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주제 

모바일 서비스 AWS 구축 경험 공유 
!
하고자 하는 이야기 

서버 가상화 첫 경험 

애자일 서비스 개발 삽질기 

PaaS vs. IaaS vs. BaaS 

Amazon Web Service 
!
짧은 이야기 

피자 한판, 애자일, 프로토타입, 열정, 애그 
참조 

http://goo.gl/UvahEA via med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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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태

놀기 좋아하는 40대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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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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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it.us

잡부 입니다

http://chek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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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mpact

http://flic.kr/p/63iw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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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서버는 점점 노후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나는 HDD 
신규 장비와 기존 장비의 빈부격차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했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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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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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ocation



Mission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 봅시다



아주 짧은 기간 얼마나? 한 3개월?



프로젝트 멤버

피자 한판 팀!

나? 피자 한판 혼자 먹;;;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UX(2)    디자인 (1) 

안드로이드 (1)   기타(1)

@ibar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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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명을 정하고 “모바일A 팀”
개발을 시작합니다





모바일A팀 기술 스택



기타 개발자의 요구사항

1. 빠르게 만들고 폐기할 수 있어야 

2. 부가 서비스가 풍부하고 사용이 쉬워야 

3. 공짜 좋아!





Heroku work flow

서비스 가입

Heroku Toolbelt 설치

앱 생성

부가 서비스 추가

코드 배포

서비스



hello@git:master $ heroku apps:create hello 
!
Creating example... done, stack is cedar 
http://hello.herokuapp.com/ | git@heroku.com:hello.git



hello@git:master $ heroku addons:add mongohq:small

hello@git:master $ heroku logs

hello@git:master $ git push heroku master





Heroku Add On

140+



1.느리다. 그리고 느리다. 

2. PaaS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함 

3. 무료를 벗어나면 주머니가 두둑해야



BaaS 는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BaaS 는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1. 단말 개발자만 있다면 해볼만 

2. 백앤드 개발이 가능하다면? 

3. 서비스가 성공하면 결국 옮겨야하지 않을까? 

4. 결국 PaaS는 IaaS에 삼켜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일뿐! 당연하냐?



이제 본론으로



왜

모바일A팀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나

김민태

엔씨소프트 모바일A팀, 잡부 개발자

via 레진코믹스 강소리 GDG 서울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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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게된 진짜 이유

1. 무수히 많은 레퍼런스 서비스 

2. PaaS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유 

3. PaaS 만큼 편리한 부분도 많다 

4.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많은 장점을 제공



AWS 진입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서비스 가입

최초의 무료! EC2 생성

아키텍처 리뷰

비용 추정

서비스 아키텍처 전환

서비스



최초의 무료! EC2 생성

의외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음 

AWS 의 많은 부분 감을 잡기 위해 t1.micro 인스턴스로 시작 

* t1.micro 가 heroku 무료 보다 2배 이상 빠른 결과 측정



잠깐 EC2 생성 과정을 함께 볼까요?



잠깐 EC2 생성 과정을 함께 볼까요?

http://awsnow.info

http://www.awsnow.info




잠깐 EC2 생성 과정을 함께 볼까요?

1. 인스턴스 생성 

2. Security Groups 설정 

3. SSH 접속



아키텍처 리뷰

실 서비스를 올리기 전 다양한 레퍼런스 체크 

잘 정리된 많은 문서들이 제공된다. 한글 버전도 상당히 많다. 

아마존 스러운 용어와 표현력엔 적응이 좀 필요하다.

http://aws.amazon.com/architecture/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AMI

Auto 
Scaling 
Group

Launch Configurations

Policy

DNS
ELB

EC2



비용 추정

정적 리소스 (EC2, EBS, S3 등) 의 비용 분석 

트래픽 증가에 따른 예상 비용 매트릭스 분석 - EC2, 네트워크 비용

서비스의 타입과 상황따라  
매우 다릅니다!!



아키텍처 전환 및 서비스

실서비스 전환에 걸린 기간 5일 (1일 세팅 4일 삽질)  

무료 인스턴스에서 벗어나니 행복이 충만  

                    (우리 앱이 이렇게 빨랐어?? 돈이 최고!!!)



하지만!





아직은 베타라지요… 훗~
chekit.us

http://chekit.us


를 위해 고민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교훈

1. GA 보다 더욱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위한 실시간 로그 분석 

2. Open API 제공 

3. 멀티 클라이언트 및 웹 서비스 제공 확대

chekit.us

1. 구성은 단순하게, 호스팅 서비스 받는게 더 저렴할 수 도 있다! 
ex) MongoDB 인스턴스 비용, 관리, 모니터링 비용 등을 생각하면… 

2. 아직까지 한국은 느리다! 속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 필요 

3. 모든것을 자동화하자! 사람 없으면 자동화가 유일한 대안!

http://chekit.u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