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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써
국내외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기술 및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호운용성의 확보 방법 및 기술은 각 기업 상황 및
클라우드 제품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1. 목적
o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및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실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이하
“상호운용성”)을 국내외 표준을 준수하여 정의하고, 적용 분야, 분류 및
대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출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로드맵 *상의
연차 별 확보 분야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한 결과물(Vol. 3)이다.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 및 개발자에게는 국내외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이하 “중개자”)에게는 상호운용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는 제품 및 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o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표준 기술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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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1 추진 배경
o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며, 이를 표명하듯 다양한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구를 통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글로벌 표준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표 2-1> 참고).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 3 (2018) | 7

o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표준 적합성 시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o 국내의 경우에도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상호운용성을
앞장서서 추진해 가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호운용성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기업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초기 시점부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개발 비용 증가, 다양한 서비스 연동 불가
등의 결과 초래하고,
- 現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양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선의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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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필요성
o (제공자)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 도입 시, 개발 비용,
시간 등의 자원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을 준용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통한 수출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다.
o (이용자) 제품 또는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미확보 시 야기되는 시스템다운, 데이터
소실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쉽고 효율적인 이동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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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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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 및 가이드라인 범위

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 및 가이드라인 범위
3.1 용어 정의
□ 용어 정의에 대한 기준
o 2016년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Vol.1)에서는 ITU-T Y.3500|ISO/IEC 17788*과
ISO/IEC 19941** 또는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나타나 있는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들을 기술하였다.

- ITU-T Y.3500|ISO/IEC 17788과 ISO/IEC 19941에 나타나 있는 공통의 용어
정의를 준용하되 차이가 있는 용어 정의는 양측 문서에 있는 정의를 병기한
바 있으며 본 절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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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o (상호운용성)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정보를 (원활히)
교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
o (데이터 이식성)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
o (소프트웨어 이식성) 복수의 시스템 또는 운영 체계에서 작동될 수 있거나
작동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능력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o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
o 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ISO/IEC 19941 표준]

□ 클라우드 데이터 이식성
o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
o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혹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ISO/IEC 19941 표준]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o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이관(migrate)
하는 능력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
o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혹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애플리케이션이
이관되어도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ISO/IEC 19941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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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 및 분류
o 2016년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Vol.1)에서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세부 분야와
각 분야 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o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 국내외 많은 표준 및 가이드문서와 유사하게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류
o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기준과
관련되며 최근 ISO/IEC 19941 표준에서 인터페이스 레벨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책(Policy) 레벨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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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및 분야에 따른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특성
o 전송(Transport)과 구분(Syntactic) 레벨은 앞서 정의한 상호운용성 분야와
무관하게 공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의미 데이터(Semantic Data)와
행위(Behaviour) 레벨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별로 제공되는 자원*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o 예를 들어, <그림 3-2>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쳐의 자원은 VM, 가상 Storage, 가상
Network 등으로 한정되므로 각 자원 별 의미 데이터(Semantic Data)와
행위(Behaviour) 레벨 기준을 정의하여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o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무한하며 각
애플리케이션 별로 제공되는 자원 종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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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특정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예> ERP, CRM 등)별로는 자원을 한정 지을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가능하므로 2016년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Vol.1)의 5장에서는 e-비즈니스 관련 SaaS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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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클라우드 이식성 분야 및 분류
o 클라우드 이식성은 앞서 용어 정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①데이터 이식성과
②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두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은 VM
인스턴스 단위로 이식되는 이미지(애플리케이션 포함)나 컨테이너와 관련된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o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을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보고 이에 대해 데이터 이식성과 함께 2017년도 제정본(Vol.2)에서
다루었다.

□ 클라우드 데이터 이식성 분류
o ISO/IEC 19941 표준에서 데이터 이식성을 레벨 특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전송 및 행위 레벨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레벨들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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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분류
o ISO/IEC 19941 표준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레벨 특성에 따른 분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전송 레벨이 없고 명령 레벨이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레벨들과 매우 유사하다.

o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의 경우 상기 레벨 특성에 따른 분류만으로는 그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그림 3-3>과 같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및 운영까지의 전체 생명주기에 연관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 가지 측면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관리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자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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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 관리플랫폼은 동일 기관에 소속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한 컴포넌트 구조와 각 컴포넌트 관련
artifacts(실행파일, 라이브러리, 설정파일 등) 형상과 이를 실행시키는 순서(계획)가
명확해야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등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 관리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해석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등의 자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 보장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표준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
•

(직접 필요) 애플리케이션 구조와 실행 계획에 대한 표준과 준용이 필요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및 처리로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이식성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단위의
이식성 확보가 필요하다.
(간접 필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API 표준 또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표 3-5>는 그간의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었던 표준이나 오픈소스를 정리한 것으로
인터페이스의 종류 별로, 상호운용성/이식성 분야와의 관련성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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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이드라인 범위
o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첨부 1>에 나타나 있는 사업 연차별 로드맵과 같이
당해년도(2018년)

확보

분야인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및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고도화)에 한해 다루고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책(Policy) 레벨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o 4장에서는 API 명세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산업표준을
소개하고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전송/구문

레벨에서의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을 위한 API 문서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o 5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과 관련된 표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 확보를 위한 모범적 가이드라인을 예시를 통해
제시한다.
o <첨부 2>에서는 4장과 관련하여 API 명세서 관련 오픈소스 도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o 또한 <첨부 3> ~ <첨부 5>에서는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TOSCA 표준과 관련된
오픈소스, 유사 상용서비스, TOSCA 적용 가이드에 대해 설명하여 5장의
내용을 보완한다.
o 끝으로, <첨부 6> ~ <첨부 8>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및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하여 인프라 관리에 국한된
16년도 가이드라인을 보강하면서 5장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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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I 명세서 작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

4. API 명세서 작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
o 2016년도에 제정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API
설계 원칙’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API 명세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작성 및 교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API 명세서의 개념 및 필요성
사실표준인 OAS(Open API Specification) 소개, 버전 간 차이점 및 관련 도구들에
대한 설명
OAS를 기반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할 때 고려 사항 및 인증 인가 적용 방법, 명세서를
기반 소스코드 생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웹브라우저를 통한 API 테스트 시 발생할 수 있는 CORS(Cross Origin Resource
Sharing) 이슈와 그 해결 방안

□ API 명세서의 개념 및 필요성
o (API 명세서 개념) API의 이름, 파라미터, 반환 값 등의 구문, 인증 및 인가 방법,
데이터 전달 형식 등 API를 정확하게 호출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일관된 형식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 과거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문서 형식으로 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스템이 해석하기에도 용이한 XML, YAML 구문 등을 사용한 API 명세서
형식이 대두되었다.
o (API 명세서 필요성) API 명세서를 작성하면 API의 설계, 개발 및 문서화
과정에서 다음의 이점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API 연동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API를 호출하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필수 정보만 간결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API의 사용방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 시스템이 해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API 명세서로부터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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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PI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라이브러리 및
문서를 언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할 수 있다.
-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테스트 도구에 명세서를 올려서 API 동작 시험이
가능하다.

□ OAS(Open API Specification) 소개
o 커뮤니티 주도의 산업표준으로 리눅스 재단 산하 OAI(Open API Initiative)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 ‘Smart Bear’ 사가 자사의 API 관련 도구인 ‘Swagger’의 API
명세(Swagger Specification)를 커뮤니티에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Smart Bear 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 명세 * 및 관련 도구 **는 ‘GitHub’를 통해 공개(Apache 2.0 라이선스)되어
있고 누구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관련 도구는 <첨부 2> 참고).

o OAS를 적용하여 REST API를 설계(요청 및 응답, HTTP 헤더, 쿠키, 인증 방법,
에러코드 등 포함)하여 YAML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구현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API 호출을 시험할 수 있다.

26

o (OAS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형은 IETF의 JSON Schema(Wright Draft 00)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null’ 형이 없고, 명확히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정의하는 등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형과 차이가 있다([표 4-1] 참고.).

- 포맷 정보는 문서화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도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OAS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복합 데이터 구조는 기본 데이터 형들을 필드에 포함하는 ‘object’ 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o (OAS 버전 별 차이) OAS은 Swagger 2.0 버전을 기준으로 시작된 관계로 2.0이
최초 버전이고 2018년 12월 현재 최신 버전은 3.0.2로 메이저 버전 3부터 추가
및 개선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비동기 API 지원을 위한 콜백 정의 추가
- API의 응답이 다른 API의 파라미터로 연결될 수 있는 API Link 정의 추가
- API 보안 관련 명세 강화 : API 토큰 인증 관련 기능 강화, OAuth 2.0 다중
인가 플로우 지원 및 OpenID Connect Discovery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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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1.2 버전을 적용을 통한 JSON 호환성 강화
- JSON Schema 지원 강화 (oneOf, anyOf, not, nullable, deprecated,
writeOnly 등)
- 명세서 구조를 간략히 하고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체적인 문서
구조를 변경(<그림 4-1> 참고)
o (API 인증 적용) OAS에서 지원하는 API 인증 방법은 HTTP 기본 인증, API 키를
사용한 인증, OAuth 플로우 기반 인증, OpenID Connect 기반 인증 등이 있다.
- API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SecuritySchemes’ 부분에 인증
방법을 선언하여야 하며 각 인증 방법 별 선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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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기본 인증) 아이디와 암호를 단순 인코딩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

(API 키 인증) API 키를 HTTP 헤더, URL 쿼리 파라미터, 쿠키 등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 할 수 있다.

•

(OpenID Connect 기반 인증)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의
인증 기능을 활용한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 경우 사용하는데 OAS 명세에서 해당
인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penID Connect 서버가 Discovery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선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OAuth 플로우 기반 인증) API 권한 부여에 널리 사용되는 RFC 표준인 OAuth 2.0을
활용한 인증 방법으로 Authorization Code, Implicit, Password, Client Credential
인증의 4가지가 모두 지원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Implicit 플로우와 Authorization
Code 플로우의 선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PI 인증을 AP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역 또는 API 별로 명시할 수 있는
Security 부분에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 3 (2018) | 29

-

API

인증

방법을

정의하면

Swagger

UI

등의

도구를

사용할

때

‘Authorize’ 버튼이 표시되어 시험이 가능하다(<첨부 2> 참고).

□ 클라우드 서비스의 OAS 지원 현황
o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 Gateway에서도 OAS 3.0의 API 정의에 대해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한다.

o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Cloud Endpoints는 OAS 2.0을 지원한다.

o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서는 현재 OAS 2.0을 지원하고 있으며 3.0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o SAP API Business Hub 서비스의 REST/OData API 문서화에 OAS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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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ubernetes의 경우 OAS 2.0으로 작성된 API 명세서를 제공한다.

□ OAS 적용 가이드라인
o OAS는 외부에 REST 형식의 API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다.
- 클라우드 내부 서비스 간 통신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성능
측면에서 gRPC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성능 요건을 검토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OAS 관련 도구나 Public 클라우드서비스는 주로 버전 2.0까지만 지원되므로
적용 전 어느 버전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CORS 제한 대응 가이드라인)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Swagger UI, Swagger Editor
등의 도구와 OAS 파일이 서로 다른 웹서버에 존재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 웹 기반 도구와 OAS 파일을 동일한 웹 서버에 위치시킨다.
- Swagger UI나 Swagger Editor 등 웹 기반의 도구가 아닌 독립 애플리케이션
도구를 사용한다.
- Swagger UI나 Swagger Editor 등의 설정에 CORS 허용 헤더를 추가해주는
CORS Proxy를 설정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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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가이드라인

5.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가이드라인
o 본 가이드라인 3장 3.3절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표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상호운용 가능한 방식(운영 시의 실행 계획 포함)으로 정의하는 표준이다.
- <표 3.5>와 같이 이러한 표준에는 OASIS의 TOSCA(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s)와

Open-CSA(Composite

Services

Architecture), EMML(Enterprise Mashup Markup Language) 등이 있으나
TOSCA를 제외하고는 표준 개정, 관련 오픈소스 개발 등이 지지부진 하다.
- TOSCA의 경우 2013년에 핵심 표준이 발표된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들과
관련 오픈소스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실행 계획에
대해 기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o 특정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개별 컴포넌트 자체의 이식성은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이식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 TOSCA 서비스 템플릿은 서비스 템플릿 요소와 OVF 패키지 요소의 연결을
선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런 연결은 해당하는 OVF 패키지 요소를
배치하여 해당 서비스 템플릿 요소를 인스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연결성은 OVF 패키지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패키지 타입이나 외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의 연결도 가능한데 이런 유연함을 통해 다양한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등), 서비스 인터페이스로부터 서비스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다.
o 또한 서비스의 이식성이 내부 비즈니스 데이터의 이식성을 의미하지 않는데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 이식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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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애플리케이션 구조 및 실행 계획 표준
o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실행 계획에 대한 기준을 TOSCA
표준에 두고 이에 부합되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5.2절에서
제시하는데,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TOSCA의 주요 내용 및 준용 가이드라인을
기술한다.

□ TOSCA 개요 및 주요내용
o TOSCA 개요
- TOSCA는 약어로 국제표준기구인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서 제정한 개방형 표준이다.

•

•

•

이 표준의 목표는 클라우드 인프라나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타 자원(예: 네트워크, 저장소,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의
관리자동화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이식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전체 생명주기(배포,
확장/축소, 배포 해제 등)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기계 및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DSL(Domain Specific Language)로 정의한다.
즉, 이 모델을 통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 상호관계, 종속성,
요구 사항 및 기능을 운영 정책의 문맥에 따라 DSL로 기술할 수 있다.

- OASIS 산하에 TOSCA TC(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OpenStack과 같은
오픈소스 진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연구 조직 등을 대표하는
약 200 명의 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

TOSCA TC는 TOSCA 표준의 유스케이스가 다양한 분야*로부터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스케이스는 최신 TOSCA 표준문서(OASIS TOSCA Simple
Profile in YAML v1.2)에 기술되어 있다.

•

TOSCA 표준은 원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것이지만 TOSCA TC는
TOSCA 표준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와
같은 영역으로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한 예로 ETSI NFV IWG 및 NFV
커뮤니티(오픈소스 관련)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및 다기능 장치 용
TOSCA Simple Profile을 개발 중이다.
TOSCA TC는 ETSI NFV 외에도, EU FP7 및 EU H2020과 같은 다른 주요 표준
기구와도 교류하며 대상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

o TOSCA의 주요 개념적 토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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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메타모델이며

이러한

메타모델은

‘서비스

템플릿(Service

Template)’이라 명명된다(<그림 5.1-1> 참고).

- 서비스의 구조는 ‘토폴로지 템플릿(Topology Template)’이라고 명명되는
방향성 그래프(Directed Graph) 형태로 표현된다.
•

이 그래프의 정점은 ‘
노드 템플릿(Node Template)’
이라고 명명되는데 서비스를
구성하는 하위 컴포넌트를 의미하고 ‘
노드 타입(Node Type)’ 이라고 명명되는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형식을 참조하면서 제약 사항(사용하는 IP 주소의 범위 등)을
추가하여 정의된다.

•

이 그래프의 간선은 ‘
관계 템플릿(Relationship Template)’
이라고 명명되는데 서비스의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
관계 타입(Relationship Type)’
이라고 불리는
관계의 특성을 정의하는 형식을 참조하면서 제약 사항(사용하는 IP 주소의 범위 등)을
추가하여 정의된다.

- 실재 배포되는 서비스는 토폴로지 템플릿을 인스턴스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빌드 계획(Build Plans)’이라고 명명되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여 수행된다.
•
•

빌드 계획에서는 토폴로지 템플릿에 있는 노드 및 관계 템플릿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값을 정의하는데 이 값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기본 값을 명시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정의된 IP 주소 범위(제약 사항)를 고려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특정 IP 주소에 할당하여 설치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노드 템플릿을 인스턴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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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비스 템플릿에서는 ‘계획(Plans)’을 통해 서비스 인스턴스의 관리(특히
생성과 종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는 하나 이상의 스텝(Step)으로 구성된 작업
흐름(Work Flow)의 형식(프로세스 모델)이다.
•

프로세스 모델을 정의하기 위하여 BPMN*이나 BPEL**과 같은 표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언어도 사용은 가능함)노드 및 관계
템플릿의 인터페이스 또는 기타 인터페이스(라이선스를 위한 외부 서버의 호출 등)를
참조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계획은 프로세스 모델을 참조하거나 실제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container)*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비스 토폴로지의 노드를
직접 조작하거나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o 서비스 템플릿과 아티팩트
- 아티팩트는 실행 파일(스크립트, 실행 프로그램, 이미지 등), 설정 파일 및
데이터

파일,

다른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라이브러리 등)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 아티팩트는 서로 다른 타입일 수 있으며(예: EJB 또는 python 스크립트)
일반적으로 아티팩트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될 수도 있다(예: 적절한 실행 환경에 대한 메타데이터).
- TOSCA에는 구현 아티팩트 와 배치 아티팩트 가 있는데 구현 아티팩트는
노드 타입의 동작에 대한 실행 파일을 의미하고 배치 아티팩트는 노드의
인스턴스를 발현하는 실행 파일을 의미한다.
•

•

예를 들어 이미지를 저장하는 REST 동작은 WAR 파일인 구현 아티팩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REST 동작과 관련이 있는 노드 타입은 이미지 파일 자체를 배치 아티팩트로
가질 수 있다.
구현 아티팩트와 배치 아티팩트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① 아티팩트를 배치하는 시점
② 어떤 엔티티가 어디에 아티팩트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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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타입의 동작은 노드 타입의 인스턴스에 대한 관리 동작(예: 노드 타입을
인스턴스화하는 것)을 수행하는데 이런 동작은 구현 아티팩트 형태로 제공되고 사전에
관리 환경에 배포하여야 한다.
노드 타입을 인스턴스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관리 환경에 배치 아티팩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TOSCA 컨테이너는 처리할 수 있는 일련의 배치 아티팩트
타입을 지원한다.
지원하지 않는 타입의 아티팩트(구현 또는 배치)를 포함하는 서비스 템플릿은 처리할

수 없다(불러오기 동안 오류가 발생).

o 요구사항(Requirement) 및 기능(Capability)
- TOSCA는 컴포넌트의 요구사항 (requirement)과 기능 (capability)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어느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feature)을 다른 컴포넌트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컴포넌트가 호스팅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사항(특정 자원의 할당,
특정한 동작 모드의 활성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 <그림 5.1-2>와 같이 노드 타입에 요구사항 정의와 기능 정의를 표기함으로써
요구사항과 기능을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요구사항 타입과 기능

타입이라는 재사용 가능한 엔티티를 기반으로 한다(즉, 여러 노드 타입에서
재사용 가능).
•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요구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구사항 타입 “DatabaseConnectionRequirement”를 정의할 수 있고 이 요구사항
타입을 다른 노드 타입(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사용할
수 있다.

- <그림 5.1-2>와 같이 (요구사항 정의 또는 기능 정의가 포함된) 특정 노드
타입의 노드 템플릿은 자체의 고유한 콘텐츠와 함께 각 요구사항과
기능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요구사항 타입이 요구사항 메타데이터만 표현하는 반면에 노드 템플릿에서
표현하는 요구사항은 각 성질(또는 메타데이터)의 값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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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토폴로지에 있는 노드 템플릿의 요구사항과 기능을 관계 템플릿으로 연결하여
어느 노드의 특정 요구사항을 다른 노드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요컨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맞추어 줄 수 있다.
① 관계 템플릿으로 어느 노드 템플릿의 요구사항과 다른 노드 템플릿의 기능을 연결
② 인스턴스화 시 노드 템플릿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등 일반적인 호스팅 환경(또는
TOSCA 컨테이너) 이용

o 서비스 템플릿들의 조합
- 상기한 요구사항과 기능의 개념을 통해 어느 서비스 템플릿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템플릿을 구축할 수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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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인프라)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템플릿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구조와 동작을 정의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의 구조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배포 및 관리 전문인)
다른 벤더가 구축한 별도의 서비스 템플릿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통의 인프라 템플릿을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 템플릿을 사용하는 서비스 템플릿(가령 상기 예제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템플릿)의 관점에서 다른 서비스 템플릿(가령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은 노드
템플릿처럼 “
보인다”
(<그림 5.1-3> 참고).
하지만 제2의 서비스 템플릿이 특정 노드 템플릿과 동일한 경계(즉 성질, 기능 등)를
노출하는 경우, 배포하는 동안 제2의 서비스 템플릿이 해당 노드 템플릿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비스 템플릿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개념을 통하여 서비스 템플릿 형태의 선택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일 노드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과 (다중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에 대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템플릿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배포 시
적절한 옵션(서버 계층)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o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아카이브 포맷
- 특정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과 생명 주기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환경에서 모든 아티팩트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템플릿뿐만

아니라

배포

아티팩트와 구현 아티팩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 표준은 이 모든 아티팩트의 가용 여부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CSAR(Cloud
Service ARchive)라고 하는 아카이브 포맷을 정의한다(<그림 5.1-4> 좌측 참고).
•

•
•

•

•

CSAR은 컨테이너 파일(일반적으로 압축된 ZIP 파일)로서 다른 타입의 여러 파일을
포함하는데 여러 서브 디렉터리가 조직되고 각 서브 디렉터리 아래에 관련 파일(및
다른 서브 디렉터리 등)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진다.
서브 디렉터리와 그 콘텐츠의 구성은 특정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다.
각 CSAR은 ‘
TOSCA-Metadata’
라는 서브 디렉터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서브
디렉터리는 TOSCA 메타 파일(파일 명은 ‘
TOSCA’
, 확장자는 ‘
meta’
)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CSAR에 있는 다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이름/값의 쌍 형식이며 블록(각 블록은 CSAR에 있는 특정 아티팩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단위로 모아서 저장되는데 비어 있는 행이 TOSCA 메타 파일의
블록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5.1-4> 우측의 TOSCA 메타 파일 첫 번째 블록(‘
Block_0’
)은 CSAR
자체의 메타데이터(파일의 버전, 생성한 사람 등)를 제공하고 <그림 5.1-5>에서처럼
나머지 블록의 경우는 첫 번째 이름/값의 쌍을 통해 아티팩트의 위치를 나타내고 나머지
이름/값의 쌍은 해당 아티팩트의 메타데이터(예: MIME 타입의 아티팩트)를 나타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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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CA 준용 가이드라인
o TOSCA 표준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나오는 TOSCA 관련 오프소스(<첨부
3> 포함) 및 유사 상용서비스의 내용을 참조한다.
o TOSCA 관련 오픈소스 활용 가이드라인
- TOSCA는 현재 ARIA TOSCA, OpenTOSCA, OpenStack, Cloudify 및 Alien4Cloud
등의 오픈소스 클라우드 환경 및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

•

•

예를 들어, OpenStack의 Heat는 TOSCA로 만들어진 템플릿을 자신들의 템플릿으로
해석하기 위한 TOSCA Parser나 OpenStack Heat Translator를 제공하여 자체
포맷인 HOT(Heat Orchestration Template)와 TOSCA와의 호환성을 지원한다.
<표 5.1-1>은 TOSCA 관련 오픈소스를 요약하고 있는데, TOSCA TC 차원에서 이들
중 아무것도 공인하고 있지는 않아 각 오픈소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오픈소스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3>을
참고한다.

o TOSCA와 유사 상용 서비스 간의 스펙을 비교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구조에
대한 스크립트 전환도 가능하다.
- MS Azure나 AWS(Amazon Web Services)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OASIS TOSCA 표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들만의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정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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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WS의 ‘
CloudFormation’서비스가 지원하는 Template을 통해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또한 MS는 ‘
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s’
을 통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OSCA와 유사한 상용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 4>를
참고한다.

o 이 외에 예시를 통한 TOSCA 적용 가이드는 <첨부 5>를 참고한다(해당 내용은
OASIS의 TOSCA-Simple-Profile-YAML-v1.1 표준의 내용을 한글로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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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OSCA 기반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가이드라인
o 공통관리 표준 및 오픈소스(<그림 5.2-1> 참고)
- 3장에서 기술한대로 TOSCA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표준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다양한 IaaS
및 PaaS 공급자의 자원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인프라관리 표준에는 CIMI, OCCI v1.1가 있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준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는 2016년도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으며 CAMP,
OCCI v1.2 등 플랫폼관리 표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의
<첨부 6>를 참고한다.
- 다만, OCCI v1.2의 플랫폼관리 부분은 아직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관련 오픈소스가 전무한 반면 CAMP의 경우는 공식 발표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 및 보충 표준이 발표되고 있으며 Apache Brooklyn과 같은 해당
표준을 준용한 오픈소스도 발표되었다.
- 공통관리관련 오픈소스의 경우, <그림 5.2-1>과 같이 도구 형태와 라이브러리
형태로 분류되며 도구 형태 오픈소스에 대한 비교 및 상세 가이드는
2016년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고 라이브러리 형태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첨부 7>에서 소개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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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OSCA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범례(<그림 5.2-2> 참고)
- 되도록 통일된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체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에 기술하는 가이드 항목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권고 표준과 오픈소스를
제시한다.
- TOSCA YAML 템플릿에 대한 처리는 오픈소스인 OpenTOSCA나 Brooklyn을
활용할 수 있으나 상술한대로 플랫폼관리 기준을 CAMP로 제시하는바 구문
해석기능과 관리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Brooklyn*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

Brooklyn은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관리 외에도 JClouds를 통해 매우 다양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의
간접 요건이 간단히 충족된다.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및 PaaS 공통관리는 Cloud Foundry나 Kubernetes*와 같은
PaaS 제공 오픈소스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나 애플리케이션 구조와 실행계획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계가 있다.

•

다만, Cloud Foundry나 Kubernetes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Brooklyn의 API를
확장하면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전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한편 TOSCA는 응용 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위치 지정이 가능하나 특정 공급 업체와
관련된 위치 정보는 노드 템플릿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급자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없다.
하지만, Brooklyn-TOSCA Plug-in(<첨부 3> 참고)을 통해 TOSCA 스펙을 사용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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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각 구성 요소의 위치 정보를 입력 가능한 파라미터로 처리하도록 하여 배포
시에 위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배포 프로세스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한 컴포넌트가 기동되면 각 종류의 위치에 대해
필요한 동작을 포함하는 적절한 드라이버를 통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
하도록 한다.

- Brooklyn의 API 확장 시의 메타모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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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은 Cloud Foundry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Brooklyn의 API를
확장하는 경우의 메타모델를 확장하는 예시(파란색 블록을 추가)이며 Kubernetes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모델을 확장하여 API를 제공하면 된다.

첨 부

첨부 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 연차 별 로드맵(’
18)

o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이식성 분야 및 분류에 따른 난이도와 복잡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의 로드맵(2018년도 버전)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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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OAS 관련 도구

o OAS 기반 REST AP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무료로 제공(community
버전)되고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 Swagger Editor
o

무료로

제공되는

OAS

기반

REST

API

작성

편집기로

특정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 <그림 A2-1>에서 편집기 좌측 영역에서 YAML 또는 JSON 구문의 OAS
파일을 작성하면서 우측의 웹브라우저 미리보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API 정보를 클릭하면 <그림 A2-2>와 같이 API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Try it out’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API를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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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gger UI
o OAS로 개발된 API의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웹기반 테스트 도구로 OAS로
정의된 메소드들을 화면에 나타내준다(<그림 A2-3>의 예시 참고).
- 화면의 메소드 중, POST 기능을 하는 /api/member를 클릭하면 <그림 A2-4>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 여기서 Parameters의 Value에 그 메소드가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넣을 수 있다(<그림 A2-4>의 붉은 박스 부분).
•

해당 메소드가 받을 수 있는 Model Schema를 우측의 ‘
Parameter’화면에 표시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넣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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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PI 인증 방법을 정의하면 Swagger UI의 ‘Authorize’ 버튼이 표시된다(<그림
A2-5> 참고).

- ‘Authorize’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A2-6>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입력한 아이디/패스워드, API 키 값 등의 정보는 저장되어 API 호출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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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gger Codegen
o OAS의 API 정의에 따라 동작하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코드(다양한 언어 지원)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 서버와 클라이언트 별로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며, 언어에 따른 프레임워크
별로(Java의 경우 SpringBoot/Gradle, Spring/Maven 등) 여러 대상에 대한
코드 생성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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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7>은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코드 생성이 가능한 언어 목록을 보여주는데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OAS 3.0을 기준으로 현재 베타 구현이 완료된 것이며, 그
이외의 언어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첨부 3

TOSCA 및 CAMP 관련 주요 오픈소스

o TOSCA 또는 CAMP와 관련된 다양한 오픈소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TOSCA
도입

및

확산을

돕고,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

상호운용성

및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o 개요
-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CAMP
구문(YAML 기반)을 준수하여 CAMP REST API endpoint를 제공한다.
- 뿐만 아니라 Brooklyn-TOSCA라는 Plug-in을 통해 TOSCA기반 애플리케이션
모델링도 지원한다.
o 핵심 개념 - Blueprint
- JVM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선언적 YAML 구문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단위로 기본 Blueprint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웹 응용 프로그램
서버와 같은 단일 프로세스로 구성 될 수 있다.
- 이러한 Blueprint의 장점 중 하나는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패턴(예

:

카산드라

클러스터)에

대한

모범

사례

Blueprint를 다른 Blueprint(예 : 카산드라 클러스터를 구성 요소로 가지는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 할 수 있다.
- 또 다른 장점은 Blueprint를 응용 프로그램 코드베이스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데 테스트, 추적, 버전 관리 및 devops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효율성이 있다.
o 기술 활용 사례(IBM Cloud)
- IBM Cloud에서 오토스케일링 기능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있었으며 이에
부합되는 Brooklyn을 채택하였다.
•
:
:
:
:

다음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그룹의 초기 서버 수
그룹의 최소 및 최대 서버 수
높은 CPU 임계값 및 낮은 CPU 임계값
트리거 이벤트에서 확장 및 축소될 추가 서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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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로드 밸런서 통합
Chef 통합
서버 프로비저닝 요구사항
운영 체제
: CentOS 7

o 개요
- TOSCA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위해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TOSCA

기반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적인 구현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 파이썬(Python) 프로젝트로 2016년 초에 발표된 후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편입 되었다(2018년 12월 현재 인큐베이션 상태).
- 초기의 코드는 Cloudify 프로젝트의 코어모듈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이후
TOSCA의 완벽한 호환성을 위해 최적화하여 재 작성되었으나, 개발 현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상세한 문서(API Spec.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
- ARIA TOSCA를 TOSCA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채택한 응용 프로젝트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뒤에서 소개한다.
o 특징 및 아키텍처
- ARIA TOSC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

벤더 중립적이며 기술 독립적이며 오케스트레이션 벤더 종속성을 극복하는 상호운용성
실현(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파이썬(Python) 라이브러리 제공)
TOSCA 템플릿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TOSCA
지원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

- ARIA TOSCA의 아키텍처는 크게 ARIA 파서(Parser), ARIA 워크플로우
엔진(Workflow

Engine),

ARIA

Store,

ARIA

플러그인(Plugins)으로

구성된다(<그림 A3-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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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파서는 애플리케이션의 TOSCA 템플릿을 ARIA 워크플로우 엔진과 ARIA
플러그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한다. 프로젝트 초기의 ARIA 파서에서는
Cloudify의 DSL(Domain Specific Language)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버전에서는
제외되었다.
ARIA 워크플로우 엔진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제거, 확장 등이 실행되도록 정의된
자동화의 흐름을 제어한다.

•
•

ARIA Store는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나 구성요소들의 재사용성을 향상 시키는 부가
기능이다.
ARIA 플러그인은 파서 코드의 수정 없이 OpenStack, VMware, AWS 등의 IaaS
플러그인이나 Docker, Kubernetes와 같은 Container 플러그인 등 다양한 외부
기술들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 ARIA 파서
•
•
•

TOSCA 템플릿을 해석하고 템플릿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템플릿 파일은 XML 또는 YAML 언어로 작성되며 TOSCA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구문 형식은 파서 코드를 수정없이 ARIA 플러그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ARIA는 기본적으로 TOSCA Simple Profile 1.0 및 TOSCA Simple Profile for
NFV(Network Functional Virtualization)을 지원한다.

- ARIA 워크플로우 엔진
•

•

TOSCA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템플릿의 개체 그래프와 동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실행될 작업을 결정하고 이들의 실행순서를 결정하는 엔진이다(파이썬
코드로 구현됨).
ARIA에는 여러 가지 기본 제공 워크플로우(설치, 제거, 확장 및 복구 등 기본
관리기능을 위한 워크플로우)가 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빌트인 워크플로우와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

- ARIA 플러그인
•
•

ARIA 파서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TOSCA 표준 구문 형식 이 외의 다양한 구문
형식을 동적으로 확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OpenStack 노드와 VMware, Amazon 또는 라우터, 방화벽, Kubernetes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다양한 기술을 결합할 수 있게 하고 설정관리,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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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의 다양한 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o 기술 활용 사례(ONAP)
- Open ECOMP(Enhanced Control, Orchestration, Management & Policy)와
ONAP(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프로젝트(오픈소스)에서 ARIA를
채택*하였다.

- ONAP 프로젝트의 Beijing Release부터 ARIA의 워크플로우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TOSCA 입력에 대한 ARIA 코디네이션 기능이 적용되었다.
- ONAP는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및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등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표준을

구현한

오픈소스로서

이동통신 사업자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에게 적극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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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직들에게 있어 클라우드 솔루션 구축 시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오케스트레이션은

필수인데

ARIA를

사용하면

공급업체들과

기업들은

TOSCA 파서 및 실행엔진을 개발할 필요없이 TOSCA 클라우드 이식성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계획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다.
- 이처럼 ARIA 자체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ONAP 프로젝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반으로 TOSCA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능력과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o 예시를 통한 ARIA TOSCA 활용 가이드라인
- 본 예시는 <그림 A3-4>과 같이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웹 서버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TOSCA 템플릿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 3 (2018) | 59

•
•

TOSCA 템플릿은 ARIA 파서와 ARIA 워크플로우를 통해 각각의 인스턴스와 관계(웹
서버 to 웹 애플리케이션)가 정의되고, ARIA 명령어를 통해 동작 수행
<그림 A3-5>의 ‘
HelloWorld.yaml’파일을 이용해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정의하고 요소 간 관계를 기술

o 개요
-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개발된 오픈소스로 TOSCA 표준을 위한 다양한 요소
도구를 포함하는 생태계이다(<그림 A3-6>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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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ry: TOSCA 토폴로지에 대한 비주얼 모델링 도구
OpenTOSCA Container: 런타임 환경으로 TOSCA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함(계획, 실행,
진행 상황 추적 및 상태 관리)
Vinothek: 웹UI를 통해 TOSCA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포털로 OpenTOSCA Container에 대해 API 요청 내리는 구조로 동작

- OpenTOSCA의 핵심 모듈은 ‘OpenTOSCA Container’이며 본 가이드라인은
이 모듈에 대해 중점 기술한다.
o 아키텍처
- (기본 구성 요소) IAE(Implementation Artifact Engine), PE(Plan Engine),
Controller 등 세 가지(<그림 A3-7>참고).
① (IAE) TOSCA는 CSAR 파일에 IA(Implementation Artifact)라는 구문을 정의하여 대상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구현체(스크립트 등)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IAE는
CSAR 파일에서 기술하는 모든 IA를 자동 배포하고 계획에 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IA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지원).
② (PE) TOSCA 계획을 실행하는 요소로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또는 BPMN(Business Plan Modeling Notation)과 같은 워크플로우 언어로 구현된
계획을 지원한다.
③ (Controller) OpenTOSCA의 모든 구성요소를 제어하고 CSAR 파일 관리, 설치 및 제거
API를 제공하는 요소로 REST API를 통해 핵심 시스템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보조 구성 요소) 기본 구성요소인 IAE, PE, Controller 간 실제 동작을
보조하기 위한 요소인 Application Bus, Plan Builder, Service Invoker(or
Management Bu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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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pplication Bus: <그림 A3-8>은 애플리케이션 버스가 있는 OpenTOSCA 컨테이너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주는데 각 애플리케이션 및 모든 구성요소(IAE, Management Bus,
Application Bus 및 PE)에는 자체 플러그인 시스템이 있어 해당 플러그인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버스 엔진 또는 애플리케이션 버스 AP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
OpenTOSCA는 물론 각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버스에서는 SOAP과 REST API를 모두 지원하며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버스의 핵심 구성요소는 애플리케이션 버스 엔진인데 작업을 호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서 결정되고 수집된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버스 엔진은
호출된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즉, 어떤 Plugin이
컨테이너에 설치되고 시작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버스 엔진은 OpenTOSCA 컨테이너의 필수 구성요소와 다른 API
및 플러그인 간 링크 역할과 통신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인스턴스 데이터 서비스는 인스턴스 데이터를 쿼리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데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의 IP 주소를 여기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버스와
같은 다른 OpenTOSCA 구성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Plan Builder(<그림 A3-9> 참고): 생성될 계획의 유형(빌드 계획, 종료 계획 및 확장
계획) 및 CSAR(Cloud Service Archive) 아카이브 Topology 템플릿을 기반으로 계획의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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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워크플로우는 BPEL 프로세스와 같은 언어 종속적 구문으로 변환되고 구문 생성 후
Type Plugins에서는 노드 및 관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코드를 생성한다. LifeCycle
Plugins에서는 설치, 시작 및 중지와 같은 라이프사이클 동작을 구현하는데 코드 생성이
완료되면 이후 처리와 사용을 위해 현재 실행 가능한 계획이 원본 CSAR에 주입된다.
또한 Plan Builder는 현재 워크플로우 언어 BPEL 2.0에서 Build Plans, Termination
Plans 및 Scale-Out Plans의 생성을 지원한다.

③ SI(Service Invoker) 엔진(<그림 A3-10> 참고): 서비스 호출 인터페이스의 주요
구성요소로 OpenTOSCA 컨테이너 내의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와의 연결을 통해 서비스
호출 인터페이스의 중심 단위를 형성한다.
또한, TOSCA 엔진을 사용하여 IA(Implementation Artifact)의 호출 유형뿐만 아니라
호출 요청에 속하는 IA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IA
또는 계획의 엔드포인트를 획득한다.
인스턴스 데이터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는 이전에 실행된 계획의 인스턴스 데이터를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서비스 호출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SI
SOAP API 또는 SI REST API와 같은 다른 서비스 호출 API와 함께 제공된다.
이들과 함께 다른 구성요소, 애플리케이션 및 IA 그리고 특히 계획은 서비스 호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계획이 TOSCA에서 선언된 관리 작업을 호출
하려는 경우 SOAP / HTTP IA로 구현된다).
이 계획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서비스 호출 SOAP API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SI 엔진에 엔드포인트와 같은 추가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후 모든 정보는
호출이 실행되는 적합한 플러그인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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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 활용 사례
- OpenTOSCA를 활용한 다음의 사례(프로젝트)들이 있으며 이중 SePiA.Pro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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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Cycle :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가 보장되는 이식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목표로 한다.
IC4F(Industrial Communication for Factories) : 공장을 위한 산업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로 제조 업계에 안전하고 견고하며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GRATE! : 현재의 ICT 시스템을 에너지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타게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PiA.Pro(Service Platform for Intelligently optimizing Applications in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 생산 및 제조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지능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artOrchestra
:
TOSCA를
기반으로
한
가상/물리적
애플리케이션의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
•

Smart Service World :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서 시작한 기술 프로그램이다.
Trusted Cloud : 독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업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식별하고자 독일 연방 정부의 경제부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 (SePiA.Pro 프로젝트) 연구과제 성격으로 산업 4.0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OpenTOSCA를

이용한

분석

서비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설계/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EDOC(Enterprise Distributed Object Computing)
2017 Conference에서 발표되었다.
•

•

•
•

OpenTOSCA의 출발점인 슈투트가르트 대학과 그들의 산업 파트너인 TWT GmbH
Science and Innovation의 공동과제로 산업 4,0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영역에서 기존 Legacy Infra를 기반으로 한 공장데이터를 Cloud Infra 기반의
분석서비스와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연동 가능성과 활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분석 서비스는 Ubuntu 위에 Python과 Flink를 통해, 데이터
통합 서비스는 Tomcat을 통해 설계했고 데이터는 OPC UA와 OData(2017년도
가이드라인에서 그 내용을 다룸)를 이용했다(<그림 A3-11> 참고).

<그림 A3-12> 같이 응용 시나리오에 제시된 기술들을 TOSCA 토폴로지로 작성하고
각각의 DA(Deploy Artifacts)와 IA(Implementation Artifacts)를 도식화했다.
분석 알고리즘, 분석스택 및 데이터 통합 서비스는 OpenTOSCA를 사용하여 스마트
서비스로 번들로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TOSCA의 기능을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토폴로지 생성, 전체 서비스의 단편을 재배열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정 사용 사례 및
분석 시나리오에 맞게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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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데이터 통합을 강화하여 민감한 제조 데이터의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을 강화할 수도 있다.

o 개요
- OpenStack의 주요 프로젝트(<표 A3-1> 참고) 중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로 서버 가상화(Nova), 스토리지 가상화(Swift, Cinder), 네트워크
가상화(Neutron) 등에 대한 자원들을 관리할 때, 이 가상화 자원들의
효율적인 생성, 배포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이다.

66

- TOSCA가 제정되기 전에 아마존 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의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클라우드포메이션(CFN:

CloudFormation)을

벤치마킹하여 CFN 템플릿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

HOT(Heat

Orchestration

Template)라는

자체

템플릿을

정의하고

점진적으로 클라우드포메이션의 색깔을 벗고 독자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 또한 TOSCA 표준과의 호환성을 위해 TOSCA Parser나 Heat Translator와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범 TOSCA 구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RedHat을 중심으로 Mirantis, Rackspace 등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o 아키텍처 및 특징, HOT 템플릿 구조 및 예제는 “OpenStack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분석-HOT Template”(전홍석, 김병식, 이범철 공저, 전자통신동향분석 Vol.
30 No. 2)을 참고한다.
o 기술 활용 사례
- Fidelity Investment사 사례
•

자사의 인프라 구조를 Hybrid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하면서 Private Cloud가 가지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 3 (2018) | 67

•

•

강점과 Public Cloud가 가지는 강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양쪽 환경 모두를
제어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필요했고 여기에 OpenStack Heat가 사용되었다.
신규 구축 시 자사의 Private Cloud는 OpenStack을 이용했고 Public Cloud는 AWS를
이용하였으며 microservice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재사용성을 높였으며
자동화가 편리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환경 양쪽에 대응하기 위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었고, 특히 OpenStack
Heat의 경우 AWS Cloud와의 호환성을 가졌기에 추가 개발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Fujitsu사 사례
•

•

Fujitsu사는 기존 자사의 Cloud 서비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때, <그림
A3-13>와 같이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가상의 라우터를 구성하고, 보안을
위한 key pair를 구성한 이후 가상화 서버를 만들기까지 총 35단계의 화면을 거쳐야
가능했다면, 기존 OpenStack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HOT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클라우드로의 이관 시 5단계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재사용이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HOT의 장점을 자사의 Cloud 서비스에 녹여
내었으며 역으로 기존 Fujitsu Cloud 포탈 메뉴에서 Stack을 만들 때 Heat 템플릿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YAML 파일도 제공한다.

- IBM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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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사는 Cloud Orchestration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Public 클라우드인 Softlayer와
타 Private 및 Public 클라우드로 구성된 Hybrid 클라우드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자신들의 서비스에 OpenStack Heat를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OpenStack Heat를
별개의 타사의 서비스로 보고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로 Heat를

IaaS 관점에서 OpenStack 자원 관리에 사용하며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퍼블릭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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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TOSCA와 유사한 상용 서비스

AWS CloudFormation
o 기술 개요
- 개요
•

•

•

•

•

AWS(Amazon Web Services) CloudFormation은 AWS 리소스를 모델링하고
설정하여 리소스 관리 시간을 줄이고 AWS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필요한 모든 AWS 리소스(예 :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mazon RDS DB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템플릿을 생성하면 AWS CloudFormation이 해당 리소스의
프로비저닝과 구성을 담당한다.
AWS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생성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것이 무엇에
의존하는지 파악할 필요도 없으며, AWS CloudFormation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처리한다.
애플리케이션 이식 관련 가장 먼저 상용화된 서비스이다 보니 가장 많은 사례나
활용가이드가 존재하며 CloudFormation 출시 이후 발표된 TOSCA 표준을 따르지는
않으며 AWS CloudFormation에서 제공하는 AWS 서비스 유형들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cfn-support
ed-resources.html)

- 기본개념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템플릿 및 스택 단위로 작업하는데
템플릿을 생성하여 AWS 리소스와 해당 속성에 대해 기술하고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AWS CloudFormation의 템플릿에 기술된 리소스를 실제로 프로비저닝한다.

① 템플릿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 형식의 텍스트 파일이다. .json,
.yaml, .template, .txt 등 모든 확장명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을 AWS 리소스 구축을 위한 블루프린트로 사용한다.
: 예를 들어, 템플릿에서 인스턴스 유형, AMI ID, 블록 디바이스 매핑, Amazon EC2 키
페어 이름 등과 같은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설명된 항목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도 지정한다.
: 또한,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i-2f726546 AMI ID, t1.micro 인스턴스 유형, testkey 키 페어 이름 및 Amazon
EBS 볼륨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한다.
(YAML 형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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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형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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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템플릿에서 여러 리소스를 지정하고 해당 리소스를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예제와 같이 탄력적 IP(Elastic IP)를 포함하도록 이전
템플릿을 수정한 후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다.
(JSON 형식 예시)

(YAML 형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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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템플릿은 1개의 단일 Amazon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위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복잡한 리소스 세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 가능한 추가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템플릿을 재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할 때 값이 지정되는 입력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템플릿을 생성할 때가 아니라 스택을 생성할 때 인스턴스 유형과
같은 값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템플릿을 더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
② 스택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할 경우 스택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관련 리소스를 관리
하는데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삭제하여 리소스의 모음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한다.
: Auto Scaling 그룹, 로드 밸런서(ELB) 및 Amazon RDS(Relational Database Servic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템플릿을 생성했다고 할 때,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템플릿을 업로드하여 스택을 생성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한다.
: 또한 AWS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으로 작업할 수
있다.
③ 변경 세트
: 스택에서 실행 중인 리소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스택 갱신이 필요한데 그 전에 제안된
변경 사항이 요약된 변경 세트를 생성할 수 있고 변경 세트를 사용하면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이전에 해당 변경이 실행 중인 리소스 특히, 중요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AWS Cloud
Formation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데 아직
백업하지 않은 경우 이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잃게 된다. 하지만, 변경 세트를
생성한 경우 변경 후 데이터베이스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이전에 적절히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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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 활용방법 및 활용사례
- AWS CloudFormation 활용방법
•

•

•

스택을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에 대한 기본 서비스 호출을
실행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및 구성하는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수행 권한이
있는 작업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권한이 필요한데 인스턴스가 포함된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인스턴스를
종료할 유사한 권한이 필요하며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권한을 관리한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실행하는 호출은 모두 템플릿으로 선언되는데 예를 들어
t1.micro 인스턴스 유형으로 EC2 인스턴스를 기술하는 템플릿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템플릿을 사용해 스택을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은 Amazon EC2 인스턴스
생성 API를 호출하고 인스턴스 유형을 t1.micro로 지정한다(다음 그림은 AWS Cloud
Formation의 스택 생성 워크플로우를 도식화하고 있음).

① AWS CloudFormation 템플릿(JSON 또는 YAML 형식 문서)은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 디자인하거나 텍스트 편집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템플릿에서는 필요한 리소스와 해당 설정을
기술한다(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음 예에서처럼
템플릿에서 EC2 인스턴스를 선언하고 해당 인스턴스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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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형식의 CloudFormation으로 AWS 리소스(ec2)를 생성하는 예제)

② 템플릿을 로컬에 또는 S3 버킷에 저장한다(템플릿 생성시 .json, .yaml 또는 .txt 등과
같은 파일 확장명으로 저장).
③ 템플릿 파일의 위치(예: 로컬 컴퓨터의 경로 또는 Amazon S3 URL)를 지정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고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택을
생성할 때 입력 값을 지정할 수 있다. 파라미터를 통해 템플릿을 값을 전달하여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리소스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다.

- AWS CloudFormation 활용사례
•

다음과 같은 기업들은 AWS CloudFormation의 활용해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재구축할 수 있었다.
· Nextdoor, Coinbase, Expedia, FC Barcelona, Technology One, Cloudreach,
Lemongrass, File Maker, FC Barcelona

•

상세한 기업의 활용사례는 https://aws.amazon.com/ko/cloudform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 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s
o 기술 개요
- 개요
•

Azure Resource Manager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그룹 단위로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일 작업으로 솔루션의 모든 리소스를 배포,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배포용 템플릿이나 테스트, 스테이징 및 운영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템플릿을 이용해 자원관리를 손쉽게 해준다(Resource Manager는 Azure의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TOSCA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음).

- 기본개념
•

가장 간단한 구조의 템플릿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코드와 같다(기본적으로 JSON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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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개변수(Parameters):
템플릿의 매개변수는 리소스를 배포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개변수 값을 사용하여 개발, 테스트 및 운영 등의 특정 환경에 맞게 조정되는 값을
제공함으로써 배포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다.
템플릿에서 매개변수 수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매개변수가 없으면 템플릿이 항상 동일한
이름, 위치 및 속성을 갖는 동일한 리소스를 배포한다.
② 변수(Variables):
변수는 템플릿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생성하는데 변수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종종
변수를 통해 복잡한 식을 줄이면 템플릿이 단순화된다.
③ 함수(Functions):
템플릿 내에서 함수를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함수는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템플릿 전체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는 복잡한 식을 정의하고 템플릿에서
지원되는 식 및 함수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④ 리소스(Resources):
리소스는 배포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리소스를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올바른 값을 제공하기
위해 배포하는 유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템플릿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⑤ 결과(Outputs):
결과는 배포에서 반환되는 값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배포된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URI를 반환할 수 있다.

o 기술 활용방법 및 활용사례
- 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s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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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Azure Resource Manager 템플릿을 이용하여 Azure의 Blob, 파일과 같은
저장소 리소스를 생성하는 예제이다.

•

위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배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치나 이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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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데 더 복잡한 방식으로 템플릿을 작성하고
응용하는 방법은 아래 Azure 공식 docs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zure-resource-manager/resource-group
-authoring-templates)

- 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s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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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에 대한 공식적인 대형고객 사례는 AWS의
CloudFormation 만큼 많지 않으나 BMC나 AppDynamics와 같은 솔루션 업체들이
Azure Resource Manager Template의 형태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쉽게 배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 5

예시를 통한 TOSCA 적용 가이드

o 본 첨부에서는 YAML을 사용하는 TOSCA Simple Profile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모델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표준의 내용*을 번역 및 해설함).

□ TOSCA Simple Profile 예제(“hello world”YAML 템플릿)
o TOSCA 서비스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정의한 노드 타입(예를 들어
“Compute” 노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서버를 배치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Hello World” TOSCA 템플릿은 다음과 같다.

- 상기 템플릿은 “Compute” 노드 템플릿 하나만을 포함하는 매우 간단한
토폴로지 템플릿으로 “Compute” 노드 템플릿은 Compute 노드 타입
정의에 포함된 여러 기능(capability) 중 두 가지(host, os)에 대한 기본 속성
값을 선언한다.
- 상기 예제에서, “host”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Compute 노드
인스턴스화 시 필요 CPU 수, 메모리 크기 및 디스크 크기 등의 속성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 수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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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마찬가지로 “

” 기능은 Compute 노드를 인스턴스화할 때

Compute 노드가 어떤 운영 체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표현한다.
o “hello world” Compute 노드에 대한 논리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

노드는
와

같은

기능(capability)에도

등의 자체 특성(attribute)과
다른

내부

기능(capability)이

속성(property)이

있는데

이에

있으며

및
각

대해서는

내부
추후에

설명한다.
- 비록

노드에는 자체 속성은 없지만(내부 기능에 속한 속성만

있음) 다른 TOSCA 노드 타입 중에는 자체 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 TOSCA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은 노드 템플릿에 있는 모든 속성 값을
서비스 템플릿의 각 노드 타입 정의에 있는 속성 정의에 따라 검증하게
된다.
- TOSCA 서비스 템플릿의 키 이름인

은 Compute

노드 타입을 포함하여 TOSCA Simple Profile에서 정의한 타입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일련의 버전 집합을 확인한다(<예>
값은 Simple Profile v1.0.0 정의를 사용하여 검증할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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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키

- 또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른 서비스 템플릿으로부터 다른 타입

정의를 입수할 수 있다.
o 입력 매개변수의 요청과 출력의 제공
- 템플릿 안의 값을 하드코딩 하는 대신 입력 매개변수를 제공함으로써 배포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고 배포자에게 배포된 템플릿의 상태를 설명하는
정보(배포된 서버의 전용 IP 주소 등)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력 값을 제공한다.
- 다음 예제는

및

섹션을 통해 향상된 서비스 템플릿을

보여준다.

- TOSCA 템플릿의
섹션이 분포되는데 이는

바로 아래에
및

및

섹션이

수준의 깊이로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섹션에서 정의한 입력 매개변수를 토폴로지 템플릿 내 노드
템플릿의 속성에 할당할 수 있고 출력 매개변수는 토폴로지 템플릿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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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템플릿의 특성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TOSCA 템플릿의

섹션을 통해 사용자 입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

입력 매개변수에 대한 제약사항을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또한 TOSCA는 템플릿 내 요소를 참조하거나 런타임 값을 얻어내는
또는
와 같은 내장 함수들의 집합을 제공한다.

,

□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TOSCA 템플릿
o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서버에 대한 노드 템플릿을

에 기술하여

TOSCA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모델화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노드
타입(TOSCA WG이나 커뮤니티가 만든 것 등)을 사용하여 <예제 3>과 같이
서비스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다.

o 상기 예제에서는 서버에 MySQL을 설치하기 위해
값을

노트 템플릿에 노드 타입의

로 하고 MySQL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배포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한다(<예제 3> 코드 참고).

- 일련의 속성과 스키마를 정의하는데 사용자가 배포 시점에 제공한 값을
get_input 함수를 통하여 root_password 속성에 대한 값으로 사용하고 port
속성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한다.
o MySQL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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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을 통하여

노드 템플릿은 (

타입의)

노드 템플릿과

관계를 맺는다.
- TOSCA 메타모델에서는 한 노드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른 노드가 가지는 경우, 두 노드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 컴퓨트 자원 상에 설치 또는 서비스되는 소프트웨어인 MySQL의 경우,
라는

노드

타입은

라는

사전

타입의

정의된

노드

요구사항을

템플릿을

가지고

가리킴으로써

있데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노드와 그 호스트인

o

노드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섹션 내 모든 항목은 요구사항 명을 키(key)로 두고 충족
노드의 식별자를 그 값으로 가지는 맵(map)으로 표현되며 식별자는 다른
라는 이름의 노드 템플릿을

노드 템플릿 명이며 상기 예제에서는
참조하여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 내부적으로 TOSCA
온전히 정의한다. 또한

노드 타입은

타입의

요구사항을

관계를 자동으로 만들면서

타입의 명확한 타켓 호스트 노드만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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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부처리 덕분에 템플릿 작성자는
값으로써 유효한

노드의

노드의 이름(

요구사항에

)을 지정하는 것 외의

복잡한 정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사전 정의한 노드 타입 행위에 대한 오버라이딩
- TOSCA의 노드 타입은 규범적인 노드 생명주기 동작들을 위해 자동화
구현(Bash 또는 Python과 같은 스크립트 형태나 Chef와 같은 도구)과
연관된다.
- 예를 들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노드 타입 구현은 실행 시 MySQL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

또는

과 같은 TOSCA

노드 동작들을 실재 스크립트에 결부시킨다.
- 많은 노드 타입들이 노드 상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명령을 포함하는
동작 스크립트 셋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필요시 템플릿 작성자가 기본
구현을 오버라이딩하는 맞춤형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다.
- 다음의 예제는 템플릿 작성자가 맞춤형 구성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노드 템플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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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예제에서는 MySQL 노드 타입의
대한

동작을 위해

생명주기 인터페이스에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

경로 ‘
’
는 해당 템플릿 파일 기준의 상대 경로지만 스크립트의 위치에 대한
절대 URI(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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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플랫폼관리 표준(CAMP, OCCI v1.2) 소개

□ CAMP 개요 및 주요내용
o (CAMP 개요) CAMP는 ‘Cloud Application Management for Platforms’의
약어로 TOSCA와 마찬가지로 OASIS에서 제정한 개방형 표준이다.
- 이 표준은 클라우드 인프라나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Platform as a Service(PaaS)에서
제공해야하는 아티팩트(코드, 데이터, 그래픽 등) 및 API를 정의한다.
- 클라우드 벤더들은 CAMP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각각 개발한 도구와
서비스들 간에 통신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와 연결하거나 독립적인
도구들 간 호환하는 새로운 PaaS를 제공하고자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제정된 표준에서는 로컬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중단, 패치, 재시작 등의 활용 사례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다.
o CAMP 주요 내용
- (CAMP 모델) RESTful API를 기반으로 한 CAMP 표준은 모든 구성 요소를
URI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리소스로 정의하며, 모든 메시지들은 JSON
구문으로 HTTP 프로토콜을 통하여 교환된다(CAMP 모델에서 정의하는
리소스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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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플랫폼) 리소스는 각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는
플랫폼의 총괄 정보를 리포팅하는데 여기에는 플랫폼의 기본 정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모든 내용(service resource, assemblies, 메타데이터)이 포함된다.
- Assembly(어셈블리) 리소스는 플랫폼 내에서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표현하는데 어셈블리 리소스에 대한 동작(오퍼레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컴포넌트)에도 영향을 준다.
- Component(컴포넌트)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재사용 가능한 기본
요소로 여러 어셈블리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예 : 배포된 Ruby gem,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LDAP 디렉토리의 항목 등).
- Plan(플랜)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기본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예 : 아티팩트 및 그 사용법, 아티팩트 간의
관계 등)이다.
-

Service(서비스)

리소스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포함하는 컴포넌트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표현한다(예 : 플랫폼
제공 메시지 대기열(Queue)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 (Operation 및 Sensor) CAMP에서는 PaaS 모델에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들이
CAMP

API를

통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CAMP

Operation(동작)

및

Sensor(센서)를 추가로 정의한다(다음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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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or”라고도 부르는 Operation은 리소스 상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작을 표현하고
Sensor는 외부시스템으로부터 접속 시에 필요하거나, 리소스의 사용 기간 동안
변화하는 리소스 또는 관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한다.

□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v1.2 개요 및 주요내용
o (OCCI 개요) OGF에서 개발한 OCCI 표준은 2016년 9월에 발표된 v1.2를 통해
기존 IaaS 뿐만 아니라 PaaS, SaaS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작업(배포, 확장, 모니터링, SLA 등)을 위한 프로토콜과 API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 OCCI 표준은 통합, 이식, 상호운용에 중점을 둔 유연한 관리 기능 측면의 API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 OCCI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리소스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요구되는 API
명세, 설계 규칙, 아키텍쳐, 표준 적용 예시 등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 OCCI는 Openstack, CloudStack 등 여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된
구현체와 오픈소스 도구들을 제공한다.
o OCCI v1.2 주요내용
※ 본 가이드 라인에서는 주로 v1.2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며, OCCI
v1.1에서도 포함된 OCCI Core, HTTP, Infrastructure 부분은 2016년도 발간된
가이드라인(vol.1)과 표준 문서를 참고한다.

- 아래 그림은 서비스 이용자가 HTTP REST API로 OCCI에 접근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자원을 상호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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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I는 자원의 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API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중 클라우드 환경의 자원들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 OCCI Compute Resource Templates Profile v1.1 에서는 일련의 OCCI 표준을
이용하여 OCCI Compute 자원 유형으로 정의된 인스턴스들로 이루어진 OCCI
Infrastructure Compute 자원 템플릿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 일련의 OCCI 표준은 Compute 자원 유형을 통해 요청된 Compute 자원
요구사항(예: Intel x86 64-bit 아키텍처의 4 CPU 코어와 32GB RAM, 150
GB 공간)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방식을 정의한다.
- OCCI - JSON 렌더링 문서에서는 OCCI 인스턴스 타입을 JSON 데이터
교환 포맷으로 렌더링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의한다.
•

•

•

렌더링은 사용 중인 프로토콜과 무관하게 OCCI 인스턴스를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서 소개한 OCCI HTTP 프로토콜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OCCI - JSON 렌더링 문서는 OCCI 코어 인스턴스, OCCI Kind, OCCI Mixin, OCCI
Action, OCCI Link, OCCI Resource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JSON 객체로 구성되며
OCCI Action으로 식별되는 연산을 호출하기 위한 JSON 객체도 포함한다.
해당 표준 문서에서는 각 OCCI 코어 인스턴스의 렌더링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OCCI JSON 렌더링 활용 예시 및 스키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 OCCI 플랫폼 문서에서는 OCCI 코어 모델을 확장하여 OCCI를 구현체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어떻게 PaaS API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

OCCI PaaS API는 하나 이상의 PaaS 컴포넌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PaaS 리소스에 대하여 프로비져닝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 OCCI 플랫폼 내에 정의된 주요 플랫폼 타입은 다음 그림과 같다.

•
•
•
•

•
•

•

•

Application은 전체적인 서비스 중 사용자가 설정하는 부분을 정의하는 플랫폼 타입이다.
Component는 애플리케이션의 호스팅을 책임지거나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일부 업무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코드 조각의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플랫폼 타입이다.
ComponentLink는 Application 인스턴스를 호스팅 Component에 연결하거나 두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플랫폼 타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 타입들은 ‘
OCCI 코어 모델’
에서 정의하는 리소스 타입과 속성을
상속하며 이런 리소스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송규약(예: HTTP)과 적절한
렌더링을 사용한다.
‘
OCCI 코어 모델’규격에서 요구되는 경우 Resource 또는 Link 의 서브타입에 해당하는
인스턴스화된 모든 타입에는 반드시 인스턴스화된 타입을 식별하는 Kind가 할당되어야 한다.
각각의 Kind 인스턴스는 반드시 Resource 또는 Link 베이스 타입의 Kind와
연관되어야하며 할당된 Kind 인스턴스는 클라이언트가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변경이
불가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OCCI 플랫폼 문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Component Kind의 정의와 Component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PaaS에서 OCCI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설정들을 OCCI 플랫폼이
정의한 타입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템플릿을 제공한다.

- OCCI 서비스 수준 협약서(OCCI SLAs) 문서에서는 ‘OCCI 코어 모델’을
확장 및 사용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의 관리 API를 구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

OCCI SLA에서 정의하는 SLA 유형에 대한 개요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

•

•
•

해당 API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자의 자원(예: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는 잠재적 소비자들 간 협약 실현과 관련된 자원의 생성 및 관리를
제공한다.
Agreement 유형은 제공된 자원(예: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위해 클라우드
제공자와 소비자 간 서비스 수준 협약(SLAs)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리소스를 나타낸다.
본 계약에 관한 기본 정보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OCCI
Mixin(확장정보)가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협약의 분류와 SLA 템플릿을 제공하기 위한
AgreementTemplate Mixin과 협약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 AgreementTerms
Mixin에서 SLAs를 보완한다.
AgreementLink는 서명이 완료된 SLA에 대해서 기존 OCCI 리소스 인스턴스와
연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해당 표준 문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Agreement 유형으로 인스턴스화 시키는
과정과 클라우드 제공자가 추가적으로 정의한 Mixin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예시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OCCI Text Rendering 문서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렌더링
규격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Category 렌더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텍스트 구문이나 OCCI Link 유형의 인스턴스 참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텍스트 구문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텍스트 기반 렌더링 규격은 사라지는 추세이므로 다음 버전 배포 시 제거되거나
상당히 변경될 예정이다.

첨부 7

인프라/플랫폼관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소개

□ 클라우드 공통관리기능 API 개요
o 클라우드 공통관리기능 API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플랫폼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API를 의미한다.
- 클라우드 공통관리기능 API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단 한 번의
업데이트만으로 새로운 플랫폼의 연동이 가능할 정도로 멀티 플랫폼간의 연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 클라우드 공통관리기능 API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o 클라우드 공통관리기능 API는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주고받은
API는 숨기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멀티 플랫폼 API)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Wrapper(드라이버) 타입과 다른 인터페이스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전환시켜주는 Adapter(커넥터) 타입으로 구분된다.

□ 인프라/플랫폼관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소개
o 현재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인프라/플랫폼 관리 API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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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PaaS 제공 오픈소스 소개

□ Kurbernetes
o (Kubernetes 개요) 구글에서 개발한 Kurbernete는 컨테이너의 배포, 스케일링
및 관리 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써,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컨테이너 PaaS이다.
o Kubernetes 주요 특징
- Automatic Bin-Packing: 가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컨테이너를 배치
- Self-Healing: 컨테이너 실행 실패, Node가 중지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Health check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 컨테이너 서비스를 자동 복구
-

Horizontal Scaling:

Pod의

CPU

사용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메트릭을 기반으로 복제 컨테이너를 스케쥴링하여 성능 제어(스케일링
기능)
- Service Discovery and Load Balancing: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이 없는
서비스 Discovery 매커니즘을 위해 컨테이너에 고유 IP, 단일 DNS 이름을
제공하여 로드 밸런싱
- Automated Rollout and Rollback: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 설정 변경 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점진적으로 컨테이너를 변경(Rolling Update)하고
문제 발생 시 Rollback 수행
- Secret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보안키, 환경 설정을 이미지의 변경
없이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관리 및 사용
- Storage Orchestration: 로컬 스토리지를 비롯해서 Public 클라우드(AWS,
GCP 등) 제공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을 원하는 구성으로 자동
마운트
- Batch Execution: Batch, CI 작업의 수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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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ubernetes 아키텍쳐
- Kubernetes는 크게 마스터(Master)와 노드(Node)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되며 마스터는 Kubernetes의 설정 환경을 저장하고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드는 Pod나 컨테이너처럼 Kubernetes
위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역할을 한다(아래 그림 참고).

- 마스터 노드는 Kubernetes 클러스터 전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API 서버, 스케쥴러, 컨트롤러 매니져, etcd 로 구성되어 있다.
- 노드는 마스터에 의해 명령을 받고 실제 워크로드를 생성하여 서비스
하는

컴포넌트로

노드에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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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let,

Kube-proxy,

cAdvisor

그리고

□ Cloud Foundry
o (Cloud Foundry 개요) Cloud Foundry 재단에서 관리하는 Cloud Foundry
소프트웨어는

인프라와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을

개발에서

배포까지 쉽게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PaaS이다.
o Cloud Foundry 주요 특징
- Cloud Foundry는 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대상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배포 가능하고 특정 IaaS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지원하여 Lock-in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런타임 환경으로 Node, Ruby, Java를 지원하고 프레임워크는 Spring, rails3, node,
grails, play 등, 그리고 서비스들은 MongoDB, PostgreSQL, MySQL, RabbitMQ,
Redis등을 지원한다.
- Cloud Foundry 제품에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Cloud Foundry(OSS CF)와 Pivotal사의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인 Pivotal Cloud Foundry(PCF)가 있다.
- AWS, OpenStack, IBM Bluemix Cloud Foundry, Pivotal Cloud Foundry, SAP Cloud
Platform, Huawei FusionStage 및 Swisscom Application Cloud를 포함한 Cloud
Foundry 인증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유사한 플랫폼
및 경쟁 제품으로는 OpenShift , Google App Engine 및 Heroku 등이 있다.
o Cloud Foundry 아키텍쳐
- Cloud Foundry Foundation에 따르면 Cloud Foundry 플랫폼은 7 가지 핵심
구성 요소 그룹으로 구성된다(다음 그림 참고).
- 라우터는 인터넷 라우터와는 별개로 외부 시스템 트래픽과 응용프로그램을
요청을 라우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에 대한
URL 부하의 분산과 동적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 관리한다.
- Cloud Foundry는 OAuth 2.0와 로그인 서버가 함께 작동하여 사용자 ID
관리(Authentication)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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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의 주기 관리’를 위하여 RESTful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실행 등의 작업을 제어하는 Cloud Controller와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세스를 시작 및 중지하도록 제어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애플리케이션 준비, 시작 및 중단 등의
작업은 모두 Diego Cell VM에서 Garden 컨테이너로 실행되며 Blob
Store라는

Repository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

패키지,

Build

pack을

-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른 특정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공하고 있다.

Service Broker와 애플리케이션과 구성 요소 간 HTTP/HTTPS 프로토콜을
통해 메시징 교환를 위한 Messaging,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메트릭과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기록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Kubernetes와 Cloud Foundry 비교
- Kubernetes는 컨테이너 중심의 PaaS이며 Cloud Foundry는 컨테이너
배포도 다루고 있지만 보다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PaaS이다.
- Kubernetes는 사용자들에게 컨테이너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만 Cloud
Foundry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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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rnetes는 구글의 컨테이너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Cloud Foundry
보다 큰 규모의 활발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Kubernetes는 무료로 웹 GUI를 제공하지만 Cloud Foundry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웹 GUI를 제공한다.
- Cloud Foundry는 성능 수집을 위한 로깅, 메트릭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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