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Kubernetes Engine
기초



목차
1. Google Kubernetes Engine 소개 16:00-16:20 (20分)

2. Google Kubernetes Engine 핸즈온 16:20-17:20 (6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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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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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동작을 보증:
● 개발, 테스트, 프로덕트
● 베어메탈, VM, 클라우드

● 개발 속도 가속화:
● 애자일 개발
● 계속적인 CI/CD
● 단일 파일

● 마이크로 서비스에 최적:
● 분리성,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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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과 컨테이너 비교

VMs Containers

용도 Heavyweight Lightweight

성능 Limited performance Native performance

OS 독립된 OS를 가짐 호스트 OS와 공유

가상화 Hardware-level의 가상화 OS 레벨의 가상화

기동시간 수분 밀리 초

분리성 완전 분리 되어 있음 프로세스 레벨로 분리



컨테이너 런타임 종류

Not only 

But

opencontainers.org 가 컨테이너의   런타임의  표준화 추친



마켓 정보(2018년)

2018 Docker usage Report: https://sysdig.com/wp-content/uploads/2018/06/Docker-Usage-Infographic.pdf

이용중인 컨테이너 Runtimes

Open-Source Kubernetes 그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추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쉐어

https://sysdig.com/wp-content/uploads/2018/06/Docker-Usage-Infographic.pdf


Kubernetes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입니다.



클러스터  (Cluster)

노드 풀 (NodePool)

노드 (Node)

포트(Pod)

OS/Kernel

Docker

어플리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Kubernetes의 구성요소

Kubelet

노드 노드

노드 풀

● GKE에서는 클러스터,노드 풀, 노드를 자동 
구축해서 Google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저는 도커 이미지를 작성해서 노드의 
Pod에서 동작시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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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란?

● 복수의 노드에 대허서 컨테이너 디플로이와?
● 노드 장애가 발생 했을 경우는?
● 컨테이너 장애가 발생 했을 경우는?
●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서 관리 
(Kubernetes등)



Kubernetes에서 제공하는 것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 지정한 수만큼의 컨테이너를 상시 기동하게 제어
→ 　어떤 노드가 멈추었을 때 다른 노드에서 부족분을 기동시킴
→ 　어떤 컨테이너가 멈추었을 때 다른 노드에서 기동시킴
→ 　Pod수를 오토 스케일 제어

●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각 노드에 움직이고 있는 Pod에 대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실시

● 컨테이너간의 네트워크 관리(IP어드레스/루팅)



오토 스케일
일반적인 게임의 리퀘스트 추이

런칭

이벤트 개시



오토 스케일
이용가능한 노드에 자동 전개

resource:
name: cpu
targetAverageUtilization:65

Kubernetes
Master

scheduler

환경 = dev

Kubernetes cluster

환경 = dev 환경 = dev



Google Kubernetes Engine란

Kubernetes의 풀 매니지먼트 서비스
Google이 관리하는 Kubernetes 클러스터 제공 서비스



Google Kubernetes Engine
풀 매지니먼트 Kubernetes 서비스

빠른 개시

클러스터  콘솔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작성해서  사용가능

신뢰와 가용성

자동 복구

자동 업데이트

오트 스케일을  높은 

가용성을  보증하는  

컨트롤러고  실형

GCP와 연계

GCP의 기능이나  

서비스와  통합해서  

보다 많은 

어드벤테이지를  가질 

수 있음

Production
Ready
Kubernetes



- ID 및 액세스 관리(IAM)
Google 계정 및 역할 권한으로 클러스터의 액세스 권한을 관리합니다.

-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클러스터에 사용할 IP 주소 범위를 예약하여 Google Cloud VPN을 통해 클러스터 IP를 비공개 네트워크 
IP와 동시 사용

- 보안 및 규정 준수
7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Google보안팀이 Kubernetes Engine을 지원하고 HIPAA 및 PCI DSS 
3.1

- 통합된 로깅 및 모니터링
Stackdriver Logging와 Stackdriver Monitoring로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실행 상태 모니터링

- 리소스 제한
 각 컨테이너에 필요한 CPU 및 메모리 크기를 지정할 수 있음

- 컨테이너에  맞게 빌드된 OS
Google에서 빌드하고 관리하는 신뢰성 있는 OS인 컨테이너 최적화 OS에서 실행됨

- 비공개 Container Registry
Google Container Registry와 통합하면 손쉽게 비공개 Docker 이미지를 저장하고 액세스 할 수 있음

-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빌드
Google Cloud Build

- …..

Production
Ready
Kubernetes

Google Kubernetes Engine
풀 매지니먼트 Kubernetes 서비스



Pros

● GCP와 온프레미스를 연결하는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ev/Test/Prod등 여러 환경에서 실행 해야 하는 경우

● 인프라와 컨테이너의 강점을 최대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HTTP/S이상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될 경우
● 높은 자유도가 필요할 때

Cons

● 컨테이너를 사용해야됨

● 클러스터를 의식하면서 사용해야됨

● 쪼매 복잡

Google Kubernetes Engine의 Pros/Cons



Google Cloud Platform のコンピューティング
サービス
アプリケーション実行環境

App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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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プリ

Cloud 
Functions

コード

Cloud Run

コンテナ

Kubernetes
Engine

Conpute
Engine

コンテナ仮想サーバ

コンテナ(ロックインなし) フレームワークVM (ロックインなし)

より柔軟
より汎用的
学習コストが低い

運用が簡単
開発が用意(少ないコード )

より従量課金 (使っただけの課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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