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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글 : 매트 부처 (Matt Butcher), 카렌 추 (Karen Chu)
그림 : 베일리 베이그 (Bailey Beougher)
디자인 : 카렌 추 (Karen Chu)

‘피피와 친구들’은 매튜 부처, 카렌 추, 베일리 베이그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CC-BY 라이센스 하에서
CNCF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hippy.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피 아주머니, 저 심심해요.” 지는 소파에 기대고 누워서 피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뭐할까요?”
“동물원에 가는 건 어떨까?” 피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물원에 가자!”
“네!” 지는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신발을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동물원에서 처음 만난 동물은 여러 마리의 다람쥐들이었습니다. 파랗고 푸른 이 작은 다람쥐들은 모두 끊임없이
앞뒤로 움직이며 작은 상자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을 ‘Pods’라고 부른다.” 피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작은 컨테이너를 들고 앞뒤로
움직이지.”
“그들이 하는 일이 이게 다예요, 피피 아주머니?”
“그래. 평생 동안 Pods가 하는 일은 이게 다야.”

Pods는 Kubernetes 내부에서

포드 (Pod)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Pod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스토리지를 마운트(mount)하고,
기타 정보를 컨테이너에 피드
(feed)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

Kubernetes에서 Pods는 컨테이너의 작동을 담당합니다. 모든 Pod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해당 컨테이너의
실행을 제어합니다. 컨테이너의 수명이 다하면 Pod의 수명도 끝납니다.

피피와 지는 계속 동물원을 둘러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커다란 유리 창 너머에 있는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미어캣(meerkat) 몇 마리가 일렬로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있었습니다. “이들을 ReplicaSets라고 해.”라고
피피는 말했습니다.
지가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있는활짝 웃고 있는 얼굴의 미어캣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미어캣들은 모두 한꺼번에 바위로 뛰어올라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한 마리의 미어캣이
맨 왼쪽에 다시 나타납니다.
“한 개의 작은 복제본(replica)이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다른 복제본이 바로 위로 올라오게 되지.”라고 피피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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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레벨”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Kubernetes 사용자는 배포 및
DaemonSets와 같은 상위 레벨

동일 유형의 Pods

ReplicaSets는 Kubernetes에서

추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plicaSet는 동일하게 구성된 Pod 세트들이 원하는 갯수의 복제본에서 실행되도록 합니다. 하나의 Pod가 사라지면,
ReplicaSet는 대체할 새로운 Pod를 온라인에서 가져옵니다.

두 사람이 좀더 앞으로 이동했을 때, 지는 작은 동굴들을 무더기로 발견하였습니다. 그 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다는
것은분명했지만, 피피와 지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의 작은 움직임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Secrets가 있어.” 피피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 디코더(decoder) 안경 없이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거야.”
지는 피피가 건넨 안경을 착용한 후 얼굴을 곧 붉혔습니다. “오, 이런. 피피 아주머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라고
말하며 지는 안경을 피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Secrets는 Base 64 인코딩되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되어있지만 데이터가 Pod에
첨부될 때 자동으로 디코딩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

Secrets는 파일 또는 환경 변수로 첨부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잠금을 통해 귀사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사용자 : phippy
디코딩
패스워드 : GoLDie

Secrets는 토큰, 인증서 또는 패스워드와 같이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민감한 구성데이터를
클러스터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Secrets은 런타임에서 Pods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구아나들이 연못 인근의 큰 새총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섬이 있습니다. 이구아나
한 마리가 새총에 걸려있고 다른 이구아나들은 섬을 향해 발사하려 합니다.
“Deployments는 어떤 한 무리를 섬으로 보내. 현재 세 마리를 섬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라고 피피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이구아나가 새총에 의해 발사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섬에 미치지 못하고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연못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필요로 하는 만큼을 얻기위해 계속 시도할꺼야.”라고 피피는 말했습니다.

Deployments는 롤링
업데이트 및 롤백을
지원합니다.
롤아웃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Deployment는 일련의 Pods를 배포하고 유지 관리를 제어하는 고차원의 추상화입니다. 배후에서는 ReplicaSet를 사용하여
Pods를 계속 실행하지만, 클러스터 내에서는 일련의 Pods를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며 확장할 수 있는 정교한 로직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돌기둥들이 잔디밭 위에 서있고 각 돌기둥의 꼭대기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습니다. 지와 피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멀리 날아갑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떠나자마자 다른 독수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
는, “독수리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들은 DaemonSets야.”라고 피피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화창하든 모든 기둥을 차지하고 있지.”
“만약 새로운 기둥이 추가된다면 또다른 새로운 새가 그 위로 날아들어 그 기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 둥지에
앉는 것보다도 빠르게 말이야.”라고 피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DaemonSets에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용도 중 하나는
DaemonSet을 사용하여
각 호스트 노드(node)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
나 구성하는 것입니다
노드

노드

노드

DaemonSets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Pod 복사본이 실행될 수 있게 합니다. 클러스터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DaemonSet은 이러한 특수 레이블의 Pods를 모든 노드에 걸쳐 분산시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거대한 바위가 놓인 수족관을 보았습니다. 바위는 물 한가운데에 자리잡아
마치 양쪽을 분리하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떤 것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는 수백 마리의 작
은 물고기가 바위 중앙으로 돌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물고기는 전속력으로 바위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헤엄쳐 들어갔고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색상을 반짝이며 물고기가 바위의 반대 방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구멍
에서 나오는 대신, 물고기들은 바위 반대편 쪽의 여러 작은 구멍으로부터 나타나는 듯했습니다.
“Ingresses가 아름답구나.”라고 황홀한 듯 피피는 말했습니다.
지가 “그래요.”하고 속삭였습니다.

클러스터 간에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단일 SSL 엔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Ingress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귀사의
플랫폼에 적합하도
록 맞춤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Ingresses는 트래픽을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 내의 여러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외부 Ingress 포인트 하나가 종류가 다른 많은 내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너구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구리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지요?”
이때 갑자기 너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점프를 한 후 다시 낮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었습니다.
“이들은 CronJobs라고 한다.”라고 피피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그들은 오직 잠만 잔단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일어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
피피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또 다른 다람쥐가 벌떡 일어나 빗자루를 사용해 우리 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잠들었습니다.
“피피 아줌마, 이들을 집에 데려가서 제 방 청소를 부탁해도 될까요?”라고 지는 말했습니다. 피피는 함께 걸어가며 웃음을 짓
습니다.

오전 7시

일반적인 Cron 신택스(syntax)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취침 중

진행합니다
CronJobs는 짧은 수명의 비 서버
오후 1시 5분

(non-server)용 도구를 만들기 위한
Batch API의 일부입니다.

가동 중

수요일 오전 1시
취침 중

CronJobs은 Pods의 실행 일정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백업, 보고서 및 자동화된 테스트와 같은 정기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데 탁월합니다.

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 색 울타리가 보입니다. 그 울타리의 위에는 C-R-D라고 글자가 쓰여진
아치형 장식이 걸려 있습니다. 지는 특이하게 생긴 동물들이 울타리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의 머리를 가진 기린이 한 마리, 너구리의 귀를 가진 뱀 한 마리, 비버 꼬리가 달린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뿔이 없는 유니콘도 있습니다. 지는 이곳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피피는 말했습니다. “음…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구나.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는, “나가는 길에 쿠브 선장님 쉐이크샵에 들러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CRD는 새로운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고
Kubernetes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새 리소스 유형이 추가되면 해당

앱
정의

리소스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CRD 변경 작업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새 CRD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여 그에 따라
반응하는 사용자 맞춤형 컨트롤러를

사용자 맞춤형
컨트롤러

만드는 것입니다.

CustomResourceDefinitions (또는 CRDs)는 클러스터 운영자들과 개발자들이 그들만의 리소스 유형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