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일만에 쿠버네티스
완전 정복하기
쿠버네티스가 앱 개발 시장에서 폭풍과 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글로벌 기업의 75% 이상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1 쿠버네티스가 앱 개발 및 관리 시장의 미래를 주도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쿠버네티스를 시작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가이드는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단
50일이면 여러분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애저(Azure)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비롯해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기능 및 솔루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쿠버네티스를 완전 정복하여 귀사의 앱
개발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Gartner. “컨테이너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한 6가지 모범 사례

(6 Best Practices for Creating a 
Container Platform Strategy)” 

201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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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쿠버네티스 스토리: 
동물원에 간 피피
피피와지를따라가보세요. 
피피가쿠버네티스의기초에
대해설명합니다. 6분

2~5일차
쿠버네티스 기초: 
Brendan Burns의 동영상
시리즈
쿠버네티스공동설립자인
Brendan Burns가진행하는
18개의짧은동영상을통해
쿠버네티스에대한궁금증을
해결하세요. 82분

6~15일차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핵심 개념

6개의짧은글에서인프라구성
요소나액세스와같은애저
쿠버네티스서비스의핵심
개념에대해알아보세요. 41분

16~20일차
Katacoda로 쿠버네티스
체험하기
10개의대화식 Katacoda 학습
모듈을통해쿠버네티스의핵심
툴과기능을살펴보세요. 120-190분

21~25일차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디자인
이글을통해애저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실행하기위한인프라
및 DevOps 관련고려사항에대해
알아보세요. 21분

26~27일차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AKS) 워크샵
단계적워크샵을통해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생성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구축하는등의
방법을배워보세요. 워크샵 1회

28~32일차
분산 시스템 패턴 및 방침
무료 e북을다운로드해서신뢰할
수있는분산시스템을보다쉽게
효율적으로개발하는방법을
배워보세요. 무료 e북

33~50일차
쿠버네티스 모범
운영 사례

11개글로구성된 Brendan Burns의 e북
시리즈와주제전문가가제작한 1개의웨비나를
통해설치및설정이후운영및관리에필요한
모범사례를확인하세요. 277 페이지 e북, 
시리즈 61분, 웨비나 64분

50일만에 쿠버네티스 완전 정복하기
각 풍선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단계

1일차

그림책 속 피피와 그녀의 조카 지와 함께 파드부터
배포에 이르는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보세요. 

쿠버네티스 스토리: 동물원에 간 피피

분

https://aka.ms/LearnwithPhippyKR


2단계

• • •

2~5일차

쿠버네티스 공동 설립자인 Brendan Burns가
진행하는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 쿠버네티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동영상 시리즈에서
Brendan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 
배포,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Brendan Burns의 동영상 시리즈

https://aka.ms/k8s/lightboard


2단계

• • •

컨테이너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IT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에 가볍고 변하지 않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반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브렌단과 함께 알아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6분 29초

쿠버네티스 작동 원리

Brendan이 파드, 배포, 복제 세트, 스케줄러, 부하 분산 장치 등
쿠버네티스의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릭해서 보기

5분 35초

쿠버네티스 배포 작동 원리

쿠버네티스 배포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다운타임 없이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클릭해서 보기

6분 35초

쿠버네티스를 통한 서버리스 이해하기

Brendan이 서버리스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상에서 운영하는
서버리스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클릭해서 보기

7분 54초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작동 원리

이 동영상에서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의사결정 과정에서
Predicates(Hard Constraints)와 Priorities(Soft Constraints)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릭해서 보기

7분 35초

쿠버네티스 빌드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쿠버네티스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보안 및 관련 점검과
균형이 어떤 식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클릭해서 보기

6분 25초

https://www.youtube.com/watch?v=EUitQ8DaZW8&index=2&t=0s&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
https://www.youtube.com/watch?v=daVUONZqn88&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3&t=0s
https://www.youtube.com/watch?v=mNK14yXIZF4&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xL6lixC4D8Q&index=4&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
https://www.youtube.com/watch?v=rDCWxkvPlAw&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5
https://www.youtube.com/watch?v=5irsAdKoEBU&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6


쿠버네티스시크릿
관리의이해

클릭해서 보기

5분 5초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시나리오 개요

클릭해서 보기

3분 43초

쿠버네티스와구성관리의
작동원리

클릭해서 보기

6분 53초

쿠버네티스의볼륨및
스토리지작동원리

클릭해서 보기

5분 40초

쿠버네티스의역할기반
액세스제어이해하기

클릭해서 보기

7분 14초

쿠버네티스상태유지(stateful) 
애플리케이션기초

클릭해서 보기

7분 6초

쿠버네티스대량생산화

클릭해서 보기

5분 44초

2단계

• • •

쿠버네티스서비스메시
작동원리

클릭해서 보기

6분 21초

쿠버네티스의단순한
애플리케이션관리

클릭해서 보기

5분 40초

쿠버네티스의파드및
파드수명주기작동원리

클릭해서 보기

7분 47초

쿠버네티스를위한모니터링
및경고기능시작하기

클릭해서 보기

7분 6초

어드미션컨트롤러를통한
쿠버네티스사용자정의및확장

클릭해서 보기

6분 22초

https://www.youtube.com/watch?v=KmhM33j5WYk&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zd8vYhrFXp4&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7
https://www.youtube.com/watch?v=vRcQOZLnKUk&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1
https://www.youtube.com/watch?v=inJ7YJ-jt8I&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9&t=0s
https://www.youtube.com/watch?v=G3R24JSlGjY&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2
https://www.youtube.com/watch?v=GieXzb91I40&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pg_P8T0OWpo&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3
https://www.youtube.com/watch?v=izVWk7rYqWI&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4
https://www.youtube.com/watch?v=DhvYfNMOh6A&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5
https://www.youtube.com/watch?v=wlYESb124xM&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7
https://www.youtube.com/watch?v=W7aN_z-cyUw&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6
https://www.youtube.com/watch?v=P7QAfjdbogY&list=PLLasX02E8BPCrIhFrc_ZiINhbRkYMKdPT&index=18


3단계

• • •

6~15일차

인프라 구성 요소, 액세스 및 ID,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스케일링 등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AKS)의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각
주제별 내용을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단숨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애저쿠버네티스서비스핵심개념

https://aka.ms/ko-kr/LearnAKS


3단계

• • •

액세스 및 ID 옵션

쿠버네티스 서비스 계정, 애저 액티브 디렉터리 통합,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역할 및 클러스터 역할, 역할 바인딩, 클러스터 역할
바인딩과 같은 핵심 개념을 통해 AKS에서 인증 및 허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클릭해서 보기 (한글)

4분

애플리케이션 및 클러스터 보안 개념

마스터 구성 요소 보안, 노드 보안,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보안, 쿠버네티스 시크릿 등 AKS의 애플리케이션보안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한글)

5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개념

서비스, 애저 가상 네트워크, 인그레스 컨트롤러, 네트워크 정책
등 AKS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한글)

7분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concepts-identit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concepts-securit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concepts-network


3단계

• • •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케일링 옵션

수동 스케일, HPA (Horizontal Pod Autoscaler),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ACI)와 AKS의 통합 등
AKS에서의 애플리케이션확장을 도와주는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한글)

4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옵션

볼륨, 퍼시스턴트볼륨(PV), 스토리지 클래스, 퍼시스턴트 볼륨
체인 등 AKS의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에 대한 핵심 개념을
알아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한글)

6분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concepts-scal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concepts-storage


4단계

• • •

16~20일차

Katacoda를 통한 10분간의 대화식 실무 학습
모듈에 참여하여 쿠버네티스에서 첫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세요. 이 모듈들은 YAML 정의, 네트워킹, 
시크릿,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의 기초 개념을
다룹니다.

Katacoda로 쿠버네티스 체험하기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launch-single-node-cluster


4단계

• • •

단일 노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개시합니다.

미니쿠베(Minikube)는 쿠버네티스를손쉽게 로컬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 툴은 노트북에 설치된 VM 내에서
단일 노드 쿠버네티스클러스터를 실행하여 쿠버네티스를통해
즉시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Kubect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시작하기

이 시나리오에서는 Kubectl을 사용하여 배포 및 복제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YAML 정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통해
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컨테이너를 클러스터에 빠르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YAM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배포하기

이 모듈은 이전 모듈을 바탕으로 배포 및 복제 컨트롤러를
개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모듈을 통해 YAML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과 오브젝트의배포 스케줄링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쿠버네티스로 시크릿 관리하기

쿠버네티스를사용하여 시크릿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파드에 탑재되는 시크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크릿은 아티팩트 내 저장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인프라 팀을
통해서만 관리됩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네트워킹 기초

쿠버네티스의고급 네트워킹 기능들은 파드와 서비스가 내부에서
그리고 클러스터 네트워크 외부에서 통신하도록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IP, 타깃 포트, 부하 분산 장치 등 다양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쿠버네티스에 서비스 배포하기

이 튜토리얼에서는 소스 코드에서부터실행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르기까지 쿠버네티스에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launch-single-node-cluster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kubectl-run-containers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creating-kubernetes-yaml-definitions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managing-secrets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networking-introduction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deploy-service-from-source


4단계

• • •

쿠버네티스 공인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를
수행해보세요.

클릭해서 보기

30~60분

호스트와 경로 기반 인그레스 라우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Liveness 및 Readiness 프로브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클릭해서 보기

10~15분

쿠버네티스용 Helm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레디스(Redis)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기

10분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first-steps-to-ckad-certification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create-kubernetes-ingress-routes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liveness-readiness-healthchecks
https://www.katacoda.com/courses/kubernetes/helm-package-manager


5단계

26~27일차

대부분의 마이크로서비스 배포를 위한
출발점인 기초 AKS 구성을 포함하여
AKS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DevOps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디자인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rchitecture/reference-architectures/microservices/aks


6단계

26~27일차

핸즈온 워크샵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며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AKS) 워크샵

https://aksworkshop.io/


28~32일차

신뢰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을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반복 가능한 일반
패턴 및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전략적인
이니셔티브에 집중하세요. 

분산 시스템 패턴 및 사례

7단계

https://azure.microsoft.com/en-us/resources/designing-distributed-systems/


8단계

• • •

33~50일차

설치 및 설정 이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범 사례를
확인하세요. Brendan Burns 의 새로운 e북을 읽고, 
네트워크 보안에서부터 CI/CD 파이프라인 생성에
이르기까지 실제 쿠버네티스 배포를 통해 수집되어 주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세요. 

쿠버네티스 운영 모범 사례

https://azure.microsoft.com/en-us/resources/kubernetes-up-and-running/
https://aka.ms/ko-kr/aks/bestpractices


Step 5 8단계

• • •
AKS 클러스터 앱 개발 및
디버깅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2분

AKS 기본 스케줄러 기능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5분

AKS 클러스터 격리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3분

AKS 파드 보안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10분

AKS 고급 스케줄러 기능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6분

AKS 클러스터 보안 및
업그레이드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9분

AKS 인증 및 권한 설정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5분

AKS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및 보안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3분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developer-best-practices-resource-management#develop-and-debug-applications-against-an-aks-cluster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scheduler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cluster-isolation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developer-best-practices-pod-securit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advanced-scheduler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cluster-securit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identit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container-image-management


성공적인 쿠버네티스 앱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 및 레이아웃

클릭해서 보기

63분 52초

Step 5 8단계

• • •
AKS 네트워크 연결성 및
보안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9분

AKS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10분

AKS 스토리지 및
백업 모범 사례

클릭해서 보기 (번역중)

6분

https://info.microsoft.com/ww-OnDemandRegistration-successful-kubernetes-applications-webinar.html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network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multi-region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aks/operator-best-practices-storage


아이콘을 클릭하면 학습 경로 페이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 2019 Microsoft.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문서의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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