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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오픈소스는 몇개나 있을까?

Github 내에 생성된 전체 프로젝트(약 1억 9,000만 개)

그외 github 외에 여러 오픈 소스 코드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를 포함 하면
셀수 없는 많은 수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 들이 지금도 생성중!



왜 오픈소스를 쓰는가?

빠르고 유연한 개발

다양한 개발자들에게
최신 기술 정보 와 문
제점 해결 공유 되어
운영으로 인해 발전속
도가 빠른편

신뢰성 및 안정성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개
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정
적으로 동작.

호환성 및 유연성

오픈소스는 특정한 플랫폼의
제약없이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

비용절감

공개된 소스코드에 대해서
직접 수정 및 추가가 가능
하며 새로 개발 하는 것보

다 시간이 많이 절약.

https://moonjewoong.gitbooks.io/os_red_01/content/Advantage_of_O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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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현황



안정적인 필수 인프라는 물론, 기업 특성에 맞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네이버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그리고 기업정보시스템과 협업툴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내 외

보안 인증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안, 안전한 인프라, 

최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및 편리한 대민 서비스 구축을

위해 보안 및 심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프라와 AI,

챗봇 등을 제공합니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에 요구되는 엄격한 규제

속에서 신뢰 높은 서비스와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보안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레거시 환경과 유연하게 연동하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어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규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에서

하드웨어부터클라우드까지

모두관리하여

고객의부담을덜어드립니다.

고객의레거시환경과

연동가능한구조로설계하여

다양한하이브리드로

구성할수있습니다.

데이터가사내에서처리되기

때문에규제를 준수하면서

유연한 IT 환경을

확보할수있습니다.

엄격한검증을마친OS 및

Application 이미지만을

엄선하여제공합니다.

외부솔루션없이도

클라우드에대한모니터링은물론,

다양한계정체계를

구현할수있습니다.

두가지타입의 Neurocloud를

제공하여고객은

자사상황에맞는서비스를

공급받을수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기업 규모와 각 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기업의성장과각산업에맞는상품, 솔루션제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출시 추이
2017년 서비스 출시 이후, 매월 새로운 신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빠르게 상품을 추가하여 현재 Global Public Cloud Service 대비 뒤지지 않는 상품 Portfolio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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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활용의 어려움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어려움, 기술적 난이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 등이 오픈소스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주된 이유

오픈소스 활성화를 위한 오픈소스 연구개발 생태계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07

https://spri.kr/posts/view/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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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의
오픈소스활용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소스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오픈소스 서비스들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이제공하는서버이미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

직접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OS, DBMS, Application 등 다양한 이미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이관리/운영하는상품

별도 설치 과정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이용 신청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설정이 자동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이제공하는상품

오픈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픈소스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설치형 오픈소스 상품
오픈소스의 시작이자,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오픈소스 인 Linux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원하는 서버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오랜 인프라 운영 경험이 반영된 엄격한 검증 항목을 통과한

컴퓨팅 자원만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가상화 되지않은 고성능의 물러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서버를 통해 성능에 민감한 서비스도 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클라

우드 서비스의 편리함과 호스팅 서비스의 안정성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프라이빗, 퍼블릭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

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IT 자원들을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entOS

Ubuntu

RedHat Enterprise Linux (상용)

Oracle Linux (상용)



설치형 오픈소스 상품
Linux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다양한 오픈소스 Application, DBMS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버전의 이미지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정책에 따라 철저하게 검수하여 제공합니다.

MySQL

PostgreSQL

CUBRID

MariaDB

Redis

Tomcat

Apache

Node.js

NginX

LAMP

WordPress

Joomla!

Magento

Drupal

Tensorflow

Jenkins

Gradle

RabbitMQ

Shadowsocks

Tensorflow Cluster

Simple RabbitMQ



오픈소스 운용의 어려움
버전 변경 등에 따른 유지보수, 용량관리, 보안 취약점 대응 등은 오픈소스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버전변경및업데이트대응 • 서비스성장에따른 Scale Out • 신규보안취약점확인및개선



완전 관리형 오픈소스 상품
별도 관리가 필요없는 완전관리형 오픈소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고간편한 Kubernetes 

컨테이너오케스트레이션서비스

쉬운 kubernetes 배포 및 관리

표준 Kubernetes 환경의 호환성

클러스터의 Pod 자동 확장 제공



완전 관리형 오픈소스 상품
별도 관리가 필요없는 완전관리형 오픈소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간편하게구축하고관리

빠르고 손쉬운 설치

네이버 서비스에서 검증된 최적화 설정

자동 Fail-over를 통한 탁월한 가용성 제공

자동화된 DB 백업

읽기 부하 분산

모니터링 및 알람

Redis 캐시를간편하게구축하고자동으로관리

빠르고 손쉬운 설치

네이버 서비스에서 검증된 최적화 설정

자동 Fail-over를 통한 탁월한 가용성 제공

자동 백업 및 백업본으로 새로운 Redis 서비스 생성

모니터링 및 알람

Redis Cluster를 통한 데이터 분산 저장

MongoDB 서비스를간편하게구축하고관리

빠르고 손쉬운 설치

손쉬운 Cluster Type 선택

자동 Fail-over를 통한 탁월한 가용성 제공

BI Connector 제공 (Enterprise Edition)

2TB까지 자동 증가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모니터링 및 알람



완전 관리형 오픈소스 상품
별도 관리가 필요없는 완전관리형 오픈소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오버헤드없이가용성, 확장성, 보안성을

보장하는클러스터서비스

손쉬운 관리 및 간편한 확장

모니터링 및 알람

Elasticsearch API / Kibana제공

이벤트/데이터스트리밍처리를위한 Apache 

Kafka 클러스터서비스

손쉬운 관리 및 간편한 확장

CMAK(Cluster Manager for Apache Kafka) 지원

다양한 유형의 서버 타입 지원

모니터링 및 알람



네이버의 오픈소스
네이버는 Application 모니터링을 위한 Pinpoint, Chart Library인 Billboard.js, 부하 테스트를 위한 nGrinder 등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naver.github.io/



오픈소스 활용 상품
네이버의 대표 오픈소스 Pinpoint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Pinpoint Cloud로 제공하고 있으며, Pinpoint를 SaaS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분석및개선을위한검증된분산추적플랫폼

간편한 사용과 관리

분산 시스템의 구성 시각화

성능 저하 요소 및 문제 원인 추적

Call Stack/Inspector

모니터링 및 알람



오픈소스 활용 상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픈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aC 분야의 대표 오픈소스 Terraform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원들을 Code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faun.pub/the-best-infrastructure-as-code-tools-for-2021-b37c323e8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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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의
오픈소스생태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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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OS가왜필요할까요?



OS의 구조

하드웨어 CPU RAM I/O

커널 모듈

커널

시스템 라이브러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저
프로세서

유저
유틸리티 컴파일러

보안
취약점

버그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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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 정책변화에대해서
얼마나알고계신가요?



2020년 말 CentOS 커뮤니티의 정책 변화 포스팅

센트OS 프로젝트의 미래는 센트OS 스트림이며,
내년에 RHEL 배포판에 대한 재구축 프로젝트인 센트
OS 리눅스 에서 RHEL 릴리스에 앞서는
센트OS 스트림으로 변경한다.



CentOS 정책 변화로 인한 반응

CentOS Global User / Market Share CentOS 종료로 인한 해외 사용자 반응

“I am actually quite shocked by this decision. I never thought CentOS could j
ust go away in 12 months. I really thought it was a community like Fedora/D
ebian…It seems like an evil Red Hat moneygrab and a community of yes me
n now.”

 갑작스러운 뉴스에 많은 커뮤니티구성원들이배신감을 느끼
고 있다.

“unlikely that CentOS Stream will match up to the reliability of CentOS. That 
is why most users have already started migrating to different Linux distros”

 CentOS Stream의신뢰감이떨어질것으로예상한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다른 Linux distros 로 옮겨가고 있다.

출처 : W3Techs.com

LWN.net
Linux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매거진, 커뮤니티

phoenixNAP
Web hosting company

”I’m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is move causing distrust towards ope
n source products.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오픈소스에대한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

Reddit
뉴스 제공, 정보 알림, discussion 페이지로 여러 커뮤니티 생성 가능



CentOS 정책 변화를 간단히 정리

CentOS 정책 변화 전

CentOS 정책변화후

upstream downstream

upstream downstream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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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커뮤니티생태계를
지원하며상생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Rocky Enterprise Software Foundation (RESF)
 협업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Rocky Linux 의 생태계 강화
 Rocky Linux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출처 : https://rockylinux.org/

출처 : https://rockylinux.org/



Rocky Linux 의 생태계 강화

• Rocky Linux 인프라 지원
• Rocky Linux Build 그룹 참여
• Rocky Linux Testing 팀 참여를 통한 OS 신뢰성 검증
• Testing SIG, Hyperscale SIG 활동
• Rocky Linux OS 사용 및 제공
• H/W 벤더 및 S/W 벤더와의 공조를 통한

Rocky Linux 호환성 및 생태계 유지



Rocky Linux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 http://rockylinux-kr.org/ 인프라 지원
• https://www.facebook.com/groups/rockylinuxkorea
• 록키 리눅스 사용 방법 및 유용한 정보를 공유
• 록키 리눅스 문서 한글화 프로젝트

https://docs.rockylinux.org/
• Testing SIG, Hyperscale SIG 활동
• Rocky Linux 트러블 슈팅 및 이슈 토의
• Meetup 이벤트와 기술 세미나

http://rockylinux-kr.org/
https://docs.rockylinux.org/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 Greenhouse Benefit'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교육, 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의 활발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및 상세 혜택 안내] 

www.ncloud.com/support/greenHouse

클라우드 위에서 꿈을 펼칠 미래의 IT 전문가들을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Green Rookie 프로그램과 제휴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클라우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휴 교육기관 및 상세 혜택 안내]

www.ncloud.com/support/greenRookie
경쟁력을 가진 국내외 솔루션사, IT파트너들과 협업하고,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ncloud.com/support/greenHouse
https://www.ncloud.com/support/greenR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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