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Shift 4.X
(Platform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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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Evolutions





Bringing Learnings 
from the Public Cloud to the  Hybrid Cloud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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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4 architecture at a glance



• CNCF 를 주체로 하는 에코 시스템

• CNCF 에 지원되는 제품 및 파트너의
광범위한 에코 시스템과 연계

• 멀티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운용 방법
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

• 신뢰 할 수 있는 Kubernetes 관리

• CoreOS 와 통합을 통해 CoreOS는
RHEL8 을 핵심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체 라이프 사이
클 관리 제공

• 수준 높은 보안 및 감사 기능, 편리한
관리도구를 제공

OpenShift 가 제공하는 기능

PHYSICAL VIRTUAL PRIVATE PUBLIC HYBRID

Any Infrastructure



기업에서 필요한 Kubernetes 기술 지원





• EVOLVING TO THE UNIFIED OPENSHIFT PLATFORM

OPENSHIFT and CoreOS TECTONIC



클러스터 운영,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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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OpenShift



• Portfolio / Third Party ISV / Cloud Service with Support

OpenShift 지원 에코 시스템



OpenShift 4 Platform



OpenShift4 Highlights Functions



• 멀티 클라우드로 이동성 ( Portability ) 실현

OpenShift 으로 멀티 클라우드 구현



•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운용 자동화가 필수

• 컨테이너 및 클러스터 운영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음

• 컨테이너 및 클러스터 시스템 관리는 관리자에게 큰 부담

• 운영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인

• 사람에 의한 재해 복구 작업

• 수동 변경 작업

Kubernetes Operation



• 응용 프로그램 운용의 운용 지식을 코딩하고 포장 한 것

• 구조는 Kubernetes API 를 확장하는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러를 통해 스케일링 백업, 업데이트 등을 적절히 실시

• CRD ( Custom Resource Definition) 

• Custom Controller 

Operator 와 SRE ( Site Reliability Engineering)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리소스

Custom Resource Definition

https://kubernetes.io/docs/reference/using-api/api-overview/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working-with-objects/kubernetes-objects/


작업에 맞는 컨트롤러

Custom Controller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working-with-objects/kubernetes-objects/#understanding-kubernetes-objects


• OpenShift Cluster Console 의 "Administration → Cluster Settings"

Over-The-Air Updates (OTA)



• Installation Experiences

OPENSHIFT PLATFORM





• Day 1: openshift-install - Day 2: Operators

Full Stack Automated Deployments



• Day 1: openshift-install - Day 2: Operators + Customer Managed Infra & Workers

Deploying to Pre-existing Infrastructure



OpenShift 4 설치 방식



Comparison between deployments methods



개발자 환경 개선



OpenShift Plugin for Azure DevOps

• Azure DevOps 빌드 / 릴리스 파이프 라인에 OpenShift 를 통합하는 익스텐션

• ARO (Azure on Red Hat OpenShift ) 운영

https://github.com/hferentschik/openshift-vst s / blob /  

master / docs / getting-started.md



• Red Hat 가 VSCode 플러그인을 제공 IDE 강화

• Java, Kubernetes YAML, Fuse XML

• OpenShift 플러그인은 로컬 / 원격 OpenShift  인스턴스에 쉽게 연결 및 배치가 가능

• Dependency Analytics 에 의해 라이센스 또는 C V E 패키지 경보를 점검 가능

VSCode Plugins by Red Hat



• RHEL 과 CoreOS 의 비교

RHEL VS. CoreOS



• 컨테이너 및 Kubernetes 운영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는 종언

• 기존 운영 체제의 상태로는 결국 컨테이너 된 곳에서 자원 파악 및 관리에 쫓기는

운용 자동화가 필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및 클러스터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관리자의 부담이 커져 간다

* 이상을 지속적으로 점검 · 사람에 의한

재해 복구 운영 수동 컨테이너 변경 작

업 응용 프로그램 별 설정 관리 비즈니

스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자원 조정

Kubernetes 운영에 필요한 작업



• 지금까지 안정된 응용 프로그램의 컨테이너화는 피할 수 있었다

안정된 응용 프로그램 운용



• OpenShift 4.2 Supported Providers*

OpenShift 4 지원 환경



4.1* Bare Metal

4.2
Bare

Meta

l On

RHH

I**

4.3 (tentative)

• Provider Roadmap

RED HAT OPENSHIFT 4

Full StackAutomation Pre-existing Infrastructure

* Requires Internet connectivity; support for cluster proxy
&  disconnected installation/updating not planned until 4
.2

** On qualified hardware stack





OpenShift 4.2의 주요 변경 내역



OpenShift 4.x 용어 변경 요약



• Full Stack 
Automated Install

• 보다 쉬워진 설치

• 컨테이너 환경에 최적
화된 초경량
RHCOS(Core OS)

• Full Stack 
Automated 
Deployment 설치 방
식 제공 : 노드 자동 증
설 방식

OpenShift 4 운영체제 구성

OPENSHIFT 3



OpenShift 4.2의 주요 변경 내역



OpenShift 3.11 vs 4.2 비교



Docker vs Podman





2018 년 5 월 CoreO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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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iciency  for Kubernetes workloads through automation. Together, we 're delivering open 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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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 Hat  과 OperatorHub.io 출시 파트너가 검사를 수행

OperatorHub.io



Operator Lifecycle Manager



What 's Operator



OpenShift 내부 컴포넌트에 대해 Operator 적용

OpenShift Prometheus Operator

Operator가

Operator관리



• Observation, Analysis, Action 정의

Operator 구조



60 이상의 제품이 동참, Operator 를 만들 예정



• Easy platform setup

• Fully-automated Day 2 Ops (Upgrade,  
configuration changes, etc.)

• Multi-cluster aware and centralized  
management

• Ease of use and diversity of storage 
type

• Accelerate legacy application  
modernization

KEY OBJ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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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 Observe

Secure

Jaeger

Kiali

Grafana

Prometheus

Connect Control

Istio



A service mesh provides traffic monitoring, access control, discovery, security, 
resiliency, and other useful things to a group of services.

서비스 간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

트레이싱 정책 기반의 보안 유연한 라우팅 규칙 카오스 엔지니어링 트래픽 모니터링

OpenShift Service Mesh

Operator 에 따르면 Istio구현



Service mesh observability and configuration

OpenShift Service Mesh with Kia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