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기반 DevOps/MSA 전문 기업
With Global IT 솔루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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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소개
▪ OSC Motto 및 History
- Opensource(O), Security(S), Content_Delivery(C) 전문가 Group을 Motto로 Asia Pacific ICT Business Platform 운영

▪ 오픈소스기반의 전문 Knowledge 서비스 및 신기술 Consulting 서비스
- Linux Foundation 한국 재단(비영리)활동과 함께, 다양한 오픈소스 Trend 및 기술 전문성 및 생태계 Partners 보유
- 다양한 신기술 경험 Knowledge와 Global Connections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규 솔루션 및 서비스 확보

Asia Group

OSC ASIA GROUP LIMITED

Korea

OSC KOREA CO.,LTD
- 상호 : ㈜ 오에스씨코리아

- Global Presence : Korea(HQ), China,

- 설립 년도 : 2016년 2월 법인 설립

Singapore, Taiwan, HongKong

- 직원 수 : +40명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한국 LINUX 재단

- 종목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컴퓨터시스템

- 비영리 재단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Global 최대의 Open-source Technology Projects 운영 및
Eco-system Governing 재단

홍우2빌딩(스튜디오블랙) 8층

- Linux 재단 산하 주요 Project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i.e.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Cloud
Foundry, Hyperledger, LF Edge, LF AI, 등

- K8s 공식 교육(CKA, CKAD) 센터 운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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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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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소개 - Linux 한국 재단; “Part” of OSC Korea
▪ Global 최대의 오픈소스 Technology Projects 운영 및 Eco-system을 후원하는 비영리 재단
- Cloud, Cloud Platform(PaaS), 5G, Block Chain, AI, IoT, Security 등 폭넓고 다양한 영역에서 +150 개 이상의 오픈소스 Project 운영중인
Global 최대 오픈소스 비영리 Governing 활동

▪ Linux 한국재단 활동내역
- Linux 재단 산하 재단의 Project 기반으로 국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i.e.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Cloud Foundry,
Hyperledger, LF Edge, LF AI, 등
국내 오픈소스 활성화 및 Marketing을 위해, 각 Project
Membership 홍보

Membership

LF 산하의 오픈소스 Project 들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활동
▪ CNCF (incl. K8S(Kubernetes))

• https://www.cncf.io/
•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 Hyperledger

• https://www.hyperledger.org/
• Blockchain Open Project

Project

한국 재단

Training

국내 LF 공인 IT 교육센터를 통해, LF산하
오픈소스 기술 교육 서비스

▪ Cloud Foundry Foundation

• https://www.cloudfoundry.org/

▪ LF Edge, LF AI 등

컨설팅
컨설팅 및 Professional 서비스 via OS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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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소개 - OSC Korea 조직도
OSC Korea co.,ltd는 다양한 IT 신기술 서비스 및 솔루션과 함께, 오픈소스 & Cloud Native기반의 MSA 컨설팅,
설계, 구축 및 Professional 서비스 제공을 하며, 2021년 200명이상의 Asia No.1 MSA 전문 기업 성장 목표

대표 & 영업

오픈소스 MSA 본부

솔루션 본부

Marketing & LF Korea 본부

MSA 컨설팅팀

오픈소스 솔루션팀

OSC Marketing팀

MSA/오픈소스 개발팀

CD 솔루션팀

LF Marketing팀

MSA/오픈소스 구축팀

보안 솔루션팀

솔루션 개발 본부

LF공식 교육 센터

고문

오픈소스 기반의 MSA/DevOps 사업을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현, +40여명 정직원)과
10여개의 Partner들와 협업을 합니다.

Cloud/오픈소스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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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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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Market Positioning - MSA 전문 기업 & 솔루션 사업 개발 기업
▪ 오픈소스기반 MSA 전문가 그룹 및 신기술 솔루션/서비스 Incubator로써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

MSA(Microservice) 전문 기업

Global 솔루션 Incubation 전문 기업

- 오픈소스 기술(K8S(Kubernetes), Rancher, Kafka,
Cloud Foundry, AI/ML, NoSQL/SQL, BlockChain, Edge,
5G 등) 이용한 설계, 구축,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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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ensource), S(Security), C(Content Delivery)
기반의 다양한 신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

- Vendor Lock-in 없는 오픈소스기반의 기술 서비스

- Global 유수 솔루션/서비스(SaaS, PaaS, etc)의 North
Asia or 한국 지사 대행, 총판, 전략적 Partner

- 다양한 MSA 방법론(DDD, Event-Driven, Event-Sourcing
with CQRS, etc)에 대한 기술 서비스

- 각 분야 전문 파트너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Asia Market
개척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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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전략 및 DevOps/MSA 역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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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Business 전략
▪ 오픈소스 역량 강화를 위해, 오프소스 기반의 주요 Global Leading 기업들과의 전략적 Partnership
체결 및 Win-Win Business 전략 공동 수립
- 오픈소스 기반의 DevOps 및 MSA 전문 기술력 강화 전략 i.e.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 및 내부 역량을 위한 기술 Training 등
- 오픈소스 기반의 Global Leading Corporation/Startup들과의 Corporation Level 의 전략적 Partnership 체결
- 국내 주요 기업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게 오픈소스 기반의 DevOps/MSA 컨설팅, 설계, 구축 및 개발 등 국내
최다 MSA 경험 보유

▪ 오픈소스 기반의 상용 솔루션/서비스 기술 역량 강화
- 오픈 소스 환경의 신기술 Leading 기업의 솔루션/서비스 제공
- 미래 신기술 선도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Vendor와의 전략적 Partnership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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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DevOps/MSA 수행 역량
▪ Microservice Architecture 기반의 OSC Korea 기술 전문성 (Inner & Outer)
Gartner : Microservice설계 Guide 자료

Components
서비스 분할 정의
Inner

Outer

DB 구조 설계

11

OSC Korea Solutions / CNCF / OSC Kore Staff

Business, 종속성 고려하여 분리

OSC Korea MSA Tech Team

수직분할원칙 지향,
Transaction 고려하여 분리

OSC Korea MSA Tech Team

API 구조 설계

Outer/Inner API Gateway,
서비스 Mesh

External Gateway

사용자 인증, 권한 정책관리, 서비
스 Routing

AWS API Gateway, KrakenD, Auth0

서비스 Mesh

서비스 간의 Network 제어, 서비
스 Discovery, 서비스 Routing,
Traffic 관리 및 보안

AWS App Mesh, Gremlin, etc

Container
Management
(Runtime)

Container Orchestration

Backing 서비스s

DB, Cache, Message등
Network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Telemetry

Monitoring, 추적 및 분석

CI/CD Autom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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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Korea MSA Tech Team
Zuul, Tyk, Kong,

LINKERD, envoy, CoreDNS

K8S, HELM
OpenShift, AWS ECS/EKS, etc
RDBMS, NoSQL,
Cache, Message Queue
ELK Stack, Scouter, Zipkin,
Prometheus, fluentd, JAEGER, Instana

지속적인 통합,

Jenkins, Git

지속적인 배포

AWS Codecommit, Codedeploy, ECR

DevOps/MSA 주요 실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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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요약 - MSA 기반 사업 수행
▪ 오픈소스기반 DevOps & MSA 사업 수행 List

13

13

고객명

사업명(PaaS/IaaS Platform)

수행 기간

수행 역할

L사
(eCommerce 기업)

eCommerce 통합 System 구축 사업 - AWS

2017.07 ~ 2018.11

OSC Korea Staff 경험

L사
(eCommerce 기업)

eCommerce 인공지능 API기반 Voice Home Device System 구축 - AWS

2019.07 ~ 2019.12

OSC Korea Staff 경험

S사
(보안 대기업)

차세대 IoT 사업 Platform 구축 사업 - Azure

2019.06 ~ 2019.11

AA, 개발

P사
(철강 기업)

MES 물류 및 선강부문 MSA 설계/개발 - Pivotal

2019.08 ~ 2019.12

설계, 개발

K사
(통신 기업)

Container Platform Solution 개발 사업 - OpenShift

2019.11 ~ 2020.03

AA, TA, 개발

S사
(eCommerce 기업)

eCommerce Membership 통합 사업 - AWS

2020.01 ~ 2020.12

PL, SA, AA, DA, 개발

K사
(통신 기업)

Container Platform Solution 추가 개발 사업 - OpenShift

2020.04 ~ 2020.06

설계, 개발

H사
(택배 기업)

MSA기반 Cloud 전환 사업을 위한 컨설팅 - AWS

2020.04 ~ 2020.07

컨설팅

S사
(Semiconductor 기업)

AI Foundation 서비스 및 AI Platform 구축 사업 - K8S

2020.04 ~ 2021.03

설계, 개발, AA, DA, TA, SA

S사
(eCommerce 기업)

AI 기반의 개인화 상품 추천 Platform 구축 사업 - AWS

2020.07 ~ 2020.12

설계, 개발, AI 설계/개발

H사
(Automobile 기업)

제조시스템 MSA 개선 컨설팅 사업 - Rancher

2020.09 ~ 2020.11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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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요약 - MSA 기반 사업 수행
▪ 오픈소스기반 DevOps & MSA 사업 수행 List - 계속
고객명

사업명(PaaS/IaaS Platform)

수행 기간

수행 역할

L사
(전자 기업)

개발자 환경 지원을 위한 Hybrid Cloud DevOps 구축 및 고도화 기술 적용 Advisory

2020.11 ~ 2021.01

설계, TA

2020.12 ~ 2021.02

설계, 개발, (TA)

H사
(IT 기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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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스템 MSA 설계/개발 – AWS
*OSC 수행한, H사의 제조시스템 MSA 개선 컨설팅 산출물 기반으로 구체화된 Project

Powered by OSC Asia Group

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상세 - MSA 기반 사업 수행
▪ 각 실적별 목적, 상세 수행 업무 요약
L사(eCommerce기업)

: eCommerce 통합 System 구축 사업(AWS 기반)

2017.07 ~ 2018.11 | Staff 경험

▪ L Group사 eCommerce 통합 System구축을 위한 1차 차세대 Project로, 전체 System을 MSA기반 설계하였고 기존 L사 System 모두를 Onpremise에서 AWS Cloud로 Migration 수행
▪ 2개의 서비스와 1개의 DB를 9개의 서비스와 24개의 Project, 10개의 DB로 분리 구축 수행
▪ L사의 모든 System들에 대해서 기획, 설계, 개발 등을 Agile 방법론 적용된 L사 최초 사례

L사(eCommerce)

: eCommerce 인공지능 API기반 Voice Home Device System 구축(AWS 기반)

2019.07 ~ 2019.12| Staff 경험

▪ IBM Watson API기반의 L사 eCommerce 상품추천, 상품 검색, 결재, 개인화서비스, 날씨, 음악, 일정, 메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Voice Home
Device 제품화
▪ 음성으로 L사 eCommerce 상품 조회 및 결재를 주요 기능으로, 모든 MSA 기반의 API 연동(L계열사 System 및 부가 서비스들)으로 진행

S사(보안 대기업)

: 차세대 IoT 사업 Platform 구축 사업(Azure 기반)

2019.06 ~ 2019.11 | AA, 개발

▪ Azure AKS 기반 IoT 차세대 Project 전체 Architecture와 개발 환경 구축 (incl. Azure IoT/Event hub/CosmosDB/KeyVault/AAI 개발 Guide 제공)
▪ K8S기반 MSA Architecture 설계 (Ingress, 서비스, Deployment), CI/CD 환경 구축(AKS, ACR)
▪ Project내의 통계 System 개발 지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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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상세 - MSA 기반 사업 수행
▪ 각 실적별 목적, 상세 수행 업무 요약 - 계속
P사(철강 기업)

: MES 3.0 물류 및 선강부문 MSA 설계/개발(Pivotal)

2019.08 ~ 2019.12 | 설계, 개발

▪ MES 3.0 차세대 Project의 야드(Yard) 업무 및 연주, STS 제강 업무부문 개발 지원 및 개선 컨설팅
▪ 야드(Yard) Interface 및 이상물류 감시 기능 구현
▪ 연주 조업 및 STS 제강조업 서비스 Frontend/Backend 기능 구현

K사(통신 기업)

: Container Platform Solution 개발 사업(OpenShift)

2019.11 ~ 2020.03 | AA, TA, 개발

▪ OpenShift Community Version(OKD)을 이용하여, K사 환경에 맞게 PaaS 상용화
▪ Ansible을 활용하여 OpenShift Origin 서비스 자동화 환경 구축, Container Platform 서비스 개발
▪ OpenShift OKD API Server 의 version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공통 Module 제공
▪ OpenShift OKD 전환 통신 Module 및 개발 Guide 제공

S사(eCommerce)

: S 계열사 Membership 통합 사업(AWS 기반)

2020.01 ~ 2020.12 | PL, SA, AA, DA, 개발

▪ S Group사 및 일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AWS EKS(K8S) Infra기반에 SaaS 형태의 “Membership 통합 관리 서비스” 구축 중
▪ API 개발 시, 신규 고객에 대한 개발 Resource를 줄이고자 'Comm + Ext.' 방식으로 Packag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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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상세 - MSA 기반 사업 수행
▪ 각 실적별 목적, 상세 수행 업무 요약 - 계속
K사(통신 기업)

: Container Platform Solution 추가 개발 사업(OpenShift)

2020.04 ~ 2020.06 | 설계, 개발

▪ Retrofit with OkHttp 도입 및 OCP Client library 종속성 제거 작업
▪ SDK 대체 Code 제작 및 Test 수행, jQuery를 이용한 UI 개선 수행

H사(택배 기업)

: MSA기반 Cloud 전환 사업을 위한 컨설팅(AWS 기반)

2020.04 ~ 2020.07 | 컨설팅

▪ Cloud Native 전환 사업을 위해 Refactoring 전략 방안과 의사결정사항을 제공하고 ,Cloud Native Architecture 수립 및 Roadmap 제공
▪ MSA 설계 타당성을 위해 DDD(Domain Driven Design) Pattern을 활용하여 Backend Microservice의 정적/동적 Architecture 설계
▪ TCO 절감 방안으로 MSA 지향 OSS 영역의 기술 Set 제공(AWS managed 서비스와 3rd party Solution)

S사(반도체 기업)

: AI Foundation 서비스 및 AI Platform 구축 사업(K8S)

▪ Private 환경(On-premise)에서의 AI 환경 구축 ; AI Foundation 서비스 OpenAPI 제공
▪ Package Repository 구축을 통해 Offline 개발 / Test / 운영 환경 제공
▪ Message Event Channel 및 이를 활용한 Workflow 구축(Kafka + Workflow)
▪ AI Data 저장/조회/pipeline 제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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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 2021.03| 설계, 개발, AA, DA, TA, SA

OSC’s 주요 고객 실적 사례 상세 - MSA 기반 사업 수행
▪ 각 실적별 목적, 상세 수행 업무 요약 - 계속
S사(eCommerce)

: AI 기반의 개인화 상품 추천 Platform 구축 사업(AWS 기반)

2020.07 ~ 2020.12 | 설계, 개발, AI 설계/개발

▪ AWS Pinpoint(Campaign)와 Personalize(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개인화 상품 춘천 CRM Platform 구축 완료
▪ AWS Personalize(Machine Learning) Module/Model 분석을 통한 AI Customization 완료

H사(Automobile 기업 ) : 제조시스템 MSA 개선 컨설팅 사업 (Rancher 기반)

2020.09 ~ 2020.11 | 컨설팅

▪ H사 MES의 MSA 환경 분석, 검증 및 개선 컨설팅 완료

L사(전자 기업)

: 개발자 환경 지원을 위한 Hybrid Cloud DevOps 구축 및 고도화 기술 적용 Advisory

▪ Private 환경(On-premise) & Public Cloud 환경 구축 지원
▪ Billing, Monitoring, Dockerizing 자동화, AWS EKS 등 다양한 기술 Advisor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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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2021.01 | 설계, TA

On-site 오픈소스(K8s & Kafka) 교육 Cen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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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 교육 과정(Plan) 소개
▪ Basic Plan: LFS458 Kubernetes Administration On-site 교육 과정 (4일)
-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On-site 집합 교육
- 20명 이하 소규모의 4일간 집중 강의로 교육 효율성 강화

- Linux Foundation 공인 강사와 공인 교재로 강의 및 실습 진행

▪ Double Plan: LFS458(4일) + LFS258 bundle 과정
- LFS458 Linux Foundation 공인 강사가 진행하는 On-site 교육
- LFS258 Self Paced On-line 동영상 강의 – 1년간 상시 필요한 때 강의 반복 청취 가능

▪ All-in-One Plan
- LFS458 + LFS258 + CKA 시험 Voucher로 구성된 Kubernetes(K8s)자격증을 위한 최고의 교육 구성
- Linux Foundation 공인 강사와 공인 교재로 강의 실습 진행
- Online 과정으로 1년간 무제한 반복 청취
- CKA 시험 Voucher 1개 (시험 2회 응시 가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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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Kafka 교육 소개
▪ OSC Korea 가 제공하는 Kafka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On-site 집합 교육
- 20명 이하 소규모인원으로 1일 ~ 4일간 집중 강의로 실무 교육 효율성 제공

- Apache Kafka 공인 강사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선별 강의
- 개발자 및 운영 전문 인력을 위한 Kafka 실무 교육

교육 목표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APACHE KAFKA 기본
개념 및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 습득

• APACHE KAFKA 를
활용한 클러스터 구성,
서비스, 제품 개발자 및
운영자

• JVM, LINUX/UNIX
운영체체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 환경
• 교육기간 동안 개인
노트북 준비 필요

교재
• 가장 최신 버전의
APACHE KAFKA 를
기준으로 제작된 교재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Apache Kafka 개발자 입문 과정

중급 개발자가 Kafka를 실무에 필요한 필수 과정

고급 개발자를 위한 Skill Up 과정

비용 별도 문의
¶ OSC Korea 교육 과정은 Confluent Certified Developer for Apache Kafka Certi 시험 대비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21

21

Powered by OSC Asia Group

Global IT 솔루션 & 서비스 소개 - 오픈소스 기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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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Korea 솔루션/서비스 소개 - MSA 및 DT 주요 솔루션 소개
▪ 오픈소스 & Cloud Native기반의 Global IT 솔루션/서비스 보유 List

Data Pipeline 분야

K8S/PaaS 분야

Container기반
APM 분야

Chaos
Engineering 분야

API G/W & API
Lifecycle MGMT 분야

Identity 분야

MSA(CQRS) 분야

Security &
Compliance 분야

No-Code 분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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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Korea 솔루션/서비스 Positioning & 역할
▪ Global IT 솔루션/서비스 영업권 – 총판/지사 역할
Gremlin

한국 지사

Rancher

전략 Partner

sales@osckorea.com

WSO2

전략 Partner

API AutoFlow

총판

Kafka - Confluent

전략 Partner

sales@osckorea.com

Instana

총판

sales@osckorea.com

sales@osckorea.com

Auth0

총판

sales@osckorea.com

sales@osckorea.com

KrakenD

총판

sales@osckorea.com

RBS(VulnDB)

한국 지사

Jerry.lee@gremlin.com

- Vendor 한국 지사
- Vendor 총판 & 전략 Partner

jerry@riskbasedsecurity.com

IT 솔루션 협업 Eco-System

솔루션/서비스 Local 지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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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Local Partner와의 협업

- Local On-Site 기술 지원

- 각 IT 분야별 전문성 보유

- 솔루션/서비스 Update 제공

- 제공 솔루션/서비스 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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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Engineering Platform - FaaS(Failure as a Service)
▪ Enterprise Support를 지원하는 유일한 Chaos Engineering
Platform의 Failure as a 서비스 (FaaS)
- BareMetal, 모든 Cloud Vendor, Container화 된 환경, K8S, 각종 Application 지원

“다양한 장애를 유발하여 System 안정성 검증”
“직관적인 Interface 및 Workflow 지원”
“수 분 내에 첫 번째 공격 구성가능”

▪ 주요 공격 기능
- Resource : CPU, Memory, IO, Disk

- State : Shutdown, Time Travel, Process Killer
- Network : Blackhole, Latency, Packet Loss, DNS
- Application(ALFI) Request : Application Query, Traffic Query

▪ 도입 효과
- 장애 및 장애 대응 시간 감소
- 문제 분석 시간 감소 및 의존성/상관관계 검증
- 확장성(Auto-scale) 및 안정성 테스트/검증 지원
- 손쉬운 MSA 장애 Scenario 검증 및 대응 능력 향상

※ 국내 고객사 : S사(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상용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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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ervice개발 환경을 위한 Issue & 성능 Monitoring 자동화
▪ Auto Discovery
- 모든 Infra와 Application Stack을 자동으로 구성
- 구성/서비스 변경에 따른 수작업 필요 없음
- 인공지능 기반으로 장애 통보가 필요한 Threshold 자동 설정
- Host(VM)당 하나의 Agent만으로 내부 Microservice Application 의존성/상관관계
자동 분석

“Dependency Map과 인공지능을

통한 Root Cause 즉시 분석”

▪ 1초 단위 Monitoring
- 모든 Data 지표는 1초 간격 Streaming 방식 Monitoring (경쟁 제품의 경우 10초 ~
1분 간격 Sampling Batch 방식 Monitoring으로 DevOps 환경 개발에 비효율적임)

- 동적인 Application의 변화에 정밀한 Monitoring 가능

▪ 3초 이내 문제 확인
- 3초안에 문제를 확인하고,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 수정
- 서비스간 연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Dependency Map
- 모든 Request에 대해 전수 분석 vs. 경쟁제품의 경우 Sampling 방식으로 부분 분석
- 문제발생 시, Root Cause 즉시 분석 제공
※ 국내 고객사 : S사(eCommerce) 상용화 및 그룹 표준 APM 선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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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증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ID-a-a-S(Identity as a Service)
▪ Language, Stack, Platform 별로 +65개의 SDK 및 Guide를
제공하여, 다양한 SNS, 고객사 인증에 대해서 즉각적인
기능을 구현해주는 SaaS 서비스
▪ 주요 기능
-

Universal Login, Single Sign On (SSO)

-

2-Factor/Multifactor 인증

-

Password 유출 감지

-

OTP(One Time Password), Passwordless

“B2B, B2C, B2E
Use Case 모두 지원”

※ 국내 고객사 : S사 B2B, B2C 상용화 및 S그룹 표준 서비스로 선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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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 Access Management Platform
▪ WSO2 Identity Server : 인증, 인가, SSO, Federation등 Identity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 제공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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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성능과 Flexible한 Open API Gateway
▪ Client와 REST 서비스중간에서 Microservice의 맞춤형 API Endpoint 제공
▪ Stateless API Gateway의 역할에 충실하며, 현존하는 API Gateway중 가장 빠른 성능 제공
- 범용 Hardware상에서 +18,000 Request/Sec 처리

▪ Go 언어기반 100% 오픈소스
▪ Stateless Architecture로 Single Point of Failure 없이 Scale Out 지원
- 초당 수백만건의 Streaming Data 실시간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성능비교 Benchmark

공통 요구사항 처리

https://www.krakend.io/partners/

※ 국내 현황 : Naver 등 High-tech Staff분들의 Committer
29

29

Powered by OSC Asia Group

API 통합 Management Open-Platform
▪ WSO2 API Manager : API 생성에서 Publishing, 보안, Rate-Limit, Analytics에 이르기까지 API 관리의 모든 Lifecycle 지원

오픈소스

30

30

Powered by OSC Asia Group

API 서버 개발을 위한 No-Code 개발 Platform (NCDP)
▪ 서비스 요청에 자동화 Flow를 No-Code 기반으로 제공하여, 복잡한 5G Infra, Cloud 도입, 대규모 보안 Rule 적용 시,
압도적인 편의성 및 성능 제공
모든 통신은 API로 이루어짐

AWS

API

Azure

API

Action

Action

SF

API

-

Security

Telecom

- 수정, 추가 등 모든 변경사항 및
관리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존

API

• API 생성, 설정, 작업과 Test를 한
화면에서 수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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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부서
-

필요한 API 지식으로 충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쉬운 비즈니스 로직 적용
수정/개선 등 유지보수 노력 낮음

▪ 운영 부서
- 수정, 추가 등 모든 변경사항 및
관리에 직접 처리

Smart City
Smart Factory

▪ 사업 부서

Blockchain

• API End-Point에서 각 단계마다 데이터
변환 상태 확인 가능

모든 API 에 대한 지식 필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비즈니스 로직 적용
수정 및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 운영 부서

IoT/Edge

Data Transformation

Google

Response

▪ 개발 부서

AI/ML

Action

Data Visualization

Smart Retail
Financials

Action

Paths

HTTP Server

Request

Marketing

해결 방안

문제점

- 비즈니스 로직 변경에 따른 빠른
서비스/상품 혁신 지체

• GUI 기반의 No-Code 방식 개발
Platform으로 누구나 쉽게 API EndPoint 제작
• 함수를 설정하여, 원하는 Business Logic
제작 가능

Powered by OSC Asia Group

직관적 개발

▪ 사업 부서
- 비즈니스 로직 변경에 발 빠른
서비스/상품 혁신 가능

오픈소스 취약성/해결방안 정보 DB 서비스
▪ 전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게 취약성에 대한 Agile Response 서비스 & Intelligence Database 제공 - 취약성 및 Risk 등급 정의
▪ 오픈소스기반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Vendor와 통합

▪ 150+ 고객이 사용 중 (i.e. Volkswagen Group, Adobe, Siemens, Swisscom 등 유수 고객 다수 보유)

취약성 정보 제공 개수 (# of Vulnerabilities)

▪

232,141

VulnDBTM 정보
- 최대 보안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커버리지 제공
- 전담 팀이 CVE DB 와 Mapping 작업 진행

▪
▪

▪

2018년 약 25,000 개의 신규 취약점 발견

▪

2019년 +9200개의 취약점 등록 (6월말 기준)

CVE ID 비교

- 불완전한 데이터베이스 (단순한 보안 취약점 사전에 가까움)

2019년 +3000의 CVE ID 가 Reserved Status
상태임

- 구체적인 정보 부재 및 대응 제안 정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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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8

Global IT 솔루션 & 서비스 소개 - 일반 신기술 기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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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Korea 솔루션/서비스 Positioning & 역할
▪ Global 일반 IT 솔루션/서비스 List - 총판/지사 역할
Database 분야

SD-WAN 분야

Data Lake 분야

Dbvisit

국내 독점
총판

HVR

총판

Oceanblue
Cloud

sales_korea@dbvisit.com

동북아태
본부

jerry@oceanbluecloud.com

sales@osckorea.com

- Vendor 한국 지사
- Vendor 총판 & 전략 Partner

IT 솔루션 협업 Eco-System

솔루션/서비스 Local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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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Local Partner와의 협업

- Local On-Site 기술 지원

- 각 IT 분야별 전문성 보유

- 솔루션/서비스 Update 제공

- 제공 솔루션/서비스 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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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솔루션 for Oracle SE
▪ Oracle SE(Standard Edition)을 위한 DR 솔루션
▪ Global 1,400 이상의 고객사 보유 – 국내 고객사들 (푸드테크, NDS, LG CNS 등)

▪ 고가의 Oracle EE(Enterprise Edition, incl. Data guard) 대체, 비용은 Oracle 대비 ⅓ 가격

100% 동일한 Standby DB 유지
Standard Edition

+

Application

정상 운영 시

주요 Use Case
▪ Failover 사례
- 예상하지 못한 DB 장애 및 재해 발생시,
긴급 복구

DB 장애 시,Failover

▪ Graceful Switchover (Role
Reversal)사례
DR 노드

주 노드

Primary Database

or

실시간 복제

▪ Maintenance 작업 등 사전에
예상되는 장애 복구
Database

(압축/암호화)

ODA

(Oracle Database Applianc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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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HUB for 통합 복제 솔루션
▪ 이기종간 Data 복제 솔루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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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L 복제 및 초기 Data 적재에서 변경 Data Capture/전송, Data 검증(Validation) 및 오류 수정과 실시간 Monitoring을 자체 지원하는
All-In-On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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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사설망 기반 SD-WAN 서비스
▪ 사설망 기반의 Global ONE Network 서비스
▪ 전용선 대비 약 2/3 비용, 효율적인 Global 사설망 서비스

VPN 가속단말

중국PoP

Local망 연동

Global 사설망
SD-WAN 서비스

브라질/아프리카PoP

본사

예> 중국본사

Local망 연동

베트남/홍콩 PoP

Local망 연동

한국PoP

유럽/미국 PoP

내부 서비스/Application
i.e. CRM/Exchange/ SharePoint /sFtp, etc

예> 유럽/미국 본사

예> 한국본사

※ 국내 유사/동일 서비스 현황 : P사(철강), Y사(전자) 상용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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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 C

예> 베트남/홍콩 본사

Local망 연동

Datacenter

해외 지사 B

예> 브라질/아프리카 본사
Local망 연동

VPN 가속단말

해외 지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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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 D

“

OSC KOREA는 아시아 최고의 전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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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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