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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쉽지 않은 DevOps. 꼭 해야 하나?

 Agile vs. DevOps

 Microsoft는 어떻게 DevOps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펙타클한 데모.



이미 DevOps를 하고 계십니까?

Dev Ops



DevOps ≠ Magic
DevOps는 최종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람, 프로세스
및 제품을 결합한 것입니다.

People, Process, Products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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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le vs. DevOps

해법: Agile 해법: DevOps

Agile은 고객과 개발자 간

소통의 격차를 해소한다

DevOps는 개발자와 IT운영 간

소통의 격차를 해소한다

고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개발자
+

테스터

운영
+

IT 인프라



Agile DevOps

설명
애자일(Agile)은 협업, 고객 피드백, 소규모의 신속한 릴리스에

중점을 둔 반복적인 접근 방식(iterative approach)을 말한다

DevOps는 개발 및 운영을 단일 팀으로 구성하는 실천

(practice)으로 볼 수 있다.

목적 Agile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DevOps의 핵심 개념은 end to end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를 관리하는 것이다.

구현
Agile 방법론은 sprint, safe, scrum과 같은 다양한 전술

(tactical) 프레임워크로 구현될 수 있다

DevOps의 주요 목표는 협업에 집중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수용되는 프레임워크는 따로 없다

기간
Agile 개발은 “sprint" 단위로 관리되며, 각 스프린트의 기간은

한 달 미만이다.

DevOps는 주요 릴리스의 마감과 벤치마크에 집중하며, 이

상적으로는 매일 혹은 몇 시간마다 운영 환경에 코드를 배포

한다

피드백 고객이 제공 내부 팀에서 제공

목표 영역 소프트웨어 개발 End to end 비즈니스 솔루션 및 신속한 딜리버리

자동화 Agile은 자동화를 강조하지 않는다(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동화(Automation)는 DevOps의 주요 목표이다. 이는 소

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따른다

이점 Agile은 개발 주기를 단축시키고 ,결함 감지를 향상시킨다 DevOps는 Agile의 릴리즈 사이클을 지원한다.

Agile vs. DevOps



• 짧은 개발 사이클 : 급변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 즉각 반영

• 조기 에러 탐지 : 고객 신뢰성 유지 및 장애 처리비용 절감

• 운영 비용 절감 : 조직 운영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 고객 만족 향상 : 최상위의 목표는 항상 고객 만족

• 효율성 극대화 및 생산성 최적화 : 효율성과 생산성은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 요소

•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은 성장의 동력

• 지속적인 딜리버리(CD) 및 지속적인 개발 : 기업의 신뢰성 및 가치의 증대

현대 비즈니스에서왜 DevOps가중요할까?



DevOps 활용의 장애물

조직문화 및 사고방식/변화 거부 : 51~58%

사내 기술 및 지식 부족 : 51~53%

적절한 기술 및 도구 통합 : 49~52%



기존의 Horizontal 팀에서

UI

API

Data

Team

Team

Team Team Team

Full Stack 팀으로 재편



Vertical 팀으로

UI

API

Data

Team Team Team Team Team Team

Full Stack 팀으로 재편



10년 전 Microsoft DevOps 개발팀의 Scrum 미팅

Scrum at Microsoft: Agile Team do a Scrum (2012)
http://www.youtube.com/watch?v=YR84qH6d7QE

http://www.youtube.com/watch?v=YR84qH6d7QE


DevOps Practices @ Microsoft



DevOps at Microsoft
Continuous 
Delivery for 
Every Team, 
Every App, 
Eve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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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ka.ms/DevOpsAtMicrosoft➔



Teams (full stack teams)

 팀만의 물리적인 공간(원격 근무 가능)

 여러 전문가 혼합

 10-12명

 1명의 기술리더와 1명의 제품 책임자

 명확한 목표 및 자체 관리

 12~18개월간 유지

 자체 기능 개발

 자체 기능 배포



Bug Cap

“Bug Cap”이라는 단순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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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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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직 바이너리만 필요함, 다른 의존성 없음

L1 – SQL 및 File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Pull Request 빌드 시에 L0과 L1 실행

L2 – REST API를 사용한 서비스 테스트

L3 – End to End 테스트



Microsoft의 DevOps 혁신 - 현재까지

이후
• 3주 간의 sprints

• 수직적(Vertical) 팀 구성

• Team rooms

• 지속적인 Planning & Learning

• PM & Engineering

• 지속적인 고객의 참여

• 모두가 master 브랜치

• 8-12 여 명으로 구성된 팀

• 로드맵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음

• Zero 부채

• Mockups in PPT

• Inner source

• 평탄화된 조직 계층

• 고객의 만족이 성공의 척도

• Feature는 매 스프린트마다 제공

이전
• 4-6 개월의 마일스톤

• 수평적(Horizontal) 팀 구성

• 개인 사무실 근무

• 상당히 긴 planning 사이클

• PM, Dev, Test

• 1년 단위의 (Yearly) 고객 참여

• Feature 브랜치

• 20+ 여 명으로 구성된 팀

• 로드맵은 숨겨져 있음

• Bug 부채

• 100 페이지의 스펙 문서

• Private repositories

• 매우 깊은 조직 계층

• 성공의 기준은 설치(install) 개수

• Feature는 1년에 한번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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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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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 도구를 원하는 조직을 위한 통합(end to end) 솔루션



DevOps

Visual Studio

Application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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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ps with Azure



3줄 요약

• DevOps는 쉽지 않지만, 정착되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 Microsoft도 오랜 노력을 걸쳐 DevOps를 완성하였다

• 그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것이 Azure DevOps라니 써보고 싶어진다



Demo : 복합 CI, CD 시나리오

Planning, Backlog 및 Sprint 관리 : Azure Board

소스 제어 : Azure Repo – Git repo, Pull Request

CI : Jenkins 빌드 서버
• Azure 빌드 파이프라인과 통합 – Visibility 확보

• (Option) 소스 보안 취약점 대비 및 정적 소스 분석 연계 :SonarQube

CD : Azure 릴리즈 파이프라인
• (Option) Release Gate로 SonarCloud Report 활용

• 소스 분석에서 버그나 이슈 발견 시 배포 중단

팀 협업 : Microsoft Teams & Azure DevOps
• Slack, Telegram등 다양한 앱도 물론 활용 가능



Demo : 논리적 아키텍처

Build Pipeline Release PipelineGit Repo

On-premise / Other Cloud

Build Job

GitLab

Build Artifact

Azure / Other Cloud
GitLab

Microsoft Teams



Demo 1 : 논리 시나리오

Build Pipeline Release PipelineGit Repo

On-premise / Other Cloud

Build Job

Build Artifact

Azure / Other Cloud
GitLab

Microsoft Teams



DEMO 1



Demo 2 : 논리 시나리오

Build Pipeline Release PipelineGit Repo

Azure / Other Cloud

Microsoft Teams



DEMO 2



Azure DevOps용 GitHub 고급 보안

• Azure DevOps 용 GitHub Advanced Security 지원(Private Preview)

• Azure Repos 및 Azure Pipelines에 통합

• GitHub Advanced Security의 비밀 스캔, 종속성 스캔 및 CodeQL 코드 스캔 기능

• Dependency scanning
• 코드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중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종속성에 대해 경고를 생성

• Secret scanning
• 소스 코드에 있는 자격증명 및 중요 정보들을 검색

• Push 보호 기능을 통해 자격 증명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

• Code scanning
• 리포지토리의 코드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과 코딩 오류를 탐지

• CodeQL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확인된 모든 문제 및 취약성은 경고로 표시

https://aka.ms/AzureDevOpsRoadmap

Ignite 2022 공개

https://aka.ms/AzureDevOps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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