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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Ops, DevOps, DevOps



DevOps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봅시다...

Video source: Formula 1 Pit Stops 1950 & Today

https://youtu.be/RRy_73ivcms


DevOps란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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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프로세스. 제품.

DevOps란무엇일까요?

DevOps는사람, 프로세스, 

제품이함께결합하여최종
고객에게가치를지속적으로
전달하게해줍니다.

“

”

빌드& 
테스트

지속적인
딜리버리

(Continuous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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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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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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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개발

DevOps is the union of people, process, 

and products to enable continuous 

delivery of value to your end users.

“

”





Top performing DevOps companies 

spend more time innovating and less 

time “keeping the lights on”

Source: 2018 State of DevOps Report, presented by DORA



2. Azure DevOps



검증된 agile 도구로팀전반에
걸쳐작업을계획하고, 추적하고, 

논의하여가치를더욱빠르게
전달합니다.

어떤언어, 플랫폼, 클라우드에서도
동작하는 CI/CD로빌드, 테스트및
배포를수행합니다. GitHub 또는다른
Git 공급자와연결하여지속적으로
배포합니다.

클라우드에호스팅된무제한사설
Git 저장소를얻고, Pull Request 및
고급파일관리와함께보다나은
코드빌드를위한협업을
진행합니다.

수동및예비테스트도구를
사용하여자신있게테스트하고
제공하세요.

클릭한번으로패키지를만들고, 

호스트하고, 팀과공유하며, CI/CD 

파이프라인에아티팩트를추가합니다.

Azure Boards Azure ReposAzure Pipelines

Azure Test Plans Azure Artifacts

https://azure.com/devops

➔

모든팀, 앱, 플랫폼을위한지속적인딜리버리

Azure DevOps



오픈소스에대한무제한시간(분)을제공하는 Linux, 

macOS 및 Windows용클라우드호스팅파이프라인

Azure Pipelines

모든언어, 모든플랫폼
Node.js, Python, Java, PHP, Ruby, C/C++, .NET, Android 

및 iOS 앱을빌드, 테스트, 배포합니다. Linux, macOS 및
Windows에서병렬로실행합니다.

확장가능
커뮤니티에서만든다양한빌드, 테스트, 배포작업을
수백개의 Slack - SonarCloud 확장과함께살펴보고
구현합니다.

오픈소스에가장적합
모든오픈소스프로젝트에대해빠른 CI/CD(지속적인
통합/지속적인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보장합니다. 모든
오픈소스프로젝트에제공되는 10개의체험병렬작업과
무제한빌드시간(분)을이용하세요.

https://azure.com/pipelines➔

컨테이너및 Kubernetes
Docker Hub 및 Azure Container Registry 같은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쉽게이미지를빌드하고푸시합니다. 개별
호스트나 Kubernetes에컨테이너를배포합니다.



Kanban 보드, 백로그, 팀대시보드, 사용자지정
보고를사용한작업추적

Azure Boards

https://azure.com/devops➔

아이디어부터 출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모든개발단계에서모든아이디어를추적하여팀이
작업항목과직접적으로연결된모든코드변경에
계속맞출수있도록합니다.

스크럼 지원
팀이기본제공되는스크럼보드및계획도구를
사용하여스프린트, 스탠드업및계획회의를실행할
수있습니다.

인사이트 제공을 위해 빌드된 도구
강력한분석도구와대시보드위젯을통해프로젝트의
상태에대한새로운인사이트를얻을수있습니다.



공개및개인소스에서 Maven, npm, NuGet 및
Python 패키지피드를만들고공유

Azure Artifacts

모든 패키지 형식 관리
Maven, npm, NuGet 및 Python의범용아티팩트
관리를이용하세요.

패키지를 파이프라인에 추가
패키지를공유하고기본제공 CI/CD와버전관리, 
테스트를사용하세요.

효율적으로 코드 공유
소규모팀과대기업에서손쉽게코드를공유합니다.

https://azure.com/devops➔



취미프로젝트에서세계최대리포지토리까지
확장되는 TFVC에대한무제한전용 Git 리포지토리
호스팅과지원을활용해보세요.

Azure Repos

https://azure.com/devops➔

모든 Git 클라이언트 지원
어떠한 IDE, 편집기또는 Git 클라이언트에서도 Git 
리포지토리에안전하게연결하여코드를푸시할수
있습니다.

웹후크 및 API 통합
마켓플레이스의유효성검사및확장을추가하거나
웹후크및 REST API를사용하여고유한항목을
빌드하세요.

의미 체계 코드 검색
클래스와변수를이해하는코드인식검색을통해
원하는내용을빠르게찾으세요.



앱을위한계획된테스트및예비테스트서비스를
사용하여코드품질을높이세요.

Azure Test Plans

다양한 데이터 캡처
발견된결함을수정할수있도록테스트를실행할때
다양한시나리오데이터를캡처합니다.

웹 및 데스크톱에서 테스트
데스크톱또는웹앱에서테스트를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테스트하세요.

종단 간 추적 가능성 확보
스토리와기능을위해종단간추적가능성과품질을
활용하세요.

https://azure.com/devops➔



Mix and match 

to create

workflows with 

tools from 

Microsoft, open 

source or your 

favorite 

3rd party tools

Azure DevOps: Choose the tools and clouds you love

Azure 

DevOps lets

developers

choose the 

tools that

are right for 

them

Target any cloud, on-prem or both and deploy to the servers you need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하도록 모듈식 Azure DevOps 도구를 조합하여 사용
- 기존 도구와 IDE, Marketplace의 수백개 통합 지원 -



3. 실습시나리오소개



Azure Portal에전혀접속하지않고실습을진행합니다(?!)

본실습의특징

1. Azure DevOps는 Portal에
없습니다

2. Azure Portal에서접근가능한
VM, Web App, Azure Function

등을사용하지않습니다

3. http://dev.azure.com 에서
Azure DevOps를배우면 Azure 

뿐만아니라다른클라우드 / 

인프라에 DevOps 구현또한
가능합니다

http://dev.azure.com/


1. Azure DevOps - GitHub 

Connection 을활용

2. Git Commit을 Trigger로
Dashboard Task 처리

3. GitHub Integration with Azure 

Pipelines 통합진행

4. GitHub integration with Azure 

Boards 진행, Commit or Push 

를통해 TASK 진행여부확인

실습목표

5. Azure Pipelines를통해
github.io  에서확인가능



https://github.com/ianychoi/DevOpsKoreaHOL

실습프로젝트저장소소개

https://github.com/ianychoi/DevOpsKoreaHOL


https://github.com/ianychoi/DevOpsKoreaHOL

실습프로젝트저장소특징

1. Markdown으로 문서작성
(articles 폴더내부)

2. 어떤 Markdown을 문서로빌드할
것인지 outline 파일에지정

3. 문서빌드 (.NET Core 기반)

4. HTML 파일생성

5. GitHub: gh-pages 브랜치를
통해결과확인가능

dotnet run -p generator/src/generator.csproj -- . 
"http://localhost:8000/" _site

https://github.com/ianychoi/DevOpsKoreaHOL
https://dotnet.microsoft.com/download/linux-package-manager/ubuntu16-04/sdk-current


4. 실습준비



실습준비에필요한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실습준비사항

1. Git 도구 (Git 명령어 + ssh-keygen)

: https://git-scm.com/downloads

2. Azure DevOps 계정 (Public의
경우무료사용가능)

3. GitHub 계정 (Public 저장소무료,

Private 저장소는최대 5명까지
공동사용가능)

https://git-scm.com/downloads


5. 실습



https://ianychoi.github.io/DevOpsKoreaHOL/hol/hol.html

https://dev.azure.com/kr-devops/devopskr

실습

https://ianychoi.github.io/DevOpsKoreaHOL/hol/hol.html
https://dev.azure.com/kr-devops/devopskr


Pipelines: Task 정의 & Build 결과확인

실습



Boards: 커밋메시지에따른상태변경 & 연동확인

실습



실습
참고: 대시보드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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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 smarter, collaborate better, and ship faster with a set of 

modern dev services

Any developer, any platform, any cloud. Full support for hybrid 

cloud, on-premises & containers.

Use all the Azure DevOps services or choose just what you need 

to complement your existing workflows

Best in class builds for open source. Free unlimited build minutes 

for public projects and up to 10 free concurrent jobs across 

Windows, Linux and macOS

Get started for free for small teams, scales to support the largest 

enterprises

Azure DevOps Community Launch 자료
- 발표: https://aka.ms/kr/devopslaunch2019/slides

- 영상: https://aka.ms/kr/devopslaunch2019/videos

Azure DevOps

Azure Boards

Azure Repos

Azure Pipelines

Azure Test Plans

Azure Artifacts

https://aka.ms/kr/devopslaunch2019/slides
https://aka.ms/kr/devopslaunch2019/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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