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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evops란 무엇인가? 

일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IT 분야에서 요즘 Devops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

다. IT 관리자 및 전문가에게 널리 알려진 CIO 전문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IT 프로젝트” 경력중 하나로 Devops를 꼽기도 하였다. Devops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정의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 DevOps란?

DevOps(Devops = Development + Operations)라는 합성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과 IT 종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협업, 융합을 강조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간의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산물이다. DevOps는 조

직에서 소프트웨어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Devops라는 용어는 2009년 벨기에(Belgium)에서 Patrick Debois가 DevOpsDays 컨퍼런스

(http://devopsdays.org/)를 조직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첩한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 및 운영의 방법으로 Devops가 알려지면서 많은 개발조직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Devops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IT 조직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전통적인 IT조직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조직과 서버를 관리하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개발조직의 목표는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

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운영조직의 목표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빠른 성능을 유

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개발조직은 잦은 업데이트를 통해 제품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면 운영조직은 서비스의 구성에 변경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이 두 조직 

간의 상치되는 이해관계는 갈등을 야기하기 쉬울 뿐 만 아니라 장애발생시 서로에게 책

임을 전가하게 만든다. 개발자는 테스트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운영에서 생긴 문제라

는 것이고, 운영자는 이전까지 잘 돌던 서비스가 전달받은 코드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는 식이다. 책임을 서로 따지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절차나 

책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장벽을 더 높이 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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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과 운영간의 두터운 장벽은 현재의 IT 시장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인터

넷의 놀라운 확산과 더불어 무선 디바이스,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의 발달은 소프트웨

어를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변화시키고 있다. 제품을 CD로 전달받고 설치하던 과거와 달

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가락만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이루어지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즈된 기능들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진화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민

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구사항, 설계와 개발과 테스트를 다 마치고 운영

조직에서 이를 받아 배포를 하는 과정은 제품의 릴리즈 주기를 너무 길어지게 만든다. 

만약 배포 직전에 중요한 스펙이나 기능이 추가되거나 혹은 심각한 버그가 발견되었는

데, 다음번 릴리즈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점점 

복잡해지는 개발과 운영 환경에서 한꺼번에 변경되는 범위가 커질수록 위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를 자주, 빨리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애자일과 같은 민

첩한 개발방법을 통해 변경되는 범위를 작게 하며 배포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발과 운영조직이 공동의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전체 개발 

과정에서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하여 애자일이 강조하는 빠른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_애자일과 워터폴 방식에서의 릴리즈 위험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evOps#Devops_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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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evops가 아닌것은?

evops 용어가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것이고 사람들에 회자되면서 이에 대한 오

해도 많아지고 있다. 예들 들어 Devops는 개발자가 운영조직에서도 일하는 것 

이라던지, Devops 개발자를 뽑아야 한다던지, 개발자에게 운영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면 된다는 식이다. Devops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Devops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 역할과 구조

Devops는 새로운 부서(팀)가 아니다. 그렇다고 개발자가 서비스 운영을 책임지는 것도 

서비스 운영자가 개발 업무를 맡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서로가 다른 기술과 우선순위

가 다르다. 개발을 하는 일과 이를 운영하는 일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과 

같이 새로운 Devops 조직을 만들고 Devops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것은 Devops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_Devops는 새로운 부서가 아니다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 도구와 솔루션

사람과 프로세스가 아닌 도구나 솔루션을 구매하면 Devops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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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종종 일부 벤더들은 도구만 설치하면 배포와 운영을 자동화

되고 Devops가 완성된다고 홍보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인 PaaS 

(Platform as a Service)가 결국은 Devops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동화 도구를 통하여 배포 및 운영업무에서 운영자의 수동적 업무가 줄어들기는 한다. 

PaaS라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서버 관리자가 필요하다. 결

국 운영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는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Devops는 새로운 도구가 없

더라도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구들이 단순히 개발 혹은 운영과 같이 각각

의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테스트와 배포까지 연결되는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통합한 인프라를 만들

어내는 것이다. Devops에서 개발, 운영, 테스트와 같이 특정 역할만을 위해 격리된(silo)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Ⅲ. 새로운 개발문화로써의 Devops

evops는 개발과 운영을 자동화해주는 도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

는다. Devops를 새로운 개발 문화로써 인정하고 이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핵심

이다. 개발자와 운영자는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해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인

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는데 개발자를 믿어줘야 하고, 개발자는 

운영자가 제안하는 인프라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서로가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려야 하고, 운영자는 

개발자에게 운영할 시스템에서 배포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Devops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개발문화가 변화를 수용하도록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기능별로 성과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발 차원에서 성과를 측

정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개발팀은 릴리즈에 막혀 쩔쩔매다 일

정 놓쳐 실패하고, 운영팀은 릴리즈를 막아내어 안정성 유지로 보너스를 받는 보상체계

는 결국 팀 간의 장벽만 높여놓게 된다. 또한 개발에서 운영까지를 하나의 통합된 프로

세스로 묶어내고 툴과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매뉴얼 작업을 가능한 자동화함으로써 코드 통합, 테스트, 릴리즈 과정이 자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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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누구든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복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제공되기 위해서 훈련과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Devops팀은 각 기능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와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되

는 것이다. 

그림 3_기능교차적 Devops 팀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그림 4_개발, 품질보증, 운영의 교집합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evOps#Devops_Days

DevOps는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추고 개발 및 배포 사이클을 더욱 빠르게 개선하는 것

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Devops는 개발, 품질보증, 운영의 교집합이 되는 



06

공학 트렌드

부분에 위치한다. 즉, Devops는 개발과 품질 보증, 운영이 겹치는 기능교차적

(cross-functional)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각 기능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이끌고, 프

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서로가 기능교차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려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함께 해결하고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다. 

과연 IT 조직에서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Devops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REBELLABS(http://zeroturnaround.com/rebellabs/)가 620명의 

SW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수행한 IT OPS & Devops Productivity Report 2013에 따르면1), 

전통적 IT 운영에 비하여 Devops은 급한 문제점 해결(fire fighting)과 의사소통, 행정지원

과 같은 소모적인 업무에 적은 시간을 쓰는 반면 테스트 절차(test processes)와 복구 계

획(recovery plans)과 같은 인프라 개선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Devops가 전통적 IT 운영에 비하여 장애복구와 어플리케이션 릴리즈에 걸리는 

시간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왜 전통적인 IT 운영팀을 Devops팀

으로 변경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림 5_장애복구에 걸리는 시간

출처: IT OPS & Devops Productivity Report 2013

1) 설문결과는 아래 URL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zeroturnaround.com/rebellabs/rebel-labs-release-it-ops-devops-productivity-report-2013/



2013 September (No.66)

07

SW 공학 트렌드 · 동향분석 Webzine

실제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이나 사진과 같은 엄청난 트래픽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배포가 많은 기업 중에 Devops를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

들이 많다.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렉스(Netflex)는 2012

년 기준으로 3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며 엄청난 스트리밍 트래픽을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서 10,000여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10여명 정도의 Devops팀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진 SNS 서비스로 야후에 합병된 Flickr는 초당 40,000 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는데 

Devops를 통하여 모든 배포 및 운영을 자동화하여 하루에도 10여 번 씩 이상의 배포를 하

곤 한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Spotify도 강력한 Devops 개발문

화를 갖추고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여 배포와 운영을 자동화하여 관리한다.  

그림 6_어플리케이션 릴리즈에 걸리는 시간

출처: IT OPS & Devops Productivity Report 2013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Devops를 통하여 새로운 기능을 시장에 보다 자주 

그리고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장애발생시 보다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발과 운영조직이 보다 원활하게 협업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값

비싼 하드웨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Devops가 이렇게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일까? 언제나 그렇지만 수행은 말보다는 어려운 법이다. Part 2에서는 Devops를 조직에

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프로세스, 품질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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