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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Service Mesh

OSC Korea, 이 제 응 대표

Solo.io, Ashish Kumar Field Engineer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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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소개

-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IT 신기술 비즈니스 전문가” 및 글로벌 오픈소스 중심 재단인 “리눅스 한국 재단 대표”

이 제 응 (Jerry Lee)

¶ 2016.02 ~ 현재
- OSC코리아 대표 & OSC Asia Group Limited 공동 대표

¶ 2015.11 ~ 현재
- 리눅스 한국 재단 대표 및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한국 대표, 그 외 다양한 리눅스 산해 재단 활동
e.g., 블록체인(Hyperledger), AI, LF Edge 등

¶ 2011.01 ~ 2017.05
- 신기술 IT 사업 개발 컨설턴트,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 IT 
기업고객의 동북 아태 또는 한국 지사장 역임

¶ 1999.12 ~ 2010.12
-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 IT 기업고객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컨설팅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기술 영업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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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C Korea & OpenMSATM 소개

2.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의 Service Mesh 현황
3. solo.io 소개 By Ashish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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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C Korea & OpenMSAT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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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 = Opensource(O), Security(S), Content_Delivery(C)
- 2008년 아시아 시장의 신기술 IT 주도를 위한 OSC Asia Group Limited 설립(홍콩), 2016년 OSC Korea 독립 법인 설립
- 2021년 삼양데이타시스템(삼양그룹 100% 지분)로부터 20억 시드 투자 유치

 OSC Korea 소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도화 사업

(OpenMSATM을
기반으로 한 기업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 설계, 구축
등과 함께 기술 내재화 지원)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지속적인 오픈소스 역량 강화, 
기업고객 오픈소스 기술 내재화,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솔루션 재판매 사업

(incl. 국내외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스타트업 솔루션 기업의 지사 대행, 

총판, 전략적 파트너)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매니지드 서비스

오픈소스를 통해 Vendor
lock-in을 최소화한 관리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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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MSATM 소개

•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위해, OpenMSATM를 이용하여 컨설팅, 어플리케이션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과 기업고객의
오픈소스 기술력 내재화를 제공합니다.

 기업고객 어플리케이션의
이식성ㆍ운용성ㆍ호환성
등이 보장된 IT 기술 현대화

 오픈소스 역량을 위한
기업고객 내재화 제공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통적 IT 인프라

A 고객사

전통적 IT 인프라
+

클라우드 서비스
(예> AWS, GCP)

B 고객사

민첩한 IT 시스템
대응 운영· 관리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종속적인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마이크로서비스
(초분산 구조)의
인프라 고도화

기업 IT 자율성을 보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오픈소스 네이티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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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s 버전 관리 노드풀 관리

클러스터 관리 워크로드 관리

접근권한 관리

카탈로그

CLI & GUI

설정 관리

사용자 관리

인증 관리

정책 관리

대시보드

리포지토리 관리

레지스트리 관리

빌드/배포 자동화

버전/변경 관리

분산 캐시

관계형 DB

분산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불록 스토리지

메트릭 모니터링

로그/수집 관리

트레이스 관리

대시보드 / 
시각화

API 포탈

API 설계

API  게이트웨이

API Lifecycle 관리 API Key 관리

API 사용 분석

설치 지원 사용자 관리 SSO NotificationOpenMSATM Outer 포탈

OpenMSA™ Outer 구성

API  Module

CI/CD Module

Container Orchestration Module

Infrastructure Layer

Observability Module

Identity  Module Security Module FinOps Module

Storage Module Persistence Module

SRE & Chaos Engineering

Modern Application 
Networking

DevSecOps

FinOps

K8s SLA

{··· }

Public Cloud

일반 기술지원

Linux SLA

Enterprise Add-ons

Enterprise 기술지원

K8s Security & Observability

Private Cloud

 OpenMSATM MSA Outer 맞춤형 구성 개요

{··· } {··· }



2.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의 Service Mesh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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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버네티스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급증
(85% 기업 도입)

• 기업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증가와
함께 Service Mesh 에 대한 수요도 급증 (87% 사용
중 또는 검토 중)

• Service Mesh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실질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Service Mesh 도입 3대 장애물

멀티클러스터, 멀티 배포환경 관리

보안 적용의 어려움

복잡성 증가

Istio 도입의 3대 장애물

멀티클러스터, 멀티 배포환경 관리

내부 인력의 기술 이해도

TCO 비용 증가

출처: 2022 Service Mesh Adoption Survey

 Service Mesh 적용의 어려움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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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o.io Servic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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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씨코리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7, 13층 (KG타워) 06134 | 02.539.3690

sales@osckorea.com | www.osckorea.com

감사합니다.
기술 문의 support@osckorea.com

mailto:supportles@osckorea.com

	Slide Number 1
	Slide Number 2
	Slide Number 3
	Slide Number 4
	Slide Number 5
	Slide Number 6
	Slide Number 7
	Slide Number 8
	Slide Number 9
	Slide Number 10
	Slide Number 11
	Slide Number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