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하위 분야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 클라우드 플랫폼 Apache jclouds Apache-2.0 community https://jclouds.apache.org
Java 플랫폼 용 오픈 소스 멀티 클라우드 툴킷으로, 클라우드
에서 이식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음

2 클라우드 플랫폼 Cloud Foundry Apache-2.0 prof / community https://github.com/cloudfoundry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

3 클라우드 플랫폼 CloudStack Apache-2.0 community http://cloudstack.apache.org 가용성이 높고 확장성이 뛰어난 Iaa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4 클라우드 플랫폼 Cloudify Apache-2.0 prof/community https://cloudify.co/
오픈 소스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NFV ) 오케스
트레이션 플랫폼

5 클라우드 플랫폼 OpenNebula Apache-2.0 community, blog https://opennebula.org/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를 구축하고 관리 하기 위한 간단하지
만 강력한 오픈 소스 솔루션

6 클라우드 플랫폼 OpenQRM
GPL-2.0 &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openqrm-enterprise.com/

이기종 데이터 센터 인프라 를 관리하기위한 무료 오픈 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플랫폼

7 클라우드 플랫폼 OpenStack Apache-2.0
community,

blog,wiki
https://www.openstack.org/

Rackspace와 NASA 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서
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묶어서 제어하고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8 클라우드 플랫폼 Osv BSD prof/community http://osv.io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고안된 오픈소스 운영체제. Hypervisor
기반의 클러스터 배포 관리를 지원

9 클라우드 관리 CloudForms GPL-3.0 prof
https://www.redhat.com/en/technologie
s/management/cloudform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IaaS 클라우드로 구축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10 클라우드 관리 Juju AGPL-3.0, LGPL prof/community https://jaas.ai/
베어 메탈 서버 및 로컬 컨테이너 기반 배포와 함께 광범위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운영 작업을 신속하
게 배포, 구성, 확장, 통합 및 수행

11 클라우드 관리 Scalr 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scalr.com/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관리하기위한 하이브
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12 컨테이너 Docker 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docker.com
리눅스컨테이너 가상화 기술. SW컨테이너 내에 애플리케이
션 배포를 자동화하는 공개SW

13 컨테이너 플랫폼 Kubernetes Apache-2.0 prof,community https://kubernetes.io/
컨테이너 화 된 애플리케이션의 배치, 확장 및 관리를 자동화
하는 오픈 소스 시스템입니다.

14 컨테이너 플랫폼 OpenShift 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okd.io/
레드햇 OpenShift를 지원하는 kubernetes의 커뮤니티 배포
판

15 컨테이너 플랫폼 VMware Tanzu Apache-2.0 prof / community https://github.com/vmware-tanzu
학습자와 사용자를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관리하기 쉬운
Kubernetes 플랫폼

16 컨테이너 플랫폼 Mesos Apache-2.0 community http://mesos.apache.org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기타 컴퓨팅 리소스를 머신에서 추
상화하여 내결함성 및 탄력적 분산 시스템을 쉽게 구축하고 효
과적으로 실행

17 모니터링 prometheus Apache-2.0 community https://prometheus.io 컨테이너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및 경고 툴킷

18 모니터링 ZABBIX GPL-2.0 prof/community https://www.zabbix.com
네트워크나 서버(가상)등을 포함한 서비스들을 감시하고 실시
간으로 자원을 체크하여 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네트
워크 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

19 모니터링 nmon GPL-3.0 community http://nmon.sourceforge.net
리눅스 서버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이며, nmonanalyser
를 이용하여 자원 사용량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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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니터링 Nagios GPL-2.0
training,

certification
https://www.nagios.org/ 컴퓨터 시스템을위한 오픈 소스 모니터링 시스템

21 가상화 KVM
GPL-2.0,
 LGPL-2.0

community, blog,
IRC

https://www.linux-
kvm.org/page/Main_Page

x86, x86_64, S/390, PowerPC, IA64 등 아키텍쳐와 리눅
스, 솔라리스, BSD, 윈도우 등의 게스트 OS를 지원하는 가상
화 공개SW 솔루션

22 가상화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redhat.com/en/technologie
s/virtualization/enterprise-virtualization

레드햇의 가상화 솔루션 프로그램

23 가상화 Xen project GPL-2.0 community http://www.xenproject.org 다양한 아키텍쳐 지원 하이퍼바이저

24 가상화 버추얼 박스 (VirtualBox)
GPL-2.0,

CDDL, PUEL
prof/community https://www.virtualbox.org

Windows, Mac, Linux 등 다른 OS를 함께 실행시킬 수 있는
가상OS 구동 프로그램

25 가상화 API Libvirt LGPL community, wiki https://libvirt.org/ 플랫폼 가상화 관리를위한 오픈 소스 API , 데몬 및 관리 도구

26 가상화 관리 Ganeti GPL-2.0 prof/community http://www.ganeti.org/
 Xen 또는 KVM과 같은 기존 가상화 기술 및 기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위에 구축 된 가상 머신 클러스터 관리 도구

27 가상화 관리 Open vSwitch Apache-2.0 prof/community http://openvswitch.org 네트워킹 관련 멀티 레이어 가상 스위치

28 스토리지 Ceph LGPL prof/community https://ceph.com/community/ 간단하며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개방형 스토리지 솔루션

29 분산파일시스템 XtreemFS new BSD(1.3) community http://www.xtreemfs.org
광대역 네트워크를 위한 객체 기반 분산파일 시스템으로 클라
우드를 위한 분산/복제 파일 시스템

30 분산파일시스템 GlusterFS GPL-3.0 prof/community http://www.gluster.org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31 분산 관리 시스템 주키퍼(Zookeeper) Apache-2.0 community, wiki http://zookeeper.apache.org
분산 환경에서 노드들 간의 분산 동기화, 그룹,서비스, 공유,
락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32 NoSQL Cassandra Apache-2.0 community http://cassandra.apache.org
Ruby, Perl, Python, Scala, Java, PHP, C++, C#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Facebook, Twitter 등에 사용된 분산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33 NoSQL Apache CouchDB Apache-2.0 community http://couchdb.apache.org
스케일러블 아키텍처를 쉽게 이용하고 보유하는데 초점을 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34 NoSQL Mongodb
AGPL-3.0,

Apache-2.0
community https://www.mongodb.com/

JSON 형태의 문서 콜렉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픈 소스
문서 지향 데이타베이스

35 NoSQL couchbase Apache-2.0 prof
https://developer.couchbase.com/open-
source-projects

NoSQL DB로 분류되며 DB모델은 key-value이고, Schema-
less모델로 문서지향형

36
Integration
Framework

apache Camel Apache-2.0 community http://camel.apache.org
EIP(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 기반의 오픈소스 통합
연계 프레임워크

37 분산검색엔진 ElasticSearch 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elastic.co/kr/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분산형 RESTful 검
색 및 분석 엔진

38 분산검색엔진 아파치 솔라(Apache Solr) Apache-2.0 community https://solr.apache.org/
분산 인덱싱, 복제 및 로드 균형 조정 쿼리, 자동 장애 조치 및
복구, 중앙 집중식 구성 등을 제공하는 검색 플랫폼

39 CI/CD 젠킨스(Jenkins) MIT community
https://www.jenkins.io/
https://github.com/jenkinsci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을 빠르고 쉽게 구축
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고 인기있는 오픈 소스 CI 서버로 빌
드 검증, 빌드 관리, 테스트 자동화, 코드 정적 분석 등의 다양
한 기능을 제공

40 CI/CD Ansible GPL prof/community https://www.ansible.com/
서버를 시작할 때 미리 설정 파일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성 관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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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I/CD
아파치 메이븐

(Apache Maven)
Apache 2.0 community http://maven.apache.org

프로젝트 개체 모델 (POM)의 개념을 기반으로 Maven은 중
앙 정보에서 프로젝트의 빌드,보고 및 문서를 관리

42 Framework Flask BSD community https://palletsprojects.com/p/flask/ 경량WSGI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43 Framework Sping Apache-2.0 community https://spring.io/projects
자바 언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중 하나이고, Java EE 플랫폼 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
가능함

44 Framework
eGovFrame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Apache-2.0 or

MIT
prof/community http://www.egovframe.go.kr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 사용성 향상

45 Framework
루비 온 레일즈

(Ruby on Rails)
MIT Community https://rubyonrails.org/

루비로 작성된 MVC 패턴을 이용하는 오픈 소스 웹 프레임워
크

46 Framework 장고(Django) BSD Community https://www.djangoproject.com/
빠른 개발과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장려하는 Python
웹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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