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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지속되는 갈등의 고리

개발팀 운영팀

개발, 테스트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쪽의 이슈가 재현이
안됩니다.

OS 패치나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앱이 호환
안됩니다.

버그 수정한 것 맞나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안 이슈로 OS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앱의 아키텍처는 종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

모놀리식 멀티티어 마이크로서비스

물리서버 가상서버 컨테이너

DevOpsAgileWaterfall

VM

개발방법론

APP 구조

Infra 구조

Client/Server Web APP Cloud Native APP

완전 종속 OS/환경 변수에 종속 비종속



컨테이너란?

 특성

-애플리케이션간철저하게격리된각각의환경으로구동

-VM과달리컨테이너내부에OS가 없고Host OS의커널을공유

-Host OS의환경변수와상관없이앱이구동

Host OS

APP1 APP2 APP3

Kernel of the host

Infrastructure

애플리케이션의구동에 필요한라이브러리와 환경변수들을 바이너리와함께 추상화된표준이미지로패키징한

가상화기술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특장점

• 아주작은 사이즈

• 아주빠른구동

• 매우뛰어난이식성

• 매우뛰어난호환성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대규모의 컨테이너에 대한 배포와 관리

 다중의 호스트를 클러스터로 묶어 관리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쿠버네티스로 통일

 컨테이너 스케줄링, 자동 스케일 아웃,

고가용, 롤링 업데이트, 롤백 등 다양한

관리기능 제공

 다양한 에코솔루션과 연계하여 PaaS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아코디언 v2 소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PaaS의 필수 요구 사항들

개방성 자동화민첩성표준화

•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

•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

• 플랫폼간 자유로운 이식

• 이기종 플랫폼간 확장

• 이기종 플랫폼간 CI/CD

• 표준 쿠버네티스 기반

• 표준 컨테이너 이미지로

관리

• 플랫폼간 종속성 배제

•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간

자유로운 이동성과 확장

• 신속한 배포 및 롤백

•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확장

• 다수의 클라우드로 분산

배치

• 자동 빌드

• 자동 배포

• 자동 확장

• 자동 부하분산

• 자동 장애 처리

• 자동 네트워킹



기존 PaaS의 이슈들

컨테이너화된 앱 관리 비용 증가 CI/CD 구축의 난이도 상승

멀티 클라우드간 앱 이동성 난해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증가

복잡한 MSA의 가시화된 인프라 관리



쿠버네티스를 가장 쉽게…



쿠버네티스의 난해함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관리포탈 / 빌드와 배포 / 모니터링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요소들
 잦은 버전 발행과 변화 (분기별)

 짧은 EOL (9개월)

 40~80여종의 에코 솔루션 포함한 학습과

운영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점점 증가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통합 운영 솔루션의 부재



아코디언 개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하고 자동화된 운영관리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PaaS 솔루션

 업계 표준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을 지향

 단일 콘솔로 다중의 K8S 클러스터 관리를

통한 복잡도 제거

플랫폼 관리툴

앱 카탈로그



HW와 SW 구성 개요

DEV/OPS

Work node

Master node
MASTER

K8S 클러스터의 관리를 총괄하는

호스트

INFRA NODE

부가적인 CI/CD, 로깅, 모니터링,

알람 등의 서비스 제공

WORK NODE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물리 혹은

가상 서버

POD

하나 혹은 다수의 앱 컨테이너의

집합체

REGISTRY

컨테이너화된 앱 이미지의 저장소

CONTAINER
CONTAINER
PODS

APM 
AGENT

ROUTER KUBELET

CONTAINER
CONTAINER
PODS

APM 
AGENT

ROUTER KUBELET

CONTAINER
CONTAINER
PODS

APM 
AGENT

ROUTER KUBELET

USERS

K8S CLUSTER

Infra node

KUBE-APISERVER

Logging

APM server

Prometheus

CI/CD

Container 
Registry

Work node Work node

ETCD SSO



아코디언 v2 구성 아키텍처

Bare Metal
(x86, GPU)

Data Center
(OpenStack, VMWare)

Public Cloud
(AWS,Azure,Google)

Managed K8S
(EKS, AkS, GKE )

Account/Role

Workloads

Gateway

CI/CD

Security Catalog

Monitoring

Registry

Monitoring

Event&Alert

Console

Logging

Service Mesh

Cluster Pipeline

CI/CD Workloads Applications

Helm Microservices APM & Tracing

Account Mgmt Cluster Mgmt Monitoring

Storage Mgmt Catalog Mgmt Alert Mgmt

Front end

Infrastructure

Back end
Host Cluster

Member Cluster

Accordion API

Kubernetes API

Kubectl

Admin / Cluster Developer / Users

AuditHelm Cloud

아코디언을 통해 점점 복잡해지고 급속히 증가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MSA를 위한 인프라

관리를 매우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판 올림을 통한 주요 변화와 개선

주요기능 V1 V2

아키텍처 - 3 Tier 구조 - MSA 구조로 기능 확장과 3rd party 연동이 매우 용이

컨테이너 런타임 - Docker - Containerd, CRI-O

멀티 클러스터 - Single Cluster와 분리된 별도의 GUI로 관리 - 단일 콘솔로 Single, Multi Cluster 모두 관리

멀티 클라우드 - 아코디언 클러스터만 관리 - 타 벤더의 Native K8S계열의 배포와 관리 모두 가능

인증과 인가
- 클러스터 별 권한 설정

- 아코디언 권한과 Kubectl (CLI) 권한이 다름

- 통합 권한 설정

- 아코디언 Console, CLI, Restful API 권한이 동일함.

모니터링

- Cluster 별 CPU, Memory, Disk, Network 사용률

- App 별 CPU, Memory, Disk, Network 사용률

- APM

- 전체 Cluster의 CPU, Memory, Disk, Network 사용률

- Project, Workloads별 모니터링

- 더 세밀한 APP Insight와 서비스 트랙킹

CI/CD
- 복잡한 Script 기반의 파이프라인

- 난해한 멀티클러스터 배포 구성

- Workflow기반의 GUI를 통한 배포 파이프라인 구성

- 쉬운 멀티 클러스터 배포 라이프사이클 지원

- 쉬운 배포 간 승인 파이프라인

카탈로그 - 기본 Tomcat, Wildfly 2개종 - Tomcat, Wildfly, PostgreSQL, ELK 등 다양한 카탈로그 제공

헬름 차트 - 2.0 지원, 별도 구성 - 3.0 지원 및 내장



멀티 클러스터를 가장 쉽게…



표준 K8S는 모두 모여라

 Host-Member 구조

 Single GUI

 K8S Cluster 자동 배포

 Cluster간 앱 배포

 통합 권한 설정

 통합 모니터링

아코디언

Native K8S

GKE
EKS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API Gateway

Host Cluster

API Server
Bearer 
Token

agent

Member Cluster

K8S API Server

Worker Node Worker Node

K8S API Server

agent

Worker Node Worker Node

K8S API Server

OAuth

LDAP
Active

Directory

개발, 테스트, 운영, 외부 클라우드, 분리된 네트워크 망 등에 분산 구성된 K8S 클러스터를 단일

콘솔로 관리할 수 있고 Host Cluster를 통해 K8S 클러스터를 매우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

운영계



멀티 클라우드 환경 지원

AWS, Azure, GKE, NCP, VMware등 여러 CSP들이 K8S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성과 관리 방식이

제각각 입니다. 아코디언을 통해 단일화된 메뉴로 이를 자동 배포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 배포와 관리를 가장 쉽게…



다양한 앱 이미지 번들

Middleware

Database

DevOps

Log

AI

Cache / MQ

Security

개발자 아코디언 카탈로그

개발에 필요한 환경과 앱의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100배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카탈로그에서 쉽게 앱을 배포합니다.



컨테이너 앱 패키지 관리

Accordion ClusterStable
repo

Bitnami
repo

Image Registry

내장된 Helm Chart 3.0을 통해 매우 쉽게 패키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외부 Helm Chart 또한

쉽게 등록하여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CD pipeline

Validation

Verification

Developers

DevBuild Registry

Branch

Test

Commit

Push

Build

Pull

Test

Package

Image Build

Image Push

Vulnerability

Deploy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Test

Approve

Prod

Deploy

approver

Verify

Rollback

Code Security

Code Quality

App source

내장된 CI/CD pipeline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포 템플릿 제공으로 별도의 전문 개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GUI를 통한 쉬운 pipeline 관리

GUI를 통해 복잡한 스크립트나 개발 필요없이 쉽게 work flow를 생성하고 모든 과정을 가시화 할

수 있으며, 멀티 테넌시의 지원으로 민감한 배포 과정의 전략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더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다양한 K8S 클러스터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분리된 K8S 클러스터와 CSP별로 모니터링 콘솔을 여러 개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K8S 클러스터, 

시스템, 노드, 네임스페이스,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감사 로그를 단일 콘솔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해진 애플리케이션과 MSA간 모니터링

내장된 APM을 통해 Active service, X log, TPS, 응답시간, 쓰레드 등의 더 세밀한 앱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MSA간 상관관계와 앱 간 구간별 모니터링(현재 베타)을 통해 복잡한

MSA구조의 장애와 병목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림

Cluster

이메일, SMS, 슬랙을 통해 주요 이벤트에 대한

알람 수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환경

구분 OS CPU MEMORY DISK

Master Redhat , Oracle Linux, CentOS, Ubuntu 최소 8core 최소 16GB 최소 500GB

Node(s) Redhat , Oracle Linux, CentOS, Ubuntu 최소 8core 최소 16GB 최소 300GB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