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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컨테이너가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서 세상을 바꾸었듯이, 도커와 쿠버네티스도 IT 산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개발 효율, 운영자의 운영 효율 그리고
하드웨어의 이용 효율까지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쿠버네티스를 공부할 때만 해도
처음 접하는 용어들, 이를테면 파드나 컨트롤러, etcd, flannel, calico와 같은 용어들이 너무 낯
설어서 지레 겁부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쿠버네티스를 접하고 보니 그 구조가
상당히 심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쿠버네
티스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두려움 없이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엔 어떤 경
사 길이 있을지 두려워 도전 자체가 꺼려질 수 있지만, 이미 가 본 사람이 길을 알려 준다면 안
심하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입문자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쿠버네티스 진입을 어렵게 하는 1차 관문은 설치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여러 대의 머신으로 구성
된 클러스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만, 처음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미니쿠베(Minikube)
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미니쿠베를 설치한 뒤, 매니페스트를 배포하고 쿠
버네티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때 매니페스트는 YAML 형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Step05 끝에 있는 ‘K8s 사용자를 위한 YAML 입문’을 미리 읽어 본
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니쿠베를 통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여러 대의 머신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준비한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여러 대의 가상 머신 위에서 쿠버
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하나만 실행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멀티 노드 클러스터가 준비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쿠버네티스 입문 시 가장 큰 난관인
설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실습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너무 낮거나 디스크의 용
량이 부족하면 설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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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와 IBM 클라우드의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쿠버네티스의 모체가 구
글에서 탄생한 만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IBM 클라우드는 아직 국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AWS나 Azure, GCP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지만, 후발
주자는 이용자가 적어 인프라가 쾌적하거나 나름의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하든 처음에는 일정 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UI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사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쿠버네티스는 비교적 버전 업데이트가 빠른 편입니다. 저자는 버전 1.14를 기준으로 책을 집필
했고, 번역 시점에서는 1.18이 최신이었습니다. 번역을 진행하면서 예제 코드가 버전 1.14와
1.18에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더라도 책의 예제 코
드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적은 수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책은 실습이 가능한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실습하다 보면 쿠버네티스의 기
본 동작 원리를 익힐 수 있고, 더 나아가 응용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상에는 반짝 빛을 냈다가 단명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지만, 쿠버네티스는 오래도록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중심이 되는 IT 세상에서 활
약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긴이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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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는 오늘날, 실로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 또한 예전처럼 긴 시간을 들여 설계하고 개발하는 대신 끊임
없이 빠르게 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과 운영 스타일의 전환 중심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화와 데브옵스(DevOps)다. 그중
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쿠버네티스(Kubernetes, 약칭 K8s)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오픈 소스
로 개발하는 컨테이너 운영 플랫폼이다.

이 책의 목표와 특징
이 책은 쿠버네티스의 핵심 내용을 엄선하여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
엇보다 실무에 보탬이 되는 지식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쿠버네티스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컨테이너 기술의 기초부터 다룬다. 도커
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지는 않지만, 쿠버네티스를 다루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담았다.
또한, 이 책은 학습 과정을 15단계로 구성하여 이해를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게 구성했다. PC에
직접 혹은 가상 머신을 사용하여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
법을 다룬다.

대상 독자
이 책의 대상 독자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독자들에
게 특히 적합하다.

14

시작하며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14

2020-09-28 오후 2:06:03

● ● 개발자로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필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싶은 경우
● ● 시스템 아키텍트로서 시스템의 기획과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
● ● IT

컨설팅을 하는 영업 담당자로서 고객과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
● ● 기업 내 IT

활용 계획을 세우는 의사 결정권자로서 참고할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

● ●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어 사용법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 ● 전직이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자기계발을 하는 경우

이 책의 학습 방법
이 책은 실습 형태로 구성된 15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스텝에는 직접 실습을 하지 않
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 예에 대한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같이 기술했다. 따라서
일일이 실습할 시간이 없거나 흐름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직접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실습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은 부록에
서 자세히 설명한다. PC에 실습 환경을 구축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처럼 비용이 발
생하지 않아 이것저것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는 IT 인프라를 추상화하여 클라우드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컨테이너 실행 환경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 배운 내
용은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한 모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요를 다룬다. 구체적인 기술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IT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IT 산업이 지향하는 방향과 쿠버네티스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을 다룬다. 단계적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구성했
다. 도커는 쿠버네티스를 이루는 기초 기술이다. 도커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쿠버네티
스를 잘 다루는 것을 목표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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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알아본다. 2장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 소스로 개발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능과 오래된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지금도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고 있어, 최신 릴리
즈에도 베타라고 불리는 개발 단계의 기능과 정식적으로 안정화된 GA(General Available) 기능
이 공존하고 있다.
CNCF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쿠버네티스에 관한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상용 솔루션
의 매뉴얼처럼 모든 기능이 꼼꼼히 기재되지는 않았으며, 최신 내용 업데이트가 누락되어 있기
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쿠버네티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쿠버네티스는 끊임없이 변
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모든 기능을 구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각 기
능의 목적과 근본 원리의 이해를 목표로 삼았다.
책의 부록에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담았다.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학습 환경을 선택하
여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부록의 마지막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관리 서비스 사용
법을 기재했다.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책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CNCF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

＊

저자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서 자사의 클라우드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일을 하면
서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쿠버네티스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이 IT 산업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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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아이디어로 탄생하였습니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스터디를 하
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고객사분들로부터 들은 기업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은 이 책을 만드는 데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쿠버네티스라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NCF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의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IBM
글로벌팀과 강사의 기회를 주신 직장 상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는
일의 어려움, 품질의 중요성을 알려 주시고 지도해 주신 편집자 마츠모토 아키히코 님에게도 감
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책의 오류를 찾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저를 지지해 준 아내 유미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책을 검토해 주신 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이 책을 검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시나 토모노리, 키시다 요시히로, 쿠로카와 아츠시, 사토 코우타, 신도 켄타로, 세키구치 타
다토시, 토키타 히데아키, 나카지마 유키, 노구치 타쿠야, 하나이 시오, 하야마 쿄우헤이, 후루
카와 마사히로, 모토즈미 미츠히로, 모리 다이스케, 야스다 시노부

타카라 마호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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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코드 및 기타 안내

자신의 PC에서 실습하는 경우
이 책의 독자는 자신의 PC에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샘플 코드(주로 2장과 3장)를 다운로드하여
실습해 볼 수 있다. 학습 환경을 구축할 때는 무료로 공개된 OSS(Open Source Software)와 저자
가 작성한 자동 구축 코드를 사용한다. 학습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의 네 번째 절 ‘이 책
의 학습 환경’과 부록을 참고하자.

● 샘플 코드 다운로드 방법 ●
이 책의 스텝 01~15(2장과 3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코드는 원서 깃헙(GitHub) 리포지터리를 포크(fork)한 다음
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는 부록을 참고하자.
•https://github.com/Jpub/15_DandK
깃헙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 git clone https://github.com/Jpub/15_DandK

라이선스 및 지원
이 책에서 제공하는 코드는 저자가 MIT 라이선스로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책임은 지지 않는다. 버그를 발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
우는 리포지터리의 이슈(Issues)에 등록하거나 풀 리퀘스트(Pull Requests)를 요청하기 바란다.

출간 후 추가 정보
이 책이 출간되고 난 후의 변경 사항이나 업데이트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Jpub/15_DandK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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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형빈(티맥스소프트)
쿠버네티스 버전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 내용인 각 컨트롤러와 리소스에 대한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팁과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실용적이고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합
니다. 따라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배우려는 초급자뿐 아니라 실무로 이 둘을 접한 중급자에게
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관한 기본 지식을 다지기 좋은 책입니다.

신진규(JEI)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은 책입니다. 직접 인프라를 구성하고 실
습하는 것이 좋겠지만, 초심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실습하지 않고도
책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병규(티라유텍)
이 책은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념 및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잘 설명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커버하며, 이제 막 입문하려는 분들 혹은 이미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
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또 책에 나온 예제 코드들은 깃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쉽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베타리딩을 하며 본 책들 중에서 가장 번역 품질이나
책의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타도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 용어들도 거부감 없이 번역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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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수
쿠버네티스는 ‘사실상 업계 표준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수많은
곳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은 아예 쿠버네티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노선을 변경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 책은 매뉴얼과 비슷합니다. 꼼꼼하게 설명하고,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도 기재하고 있어 읽는 사람이 책을 벗어나 검색 엔진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줍니
다. 책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탄탄한 기초가 쌓였을 것입니다.

임혁(나일소프트)
서버 가상화와 컨테이너 방식의 운영 플랫폼 중 큰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도커와 쿠버네티스입
니다. 그동안 초보자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책은 고급 수준을 포함하면서도 입
문자도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 철학, 용어부터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최신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태일(삼성SDS)
이 책은 쿠버네티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기초 지식부터 실전에 활
용 가능한 지식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1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쿠버
네티스 기술 전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잡힐 것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
기 위한 기초 경험이 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에 들어간 그
림과 표는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베타리딩
서적에 비해 어색한 표현이나 오타가 적었고, 각 장 마지막에 참고 자료로 명시된 다양한 URL
을 통해서 책에 담긴 것 이상의 많은 자료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용호(넥슨코리아)
제가 느낀 이 책의 장점은 군더더기 없는 설명입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하고, 예제의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의
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
세하게 설명하고, 근간이 되는 지식들도 빼놓지 않고 알려 줍니다. 쿠버네티스는 특정 벤더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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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이지 않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잘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
타리딩을 진행하며 이렇게 문장이 깔끔한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맥도 굉장히 읽기
쉽고 술술 읽혀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서 찾기가 굉
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하고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도영(하이퍼커넥트)
어려워 보이는 쿠버네티스를 15단계에 걸쳐 명쾌하게 소개합니다. 코드와 실행 결과를 중심으
로 진행하고 있어, 하나씩 따라가며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들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개인적으
로는 어렴풋하게만 알던 쿠버네티스였지만, 이 책을 보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습니
다. 그만큼 내용이 좋아서 입문하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서라고 착각할 만큼 글이
매끄럽고 술술 읽히는 데다, 편집 품질도 좋아서 베타리딩하기도 아주 편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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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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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요로, 구체
적인 설명보다는 기술의 배경과 전반적인 개요를 다룬다. IT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쿠버네티스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와 같은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쿠버네티스가 해결하는 과제가 현재 IT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 것임
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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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화의 의의와
쿠버네티스의 개요

쿠버네티스(Kubernetes)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게임, 음악, 쇼핑, SNS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일상에서 수시
로 사용되고, 경쟁 애플리케이션이 범람하는 가운데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바로 지속적
통합(CI)과 지속적 배포(CD)1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야 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기술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런데 오픈 소스의 경우는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같은 팀의 개발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즉, 개발자들 간에 개발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여 개
발 생산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컨테이너 기술이 빛을 발한다. 컨테이너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
한 라이브러리나 운영체제 패키지 등을 모두 담아서 불변의 실행 환경(Immutable Infrastructure)
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들 간에, 그리고 테스트와 운영 환경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애플리케이션 정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된다.

1	보충 CI/CD(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에서 CI는 지속적 통합이라 부르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테스트
단계에서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빌드와 테스트를 수행하여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사이클을 돌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CI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나 SaaS를 이용하여 자동화한다. 한편, CD는 지속적 배포
라 불리며, CI의 범위를 확장해서 통합 테스트를 위한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 그리고 정식 서비스 배포까지 자동화 도구를 사용
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쿠버네티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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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엔드 유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수십 명에서 수백만 명의 규모까지 대응 가능한 확장성과 가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계 표준 플랫폼으로 기대를 받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다.
컨테이너화와 쿠버네티스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다. 이번 장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전반
적인 개요를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는 도커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기술을, 3장에서는 쿠버네
티스의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1 쿠버네티스의 개요
쿠버네티스는 구글의 사내 운영 시스템인 Borg를 오픈 소스로 만든 것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 배포 계획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다.
○ ○ 컨테이너 개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을 설정 가능

○ ○ 저장 공간, 네트워크 접근 제어, 로드밸런싱 기능 설정 가능
● ● 가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 업/다운할 수 있다.
○ ○ 요청이 많을 때는 컨테이너 수를 늘려서 처리 능력을 높임
○ ○ 요청이 적을 때는 컨테이너 수를 줄여서 자원 점유율이나 요금을 줄임
● ●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무정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 ● 하드웨어 가동률을 높여 자원 낭비를 줄인다.

쿠버네티스는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 다양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사용 가능
○ ○ 퍼블릭

클라우드: 고객들 간에 공유하는 대신 저렴하고 신속한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
○ ○ 프라이빗 클라우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보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환경
○ ○ 멀티 클라우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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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프레미스: 자사 설비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운영을 하는 경우
● ● 계속되는 변화를 전제로 설계된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
○ ○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실행 환경
○ ○ 느슨한 결합에 의한 유연성, 교체 용이성
○ ○ 다양한 스펙의 서버가 혼재하는 클러스터 구성에 사용 가능
○ ○ 서버(노드)의 정지, 추가, 제거가 용이
○ ○ 저장소나 로드밸런서의 동적 프로비저닝
○ ○ 퍼블릭 클라우드 API와 연동한 쿠버네티스 조작
● ● 고가용성과 성능 관리
○ ○ 서버 정지 시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자동화
○ ○ 애플리케이션의 이상 종료 시 자동 재기동
○ ○ 필요한 인스턴스의 개수를 유지
○ ○ 높은 부하에서 자동 스케일

2014년 이래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서비스에 활용하였다.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
kubernetes.io/ko/case-studies/)를 방문하면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1.2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쿠버네티스는 많은 기업이 참가한 덕분에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며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
만큼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기능은 현재의 IT 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에서 다루는 기능 중에는 포함된 지 채 1년이 안 된 기능들도 있다. 빠른 개발 속도를 문서화가
따라가지 못해, 블로그 기사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버전 업과 함께 발표된 블로그
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각 버전별로 URL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앞서 소개한 대로 쿠버네티스는 구글의 사내 운영 시스템인 Borg에서부터 출발했다. 2015년
4월, 구글은 <Large-scale cluster management at Google with Borg>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구글은 지난 10년간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워크로드가 Borg라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교체되었고, 이 Borg가 진화하여 쿠버네티스가 되었다고 밝혔다[1]. 그리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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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쿠버네티스 버전 0.15를 발표했다[2].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는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가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
는 2015년 7월에 발표하고, 2016년 1월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발표 시점에는 AT＆T, 시스코
(Cisco), 클라우드 파운드리 재단(Cloud Foundry Foundation), CoreOS, 사이클컴퓨팅
(CycleComputing), 도커(Docker), 이베이(eBay), 골드만삭스(GoldmanSachs), 구글(Google), 화

웨이(Huawei), IBM, 인텔(Intel), 조이넷(Joynet), 메소스피어(Mesosphere), 레드햇(RedHat), 트
위터(Twitter), VMware, 위브웍스(Weaveworks) 등의 28개 회사가 참가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
서 늘어나 2018년에는 170개 회사가 참여했다.
다음 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6년 이후 쿠버네티스는 연간 네 번 정도 버전 업을 하며 성
능, 안정성, 보안 기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충분히 성숙한 소프트웨어로 인
정되어, CNCF의 인큐베이션 단계를 졸업하였음이 선언되었다. 졸업이라고 해도 CNCF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 후에도 쿠버네티스는
CNCF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07월: CNCF 발표. 구글, 시스코, 레드햇, IBM 등이 참여[3]
2015년 07월: OSCON(오픈 소스 컨벤션)에 버전 1.0 출시[4, 5]
2015년 11월: 버전 1.1로 성능 개선[6]
2016년 03월: 쿠버네티스의 개발 주체가 CNCF로 정식 이관[7]
2016년 03월: 버전 1.2, 성능 개선[8]
2016년 07월: 버전 1.3, 오토스케일 구현[9]
2016년 09월: 버전 1.4, 클러스터 구성 작업을 쉽게 만들어 2개의 커맨드로 구축 가능[10]
2016년 12월: 버전 1.5, 정식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스테이트풀셋(StatefulSet) 베타 버전 출시[11]
2017년 03월: 버전 1.6, 5,000노드를 넘어서는 스케일, 클러스터 페더레이션[12]
2017년 06월: 버전 1.7, 보안 기능 강화[13]
2017년 09월: 버전 1.8, 롤 기반 접근 제어(RBAC) 안정화[14]
2017년 12월: 버전 1.9,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한 워크로드를 위한 안정성 달성[15]
2018년 03월: CNCF 인큐베이션 단계로부터 졸업 선언[16]
2018년 03월: 버전 1.10, CSI(Container Storage Interface)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17]
2018년 07월: 버전 1.11, CoreDNS가 기본으로 CSI를 강화[18]
2018년 10월: 버전 1.12, RuntimeClass 도입으로 다른 실행 환경의 노드 대응[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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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버전 1.13, kubeadm과 CSI 정식 제공[20], kubeadm이 정식 이용[21]
2019년 03월: 버전 1.14, Windows 노드와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 기능[22]
※ 참고 자료의 출처는 각 장의 마지막에 정리하였다.

현재도 쿠버네티스는 베타 버전의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
들기 위해 많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3 쿠버네티스의 발음과 로고에 대하여
Kubernetes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이 단어는 그리스어라서 영미권 사람들도 발음을 고민하
는 듯하다. 쿠버네티스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브렌단 번스(Brendan Burns)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23].

대다수의 팀 멤버가 koo-ber-net-ees,
혹은 K8s나 k-eight라고 부른다.

▲▲그림 1 브렌단 번스의 트윗 내용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쿠베네티스’로 많이 발음한다. 저자의 직장 동료들은 줄여서 ‘쿠베’나
‘쿠바’로 부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스’라고 부른다[24]. 그러므로 이 책에서도 ‘쿠버
네티스’라고 부르겠다.
쿠버네티스는 그리스어로 조타수, 캡틴 등의 의미가 있어, 배의 타륜을 그린 로고가 사용된다
[25].

▲▲그림 2 쿠버네티스의 로고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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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쿠버네티스가 해결하는 과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용자들의 피드백
에 따라 자주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다. 이러한 개발 환경에서는 지속적 통합(CI)과 지속적 배포
(CD)가 중요한데,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제 1: 애플리케이션의 빈번한 출시2
경쟁사보다 뛰어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버네티스의 롤아웃과 롤백 기능은 새로운
기능을 빈번하게 출시하고 버그 수정을 긴급 투입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작업을 안전하게 자동
화해 준다. 이를 사용하면 정식 운영 중인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무정지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교체 중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와 프로그램 충돌로 인한 서비스 정지를 막기 위
해 컨테이너 교체 정책(policy)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롤아웃을 취소하고 롤백하는 것도 가
능하다.

과제 2: 무정지 서비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이동 중에도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s)가 발전하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도 인터넷
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IT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의 가용성
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쿠버네티스의 자기 회복 기능은 무정지 서비스 운영을 도와준다. 응답이 없어진 컨테이너를 재
기동하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이하 K8s 클러스터) 내에 지정한 수만큼 컨테이너가 돌도록 관리
해 준다.
2	보충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출시될 때는 소스 코드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NoSQL을 사용
하고 있다면, 코드를 수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스키마를 변경하고 코
드에서 사용되는 SQL문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도 무정지 롤아
웃이나 롤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중인 유저의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컨테이너들이 공통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외부 캐시를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무정지 롤아웃이라는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설
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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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초기 비용을 낮추고 비지니스 상황에 맞게 규모를 조정
컨테이너 기술3은 애플리케이션과 실행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배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복수의 노드 위에서 컨테이너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K8s 클러스터의 각 노드들이 똑같은 스펙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비지니스의 초기 단계에
서는 스펙이 낮고 저렴한 가상 서버를 사용하다가, 비지니스가 확대되면 고성능의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를 투입시키는 전략을 취하여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K8s 클러스터 내에서 컨테이너를 다른 노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노드에 스케줄이 되
지 않도록 설정하고, 해당 노드의 모든 컨테이너를 추방시키면 된다.

과제 4: 쿠버네티스와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달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컨테이너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는 태생적으로 언제든지 재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존재로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하이브리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의 DBaaS(Database as a Service)나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
이스와 연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동을 위해 쿠버네티스는 외부 서비스를 내부 DNS에 등록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과제 5: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분리4
컨테이너의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까지 끝났다면 정식 서비스 때 배포하기 전까지는 이미지를
다시 빌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테스트로 검증되지 않은 기능이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나 인증 정보는 테스트 환경과 다르기 마련이다. 예
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주소나 HTTPS를 위한 인증서 등이 다르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가상 환경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
의 가상 환경에 설정 파일, 보안이 필요한 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테이
3	보충 도커 컨테이너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4	보충 개발 중 컨테이너에 포함시킨 디버깅 도구들은 정식 서비스에 배포하는 이미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배포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까지 통과했으면 출시용 이미지를 다시 빌드하고, 이
이미지로 테스트를 다시 한번 수행한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에 배포하기 전까지 다시 빌드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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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서는 이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테스트 환경에서 운영 환경
으로 옮길 때, 이미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즉, 테스트가 완료된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그대
로 정식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제 6: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위에 구축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을 경유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보
안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개발자들도 늘고 있
다.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EKS(AWS), AKS(Azure), IKS(IBM Cloud)와 같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버네티스는 인프라의 복잡성을 감추며,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조작하며 운영할 수 있다.

과제 7: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
퍼블릭 클라우드 덕택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동과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었다. 여기에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운영이라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애
플리케이션 개발자가 YAML5 파일을 기술하여 쿠버네티스에 제출하면 로드밸런서, 저장소, 네
트워크, 런타임 등의 환경이 구성된다.

과제 8: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기술
IT 기술은 기업의 경영 자원으로서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
능 기술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실행 환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컨테이너 기술과 쿠버네티스다.
특정 IT 기업이 독점하는 기술에 의지하는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피해야 할 일이다. 쿠버
네티스 프로젝트는 원래 구글에서 시작되었지만, CNCF에 기증되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운영
되고 있다. 170여 개의 회사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표준 기술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5	주 YAML에 대해서는 ‘2장 칼럼 K8s 사용자를 위한 YAML 입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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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 서버들의 가동률 높이기
CPU 사용률이 낮은 서버가 많은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한편, 쿠버네티스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이 정해진 서버에서 돌지 않아
도 된다는 자유를 제공한다. 또한, CPU 사용 시간이나 메모리 요구량도 간단히 제어할 수 있다.
이 기술 덕분에 쿠버네티스는 가동률이 적은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그래
서 서버의 CPU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반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1.5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는 매우 간단하다.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하는 마스터와 컨테이너화된 애
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하는 노드라는 단 두 종류의 서버로 구성된다. 클라우드의 문서에서
는 마스터를 마스터 노드, 노드를 워커 노드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드는 초기에 미니
언이라 불리기도 했다[26, 27]. 지금부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K8s 클러스터라고 표기하고,
쿠버네티스는 K8s라고 줄여서 표기하겠다. 6

유저 액세스
트래픽

인터넷
레지스트리
이미지
다운로드

클러스터
범위

애플리케이션
Node #1

애플리케이션
Node #2
제어 및
모니터링

API 요청

마스터

개발자/
SRE6/운영자

▲▲그림 3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

6	주 Site Reliability Engineer(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의 약어로, 운영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의 신뢰성 향상,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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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는 kubectl과 같은 API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스케일
업/다운, 컨테이너의 버전 업 등의 요구를 처리한다. 마스터는 K8s 클러스터의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 SPOF)이 되지 않도록 다중화할 수 있다[28].

유저의 요청이 늘어나 처리 능력을 늘려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의 수를 늘리면 되는데
이때 노드 수를 늘려야 할 때도 있다. 쿠버네티스에 연결 가능한 노드의 개수는 버전 1.11 기준
으로 5,000대다[29].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작업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한편, K8s 클러스터의 외부에는 레지스트리가 있다. 이는 도커의 레지스트리와 동일하다. 각 노
드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한다.

마무리
이번 절에서 알아본 쿠버네티스의 핵심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쿠버네티스는 대규모의 유저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비스의 백엔드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서,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다.
2.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인프라를 분리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
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4.	역사는 짧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는 많은
기업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집필 시점에는 170여 회사가 참여 중이었다. 정식
서비스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여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5.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쿠버네티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6.	쿠버네티스는 그리스어로 조타수나 캡틴을 의미하며, 그 의미에 맞게 타륜 그림을 로고로
채택하였다.
7.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는 마스터와 노드로 구성되며, 마스터가 노드를 제어하고, 노드에
서 컨테이너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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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기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필수다. 이어지는
1장 2절에서는 컨테이너를 다루는 법을 알아보고, 3절에서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
아본다.

참고 자료
[1]	구글의 Borg 논문, Abhishek Verma, Luis Pedrosa, Madhukar R. Korupolu, David Oppenheimer,
Eric Tune, John Wilkes（2015）, <Large-scale cluster management at Google with Borg>,
https://research.google.com/pubs/pub43438.html
[2] Kubernetes Release: 0.15.0, https://kubernetes.io/blog/2015/04/kubernetes-release-0150
[3]	CNCF 발족 발표, https://www.cncf.io/announcement/2015/06/21/new-cloud-nativecomputing-foundation-to-drive-alignment-among-container-technologies/
[4]	Announcing Kubernetes 1.0, http://kuberneteslaunch.com/
[5]	Kubernetes 1.0 Launch Event at OSCON, https://kubernetes.io/blog/2015/07/kubernetes10-launch-party-at-oscon
[6]	Kubernetes 1.1 Performance upgrades, improved tooling and a growing community,
https://kubernetes.io/blog/2015/11/kubernetes-1-1-performance-upgrades-improvedtooling-and-a-growing-community
[7]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Accepts Kubernetes as First Hosted Project;
Technical Oversight Committee Elected, https://www.cncf.io/announcement/2016/03/10/
cloud-native-computing-foundation-accepts-kubernetes-as-first-hosted-projecttechnical-oversight-committee-elected/
[8]	Kubernetes 1.2: Even more performance upgrades, plus easier application deployment
and management, https://kubernetes.io/blog/2016/03/kubernetes-1-2-even-moreperformance-upgrades-plus-easier-application-deployment-and-management/
[9]	Kubernetes 1.3: Bridging Cloud Native and Enterprise Workloads, https://kubernetes.io/
blog/2016/07/kubernetes-1-3-bridging-cloud-native-and-enterprise-workloads/
[10]	Kubernetes 1.4: Making it easy to run on Kubernetes anywhere, https://kubernetes.io/
blog/2016/09/kubernetes-1.4-making-it-easy-to-run-on-kubernetes-anywhere
[11]	Kubernetes 1.5: Supporting Production Workloads, https://kubernetes.io/blog/2016/12/
kubernetes-1-5-supporting-production-workloads

1 쿠버네티스란?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35

35

2020-09-28 오후 2:06:04

[12]	Kubernetes 1.6: Multi-user, Multi-workloads at Scale, https://kubernetes.io/blog/2017/03/
kubernetes-1-6-multi-user-multi-workloads-at-scale/
[13]	Kubernetes 1.7: Security Hardening, Stateful Application Updates and Extensibility,
https://kubernetes.io/blog/2017/06/kubernetes-1-7-security-hardening-statefulapplication-extensibility-updates/
[14]	Kubernetes 1.8: Security, Workloads and Feature Depth, https://kubernetes.io/blog/2017/
09/kubernetes-18-security-workloads-and
[15]	Kubernetes 1.9: Apps Workloads GA and Expanded Ecosystem, https://kubernetes.io/
blog/2017/12/kubernetes-19-workloads-expanded-ecosystem
[16]	최초의 CNCF 졸업 프로젝트 Kubernetes Is First CNCF Project To Graduate, https://www.
cncf.io/blog/2018/03/06/kubernetes-first-cncf-project-graduate/
[17]	Kubernetes 1.10: Stabilizing Storage, Security, and Networking, https://kubernetes.io/
blog/2018/03/26/kubernetes-1.10-stabilizing-storage-security-networking/
[18] Kubernetes 1.11: In-Cluster Load Balancing and CoreDNS Plugin Graduate to General
Availability, https://kubernetes.io/blog/2018/06/27/kubernetes-1.11-release-announcement/
[19]	K ubernetes 1.12: Introducing RuntimeClass, https://kubernetes.io/blog/2018/10/10/
kubernetes-v1.12-introducing-runtimeclass/
[20]	Kubernetes 1.13: Simplified Cluster Management with Kubeadm, Container Storage
Interface (CSI), and CoreDNS as Default DNS are Now Generally Available, https://
kubernetes.io/blog/2018/12/03/kubernetes-1-13-release-announcement/
 roduction-Ready Kubernetes Cluster Creation with kubeadm, https://kubernetes.io/
[21] P
blog/2018/12/04/production-ready-kubernetes-cluster-creation-with-kubeadm/
[22]	K ubernetes 1.14: Production-level support for Windows Nodes, Kubectl Updates,
Persistent Local Volumes GA, https://kubernetes.io/blog/2019/03/25/kubernetes-1-14release-announcement/
[23]	브렌단 번스(2015) 트위터(Twitter) 트윗, https://twitter.com/brendandburns/status/5854794
66648018944
[24]	쿠버네티스 위키페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쿠버네티스
[25]	로고, https://github.com/kubernetes/kubernetes/tree/master/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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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의 이해
쿠버네티스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도커 지식

일반적으로 파이썬, PHP, 루비, 자바 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작성
해야 하는 코드 양이 줄고 단기간에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빈번하게 버전 업되며, 버그 수정, 보안 패치 등이 일어난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마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개발 생산성이 좋아지는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
이다.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바뀌면 API의 호환성이 깨지거나 새로운 버그가 잠재할 수도 있다.
도커는 이러한 문제를 컨테이너를 통해 해결하여, 오픈 소스를 사용한 개발 생산성 향상과 애플
리케이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플
랫폼 쿠버네티스도 일부 모듈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도커와 관련된 기초 지식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도커에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도커 자체에
대한 서적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2.1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1. 인프라의 사용률 향상
○ ○ 하나의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 위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다.
○ ○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높여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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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른 기동 시간
○ ○ 컨테이너의 기동 시간은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의 기동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 ○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등 다양한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 설치 작업이나 설정 작업이 줄어든다.
○ ○ 네트워크, 볼륨(외부 저장)을 소프트웨어 정의 오브젝트로 작성할 수 있다.

3. 불변 실행 환경(Immutable Infrastructure)
○ ○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여 컨테이너를 작성할 수 있다.
○ ○ 컨테이너를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특정 서버 환경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할

수 있다.
○ ○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컨테이너는 가상 서버보다 우수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이라고 여겨진
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2.2 가상 서버와 컨테이너의 차이점
가상 서버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형태로, 마치 한 대의 전용 서
버가 있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한 대의 머신에서도 여러 대의 가상 서버를 가동할 수
있어 하드웨어 구입이나 설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
이저(Hypervisor)라 부르며, VMware, Xen, KVM, 버추얼박스(VirtualBox), Hyper-V와 같이 상
용 제품부터 오픈 소스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한편, 컨테이너는 하나의 리눅스 프로세스가 마치 전용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은 분리
상태를 만들어 낸다. 이는 리눅스 커널의 네임스페이스와 컨트롤 그룹(cgroup)이라는 기술을 기
반으로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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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가상 서버
가상 서버 #1

가상 서버 #2

애플리케이션 A

애플리케이션 B

OS

OS

컨테이너 #1

컨테이너 #2

애플리케이션 A

애플리케이션 B

Bin / Lib

Bin / Lib

하이퍼바이저
OS

리눅스

하드웨어

하드웨어

▲▲그림 1 가상 서버와 컨테이너의 차이

컨테이너와 가상 서버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컨테이너와 가상 서버 비교
특징

가상 서버

컨테이너

이미지 크기(CentOS 7.4의 경우)

최소 1.54GB

최소 0.20GB

메모리 사용량

기본 640MB

기본 512MB

벤치 마크 성능 비교

65%(Xen HVM 가상 서버)

90%

OS 기동 시간

분 단위

초 단위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Windows나 Mac에서 컨테이너를 돌리려면 리눅스 커널을 위해 가
상 서버가 필요하다. Docker CE(Community Edition 18.06 이후)를 Mac이나 Windows에 설치
하면 각각의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LinuxKit이 기동하여, 그 위에서 컨테이너의 런타임인
containerd가 기동한다. Windows 10에서는 Hyper-V를 사용하고 Mac에서는 Hypervisor.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는 HyperKit을 사용한다. 한편, LinuxKit은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
한 경량의 리눅스 서브 시스템으로 도커(Docker), IBM, 리눅스 파운데이션(Linux Found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RM, 휴렛 패커드(Hewlett Packard), 인텔(Intel)과 같은 회사가 만
들었다[3, 4].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상의 가상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나
온프레미스의 OpenStack 위에서 많이 활용된다(그림 2). 가까운 미래에는 LinuxKit으로 표준화
된 리눅스 커널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위에서 실행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5].

40

1장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요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40

2020-09-28 오후 2:06:05

가상 서버 #2

가상 서버 #1
컨테이너 #1

컨테이너 #2

애플리케이션 A

애플리케이션 B

Bin / Lib

Bin / Lib

애플리케이션 X

리눅스

OS
하이퍼바이저
OS
하드웨어

▲▲그림 2 가상 서버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3 도커의 아키텍처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도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개발한 컨테이너는 커뮤니티가 개발한 컨테이너를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공유하기도 어렵다. 도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Build(작성), Ship(이동), Run(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커는 도커 데몬 서버와 클라이언트인 도커 커맨드, 그리고 이미지의 보관소
인 레지스트리로 구성된다[6].
클라이언트

컨테이너 호스트

레지스트리
（5）

（1）
（2）

도커 데몬

docker run appl: 1.0

（3）

（4）

리포지터리 A

컨테이너
보통 컨테이너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
설정에 따라 원격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

실행/정지
상태

이미지

이미지

리포지터리 B

로컬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C

▲▲그림 3 도커의 아키텍처

그림 3에 표시된 도커의 구성 요소를 차례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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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커 데몬
도커 데몬은 클라이언트인 도커 커맨드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도커 오브젝트인 이미지, 컨테이
너, 볼륨, 네트워크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도커 데몬은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원격 클라이언트
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7].

(2) 도커 클라이언트
도커 커맨드는 컨테이너를 조작하는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로 도커 데몬의 클라이언트
다. 도커 커맨드는 도커 API를 사용하여 도커 데몬에 요청을 보낸다. 도커 커맨드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서브 커맨드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8].
1. docker build: 베이스 이미지에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한다.
2. docker pull: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로컬에 다운로드할 때 사용한다.
3. docker run: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한다.
도커 커맨드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이미지, 네트워크, 볼륨 등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컨테이너와 이미지가 헷갈릴 수 있어 추가로 설명하겠다.
도커 커맨드 체계의 변화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의 목록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docker ps
docker container ls
전자는 예전부터 있던 서브 커맨드다. 그리고 후자는 2017년 1월에 발표된 새로운 서브 커맨드 체계로서, 도커 버
전 1.13부터 도입되었다. 새로운 서브 커맨드 체계에서는 서브 커맨드에 이어 container, image처럼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종류를 지정하고, 그 후에 동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배치하여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도 쉬워졌다. 구 서
브 커맨드 체계를 없애겠다는 발표는 없으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도 새로운 서브 커맨드 체계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타이핑해야 할 글자수가 늘어나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 한편, 쿠버네티스는 축약된 명령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daemonset은 ds라고 짧게 줄여 쓸 수 있다.
메인프레임과 같은 오랜 역사의 OS 커맨드도 이용자의 생산성을 배려하여 축약형 명령어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서브 커맨드 체계만을 다루기보다는 오래된 서브 커맨드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대신, 스텝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래된 서브 커맨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커맨드를 소개하겠다. 이후
출시될 도커의 새로운 버전에서는 축약형 커맨드가 탑재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
https://blog.docker.com/2017/01/whats-new-in-docker-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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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이미지는 읽기 전용인 컨테이너의 템플릿을 말한다[9]. 컨테이너를 기동하기 위한 실행 파일과
설정 파일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이미지에 담긴 미들웨어나 애플리케
이션이 설정에 따라 기동한다. 도커 허브에는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CI/CD 도구7인 젠킨스(Jenkins)도 도커 허브에 등록되어
있어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특별한 설치없이 젠킨스 서버를 바로 기동할 수 있다.
젠킨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옵션을 추가해야 하지만, 별다른 설정 없이 기본
설정으로 ‘docker run’을 실행하면 그림 4의 ② 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젠킨스의 컨테이
너가 실행되어 웹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다.
호스트의 로컬에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격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받아 실
행한다. 한편, 그림 4의 ① 과 같이 로컬에 이미지만을 다운로드하고 싶은 경우에는 ‘docker
pull’ 명령어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

컨테이너 호스트
도커 데몬

docker pull jenkins
①의 상태로 만든다

레지스트리

젠킨스
이미지
리포지터리 젠킨스

docker run jenkins
②의 상태로 만든다

①

②

실행 상태

젠킨스
이미지

젠킨스
컨테이너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B
리포지터리 C

▲▲그림 4 이미지의 이동과 실행

대부분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웹 서버인 Nginx의 컨테이
너는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인 데비안(Debian)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이미지를 만들 때는 기
반 이미지와 설치 스크립트 등을 Dockerfile에 기재하여 빌드한다[10,11].
그림 5는 Dockerfile에 기술한 내용에 따라 Nginx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
현한 것이다. 제일 먼저 Dockerfile은 ① ‘docker build’ 명령어를 통해 읽혀지며, ② 기반이 되
7	보충 ‘1장 1.1 쿠버네티스의 개요’ 중 보충 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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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비안 이미지가 로컬에 없으면 레지스트리로부터 다운받는다. 그리고 ③ 데비안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기동하고 ④ Nginx 패키지를 설치하고 설정 파일을 추가한 후 ⑤ 새로운 이미지
Nginx로 로컬 리포지터리에 저장한다.
클라이언트

컨테이너 호스트

①

도커 데몬

docker build ...
읽어 들이기

데비안
이미지

④ Nginx 패키지와

Nginx
컨테이너
빌드용
Dockerfile

설정 파일을 추가

③

데비안
컨테이너

⑤ 보존

레지스트리

리포지터리 데비안

②

데비안
이미지

리포지터리 B
리포지터리 C

Nginx
이미지

▲▲그림 5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순서

(4)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즉, 리눅스의 네임스페이스나 컨트롤 그룹(Cgroups)
을 통해 다른 프로세스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실행되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정지된 상태로도 관리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인스턴스’
[12]라고 할 수 있다(그림 6).
‘docker run’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는 컨테이너로 변환되어 하나의 인스턴스가 된다. 이 실행
상태의 컨테이너는 IP 주소를 가지는 하나의 독립된 서버처럼 동작한다. 컨테이너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로 온 요청은 컨테이너 내의 프로세스로 연결된다.
‘docker run’ 명령어를 실행할 때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다. 그림 6의 예에서는 웹 서버 Nginx
컨테이너에 마운트할 볼륨으로 각각 ABC와 XYZ를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통해 동작을 바꿀 수 있어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한 상황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정지하고 싶을 때는 ‘docker stop’ 혹은 ‘docker kill’ 명령어를 사용한다. 두 서브
커맨드의 차이점은 정상 종료를 기다릴지 아니면 바로 강제 종료 할지 여부다. 어느 명령어를

44

1장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요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44

2020-09-28 오후 2:06:05

사용해도 컨테이너는 정지 상태가 되지만,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지 상태인 컨테이너는
‘docker rm’에 의해 지워지기 전까지 기동했을 때의 실행 옵션과 로그들을 간직한다.
정지된 컨테이너를 다시 기동하기 위해서는 ‘docker start’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
은 정지 전에 할당되었던 IP 주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컨테이너는 기동 시에 이전 이
력과 관계없이 IP 주소가 할당된다.
이미지

실행 중 컨테이너

중지 컨테이너

IP 주소
172.17.0.2

Nginx
이미지

docker run
이미지
：Nginx
볼륨
：ABC 콘텐츠
공개 포트
：8080
컨테이너 이름：Web_ABC

docker stop/kill
Web_ABC
컨테이너

Web_ABC
컨테이너

docker start

컨테이너
삭제

docker rm

ABC
콘텐츠

IP 주소
172.17.0.3

docker run
이미지
：Nginx
볼륨
：XYZ 콘텐츠
공개 포트
：8090
컨테이너 이름：Web_XYZ

docker stop/kill
Web_XYZ
컨테이너

Web_XYZ
컨테이너

docker start

컨테이너
삭제

docker rm

XYZ
콘텐츠

▲▲그림 6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관계

(5) 도커 레지스트리
도커 레지스트리는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보관되는 곳이다[13]. 도커는 기본으로 도커 허브
(Docker Hub)에 있는 이미지를 찾도록 설정되어 있다. ‘docker run hello-world’를 실행하면

공개 레지스트리인 도커 허브에 등록된 이미지 hello-world를 다운받아서 컨테이너로서 실행
한다.
레지스트리와 리포지터리는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리기 쉽다. 레지스트리는 리포지터리를 여러
개 가지는 보관 서비스다. 그리고 리포지터리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태그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시 버전을 함께 보관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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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레지스트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레지스트리다. 도커 허브의 경우, 무료로 공개 리포지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공개 리포지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git에 있는 Dockerfile이나 소스 코드를 편집하여 푸시(push)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빌드하
고 리포지터리에 등록해 주는 자동화 서비스도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취약성을 검사하여 보
고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레지스트리도 있다. 대표적인 공개 레지스트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Docker Hub(https://hub.docker.com/)
2. Quay(https://quay.io/)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서비스다. 접근 가능한 계정을 제한하여 비공개로 운
영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레지스트리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https://aws.amazon.com/ecr/)
2.	A zure Container Registry(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containerregistry/)

3. Google Container Registry(https://cloud.google.com/container-registry/)
4. IBM Cloud Container Registry(https://www.ibm.com/cloud/container-registry)

비공개 레지스트리
회사나 팀 전용으로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책의 부록 2.4에 비
공개 레지스트리로 전용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오픈 소스로 이용할 수 있
는 레지스트리 소프트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Harbor(https://goharbor.io/)
2.	GitLab Container Registry(https://docs.gitlab.com/ee/user/project/container_registry.
html)

3. registry(https://hub.docker.com/_/registry/)

46

1장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개요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46

2020-09-28 오후 2:06:05

쿠버네티스를 코어로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들 중에는 레지스트리 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들을 활용하면 구축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4 레지스트리와 쿠버네티스의 관계
쿠버네티스에서도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아 컨테이너를 실행한다. 이를 표현한
것이 그림 7이다.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가 동작할 때까지의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ocker build로 이미지를 빌드한다.
2. docker push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한다.
3. kubectl 커맨드로 매니페스트에 기재한 오브젝트들의 생성을 요청한다.
4. 매니페스트에 기재된 리포지터리로부터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한다.
5. 컨테이너를 파드 위에서 기동한다.
이처럼 레지스트리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다.
레지스트리

ABC
이미지

컴퓨터
（컨테이너 호스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docker push

ABC
이미지
빌드용
Dockerfile

pull

ABC
컨테이너

ABC
이미지

파드
docker build

매니페스트
spec:
image=abc:1.0

kubectl create -f <매니페스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생성

▲▲그림 7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연결하는 레지스트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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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연동
쿠버네티스는 도커를 컨테이너의 런타임 환경으로 사용한다.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제일 먼
저 도커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14] 이 때문이다.
쿠버네티스와 도커의 연동을 그림 8에서 살펴보자.
도커 데몬 프로세스인 dockerd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containerd[15] 프로세스는 원래 도커 기
업이 개발하였다. 이후, 2017년 3월 런타임 표준화를 위해 도커에서부터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로 기증되어 개발되었다[16]. 이후 containerd는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업계 표준 코어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간결하고 높은 이식성을 목표로 개발되었다[17].
containerd는 Docker CE 17.3에서 버전 0.2.3이 도입되었고, Docker CE 17.12에서는 1.1이
되었다. 이를 통해 이미지 보관 및 전송, 컨테이너 실행, 볼륨과 네트워크 연결과 같은 컨테이너
의 라이프 사이클을 호스트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containerd의 버전 1.1부터는 CRI(Container Runtime Interface)[18]에 대응하여 네이티브
kubelet8도 연동할 수 있게 되었다[19].
docker run ...

kubectl ...

dockerd

kube-apiserver

도커 엔진

쿠버네티스

Image

containerd

CRI

kubelet

containerd-shim
OCI
runC

Container Runtime

▲▲그림 8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연동

8	주 ‘1장 3 쿠버네티스의 기본’ 중 표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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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d는 OCI(Open Container Initiative)의 표준 사양[20]에 준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runC[21]를 사용한다. CRI를 통해 컨테이너 실행 요청을 받으면 contianerd는 containerdshim을 만든다(shim이란 틈을 메워서 높이나 수평을 맞추기 위한 끼움쇠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containerd와 runC의 틈을 메워 준다고 볼 수 있다). runC는 컨테이너를 띄운 후 바로 종료하며, 이

어서 container-shim이 프로세스로 남게 된다[22].
이와 같이 내부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실행 환경은 도커 설치를
필수로 하지 않게 되어, 보다 심플하고 경량으로 고속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관리 서비스와 상용 제품에서도 containerd와 kubelet이
직접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BM Cloud Kubernetes Service에서도 버전 1.11
이후에는 도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23].

2.6 컨테이너를 위한 기술과 표준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기반 기술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리눅스 표준 규격과 리눅스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
도커를 사용하면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실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CentOS 7, 데비안 9, 우분투 18.04의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각 컨테이너
가 사용하는 커널의 버전은 다 다르다. CentOS 7은 3.10, 데비안 9는 4.9, 우분투 18.04는
4.15[24, 25, 26]를 사용한다. 그런데 Docker CE(버전 16.04.0-ce)에서 이들 리눅스 배포판을
실행하면 컨테이너의 커널은 4.9.93-linuxkit-aufs가 사용된다.
이처럼 리눅스 배포판과 커널 버전이 달라도 동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LBS(Linux
Base Standard)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시점에서 호환성 있는 머신 코드를 생성하도록 ISO 규

격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또한, 리눅스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로 인해 리눅스 커널의
버전이 올라가도 유저 공간에서 동작하는 바이너리(머신 코드) 레벨의 호환성은 유지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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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inux API, ABI의 유저 공간과 커널 내부[28]

리눅스 커널 기술
① 네임스페이스(Namespace)
네임스페이스는 리눅스 커널에 사용된 기술로 컨테이너가 하나의 독립된 서버와 같이 동작할
수 있게 한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특정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분리시켜 같은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29].
▼▼표 2 네임스페이스의 종류와 역할
네임스페이스

의미

역할

pid

PID: Process ID

리눅스 커널의 프로세스 ID 분리

net

NET: Networkin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ET) 관리

ipc

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

프로세스 간 통신(IPC) 접근 관리

mnt

MNT: Mount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관리

uts

UTS: Unix Timesharing System

커널과 버전 식별자 분리

② 컨트롤 그룹(cgroup)
도커는 리눅스 커널의 cgroup을 사용한다. cgroup은 프로세스별로 CPU 시간이나 메모리 사
용량과 같은 자원을 감시하고 제한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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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파일 시스템(UnionFS)
UnionFS는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투과적으로 겹쳐서, 하나의 일관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도커에서는 UnionFS의 여러 구현체(aufs, btrfs, overlay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전에는 aufs가 사용되었으나, Docker CE 버전 17.12에서는 보다
빠르게 동작하고 구조가 간단한 overlay2가 사용된다[31, 32].

OCI(Open Container Initiative)
컨테이너의 표준 사양을 책정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만들어진 단체로, 처음에는 The Open
Container Project라고 불렸다. 설립 초기에는 도커(Docker)가 사실상 컨테이너의 표준이었는
데, CoreOS가 또 다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 표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OCI의 설립에
는 도커(Docker), CoreOS, 구글(Google), IBM, 레드햇(Red Hat), AWS, VMware, HP, EMC,
Pivot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리눅스 파운데이션(Linux Foundation) 등이 주요 멤버로 참
가하였다[33].
이 단체가 2017년 7월에 발표한 OCI v1.0은 컨테이너 런타임의 표준 사양인 Runtime
Specification v1.0과 이미지 포맷의 표준 사양인 Format Specification v1.0으로 구성된다
[34]. 이에 맞춰 도커가 구현한 것이 컨테이너 런타임 runC다[35]. 한편, CoreOS의 컨테이너
런타임 rkt도 내부적으로 표준에 맞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36].

마무리
이번 절의 내용은 다음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오픈 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
며,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2.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의의로는 (1) 인프라 사용 효율 향상, (2) 빠른 기동 시간, (3) 불변
실행 환경(Immutable Infrastructure)이 있다.
3.	가상 서버와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는 (1) 경량, (2) 빠른 기동, (3) 이식성의 장점을 가진다.
4.	도커의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따르며, 서버인 도커 데몬이 클라이언트인 도
커 커맨드로부터 요청을 받아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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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레지스트리는 개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쿠버네티스에서
실행하기 위한 중간 창고와도 같은 존재다.
6.	쿠버네티스 스택은 예전부터 주로 도커를 런타임 환경으로 사용했는데, CRI(Container
Runtime Interface)로 컨테이너 실행 환경과 연동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7.	컨테이너 내의 실행파일은 리눅스의 표준 규격 LBS (Linux Base Standard)와 리눅스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에 의해 실행이 보증된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OCI(Open
Container Initiative)가 정하는 업계 표준을 지킴으로써 이식성이 확보된다.

‘2장 컨테이너 개발을 익히기 위한 5단계’에서는 쿠버네티스 이용을 위해 알아야 하는 도커의 실
전 스킬을 다룬다. 이번 절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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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해상 컨테이너가 이룩한 혁명과 IT의 컨테이너 기술 혁명
도커의 로고는 고래의 등에 선박용 컨테이너가 쌓인 모양이다.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항해하는
화물선을 연상시킨다. 도커 학습 자료를 봐도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의 사진이 자주 사용
된다. 다양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하나의 배로 옮기는 것은 실제로 도커를 사용해 다양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림 1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항해하는 화물선

역사적으로 해상 컨테이너의 등장은 국제 해상 운송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업계에 대변혁을 불
러 일으켰다. 해상 컨테이너가 있기 전에는 화물선에 담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사람들이 직접
담당했다. 화물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는 창고가 줄지어 있었고, 배가 도착하면
많은 인력이 배와 창고를 왕복하며 짐을 옮기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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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두에 늘어서 있는 창고와 짐을 내리는 모습(1920년대 호주, 애들레이드 항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화물량이 증대했고, 이에 따라 항구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이 길어져서 항구에 도착한 배가 바다 위에서 대기하
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항구와 연결된 트럭이나 철도와 같은 육상 수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당시에는 항구에서 짐을 내리는 것이 물류의 병목 구간(bottleneck)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인 트럭 업자에서 굴지의 트럭 운송 회사의 주인이 된 말콤
맥린(Malcom P. McLean)이 해상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 컨테이너선을 개발하여 시대를 바꿨
다. 그의 수송 시스템은 국제 화물의 해륙 일관 수송이라는 대변혁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유
럽과 일본의 선박 회사가 정기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사용하여 1970년대에는 세계 주요 항로의
컨테이너화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해륙 일관 수송 시스템의 발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물류 인
프라를 통해 우리들의 생활이 더욱 풍성해진 것이다.

▲▲그림 3 트럭에 실리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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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의 컨테이너는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많은 엔
지니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발전해 왔으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물
류 업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컨테이너를 통한 해륙 일관 수송이 항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여 원활한 글로벌 물류를 이뤘다.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우수한 운영 기능은 지속적
소프트웨어 개발(CI)와 서비스 운영(DevOps)에 있어 일관화된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에 크게 공
헌할 것이라 기대된다.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IT 회사들의 반응을 보면, IT 업계에서도 해
상 컨테이너가 불러온 개혁에 필적할 만한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Column 해상 컨테이너가 이룩한 혁명과 IT의 컨테이너 기술 혁명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57

57

2020-09-28 오후 2:06:06

2

장

컨테이너 개발을
익히기 위한 5단계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본문_출력용)200928.indb 105

2020-09-28 오후 2:06:10

2장에서는 컨테이너의 실전 활용법을 알아본다. 이 책은 단계적으로 이해를 높일 수 있
도록 구성했다. 익숙한 내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룸으로써 독자들
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텝 01~15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깃헙에서 구할 수 있다. 직접 돌려 보면서 학습
하면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실습하지 않아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도커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의 기초 기술이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도커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텝 03~15에서 사용하는 샘플 코드 다운로드 방법
깃헙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한다.
$ git clone https://github.com/Jpub/15_DandK
※ 위 샘플 코드는 저자가 MIT 라이선스로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에 대한 지원은 없
으며, 버그를 발견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리포지터리의 이슈(Issues)에 등록하거나 풀 리퀘스트(Pull
Requests)를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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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컨테이너 첫걸음

hello-world 컨테이너
돌려보기

도커 컨테이너에 익숙해지기 위해 먼저 간단한 도커 컨테이너를 돌려보도록 하자. 여기서 돌려볼
이미지인 hello-world는 도커 컨테이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 이미지다[1, 2].
여기서의 실습은 macOS 환경에서 진행했지만 Windows에서도 동일한 명령어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다. macOS의 터미널 대신에 Windows 10의 커맨드 프롬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셸을 사용하면 된다.
도커의 실행 환경에 대해서는 부록의 학습 환경 구축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01.1

hello-world 실행

그럼 곧 바로 컨테이너를 돌려보도록 하자. 여러분의 실습용 컴퓨터의 macOS 터미널 혹은
Windows의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docker run hello-world’를 실행하면 된다.
실행 예 1 컨테이너 hello-world 실행

$ docker run hello-world
Unable to find image 'hello-world:latest' locally
latest: Pulling from library/hello-world
d1725b59e92d: Pull complete
Digest: sha256:0add3ace90ecb4adbf7777e9aacf18357296e799f81cabc9fde470971e499788
Status: Downloaded newer image for hello-world:latest
Hello from D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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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ssage shows that your installation appears to be working correctly.
To generate this message, Docker took the following steps:
1. The Docker client contacted the Docker daemon.
2. The Docker daemon pulled the "hello-world" image from the Docker Hub(amd64).
3. The Docker daemon created a new container from that image which runs the
executable that produces the output you are currently reading.
4. The Docker daemon streamed that output to the Docker client, which sent it to your
terminal.
To try something more ambitious, you can run an Ubuntu container with:
$ docker run -it ubuntu bash
Share images, automate workflows, and more with a free Docker ID:
https://hub.docker.com/
For more examples and ideas, visit:
https://docs.docker.com/engine/userguide/

다음은 위 메시지를 번역한 내용이다. 도커 커맨드의 내부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실행 예 2 실행 예 1의 한글 번역
안녕하세요, Docker입니다.
이 메세지가 출력되었다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출력되는 메시지는 다음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1.
2.
3.
4.

도커 클라이언트가 도커 데몬에 접속합니다.
도커 데몬이 ‘hello-world’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다운받습니다(amd64).
도커 데몬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컨테이너가 현재 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도커 데몬이 출력을 도커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터미널에 전달됩니다.

더 복잡한 기능을 돌려보고 싶다면 우분투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세요.

$ docker run -it ubuntu bash
무료로 Docker ID를 만들어 이미지를 공유하고, 워크플로를 자동화하세요.

https://hub.docker.com/
다양한 예제와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docs.docker.com/engine/use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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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에 출력된 1~4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그림 1).
https://hub.docker.com/_/hello-world/

도커 리포지터리

Apps
Bin/libs

② 이미지 다운로드
① 커맨드 실행
docker run hello-world

이미지

③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프로세스 실행
Apps
Bin/libs

④ 메시지 표시

도커 엔진
리눅스
가상 머신
macOS / Windows 10

▲▲그림 1 컨테이너 실행 개요

①	터미널 혹은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docker run hello-world’를 실행하면 도커 데몬에 접

속한다. 도커의 공식 문서에서는 데몬을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책에서도 도커 엔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②	커맨드 중 ‘hello-world’는 리포지터리의 이름이다. 도커 엔진은 도커 허브의 리포지터리
https://hub.docker.com/_/hello-world/에서부터 컨테이너를 위한 이미지를 로컬에 다운

로드한다.
③	도커 엔진이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생성한다. 그러면 컨테이너상의 프로세스가 메시

지를 표준 출력에 쓰기 시작한다.
④ 도커 엔진은 컨테이너의 표준 출력을 도커 커맨드에 보내고 터미널에 표시된다.

앞의 설명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도커 고유의 용어들이 있다. 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아야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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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커의

‘이미지’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 실행 이전의 상태다. 각

이미지는 ‘리포지터리:태그’로 식별된다.
● ● 도커의

리포지터리는 이미지 보관소를 말한다. 리포지터리의 이름에 버전 등을 의미하는

태그를 붙여서 각각의 이미지를 구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태그를 생략하면 최신을 의미
하는 latest가 사용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문서 등에서는 리포지터리 대신에 레지스트리
란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 ● 레지스트리는

Windows의 설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도커에서는 리포

지터리의 집합체로서 리포지터리를 제공하는 서버를 말한다.

01.2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와 도커 커맨드

컨테이너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 그림 2는 컨테이너의 세 가지 상태와 도커 커맨드와의 관계
를 나타낸다. 커맨드에 따라 컨테이너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의 중심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컨테이너는 이미지, 실행, 정지의 세 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커 커맨드에 따라 컨테이너의 상태가 변한다.
● ● 이미지

컨테이너의 모형이 되는 것으로 실행되기 전의 상태다.

● ● 실행

컨테이너 위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 ● 정지

프로세스의 종료 코드, 로그가 보존된 채 정지한 상태다.

그림 1에 나오는 컨테이너의 열 가지 명령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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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리포지터리
레지스트리 서비스
이미지
(컨테이너의 모형)
（1） docker pull

（2） docker run
（8） docker push

로컬 리포지터리
이미지
(컨테이너의 모형)

（5） docker kill

런타임
（2） docker run

docker stop
프로세스 종료

컨테이너
(실행)

（7） docker commit
이미지 목록 출력
docker images

정지 상태
컨테이너
（정지）

（6） docker start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목록

（10） docker rmi

정지 상태를 포함한 컨테이너 목록
docker ps -a

（9） docker rm

（3） docker ps

이미지 삭제

컨테이너 삭제

（4） docker logs
로그 출력

▲▲그림 2 컨테이너의 상태 전이

(1) 이미지 다운로드(docker pull)
명령어 ‘docker pull 리포지터리명[:태그]’를 실행하면 원격의 리포지터리로부터 이미지를 다운
로드(pull)한다.
실행 예 3 이미지 다운로드 확인

## 이미지 다운로드
$ docker pull centos:7
7: Pulling from library/centos
ab5ef0e58194: Pull complete
Digest: sha256:4a701376d03f6b39b8c2a8f4a8e499441b0d567f9ab9d58e4991de4472fb813c
Status: Downloaded newer image for centos:7
## 다운로드된 이미지
$ docker images
REPOSITORY
TAG
centos
7

IMAGE ID
75835a67d134

CREATED
5 weeks ago

SIZE
2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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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도 2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진 않는다. 그 대신 개발
과 설계를 위한 실제적인 역량을 한 단계씩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3장의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PC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거나 퍼블릭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CNCF가 제공하는 미니쿠베(학
습 환경 1)를 사용한다. 이 학습 환경은 사양이 낮은 PC에서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하드웨어 장애 상황에서 쿠버네티스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 노드로 구성된 K8s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이때는 Vagrant와 버추얼박스(VirtualBox)
를 이용하여 가상 서버 위에 K8s 클러스터를 구성(학습 환경 2)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CNCF가 배포하는 쿠버네티스 바이너리를 사용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에 대
한 부담 없이 핵심이 되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쿠버네티스를 정식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액세스 정책과 자원 설정도 고려
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실습을 위해서는 PC의 가상 서버 환경으로는 충분치 않다. 퍼
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 환경 3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IBM의 IKS 또는 구글의 GKE를 사용한다. 각 학습 환경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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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쿠버네티스 첫걸음

hello-world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에서 돌려 보기

먼저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관계를 직접 체험해 보자. 여기서는 ‘스텝 01 컨테이너 첫걸음’에서
실행한 이미지 hello-world를 쿠버네티스의 커맨드 kubectl로 실행해 볼 것이다.
kubectl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K8s 클러스터 환경이 필요하다. 부록을 참고하여 실습 환경을 준비하자.
어떤 학습 환경을 선택해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스텝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낮은 사양에서도 돌아
가는 학습 환경 1을 사용하길 추천한다.

06.1

클러스터 구성 확인

먼저 K8s 클러스터의 구성을 확인해 보자. 실행 예 1에서는 ‘kubectl cluster-info’를 실행하여
마스터의 IP 주소와 내부 DNS의 엔드포인트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kubectl과 마스터가 통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때는 에러가 출력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K8s
클러스터를 구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학습 환경 1인 미니쿠베를 사용 중이라면
‘minikube delete’로 일단 삭제하고, ‘minikube start’를 실행해 보자.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
다면 ‘minikube delete’ 후에 홈디렉터리의 ‘.kube’와 ‘.minikube’를 지우고 ‘minikube start’를
실행하자. 미니쿠베 가상 머신을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학습 환경 1 ‘1.3
Vagrant의 리눅스에서 미니쿠베 사용하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minikube delete’로 삭제 후에
‘minikube start --vm-driver none’을 입력하여 재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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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예 1 K8s 클러스터 환경의 정보 출력(macOS 미니쿠베)

$ kubectl cluster-info
Kubernetes master is running at https://192.168.99.100:8443
KubeDNS is running at https://192.168.99.100:8443/api/v1/namespaces/kube-system/
services/kube-dns:dns/proxy
To further debug and diagnose cluster problems, use 'kubectl cluster-info dump'.

이어서 K8s 클러스터의 구성을 ‘kubectl get node’로 확인한다. 미니쿠베에서는 K8s 클러스터
를 제어하는 마스터 노드(이하, 마스터)와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워커 노드(이하, 노드)가
minikube란 이름의 노드 하나에 포함된다. 그래서 실행 예 2a와 같이 출력된다.
실행 예 2a 싱글 노드 K8s 클러스터에서 구성 노드 출력

$ kubectl get node
NAME
STATUS
ROLES
minikube
Ready
master

AGE
14m

VERSION
v1.14.0

멀티 노드 구성인 학습 환경 2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마스터와 2개의 노드가 표시된다.
실행 예 2b 멀티 노드 K8s 클러스터에서 노드 표시

$ kubectl get node
NAME
STATUS
master
Ready
node1
Ready
node2
Ready

ROLES
master
<none>
<none>

AGE
5m
3m
3m

VERSION
v1.14.0
v1.14.0
v1.14.0

K8s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06.2

파드 실행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최소 단위다. 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한 ‘1장 3.4
파드의 기본’에서 진행하였으니 아직 개념이 확실치 않다면 실습 전에 참고하기 바란다. 실행 예
3은 kubectl을 사용하여 hello-world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에서 돌리고 있다. 커맨드의 옵션
은 도커와 아주 다르지만,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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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예 3 쿠버네티스에서 hello-world 컨테이너 실행

$ kubectl run hello-world --image=hello-world -it --restart=Never
Hello from Docker!
This message shows that your installation appears to be working correctly.
To generate this message, Docker took the following steps:
1. The Docker client contacted the Docker daemon.
2. The Docker daemon pulled the "hello-world" image from the Docker Hub(amd64).
3. The Docker daemon created a new container from that image which runs the
executable that produces the output you are currently reading.
4. The Docker daemon streamed that output to the Docker client, which sent it to
your terminal.
To try something more ambitious, you can run an Ubuntu container with:
$ docker run -it ubuntu bash
Share images, automate workflows, and more with a free Docker ID:
https://hub.docker.com/
For more examples and ideas, visit:
https://docs.docker.com/engine/userguide/

여기서 사용된 kubectl의 옵션 (1)~(6)을 알아보자.
실행 예 4 kubectl 커맨드 설명

kubectl run hello-world --image=hello-world -it --restart=Never
(1)
(2) (3)
(4)
(5) (6)

kubectl은 K8s 클러스터에 대한 거의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어 전체 기능이 굉장히 방대하
다[1, 2]. 여기서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조작법을 알아볼 것이다. kubectl을 도커 커맨드와
비교한 참고 자료 [3]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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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ubectl 커맨드의 옵션
번호

값

해설

(1)

kubectl

K8s 클러스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커맨드

(2)

run

컨테이너 실행을 명령하는 서브 커맨드

(3)

hello-world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이름(파드나 컨트롤러 등)

(4)

--image=hello-world

(5)

-it

컨테이너의 이미지.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 단위로 컨테이너가 기동되며 리포
지터리명이 생략된 경우에는 도커 허브를 사용
도커에서의 -it와 마찬가지로, -i는 키보드를 표준 입력에 연결하고, -t는 유사
터미널과 연결하여 대화 모드 설정. 옵션 ‘--restart=Never’인 경우에만 유효
하며, 그 외에는 백그라운드로 실행

(6)

--restart=Never

이 옵션에 따라 파드의 기동 방법 변경. Never는 직접 파드가 기동되며
Always나 OnFailure는 컨트롤러를 통해 파드가 기동

실행 예 5에서는 다시 한 번 파드를 기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했다. ‘파드
(pods) hello-world가 이미 존재한다’가 에러 내용이다.
실행 예 5 같은 이름의 파드 실행 결과

$ kubectl run hello-world --image=hello-world -it --restart=Never
Error from server (AlreadyExists): pods "hello-world" already exists

원인이 무엇일지 살펴보자. 먼저 커맨드 ‘kubectl get pod’를 실행해 본다. 여기서 사용된 서브
커맨드 get은 이어서 지정하는 오브젝트(여기서는 파드)의 목록을 출력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장에서 배운 명령어 ‘docker ps -a’가 종료 상태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 목록을 출력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실행 예 6 파드 목록 출력

$ kubectl get pod
NAME
READY
hello-world
0/1

STATUS
Completed

RESTARTS
0

AGE
4m

kubectl 버전 1.10부터는 ‘-a’ 옵션을 주지 않아도 종료 상태를 포함한 모든 파드의 목록이 출력된다.

앞의 예를 보면 STATUS(상태)가 Completed(종료)라고 나오지만, hello-world라는 이름의 파
드가 아직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이 already exists라는 에러 메시지의 원인이다. ‘docker
run --name 컨테이너명’처럼 이름을 지정하여 컨테이너를 기동했을 때와 비슷하다. 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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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드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럼, 파드를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자. 실행 예 7은 파드의 이름
을 지정하여 삭제한 후, ‘kubectl run’으로 실행한 결과다.
실행 예 7 종료한 파드를 지우고 파드 재실행

$ kubectl delete pod hello-world
pod "hello-world" deleted
$ kubectl run hello-world --image=hello-world -it --restart=Never
Hello from Docker!
This message shows that your installation appears to be working correctly.
<이하 생략>

‘docker run’에서 ‘--rm’이란 옵션을 지정하면 실행 후 종료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것처럼 ‘kubectl run’에서도 마찬가지다.
실행 예 8 파드 종료 후 자동으로 삭제하는 옵션 ‘--rm’ 사용 예

$ kubectl run hello-world --image=hello-world -it --restart=Never --rm

hello-world의 메시지가 출력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https://hub.docker.com/_/hello-world/

도커 허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Apps
Bin/libs

이미지

① 커맨드 실행
kubectl run hello-world --image=
hello-world -it --restart=Never
②

③

이미지 다운로드

Apps

쿠버네티스

Bin/libs

컨테이너
프로세스로부터의 표시

컨테이너 실행 & 메시지
④

containerd
리눅스
가상 머신
macOS / Windows 10

▲▲그림 1 쿠버네티스에서 hello-world 컨테이너의 실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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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잡과 크론잡

실패 시 재실행하는 잡과 지정 시간에
기동하는 크론잡

잡 컨트롤러는 파드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재실행한다. 그리고 크
론잡은 UNIX의 크론과 같은 포맷으로 실행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다.
개시

잡 컨트롤러

開始
파드
배치 처리

최대 시행
횟수까지 반복
프로세스
Exit 코드 ≠ 0

실패 종료

프로세스
Exit 코드 ＝ 0

성공 종료

▲▲그림 1 잡 컨트롤러의 기본 동작

(1) 잡 컨트롤러의 동작과 사용 시 주의점
잡 컨트롤러(Job Controller)에서 잡(Job)이란 배치 처리라고 불리며, 한 묶음의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기능을 말한다. 보통 잡 관리 시스템은 복수의 배치 처리에 대한 스케줄 관리, 전후 처리,
병행성 등을 관리하면서 배치 처리 전체에 대한 실행을 관리한다. 한편, 쿠버네티스의 잡 컨트
롤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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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한 실행 횟수와 병행 개수에 따라 한 개 이상의 파드를 실행한다.
2.	잡은 파드 내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정상 종료 한 경우에 파드를 정상 종료 한 것으로
취급한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 중 하나라도 비정상으로 종료하면, 전부를 비정상 종료로
취급한다.
3.	잡에 기술한 파드의 실행 횟수를 전부 정상 종료 하면, 잡은 종료한다. 그리고 파드의 비
정상 종료에 따른 재실행 횟수의 상한에 도달해도 잡을 중단한다.
4. 노드 장애 등에 의해 잡의 파드가 제거된 경우, 다른 노드에서 파드를 재실행한다.
5.	잡에 의해 실행된 파드는 잡이 삭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잡을 삭제하면 모든 파드
가 삭제된다.
잡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여러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나 비정상 종료 시의 분기 등은 컨테이너 내 셸에서 제어해야
한다.
2.	파드 내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할 때 잡 컨트롤러는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가 정
상 종료 할 때까지 재실행을 반복한다.
3.	‘kubectl get pod’로 체크했을 때 STATUS가 completed이어도 파드는 비정상 종료일 수
있다.

(2) 스케줄에 따라 파드를 제어하는 크론잡
이번에는 크론잡이라 불리는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2는 크론잡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 크론잡은 지정한 시각에 잡을 만든다. 그렇게 생성된 파드의 개수가 정해진 수를 넘어서면,
가비지(Garbage) 수집 컨트롤러가 종료된 파드를 삭제한다.
크론잡은 정해진 시각에 잡을 실행한다. 따라서 크론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에 대해 알
아야 한다. 크론잡은 이번 스텝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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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반 스케줄에
따라 잡 생성

잡 관리하에서
파드 기동

크론잡
컨트롤러

잡 컨트롤러

파드
종료 후에도 보존

가비지 수집
컨트롤러

정해진 수를
초과하면 삭제

종료된
파드
종료된
파드
종료된
파드
종료된
파드

▲▲그림 2 크론잡과 잡의 관계

10.1

잡 활용 예

아직은 잡 컨트롤러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을 수도 있다. 그
래서 잡 컨트롤러를 다른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시 실행과 순차 실행
먼저 복수의 처리들 간에 순서가 없어 상호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처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잡 컨트롤러는 복수의 노드 위에서 여러 개의 파드를 동시에 실행하여 배치 처리를 빠
르게 완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량 메일 발송, 이미지·동영상·음원 파일의 변환 처리, 대량 데이터를 포함하
는 KVS형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이 있다.
한편, 파드의 동시 실행수를 늘려도 리소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어 오히려 처리가 느려지는 경
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동시 실행수를 작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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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컨트롤러

배치 처리
파드 기동

순차적으로 하나씩
파드를 기동

파드
배치 처리

동시에 여러 파드를
기동해서 병렬 처리

파드
배치 처리

파드
배치 처리

파드
배치 처리

▲▲그림 3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의 개념

(2) 파드를 실행할 노드 선택
이번에는 다양한 사양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배치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매니페스트에 CPU 아키텍처, 코어 수, 메모리 요구량, 노드 실렉터 라벨 등이 기재된다. 마스터
노드의 스케줄러는 기재된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노드를 선택해서 파드를 배치한다(그림 3).
（3） 빅데이터 처리
작업
YAML
JOB-Y
（2） 딥러닝 작업

（1） 셸 스크립트
수행 작업

메모리 요구
16G
CPU 요구
24코어
GPU

YAML
JOB-Z
JOB-X
JOB-X
메모리 요구
メモリ要求
400M
メモリ要求
128G
CPU128G
요구
CPU要求
200M
CPU要求
32コア
32コア

YAML
JOB-X
메모리 요구
128G
CPU 요구
32코어

CPU와 메모리,
GPU 등의 조건에 맞는
노드에 파드를 배치

잡 컨트롤러

4코어
메모리 8GB
표준 노드

24コア
24コア
24코어
メモリ32G
メモリ32G
메모리 32G
GPU
GPU
GPU

48コア
48코어
メモリ512G
메모리 512G

GPU 노드

고사양 노드

▲▲그림 4 파드의 요구 조건에 맞는 노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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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배치 처리 요청
그림 5는 잡과 메시지 브로커를 조합한 예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웹을 통해 배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기계 학습으로
기업 진단 리포트를 만드는 처리를 웹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림의 좌측 상단을 보면 유저가 웹으로 요청 사항을 제출한다. 그러면 잡 리퀘스터가 요청을
받아 메시지 큐에 전달하고 응답 화면을 반환한다. 잡 컨트롤러의 파드는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
배치 처리를 수행하고, 완료 통지 메일을 유저에게 보낸다.
브라우저

잡 리퀘스터

잡 요청
웹 페이지

잡 실행
대기 큐에 등록

메시지
브로커

메시지 큐

메일

완료 통지

잡
ジョブ
（파드）
（ポッド）

큐에서 읽어서 실행

결과 출력
브라우저

결과 조회

결과 조회
웹 페이지

▲▲그림 5 잡과 메시지 브로커의 조합

(4) 정기 실행 배치 처리
크론잡은 설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잡을 실행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백업이나 매시간마다 실
행되는 배치 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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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5

클러스터 가상화

K8s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RBAC과 조합하여 운영 환경 구축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K8s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법, 즉 클러스터의 가상화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절에서는 네임스페이스별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설정 정보 및 보안 정보 관
리, CPU와 메모리 제한 설정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클러스터 가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1은 물리적으로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것과 가상화를 하는 것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개의 K8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시간이 있다면 굳이 가상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나의 K8s 클러스터를 여러 개 분할해서 사용한다.
운영용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앱
네임스페이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시스템 공간 kube-system

앱 운영용
네임스페이스

앱 테스트용
네임스페이스

Node #1

Node #2

마스터

Node #1

Node #2

Node #3

테스트용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시스템 공간 kube-system
마스터

선택

앱
네임스페이스

Node #3

시스템 공간 kube-system
마스터

Node #1

Node #2

▲▲그림 1 네임스페이스에 의한 클러스터 가상화 vs 스테이지별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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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텝에서는 하나의 K8s 클러스터에 ‘운영 환경’과 ‘테스트 환경’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
를 만들 것이다. 분리된 네임스페이스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다.
1. 네임스페이스(Namespace) 작성
2. K8s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kubectl 커맨드 설정
3. 직원의 역할에 따라 액세스 권한 설정
4. 보안이 필요한 정보(Secret)를 네임스페이스에 보존하고 이용
5. 설정 파일(ConfigMap)을 네임스페이스에 보존하고 이용
6. 리소스 제약(메모리, CPU) 설정
7. 네임스페이스의 접근 제어 설정
먼저 K8s 클러스터의 가상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진행해 보자.

15.1

네임스페이스(Namespace)

K8s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데, 미니쿠베의 K8s 클러스터에서도 다
음과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진다. 여기서는 명령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 ● default

기본 네임스페이스.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사용됨

● ● kube-public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 K8s 클러스터를 위해 예약된

공간
● ● kube-system

시스템이나 애드온(add-on)이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스텝 12 스테이트풀셋’에서도 명령어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했
었다.
하지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은 ‘명령어의 적용 범위’만이
아니다. CPU 시간과 메모리 용량 등의 ‘리소스 할당’, 그리고 파드 네트워크 통신의 ‘접근 제어’
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네임스페이스는 하나의 물리적 K8s 클러스터를 가상화하여 마치 여러 개의 K8s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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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가 있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1, 2, 3]. 앞의 세 가지 구분 대상 중, 15.1에서는 ‘(1)
명령어의 적용 범위’ 구분을 설명한다. ‘(2) 리소스 할당’은 ‘15.4 시크릿 이용’에서, ‘(3) 접근 제
어’는 ‘15.7 네트워크 접근 제어(Calico)’에서 각각 다룬다.
실행 예 1과 같이 미니쿠베를 기동하고 처음으로 ‘kubectl get pod’를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표
시되지 않는다. 네임스페이스 default에 어떤 오브젝트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kubectl get pod -n kube-system’을 실행하면 쿠버네티스의 시스템 관련 파드가 나열된다.
실행 예 1 미니쿠베의 네임스페이스별 파드 확인

## (1) 네임스페이스 목록
C:\Users\Maho>kubectl get
NAME
STATUS
default
Active
kube-node-lease
Active
kube-public
Active
kube-system
Active

ns
AGE
47m
47m
47m
47m

## (2) 네임스페이스 default의 파드 목록
C:\Users\Maho>kubectl get pod
No resources found.
## (3) 네임스페이스 kube-system의 파드 목록
C:\Users\Maho>kubectl get pod -n kube-system
NAME
READY
STATUS
coredns-fb8b8dccf-5n744
1/1
Running
coredns-fb8b8dccf-v2bnq
1/1
Running
etcd-minikube
1/1
Running
kube-addon-manager-minikube
1/1
Running
kube-apiserver-minikube
1/1
Running
kube-controller-manager-minikube
1/1
Running
kube-proxy-nqfvr
1/1
Running
kube-scheduler-minikube
1/1
Running
storage-provisioner
1/1
Running

RESTARTS
1
1
0
0
0
0
0
0
0

AGE
47m
47m
46m
46m
46m
46m
47m
46m
47m

이처럼 네임스페이스는 kubectl이 적용되는 범위다.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kubectl을 사용
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default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사용된다. 한편, ‘-n
kube-system’과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의 파드가 출력된다.
그렇다면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실행 예 2에서는 prod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고 있다. 참고로 prod는 production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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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예 2 네임스페이스 작성

## 네임스페이스 목록 출력
C:\Users\Maho>kubectl get ns
NAME
STATUS
AGE
default
Active
53m
kube-node-lease
Active
53m
kube-public
Active
53m
kube-system
Active
53m
## prod라는 네임스페이스 작성(= 운영 환경;production)
C:\Users\Maho>kubectl create ns prod
namespace/prod created
## 네임스페이스 생성 확인
C:\Users\Maho>kubectl get ns
NAME
STATUS
AGE
default
Active
53m
kube-node-lease
Active
53m
kube-public
Active
53m
kube-system
Active
53m
prod
Active
18s

## <--- 추가됨

네임스페이스를 만들면 서비스 어카운트 default와 그에 대응하는 시크릿이 만들어진다. 이 네임
스페이스 prod를 만들 때 생성된 서비스 어카운트와 시크릿은 실행 예 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실행 예 3 네임스페이스와 함께 만들어지는 서비스 어카운트와 시크릿 확인

## 네임스페이스를 작성하면, 서비스 어카운트 default가 만들어짐
## prod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 어카운트 목록 확인
C:\Users\Maho>kubectl get sa -n prod
NAME
SECRETS
AGE
default
1
8m33s
## 서비스 어카운트의 시크릿도 만들어짐
C:\Users\Maho>kubectl get secret -n prod
NAME
TYPE
default-token-75f6l
kubernetes.io/service-account-token

DATA
3

AGE
8m49s

## 시크릿에는 서비스 어카운트의 토큰이 담겨 있음
C:\Users\Maho>kubectl describe secret default-token-75f6l -n prod
Name:
default-token-75f6l
Namespace:
prod
Label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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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tations:

kubernetes.io/service-account.name=default
kubernetes.io/service-account.uid=d70e0a9a-5813-11e9-90db-080027b942dc

Type: kubernetes.io/service-account-token
Data
====
ca.crt:
namespace:
token:

1066 bytes
4 bytes
eyJhbGci<생략>

## 클라이언트 인증서
## 네임스페이스명
## 서비스 어카운트의 토큰

시크릿에는 클라이언트 인증서,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서비스 어카운트의 토큰이 들어 있다. 시
크릿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의 컨테이너에 마운트되어 사용된다(실행 예 4).
실행 예 4 파드의 컨테이너에 마운트된 시크릿

## 네임스페이스 prod에 파드가 기동되면
## 서비스 어카운트의 시크릿이 자동으로 마운트되어
## 파드는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을 얻게 된다.
C:\Users\Maho>kubectl run -it test --image=ubuntu:16.04 --restart=Never --rm -n
prod /bin/bash
If you don't see a command prompt, try pressing enter.
root@test:/# df -h
Filesystem
Size
Used
Avail
Use%
Mounted on
overlay
17G
1.4G
15G
9%
/
tmpfs
64M
0
64M
0%
/dev
tmpfs
996M
0
996M
0%
/sys/fs/cgroup
/dev/sda1
17G
1.4G
15G
9%
/etc/hosts
shm
64M
0
64M
0%
/dev/shm
tmpfs
996M
12K
996M
1%
/run/secrets/kubernetes.io/serviceaccount
tmpfs
996M
0
996M
0%
/proc/acpi
tmpfs
996M
0
996M
0%
/proc/scsi
tmpfs
996M
0
996M
0%
/sys/firmware
## 시크릿이 마운트되어 있음
root@test:/# ls /run/secrets/kubernetes.io/serviceaccount/
ca.crt namespace token

하나의 K8s 클러스터에 운영 환경과 테스트용 환경을 같이 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다. 이때 하나
의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는 중복된 오브젝트의 이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니페스트를 수정
하여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각 환경별로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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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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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담았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설치 방법이나
자동 설정을 위한 파일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인 구글과 IBM의 쿠
버네티스 관리 서비스의 사용 방법도 기재했다. 학습 환경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은
CNCF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 종류의 학습 환경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학습 환경을 사용한다.
● ● 학습 환경 1

단일 노드로 쿠버네티스를 돌려 볼 수 있는 미니쿠베를 사용한다.

macOS, Windows에서 Vagrant를 사용해 우분투 가상 서버를 만들어 학습 환경
을 구축한다.
● ● 학습 환경 2

Vagrant로 여러 대의 가상 서버를 만들어 복수 노드로 구성된 쿠버

네티스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 ● 학습 환경 3

IBM Cloud Kubernetes Service(IKS)와 Google Kubernetes Engine

(GKE)

설정 자동화를 위한 코드들

부록 1.3(Vagrant의 경우), 2.1(멀티 노드 K8s), 2.2(가상 NFS 서버), 2.3(가상 GlusterFS 클러
스터), 2.4(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서는 설정 자동화 코드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Vagrant와 Ansible의 코드는 https://github.com/Jpub/15_DandK/tree/master/vagrantkubernetes, 그리고 https://github.com/Jpub/15_DandK/tree/master/vagrant-nfs에서 공

개하고 있다. 2.3의 가상 GlusterFS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하는 코드는 https://github.
com/Jpub/15_DandK/tree/master/vagrant-glusterfs에 있다. 2.4의 학습 환경은 도커 컴

포즈(Docker Compose)를 사용하며, 해당 코드는 https://github.com/Jpub/15_DandK/
tree/master/registry에 있다. 다만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의 K8s 클러스터와 연동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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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환경 1
싱글 노드 구성의
미니쿠베 설치

이 책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학습 환경 중 학습 환경 1은 미니쿠베(Minikube)를 사용해서 단일
노드로 구성된 쿠버네티스를 구축한다. 먼저 macOS와 Windows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Vagrant를 사용해서 가상 서버를 만들고 그 위에서 미니쿠베를 구축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도커를 설치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Docker Desktop for Mac과 도커 툴박스(Docker
Toolbox)를 사용한다.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CNCF가 배포하는 업스트림 코드를 사용해서 학

습 환경을 구축한다.
이 책의 기재 내용은 집필 시에는 최신의 내용이었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한
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부록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삼기 바라며, 각 소프트웨
어의 최신 정보는 웹 URL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1.1 Mac 환경
macOS에서 도커 실행 환경과 미니쿠베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구체적으로는 Docker
Desktop for Mac, 버추얼박스(VirtualBox), kubectl, 미니쿠베(Minikube), Vagrant, git을 설치
한다.

(1) Docker Desktop for Mac 설치
Docker Community Edition for Mac의 설치 안내 페이지(https://docs.docker.com/dockerfor-mac/install)를 참조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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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cker for Mac 설치 안내 페이지

다음과 같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그림 2 다운로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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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완료되면 Docker.dmg를 클릭하여 설치한다. 그림 3처럼 Docker의 아이콘을 드래
그 앤 드롭 한다.

▲▲그림 3 Mac에서의 설치 화면

▲▲그림 4 macOS에서 표시되는
Docker 아이콘

Docker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하여 도커를 기동한다. 권한 관련 메시지가 표시되면 OK를 클릭하
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한다.

▲▲그림 5 권한 확인 창

도커가 기동되면 그림 6과 같이 로그인 창이 표시된다. 여기서 로그인한다. 메뉴 중에는
Kubernetes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미니쿠베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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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커 로그인 창

이것으로 Docker Desktop for Mac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2) 버추얼박스 설치
버추얼박스(Oracle VM VirtualBox)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다기능 하이퍼바이저(가상화 소프트웨어)
로 많은 호스트 OS와 게스트 OS를 지원한다. 버추얼박스 다운로드 페이지(https://www.
virtualbox.org/wiki/Downloads/)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한다. 집필 시점의

최신 버전은 VirtualBox 6.1.6 platform packages이며, 다음 화면에서 ‘OS X hosts’ 부분을 클
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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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버추얼박스 다운로드 페이지(https://www.virtualbox.org/wiki/Downloads/）

다운로드한 dmg 파일을 더블 클릭 하여 인스톨러를 기동시킨다. 인스톨러의 안내에 따라 그림
8의 1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한다.

▲▲그림 8 버추얼박스 설치 화면

▲▲그림 9 메뉴의 버추얼박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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