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Shift 4
(Platform As A Service)





• 유연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멀티 클라우드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대응 강화

OpenShift Evolutions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계





Value of OpenShift



• EVOLVING TO THE UNIFIED OPENSHIFT PLATFORM

OPENSHIFT and CoreOS TECTONIC



• Red Hat® OpenShift® is a hybrid cloud, enterprise Kubernetes 
application platform

OpenShift 4 architecture at a glance



OpenShift 가 제공하는 기능





OpenShift4 Highlights Functions



• 멀티 클라우드로 이동성 ( Portability ) 실현

OpenShift 으로 멀티 클라우드 구현



• OCI TOOLING TO CREATE, RUN, AND MANAGE LINUX CONTAINERS

NEW CONTAINER TOOLS



• NEXT WAVE OF DEVELOPER TOOLS

• 개발자가 운영 노하우를 숙지하여 소스코딩에 추가 개발 필요 없음

• 분산 추적을 통한 서비스 가시성 제공

• 투명한 정책 기반 보안 제공

• 라우팅 규칙에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시각화 및 모니터링 제공

Red Hat Service Mesh



• Service mesh observability and configuration

OpenShift Service Mesh with Kiali



Kubernetes Operation



• CRI-O tracks and versions identical to Kubernetes, simplifying support 
permutations

CRI-O Support in OpenShift



• OpenShift Cluster Console 의 " Administration → Cluster Settings "메뉴 또는
Red Hat Cloud Console  (https://cloud.openshift.com) 에서 실행

Over-The-Air Updates (OTA)



• OpenShift 4.2 Supported Providers*

OpenShift 4 지원 환경



• Hive Operator 에 의한 클러스터의 유지 보수

• 멀티 클러스터간에 워크로드를 관리

OpenShift Hive





2018 년 5 월 CoreOS 인수

Red Hat® and CoreOS share the same vision for our users : greater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for Kubernetes workloads through automation. Together, we 're delivering open so

urce, cloud-native  innovation and a leading hybrid cloud, enterprise Kubernetes platform.



OpenShift 4 운영체제 구성



RHEL VS. CoreOS





OpenShift 4.x 용어 변경 요약



OpenShift 4 운영체제 구성



OpenShift 4.2의 주요 변경 내역



OpenShift 3.11 vs 4.2 비교



OpenShift 4 설치 방식



Docker vs Podman







제품 / 서비스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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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