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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났다.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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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억의 명장면



사실 워터폴은 죄가 없다

• 워터폴 모델도 효과가 있다

• 모든 요구사항이 확실한 경우에

• 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추리고 추린 주요 단점

• 요구사항의 변경이 어렵다

•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테스트는 지연된다



고객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른다

http://www.csfieldguide.org.nz/releases/1.9.9/teacher/SoftwareEngineering.html

저는 고객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다만, 몇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GUI가
필요해요?

자동저장
필요해요?

원격
접근제어
기능은요?

개인키 기반의
암호화 보안도
필요하겠죠?

64 bit?
128 bit?

… 알아서…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애자일의 시작

https://www.redmineup.com/pages/blog/waterfall-or-agile-which-one-should-i-choose-for-my-project



Before

개발 테스트 및 안정화 개발 테스트 및 안정화

Code
Complete

Planning

품질

기술부채



After



많은 SI 개발자들은 애자일을 싫어한다

• 한국 SI 프로젝트에서 애자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 애자일이 아니라 바꾸자일

• 일이 매일 매일 바뀐다

•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왜 개발 중에 하는데.. 디비도 없는데?

•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인간들과 대화하길 싫어한다

• 회의 싫고, 캔미팅, 스탠드업 미팅 싫고, 사람들 앞에서 어제 한 일 발표 이런거 싫다

• 자신의 일이 끝난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싶지 않다

• 내가 일을 벌써 다 한거 알면 다른 일 줄 거잖아



모 휘트니스



일단 팩트?

• 일반적으로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 그렇기에, 개발과 운영 사이에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갈등이 존재한다

•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들은 여러 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그렇게 강력하게 결합된 업무는 악순환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 악순환이 반복되면, 코드 배포에 걸리는 시간은 m, h, d, w, M으로 길어진다

• 대부분의 기업은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배포가 불가능하다

• 가장 중요한 시스템일수록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만큼 변경도 잦다

• (업무가 강력하게 결합되면) 작은 변경이 큰 장애를 일으킨다

• 그 결과 개발팀도 운영팀도 뭔가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면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중,소규모 개발 및 운영 흐름



친숙하진 않지만 어색하지도 않은 용어들



데브옵스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

• 비즈니스의 시작

• 기발한 아이디어로 빠르고 신속하게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기능을 빠르게 개선/구현할 필요가 생긴다

• 투자도 받았겠다 개발팀에 더욱 투자를 하고 보강한다

• 기능을 하나 추가/변경하면 여기저기서 소소하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점차 배포가 성공하기 까지 3일, 1주, 2주 가까이 걸리기 시작한다

• 개발, 운영 조직의 뭔지 모를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정체된다

• 고객의 피드백에 맞춰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유사 서비스 기업으로 이탈한다

• 비싸고 훌륭한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갈아 넣어본다



데브옵스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

• 억대 개발자를 갈아 넣었는데, 2주 걸리던 배포가 오히려 3주로 늘어난다

• 직원들이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도무지 말을 안한다

• 알고보니, 시스템이 비대해지면서 하나를 바꾸면 영향이 다른 곳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구조를 작은 서비스 기반으로 분리해서

개발 독립성 및 배포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한다

• 이제서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어쩌구 라는 말이 귓가에 들린다

•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 프로세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리고 선구자들이 그를 데브옵스 행동강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된다

• 이번 회사에서는 어렵겠어 하며, 퇴사를 하고 다시 창업을 한다. 

• 1번부터 다시 반복한다



“DevOps is 
development 
and operations 
collaboration”

“DevOps is 
treating your 
infrastructure 
as code”

“DevOps
is using 
automation”

“Kanban 
for Ops?”

“DevOps
is feature 
switches”

“DevOps
is small 
deployments”

DevOps는 그동안 너무 이상적이라 실체가 불명확했다



DevOps. 혹시 그 전에 ALM은 들어보셨나요?

요구사항 분석, 모델링, 개발, 빌드, 테스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명 주기

활동들을 다음을 통해 조율하는 것

• 추적성(Traceability)

• 산출물과 활동 간의 연관 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세스 강요(Process Enactment) 

• 일관적이고 적합한 프로세스가 강요되어야 함

• 가시성(Visibility)

• ALM 활동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함



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LM) is th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governanc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computer 
programs. It encompasses requirements management, software 
architecture, computer programming, software testing, software 
maintenance, change management, continuous integration, project 
management, and release management.[1][2]

ALM is a broader perspective than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 which is limited to the phases of software development such as 
requirements, design, coding, testing, configuration, project management, and 
change management. ALM continues after development until the application is 
no longer used, and may span many SDLCs.

https://en.wikipedia.org/wiki/Product_lifecycle_management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_governance
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development_process
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maintenance
https://en.wikipedia.org/wiki/Computer_program
https://en.wikipedia.org/wiki/Requirements_management
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architecture
https://en.wikipedia.org/wiki/Computer_programming
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testing
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maintenance
https://en.wikipedia.org/wiki/Change_management_(engineering)
https://en.wikipedia.org/wiki/Continuous_integration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_management
https://en.wikipedia.org/wiki/Release_management
https://en.wikipedia.org/wiki/Application_lifecycle_management#cite_note-1
https://en.wikipedia.org/wiki/Application_lifecycle_management#cite_note-2


ALM의 등장



ALM

• 요구사항 관리

• 프로젝트 관리

• 아키텍처링

• 프로그래밍

• 테스팅

• 유지보수

• 변화 관리

• 지속적인 통합

• 릴리즈 관리



그래서 … ALM에서 DevOps로



DevOps team

작은 규모의 팀 신속 독립적 고객 가치를 제공 성과를 달성

Feature Team (2 Pizza)

Feature Team (2 Pizza)

Feature Team (2 Pizza)

Feature Team (2 Pizza)



Two-pizza team



DevOps 란

DevOps is the union of people, 
process, and technology to 
enable continuous delivery of 
value to your end users.

“

”

Build
& Test

Continuous
delivery

Deploy

Operate

Monitor 
& Learn

Plan 
& Track

Develop



DevOps의 목표

• 소규모로 구성된 전담 팀이

• 기능을 독립적, 자율적으로 구현하고

• 프로덕션과 유사한 환경에서 품질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 프로덕션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하는 것

• 이를 위해 필요한 것

• 숨김없는 투명성, 높은 신뢰성, 협업의 문화

• 빠른 피드백 루프, 비난없는 포스트모템 등등



DevOps로 가려면…

28

• DevOps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 (신뢰의 문화)

• 프로세스

• 시스템과 도구(Tool)

• 그리고, 그를 위한 Application Modernization

• 아키텍처의 변화



빠르게 DevOps를 시작하려면
DevOps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자동화 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

사람, 프로세스 및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Azure DevOps를 사용하면 IT 부서의 규모나 기존에 사용 중인

도구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속적인 통합 (CI)

소프트웨어 개발 퀄리티와
속도를 향상시킨다

Azure Pipeline 이나 Jenkins를
사용하여 매번 코드를 커밋할
때마다 클라우드에서 앱을
빌드한다면, 앱은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되기에, 버그는
더 빠르게 발견된다. 

지속적인 딜리버리 (CD)

코드와 인프라가 항상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능 상태임을
보장한다

CI(지속적인 통합)과 IaC(코드로
자동화된 인프라)를 결합하면,
언제든지 운영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항상 동일한
배포환경을 얻을 수 있다

CI/CD를 통한 지속적인 배포

지속적인 배포(deployment)를 활용하면, 
CI/CD 가 성공했을 경우 코드 커밋부터
프로덕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CI/CD를 모니터링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기능(feature)이 준비되는 즉시 고객에게
안전하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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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ps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동



Tea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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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CT / CD / 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Testing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



CI / CD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CI)은 개발 팀이 코드의 개발 및 테스트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행
방안이다. CI는 개발 초기에 버그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자동화된 테스트와 빌드는 CI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된다. 
프로세스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되거나 혹은 코드가 push될 때마다 실행된다. CI 
시스템의 산출물로는 아티팩트가 생성된다. 아티팩트는 지속적인 딜리버리의 릴리스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배포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다.

Continuous Delivery
지속적인 딜리버리(CD)는 코드를 하나 이상의 테스트 및 운영 환경에 빌드, 테스트 및
배포하는 프로세스다. 여러 단계로 배포 및 테스트를 실시하면 품질 향상시킬 수 있다. CI
시스템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한다. 자동화된
릴리즈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아티팩트를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버전과 수정 사항을
릴리즈한다. 모니터링 및 경고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전체 CD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러를 빠르게, 자주 잡을 수 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devops/pipelines/get-started/key-pipelines-

concepts?toc=/azure/devops/pipelines/toc.json&bc=/azure/devops/boards/pipelines/breadcrumb/toc.json&view=vsts



CD(Delivery) 와 CD(Deployment)

36

https://www.atlassian.com/continuous-delivery/principles/continuous-integration-vs-delivery-vs-deployment



DevOps at Microsoft



DevOps at Microsoft
Continuous 
Delivery for 
Every Team, 
Every App, 
Every Platform



Teams

 팀만의 물리적인 공간

 여러 전문가 혼합

 10-12명

 자체 관리

 명확한 목표

 12~18개월간 유지

 자체 기능 개발

 자체 기능 배포



Planning

Sprint
3 weeks

1

Plan
3 sprints

3

Season
6 months

6

Scenario
18 months

팀은 세부내용을 책임진다

조직의 리더들은 큰그림을
책임진다



Planning

Q1 Q2 Q3 Q4 Q1 Q2 Q3 Q4

18 month scenario

6 month plan 

2017 H1



Planning

Q1 Q2 Q3 Q4 Q1 Q2 Q3 Q4

18 month scenario

6 month plan 



Planning

Q1 Q2 Q3 Q4 Q1 Q2 Q3 Q4

18 month scenario

6 month plan 



Planning

Q1 Q2 Q3 Q4 Q1 Q2 Q3 Q4

18 month scenario

6 month plan 



Planning

Q1 Q2 Q3 Q4 Q1 Q2 Q3 Q4

18 month scenario

6 month plan 



Bug Cap

“Bug Cap”이라는 단순한 규칙

규칙 : 버그 수가 bug cap을 넘으면, 버그 한도를 낮추기
전까지는 모든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작업을 중지한다

4 20x =5

팀 내
엔지니어# 4 ?x =



• 누구나 어디서든(운영 포함) 실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

• 자동화된 기능 테스트에서 단위 테스트로 전환

• 풀 리퀘스트 전에 핵심 테스트 실행

• 빠르고 100% 신뢰할 수 있는 빌드 및 테스트가 매우 중요

• 커밋 후 단계별 테스트 실행

Shift Left : 통합 테스트 보다 단위 테스트

L0 – 꼴랑 바이너리만 필요함, 다른 의존성 없음

L1 – SQL 및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능 추가

풀 리퀘스트 빌드시에 L0과 L1 실행

L2 – REST API를 사용한 서비스 테스트

L3 – End to End 테스트

https://blogs.msdn.microsoft.com/bharry/2017/06/28/testing-in-a-cloud-delivery-cadence/

https://blogs.msdn.microsoft.com/bharry/2017/06/28/testing-in-a-cloud-delivery-cadence/


Microsoft의 DevOps 혁신 - 현재까지

이후
•3-week sprints

•Vertical teams

•Team rooms

•Continual Planning & Learning

•PM & Engineering

•Continual customer engagement

•Everyone in master

•8-12 person teams

•Publicly shared roadmap

•Zero debt

•Mockups in PPT

•Inner source

•Flattened organization hierarchy

•User satisfaction determines success

•Features shipped every sprint

이전
•4-6 month milestones

•Horizontal teams

•Personal offices

•Long planning cycles

•PM, Dev, Test

•Yearly customer engagement

•Feature branches

•20+ person teams

•Secret roadmap

•Bug debt

•100 page spec documents

•Private repositories

•Deep organizational hierarchy

•Success is a measure of install numbers

•Features shipped once a year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 짧은 주기의 개발

• 개발팀 및 개발영역의 분할

• 지속적인 빌드

• 지속적인 테스트

• 기술 부채 낮추기 : 버그캡

• 피드백을 통한 학습 : 비난없는 포스트모템



그래서 DevOps를 시작하려면
DevOps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자동화 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

사람, 프로세스 및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Azure DevOps를 사용하면 IT 부서의 규모나 기존에 사용 중인

도구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속적인 통합 (CI)

소프트웨어 개발 퀄리티와
속도를 향상시킨다

Azure Pipeline 이나 Jenkins를
사용하여 매번 코드를 커밋할
때마다 클라우드에서 앱을
빌드한다면, 앱은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되기에, 버그는
더 빠르게 발견된다. 

지속적인 딜리버리 (CD)

코드와 인프라가 항상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능 상태임을
보장한다

CI(지속적인 통합)과 IaC(코드로
자동화된 인프라)를 결합하면,
언제든지 운영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항상 동일한
배포환경을 얻을 수 있다

CI/CD를 통한 지속적인 배포

지속적인 배포(deployment)를 활용하면, 
CI/CD 가 성공했을 경우 코드 커밋부터
프로덕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CI/CD를 모니터링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기능(feature)이 준비되는 즉시 고객에게
안전하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수평(Horizontal) 분할이 아닌 ..

UI

API

Data



수직(Vertical) 분할

UI

API

Data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 짧은 주기의 개발

• 작은 단일 업무

• 개발팀 및 개발영역의 분할

• 단일 소규모 개발팀

• 지속적인 빌드 및 테스트

• 독립적인 개발, 별도의 코드 베이스

• 분리된 절차(프로세스)

마이크로서비스



모노리식(Monolithic)은 과연 죽일 놈인가?

• 기존의 모노리식 아키텍처는 주로 강-결합 설계

• 데브옵스는 강하게 결합되는 아키텍처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 데브옵스가 초기에 거부당했던 이유

• 모노리식은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다

• 제품 “초기”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 모든 제품과 규모에 최적인 아키텍처는 없다



애자일하게

https://www.redmineup.com/pages/blog/waterfall-or-agile-which-one-should-i-choose-for-my-project



그럼 기존의 모노리식 시스템 어떻게?

Martin Fowler, 마틴 파울러

• 1963년 생
• 영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저술가
• 주요 분야: 객체지향분석설계, UML 

디자인패턴, 애자일, 익스트림프로그래밍

Any fool can write code that a computer 
can understand. Good programmers write 
code that humans can understand

https://www.martinfowler.com/bliki/StranglerApplication.html



strangler application pattern

https://www.michielrook.nl/2016/11/strangler-pattern-practic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rchitecture/patterns/strangler

https://www.michielrook.nl/2016/11/strangler-pattern-practic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rchitecture/patterns/strangler


Microsoft

Azure

Azure 에코시스템 에서의 DevOps



DevOps

Visual Studio

Application Insights

DevOps는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도구, 사람의 결합이다

DevOps 와 Azure



Azure DevOps

팀(team) 간에
작업을 계획, 추적
및 논의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가치를
제공한다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무제한
private Git Repo. 풀
리퀘스트 협업, 진보된
파일 관리 등 제공

모든 언어, 플랫폼,
클라우드를 위한 CI/CD 
지원. GitHub 등의 Git 
공급자에 연결하여
원하는 클라우드로
지속적인 배포 실행

제품을 신뢰성 있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 관리 도구 및
예비 테스트 도구 집합

패키지를 생성, 
호스트, 공유한다.
CI/CD 파이프라인에
아티팩트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https://azure.com/devops

Azure 
Boards

Azure 
Repos

Azure 
Pipelines

Azure 
Test Plans

Azure 
Artifacts



Azure DevOp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통합

모든 팀 및 프로젝트
규모에 맞게 확장가능

고 가용성, 멀티 리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지원

고객 지원 일관된 관리 및
액세스 제어

https://azure.com/devops

Azure 
Boards

Azure 
Repos

Azure 
Pipelines

Azure 
Test Plans

Azure 
Artifacts

기업 수준의 도구집합을 원하는 조직을 위한 통합(end to end) 솔루션



Microsoft, 오픈
소스 혹은

좋아하는 써드파티
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워크플로우를 생성

Azure DevOps: 좋아하는 클라우드와 도구를 선택

Azure 
DevOps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혹은 둘 모두에서 제공하는 서버들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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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과 통합

Azure Pipelines available now to 

any developer from the GitHub 

Marketplace



Azure Pipelines

Best-in-class for open source
Ensure fast 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 (CI/CD) 

pipelines for every open source project. Get unlimited build 

minutes for all open source projects with up to 10 free parallel 

jobs across Linux, macOS and Windows

https://azure.com/pipelines

Any language, any platform, any cloud
Build, test, and deploy Node.js, Python,  Java, PHP, Ruby, C/C++, 

.NET, Android, and iOS apps. Run in parallel on Linux, macOS, 

and Windows.  Deploy to Azure, AWS, GCP or on-premises

Extensible
Explore and implement a wide range of community-built 

build, test, and deployment tasks, along with hundreds of 

extensions from Slack to SonarCloud. Support for YAML, 

reporting and more

Containers and Kubernetes
Easily build and push images to container registries like Docker 

Hub and Azure Container Registry. Deploy containers to individual 

hosts or Kubernetes.



Build/Release 파이프라인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devops/pipelines/?view=azure-devops#pivot=index&panel=indexA



Build/Release 파이프라인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devops/pipelines/?view=azure-devops#pivot=index&panel=indexA



https://azure.com/devops

Azure Boards

Connected from idea to release

Track all your ideas at every development 
stage and keep your team aligned with all 
code changes linked directly to work items.

Project insights

Gain new insights into the health and 
status of your project with powerful 
analytics tools and dashboard widgets.

Scrum ready

Use built-in scrum boards and planning 
tools to help your teams run sprints, 
stand-ups, and planning meetings.



Azure Repos

Works with your Git client

Securely connect with and push code into your 
Git repos from any IDE, editor, or Git client.

https://azure.com/devops

Semantic code search

Quickly find what you’re looking for with 
code-aware search that understands classes 
and variables.

Web hooks and API integration

Add validations and extensions from the 
marketplace or build your own using web 
hooks and REST APIs.



https://azure.com/devops

Azure Test Plans

Capture rich data

Capture rich scenario data as you execute tests to 
make discovered defects actionable. Explore user 
stories without test cases or test steps. You can create 
test cases directly from your exploratory test sessions.

Test across web and desktop

Test your application where it lives. Complete scripted 
tests across desktop or web scenarios. Test on-
premises application from the cloud and vice-versa.

Get end-to-end traceability

Leverage the same test tools across your engineers 
and user acceptance testing stakeholders. Pay for the 
tools only when you need them.



https://azure.com/devops

Azure Artifacts

Manage all package types

Get universal artifact management for 
Maven, npm, and NuGet.

Add packages to any pipeline

Share packages, and use built-in 
CI/CD, versioning, and testing.

Share code efficiently

Easily share code across small 
teams and larg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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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운영빌드, 테스트플래닝 & 추적 배포Code

Boards
(Azure DevOps)

Repos
(Azure DevOps)

Trello GitHub Jenkins Terraform Ansible ELK Stack

Application
Insights

Pipelines & Test Plans
(Azure DevOps)

Artifacts & Pipelines
(Azure DevOps)

PolicyGitHub

Azure 프레임워크 상에서의 DevOps 



CI/CD for 컨테이너



CI/CD for Azure 가상머신



CI/CD for Azure Web App



Extensions
Over 700 extensions for Azure DevOps and TFS covering all elements of the 
project lifecycle and integrations with popular commercial and open source 

tooling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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