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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ADC

주요 이점

•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반에서 발휘하는 고성능의
유연한 앱 딜리버리

• 대규모 클러스터 및 동적인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간편한 지원

• 복잡한 구조의 인프라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성능 유지

• 중단없는 신속한 앱 딜리버리를 통한
비즈니스 생산성 및 업무 연속성 지원

전세계에 인기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글로벌 리딩 게임 컴퍼니 - 넷마블” 

넷마블은 2010년에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9개 
이상의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6개 이상의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게임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및 전 세계에 천만 유저 이상을 보유한 세븐나이츠 
시리즈, 리니지 2 레볼루션, 모두의 마블 등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52.2%의 영업 이익 성장을 보인 게임 산업의 글로벌 리딩 
기업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의 동일한 
환경으로 전환

넷마블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프레미스 오픈 스택 기반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주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내부 개발자들로부터 쿠버네티스(Kubernetes)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전환하는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기획하던 중, 베어 메탈(Bare metal) 환경의 쿠버네티스에서 연동이 가능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였으며, 다양한 오픈 소스를 검토했으나 넷마블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합한 고성능의 안정적이고 확장이 용이한 솔루션 

넷마블은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Citrix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킹 솔루션인 Citrix ADC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과 기능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도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itrix ADC는 온프레미스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인프라에서도 고성능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제공함은 물론 매우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넷마블은 
온프레미스 상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Citrix ADC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서버 로드 
밸런싱 용도로 Citrix ADC를 도입하여 사용 중인 경험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가질 수 있
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게임 기업 넷마블,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킹 솔루션을 통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온프레미스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로드 
밸런싱 및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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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한 솔루션

넷마블은 다수의 오픈 소스 솔루션들을 먼저 테스트 해보았으나, 특정 모드들에서 장애 발생 
시 페일 오버(Failover) 시간이 길어지고, 다수의 커넥션이 중단되는 등의 몇 가지 이슈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시 수많은 유저의 커넥션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특성 상 이는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넷마블은 클러스터의 크기를 동적으로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고 다수의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쉬운 Citrix ADC를 선택하여 Citrix ADC를 기반으로 내부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입수다.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으로의 가속화 

넷마블은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구축과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구축은 대규모로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itrix ADC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Citrix ADC는 원하는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고,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와 컨테이너 기반 트래픽 간의 격차를 좁혀 대형 클러스터와 매우 동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시킴으로써 넷마블 환경 전반에 걸쳐 민첩한 앱 딜리버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연 시간을 낮추고 메모리 사용 공간이 감소시켜 신속함을 요하는 게임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앱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고유 환경 및 요구에 맞는 신속한 기능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Citrix ADC를 통해 넷마블은 개발자 및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넷마블 
인프라기술팀의 김영일 매니저가 말합니다. 

Citrix는 넷마블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기능을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달 내에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넷마블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지원했습니다. 넷마블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킹 솔루션인 Citrix ADC를 통해 서비스 자동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인프라 
자원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넷마블 고유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Citrix ADC
를 통해 넷마블은 
개발자 및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일 매니저  
인프라기술팀,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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