장성, 이식성을 확보할 수 있습
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채널 시스템에 컨테이너를 적용했
습니다. 덕분에 최근 카드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
능을 개발할 때 롯데카드의 경우 단 이틀 만에 해당
서비스를 생성하여 런칭함으로써 빠른 적용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거래
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수립 가이드

컨테이너 기술은 예전부터 써왔는데, 요즘 말하
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과 다른 것인가요?
김천순 상무

Client Technical Architect

그간 기업에서는 특정 기능을 가진 단위 애플리케
이션의 실행 환경을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엔진 기
반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
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급하는 컨테이너라이제이
션은 기업의 핵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
다. 즉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핵심 애
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컨테이너 엔진 및 오케스
트레이션 기술 등을 포괄하는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
을 어떻게 최적화된 형태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End-to-end 클라우즈 여정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
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
테이너 기반 플랫폼 기술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할 부분은 개방성입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
우드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식성 및 컨테이너
기반으로 출시되는 AI, IoT, 블록체인 같은 혁신 기
술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들과 상호운용성을 지원
할 수 있는 오픈 기술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을 선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이 순식간에
수명을 다해 과거의 기술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 단
단한 생태계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성장성 있
는 개방형 기술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개방형 기술과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라면 전문
기업의 운영 관리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 기술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상용 배포판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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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가이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라이제이션과 가상 머신 및 가상화 기술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김천순 상무

Client Technical Architect

컨테이너는 해운 업계에서 다양한 크기의 화물을 효
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었습니다. 화
물주에게 표준 크기의 컨테이너를 제공한 후, 화물
주 책임 하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게 한 후, 표준 크
기의 컨테이너를 수용하는 대규모 운송선을 운영하
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IT 기술에 적용한
것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컴포넌
트들과 함께 표준화된 방식으로 패키지한 소프트웨
어의 실행 단위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선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런타임만 있다면 실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고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을 컨테이
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유 자
원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상 머신은 하드웨어 가상화로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고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수
준 가상화로 여러 워크로드(프로세스)가 단일 운영
체제 인스턴스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운영체제와 커널 공간 및 바이너리와 라이브
러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
고, 이미지 카피(Image Copy)나 부팅 시간을 단축
하여 아주 빠르게 스케일-인/아웃(Scale-in/out)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
면 인프라 환경에 상관없이 높은 이식성을 제공합니
다. 이런 특성을 통해 컨테이너는 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통해 앱 개발 및 배포,
확장을 간편하게 하여 애자일한 DevOps와 클라우
드 네이티브 기반 아키텍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의 경우 고객이
직접 예약을 변경하는 기능을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
우드에서 서비스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허
리케인 일마로 예약 변경이 폭주하였을 때 신속하게
확장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컨
테이너와 가상 머신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 가상 머신 기반 인프라 환경 위에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거나 용도에 따라 컨테이너 환경과 가
상 머신 환경을 병행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 vs 컨테이너
·퍼포먼스 오버헤드 가능성
·각각의 VM이 사용하는
  리소스와 크기가 컨테이너
  대비 큼

가상머신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
  이저를 얹어 사용하는 방식
  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움

그림 7.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의 차이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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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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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종속성 적음,
쉬운 마이그레이션(이식성)
App A App A

Bins/
Libs

App B App B

App B App C

Bins/
Libs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엔진 (예, Docker)

호스트 OS

호스트 OS

서버

서버

컨테이너

·운영체제가 아닌 프로세스
를 구동
·호스트 OS와 커널 공간,
모듈 및 드라이버를 공유
하는 방식으로 가상머신
대비 가벼움

전략 수립 가이드

현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전환할 때 체크포인트를 알려 주세요.

장지영 상무

Hybrid/Multi Cloud,

Digital Transformation Consultant

기존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는 유지한 채 컨테이너
로 전환을 할 때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알
아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컨테이너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동작하는 소프트
웨어의 컨테이너 지원 여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은 대게 Apache, Tomcat, JEUS, WebToBe 같
은 웹 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에서 동
작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 지원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I/CD 툴체인을 컨테이너 환경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V1.1

코딩

소스코딩
통합
CI
지속적 통합

그림 8. CI/CD 툴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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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이미지

(Source to Image)

테스트 자동화

CD
지속적 배포

배포

세 번째는 컨테이너 전환 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
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 지원 여부 확인입니
다. 암복호화 등 보안 소프트웨어 또한 애플리케이
션과 함께 동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컨테이너 전환 개발 시 보안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
른 수정 개발 범위가 매우 큽니다.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 파일 구성과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고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 환경을 가상 머
신 또는 베어 메탈 중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은 구현
가이드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현 가이드

컨테이너와 같은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 시 오픈 소스를 많이 고려하는데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최용권 실장

Hybrid Cloud Solution Architect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는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현업에 과도한 업무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전환 과정을 논의해야 하
는 필요성도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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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입니다. 각 오픈 소스마다 그 특성과 사용법이 달라
이들을 관리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아
키텍처 고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픈 소스 생태
계를 잘 이해하고 조직 안에서 문화적, 기술적인 새
로운 시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현 가이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 지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지영 상무

Hybrid/Multi Cloud,

Digital Transformation Consultant

컨테이너의 특징 중 하나는 수평 자동 확장(Auto
Scale-Out/In) 기능입니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진
행으로 동시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컨테이너
Pod가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애플리케이
션을 실행시키는 웹 서버나 WAS 또한 컨테이너의
수평 확장 기능과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해야 합니
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버전 업그레이드나 교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플
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가장 큰 요소
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유연하게 자동으로
확장하고 줄일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수평
자동 확장 기능을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
고 개발해야 합니다.
수평 자동 확장 기능을 고려한 세션 클러스터링 적
용 사례입니다. 특정 WAS의 장애 발생 시 해당
WAS의 세션이 소실되기 때문에 WAS를 재시작하
면 사용자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
는 세션 공유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로 Redis 세션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였고, WAS에 장애가 발생하
더라도 기존 세션 정보는 유지됩니다. 이때 Redis는
WAS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
용 WAS의 자체 세션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단 Redis 라는 서비스 관리 항목이 증가합니
다. Redis는 오픈 소스이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감소되나 자체 유지보수와 장애를 대응할 인
력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케일 아웃

컨테이너 Container 컨테이너
(Pod)
(Pod)
(Pod)

컨테이너
(Pod)

컨테이너
(Pod)

스케일 인
도커 엔진

도커 엔진

윈도우 / 리눅스 / 유닉스

윈도우 / 리눅스 / 유닉스

그림 9. 수평자동확장(Auto Scale-Out/In) 기능

As-Is
Sticky 세션
1

2

4

WAS 1

3

WAS 1

6

재로그인

9

세션 리셋

7

LB

장애발생

WAS 2

LB

세션

5

WAS 1
Down

WAS 2

8

To-Be
Sc
Pod

1
4

LB

서비스

세션

그림 10. 세션 클러스터링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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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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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WAS 1 Pod
WAS 1
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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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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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
3

Redis 세션
클러스터링 적용

세션

구현 가이드

컨테이너 전환 시 CI/CD 툴체인을 새로 구성해야 하나요?

임용성 상무

IBM Garage Practice Leader

컨테이너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CI/CD를 고려하고 적용
해야 합니다. 먼저 CI/C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
경 관리 및 형상 관리를 포함하여 현재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및 사용 중인 도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
니다. 여기에 더해 어떻게 통합 혹은 대체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CI/CD 프로세스 및 적용되는 도구에 대해서는
한번에 구축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CI/CD 프로세스에 대해서
는 CI 영역을 먼저 적용하고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
음에 CD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
근법입니다. 금융권 사례를 예로 들면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CD를 적
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개발 환경 또
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개발 언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개발 언
어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적용 방법
입니다.
국내 한 기업의 경우에도 CI/CD 프로세스에 대해
선진 사례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 전략을 수립하였
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Java 개발 환경에
대한 CI 영역의 자동화를 시작으로 모바일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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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CD 영역으로도 점차 적용 영
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도
구를 다양화하여 종속성을 탈피함과 동시에 다양한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운영 중인 변경/
요청 관리, 형상 관리 또한 새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
한 것입니다. CI/CD 툴체인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빠른 배포 및 자동화 관점에서 필수 요소이고, 운영
관리 툴 등은 감사 처리 등 다년간의 운영 경험 노하
우가 녹아 있어서 한번에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컨테이너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CI/CD 툴
체인을 새로 구성하고, 변경/요청/형상 관리 툴은
현행(As-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지하면서 JIRA
Confluence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데브옵스
프로세스 / 툴

현재 적용되어 있는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및 도구

CI

CD

CI(Continuous Integration)
CD(Continuous Delivery)

그림 11. 컨테이너 환경 하의 CI/CD 툴체인 구성 방안

구현 가이드

컨테이너 보안을 위해 상용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나요?

임용성 상무

IBM Garage Practice Leader

상용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습니
다.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과 테스트 단계, 이미지 저
장 및 검색 단계, 컨테이너 배포와 관리 단계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보안 적용이 필요합니다. 즉
컨테이너 보안에는 다섯 가지 위험 요소(이미지 보
안, 레지스트리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컨테이
너 보안, 호스트 OS 보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보안은 개발된 코드를 빌드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소스 코
드 취약점과 이미지의 신뢰성을 검사하는 것입니
다. DevSecOps라고도 합니다. DevOps 사이에
Security가 끼어 있습니다. CI/CD 툴체인 내에 소
스 코드를 빌드하고 레지스트리에 올릴 때 이미지
취약성 검사를 자동화하여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 취약성 검사를 전체 수행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
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배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추가된 소스 코드만 검사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레지스트리 보안은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
를 저장소에 등록해야 하고, 아무나 저장소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저장소 접근에 대한 인증과 인가 정
책을 정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케스트레이터
보안입니다. 컨테이너 배포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수
행하므로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권한 및 접근 관리
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즉 사용자나 IP 기반 권한 설정이 아닌 역할 기반의
권한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IP기반 권
한 설정이 권고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가 퇴사하거
나 변경된 경우 권한을 모두 다시 매핑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네 번째 컨테이너 보안은 컨테이너 런타
임 환경 즉, 운영에서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취
약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 운영
페이지 15

체제 보안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자원
을 공유하기 때문에 호스트 운영체제 및 커널에 대
한 액세스와 권한 제한을 위한 운영체제 강화 지침
을 적용하고 호스트 운영체제를 스캔하고 응용 프로
그램을 실행하도록 취약점 관리 도구를 구성해야 합
니다.
기존 바이너리 배포에서 컨테이너 구조로 변화하면
서 보안 점검에 대한 프로세스 및 점검 포인트가 변
경되며 리소스에 대한 동적 할당 수행 시 설정에 따
른 취약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알람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가시화 플
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는 컨테이너로 전환하면서 점
진적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로
적용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야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안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접근 통제, 암복호화,
보안 모니터링 등은 컨테이너가 지원되는 소프트웨
어로 교체가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적용하지 않은 애
플리케이션은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로 그대로 유지
합니다.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 적용 시 에이전트 방
식의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와 DB 기반의 암복호화
를 API 기반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5가지 위험요소
이미지 보안
레지스트리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컨테이너 보안
호스트 OS 보안

그림 12. 클라우드 상의 5개 리스크 영역

구현 가이드

그 밖에 컨테이너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
항이 있다면요?

Pod

Pod

최용권 실장

Hybrid Cloud Solution Architect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Pod의 특성을 생
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스케일링을 위해 자동이나
수동에 따라 동적으로 Pod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구성 또한 동적 확장을 지
원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설정 정보를 소스 코
드 내 하드코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Config 구성
도 서버마다 상이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이는 변경이나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Config 파일로 생성하여 플랫폼 내 Config 관리 영
역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고, 모든 Config 파일을 동
일한 구성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vol

vol

ConfigMap
그림 13. 유연한 컨테이너 Pod 확장을 위한 중앙집중식 Config 관리

이런 이유로 개발 변경보다는 테스트 수행에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카드사의 컨테이
너 전환 사례와 같이 리프트 앤 시프트(Lift & Shift)
방식으로 컨테이너로 적용하는 경우 모든 화면을 점
검, 테스트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또한 동적 확장이 되는 컨테이너
로 연계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IP 기반 통신
은 도메인 기반 혹은 서비스 구성으로 변경하여 시
스템 혹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방식을 통해 인터페이
스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ng

svc

Ingress

Service

Pod

App

Kubernetes
그림 14. 서비스 Pod 구성을 통한 유연한 워크로드 확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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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가이드

가상 머신, 베어 메탈 중 어떤 인프라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쓰는 게 적합한가요?

장지영 상무

Hybrid/Multi Cloud,

Digital Transformation Consultant

현대적인 IT 기술에서 베어 메탈, 가상 머신 및 컨테
이너는 리소스를 구성하는 인프라 기술이라는 공통
점이 있지만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 기
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니 요건에 맞게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 각각의 주요 용도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어 메탈은 여전히 고성능 처리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융 분석, 제조 설계 및 시뮬레이션
과 같은 영역에 GPU와 같은 전용 프로세스를 장착
해 고성능 서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은
전용 서버와 같은 물리적 리소스를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 가상화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는 이식

VM on Hypervisor

Provisioning Auto.

Data

Data

Runtime

Runtime

Container

Hypervisor

Hypervisor

Storage

Storage

Servers

Networking

워크로드
특징

사용 패턴이 일정하고 반복적 업무에 적합
자동 스케일링에 제약으로 애플리케이션 수정
(예, 은행, 보험의 계정계/코어시스템)

구성 내용

· Scale-Up(수직 확장)이 유리
· VM 별 애플리케이션 격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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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Middleware
O/S

그림 15.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의 3가지 선택 기준

Container on Hypervisor

Provisioning Auto.
Applications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성을 높이고, 확장성 있는 환경에서의 서비스에 중
점을 두기 때문에 유통과 카드사에서 대규모 프로모
션 시에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다양한 환경
에 빠르게 배포되어야 하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이
러한 인프라 기술들은 배타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당
분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최근의 서버 기술 경향에 따르면 베어 메탈 형태의
서비스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성능 업무 목적
으로 사용되고, 사용패턴이 일정하고 효율적 자원
활용이나 운영 편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가상 머신을
주로 사용하고,디지털 채널에 대응해 신속한 개발
및 배포, 확장성이 중요한 경우 컨테이너가 사용되
고 있습니다.

O/S

Container on Bare Metal
Provisioning Auto.
Applications
Data

Runtime

Container

Servers

Servers

Networking

Networking

고객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업무에 적합
자동화된 자원 확장/탄력성 및 이식성 지원
(예, 유통 및 카드사의 대형세일 및 프로모션)

Storage

고성능 자원 활용
(예, SPARK를 활용한 분석 쿼리)

· Scale-Out(자동 수평 확장)이 유리
· 하드웨어의 모든 성능 활용 극대화
· Hypervisor 통합 클러스터 구성으로 ‘자원 Pool · 분석 작업을 위한 자원(GPU, CPU,
관리’ 및 ‘운영관리 효율성’ 확보
Memory) 한계 설정

운영 가이드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김경전 상무

Cloud Initiative Lead

기존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컨테이너 전환하는 경
우 WAR 또는 EAR 단위로 컨테이너를 구성하거나
동일 서비스 단위로 재구성을 하게 되어 관리 대상
Pod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늘어나는 Pod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PaaS플랫폼을 도입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된 DevOps 환경을 구축
하며, IT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
발자의 경우, 조직 구성과 역할 변화도 필요합니다.
IBM이 기존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컨테이너로 전환
했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내부/외부 개발자
들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형상 관리/배포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을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DevOps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DevOps 툴체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SRE(Site Reliability
Engineering)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
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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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환경의 운영 모니터링은 기존 방식과 다른가요?

김경전 상무

Cloud Initiative Lead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3가지 영역의 모니터링 방안
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PaaS 환
경에서 컨테이너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물
론 일부 상용 APM솔루션도 컨테이너 모니터링
을 지원하는 버전이 있으나, Pod 수가 늘어나면 현
실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기반
의 AI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오픈 소스
인 ELK(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또는
EFK(Elasticsearch, Fluentd, Kibana)를 커스텀
빌드하여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OCP(OpenShift Container Platform)같은 플랫
폼은 내장된 EFK, 그라파나를 통해 모니터링을 합
니다. 또한, Pod 간의 호출 관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픈 소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Pod의 호출, 헬
스 체크 등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모니터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보안 모니터링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컨테이너
전환 이후에는 보안 강화 커널인 SELinux(Security
Enhanced Linux)와 충돌이 날 수 있으므로 운영 환
경에 적합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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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수가 많아지면 보안 로그도 증가하므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커스텀 빌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Pod수가 많아지면 보안 로그도 증가하므로 로
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커스텀 빌드가 필
요합니다. 접근 제어 솔루션은 OCP 같은 플랫폼의
경우 기존 솔루션을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의 솔루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DB를 분리하
지 않았다면, 기존의 DB 접근 제어 솔루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가이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조직과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하재명 상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전문 수석 아키텍트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우선 개발자 역량 강화 및 IT
프로세스 자동화는 필연적이며, 형상 관리와 배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불어 여러 DevOps
툴 구현을 통해 자동화 프로세스로 변경되고 관리하
게 되므로 크게 4가지 역할이 강조됩니다. 첫 번째
역할로 형상 관리자는 이미지 버전과 브랜치를 이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포
관리자는 승인된 배포 이미지를 완전하게 검증하고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
프라 및 플랫폼 관리 측면에서는 PaaS 플랫폼 관리

개발 자동 배포

1

팀이 필요하게 되고 플랫폼(OCP) 관리와 이미지 생
성/수정/삭제, 이미지 빌드 관리 등 플랫폼 기반 컨
테이너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일로한 인프라 보안이 프로세스, 이미지 라이프사
이클 보안으로 변화합니다. 이에 맞춰 개발 프로세
스와 일체화된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
하게 됩니다. 새로이 수립된 보안정책 및 프로세스
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 관리자는 컨테이너 보안 모
니터링 및 리포팅, DevSecOps 모니터링 및 필요한
보안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발담당자
Branch Merge

개발 자동 배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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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드
플랫폼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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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배포
관리자

H

운영 배포

운영 배포

인프라 노드

Infra #1

H

H

1

Hotfix 담당자는 완료 후 반드시 branch 에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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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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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그림 16.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환경에 따른 역할별 IT 프로세스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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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형상/배포 관리자

운영 형상

클라우드 보안
관리팀

가상화 솔루션

서비스 노드
Node #1

Node #2

Node #3

Node #4

스토리지

Bastion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접근 통제

운영 가이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수행하면 비용이 절감되는지요?

이영민 상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컨설턴트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컨테이
너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고, 3분의 2 정도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크게 인프라 자원 절감과 같은 직
접적인 비용 절감과 서비스 운영 방식 간소화와 자
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운영 비용 절감으로 구분
됩니다. 인프라 자원 절감 효과는 가장 쉽게 목표할
수 있고 또 쉽게 확인이 되는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보면, 자원 활용률 목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용
되지 않는 자원 비율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반면에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자원을 작은 단위
로 나눠서 평소에는 최적화된 수의 컨테이너만 운용
하다가 부하가 증가할 때 만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를 빠르게 추가 생성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 서버
50대로 운영하던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전환을
통해 가상화 서버 20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자원이 줄면 연쇄적으로 라이센스, 인프라 관리
비용 등도 절감됩니다.
운영 비용 절감 효과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과, 사
용하는 플랫폼과 툴들, 그리고 기업이 가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운영 영역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
니다. 가령 글로벌 금융 회사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
를 통한 전체 절감 비용 중 약 40% 정도가 인프라
절감 효과이고 50% 이상이 이에 관련된 서비스 운
영과 개발 관련 비용 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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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글로벌 금융 회사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를
통한 전체 절감 비용 중 약 40% 정도가
인프라 절감 효과이고 50% 이상이 이에
관련된 서비스 운영과 개발 관련 비용
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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