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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m�I?

ü Senior Software Engineer

ü Kubernetes Korea Group Lead

ü blog: https://ahnseungkyu.com/

ü 관심분야

• MSA, MLOps, Programming Kubernetes안승규 (Seungkyu Ahn)
seungkyua@gmail.com

Java Enterprise Application 개발

OpenStack 기반 Private Cloud 개발

Kubernetes 기반 플랫폼 개발

2001년 2011년 2016년

https://ahnseungkyu.com/
mailto:seungkyua@gmail.com


누구냐? 컨테이너너는?

Program Execution Process

libs

envs

resources

프로세스를 isolation 할 수 있을까?



컨테이너는프로세스를격리시킨것

namespace (격리된 공간)을 만들자

systemd (init) 도 프로세스인데 그럼 얘도 격리된 공간이 필요할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네임스페이스

(Namespace) 를 가진다



격리공간(네임스페이스)의종류

무엇을 격리시킬까?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호스트의 정보/자원을 격리시키자.

호스트 네임 : uts (Unix Timesharing System)

프로세스 ID       : pid

유저 : user

네트워크 : net

디스크 : mnt

프로세스간 통신 : ipc

CPU, Memory    : CGroup



컨테이너 (Container)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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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s

Namespaces



Container

호스트

소스코드

프로세스

호스트

프로세스

소스코드 이미지

Container

자원 분배(cgroup), 격리(namespace)

필요 기술



Container�관리필요기술

하나의호스트내에서도멀티컨테이너가독립적으로격리되어실행될수있고,

멀티 호스트에서멀티컨테이너가실행될수있음

호스트

프로세스

소스코드 이미지

Container

호스트

스케줄링과 배치(Placement), 관리(실행,삭제,재실행), 네트워크 통신, Scale out, 스토리지(Volume)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필요 기술



Kubernetes�란?

ü Containerized App을 자동 배포, Scaling, 관리하는 오픈 소스 (Apache License 2.0)

ü 그리스어: κυβερνήτης [kyvernitis], 뜻: helmsman or ship pilot

ü 줄여서 k8s (k 와 s 사이 8글자)

ü Google 의 Borg (컨테이너 관리 s/w) 에서 영감 받음

ü 2015년 7월 21일 정식 버전 1.0 Release (By Google)

이후 CNCF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에 기증

ü Joe Beda, Brendan Burns, Craig McLuckie 가 시작

ü CNCF 프로젝트는 Graduate, Incubator, Sandbox 프로젝트로 구성

ü CNCF 최초의 graduated 프로젝트

ü 3개월에 stable 버전 Release

ü 최신 Release 버전은 v1.25.0 (2022년 8월 23일)



아이들을위한쿠버네티스가이드

Captain Kube

The Illustrated Children’s Guide to Kubernetes

Phippy

https://www.cncf.io/phippy/

https://www.cncf.io/phippy


Kubernetes�기능

ü Service discovery & Load balancing (Internal DNS)

ü Storage orchestration (block storage)

ü Automated rollout & rollback (History)

ü Automatic bin packing (Immutable, Declarative, Scheduling, cpu/memory Resource)

ü Self-healing (Reconciliation, Readiness probe, Liveness probe)

ü Secret & Configuration managment

ü Horizontal scaling (Reconciliation)

ü Batch execution



Kubernetes�장점

ü Declarative deployment (yaml) -> 장점???

ü API 확장 (Custom API Server, Adminssion Controller)

ü Immutable Infrastructure (Software as Code)

ü Custom Controller (CRD - Custom Resource Definition)

ü Wide Ecosystem

Cloud Native Application 으로 개발된 Containerized App에 대한

Reliability, Scalability, Resilience 를 제공



Kubernetes�Design�Philosophy

ü Kubernetes API 는 declarative 이다 (not imperative)

o desire state : 모든 component 가 desire state 를 맞추려고 함
o control plane 이 worker node 에 명령하지 않음

ü Kubernetes control plane 은 transparent 하다 (모든 API 는 노출되어 있다)

o 모든 component 는 API Server 를 통해서 정보를 안다
o Level Triggered (상태값) vs Edge Triggered (값의 변경) ex) Scheduling
o simpler, easily recovery (simple control plane, no SPOF), composible, extensible

ü Fetching Kubernetes API Data

o Secrets, ConfigMap, DownwardAPI

ü Workload portability

o CSI (Container Storage Interface), VolumeAttachment (v1.13 부터), PVC, PV



Kubernetes�Architecture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components/



Kubernetes�와의만남

• 사내 PaaS 개발 Lead -> 어떤?? PaaS 기반 플랫폼 개발
§ 설치가 어려움, 복잡함, 내부를 이해하기 어려움, 웹애플리케이션 전용

(개인의견)

• OpenStack Summit Tokyo 2015 10월 -> CoreOS의 Tectonic 데모

• Tectonic 설치 -> 2015년 11월 사내 데모
§ IPMI, DHCP, TFTP, GRUB
§ Production Level Setting (Baremetal 서버: 8대)
§ Architecture, Networking (iptables), 사용법 분석 -> 이거다!!!



Kubernetes�Korea�Group

q 2016년 1월 시작

https://www.facebook.com/groups/k8skr

q 행사명

ü 2020년 : Cloud Native Community Groups Korea 2020 (CNCG Korea 2020)

ü 2021년 : Kubernetes Community Days Korea 2021 (KCD Korea 2021)

q 가입자수 : 9.2천명 ('22.09월), 7.5천명 (`21.09월), 6.1천명 ('20.10월)

q Cloud Native 기술 저변 확대

ü 행사 주최 (세미나, 컨퍼런스)

ü Study 그룹 운영

ü Human Networking

https://www.facebook.com/groups/k8skr


커뮤니티는왜만들었나?

• 이전 PaaS 플랫폼은 별로 -> 새로운게 필요

• OpenStack Summit Tokyo 2015 (CoreOS Tectonic Demo)

• 혼자 하기에 힘들어서 같이 할려고

• 처음엔 아무도 없었다. (5명으로 시작)

Meetup & Study 를 하자 !!!

KubeCon 에 가서 배워오자 !!!



Kubernetes�가 어려운이유

• Linux (Container 관련) 기술(network, namespace, iptables, ipvs, etc)

• 컨테이너 활용 기술

• Kubernetes Philosophy -> Infrastructure 이해

• Kubernetes Features

• Kubernetes Network / Storage

• Ecosystem 활용 (CNCF Projects, ML, MSA, CI/CD)

• Golang

• Kubernetes 소스 분석



Kubenretes�meetup

1회 Meetup: 2016년 10월 6일(목) - 10여명

2회 Meetup: 2016년 12월 22일(목) - 10여명

3회 Meetup: 2017년 4월 19일(수) - 20여명

4회 Meetup: 2018년 3월 26일(월) - 60여명

5회 Meetup: 2018년 8월 21일(화) - 70여명

6회 Meetup: 2018년 11월 23일(금) - 300명

7회 Meetup: 2019년 3월 7일(목) – 145명

1day, 114개회사, T타워&삼화타워



2018년회원수

2017년 2018년

2,260명



2019년회원수

4,518명

2018년 2019년



행사 History

OpenInfra &�
Cloud�Native�Days

2019

2019.�7.18~19

T타워,�페럼타워,�

삼화타워

1000+

2021.�12.�

07,�

온라인

컨퍼런스

300+

CNCG�(Cloud�Native�
Community�Groups)�

Seoul�2020

2020.�9.�24

온라인 컨퍼런스

1000+

KCD�(Kubernetes�
Community�Day)�
Korea�2021

2021.�9.�9

온라인 컨퍼런스

1000+

OpenInfra &
Cloud�Native�Day�
Korea�2022

2022.�11.�01�

코엑스 그랜드볼룸

1000+�(예상)



KubeCon�+�CloudNativeCon�참석자수



KubeCon�+�CloudNativeCon�NA�2019



KubeCon�Contributor�Summit



기술커뮤니티성장전략

• 업계에 널리 사용될 좋은 SW 를 발굴

• 글로벌 커뮤니티가 존재

• 꾸준한 Meetup, 세미나, Conference 로 확산

• 기술 자료 공유 (블로그)

• 무료 봉사하는 운영진을 구성



OpenInfra�&�Cloud Native Day�2022�

OpenInfra &
Cloud�Native�Day�Korea�2022

2022. 11. 1 (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이상 끝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