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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hift - PaaS
( Platform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 시대



• 매니지드 서비스로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귀중한 인적 자원을 핵심 사업의 개발에 집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한 사업 비용 절감



Increasing scale and complexity means 
we need admin automation

Opscode gets more venture dough for its Chef

From - http://goo.gl/dLcjS



시스템 비대화로 작업 폭증과 인력 부족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구성 관리 이슈



PaaS Cloud 혜택



• IT 인프라의 대규모화, 고도화에 따라 IT 장비에 대한 환경설정 및 정보 취합이 복잡하고 어려움

• 작업 계획시간과 현장 작업 시간의 증가와 휴먼 에러의 증가

OpenShift 을 통한 IT 인프라 운영 자동화



Container Opportunity 

컨테이너 도입 패턴

패턴 1: 
컨테이너 플랫폼

패턴 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패턴 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패턴 4: 
비즈니스 혁신



컨테이너 도입 패턴

분류
패턴1 패턴2 패턴3 패턴4

컨테이너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혁신

사례
•컨테이너 기술과 DevOps 를 활용

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효율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쇄신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발 팀을 위한 IaaS/PaaS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신

규 사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축

동기

•클라우드 인프라로 필요한 기능을

올인원으로 제공

•기업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된

Kubernetes 의한 컨테이너의 오케

스트레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경량 프레임워크와 플랫폼 ( Spring  

Boot, Wildfly Swarm 등)

•API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조직 변경을 포함한 이노베이션

장점 • IaaS 공급자에 독립적 •확장성
•사내 / 공용 클라우드에 걸쳐 유

연한 환경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대상

•CTO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운용 / DevOps 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CTO

•인프라 및 운영 팀

•CTO, CIO

•Chief Digital Officer

•비즈니스 선도 부서



Architecture Battle: PaaS vs. FaaS





컨테이너 기술의 역사

2001

2019

2005

2008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rtuozzo

OpenVZ

LXC

Kubernetes

OCI

CNCF

Moby

skopeo

Buildah

Podman

2020

4.5

3.0

chroot
FreeBSD

jail

컨테이너의 역사는 1979 년에
chroot 로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 FreeBSD가 OS 
가상화인 FreeBSD Jail을

발표합니다.



Kubernetes Architecture



OpenShift Architecture



컨테이너 플랫폼 구축 및 관리 – OpenShift4

OpenShift 관리자



• Kubernetes 훌륭한 기초 기술이지만,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등을 통합하고 이를 분기별로 갱신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 - Ashesh Badani, Red Hat

KUBERNETES 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why-running-your-own-kubernetes-deployment-could-be-a-terrible-idea/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why-running-your-own-kubernetes-deployment-could-be-a-terrible-idea/


• Kubernetes 는 기본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지만 실제 운영이 가능 하려면 고객 또는 3rd-party 가
구성 통합 운영 및 지원하는 추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필요

DIY Kubernetes 만으로는 구축이 어려운 점



KUBERNETES 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OpenShift 4, the smarter Kubernetes platform



Kubernetes와 OpenShift의 차이점



Kubernetes vs. OpenShift Comparison



OpenShift is trusted Enterprise Kubernetes



기업에서 필요한 Kubernetes 기술지원



• OpenShift 은 Kubernetes 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CI/CD 기능을 강화

• 자동화된 이미지 빌드 배포 지원

Kubernetes와 OpenShift



• Namespace

• Kubernetes의 기본 그룹화 개념으로 클러스터 리소스를 여러 용도로 나누는 방법

• Kubernetes의 네임 스페이스 사이에는 보안이 없이 사용자는 모든 다른 네임 스페이스와 여기에 정의 된 리소스에 접근

• Project

• OpenShift 에서 추가된 새로운 개념이 프로젝트

• 프로젝트를 통해 네임 스페이스에 액세스를 사용자 및 그룹을 기반으로 인증 및 권한 부여 모델을 통해 제어

• OpenShift의 프로젝트는 네임 스페이스 사이의 구분을 두어 사용자 나 애플리케이션이 액세스

OpenShift Project 와 Kubernetes Namespace

Developer CLI

Administrator CLI

Web Console

Users and Groups

Authentication

Project

Namespace

REST
API

Kubernetes

OpenShift

https://medium.com/levvel-

consulting/the-differences-between-

kubernetes-and-openshift-

ae778059a90e

https://medium.com/levvel-consulting/the-differences-between-kubernetes-and-openshift-ae778059a90e


• OpenShift project (Namespace)

The Differences Between Kubernetes and OpenShift

Source To Image
(S2I)

Integrated 
Container Registry

Build
Configuration

Image Stream
Deployment

Configuration

Persistent Volume
Claims

Pods
Replication
Controller

Persistent
Volumes

Services Routes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Kubernetes

OpenShift

Kubernetes OpenShift

Ingress Resource ( rules ) Route (rules)

Ingress Controller (NGINX container) Router ( HAProxy container )

Namespace





OVERVIEW: OPENSHIFT Components



How Do We Deliver OpenShift?



OpenShift 가 제공하는 가치



OPENSHIFT IS THE BEST CHOICE FOR KUBERNETES

32



Enterprise Kubernetes



OpenShift 4 Platform



컨테이너 플랫폼 구축 및 관리 – OpenShift4

35



Kubernetes 환경을

36

• 편하게 구축 하는

• 편하게 유지 보수 하는

• 편하게 개발 하는

• 편하게 확장 하는





Why OpenShift?



Why customers choose Red Hat OpenShift

Trusted enterprise

Kubernetes

Empowering

developers to innovate

Hybrid/Multi Cloud

Support

Open source innovation



• 컨테이너 형 가상화 기술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급 기능 확장 · 품질
향상된 PaaS 기반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컨테이너 형 가상화 기술
CRI-O 컨테이너

엔터프라이즈 급
관리 기술 Kubernetes

확장 다양한 개발

서비스
(PaaS)

■ 즉시 업무 개발에 사용할 수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

Java, Node.js, Python, Ruby, Perl, PHP, PostgreSQL, 

MySQL /  MariaDB, MongoDB, Redis, Jenkins 등

■ 웹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테이너 환경의

관리와 컨테이너 이미지 인출

■ 사용자 관리 및 권한 인증 및 인가 멀티 테넌

트 환경 제공

■ 감시 기능의 강화

(컨테이너 당 CPU / 메모리 사용률 모니터링 · 수집 등)

■ 로그 관리 기능 강화

■ 소스 코드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능 제공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및 CI / CD 도구 제공)

OS

Red Hat Enterprise Linux

■ 사실상의 표준 오픈 소스 기술의채택



OpenShift 기대 효과 (1/2)



OpenShift 기대 효과 (2/2)



• 고성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구축

• Private Cloud Platform 으로 검증된 OpenShift 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하여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 유지

• 대규모이면서 짧은 사용자 응답시간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높은 사양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제공

• OpenShift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템플릿을 손쉽게 작성

•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컨테이너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정리해 개발 비용 절감

• PaaS 기반의 운용

• 운용에 필요한 백업·감시·로그 수집의 기능도 제공하고 싶다

• 수고를 들이지 않고 , 안정되어 운용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싶다

PaaS 구축 목적



• 고성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구축

• Private Cloud Platform 으로 검증된 OpenShift 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 사용자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하여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 유지

• 대규모이면서 짧은 사용자 응답시간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높은 사양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제공

• OpenShift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템플릿을 손쉽게 작성

•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컨테이너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정리해 개발 비용 절감

• PaaS 기반의 운용

• 운용에 필요한 백업·감시·로그 수집의 기능 제공

• 수고를 들이지 않고 , 안정되어 운용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싶다

PaaS 구축 목적



• Docker를 그대로 움직이는 것과 OpenShift로부터 움직이는 것은 사정이 다르다

• Docker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 컨테이너의 빌드와 데프로이의 구조

• GUI에 의한 조작

• 보안이 적용된 컨테이너 운영 환경

• PaaS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면 장점

• 템플릿을 만들어 끝은 아닙니다

• 템플릿이 움직여 끝은 아닙니다

• 기존 AP를 움직여 끝은 아닙니다

• CI/CD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변화에 추종하는 것이 OpenShift의 메리트

OpenShift를 채용하는데 있어서의 포인트

개발

빌드/구축평가

운영





•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위한 완벽한 기술 스택

IT 'S ALL THERE!



• Portfolio / Third Party ISV / Cloud Service with Support

OpenShift 지원 에코 시스템



Red Hat OpenShift Application Runtimes



• 200사 이상OpenShift사용자, 기여자, 파트너,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가 아이디어, 소스 코드, 모범 사례 및 경험을 공
유하는 커뮤니티

OpenShift Common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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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hift 활용 패턴

55



RHOCP CUSTOMER CASE STUDY - 롯데카드



RHOCP CUSTOMER CASE STUDY - 신한은행





RHOCP CUSTOMER CASE STUDY - 행정자치부



제품 / 서비스에 관한 문의

• 콜 센터 ：02-469-5426 ( 휴대폰 : 010-2243-3394 )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