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bernetes 소개



• 쿠버네티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요구

Kubernetes 는 학습장벽이 높은 기술



Kubernetes는 누구에게 필요한 도구 일까요?



Google Trends –
Kubernetes vs. OpenStack vs. OpenShift





• Google의 업무 방식

GOOGLE 과 컨테이너

Source - https://cloud.google.com/containers/Source - https://cloud.google.com/containers/



• Gmail , 검색, 지도 ...

• MapReduce , GFS , Colossus ...

• Google Compute Engine 가상 머신도 컨테이너에서 실행!

• 매주 20 억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행 중

Google 는 모두 컨테이너에서 실행



About Kubernetes



Kubernetes History



Kubernetes는







Kubernetes 설치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전반에 대해 검ㅌ



• 컨테이너화의 이유는 가상화 하는 이유가 같다.

왜 지금 컨테이너화 하는가?



• 여러 대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관리하는 번거로움

컨테이너의 과제



Kubernetes 특징과 컨테이너 과제에 대한 해결책





Containers and Kubernetes: The Time Is Now



Kubernetes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

Kubernetes = Container Orchestration Standard



Kubernetes 주요 기능



KUBERNETES DOES A LOT FOR YOU



Kubernetes 의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실현



컨테이너 운영 환경의 발전





• Configuration Drift

• Mutable Infrastructure vs. Immutable Infrastructure

• Reconciliation

• 멱등성



Configuration Drift



Trash Your Servers and Burn Your Code: 
Immutable Infrastructure and Disposable Components



Immutable Infrastructure (불변의 인프라스트턱쳐)



Pets vs Cattle

Pets Cattle



In-place Server Upgrade



Replace Server Upgrade



Mutable vs. Immutable  deployments pipelines



가변 vs. 불변 인프라스트턱쳐 운영 방법 비교



• 컨테이너화는 데이터 센터를 머신 지향에서 애플리케이션 지향으로 전환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운영팀에게 서버와 운영 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상화

•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과 개발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과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인프라 팀의 유연성 제공

• 서버 CPU와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메트릭 정보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여 스케일 업, 
머신 장애 또는 유지 보수 시에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컨테이너 - 애플리케이션 지향 인프라



• 쿠버네티스에서 컨트롤러는 클러스터 의 상태를 관찰 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 생성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컨트롤 루
프 구조

• 쿠버네티스는 pod 등의 resource 를 관리 할 때 desired state ( 원하는 상태)과
actual state ( 현제상태) 를 가지고 있으며, actual state 를 desired state 유지하기 위해 반복함

Kubernetes reconciliation model – Control loop



컨테이너 수를 원하는 상태로 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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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가 Kubernetes 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5가지



Kubernetes 도입 로드맵



• Kubernetes(컨테이너) 특징에 적합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식별

1. Select an Implementation Target



• Kubernetes 관리 및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공급 업체를 선정

2. Choose a Kubernetes Vendor Platform



• Kubernetes 도입의 전반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메트릭을 정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

3. Carefully Plan your Success Criteria



•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확장 할 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구축

4. Align with Corporate Culture





Kubernetes Architecture



Kubernetes Architecture



• 마스터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역할로 "컨트롤 플레인“ 이라고 불림

• Master는 각 Node 에 배포,  업데이트, 스케일링 등의 지시를 내리는 역할

• 3개 이상의 서버에서 마스터를 구성 할 것을 권장

Kubernetes Master



• 노드는 마스터의 지시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 플레인” 이라 불림

• 노드가 마스터뿐만 아니라 최소 1 개로 구성 할 수 있지만 Kubernetes는 2 대 이상의 서버 노드를 구성 할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Kubernetes (worker) Node



Kubernetes Master 고가용 구성



Kubernetes – 배포 프로세스



Kubernetes – 서비스 호출 프로세스



• 기존 시스템 ( Monolithic ) 에서 Agility를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배포

Kubernetes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예시



• 애플리케이션 구성 단위

Kubernetes – Application 구성 단위



• Kubernetes Cluster 단위

Kubernetes – Master/Node



• Role Based Access Control (RBAC)

Kubernetes – 권한 관리



• 간단한 설정을 통한 로그 통합 및 모니터링

• 로그의 과다 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실시한다.

Kurnetes – Log 통합과 모니터링



Kubernetes - Quota



• Kubernetes Cluster 단위

Kubernetes – 업무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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