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ile 2008 Conference

- Patrick Debois

Agile Infrastructure & Operations

IT people, Operations separated from Dev. by design

운용 조직은 개발 조직과 고의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jedi.be/presentations/agile-infrastructure-agile-2008.pdf



계획 정의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스

Waterfall

피드백 피드백

Agile

개발자는 개발 대상에 있어서 자동화 및 효율화를 진행하지만

운용과 관련된 과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Development) 과 운영(Operations) 의 합성어로서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데브옵스



2014년 - 보고서내 특별한 언급 없음

2015년 - Other Dev Types       DevOps 1.5%

2016년 - Occupation ‘2.2%’

2017년 - 크게 변화하여 DevOps Specialist 10%

2018년 - ‘Sysadmin/DevOps’ 카테고리 신설

2019년 - ‘SRE/DevOps’ 카테고리 명칭 변경

Stack Overflow Developer Survey

https://insights.stackoverflow.com/survey/
https://stackoverflow.com/legal/trademark-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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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ome.classes

ide

Overwriting

Production

남은 자산은 반영된 클래스 목록뿐…

배포단위 모호… 롤백은?!



14년간 배포 담당 / 배포 정책 수립

바이너리 파일 결재 및 담당자 합의

트래킹 이슈 / 릴리스 버전 확인

기능 확인을 위해서 개발자 의존

자체 컴파일 / 자체 알림 시스템

배포 릴리스 시간 소요 부담

진행되는 과정의 추적성 확보

매니저가 취합, 결재 더 편하게

배포는 하루 소요

자체 개발한 배포 현황

롤백 손쉽게 되었으면 / 외로움

Jira 자체 보드 구축

Confluence 활용한 릴리스 노트

작업계획서에 Jira 정보 삽입

담당자 수동으로 하는 부분 싫어

모니터링 / 템플릿 활용

결재 프로세스가 많음

Photo by @mudmanuk / @laura_college / @dermanuskript / @cmart10 on Unsplash



결재 / 버전별 적용 기능 목록 / 추적성 / 소스 정보

추적성 / 취합 및 결재 관련 편의성 / 템플릿

롤백 적용이 쉽게 / 릴리스 노트 자동화

Jira 연동 / 자동화 / 담당자의 피로도 낮춤

Photo by @mudmanuk / @laura_college / @dermanuskript / @cmart10 on Unsplash





제품명은 최대한 Common 하게…



Two Pizza Team



Elevator Pitch

Persona / Pain & Gain

Roles & Goals

Feature Identification

Feature Pyramid

Happy Path Scenario

Low-Fi Prototype

Stakeholder Map





윤 배 달
Bae-Dal, Yoon



Think & Feel Pain & Gain Roles & Goals





Transparent Layer





Modeling
Panel

Task
Content

Header







빌드/배포 Blue-Green 배포담당자 검토 결재/메일/메신저











Broker

Front-End
Users

Producer

Release Engine
Consumer

요청에 대한 메시지 발생

WebSocket 통한 상태변경

태스크 작업 수행

https://profile.flaticon.com/license/free









VM Container





PROJECT

PROJECT

PROJECT

릴리스 담당자 기준으로 다양한 서비스 관리 용이



결재 / 버전별 적용 기능 목록 / 추적성 / 소스 정보

추적성 / 취합 및 결재 관련 편의성 / 템플릿

롤백 적용이 쉽게 / 릴리스 노트 자동화

Jira 연동 / 자동화 / 담당자의 피로도 낮춤

















@kamranahmedse

https://roadmap.sh/devops
https://twitter.com/kamranahmed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