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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IT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IT 서비스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호환성과 유연성, 즉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 발생한 ‘싸이월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의 경우 고객 데이터의 이식성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표준 정의에 따르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클라우드 이식성(Portability)이란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또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데이터나 애플리
케이션을 손쉽게 이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 비용, 시간 등의 자원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을 준용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통한 수출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시스템 다운, 데이터 소실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쉽고
효율적인 이동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클라우드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로
1) ITU-T Y.3500|ISO/IEC 17788, ISO/IEC 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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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클라우드에 Lock-in 되는 종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글로벌 ICT 미디어인 IDG가 진행한 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 조사(전 세계 500여개
기관대상)에서도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의 2위로 전체 응답의 40%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 종속성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이후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종속 문제를 경험한 많은 기업에게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들과 수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각종 데이터 구조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시행한다. 그러나 인프라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여기에 들어간 돈과 시간은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 표준을 준용하거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개발 및 운영방식 등을 도입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불리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18년 5월부터 시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GDPR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2)
또한 World Economic Forum(WEF, 세계경제포럼)3)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Action으로 “Facilitate interoperability”와 “Ensure data portability”를 언급할
정도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
에서는 상호운용성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단기 실적 창출의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2016년부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을
수행하며 협의체 운영, 시험 및 컨설팅 수행,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관련 기술 및 표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있다.

2)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KITA Market Report, 2020/6/12)
3)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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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 지원 내역
구분

설명

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 운영

2016년 발족하여 2020년 현재, 130여 산학연 기관이 참여
중이며,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최신
표준, 기술 동향 및 이슈 공유

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시험 및 컨설팅 지원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기관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시험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TTA
Verified 인증 시험 제공

ITU-T Q.4040~404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IaaS, PaaS,
IaaS/PaaS 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서비
스(TTA Verified) 제공
※ 21년에는 SaaS 시험인증까지 분야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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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4부를 발간하였으며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여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제공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내 클라우드 관련 여러 산학연 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 기구 및 오픈소스 단체에도 참여하기 시작 하였
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4).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에 근거,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의 수행
내용 중 하나로
-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을 국내외 표준을
준수하여 정의하고, 적용 분야, 분류 및 대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에게는 국내외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에게는 상호운용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제품 및 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4) 2020년 기준 오픈소스 단체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국내 회원사는 TTA를 비롯하여 아콘소
프트(주), 티맥스A&C, 삼성SDS 등 총 16개 기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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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표준 기술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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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서로 다른 인프라에 쉽게 배포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프라 간 이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가이드라인
이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
이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중 하나로 최근 클라우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하여 가이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퍼블릭,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을 구축하고 실행"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의미한다.5)
2015년에 창설된 리눅스 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운영 기구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주도하여 진행하는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컨테이너화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선언적 코드를 통해
배포되는 컨테이너(Container),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서버리스(Serverless)
기능 및 불변의 인프라(Immutable Infrastructure)와 같은 공통 기술 요소들을 포함
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인 데브옵스(DevOps),
컨테이너, CI/CD(지속 통합/배포),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MSA), 12 factors 등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5) https://en.wikipedia.org/wiki/Cloud_native_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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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은 CNCF에서 명시한 Landscape에 따라 App Definition & Development,
Orchestration & Management, Container Runtime, Provisioning, Observability &
Analysis로 구분하여 각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활용법까지 상세히 가이드 한다.
또한 위의 기술스택과 오픈소스 솔루션을 어떻게 조합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지 알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E-commerce 분야의 파일럿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상호연동이나 이식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제시한다.
본 가이드에서는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확보를 위하여 연관성이 높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서비스 정책(Policy)과 보안(Security)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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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배경과 본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2016년~2018년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II 장에서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III
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특징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IV 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술 스택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각 스택별로 상세 기술 내용 소개, 관련 솔루션 소개, 솔루션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IV 장에서 정리한 기술 스택을 적용하여 파일럿 애플리
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이드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실제로 참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전 작업
부터 아키텍쳐링, 기능 구현,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식 하는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가이드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가이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I. 개요

II.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III.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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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
․

추진 배경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 구성
가이드라인 소개(2016년~2018년)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특징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요
․ 모놀리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활용

Ⅰ. 개요

구분

IV.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V.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

설명
․
․
․
․
․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쳐
App Definition & Development
Orchestration & Management
Runtime
Provisioning
Observability and Analysis

․
․
․
․

Pilot 애플리케이션 소개
Pilot 애플리케이션 구현
Pilot 애플리케이션 실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Public 클라우드로 환경으로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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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소개(2016~2018)

○ 2016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vol.1)
◾ IaaS 관리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 표준 분야: DMTF의 CIMI, OGF의 OCCI 소개 및 활용 가이드
- 오픈소스 분야: Scalr, ManageIQ 소개 및 활용 가이드
◾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확보
- 의미 데이터 레벨(메타데이터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

○ 2017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vol.2)
◾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 확보
- 표준 분야: 가상머신(OVF) 및 컨테이너(OCI) 이식성 관련 표준 활용 가이드
◾ 데이터 이식성 확보
- 표준 분야: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OData, CDMI
소개 및 활용 가이드
- 오픈소스 분야: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ETL 도구 활용 가이드

○ 2018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vol.3)
◾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
- 표준 분야: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실행 계획에 대한 표준 TOSCA 소개 및
활용 가이드
- 오픈소스 분야: OpenStack Heat, OpenTOSCA, ARIA TOSCA 등 TOSCA
관련 오픈 소스 소개 및 활용 가이드
※ 가이드라인의 배포용 PDF 파일은 TTA SW시험인증연구소 홈페이지 (http://sw.tta.or.kr)의 알림마당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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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이드라인 대상 분야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의
대상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3> 상호운용성, 이식성 대상 범위
세부분야

설명

1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Application Interoperability)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간 또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과 이용자 시스템 간 상호작용능력

2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Management
Interoperability)

클라우드 자원(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자원 등)의
배포, 설정, 프로비져닝, 오케스트레이션,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시스템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3

데이터 이식성
(Data Portability)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데이터의 재기입 없이)
데이터를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

4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
(Virtual Machine/Container
Image Portability)

가상머신 단위의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Bundle 또는
컨테이너를 서로 다른 인프라 사이에서 재사용하도록
하는 능력

5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Application Portability)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과
非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관하여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

[그림 1-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세부분야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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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특징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측면)

표준 정의에 따르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이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이란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애플리케이션
을 이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Container
1.1.1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하 여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 해야하는
기술은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CNCF 에서도 Cloud Native Trail Map* 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Containerization 을 언급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 IV장 1.2.2 Cloud Native Trail Map 참조

컨테이너는 기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처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종속되는 항목들을 패키지로 묶어 서비스 구동을
위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가상머신은 하드웨어
자원을 하이퍼바이져라는 미들웨어를 통해 가상화시켜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반면,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수준에서 가상화를 수행하여 다수의 컨테이너를
운영체제 커널에서 직접 구동한다. 이처럼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여 훨씬
가볍고 구동이 빠르며, 운영체제 전체 부팅보다 메모리를 훨씬 적게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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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상머신 VS 컨테이너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은 운영체제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동일한 컨테이너 런타임만 사용한다면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든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이식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1.1.2 Best Practice – Docker Container
일반적으로 가상머신 체계에서 가상화를 위해 하이퍼바이져가 하는 역할을 컨테이너
체계에서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컨테이너 생성 및 실행을 위한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Docker는 최근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술이다.
Docker는 컨테이너 정보를 Dockerfile로 관리하고 이 코드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이미지의 복제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시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외에도 Docker는 이미지 버전 관리, 레이어 구조를 갖는
이미지 포맷 제공,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API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서는 컨테이너의 이식이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Docker와 같은 활용도가 높은 컨테이너 런타임을 적용하면
이식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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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SA(MicroService Architecture)
1.2.1 개요
최근까지 대부분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모놀리식(Monolithic) 아키텍쳐라고 불리는 이러한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는 개발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상세 내용은 III장 2절 모놀리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 참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대규모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규모가 커질 경우 복잡도가 증가해 코드의 분석과 통합이
어려워지고 작은 수정사항에도 전체를 빌드 배포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개선과 확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탄생한 아키텍쳐링 방법이 MSA(MicroService
Architecture)이다. MSA는 이렇게 대용량 웹서비스가 많아짐에 따라 탄생한 아키텍쳐
인데 그 근간은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에 두고 있다. SOA가 엔터
프라이즈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안된 아키텍쳐라면, MSA는 SOA 사상에 근간을 두고,
대용량 웹서비스 개발에 맞는 구조로 사상이 경량화되고 대규모 개발팀의 조직 구조에
맞도록 변형된 아키텍쳐이다.6)
MSA는 경량화되고 독립적인 여러 개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부터
빌드 배포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식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다.
또한 각각의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서로 호환성이 높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공통된 데이터 포맷이나 표준
기반의 API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높은 상호운용성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MSA 구성은 기존 모놀로식 구조와 비교해서 결코 심플하지 않다. 하나의
서비스를 잘게 쪼갬으로써, 서비스 간 복잡도가 증가 될 수 있으며, 라우터, Circuit
breaker, 각 서비스들의 관리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기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들을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면서, 고가용성, 유연한 스케일링,

6) https://bcho.tistory.com/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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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쉬운 배포 등의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 부서가 많거나 규모가 좀 있는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7)

1.2.2 Best Practice – Netflix

Netflix는 2007년 심각한 데이터베이스 손상으로 3일간 서비스 장애를 겪은 후 신뢰성
높고 수평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단순 플랫폼
이전만으로는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탈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Netflix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가용성, 유연한 스케일링, 빠르고 쉬운 배포를 위해 MSA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MSA 전환을 위한 기술들을 도입하여 무려 7년에 걸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에 성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Netflix가 경험한 노하우와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MSA 전환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Netflix OSS(Open
Source Software)는 MSA를 도입하려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
※ 추가 설명은 III장 3.3.1절 참고

7) https://bravenamme.github.io/2020/07/21/msa-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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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픈소스 생태계
1.3.1 개요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오픈소스의 도입은
표준 준용과 함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은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통해 구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픈소스들이 모여 [그림 2-3]과
같이 풍부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구현을 위한 백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

[그림 2-3] CNCF Cloud Native Landscape8)

풍부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오픈소스를 도입한다면 해당 솔루션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8) https://landscape.cnc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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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Best Practice – 쿠버네티스(Kubernetes, K8S)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중
하나로 이미 산업 표준(De-facto Standard)이라 할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이다.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환경의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를 추상화하여 하위에 어떤
클라우드가 있는지 종류에 상관없이 쿠버네티스 상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주요 클라우드 벤더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Amazon Kubernetes
Service, Google Kubernetes Engine, Azure Kubernetes Service, NCP(Naver Cloud
Platform) - Kubernetes Services 등)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환경만 지원한다면 높은 이식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쿠버네티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8년도 가이드라인 vol.3과 본 가이드라인의 IV장 3.1.2절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및 관련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솔루션
활용 방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가이드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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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아직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업들의 클라우드 성숙도 상태는 그리 높지 않지만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저비용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무제한적인
리소스를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매년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
에서는 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50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3,06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3,6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9)

클라우드를 채택하려는 조직이나 기업의 대부분의 경우가 클라우드 채택을 위해
파악해야 할 자신들의 위치나 최적화된 플랫폼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들여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번 절에서는 조직이나 기업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모델(Cloud
Native Maturity Model)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 봐야할 체크리스트 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III, IV장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특징과 기술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
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
며, 조직의 생태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은
조직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배포하고, 더 쉽게 확장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모델(Cloud Native Maturity Model, CNMM)10)
을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자.
◾ CNMM 0: On-Premise
◾ CNMM 1: Cloud-Enabled
◾ CNMM 2: Cloud-Optimized
◾ CNMM 3: Cloud-Native
9)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0-07-23-gartner-forecasts
-worldwide-public-cloud-revenue-to-grow-6point3-percent-in-2020
10) https://dzone.com/articles/a-maturity-model-for-cloud-native-software-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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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MM 0: On-Premise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조직 내부와 별도의 데이터센터 등의 장소에 보관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조직 외부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액세스하기 위해 별도의 프록시나 방화벽, 또는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최근에는 Amazon, Google, Pivotal, Microsoft 등의 기업이 제공하는
Public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를 초과하는 대역폭의 요청이나
리소스 등의 처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데이터센터를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NMM 0단계에서의 확인 내용

예

아니오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IT 자원의 가변성 및 확장성에 제약이 따른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옵션으로 인해 온프레미스에서의 인프라 운영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버 가상화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크립트와
인스톨러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
개발 환경 → 테스트 환경 → 운영 환경이 수동으로 작업되고 있다.
Puppet, Ansible, Chef와 같은 프로비저닝 도구를 이용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

2) CNMM 1: Cloud-Enabled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실행되는 환경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만된 형태이지만, 그래도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온프레미스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조직에서는 값 비싼 하드웨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지원 환경을 사용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더 이상 자체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게 구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스턴스에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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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M 1단계에서의 확인 내용

예

아니오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스토리지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을 도메인에 맞춰 서비스 개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직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Platform as a Service(PaaS) 또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CNMM 2: Cloud-Optimized
클라우드 최적화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
케이션의 형태로 다시 개발하지 않고, 더 많은 클라우드의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킨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새롭게 개발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간의 하이브리드
역할을 하게 되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고 컨테이너 가상화를 통해 운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조직이 클라우드 최적화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현 상태
에서도 충분히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 시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더 깊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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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M 2단계에서의 확인 내용

예

아니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들은 서로
간에 종속적이지 않게 설계 되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들은 상태를
갖지 않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비스의 확장(Scale-out, Scale-up)과 로드밸런서의 사용이 용이하며,
인프라스트럭처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실행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개발환경 → 테스트 환경 → 운영 환경으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가 CI/CD를 통한 파이프라인에 의해 자동화 배포되고 있다.

4) CNMM 3: Cloud-Native
조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효율성 제공, 가용성 확보, 모범 사례 마련을 위하여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되는 단계이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는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장치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게 한다.
CNMM 3단계에서의 확인 내용

예

아니오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적극 활용하며, DevOps에 필요한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서비스가 마이크로서비스화되고, 각 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변경되거나, 복구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할 수 있으며, 쉽게 이식할 수 있는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장애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컴퓨팅이나 새로운 리소스를 갖는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다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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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클라우드 성숙도 모델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모델을 통해
조직이나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포함된 내용을 충족시키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고려하기 이전에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상의 이유로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못하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표는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개념과 각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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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란, 클라우드 공간에 가상화된 공유자원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는 동적인 컴퓨팅 환경을 말하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Publilc 클라우드, Private 클라우드, Hybrid 클라우드 등의
환경으로 나뉜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가지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및 API 기반의 개발을 보다 민첩하게 처리
◾ 구현된 결과물을 지속적이고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개발 및 운영팀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 보다 발전된 모듈식 아키텍처의 구성
◾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수평적 확장 가능
◾ ‘개발 → 테스트 → 프로덕션’과 같은 여러 형태의 운영 및 테스트 환경 지원
◾ 모든 인프라에서 DevOps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제공

1.1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정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패턴의 조합이라
고 볼 수 있다. 기존 패턴을 소프트웨어 자동화(인프라 및 시스템), API 통합 및 서비스
지향의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패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화된 서비스, 분산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의해
설계하는 것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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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동향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2000년도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이 소개된 이래,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와 컨테이너 가상화를 거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발전되어 왔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11). 산업 분야의 모든 기업 및 조직들은 IT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IT 기업이 돼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기업 비즈니스의 혁신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CNCF에 의하면 2019년 신규 56개의 회원사가 합류하면서 총 회원사가 500개를
넘어섰다. 특히 2019년 11월 18일에서 2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 에이고에서
개최된 ‘큐브콘 + 클라우드네이티브콘(KubeCon + CloudNativeCon)’ 에는 1만2000여명
이상 기록적인 인원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CNCF 회원사가 증가하면서 현재 CNCF
최종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프로젝트 로드맵에 대한 피드백과 적용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CNCF 기술 리더를 위한 미래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125개 이상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CNCF는 쿠버네티스 적합성 인증 프로 그램(Certified
Kubernetes Conformance Program)을 통해 쿠버네티스 인증(Certified Kubernetes)
제품을 보유한 공급업체가 100개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인증된 공급 업체들은
적합한 쿠버네티스 배포, 호스팅 플랫폼, 인스톨러를 공급할 수 있는 입증된 조직들로,
한국에서도 아콘소프트 등이 인증을 획득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댄 콘(Dan Kohn) CNCF 총괄대표는 “CNCF의 기록적인 성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회원사는 스타트업에서 정부기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들과 포춘 50(Fortune
50)에 속하는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많은 혁신가들이 합류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에코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며, 오늘날 가장 시급한 기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사가 500개를 넘어서면서 CNCF는 중대한
이정표를 수립했으며,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IDE 툴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ubernetes를 개발한
11)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56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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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는 클라우드 코드(cloud code)라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클라우드 코드는 인텔리제이(IntelliJ) 같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
하는 통합개발환경(IDE)의 플러그인으로 동작하며, IDE 내에서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IDE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이미지 생성 및 컨테이너 레벨에서의 테스트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하면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의 API 연동이 매우
쉬워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클라우드 코드는 구글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현재 인텔리제이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S
Code)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통합개발환경인 이클립스(Eclipse)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이클립스 템페스트(Tempest)라는
Kubernetes 플랫폼에 최적화된 개발도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구글의 클라우드 코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개발도구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도커(Docker)나 Kubernetes 기반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도 한다.
템페스트에는 이클립스 자바IDE, 이클립스-체(Eclipse-che)라는 클라우드 ID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위한 플러그인이 포함되었다.
2018년에 IBM이 인수발표를 하여 관심을 끌었던 레드햇(Red Hat)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IDE인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CodeReady
Workspaces)를 발표하였는데,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는 앞서 언급한 구글의 클라우드
코드와는 달리, 단순 플러그인이 아닌 이클립스-체(eclipse-che)에 기반을 둔 완전한
IDE를 제공하며, 레드햇의 오픈시프트(OpenShift)에 최적화 되어있다. OpenShift는
기업용 Kubernete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초기단계 부터 Kubernetes에
최적화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전에는 Kubernetes에 기반을 둔 최종 테스트를
별도로 프로덕션 서버에서 진행을 해야 했다면, OpenShift 상에서 코드레디 워크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개발과 테스트 단계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한다.

28

Ⅲ.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

1.3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PC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VMWare12)에서는 DevOps, CI/CD,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기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4가지 주요 기술13)
이라고 소개 하였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조직 내 인력과 이들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DevOps를 도입하여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발팀과 운영팀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1]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면 이상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각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규모 릴리스 및 업데이트가 아닌
수많은 마이크로서비스가 탄력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컬렉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릴리스 및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아키텍처의 모듈의 독립성, 탄력적인 결합
그리고 독립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되며, 서비스간에 또는 다른 애플리
케이션 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나 메시지 큐잉(Message Queuing) 방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메쉬 레이어(Service Mesh
Layer)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12) https://www.vmware.com/kr.html
13) https://tanzu.vmware.com/cloud-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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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2 Factors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12 Factors라는 개발 방법론이 자주
언급된다. 12 Factors14)란,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회사인 헤로쿠(Heroku)라는 기업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확장 등을
관찰하고, 개발 엔지니어와 개발 회사로부터의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발
방법론이자 안내서이다. 12 Factors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큐, 메모리 캐시 등과 같은 Back- end 서비스와 다양한
인프라와의 조합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12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12 Factors에서 제시하는 12가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코드 베이스(One Codebase, One Application): 버전 관리되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와 다양한 배포
2) 종속성(Dependency Management):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분리된 종속성
3) 설정(Configuration, Credentials): 배포 환경에 저장되는 설정
4) Back-end 서비스(Backing Services): Back-end 서비스를 연결된 리소스의
형태로 취급
5) 빌드, 릴리즈, 실행(Design, Build, Release, Run): 철저하게 분리된 빌드, 배포,
운영 단계
6) 무상태 프로세스(Stateless Processes):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무상태 프로세스로 실행
7) 포트 바인딩(Port Binding): 포트 바인딩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공개
8) 동시성(Concurrency):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한 동시성 제공
9) 폐기 가능(Disposability): 프로세스의 빠른 시작과 종료를 통한 안정성 극대화
10) 개발, 프로덕션 환경 일치(Environment Parity):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
11) 로그(Logs):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취급
12) 관리 프로세스(Administrative Processes): 관리와 유지 보수에 관련된 작업을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

14) https://12factor.ne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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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5 Factors
2016년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 피보탈(Pivotal)의 엔지니어인 케빈 호프만(Kevin
Hoffman)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헤로쿠의 12 Factors
에 3가지의 요소를 추가하였다15).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API 우선(API First): API 설계를 우선하여,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설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의도와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API 설계로 Web이나 모바일
뿐만 아니라 API를 이용하려는 다른 서비스간에도 커뮤니케이션 가능
14) 관측(Telemetry):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초당
HTTP 요청의 평균 개수 등과 같이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예측 분석을 위해
이벤트 및 데이터 수집
15) 인증과 권한(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에 대한
모든 요청에 대해 누가 요청을하고 있는지, 해당 사용자가 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
케빈 호프만은 3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기존 12 Factors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 코드 베이스(One Codebase, One Application)
2) API 우선(API First)
3) 종속성(Dependency Management)
4) 빌드, 릴리스, 실행(Design, Build, Release, Run)
5) 설정(Configuration, Credentials)
6) 로그(Logs)
7) 폐기 가능(Disposability)
8) 벡엔드 서비스(Backing Services)
9) 개발, 프로덕션 환경 일치(Environment Parity)
10) 관리 프로세스(Administrative Processes)
11) 포트 바인딩(Port Binding)
12) 무상태 프로세스(Stateless pProcesses)
13) 동시성(Concurrency)
14) 관측(Telemetry)
15) 인증과 권한(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15) https://www.cdta.org/sites/default/files/awards/beyond_the_12 factor_app_pivo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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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놀리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

위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내용이 개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되어,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인 모놀리스 아키텍처(Monolith Architecture)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3-2] 모놀리스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차이16)

2.1 모놀리스 아키텍처
모놀리스 아키텍처에 의해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으로 진행되는 폭포수(waterfall) 개발 방식으로 구축된다.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요 부분으
로 구성되었다.
16) https://martinfowler.com/articles/micro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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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사이드 UI(Front-end): HTML 페이지와 사용자 단말기의 브라우저
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 데이터베이스(Database):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의해 도출된
도메인에 의해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
◾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Server side application, Back-end):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며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 UI에게 결과 값이나 뷰(View) 페이지를 전달(예,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경우에 HTML 페이지를 위한 뷰 생성)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주요 부분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한 것을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 즉, 클라이언트 측의 UI와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을 처리하는 로직을 하나의 구조에 포함하여 작성된 애플리
케이션을 말한다.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 최종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게 된다. 이러한 배포 과정은 배포 파이프라인(Deploy Pipeline)을 통해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며, 여러 인스턴스들 앞에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를 두어 사용자의
요청을 분산 처리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간에 긴밀하게 결합(coupling)되어 개발
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 코드 및
기타 구성 요소들이 기술 환경에 상관없이 결합되어, 대규모의 다목적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축되었다.
모놀리스 아키텍처로 구현된 단일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작은 부분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빌드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화된 모듈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특정한 모듈의 변경하려고 해도, 관련이 없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배포 해야 한다. 또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최대 용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미리 결정되어 준비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스케일링(Scaling)
작업에서도, 필요한 부분만큼의 자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확장(Scale up)을
통해 서버의 하드웨어 용량을 높이는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33

2.2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조합하고 설계하는 개발 방법을 말한다. 마이크로서비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와 마틴 파울러(Martin Fowler)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로 실행되고 HTTP 리소스 API와 같은 경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완전히 자동화된 배포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중앙 집중식 관리를
최소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고 다른 데이터 저장 기술을
사용한다.”17)
위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 적절하게 나뉜 작은 서비스
◾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운영
◾ 비즈니스 중심으로 구축되고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
◾ 중앙 집중 관리의 최소화
◾ 다른 언어와 다른 데이터 저장 기술로 작성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군의
조합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말하며, 개별 서비스는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실행되며,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리소스(Resource) API 등을 통해 통신하게 된다. 서비스는
비즈니스 수행 능력에 맞게 구분되며, 자동화된 매커니즘을 통해 관리된다. 최소의
중앙 통제적인 관리를 받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데이터 저장 기술을 통해 개발될 수도 있다.

17) https://martinfowler.com/articles/micro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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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활용

3.1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
일반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된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서비스마다 고유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다. 각 마이크로서비스가 가지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가 선택되고, 다른 마이크로서비스가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와 스토리지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간의 통신과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하기 위해서는 직접 엑세스하는 방식이 아닌 공개 API를 이용
하여 통신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리된 프로세스: 개별 마이크로서비스는 별도의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되어,
서비스간의 의존성을 작게 할 수 있다.
◾ API 통신: 마이크로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각 마이크로서비스 간의 통신은 API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 독립적인 배포: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개발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서비스의 규모를 작게 하여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여 개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신규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모놀리스 아키텍처 스타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는, 초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모듈화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문제 및 개선점이
요구될 때 해당 모듈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도메인 모델에 따라, 설계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도메인 설계와 서비스 경계를 구분해야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구성을
해야

한다.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단점이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기존의 단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문제점 해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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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의 개선 및 이슈 등에 따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새로운 개발 아키텍처로써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3.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 사항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을 어떻게 분할하고 어떤 마이크로서비스
에 할당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각 기능을 너무 세밀하게
분할하면 시스템의 오버헤드가 커지고, 반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너무 크게 분할하면
마이크로서비스의 장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 서비스에 대해 감시/모니터링
해야 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늘어나게 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과정은 기업이나 조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애자일 개발 방식이나 IT 자동화를 지원하는 툴을 도입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되고, 서비스 접근 방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애플리케이션 설계: 구축하려는 서비스들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경계 설정과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른 설계
2) API 설계: 표준화된 방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방식에 대한
설계
3) 운영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로그 및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관리
4) DevOps: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자동화
빌드와 배포
5) 테스트: 품질 보증을 위한 테스트

3.2.1 애플리케이션 설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다. 사용자(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빠르게 제공하고 고객의 에러 및 이슈에 대해 수정해야하고, 이를 다시 시스템
에 반영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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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 업체인 Netflix와
E-commerce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아마존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발 방법으로 대표될 수 있다. 마이크로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하는 서비스의 구조와 경계를 변경하여 개발 뿐만 아니라, 통합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실행 가능한 배포 모델의 단위를 작게 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커다란 단일 실행 파일 대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서비스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가 단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적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뉜 각 기능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고 배포함으로써,
기존의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마이크로서비스의 실행 파일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포함된 기능을 적합한 스케줄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마이크로서비스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기능(예: 전자 상거래 에서
사용자 프로모션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변경하고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서비스 방식의 개발 방식에서는 전체적인
오버 헤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 대한 배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게 되면 특정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만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시간과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검증에
관해서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만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가 간소화되어, 더
자주 테스트하고, 더 자주 개선되고, 더 자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기능을
개별 서비스로 분할하는 방법(하향식)과 여러 개의 개별 마이크로서비스를 연결하여
완성된 서비스가 하나의 완전한 애플리케이션처럼 사용되는 방법(상향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세분화된 마이크로서비스는 빠른 기능 반복 및 통합에 필요한 노력을 감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관리의 복잡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대로, 단순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단순화할 수는 있지만, 집계나 상태 확인을 위해 여러 서비스간에 통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마이크로서비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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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분할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위한
독립적인 마이크로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 및
권한에 관련된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이지만,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자체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축하는 것이
좋다.

3.2.2 API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경계로 구분된 각각의 서비스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은 아키텍처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 중 한가지이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또 다른 마이크로서비스나 브라우저, 스마트 디바이스와 같은
장치일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으로는 XML과 JSON이
있으며, 이러한 포맷을 사용하는 RESTful API는 서비스간의 통신을 위해 가장
일반적인 사용되는 통신 방식이다.
개념적으로 API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 API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연결
메커니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 API 버전 관리
◾ 서비스 제한
◾ Circuit Breaker
◾ 데이터 캐싱

3.2.3 운영 설계
기존 환경의 시스템 운영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코드 릴리스를 실제 운영
환경(프로덕션)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오버 헤드이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발, 테스트, 운영 등으로 실행환경이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코드의 변경
사항도 서비스 단위로 분리되어 개발되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위한
빌드를 위해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코드 변경을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프로세스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에는 각 마이크로서비스마다 기능에 대한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기능을 완전하게 종료하지 않더라도, 다른 마이크로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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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여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 코드를 실행한 다음, 새로운 기능을
점차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일부 마이크로서비스만을 종료할 수 있다. 전체
마이크로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에는 IT 조직이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애플리
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전체 애플리케이션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실행 파일이 실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은 더 많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운영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모니터링 도구가 준비되어
야 한다.

3.2.4 데브옵스(DevOps)
오늘날의 IT 시스템은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축, QA, 운영 등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각 수명주기를 책임지는 조직이나 팀 등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대부분의 IT
조직에서는 각 팀들 간에 내부 최적화에 중점을 둔 고유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전달되면, 각 팀은 새로운 실행 환경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결과물)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작업의 결과물을 전달 받은 조직에서 기존에 추가된 작업에 대해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IT 구조는 빠른 배포 및 빈번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IT 서비스의
생태계에서 매우 긴 배포 시간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이나
시스템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DevOps는 이러한 IT 팀 간의 장벽을 없애려는 시도이며,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대체하여 업무 개선 및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론이다. DevOps에서의
목표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과 코드를 프로덕션에 배치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DevOps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각 작업의 소요 시간을 식별하여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과 특정한 작업이나 그룹에서 작업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파악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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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테스트
대부분의 IT 조직에서의 검증과 테스트 작업은 담당하는 QA 그룹은 직원 수가 적거나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작업도 부분적이고 수동적인 기능 테스트 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IT조직은 배포 직전까지 QA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재작업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이러한 방식은 비즈니스를 기능을 지원하는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에는 수용될
수 있지만 완전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허락 될 수 없다.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은 나중에 해야할 일로 미루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QA
테스트는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이어야 하며 프로세스가 초기에 수행되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애플리케이션의 패닉 상태나 애플리케이션 중단을
유발하기 전에 식별하여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수명주기
초기에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개발하는 TDD(Test Driven Development, 테스트 주도
개발)를 도입하기도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각 기능들의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개발 책임은 새로운 기능을 작성하는
개발자가 처리해야 하며, 새 코드가 개발 완료 되는 즉시 테스트 코드가 호출될 수 있는
자동화된 테스트 실행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개발자가 코드를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체크인 할 때, 코드 저장소에는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 부분과 관련된 모든 기능 테스트를
자동으로 시작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능 테스트가 개발자 중심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QA 그룹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다.
◾ 통합 테스트(Integration Test): 애플리케이션의 종단 간 테스트를 처리하며,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부분을 테스트한다. 통합 테스트는 새로운 기능이 구현 될
때 새로운 코드가 실수로 기존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검증해 주며, 초기 코드
체크인시 이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프로덕션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통합 테스트 환경을 구현하려면 자동화된 테스트 기능, 전용 테스트 리소스
및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 고객 테스트(User Accepted Test):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자의 환경을 중심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IT 조직은 테스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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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충분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하려 하지만,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많은 테스트를
지원하고, 충분한 리소스를 포함하는 테스트 전용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 성능/부하 테스트(Stress Test):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불규칙적인 트래픽에 대해 리소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일부 기능은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이 탄력적인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트래픽에 대한 문제는
자동스케일링(Auto Scaling) 기능으로 리소스의 확장 및 축소에 대한 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야하고, 탄력적인 리소스 제공에 대한 성능 및 부하(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애플리케이션의 장애 또는 성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3.3 활용사례
3.3.1 Netflix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사례로 Netflix를
들 수 있다. Netflix는 2008년 데이터센터의 장애로 인해 DVD 판매에 차질이 생기자,
자사의 서비스를 수백 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쪼개어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Internal API를 기반으로 가벼운 REST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서비스 통신을하고
있으며, Netflix Internal Web Service Framework(NIWS)와 다양한 서비스를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Eureka, 서비스 간 유연한 소통을 위한 Ribbon 등의 클라우드 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십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18)를 공개하고 있다.

18) https://netflix.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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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etflix의 배포 아키텍처 구성도19)

Netflix는 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자동 스케일링, CI/CD의 적극적인
도입 등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다.

3.3.2 쿠팡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쿠팡도 서비스 초기에는 한 개 서비스 안에
모든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으나, 서비스의 성장세에 맞춰
유연성과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20) 쿠팡의 테크 팀은 기존의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해 Java 언어 기반의 Vitamin Framework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도메인 단위의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배포 및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메시지
큐잉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와의 연동 또한 수행하였다고 한다.
쿠팡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 덕분에, 2017년 AWS 서버 전환 시에도 단 3
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 없이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21)

19) https://netflixtechblog.com/announcing-ribbon-tying-the-netflix-mid-tier-services-together-a89346910a62
20) https://medium.com/coupang-tech
21) https://zdnet.co.kr/view/?no=20170810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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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쿠팡 Vitamin Framework

3.3.3 그 외 사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대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 Nike’s Journey into Microservices22)
◾ Verizon, Pure Play Video OTT-A MicroService Architecture23)
◾ 삼성전자 IoT 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 구축24)

22) https://www.mixcloud.com/awsreinvent2014/arc308-nikes-journey-into-microservices-awsreinvent-2014/
23) https://www.verizondigitalmedia.com/white-paper/delivering-the-future-of-live-sports/
?creative=428312811722&keyword=%2Bott%20%2Bvideo&matchtype=b&network=g&device=c&_bt=428312811722&_
bk=%2Bott%20%2Bvideo&_bm=b&_bn=g&_bg=100682829798&gclid=CjwKCAiA-f78BRBbEiwATKRRBNp7Jj-999UCo
zoVmObKuIH1uEcJIyHnQmFfxn7m53hz-7tJi78dSBoCZ04QAvD_BwE
24) http://www.kosta.or.kr/mail/2016/download/architect/Track%201-6_Impactline_hgyu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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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1.1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기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통틀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 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위한 설계나 계획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 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컨테이너, 서비스 메쉬(Service Mesh), 마이크로
서비스(MicroService),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쳐(Immutable Infrastructure), 선언적 API
(Declarative API) 등이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이용해 서비스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은 리소스의 사용, 회복성, 관리능력 및 느슨하게 연결된 모듈 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인프라의 구성으로 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
사항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자주 배포할 수 있다.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 하였다.
◾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에 의해 분리된 단위로 실행
◾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는 리소스 사용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세스에 의해 동적으로 관리
◾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마이크로서비스)는 명시적으로 기술된 종속적인 각
항목들과 느슨하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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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기술 스택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술 스택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개발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모니터링 기술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상에 배포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더 자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NCF의 TOC(Technical
Oversight Committee) 대표인 Ken Owens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기술
스택들 간의 호환성과 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25)

[그림 4-1]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

1) Application Definition/Development: 컨테이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설정, 도구,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도구 등
2) Orchestration & Management: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 Docker
Swarm 등) 도구를 활용한 컨테이너 배포, Logging & Monitoring, Service
Discovery 등
3) Runtime: 컨테이너 실행 표준(OCI), 컨테이너 네트워킹(Container Networking
Interface Project), Storage(Volume Driver) 등
4) Provisioning: 컨테이너 환경을 고려한 DevOps의 배포 도구와 프로비저닝 등
5) Infrastructure: Bare Metal, Public Cloud 환경에서의 호환성을 유지
위에서 설명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제일 먼저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실행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개발한 다음,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에 의해
배포하고 관리 도구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설계 → 개발 → 컨테이너에 배포 → 관리
25) https://www.cncf.io/blog/2017/05/15/developing-cloud-native-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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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Cloud Native Landscape26)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실현하기 위한 Open Source Service(이하 OSS)나 서비스 기술 목록인 Cloud Native
Landscape와 단계별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을 위한 Cloud Native TrailMap27)를
공개하였다.
Cloud Native Landscape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위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다.28)
◾ Application Definition and Development
- Database
- Streaming & Messaging
- Application Definition & Image Build
- Continuous Integration & Delivery
◾ Orchestration & Management
- Scheduling & Orchestration
- Coordination & Service Discovery
- Remote Procedure Call
- Service Proxy
- API Gateway
- Service Mesh
◾ Runtime
- Cloud Native Storage
- Container Runtime
- Cloud Native Network
◾ Provisioning
- Automation & Configuration
- Container Registry
- Security & Compliance

26) https://landscape.cncf.io/
27) https://github.com/cncf/landscape/blob/master/README.md#cloud-native-landscape
28) Cloud Native Landscape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컨테이너 기술과 데브옵스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Platform이나 관리를 위한 Observability 도구들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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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Management
◾ Platform
- CloudFoundry
- OpenShift
- RANCHER
◾ Observability and Analysis
- Monitoring: Prometheus
- Logging: Fluentd
- Tracing: JAEGER
- Chaos Engineering: Gremlin

[그림 4-2] Cloud Nativ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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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Cloud Native Trail Map
Cloud Native TrailMap에서는 Cloud Native Landscape 프로젝트의 수많은 기술
스택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개발, 운영에
권장되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4-3] Cloud Native TrailMap

50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1) Containerization
- 일반적으로 Docker 컨테이너로 수행
- 다양한 크기의 애플리케이션과 종속성에 관련된 내용을 컨테이너화
- 애플리케이션을 단계별로 분할에 적합한 부분부터 분할하면서 Microservice로
전환
2) CI/CD
- CI/CD(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를 설정하여 소스 코드를
변경하면 새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및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되어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배포되도록 구성
- 롤아웃, 롤백 및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설정
3) Orchestration & Application Definition
- Docker 컨테이너의 표준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Kubernetes 사용
- Kubernetes를 이용하여 배포할 호스팅 플랫폼 또는 설치 프로그램을 선택
- Kubernetes에서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정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구
(Helm Chart 등) 사용 가능
4) Observability & Analysis
- 모니터링, 로깅 및 추적을 위한 솔루션
- CNCF 프로젝트에서 Prometheus(모니터링), Fluentd(로깅) 및 Jaeger(추적) 제공
5) Service Proxy, Discovery & Mesh
- 서비스 검색과 상태 확인, 라우팅 및 로드 밸런싱
-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 간 데이터통신을 위한 아키텍처를 지원
6) Networking, Policy & Security
- 보다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Calico, Flannel 또는 Weave Net과 같은
CNI(Container Network Interface) 호환 네트워크 프로젝트 사용
- CNCF 프로젝트 중 권한 부여 및 승인 제어에서 데이터 필터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 정책엔진을 위해 OPA(Open Policy Agent)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상 탐지를 위한 Falco 서비스 사용 가능
7) Distributed Database & Storage
- 단일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보다 탄력성 있고 확장성이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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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rnetes에서는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로 Rook과 같은 스토리지 솔루션
세트 사용
8) Stream & Messaging
- JSON-REST 방식 보다 더 높은 호환성이나 성능이 필요한 경우 범용 RPC
프레임워크인 gRPC 또는 NATS를 사용
- CNCF 프로젝트의 NATS는 요청/응답, 게시/구독 및 부하 분산 대기열을
포함하는 다중 모달 메시징 시스템을 제공
9) Container Registry & Runtime
- 컨테이너 생성을 위한 이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레포지토리의 모음
- CNCF 프로젝트에서 OCI 스펙을 따르는 containerd 및 CRI-O 사용 가능
10) Software Distribution
- 안전한 소프트웨어 배포
- CNCF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프레임워크인 Notary 사용 가능

1.2.3 Cloud Native TrailMap의 적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반드시 Cloud Native TrailMap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으로, 각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벤더들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구현할 수 있다. 특히, Cloud Native TrailMap의 3단계
이후부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작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에 Observability나 Service Mesh와 같은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서 Cloud Native TrailMap 자체는 매우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한 가지 기술이나 솔루션을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개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기술 스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CNCF가 제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OSS나 서비스
기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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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 Definition & Development

App Definition & Development란 Cloud Native Application 구축과정에서 Backend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말한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환경
또는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위한 설정 작업 및 자동화 작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스토리지 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2.1 Database
2.1.1 기술 개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NoSQL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서 일반적으로 구현 되는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29)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빌드되고,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고, 다른 방식으로 액세스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수십 년 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저장 기술 중 하나로써,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라는 저장소를 제공한다.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실행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며, ACID
(Atomicity 원자성, Consistency 일관성, Isolation 독립성, Durability 지속성) 이라는
성질을 통해 트랜잭션의 실행을 보장한다.
이에 반해,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로써,
빅데이터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발생하였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쓰기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NoSQL 노드의 데이터 변경 내용을 다른 노드로 업데이트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NoSQL은 높은 가용성과 대규모 확장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중요시 되지
않는 비즈니스에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NoSQL을
29) https://docs.microsoft.com/ko-kr/dotnet/architecture/cloud-native/relational-vs-nosql-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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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관성을 위해 Sagas, CQRS 및 비동기 메시징과 같은 기술과
패턴을 구현하여 개발자가 직접 일관성 처리 작업을 처리하기도 한다.

2.1.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NoSQL 선택 시 고려 사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는 특정 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NoSQL 데이터 저장소 둘 다를 구현할 수 있다.
<표 4-1> NoSQL vs 관계형 DB
NoSQL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규모의 작업 부하를 필요로 하는 많은 볼륨
작업

작업 볼륨이 일관적이며 중간에서 대규모로
확장되어야 함

작업에 ACID 보장이 필요하지 않음

ACID를 보장

데이터는 동적이며 자주 변경

데이터는 예측 가능하고 매우 구조화

관계 설정 없이 데이터 표현 가능

데이터는 관계형으로 가장 잘 표현

빠른 쓰기 및 쓰기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음

안전한 쓰기 작업이 최우선 요구 사항

데이터 검색이 간단

복잡한 질의 및 보고서를 사용하여 작업

데이터는 지리적으로 분산 저장

사용자의 중앙 집중화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포

응용 프로그램이 대규모의 최신 하드웨어에
배포

2.1.3 NewSQL 데이터베이스
NewSQL란 NoSQL의 분산 확장성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ACID 보증을 결합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NewSQL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트랜잭션 지원 및
ACID 규정에 따라 분산된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합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대규모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의 처리
문제는 개발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개발자는 일관성 없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내에서 프로그램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CNCF는 다음과 같은 NewSQL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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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NewSQL 프로젝트 종류
Project

특징

Cockroach DB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ACID 규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클러스터에 새 노드를 추가하고 Cockroach DB는 인스턴스 및 지역 간에
데이터를 분산해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본을 만들고,
관리하고, 배포하게 된다. 오픈소스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TiDB

HTAP(하이브리드 트랜잭션 및 분석 처리)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기능은 MySQL과 호환되며 수평 확장성, 강력한
일관성 및 고가용성을 제공한다. TiDB는 MySQL 서버처럼 작동하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코드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MyS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YugabyteDB

고성능 분산 SQL 데이터베이스로써, 짧은 대기 시간, 오류에 대한 복원력
및 글로벌 데이터 배포를 지원한다. NoSQL인 Cassandra나 RDBMS의
PostgreSQL과 호환되며, 인터넷 규모 OLTP 워크로드를 처리 한다.

Vitess

YouTube에서 개발된 Vitess는 2011년부터 모든 YouTube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다. Vitess는 MySQL 인스턴스의 규모가 많은
클러스터를 배포, 확장 및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써,
Public 또는 Private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실행할 수 있다. Vitess는
수직 및 수평 분할 지원에 대해 MySQL 기능과 결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

위에 소개된 제품 중 Cockroach DB, TiDB, YugabyteDB는 .NET Core 지원을 포함
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제품이며, Vitess는 MySQL 인스턴스의 규모가 많은
클러스터를 수평으로 확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을 위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NewSQL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디자인 목표는 플랫폼의 복원력 및 확장성을 활용하여
Kubernetes와 같은 가상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NewSQL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가상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거나 잠시 후에 다시 예약할
수 있는 임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데이터 손실 또는
가동 중지 시간 없이 노드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예를 들어
Cockroach DB는 클러스터의 노드에 있는 데이터의 세 가지 일관성 있는 복제본을
유지 관리하여 컴퓨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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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에서는 서비스라는 객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단일 DNS 항목에서
동일한 NewSQL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그룹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연결된 서비스의 주소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분리해도, 기존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방해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
New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반환된다.
즉, 기본 또는 보조 관계가 없으며, Cockroach DB의 합의 복제와 같은 기술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노드에서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을 받는 노드에
로컬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즉시 응답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노드가
게이트웨이가 되어 적절한 다른 노드에 요청을 전달하여 올바른 값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프로세스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노드는 동일하게 여겨진다. 즉, 백그라운드에서 작동 하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노드가 있더라도 단일 컴퓨터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단일 논리 데이터베이스로
표시 된다.

2.1.4 관련 솔루션 소개
1) Vitess30)
Vitess 프로젝트는 2018년 2월, CNCF의 Technical Oversight Committee(TOC, 기술
감시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Vitess는 CNCF의 Kubernetes,
Prometheus, OpenTracing, Fluentd, Linkerd, gRPC, CoreDNS, containerd, rkt, CNI,
Envoy, Jaeger, Notary, TUF, Rook에 이은 16번째 프로젝트이며, CNCF Graduation
Criteria v1.0에서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로써 호스트되었다.
YouTube의 대량 스토리지 스케일링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솔루션을 위해 작성된
Vitess는 데이터베이스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MySQL의 샤딩
(Sharding) 기술을 통한 수평 스케일링(horizontal scaling)을 지원한다. 샤드 루팅
로직을 캡슐화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질의가 복수의 샤드에
대한 데이터 분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준다. Vitess의 아토믹 컷오버
스텝은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으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샤드를 분할/머지할 수도 있다.
BetterCloud, Flipkart, Quiz of Kings, Slack, SquareCash, Stitch Labs, YouTube등의
기업에서, 여러 단계의 프로덕션과 배포를 위한 도구로써 Vitess를 사용하고 있으며,

30) https://www.linuxfoundation.jp/news/2018/02/cncf-host-vit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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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GitHub, HubSpot, Slack, Square등의 기업에서도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Vitess는 2010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초기 버전은 단순 접속 프록시의 역할
이었지만, 점차 기능이 진화하여 툴과 서버의 효율, Fault Tolerance, 관리성이 향상
되었다. 최근의 Vites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성능을 지닌 분산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발전하였다.
Vitess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 중요한 MySQL 기능과 NoSQL 데이터베이스 확장성(Scalability)을 가짐
◾ MySQL을 클라우드로 실행 가능
◾ 자동 페일오버, 리커버리, 레플리케이션, 롤링 업그레이드 등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제공
◾ 수직, 수평방향의 샤딩 서포트, 심리스 다이나믹 리샤딩
◾ 커스텀 한 스킴을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복수의 샤딩 스킴
◾ Query routing, Rewrite, Sanitize, Blacklist, Streaming, Deduplication
◾ 마스터 관리 툴(Reparent 조작)
◾ 퍼포먼스 분석 툴
Vitess 프로젝트는 컨테이너화된 환경에도 최적화 되어 있다. 컨테이너 클러스터
매니저로써의 Kubernetes와 Google Kubernetes Engine을 사용하면 간단히 시작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성, 확장성, 관리 용이성이 향상된 MySQL
스토리지 레이어를 제공한다. Kubernetes는 클러스터 내 노드의 스케줄링을 조작하여,
노드들의 작업부하를 동적으로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컨테이너를 그룹화
하여 관리를 쉽게 해준다. Kubernetes를 사용하게 되면, Vitess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초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벤더 종속이 없는 Cloud Portability를 실현할 수
있다.

2) Hadoop31)
지금까지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는 트랜잭션을 보장하고, 가용성이 높고, 간단하게
SQL로의 액세스가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위와 같은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고가의
31) https://blogs.informatica.com/jp/2019/08/16/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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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이 되었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케일아웃 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이 없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IoT, SNS, 센서 등의 서비스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지만, 각 기업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지니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치를 알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큰 비용이 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 또한, 구조화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서 다루기 쉽지않은 비구조화 데이터도 취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대량의 데이터/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대규모 분산처리에 뛰어난 Hadoop 기술이 주목 받게 되었다.
Hadoop은 2개의 컴포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지 레이어, 두 번째가
분산처리 레이어다.
스토리지 레이어는 대규모 분산 스토리지로써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HDFS)
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산처리 레이어에서는 저장된 데이터의 처리 작업을 위해,
Map/Reduce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그동안 실질적 표준으로 이용되었던
Map/Reduce 대신 Spark 엔진으로의 처리가 변경되고 있다.
Hadoop에서 Spark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진화
(특히 메모리의 고속화와 저가격화)함에 따라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고속 처리가
가능해진 것, 두 번째는 사용하기 쉬운 프레임워크라는 점, 세 번째는 배치처리 뿐 만이
아니라 리얼타임 스트리밍 처리나 기계학습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산처리 프레임워크로써의 Map/Reduce는 Hadoop에서 앞으로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Spark를 사용한 Hadoop의 활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3) Redis32)
NoSQL의 일종이며 In Memory Key-Value Store인 Redis를 개발하는 Redis Labs에서,
2018년에 복수의 Redis를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높은 가용성을 실현하고, 클러스터 내의
강한 일관성 유지를 실현하는 클러스터화 소프트웨어 ‘RedisRaft’를 발표했다.
Redis는 메모리상에서 Key-Value 데이터를 취급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일반적인 HDD나 SD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2015년에 등장한 Redis 3.0부터 Redis
32) https://www.publickey1.jp/blog/20/redis_labsredisredisraf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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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에 의한 클러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고, 데이터에 자동적으로 샤딩되며,
클러스터 내의 복수 Redis노드에 분산배치됨으로써 대규모이자 고가용성을 갖춘 분산
Key-Value Store로 기능하게 되었다. RedisRaft 클러스터는 분산 코디네이터인
ZooKeeper나 etcd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RedisRaft
클러스터의 허가된 쓰기는 커밋이 보증되어 있고, 데이터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읽기는 항상 최신의 커밋된 값을 돌려준다.
RedisRaft의 일관성은, 분산합의 알고리즘 ‘Raft’에 의해 실현될 예정이라고 하며, 강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이나 제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클라이언트의 조작은 클러스터 노드의 메시지 교환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지연에 관여하게 된다.
◾ 쓰기를 완료하기 전에 디스크에 플러시해야 하므로 , 디스크의 I/O 대기 시간에
바인딩 된다.
◾ 클러스터는 대다수의 노드가 가동 중이고, 유효한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상태일
때에 작동한다.

2.2 Streaming & Messaging
Streaming & Messaging란, 하나의 리소스의 데이터를 다른 리소스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HTTP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나, JSON-REST를 이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사용의 용이성과, 구현이 간단한 JSON-REST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gRPC 또는 NATS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gRPC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RPC 프레임워크이고, NATS는 request/reply, pub/sub
부하 분산 큐 등을 지원하는 멀티 모달 메시징 시스템으로써 CNCF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2.2.1 기술 개요
1) 메시징 시스템
메시징 시스템은 서버 또는 노드들 간(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에 실시간으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저수준의 인프라로 메시지를 저장하고
소비자가 메시지를 스트림 소스로 가져가서 사용할 때까지 메시지를 Queue(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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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 중앙화된 메시지 스트림을 기반으로 한 발행/구동
(publish/subscribe) 패턴을 통해 서비스들이 비동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림 4-4] 메시지 큐잉을 통한 서비스 간 통신

메시지 스트림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처리하면, 메시지의 흐름이
단순해진다. 메시지를 발행하는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들은 수신한 메시지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명령이나
이벤트를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메시지 스트림은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비동기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프로세스의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대한 명령이나
이벤트를 전달한 다음, 다음 단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즉시 응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모든 의사소통이 메시지 스트림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가용
상태라도 메시지 스트림이 불능 상태일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간의 통신이 끊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A(High Availability) 구조로
구성하거나 Apache Zookeeper와 같은 코디네이터 솔루션을 앞에 두어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2) NATS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구축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
상호 간에 직접 통신하는 방식 이외에, 비동기 이벤트 메시징 통신이나 메시지 버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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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달을 통해 데이터 동기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비동기 이벤트 메시징에는

Apache Kafka 메시징 프로토콜, NATS 클라우드 메시징 프로토콜, AMQP 프로토콜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NA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NATS는 오픈소스 메시징 시스템(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IoT 메시징, 마이크로서비스를 위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CNCF의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이다. 2019년 오픈소스 메시징 소프트웨어 NATS 2.033)이
출시되었는데, 고급 보안 관리, 글로벌 재해 복구 등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성능이
향상 되었다. 개발을 지휘하는 기업인 Synadia에 따르면, 최신 릴리스는 "현대의 분산
시스템에 적합한 첨단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NATS는 분산 시스템의 통신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NATS의 메시징 접근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URL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하고 주제(Subject)에 메시지를 등록
(Subscriber) 또는 게시(Publisher)하는 모델이다. NATS는 최소 1회 전송을 보장하는
파이어 앤 포켓(Fire and pocket)형 메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구독자가 없다면, 그 메시지는 손실된다. NATS 스트리밍을 사용하면 구성 가능한
메시지 지속성이 제공되어, 메시지 수신 확인을 통해 최소 1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NATS에 의한 Pub-Sub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5] NATS에 의한 메시지 처리 과정

NATS의 2.0 릴리스에서는 대규모 분산 메시징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NATS 팀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목표는 총 소유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절연 개선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간단한 재해 복구 제공, 보안 관리의 분산화와 계정, 글로벌 전개 분산

33) https://www.infoq.com/jp/news/2019/09/nats-event-messaging-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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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운영자는 시스템의 Root Trust를 정의하고
계정은 서비스와 스트림의 제한이나 공개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한 특정 자격 증명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 NATS 자체는 Go 언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C, Java, Elixir, Node.js, Ruby 등 여러 언어의 클라이언트가
제공되고 있으며, 비슷한 제품으로 RabbitMQ, Kafka, ActiveMQ 등이 있다.

2.2.2 관련 솔루션 소개
1) Apache Spark34)
Apache Spark는 2009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빅데이터와 기계 학습을
위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분산 처리 시스템인
Apache Spark이 출시된 이후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Netflix, Yahoo,
eBay 등의 인터넷 기업도 Spark를 대규모로 배포하고 8,000여 개의 노드 클러스터에서
여러 페타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ache
Spark는 현재 250개 이상의 조직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빅데이터의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림 4-6] Apache Spark를 통한 서비스 구성

34) https://databricks.com/jp/spar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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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Spark는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제공되며, Databricks35)에서
Spark의 개발 모델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으며, Spark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Apache Spark 프로젝트에 공헌하고 있다. 다음은 Spark
Ecosystem의 구성도이다.36)

[그림 4-7] Apache Spark Ecosystem

Apache Spark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속도: Bottom-Up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Spark는 컴퓨팅 메모리 및 기타
최적화를 활용하여 기존 Hadoop보다 최대 1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Spark에서 데이터는 메모리가 아닌, 디스크에
저장 되어있는 경우에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대형 디스크의 정렬에 대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사용의 용이성: Spark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조작하기 위한 사용하기 쉬운
API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연산자와
구조화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익숙한 데이터 프레임 API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Spark는 Scala, Python, Java언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35) Databricks는 UC 버클리에서 Spark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팀에 의해 2013 년에 설립
36) https://databricks.com/spar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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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엔진: Spark는 SQL 쿼리, 스트리밍 데이터, 기계 학습, 그래프 처리 지원 등
높은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애플리케이션과도 완벽하게 결합하여 복잡한 워크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
2) Apache Kafka37)
Apache Kafka는 Apache Software Foundation이 Scala 언어로 개발한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 프로젝트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다른
엔드포인트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산 메시징 발생/구독 시스템이다.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 기능,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시징 플랫폼이다. 분산 트랜잭션 로그를 구성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pub/sub 메시지 큐잉 서버로써,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Apache Storm및 Spark
와도 잘 통합된다.
다음은 Kafka의 서비스 개요도이다.

38)

[그림 4-8] Kafka의 서비스 개요

Kafka를 Kubernetes나 OpenShift와 같은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strimzi이라는 Operator를 사용할 수 있는데, Kafka Operator는 자동 프로비저닝,
37) https://employment.en-japan.com/engineerhub/entry/2020/04/16/103000#Apache-Kafka
38) https://docs.cloudera.com/documentation/kafka/1-2-x/topics/kafk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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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오토 스케일링과 Apache Kafka의 클러스터링을 구성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Kafka에서 Topic에 담긴 데이터들은 Partition에도 유지되지만, Operator에서도
지속되며, 설정 시 storage 필드의 type에 job을 지정하여 PVC(Persistent Volume
Claim)에 대한 정보를 전달만 하면 간단하게 저장시킬 수도 있다.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 휘발성(Ephemeral) 스토리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PVC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Apache Kafk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분산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단일 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
◾ 시스템 확장 용이
◾ OS에서 처리하는 페이지 캐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름
◾ TCP 기반의 Protocol을 사용하여 오버헤드 감소
◾ 배치 전송 처리
◾ 메시지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파일 시스템에 직접 저장
Apache Kafka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 메시징 처리 서비스
◾ 웹 사이트의 트랙킹
◾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 로그 통합
◾ 스트리밍 서비스
◾ 이벤트 소싱
◾ 커밋 로그
3) RabbitMQ
RabbitMQ란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 소프트웨어(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중 하나로써,
AMQP(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 STOMP, MQTT와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플러그인 구조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AMQP란 개방형 표준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로써, 메시지 지향, 큐잉, 라우팅 신뢰성과 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AMQP는 메시징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작에 대해 각기 다른 벤더들의 구현체가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메시지를 바이트 스트림 단위로 전송한다.
RabbitMQ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생산자(Producer)와, 메시지를 큐에 저장해 두면
메시지를 수신하는 소비자(Consumer)가 메시지를 가져와 처리하는 Publish/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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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메시지 전달 브로커이다.

39)

RabbitMQ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 Producer: 메시지의 생성 또는 전달하는 개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전달과 같은 동작
◾ Consumer: 큐에 전달된 메시지를 소비 또는 전달받는 개체
◾ Message: Producer와 Consumer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
◾ Queue: 메시지가 저장되는 공간. Queue에 저장된 메시지는 Consumer에 의해서
소비
◾ Exchange: RabbitMQ의 특징으로써,

Producer가 Message를 RabbitMQ

Server에 보내면 먼저 Exchange 받은 다음, Message에 포함되어 있는 routing
key와 Queue에 부여되는 binding key를 비교하여 적절한 Queue에 전달하게
된다. RabbitMQ의 Producer는 Queue에 Message를 전달하는 대신 Exchange에
배송하게 된다. 다음 그림을 참조해 보도록 하자.

[그림 4-9] RabbitMQ의 서비스 구조

위 그림에서, Queue1에는 orange, Queue2는 apple이라는 binding key가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Producer는 각각 orange, apple이라는 routing key가
부여되는 Message를 RabbitMQ Server에 전달하게 되면, Exchange에서는
39) https://ko.wikipedia.org/wiki/RabbitM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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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에 부여되는 routing key와 Queue에 부여되어 있는 binding key를
확인하여 routing key에 일치하는 Queue에 Message를 전송하게 된다. 즉,
Message1은 Queue1에 Message2는 Queue2에 배송되며, Consumer1 및
Consumer2는 각각 Queue1 및 Queue2에서 Message1, Message2를 받게 된다.
RabbitMQ와 Apache Kafka 둘 다 메시지 전송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RabbitMQ는 메시지 브로커 중심적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보장되는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며, 초당 20+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라우팅할 경우나 일반적으로 배달 순서에
상관없이 전달 보장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Kafka는 생산자 중심으로,
많은 양의 이벤트 데이터를 파티셔닝한다. 초당 100k+ 이상의 많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파일에 저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3 Application Definition & Image Build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란, 부팅이 가능한 운영체제가 저장된 가상디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가상머신의 단일 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Cloud Native Application Definition)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정의란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입력 매개변수 및 다양한 설정
정보들을 단일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미지 빌드라고 한다.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되면,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클러스터에 배포해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자동화 되어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3.1 기술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지는 컨테이너 및 가상머신에 배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바이너리 파일을 말한다. 이미지 및 애플리케이션 정의(Application Definition)
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를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정의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정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정의와 이미지 빌드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반복 가능한 배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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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와 서비스 리소스
Puppet40) 문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정의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와 서비스
리소스라는 두 부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코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LAMP(Linux + Apache Server + MySQL + PHP)나
LNMP(Linux + Nginx + MySQL + PHP) 스택을 작성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및 로드 밸런서를 위한 개별 구성 요소 등을 말한다.
반면 서비스 리소스는 모듈 종속성을 추상화하고 애플리케이션 내의 노드 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고유 LAMP, LEMP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서비스 리소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이 통신
할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정의는 이 두 부분 사이의 데이터 흐름과 종속성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정의하는 수단으로써, 복잡성을 제거하고 구성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2) CNCF의 이미지 빌드 도구
CNCF의 Cloud Native Landscape41)에는 머신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한 몇몇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상머신을 사용한적이 있다면 머신 이미지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정의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이미지를 통해 사전 구성된 리소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는데, 가상머신의 이미지는 운영체제, 패키지 및 서비스를 단일
이미지로 묶은 것으로, OVA, Amazon 머신 이미지 및 VMDK가 대표적인 가상머신
이미지이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가상 머신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컨테이너 이미지는 가상 머신에 대한
OVA가 있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예를 들어 docker start나 docker run 명령을 사용하면
Docker 이미지를 통해 기본 OS 커널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에 대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0) https://puppet.com/docs/pe/2018.1/creating_application_definitions.html
41) https://landscape.cnc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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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가능한 배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
케이션의 각 서비스들을 적당한 경계로 구분한 마이크로서비스 형태로 빠르게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서비스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배포하려면 잘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참조 관계가 필요
하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 도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중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다.
◾ CI/CD 개선: 이미지를 빠르게 인스턴스화 하는 기능은 테스트 및 개발 워크
플로우를 크게 향상시킨다.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의 도구들은
테스터 및 다른 개발자에게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도움이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CI/CD 파이프라인이 향상된다. 격리된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Docker Compose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빠르게 회전하고 테스트하고 종료할 수 있게 된다.
◾ 느슨한 결합: 느슨한 결합은 마이크로서비스를 탄력적이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는 개별 서비스를 느슨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로 MySQL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CMS와 데이터베이스가 "SQL"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하여 통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MySQL에서 Postgres로 전환하는 것처럼, 서비스가
중간에 변경되는 상황이라도 서비스 리소스가 제공하는 추상화 덕분에 CMS 구성
요소를 수정하지 않은 채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복잡성 감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 툴은 이미지
및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위한 "단일 소스"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마이크로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많은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버전 관리,
업데이트 및 롤백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
◾ 여러 환경에 배포: 클라우드 네이티브용으로 제작된 이미지는 베어 메탈42) 뿐만
아니라 여러 Public 및 Private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인스턴스화 할 수 있다.
이미지 빌드에 대한 플랫폼 독립적 접근 방식은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 업체에
종속되는 현상(Lock-in)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고객을 위한
데모나 파일럿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초기에 고려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테스트 환경이나, 운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42) 베어 메탈방식. 단일 테넌트 또는 사용자만 호스팅하는 서버로, 여러 테넌트를 호스팅하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호스팅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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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관련 솔루션 소개
1) Helm43)
컨테이너 관리 도구인 Kubernetes에서는 YAML 파일을 이용하여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Pod나 Service의 기본적인 컨테이너 설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다. 리소스 변경이 언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여러 리소스
파일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롤백하기도 복잡해진다. 또한 환경별로 리소스
파일을 분리하기 때문에, 코드의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일한 YAML을
여러 환경에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면, 이래와 같은 간단한

포맷의 문서를 작성

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림 4-10] Kubernetes의 POD 생성을 위한 대한 설정 파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Kubernetes의 리소스를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Package
Manager로써 Helm을 사용할 수 있다. Helm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계에서 인기 있는
프로젝트로써, Microsoft, Google 및 Samsung SDS에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CNCF에 의해 유지 관리된다. Helm은 Kubernetes 정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를 능률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며, 애플리케이션 정의로 구성된 Chart에 의해 복잡한
클라우드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권한 지점을 가질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반복
가능한 앱 설치를 제공할 수 있다.
Helm을 이용하면 하나의 커맨드로 클러스터 내에 리소스들을 설치하고 변경사항을
43) https://helm.sh/

70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리비전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또한, “*.tar”,
“*.gz” 확장자로 리소스 정의 파일들을 패키징하여 원격 저장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2) Docker Compose
Docker Compose는 클라우드 기본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툴 중 하나이다. Compose를 사용하여 YAML 파일을 생성하면, 다중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생성된 YAML 파일은 docker-compose up 명령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컨테이너 서비스를 단일화 하여 실행할 수 있다.
Docker Compose는 테스트 자동화 및 개발 환경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단일 호스트
배포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3) Chef Habitat
Chef Habitat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플랫폼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 도구이다. 제공되는 포맷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 업데이트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된다. Habitat은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구성·실행정보를 경량 및 휴대용 기기에 번들로 제공하며, 컨테이너에서
베어 메탈 서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장치를 배치할 수 있다. 레거시 앱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간소화 시켜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이미지 빌드 툴로도 많이 사용된다.

4) Packer
Packer는 단일 기본 구성을 사용하여 동일한 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머신 이미지를 여러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미지
빌드 도구이다. 지속적인 배포, 일관된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의 다양한
환경 유지 및 가상머신 작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Packer는 몇 시간이 걸리던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몇 초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뛰어나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OVA를 사용하여 가상머신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VirtualBox에서 AWS, OpenStack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실행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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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I/CD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는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과 지속적인 제공(Continuous Delivery, CD) 및 완전히 자동화된 배포 운영 같은
DevOps 워크플로우를 통해 지원된다.

2.4.1 기술 개요
CI/CD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제공, 지속적인

배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통합 및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제공 및 배포에 이르는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자동화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을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개발 및 운영팀의 애자일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먼저 CI/CD의 "CI"는 개발자를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인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을 의미한다. CI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되어 공유
레포지토리에 통합되므로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코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코드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CI/CD의 "CD"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Continuous Delivery), 지속적인
배포(Continuous Deployment)를 의미하며 이 두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두
가지 의미 모두 파이프라인의 추가 단계에 대한 자동화를 뜻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지속적인

제공(Continuous Delivery)이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버그
테스트를 거쳐 레포지토리(예: GitHub 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뜻하며, 운영팀은 이 레포지토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 프로덕션 환경
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는 개발팀과 비즈니스팀 간의 가시성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새로운 코드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인 배포(Continuous Deployment)란 개발자의 변경 사항을
레포지토리에서 고객이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릴리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운영팀의 수동 프로세스에 의해 야기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 속도를
저해하는 프로세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배포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제공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2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CI/CD는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제공의 구축 사례만을 지칭할 때도 있고,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제공, 지속적 배포라는 3가지 구축 사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CI/CD는 파이프라인으로 표현되는 실제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애플리
케이션 개발에 지속적인 자동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례별로 CI/CD 파이프라인에 구현된 자동화 수준 정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CI를 먼저 추가한 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배포 및 개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 좋다.
CI/CD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다른 팀이나 구성원 또는 다른 기능의
코드가 함께 통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의 한 단계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코드 병합(통합),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임시 환경 내에서 기본 테스트 수행이
포함된다.
◾ 지속적 제공(Continuous Delivery): CI의 빌드 자동화, 유닛 및 통합 테스트 수행
후, 이어지는 Continuous Delivery 프로세스는 유효한 코드를 레포지토리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단계이다. 효과적인 Continuous Delivery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파이프라인에 CI를 먼저 구축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코드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 Continuous Delivery를 통해, 코드 변경
사항 병합부터 프로덕션에 적합한 빌드 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테스트
자동화와 코드 릴리스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운영팀이
보다 빠르고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된다.
◾ 지속적 배포(Continuous Deployment): CI/CD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는
Continuous Deployment이다. 프로덕션 준비가 완료된 빌드를 코드 레포 지토리에
자동으로 릴리스하는 Continuous Delivery의 확장된 형태인 Continuous
Deployment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작업을 자동화한다. 프로덕션
이전의 파이프라인 단계에는 수동 작업 과정이 없으므로, Continuous Deployment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테스트 자동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개발과 운영단계에서 Continuous Deployment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변경
사항을 작성한 후 몇 분 이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자동화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 이를 통해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통합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러한 모든 CI/CD 적용 사례는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위험성을 줄여주므로 애플리케이션 변경 사항을 한 번에 모두
배포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세분화하여 더욱 손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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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I/CD의 전체 흐름에 대해 나타낸 그림44)이다.

[그림 4-11] CI/CD에 대한 서비스 흐름도

44) https://waspro.tistory.com/m/4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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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관련 솔루션 소개
2020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Top 5 CI/CD 관련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45)

[그림 4-12] Top 5 CI/CD 제품

1) Jenkins
Jenkins는 중앙 빌드 및 지속적인 통합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오픈소스 자동화
서버로써, Windows, MacOS 및 기타 Unix와 유사한 운영체제용 패키지 형태로
배포되는 독립형 Java 기반 프로그램이다. 수백 개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빌드, 배포 및 자동화를 지원한다.
Jenkin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OS에서 손쉬운 설치 및 업그레이드
◾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 거대한 커뮤니티 제공 플러그인 리소스로 확장 가능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손쉬운 환경 구성
◾ 마스터-슬레이브 아키텍처로 분산 빌드 지원
◾ 간편한 일정 작성
◾ 사전 빌드 단계에서 쉘 및 Windows 명령 실행 지원
◾ 빌드 상태에 대한 알림 지원
◾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는 오픈소스 도구
45) https://www.katalon.com/resources-center/blog/ci-cd-tool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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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rcleCI
CircleCI는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게시를 지원하는 CI/CD 도구이다. CircleCI를
사용하면 코드 작성, 테스트, 배포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파이프라인 전체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CircleCI를 GitHub, GitHub Enterprise 및 Bitbucket과 통합하여 새 코드
라인이 커밋될 때 빌드를 만들 수 있다. CircleCI는 클라우드 관리 옵션에서 지속적인
통합을 호스팅하거나 개인 인프라의 방화벽 뒤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CircleCI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Bitbucket, GitHub 및 GitHub Enterprise와 통합
◾ 컨테이너 또는 가상 머신을 사용하여 빌드를 실행
◾ 쉬운 디버깅
◾ 자동화된 병렬화
◾ 빠른 테스트
◾ 개인화된 이메일 및 IM 알림
◾ 지속적인 지점별 배포
◾ 고도의 사용자 정의 가능
◾ 패키지 업로드를 위한 자동화된 병합 및 사용자 정의 명령
◾ 빠른 설정 및 무제한 빌드
◾ 라이센스: Linux 버전은 무료로 병렬 처리 없이 하나의 작업을 실행하는 옵션
제공.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3개의 추가 무료 컨테이너가 제공되며, 가입하는
동안 필요한 요금제를 결정하는 가격이 표시
3) TeamCity
TeamCity는 IntelliJ IDEA라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유명한 JetBrains의 빌드 관리 및
Continuous Integration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TeamCity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Visual Studio 및 다른 IDE와도 잘 통합된다. Windows 및
Linux 서버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NET 및 오픈스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최신
버전의 TeamCity 2019.1은 새로운 UI 및 기본 GitLab 통합을 제공하며, GitLab 및
Bitbucket의 Pull Request 기능도 지원한다. 이 릴리스에는 토큰 기반 인증, 탐지, 테스트
보고 및 AWS Spot Fleet 요청이 포함된다.
TeamCity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상위 프로젝트의 설정 및 구성을 하위 프로젝트에 재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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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환경에서 동시에 병렬 빌드를 실행
◾ 히스토리 빌드 실행, 테스트 히스토리 보고서 보기, 고정, 태그 지정 및 즐겨
찾기에 빌드 추가 가능
◾ 서버 사용자 정의, 상호 작용 및 확장 용이
◾ CI 서버를 기능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
◾ 유연한 사용자 관리, 사용자 역할 할당, 사용자를 그룹으로 정렬, 다양한 사용자
인증 방법 제공
◾ 라이센스: TeamCity는 무료 및 독점 라이센스가 모두 포함된 상용 도구
4) Bamboo
Bamboo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관리를 자동화하여 지속적인 전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Continuous Integration 솔루션이다. Bamboo는 빌드 및 기능
테스트, 버전 할당, 릴리스 태그 지정, 프로덕션에서 새 버전 배포 및 활성화 기능을
지원한다.
Bamboo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최대 100개의 원격 빌드 에이전트 지원
◾ 일괄 테스트를 동시에 실행하고 신속하게 피드백
◾ 이미지를 생성하고 레지스트리로 푸시
◾ 개발자와 테스터가 필요에 따라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별 권한
지정
◾ Git, Mercurial, SVN Repos의 새로운 브랜치를 감지하고 메인 라인의 CI 체계를
자동으로 적용
◾ 저장소에서 감지된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빌드되는 트리거 기능
◾ Bitbucket, 설정된 일정, 다른 빌드 완료 또는 그 조합의 알림을 푸시
◾ 라이센스: 사용자가 아닌 원격 에이전트를 기반하는 가격 정책. 에이전트가 많을
수록 동일한 빌드 또는 다른 빌드에 더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 가능
5) GitLab
GitLab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이다. 문제
추적, 분석 및 Wiki와 같은 기능을 갖춘 웹 기반 Git 레포지토리 관리자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GitLab을 사용하면 커밋 또는 푸시마다 빌드를 트리거하고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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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며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가상 머신, Docker 컨테이너 또는 다른 서버
에서 작업을 빌드할 수 있다.
GitLab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분기 도구를 통해 코드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보고, 작성하고 관리
◾ 단일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에서 코드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설계, 개발 및
관리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신속하게 반복 및 제공
◾ 프로젝트 및 코드 공동 작업을 위한 단일 정보 출처 및 확장성 제공
◾ 소스 코드의 빌드, 통합 및 확인을 자동화하여 제공 팀이 CI를 완전히 수용하도록
지원
◾ 컨테이너 검색, 정적 응용 프로그램 보안 테스트(SAST), 동적 응용 프로그램 보안
테스트(DAST) 및 종속성 검색을 제공하여 라이센스 준수와 함께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
◾ 릴리스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자동화하고 시간 단축
◾ 라이센스: GitLab은 상용과 무료 패키지를 제공하며, GitLab 또는 인스턴스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SaaS 호스팅 제공

2.5. 솔루션 활용 가이드
2.5.1 Jenkins + Git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배포
이번 절에서는 Jenkins + Git를 활용하여 CI/CD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제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시스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3] CI/CD 구성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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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에 커밋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Jenkins에서 빌드하고 지정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 Jenkins 서버가
설치될 리눅스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될 리눅스 서버 2대를 준비하도록
하고, 각 서버에 JDK와 Git과 같은 SW를 설치해 두도록 하자.

<표 4-3> 사전 준비 작업
Virtual Machine 1

Virtual Machine 2

OS

Centos 7

Centos 7

사전 설치 SW

JDK 1.8+, Git, Maven 3+
Jenkins Server

JDK 1.8+,
Apache Tomcat Server 8+

용도

CI/CD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다음은 Jenkins Server(VM1)를 기동한 다음, 서비스에 엑세스하였을 때 보이는
대시보드 화면이다.

[그림 4-14] Jenkins 실행 화면

1) Git 플러그인 설치
먼저, Jenkins 서버에서 Git을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자. 좌측
메뉴에서 “Manage Jenkins > Jenkins Plugins”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자.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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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에서 “github”을 선택한 다음, 설치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Manage Jenkins >
Global Tool Configuration” 메뉴로 이동한 다음 git 항목에서 설치된 git의 위치를
설정해 주도록 하자.
2) Maven 플러그인 설치
다음으로, Maven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자. 좌측 메뉴에서 “Manage Jenkins >
Jenkins Plugins” 메뉴를 선택한 다음,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에서 “Maven Integration”
과 “Maven Invoker”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자.

[그림 4-15] Maven 플러그인 설치 화면

Maven 플러그인이 설치되었으면, “Manage Jenkins > Global Tool Configuration”
메뉴에서 Maven 항목에서 설치된 Maven의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자.
3) Item 생성
Jenkins에서는 CI/CD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Item이라고 부른다. 좌측 상단의 “New
Item” 메뉴를 선택하여 새로운 Item를 생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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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Jenkins Item 생성 화면

Item 이름을 입력한 다음, Freestyle project를 선택하도록 하자.
“Source Code Management” 탭에서 “Git”을 선택한 다음 빌드하고자 하는 Git
Repository의 URL을 입력하도록 하자46).

[그림 4-17] Jenkins Items 설정 화면

46) https://github.com/joneconsulting/spring-cloud-sample1/tree/master/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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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Repository를 추가할 때, Private Repository일 경우 Credential 항목에 Git
Repository를 사용하기 위한 ID/PW를 입력하고, Public Repository일 경우에는
Credential 항목을 None으로 선택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Build 탭으로 이동한 다음, Root POM 항목에 pom.xml을 입력하고,
Goals 항목에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자.
◾ Goals: clean install package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Item의 좌측 메뉴에서 “Build Now” 메뉴를 선택하여
빌드하도록 하자. 몇 번째 시도의 빌드인지 표시되고, 숫자를 선택한 다음, “Console
Output” 메뉴에서 현재 진행 중의 빌드의 로그 메시지 및 빌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4-18] Jenkins Item 빌드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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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Jenkins Item 빌드 실행 결과 화면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좌측 “Workspace” 메뉴에서는 현재 빌드된 Item의 결과
및 패키징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설정
빌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하도록 하자. 이번 절에서
사용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Apache Tomcat Server로써,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자바 이외의 파일이라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서버를 설치하여 배포하도록 하자.
VM2에 설치된 Tomcat 서버를 기동한 다음, 메인 페이지로 액세스해 보도록 하자.
메인 페이지 우측의 “Manager App”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에러 메시지는 “Manager App”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및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로써, Tomcat 서버의 환경 설정에서 사용자와 권한을 등록해 주면 된다.

[그림 4-20] Tomcat 서버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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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Tomcat 서버 실행 화면 – 오류

사용자와 권한 생성을 위해 Tomcat 서버의 context.xml 파일과 tomcat-user.xml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자.

[그림 4-22] Tomcat context 수정 파일 목록

[그림 4-23] Tomcat context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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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user.xml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자.
<role rolename="manager-gui"/>
<role rolename="manager-script"/>
<role rolename="manager-jmx"/>
<role rolename="manager-status"/>
<user username="admin" password="admin" roles="manager-gui, manager-script,
manager-jmx, manager-status"/>
<user username="deployer" password="deployer" roles="manager-script"/>
<user username="tomcat" password="s3cret" roles="manager-gui"/>

$ vi ./conf/tomcat-user.xml

[그림 4-24] Tomcat 사용자 추가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Tomcat 서버를 재시작 한 다음, “Manager App” 메뉴를 다시
접속해 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tomcat-user.xml
파일에 설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로그인하도록 하자.

[그림 4-25] Tomcat 서버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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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Tomcat 서버 메인 화면

5) Jenkins서버에 Tomcat 서버 설정
VM2에 Tomcat 서버의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VM1의 Jenkins 서버에 Tomcat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 설정을 하도록 하자. “Manage Jenkins > Jenkins Plugins”에서
“Deploy to container”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자.

[그림 4-27] Jenkins에서 Tomcat 설정 화면

위에서 실행했던 예제(Maven 설정 예제)를 복사하여 새로운 Item를 생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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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Jenkins에서 Git 설정 화면

Jenkins 서버에서 빌드된 *.war 파일을 VM2의 Tomcat 서버에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Post-build Actions” 항목에서 파일의 종류와 배포하고자 하는 Tomcat 서버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자.
◾ WAR/WAR files: **/*.war
◾ Containers: Credentials > Add
- Username: deployer
- Password: deployer
- ID: deployer_user
- Descript: user to deploy on tomcat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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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Jenkins에서 Git 연동을 위한 인증 설정 화면

Credentials 항목에 위에서 생성한 deployer 계정을 선택하도록 하자.

[그림 4-30] Jenkins에서 Git 연동을 위한 인증 설정 화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Build Now” 메뉴를 선택하여 Item을 빌드하도록 하자.

88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그림 4-31] Jenkins Item 빌드 실행 화면

[그림 4-32] Jenkins Item 빌드 실행 결과 화면

Item의 빌드가 성공하였다면, VM2의 Tomcat 서버의 터미널로 이동하여, VM1의
Jenkins 서버에서 배포한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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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Jenkins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파일

빌드 파일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고, Tomcat 서버에 접속해 보면 아래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4] Tomcat 서버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된 화면

[그림 4-35]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 결과 화면

2.5.2 Helm을 이용한 Kubernetes 관리
Kubernetes의 Helm을 이용하면, Nginx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필요한 YAML
파일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
Helm의 기본 구성 요소로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Chart와 Chart로부터 만들어지는
Release가 있다. Chart는 Helm에서 사용하는 패키지의 포맷을 말하며, 이러한 Chart와
Release에 의해 YAML 파일이 생성된다.
◾ Chart: Kubernetes에서 자주 만들어지는 Pod나 Service 등의 YAML 파일
◾ Release: Chart를 베이스로 복사본을 생성한 Pod나 Service 등의 YAM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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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에서 Release를 작성하는 커맨드는 helm install인데,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helm install <Release명> <Chart명>

예시로, Nginx에 관련된 Chart 파일을 생성한 다음, ‘helm install’ 커맨드를 실행하면
새로운 Release를 작성해주고, Kubernetes에 배포하게 된다. 생성한 YAML파일을 확인
할 필요 없이, Kubernetes 상에서 Nginx 서비스가 설치되는 것이다.

[그림 36] Helm의 배포 구조(Kubernetes 환경)

위의 그림과 같이, 같은 Chart에서 복수의 Release를 만든 경우에 각각의 Release를
구별하기 위해서 Release마다 고유의 이름이 주어지며,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영단어 2개를 붙인 이름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Helm의 주요 커맨드는 다음과 같다.
<표 4-4> 인스톨 관련 커맨드
커맨드
helm init

기능
Tiller(Helm 서버)의 인스톨(v2까지 지원)

<표 4-5> Release 관련 커맨드
커맨드

기능

helm install

Chart에서 Release 작성

helm upgrade

Chart가 갱신되었을 때, 작성된 Release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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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기능

helm delete(del)

Release 삭제

helm list(li)

Release 리스트업

helm get [values, manifest]

Release 정보 표시

<표 4-6> Chart 관련 커맨드
커맨드

기능

helm repository [list, add, delete]

Chart의 레포지토리를 조회/추가/삭제

helm create

Chart의 서식 작성

helm dependency(dep)

Chart 내의 의존관계 해결

helm search

Chart 검색

지금까지, CI/CD 서비스를 위해 Jenkins 서버를 이용하여 Git에 등록된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Tomcat Server에 자동 배포하는 과정과 간단한 Helm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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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chestration & Management

CNCF의 Cloud Native 참조 아키텍처에서 소개하는 Orchestration & Management
에서는, 컨테이너 가상화의 관리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Orchestration 툴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배포, 로깅,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Service Discovery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데이터 및 종류와 사용성에 따라 서비스의 경계를 구분하며,
서비스를 개별적인 단위로 배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가상화를 위해서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컨테이너
가상화는 전체 설정 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의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도록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은, 빌드
파이프라인의 일부로써 자동화 툴(CI/CD)을 통해 개발, 테스트 및 배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빌드한 다음, 변경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설정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빌드해야 한다. 이러한 불변성은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에 유용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능과 횡단적인 문제를 각각의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3.1 Scheduling & Orchestration
3.1.1 기술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서 각각의 서비스에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용 환경
간에서 공유되고 서비스에 적절한 리소스를 가진 개별 컨테이너에 빌드 및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수 컨테이너를 수동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화된 서비스에 대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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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많은 컴퓨터들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 배포 후, 컨테이너 상호간에 통신 방법에 대해 이해
◾ 컨테이너의 스케일 인 또는 스케일 아웃
◾ 각 컨테이너의 정상 작동을 감시
◾ 컨테이너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로부터 보호
◾ 다운타임 없이 라이브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를 업그레이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 대해 구글 트렌드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산업 표준으로는 Kubernetes가 사용 되고 있다.
Kubernetes는 머신 클러스터 전체의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들의 배포, 스케일링 등
운용에 관련된 부분을 자동화 할 수 있다.

[그림 4-37]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종류

컨테이너 가상화는 일반 호스트 가상화에 비교하여, ‘빠른 기동’, ‘적은 리소스 소비’ 등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가상화의 특징과 함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산업 표준이 되어 있는 Kubernete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
기존의 호스트 가상화(서버 가상화)에서는, 호스트 OS상에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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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OS(일반적으로 가상 머신 내에 인스톨 하는 OS를 게스트 OS라고 부른다)를
인스톨 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한다. 가상 머신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실행을 위해서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리소스가 필요하다.
즉 가상 머신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컨테이너 가상화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리소스의 낭비를 줄이면서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와는 격리된 영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는 호스트 OS와
공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호스트
시스템의 리소스에 여유가 있으면 가상 머신에서 움직일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4-38] 컨테이너 가상화와 호스트 가상화

컨테이너는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유닛 및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동일한 하드웨어의 마이크로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의 여러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실행시키고 개별 요소 및 라이프 사이클을 더욱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다.
2)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의
컨테이너 가상화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의 실행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DevOps 환경 툴의 하나로써 사용되며, 실제
서버 환경에서 컨테이너 가상화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가상화를 도입한 고객들의 대다수는 하나의 호스트 당 최대 1000개의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한다. 하나의 호스트에 대하여 컨테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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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일 경우에는 기존의 운용 환경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컨테이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직접 관리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수 서버로된 클러스터를 조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서버 상에서 가동하는 컨테이너를 일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부하분산, 스케일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이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의 배포, 관리, 확장, 네트워킹을 자동화하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가상화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면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과 같은 서비스를 간편하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통해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면 CI/CD 워크플로우
를 통해 이를 통합하는 DevOps 팀을 지원할 수 있다. 컨테이너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API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와

통신하게

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자동화화고 관리할 수 있다.
◾ 프로비저닝 및 배포
◾ 설정 및 스케줄링
◾ 리소스 할당
◾ 컨테이너 가용성
◾ 인프라의 워크로드에 대해 컨테이너 스케일링 또는 제거
◾ 로드 밸런싱 및 트래픽 라우팅
◾ 컨테이너 상태 모니터링
◾ 실행될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정
◾ 컨테이너 간 상호 작용의 보안 유지

3.1.2 관련 솔루션 소개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규모에 따라 관리할 프레임워크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결정하게 된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Docker Swarm, Cloud
Foundry, Mesosphere DC/OS, Apache Mesos 등 여러 가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있었지만, Docker 컨테이너와의 호환성과 Amazon, Google, Microsoft, IBM등
여러 벤더들의 지원으로 인해 Kubernetes가 사실상 산업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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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ubernetes
Kubernetes는 원래 Google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설계한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
스트레이션 툴이다. 2015년에 Google은 새로 설립된 CNCF에 Kubernetes 프로젝트를
기부했다.
Kubernetes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여러 컨테이너에 걸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전체에서 컨테이너의 일정을 계획하고 이러한 컨테이너를 확장하여
컨테이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Kubernetes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확장하는 데 수동 프로세스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Kubernetes를 이용하여 Linux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호스트
그룹(물리적 머신 또는 가상 머신 모두 가능)을 클러스터링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Kubernetes는 신속한 확장을 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 하는데 이상적인 플랫폼이며, 재설계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워크로드 이식성과 로드 밸런싱에도 도움이 된다.
Kubernetes를 통해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쉽게 관리 및 이식할 수 있으며,
선언적 구성과 자동화를 지원하는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Kubernetes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luster: 노드 그룹으로, 최소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여러 개의 작업자 노드로
구성
◾ Master: Kubernetes 노드를 제어하는 머신으로, 여기에서 모든 태스크 할당이
시작
◾ Kubelet: 이 서비스는 노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 매니페스트를 읽고, 정의된
컨테이너가 시작되어 실행 중인지 확인
◾ Pod: 단일 노드에 배포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 그룹으로, Pod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는 IP 주소, IPC, 호스트 이름, 기타 리소스를 공유
Kubelet이 Pod를 가동시키기 위해 노드에 할당하는 것을 Kubernetes에서 스케줄링
이라고 한다. Kubernetes의 스케줄러는 신규로 작성된 Pod가 노드에 할당되지 않은
것을 감시하여, 각 Pod를 위해서 가동시켜야 할 최적의 노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에서, Pod에 대한 할당 요구를 충족시킨 노드를 할당 노드라 하며, 만약
적절한 노드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스케줄러가 노드를 할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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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은 스케줄 되지 않고 남게 된다. 스케줄링을 결정할 때는 개별 또는 복수의 리소스
요구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policy 제약, Pod를 특정 노드에 할당하기 위한 affinity
나 anti-affinity의 설정, 데이터의 국소성이나 워크로드 간의 간섭 등을 고려해야 한다.
Kubernetes의 기본 스케줄러로 kube-scheduler가 사용되는데, kube-scheduler는
컨트롤 플레인(Control Plane)의 일부분으로써 가동한다. kube-scheduler는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직접 스케줄링 컴퍼넌트를 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설계 되어 있다.
kube-scheduler는 신규로 작성된 각각의 Pod나 스케줄링 되지 않은 다른 Pod를
가동시키기 위한 최적의 노드를 선택 한다. Pod 안의 각 컨테이너는 각자 다른 리소스의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 스케줄링 요구에 따라서 필터링 되어야 한다.
2) Docker Swarm47)
Docker Swarm는 Docker에서 직접 제공하는 컨테이너 클러스터링 툴이다. Docker
Swarm은 표준 Docker API에 의해 다룰 수 있으며, Docker 호스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가상 Docker 호스트로 취급할 수 있다. Docker Daemon과 통신이 가능하다
면, Swarm을 사용 하는 것만으로, 복수의 호스트에 대한 스케일이 가능하다. 다음은
Docker Swarm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 Dokku48)
◾ DockerCompose
◾ Krane49)
◾ Jenkins
다른 Docker 프로젝트와 같이, Docker Swarm은 ‘swap, plug and play’의 원리를
따른다. 개발 초기에, API를 통해 Back-end를 교체(pluggable)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다. Docker Swarm에서의 스케줄링의 Back-end란, 임의로 교체가 가능 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Swarm의 교체 가능한 설계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 원활하고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Swarm을 Mesos와 같은 Back-end로 교체하면 대규모 프로덕션(실제 서버
환경)에 배포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Swarm 매니저로 실행하고 싶은 모든 노드를 설정함으로써, Swarm
클래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Docker Swarm의 전반적인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47) https://docs.docker.com/get-started/swarm-deploy/
48) http://dokku.viewdocs.io/dokku/getting-started/installation/
49) https://github.com/krane-io/k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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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warm 매니저와 각각의 노드가 통신 할 수 있게 TCP 포트를 연다.
② 각각의 노드에 Docker를 인스톨 한다.
③ 클러스터의 안전을 위해, TLS 증명서를 작성, 관리 한다.
Docker Swarm는 Docker가 설치된 호스트에 수동으로 인스톨 하거나, Docker
Machine을 사용해서 인스톨 할 수 있다. Docker Machine을 사용하면, Docker Swarm을
클라우드 제공자나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빠르게 인스톨 할 수 있으며, Docker Machine
은 클러스터의 안전을 위해, 증명서를 자동으로 생성 한다.
Docker Swarm 스케줄러는 Strategy라는 기능으로 노드의 순위를 매기는데, 새로운
컨테이너를 작성할 때, 선택한 Strategy에 따라 컨테이너를 넣기에 가장 적합한 노드를
산출한다. Strategy를 선택하는 목적은 각자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클러스터를
최적화 하는 것이다.
Strategy를 지정하기 위해, warm manage 커맨드에 ‘--strategy' 플러그를 사용해서
spread, binpack, random 중에 하나의 Strategy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 spread: Swarm은 노드에서 실행중인 컨테이너 수에 맞춰서 최적화하며,
◾ binpack: 분산 하지 않는 설정. 이용하는 노드가 최소한이 되게끔 최적화 한다.
◾ random: 이용 가능한 CPU나 메모리에 관계없이 랜덤으로 노드를 선택 하며,
주로 디버그용으로 사용 된다.
‘--strategy'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Docker Swarm에서는 기본적으로 spread를 사용
한다.
Docker Swarm 스케줄러에서는 필터를 이용하여 노드가 어떤 컨테이너를 작성, 실행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필터는 노드 필터(node filter)와 컨테이너 설정 필터(container configuration filter) 두
종류로 나뉜다.
◾ 노드 필터: Docker 호스트의 특징 또는 Docker Daemon의 설정에 따라서 처리
◾ 컨테이너 설정 필터: 컨테이너 작성 시와 이미지 구축 시에 컨테이너를 스케줄링
하는 노드의 그룹을 선택
컨테이너 설정 필터는 컨테이너의 특징, 또는 호스트 상에서 이용 가능한 이미지에
따라서 처리 한다. 노드의 제한은 docker info의 정보에 근거 하며, Docker 호스트
설정 상태에 연동하는 Docker의 디폴트 태그나 커스텀 라벨을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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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Swarm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관리가 어렵고 사용하기 복잡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구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관리 또한 쉬우며 다양한 기능을 쉽게
제공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3.2 Coordination & Service Discovery
3.2.1 기술 개요
Coordination & Service Discovery이란, “자동적이며 적은 대기시간으로 분산된
Service Discovery 및 상태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DNS, gRPC 및 HTT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서비스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확장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각 서비스들의 구성요소들은 느슨하게 연결해야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Service
Discovery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마이크로서비스에 연결해야 한다고 할 때,
◾ 마이크로서비스가 작동되는 컨테이너의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면, 서비스나 API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검색해야 할까?
◾ 트래픽이 정상 노드로만 라우팅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는 서비스의 상태 확인을 수동으로 configuration 및 check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동으로 확장 가능하고 분산된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 Coordination & Service Discovery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초기 웹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서버에 배포 되었다. 애플리케이션의 Front-end와
Back-end는 일대일 관계였다.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는 단일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었으며, IP를 호스트 이름으로 변환하는 DNS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서버로 분산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로드밸런서 및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계층, 비즈니스 서비스 계층 및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3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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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으며, 각 계층을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DNS 및
로드밸런싱 외에도 작동 중인 서버로만 트래픽을 보낼수 있도록 상태확인도 해야만 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의 컨테이너는 개별 서비스로써 운영된다. 컨테이너
생성 및 소멸은 밀리 초 내에 발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컨테이너들은 자동화 관리되고,
확장성이 뛰어나면서, 지연시간이 짧은 Service Discovery 및 Health Check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Cloud Native Service Discovery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성능(Performance): 속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중요한 특성이다. 분산
서비스 검색(Distributed Service Discovery)을 위해 특수 제작된 플랫폼을
사용하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간단한 Coordination & Service Discovery: 오래된 패러다임에서는 종종 서비스
검색 및 로드밸런싱을 수동으로 구성해야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자동화 할 수 있다.
◾ 확장성(Scalability): 서비스 검색 프로세스를 자동화 한 결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확장성이 크게 향상된다.

3.2.2 관련 솔루션 소개
1) Eureka50)
Eureka는 Netflix에서 개발 한 로드밸런싱(Load-balancing) 및 페일오버(Fail-over)를
제공하는 Service Registry 중의 하나로써, Netflix의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버를 동적으로 등록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는 Middle-tier 로드밸런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개발되었다.

[그림 4-39] Eureka를 이용한 서비스 검색 구축
50) https://github.com/Netflix/eur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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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스턴스 목록과 그 위치(host, port)가 동적으로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그 위치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 Eureka를 사용하면 등록된 모든 서비스의
정보를 registry에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접근 정보를 요청 하는 클라이언트나
마이크로서비스들에게 등록된 서비스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로드밸런싱과 장애복구가 가능한 Middle-tier 서비스 환경을 구성 했을 때 클라이
언트(API Gateway 또는 다른 서비스)에게 가용한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위치 정보를
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로드밸런서는 서버의 고정적인 IP 주소와
Host name을 기준으로 동작하는 반면, AWS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버 위치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밸런서에 그 위치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
AWS와 같은 Cloud 서비스에서는 특성상 서버의 IP 주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밸런서가 서버를 등록하고 해지하는 작업을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AWS ELB는 전통적인 프록시 기반 로드밸런싱이지만 Eureka는 중간 계층의
역할로써, instance, server, host 수준에서 로드밸런싱을 처리한다.
Eureka 로드밸런싱은 서버에 관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캐시되므로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밸런서의 장애에 대해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표 4-7> Eureka VS AWS ELB
Eureka
Session

Load Balancer
Shutdown

확장성을 고려하여 stateless
(non-sticky)
사용가능한 서버 정보가 Client에 Cache
되어 있음. 약간의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아무
문제가 없음

AWS ELB
Stateful
(sticky)

No support

Eureka는 로드밸런스와 Failover를 지원하는 REST 기반의 Service Discovery이다. 이
중 서비스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을 Eureka Server라 부른다.
Eureka Server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있다.
◾ Eureka Client: 서비스들의 위치 정보를 Eureka Server로부터 가져오는 서비스.
Java 기반 클라이언트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Round-Robin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로드밸런스를 내장하고 있다. Eureka는 기본 로드밸런스 외에도 트래픽,
리소스 사용량, 에러 상황 요소에 따라 로드밸런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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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ka Instance: Eureka에 등록되어 목록에서 조회 가능한 Eureka Service의
단위이다.
◾ Register: eureka.instance, eureka.client 설정값을 바탕으로 Eureka에 등록하기
위한 Eureka Instance 정보를 만든다. Client가 Eureka Server로 첫 Heart beat
전송 시 Eureka Instance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Instance 정보는 Eureka
dashboard나 http://<eurekaserver>/eureka/ap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lient는 Eureka에 등록 이후 설정된 주기마다(default: 30초) Heart beat를 전송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데, 설정된 시간동안 Heart beat를 받지 못하거나, Client가
shutdown 될 때는 cancel 요청을 Eureka 서버로 보내서 Eureka Instance를 Registry
에서 제거하게 된다.
2) CoreDNS51)
CoreDNS는 Go 언어로 작성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DNS서버로써, Kubernetes
Cluster의 DNS 역할을 수행한다. CoreDNS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유연성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존 디플로이먼트인 kube-dns를
교체하거나,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kubeadm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안의 kube-dns대신 CoreDNS를 사용할 수 있다.
3) Nacos
Nacos는 Alibaba의 서비스 검색, 구성 및 관리 플랫폼으로써, 중국의 대규모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며, 9,000개 이상의 GitHub 레포지토리 star를 받고 있다. Nacos는 RPC
기반 및 DNS 기반 서비스 검색을 모두 제공하며, health check 기능의 지원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호스트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상태 비저장 서비스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동적 구성 서비스를 지원한다.

3.3 Service Proxy
3.3.1 기술 개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발전하면서 서비스 간의 통신을 라우팅하는 요건이
많아지고 이를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프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프록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표적인 프록시 솔루션으로는 Nginx, HAproxy, Apache
51) https://cored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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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록시들은 보통 TCP/IP 레이어에서 L4로 작동을 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HTTP URL에 따른 라우팅에서부터 HTTP Header를
이용한 라우팅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해지면서 L4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인 L7
기능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그림 4-40] OSI 7 Layer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해 마이크로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서비스간
라우팅이나 인증 등 여러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구현52) 되었는데 라우팅,
Health check 등 서비스 간의 통제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프록시 서버와 같은 인프라 서버를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하다.

3.3.2 관련 솔루션 소개
1) Nginx
Nginx는 동시에 최대 10,000건의 concurrent connections 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는 웹 서버로서, 웹 서버로서의 기능 이외에 프록시 서버,
메일 프록시 서버, TCP/UDP 프록시 서버로 사용할 수 있다. Nginx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낮은 요청 처리 비용: Nginx는 Event-Drive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동기적
으로 요청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전달할 수 있고 요청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다.
◾ 다양한 Event-Driven API feature를 지원: Event-Driven API feature를
52) 대표적인 사례로 Netfix OSS가 있음

104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켓이 셧다운 되는 등의 장애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낮은 메모리 사용량: Nginx는 아주 가볍다. Nginx에서는 비활성화된 HTTP
keep-alive 연결 1만개에 2.5메가바이트의 메모리만 사용하므로 경량 서버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Nginx와 Apache HTTP Server와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4-41] Nginx와 HTTP Server와의 성능 비교53)

위 그래프는 Nginx가 Apache보다 시간당 처리 요청 수가 훨씬 많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Asynchronous, Event-Driven I/O를 사용하는 Nginx의 Event-driven한 비동기
적인 특징 때문이다.

[그림 4-42] Nginx와 HTTP Server와의 성능 비교54)
53) https://www.nginx.com/blog/using-nginx-plus-web-server/
54) https://www.nginx.com/blog/using-nginx-plus-we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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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Apache HTTP Server의 메모리 사용량이 동시 요청 처리량의 증가에 비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청이 많아질수록 Apache Server는 메모리에 과부하를 주는
반면, Nginx는 동시 요청 처리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일정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 준다. 이는 CPU 소모량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며, Nginx의
Event-Driven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Nginx가 Event-Driven에 기반하는
Single thread architecture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성하고 관리해야 할
쓰레드가 적으니 메모리 소모가 적고, CPU를 점유하고 낭비하는 쓰레드가 없고
쓰레드간의 Context switch와 같은 Overhead도 없으므로 CPU 효율도 좋다.
Nginx는 Reverse proxy server 역할을 함으로써 로드밸런싱, 가속, 익명성을 통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서버머신 안에 여러 개의 Back-end 서버 애플리
케이션이 동작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클라이언트는 서버 머신의 특정 포트(80포트)
로만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요청을 어떤 Back-end 서버가 핸들링할 것인지를
Reverse proxy server(여기선 Nginx)가 결정한다.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ginx는 Apache HTTP Server와 비교하여 사용률
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4-43] 주요 웹 서버의 사용 비율55)

55) https://ultahost.com/blog/apache-vs-nginx-which-is-the-best-web-server-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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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voy
Envoy는 CNCF의 세 번째 Graduated Project로써, Lift사에서 제작한 프로젝트이다. 대형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된 Application과 Service를 위해 설계된 고성능 분산 프록시이며
기존 프록시의 L4 기능 뿐 아니라 L7 기능도 지원하면서 HTTP 뿐 아니라 HTTP2.0,
TCP, gRPC까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그림 4-44] HTTP 요청에 대한 지연 결과56)

Envo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듈화가 잘되어 있으며 테스트하기 쉽게 작성 가능
◾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추상화
◾ HTTP, TCP, gRPC 프로토콜을 지원
◾ TLS client certification 지원
◾ HTTP L7 라우팅 지원을 통한 URL 기반 라우팅, 버퍼링, 서버간 부하 분산량
조절 등
◾ HTTP 2.0 지원
◾ Auto retry, circuit breaker, 부하량의 제한 등 다양한 로드밸런싱 기능 제공
◾ 다양한 통계 추적 기능 제공 및 Zipkin과의 통합을 통한 마이크로서비스 간의 분산
트랜잭션 성능 측정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가시성(visibility)을 제공
◾ Dynamic configuration 지원을 통해서, 중앙 레포지토리에 설정 정보를 동적
으로 읽어와서 서버 재시작 없이 라우팅 설정 변경이 가능
◾ MongoDB 및 AWS Dynamo에 대한 L7 라우팅 기능 제공

56) https://www.twilio.com/blog/2017/10/http2-issu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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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oy 프록시는 배포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구조에 배포가 가능하다.
◾ Front envoy proxy: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앞에 위치하는 프록시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호출을 받아서 각각의 서비스로 라우팅을 한다. URL
기반으로 라우팅을 하는 기능 이외에도, TLS(SSL) 처리를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Nginx나 Apache httpd가 리버스 프록시로 많이 사용되었다.
◾ Service to service ingress listener: 특정 서비스 앞에 위치하는 배포 방식으로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트래픽에 대한 버퍼링이나
Circuit breaker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Service to service egress listener: 특정 서비스 뒤에서 서비스로부터 나가는
트래픽을 통제하는데, 서비스로부터 호출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로드밸런싱,
호출 횟수 통제(Rate limiting)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External service egress listener: 내부 서비스에서 외부 서비스로 나가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역할로써,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대행자(Delegator)와 같은 역할을
한다.

3.4 Service Mesh
3.4.1 기술 개요
Service Mesh란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어
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인프라 계층이다. Service Mesh에서는 서로 다른 애플리
케이션 부분이 얼마나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기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고 애플리케이션 확장에 따른 다운 타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다른 아키텍처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달리 개별 마이크로서비스는 자체 툴과
코딩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소규모 팀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축되며,
장애 역시 개별적으로 발생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운영 중단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 구성 요소 간 상호 통신을 위해서는 Service Discovery,
Service Routing, Failure recovery, 로드밸런싱(트래픽 관리), 보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데, 각 서비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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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Service Mesh 레이어 없이 각 서비스에 직접 구현될 수 있으나, 커뮤니
케이션이 복잡해질수록 Service Mesh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Service Mesh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이 각 서비스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진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림 4-45] Service Mesh의 역할57)

Service Mesh는 통신 및 네트워크 기능을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인프라로써, 모든 서비스의 인프라 레이어로서 위의 언급된 많은 기능들을 포함한
서비스들 간의 통신을 처리한다.

57)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service-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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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코드 종속성 기반의 Service Mesh의 제품

Service Mesh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PaaS(Platform as a Service)의 일부로 서비스 코드에 포함되는 유형: Microsoft
Azure Service Fabric58), Lagom59), SENECA60)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이기 때문에, Service Mesh를 구현하는데
특화된 코드가 필요하다.(Mesh Native Code)
◾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API 호출을 통해 Service Mesh에 결합되는 유형: Spring
Cloud, Netflix OSS(Ribbon, Hystrix, Eureka, Archaius), Finagle61)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중 Netflix의
Prana는 Sidecar 형태로 동작한다. 서비스 메시를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Mesh Aware Code)
◾ Sidecar proxy를 이용하여 Service Mesh를 마이크로서비스에 주입하는 유형:
Istio/Envoy, Consul, Linkerd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Sidecar proxy 형태로
동작한다. Proxy 형태이기 때문에, Service Mesh와 무관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58)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service-fabric/service-fabric-overview
59) https://www.lagomframework.com/
60) https://senecajs.org/
61) https://twitter.github.io/fin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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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Service Mesh는 Sidecar pattern 유형이 추천되고 있다. Sidecar pattern은
(컨테이너 배포방식의 경우) 모든 응용 프로그램 컨테이너에 추가로 Sidecar
컨테이너가 배포되며, Sidecar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비즈니스 로직과 Sidecar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Proxy를 통해서 호출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의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이라고 하여도 개발자가 별도의 작업 없이 서비스의 연결뿐만
아니라, 로깅, 모니터링, 보안, 트래픽 제어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Service Mesh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Service Discovery
◾ Load Balancing(지연시간 기반/대기열 기반)
◾ Dynamic Request Routing
◾ Circuit Breaking
◾ 암호화(TLS)
◾ 보안
◾ Health Check, Retry and Timeout
◾ Metric 수집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Service Mesh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대신 비즈니스 가치를 추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 요청 로직이 서비스와 함께 가시적인 인프라 계층을 형성하므로 마이크로서비스
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런타임 이슈를 손쉽게 인식하고 진단할 수 있다.
◾ Service Mesh는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로부터 요청을 재라우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 타임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 복구 능력이 향상된다.
◾ 시스템 성능 지표를 통해 런타임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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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관련 솔루션 소개
1) Linkerd
Linkerd는 CNCF의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로써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런타임 디버깅,
관찰 가능성, 안정성 및 보안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Kubernetes용 Service Mesh이다.
Linkerd는 마이크로서비스로 인해 복잡해지는 라우팅을, 투명하고 추상화된 레이어를
제공하여 해결한다. Linkerd는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음 요청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를 Service Discovery를 통해서 처리하고 로드밸런싱 해준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복잡화되기 쉬운 통신 부분에 레이어를 두어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47] Linkerd 구조도62)

Linkerd는 Identification, Binding, Resolution, Load Balancing의 4단계로 요청을
반환한 다음, 최종적인 호스트 정보를 결정하여 돌려주게 된다.

62) https://linkerd.io/overview/what-is-link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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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Linkerd 작업 처리 과정63)

Service Mesh의 배치방법에는 Node별로 배치하는 Per node와, Pod별로 배치하는 Per
pod(Sidecar)가 있다. Linkerd는 Per pod도 대응가능 하지만 Per node를 추천한다. Per
node구성에서 Linkerd는 Kubernetes의 Deamon set으로 배포된다. 다수의 경량 Pod를
배포해도 Per node방식에서는 Linkerd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리소스 관리의 관점에서
Per pod보다 유리하다.

[그림 4-49] Kubernetes에서 Linkerd Pod 배치

63) https://linkerd.io/advanced/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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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tio
Istio는 2017년에 구글, Lyft, IBM에서 내놓은 Service Mesh 솔루션이다.
Istio는 논리적으로 Data Plane과 Control Plane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Data
Plane은 실제 데이터 트래픽이 돌아다니는 영역을 말하며, Control Plane은 프록시가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며 Mixer64)의 정책을 설정하고 텔레메트리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다음은 Istio의 Data Plane과 Control Plane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50] Istio의 Data Plane과 Control Plane의 관계65)

Data Plane은 Envoy를 서비스 옆에 붙여서 사이드카 형식으로 배포하여 서비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Envoy를 통해서 통제하게 된다. 상대편 서비스의 IP 주소
(엔드포인트) 정보는 Control Plane의 파일럿(Pilot)이라는 컴포넌트에 저장되어 있고
Envoy는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호출할 때, 이 데이터를 참고하게 된다.
Control Plane은 Data Plane에 배포된 Envoy를 컨트롤 하는 부분으로, 파일럿(Pilot),
믹서(Mixer), 시타델(Citadel)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
◾ 파일럿(Pilot): Envoy에 대한 설정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들의 엔드
64) 플랫폼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전체 Service Mesh에서 접근 정책을 관리하고, 다른 서비스들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65) https://istio.io/docs/concepts/what-is-is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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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들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Service Discovery 기능을 제공한다. Istio에
유용한 기능중의 하나가 트래픽의 경로를 컨트롤 하는 기능인데,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호출하는 경로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외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공
하기 위해서 서비스간에 호출이 발생할 때 재시도(retry),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한
Circuit breaker, Timeout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믹서(Mixer): 액세스 컨트롤, 정책 통제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 지표의 수집한다.
서비스의 총 처리량을 정책으로 지정하여, 그 처리량 이상으로 요청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헤더 값이 일치해야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정의하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나 평균
처리량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 시타델(Citadel): 보안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과 인가(Authorization)를 담당한다. Istio는
통신을 TLS(SSL)을 이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는데, TLS 암호화나 또는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Certificate)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Istio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Traffic management: 쉬운 규칙구성과 트래픽 라우팅을 통해 서비스간의 트래픽
흐름과 API 호출을 제어할 수 있다.
◾ Security: 기본적으로 Envoy를 통해 통신하는 모든 트래픽을 자동으로 TLS
암호화 한다.
◾ Resilience: 서비스 간 상호작용에 대해 Access, Role 등의 정책을 설정하여
리소스가 각 서비스에게 공정하고 안정하게 분배되도록 제어한다.
◾ Observability: 강력한 모니터링 및 로깅 기능을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고 효율
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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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PI Gateway
3.5.1 기술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들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
는 수백 개의 작은 서비스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호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각각의 서비스마다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인증/인가/로깅에 관련된 공통적인 로
직을 구현
◾ 공통된 로직의 변경 시 모든 서비스에 재배포가 필요
◾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여러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
◾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된 API 사용 이력을 관리하기 어려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경우에는 각각의 API 서비스들의 엔드
포인트를 단일화 해주는 API Gateway 서버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API Gateway
에서는 각 서비스들에 API 사용에 필요한 인증과 인가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요청 정보를 기록하는 로깅 기능을 구현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각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PI Gateway는 Access Control, API Contract, Rate Limit, Service Discovery, Circuit
Breaker, Routing, Load Balancing, Authentication, Transformation, Caching, Logging
등의 API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연결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러 클라이언트
의 요청을 단일 클라이언트의 요청처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Back-end
서버간의 API 통신량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서비스가 여러 인스턴스 에
배포되어 있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마이크로서비스에서 API Gateway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51] API Gateway 사용여부에 따른 마이크로서비스의 호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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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Gateway에서는 각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서비스가 배치된 인스턴스의 고유한
IP 주소와 Port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스턴스들이
동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각 서비스의 위치를 기억하고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각 서비스의 위치 정보는 “Service Discovery” 역할을 하는 서비스에게 질의
하여 확인한 다음, 라우팅하게 된다.
API Gateway는 다음과 같이 오프소스, 상용 솔루션, 그리고 Public Cloud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표 4-6> API Gateway의 솔루션 종류

API Gateway

오픈소스 직접 구현

상용 솔루션 활용
(각 Enterprise Version)

Public Cloud 서비스

Kong
Apigee
3scale
CA
Mule

Kong
Apigee
3scale
CA
Mule

Amazon API Gateway
Azure API Management
Google Cloud
Endpoints
Oracle API Platform

[그림 4-52] API Gateway 서비스에 대한 완성도와 기능 구현에 따른 분류66)
66) Gartn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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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API Gateway 서비스에 대해 설치방법이나 배포 복잡성, 오픈소스 여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호스팅 여부, 그리고 개발 커뮤니티의 지원 여부와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API Gateway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같이 직접
설치해서 제공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다. 만약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직접 구현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
<표 4-7> API Gateway 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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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관련 솔루션 소개
1) Apigee Edge, Apigee Edge Microgateway
Apigee는 2004년에 설립되어, 2016년에 Google에 인수된 상용 서비스로써, 최근 선호
되는 제품 중 하나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웹 검색에
의하면 Apigee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3] Apigee 사용 추이

Apigee Edge API Management에는 API 런타임/게이트웨이와 개발자 포털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익 창출 및 클라우드 전용 분석 서비스를 위한 Apigee Sense가 포함된다.
Apigee Edge 플랫폼의 API Gateway는 광범위한 IAM 기능을 지원하며, CI/CD
파이프라인에서의 자동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

확장성으로 인해 DevOps 조직에

유용하다.
◾ 장점
① Apigee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를 통해 조직은 선택한 여러 지리적 클라우드
지역에서 API 런타임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Apigee Edge 플랫폼의 API 게이트웨이는 IAM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제공하는
제품 중 하나이다. 보안 토큰 서비스(STS)는 특히 융통성이 있으며 SOAP-REST 및
REST-SOAP 변환에 대한 자동화 지원에 강점이 있다. Apigee Edge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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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솔루션 중 하나이며, Apigee Sense와 함께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③ Apigee는 컨테이너 배포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옵션을 모두
제공한다.
◾ 단점
① Bot Mitigation 및 행동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Apigee Sense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② Private Cloud 구축을 위한 Apigee Edge에는 Apigee Sense를 추가할 수 없다.
③ Apigee Edge Microgateway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민감한 데이터, 데이터 마스킹, 토큰화 및 암호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차단하려면
모두 사용자 지정 코드 또는 플러그인이 필요하다.

2) Amazon API Gateway
Amazon API Gateway는 주로 클라우드 호스팅 형태로 사용된다. AWS의 Lambda,
PaaS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며 ID 및 액세스 관리
기능은 여러 AWS 제품과의 통합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Amazon API Gateway는
OAuth 인증 서버 지원, OpenID 제공 업체 지원 및 SAML 서비스 제공 업체 지원을
위한 Amazon Cognito 지원하며 SAML ID 제공자 지원을 위한 AWS IAM 지원,
그리고 Lambda 인증기관 서비스를 지원한다.
Amazon Web Service에서는 제공하는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다양한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 AWS WAF :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화벽
◾ Amazon CloudFront : 필드 레벨 암호화는 API 메시지 데이터를 암호화
◾ Amazon GuardDuty : 행동 분석 및 위협 탐지

◾ 장점
① Amazon API Gateway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배포하는 AWS 고객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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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mazon API Gateway는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자동화가 가능하여 DevOps 원칙을
적용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물론 Gateway 구성을 자동화하고 다른 AWS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이러한 조직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있어야 한다.
③ Amazon API Gateway는 Red Hat 3scale API Management와 통합되어 Amazon
및 Red Hat Gateway에서 정책 집행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단점
① Amazon API Gateway는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On-premise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조직에서 Amazon API Gateway가 동작하는 AWS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여러
구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③ AWS는 기본적으로 OAuth를 지원하지 않다. OAuth는 Cognito를 사용하여 구성
할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는 IaaS API 액세스를 위해 기본적으로 OAuth를 지원하는
서비스(IaaS) 플랫폼으로 다른 인프라와 관련하여 복잡성을 필요로 한다.
④ Amazon API Gateway의 기본 보안은 특정 트래픽 관리 기능으로 제한된다. 다른
보안 기능을 사용하려면 AWS 서비스 또는 외부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⑤ AWS는 현재 고유 또는 통합을 통해 특정 Bot Mitigation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3) KONG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Kong(이전 Mashape)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오픈소스 API 및 마이크로서비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Kong은 Nginx를 기반으로 하며 Kong Enterprise Edition
(EE)은 중대형 글로벌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Kong EE는 API Gateway, Kong Dev
Portal 및 Kong Vitals(분석 및 모니터링용)가 포함되며, 다른 공급 업체와 달리 이러한
기능은 별도로 판매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Kong EE보다
제한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Kong Community Edition(CE)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이다.67)
Kong EE는 사용자 정의 또는 다른 기능과의 통합을 통해 DDoS를 제외한 대부분의

67) Kong CE에는 웹 기반 관리 UI와 역할 기반 관리 기능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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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킨다. Kong EE에서는 취약성 완화를 위해 WAF 공급
업체인 Wallarm와 API 보안 공급 업체인 Ping Identity(이전 Elastic Beam)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Bot Mitigation을 지원하며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한다.

◾ 장점
① Kong은 마이크로서비스 사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DevOps 배포
시나리오를 지원한다.
② Kong은 API Gateway 또는 마이크로서비스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Gateway용
단일 코드 기반을 가지고 있다.
③ Kong은 최신 OAuth/OIDC 확장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OAuth/OIDC 흐름을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④ Kong은 컨텍스트 기반 인증을 지원하며 "적응형 액세스"라고도 한다.

◾ 단점
① Kong은 SAML, XML과 JSON 간 변환 또는 SOAP와 REST 간의 변환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IAM 인프라가 있는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Kong은 개별 또는 통합을 통해 DDoS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4) Netflix OSS Zuul Gateway
Zuul은 Netflix가 개발한 Spring Cloud Netflix에 특화된 오픈소스형 API Gateway
이다. Zuul API Gateway는 사용자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프록시 혹은 라우팅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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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Netflix Zuul Gateway를 이용한 마이크로서비스 호출

Zuul은 가장 앞단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적절한 서비스에 전달하고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엣지 서버(Edge Server) 또는 API Gateway의 역할을 하게 된다.
Front-end로부터 모든 요청을 받아 내부 마이크로서비스들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단일
엔드포인트로써, CORS, 인증, 보안과 같은 공통 설정을 Zuul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하거나 필터를 적용하여 헤더에 특정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4-55] Netflix OSS의 Eureka와 Zuul 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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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Zuul은 Routing Rules, Filters, Service Discovery, Load Balancing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Routing Rules 기능은 Front-end로부터 들어온 request를 path에 따라 특정 service로
라우팅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한다.
Filters 기능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라우팅하기 전(Pre Filter), 라우팅 처리
중(Routing Filter), 라우팅한 후(Post Filter) 응답을 돌려받았을 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 Pre Filter: 라우팅 전에 실행되는 필터이다. 주로 logging, 인증 등이 Pre
Filter에서 이루어진다.
◾ Routing Filter: 요청에 대한 라우팅을 다루는 필터이다. Apache httpclient를
사용하여 정해진 URL로 보낼수 있고, Neflix Ribbon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라우팅할 수도 있다.
◾ Post Filter: 라우팅 후에 실행되는 필터이다. response에 HTTP header를
추가하거나, response에 대한 응답속도, Status Code 등 응답에 대한 통계와
메트릭을 수집한다.
Filter를 적용하여 서비스들에 대한 인증 적용을 통한 접근 제한, 접점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로직에 따른 동적인 라우팅
적용, 트래픽 양을 조절하며 성능 테스트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Zuul Gateway에서는 Ribbo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Load Balancing 처리가 기능하며,
여러 instance에 정의된 알고리즘으로 맵핑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Zuul의 Load
Balancing에서는 round-robin, weighted response time, availability의 방식을 지원
한다.
그 밖의 기능으로는 Connection Pooling, Status Categories, Retries, Request
Passport, Request Attempts, Origin Concurrency Protection, HTTP/2, Mutual TLS,
Proxy Protocol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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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솔루션 활용 가이드
이번 절에서는 Service Discovery와 Service Routing 및 API Gateway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Netflix OSS의 Eureka, 그리고 API Gateway를 위해 Netflix OSS Zuul
Gateway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3.6.1 Eureka Discovery Server 설정
1) Eureka Server 설정
① Spring Boot project 생성
② pom.xml에 Eureka Server dependency 추가
<dependency>
<groupId>org.springframework.cloud</groupId>
<artifactId>spring-cloud-starter-netflix-eureka-server</artifactId>
</dependency>

③ configuration - application.yml 수정

server:
port: 8761
spring:
application:
name: discovery-service
eureka:
instance:
hostname: localhost
client:
registerWithEureka: false
fetchRegistry: false
serviceURL:
defaultZone: http://${eureka.instance.hostname}:${server.port}/eureka/
server:
enable-self-preservation: true

◾ localhost:8761에 Eureka Server 설정
◾ DefaultZoneURL 설정을 통해 동일한 zone의 eureka server clusterin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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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값 설명
- eureka.client.registerWithEureka: 본인 서비스를 eureka 서버에 등록 할지
여부(eureka는 서버이면서 client가 될 수도 있음)
- eureka.client.fetchRegistry:client 서비스가 eureka 서버로부터 서비스 리스트
정보를 local에 caching 할지 여부
④ @EnableEurekaServer Annotation 추가하여 Eureka Server Application으로 선언
@EnableEurekaServer
@SpringBootApplication
public class CoeEurekaApplicatio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pringApplication.run(CoeEurekaApplication.class, args);
}
}

⑤ Eureka server 구동 후 Eureka Dashboard 확인

[그림 4-56] Eureka dashboard 화면

◾ 웹브라우저에서 Eureka Server로 설정한 URL에 접속 시, Eureka 콘솔 화면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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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reka Client 설정
① Spring Boot project 생성
② pom.xml에 Eureka Client dependency 추가
<dependency>
<groupId>org.springframework.cloud</groupId>
<artifactId>spring-cloud-starter-netflix-eureka-client</artifactId>
<version>1.4.4.RELEASE</version>
</dependency>

③ property 추가
spring:
application:
name: customer-service
eureka:
client:
serviceURL:
defaultZone: http://192.168.1.19:8761/eureka/
enabled: true
instance:
preferIpAddress: true # 서비스간 통신 시 hostname 보다 ip를 우선 사용 함

◾ Eureka Server 연결 설정
◾ Service 명은 customer-service로 설정(eureka server에 등록되는 서비스 명)
④ @EnableDiscoveryClient Annotation 추가하여 Eureka Client 선언
//eureka, consul, zookeeper의 implements를 모두 포함. @EnableEurekaClient는 only works
for eureka.
@EnableDiscoveryClient
@SpringBootApplication
public class CustomerApplicatio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pringApplication.run(CustomerApplication.class, args);
}
@Bean
public RestTemplaterestTemplate() {
return new RestTempl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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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reka Peering
① 서버 application.yml 설정(Server)
server:
port: 8761
eureak:
server:
enable-self-preservation: true
client:
registerWithEureka: true
fetchRegistry: true
--spring:
profiles: eureka1
eureka:
instance:
hostname: eureka1
client:
serviceURL:
defaultZone: http://eureka2:8761/eureka/
--spring:
profiles: eureka2
eureka:
instance:
hostname: eureka2
client:
serviceURL:
defaultZone: http://eureka1:8761/eureka/

◾ 동일서버에서 실행하는 경우 instance.hostname은 unique하게 설정
◾ registerWithEureka true로 설정
- true설정시 서버 자신도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등록한다.
◾ fetchRegistry true로 설정
- defaultZone의 유레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가져온다.
(register WithEureka가 true로 설정되어야 동작함)
◾ profile추가하여 서로 참조하도록 serviceURL.defaultZon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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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이언트 application.yml 설정(Client)
spring:
application:
name: customer-service
eureka:
client:
serviceURL:
defaultZone: http://eureka1:8761/eureka/,http://eureka2:8761/eureka/
enabled: true

◾ eureka.client.serviceURL.defaultZone에 clustering한 유레카 서버 모두 입력
- heart-beat는 defaultZone의 very first 항목인 eureka1에만 전송
◾ 여러 개의 Eureka에 등록할 경우 defaultZone에 ,(comma)로 구분하여 입력

3.6.2 Zuul Gateway Server
다음으로, API Gateway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Netflix OSS Zuul 서비스는 Gateway와 Service Routing, Load Balancing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다음 그림은 Zuul Gateway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57] Zuul Gateway 기능과 역할

Zuul Gateway 서비스는 Spring Boot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 https://
start.spring.io/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로 Spring Boot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 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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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IntelliJ와 같은 IDE에서 Import하도록 하자.

다음은 https://start.spring.io/에서 생성한 Spring Boot 프로젝트를 압축 해제한 다음
IntelliJ IDE에서 불러오는 화면이다.

Spring Boot 프로젝트를 불러온 다음, pom.xml 파일에서 Netflix OSS Zuul 라이브
러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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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ZuulApiGatewayApplication.java 파일에 아래와 같이 2개의 Annotation을
추가하도록 하자.
- @EnableZuulProxy
- @EnableEurekaClient

@EnableEurekaClient는 Zuul 서버에서 다른 서비스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Service Discovery Client로 등록되기 위한 Annotation이다.
다음으로, Spring Boot 프로젝트의 환경설정 파일인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Zuul Gateway 설정을 추가하도록 한다.
- server.port
- spring.application.name
- eureka.client.serviceURL.default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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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BootApplication 파일과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Application을 실행하도록 하자.

Eureka Discovery Server의 Dashboard 화면에서 Zuul API Gateway와 다른
마이크로서비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Users MicroService의 Port를 직접 지정해서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Users MicroService를 여러 개 실행해 보도록 하자.(동일 서비스가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실행되었다고 가정)
- 방법 1) mvn spring-boot:run
- 방법 2) java –jar zuul-api-gateway-0.0.1-SNAPSHOT.jar

여러 개의 Users MicroService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각 서비스들의 IP와 Port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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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Zuul API Gateway를 이용하여 Users
MicroService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 Users MicroService들 중에서 적당한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Load Balancing 처리를 해 주게 된다.

위와 같이 API Gateway를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단일 엔드포인트(API Gateway의
위치)만을 호출하게 되면, API Gateway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Service Routing과 Load Balancing 처리를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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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ntime

CNCF의 Cloud Native 참조 아키텍처에서, Runtime이란 컨테이너 실행 표준과
컨테이너 네트워킹, 그리고 볼륨에 의한 컨테이너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4.1 Cloud Native Storage
4.1.1 기술 개요
컨테이너 환경은 기존의 OS 가상화보다 간단하게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를 가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 및 운영환경을 쉽게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되는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호스트 및
클라우드의 저장소에 저장된다. 가상화 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저장 작업은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체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대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68)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Cloud Native Storage, CNS)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Cloud Native Application, CNA)에서 사용되는 스토리지이다. CNA는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Kubernetes), 메소스(Mesos), 도커 스웜(Docker Swarm)과
같은 컨테이너형 Orchestrator에서 컨테이너화되고 배포/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적
으로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 구현, 실행 및 관리하기 위해
컨테이너와 Kubernete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Kubernetes의 Stateful이라는 리소스는

클라이언트가 애플리

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이러한 Stateful 상태를 저장하려면 외부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68) https://blogs.vmware.com/virtualblocks/2019/08/14/introducing-cloud-native-storage-for-v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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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F 백서(http://bit.ly/cncf-storage-whitepaper)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가질 것으로 예상 되는 특징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 스토리지 시스템의 주요 속성
◾ Availability(가용성)
◾ Scalability(확장성)
◾ Performance(성능)
◾ Consistency(일관성)
◾ Durability(내구성)
◾ Instantiation & Deployment(인스턴스화 및 배포)

[그림 4-58]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의 구성 요소69)

일반적으로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는 데이터가 소비 또는 저장되는 방법을 정의
하는데, 인터페이스의 선택은 가용성, 성능 및 확장성과 같은 중요한 속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CNCF의 백서에서는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볼륨과 애플리케이션
API로 분리하였다.

69)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ek8jJ2SPt4xx7Tnx7ih_m4DxzSimj_w26qYHnfrrRQ/edit#heading=
h.h1c8gkva2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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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들이 컨테이너화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리 시스템 또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은 스토리지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여 워크로드를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는 연결하는 내용에 따라 다른 계층이 관련 될 수도 있다.

[그림 4-59] 스토리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70)

예를 들어 Kubernetes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여러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스토리지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 컨트롤 플레인 API 지원 및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와 직접 연락
◾ API Framework 레이어 또는 기타 도구를 통해 오케스트레이터와 상호 작용
컨트롤 플레인 API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워크로드를 위해 스토리지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하는데 중점을 둔다.
API 프레임워크 및 기타 도구는 컨트롤 플레인 API의 확장이며 프로비저닝 외에도
자동화 및 기타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보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복제 등)를
지원할 수 있다.

7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ek8jJ2SPt4xx7Tnx7ih_m4DxzSimj_w26qYHnfrrRQ/edit#heading=
h.rzvsu9izhb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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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관련 솔루션 소개
1) ROOK71)
Rook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기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 세트에 대한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Rook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관리, 자체 확장 및 자체
복구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로 전환시켜주며 이를 위해 배포, 부트스트랩, 구성,
프로비저닝, 확장,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재해 복구, 모니터링 및 리소스 관리를
자동화하게 해준다.
Rook은 Extension point(확장점)의 활용과 스케줄링, Lifecycle 관리, 리소스 관리,
보안, 모니터링 및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는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Rook이 현재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72)
<표 4-8> Rook 지원 스토리지 솔루션
Name

API Group

Status

Rook Framework

rook.io/v1alpha2

Alpha

Ceph

ceph.rook.io/v1

Stable

CockroachDB

cockroachdb.rook.io/v1alpha

Alpha

Cassandra

cassandra.rook.io/vialpha1

Alpha

EdgeFS

edgefs.rook.io/v1

Stable

NFS

nfs.rook.io/v1alpha1

Alpha

YugabyteDB

yugabytedb.rook.io/v1alpha1

Alpha

2) Ceph73)
Ceph는 프로덕션 배포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블록 스토리지(Block storage),
객체 스토리지(Object storage) 및 공유 파일 시스템(Shared file system)을 제공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분산 스토리지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71) https://rook.io/docs/rook/v1.3/
72) https://github.com/rook/rook/blob/master/README.md#project-status
73) https://rook.io/docs/rook/v1.3/ceph-stor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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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h의 아키텍처74)

[그림 4-60] Ceph 아키텍처75)

Ceph

Cluster는

cosd(Ceph

object

storage

daemon),

cmon(Ceph

monitor),

cmds(Ceph metadata daemon)의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클러스터 구성에는
최소 1개의 cmon과 최소 2개의 cosd가 필요하다. 디폴트는 3개의 cosd로 되어있다.
◾ Ceph osd: cosd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제, 부하분산 등의 역할
◾ Ceph monitor: 모니터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체크하고, PG(Placement Group)
map, OSD map과 Ceph의 state history를 저장하고 관리
◾ Ceph mds: Ceph metadata daemon은 일반 사용자가 Ceph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metadata들을 저장하는 서버 역할
Ceph의 장점 중 하나는 Ceph osd(object storage daemon)를 늘리면 스토리지의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74) https://ceph.readthedocs.io/en/latest/architecture/
75) https://en.wikipedia.org/wiki/Ceph_(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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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k + Ceph 연동

Rook은 Ceph 스토리지 시스템이 Kubernetes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Kubernetes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 이미지는 Ceph Rook이 Kubernetes와 통합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61] Rook과 Ceph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성도76)

Kubernetes 클러스터에서 Ceph를 실행하면 Kubernetes 응용 프로그램은 Rook에서
관리하는 블록 장치 및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S3/Swift API를 사용하여 객체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다. Rook 운영자는 스토리지 요소들의 구성을 자동화하고
클러스터를 모니터하여 스토리지가 사용 가능하고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ook Operator는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부트스트랩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컨테이너 서비스이다. Operator가 Ceph 모니터 Pod를 시작하고 모니터 할 뿐만 아니라
다른 Ceph 데몬을 관리할 수도 있다. Operator는 Pod와 서비스들을 실행 하는데 필요한
기능(artifacts)을 초기화함으로써 CRD 풀(Pool), Object store(S3/Swift) 및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스토리지 데몬을 모니터링하여 클러스터가 정상인지 확인 한다.
Ceph mon은 필요할 때 시작되거나 페일 오버되며 클러스터가 커지거나 줄어듦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운영자는 API 서비스를 통해서 status 변경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Rook은 Ceph와 완벽히 호환성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물리적 자원, 풀, 볼륨, 파일
시스템 및 버킷 측면에서 관리자를 위해 훨씬 단순화된 UX를 제공한다. 또한, Ceph
76) https://rook.io/docs/rook/v1.3/ceph-stor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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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고급 구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 Gluster77)
Gluster는 여러 서버의 디스크 스토리지 리소스를 단일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로
집계하는 확장 가능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Gluster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페타 바이트로 확장가능
◾ 수천 개의 client 처리 가능
◾ POSIX 호환
◾ 상용 하드웨어 사용
◾ Extended attributes를 지원하는 모든 온 디스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
◾ NFS 및 SMB와 같은 산업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 가능
◾ 복제, 할당량, 지역 복제, 스냅 샷 기능을 제공
◾ 다양한 워크로드에 최적화 가능
◾ 오픈소스
Gluster는 미디어, 의료, 정부, 교육, 웹 2.0 및 금융 서비스에 걸친 수천 개의 조직에서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Gluster 파일 시스템은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볼륨을 지원하며, 볼륨의
종류에 따라서 스토리지 크기 확장, 성능 향상에 적합한 볼륨을 선택할 수 있다.
Gluster의 아키텍처78)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볼륨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 분산 볼륨(Distributed Glusterfs Volume): 볼륨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볼륨 유형. 여기서 파일은 볼륨의 다양한 Brick에 분산된다.
예를 들어 file1은 brick1 또는 brick2에만 저장되고 둘 다에는 저장되지는
않는다. 데이터 중복성이 없으며, 볼륨 크기를 쉽고 저렴하게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복제된 Glusterfs 볼륨(Replicated Glusterfs Volume): 분산 볼륨에 존재하는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 사본이 모든 Brick에서
유지될 수 있다. 볼륨의 복제본 수는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수 있다. 하나의 Brick이 실패하더라도 복제된 Brick에서 데이터에 여전히 액세스
77) https://docs.gluster.org/en/latest/Administrator%20Guide/GlusterFS%20Introduction
78) https://docs.gluster.org/en/latest/Quick-Start-Guide/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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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다 나은 안정성과 데이터 중복성을 위해
사용된다.
◾ 분산 복제 Glusterfs 볼륨(Distributed Replicated Glusterfs Volume): 볼륨
파일은 복제된 Brick 세트에 분산된다. Brick수는 복제본 수의 배수여야 하며,
인접한 Brick이 서로 복제되기 때문에 Brick을 지정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중복성
및 스토리지 확장으로 인해 고 가용성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4.2 Cloud Native Network
4.2.1 기술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속성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전용 플랫폼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계산, 정책
시행 및 보안 검사 등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서비스의 5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멀티테넌시(Multitenancy):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은 기본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추상화를 통해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받는다.
공급자는 기본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고 확장할 책임이 있으며, 멀티테넌시를 통해
공급자는 기본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확장성(Scalability):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에는 실질
적인 확장 제한이 없다. 이 플랫폼은 새로운 트래픽로드 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소프트웨어 스택은 추가 컴퓨팅, 스토리지, 메모리 또는 네트워킹 리소스
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SSL 암호 해독과 같은 컴퓨팅 집약적인 기능을 활성화해도
서비스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속도(Velocity):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제공 업체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신속하게 혁신하여 새로운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의
모든 고객은 최신 기능 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및 플랫폼 개발 팀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핵심 기능이
소프트웨어 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는 몇 달이 아닌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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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성(Efficiency):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설계는 효율성을 높여서 더 낮은
비용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플랫폼 소유권은 타사 라이센스
비용과 명목상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규모로 구축된 IP 인프라를 활용하면
통신 회사가 물리적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 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버레이는 기본 네트워크 공급자를 모니터링 하고 각 패킷에
대해 최적의 공급자를 선택한다. 그 결과,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으로 통신사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5) 보편성(Ubiquity): 오늘날의 디지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는 물리적, 클라우드 및 모바일 리소스를 지원하는 많은 에지(Edge)에서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물리적, 가상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타사의 IPSec
호환 에지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네트 워크가 어느 곳에서나 모든 리소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위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는 기존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용 오버 헤드와 정체된 프로세스를 피할 수 있다.

4.2.2 관련 솔루션 소개
1) CNI(Container Networking Interface)
CNI는 CNCF에서 관리되는 프로젝트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플러그인 스펙 및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CNI는 컨테이너들의 네트워크 연결과
삭제될 때 할당된 자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오버레이 네트워크 혹은 L3 등을
통합하는데 적합하다. CNI는 Kubernetes 뿐만 아니라 AWS ECS, OpenShift 등 여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62] CNCF에서 소개하는 Cloud Native Network의 종류79)
79) https://landscape.cnc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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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NI의 에코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80)

[그림 4-63] Container Networking Interface의 Ecosystem

CNI는 네트워크 설정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컨테이너
런타임=도커 등)와 네트워크 플러그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즉, 네트워크
플러그인은 컨테이너 런타임을 가져와서 CNI 스펙에 맞춰 플러그인이 구현하는
네트워크에 구성하게 된다.
CNI가 지원하는 4가지 처리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DD 컨테이너를 네트워크에 추가
◾ DEL 컨테이너를 네트워크에서 제거
◾ CHECK 컨테이너의 네트워크가 예상대로인지 확인
◾ VERSION 버전 정보를 반환
CNI는 Configure파일에 정의된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컨테이너 런타임(도커)에 붙이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80) https://www.cncf.io/wp-content/uploads/2017/11/Introduction-to-CNI-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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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CNI의 동작 방식81)

먼저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IPAM을 플러그인을 설정한다.
IPAM 드라이버는 IP 주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워커노드의 ENI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사용하여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CNI의 Specification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https://github.com/containernetworking/cni/blob/master/SPEC.md

[그림 4-65] CNI 명세서

다음 그림과 같이, CNI에서 멀티 플러그인 체이닝을 구성할 수도 있다.

81) https://www.cncf.io/wp-content/uploads/2017/11/Introduction-to-CNI-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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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CNI의 멀티 플러그인 체이닝

이러한 방식은 custom하게 지정하여 맞춤형 플러그인을 추가하여 체인을 확장할 수
있다. CNI 체이닝 플러그인은 네트워크 스택을 추가함으로써 서로 다른 CNI를
결합하고 복잡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스택을 구축할 수 있다.
2) Project Calico82)
Project Calico는 컨테이너 및 가상 머신 등에 대해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Calico는 오케스트레이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OpenStack과 Kubernetes, Mesos, Docker, RKT 등과
같은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된다. 특히 보안 정책 기능은 Kubernetes 네트워크 정책 및
Service Mesh의 Istio 등의 구현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Calico는 2014 년에 영국 Metaswitch사에 의해 OSS 프로젝트로 발표되고 GitHub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CoreOS(Red Hat에 인수)사와 함께 설립된 Tigera
사가 Calico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Calico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운영에 대한 복잡성, 대규모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확장성의 문제,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동향에 따른 유연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풀
플랫 L3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Calico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 SDN 컨트롤러가 불필요: 일반적인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은 SDN
컨트롤러가 물리적 스위치 또는 가상 스위치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Calico에서는 모든 노드 사이의 경로 정보가 BGP(Border Gateway Protocol)에
의해 노드 간에 교환되고 중앙 집권적인 SDN 컨트롤러가 불필요하다.
82) https://docs.projectcalico.org/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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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레이를 사용하지 않음: OpenStack에서 Calico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Neutron에서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도 MAC 주소를 찾을 필요 없이 IP 통신을
하게 된다. Kubernetes에도 모든 Pod 간에는 IP 통신을 지원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오버레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며, BUM 트래픽과 East-West
트래픽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버레이에서는 캡슐화의 CPU 오버 헤드나
헤더 정보가 부가됨으로써 MTU 값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Calico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네트워크 정책: Calico는 네트워크 정책의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포트 시리즈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대한 유연한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Web 서버 컨테이너에 대한 액세스 제한으로 HTTP
포트 80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가상 머신에 대한 ICMP(Ping)을 거부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으며, OpenStack 보안 그룹이나 Kubernetes 네트워크
정책의 구현에도 사용될 수 있다.
Calico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네트워크의 간결함과 확장성, 보안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Calico는 L2 네트워크가 필요한 환경,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니터링 및 서비스 검색에 AR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IP
주소 공간이 평면 L3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는 IP 주소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제한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Calico가 적합하다.

4.3. Container Runtime
4.3.1 기술 개요
일반적인 런타임이란, 컴퓨터 개발자들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의 특정한 구현을 말하지만,
컨테이너 런타임이란, 실제 컨테이너 가상화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실행
하는 것이 아닌, 컨테이너의 실행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런타임
에서는 각 레벨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컨테이너 런타임을 호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컨테이너 런타임으로는 runc, lxx, lmctfy, Docker(containerd), rkt, cri-o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특히 컨테이너 가상화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Docker contain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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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o와 같은 제품은 runc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하지만, 이미지 관리 API를 제일
상단에 구현하고 있다. 이미지 전송, 이미지 관리, 이미지 압축/해제 API를 포함하는
기능들은 runc의 하위 수준 구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67] Container Runtime의 종류83)

실제 목적을 위해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만 초점을 맞춘 컨테이너 런타임을 일반적으로
“Low Level”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며, 이미지 관리 및 gRPC/Web API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지원하는 런타임을 “High Level” 컨테이너 런타임 또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Kubernetes에서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위를 Pod라고 하며, Pod에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구성되고 각 컨테이너는
독립된 원격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Pod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한다.

[그림 4-68] Kubernetes에서의 Container Runtime

83) https://www.ianlewis.org/en/container-runtimes-part-1-introduction-contain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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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에서는 Kubelet가 Pod 혹은 컨테이너의 관리를 행하는 주체이지만 직접적
으로 원격 환경을 조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런타임은 Kubelet 로부터의
Pod 혹은 컨테이너에 대한 요청을 커널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한다. Kubelet와
Pod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컨테이너 런타임이다. 컨테이너 런타임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호스트 상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핵심기능 제공
◾ Container 실행 및 감시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공 및 관리
◾ 이미지 관리
◾ 로컬 스토리지 관리
Kubelet과 직접 통신하는 레이어를 High-Level 런타임 혹은 CRI 런타임이라고 하며,
CRI(Container Runtime Interface)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이 레이어에서 직접적인
Container 조작은 불가능하며 OCI 런타임을 통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Containerd, CRI-O, rkt 등이 있다.

[그림 4-69] Kubernetes에서 CRI를 통한 Worker 간 통신

Pod 혹은 컨테이너의 작성은 OCI 런타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Low-Level
런타임 혹은 OCI 런타임이라고 부르며, OCI(Open Container Initiative)의 Container
런타임 표준 규격으로 통신한다. 대표적으로 runc, gVisor, Nabla, kata container 등이
있다.
OCI 런타임은 컨테이너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이 File system bundle로 정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create, start, kill, delete 등)과 Container
수명주기가 정의되어 있다. OCI 런타임은 이러한 조작에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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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High-Level 런타임에서 필요한 작업을 OCI 런타임에 지시하여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된다.

4.3.2 관련 솔루션 소개
1) Containerd
Containerd는 Docker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노드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는 OCI 호환 코어 컨테이너
런타임 중 하나이다. 2017년 CNCF로 기증된 Container Runtime이다. 2018년
Containerd v1.1이 정식으로 릴리즈 되어, Kubernetes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ontainerd는 CRI native 대응이 가능하며 사실상 산업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Docker의 내부처리로 사용 시에는 CRI native 대응은 하지 않고, dockershim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 통신한다.

[그림 4-70] Containerd에서의 통신 방법

2017년 정식 릴리즈된 Containerd v1.0에서도 CRI-Containerd 브릿지를 이용한
통신을 하였으나 CRI Native 대응은 하지 않았으며, Containerd v1.1에 이르러 CRI
Native 대응으로 Kubernetes(kubelet)에서 직접 Containerd에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 조작으로 인한 CPU와 메모리의 사용률이 감소되어 성능이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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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Kubelet을 이용한 Containerd 제어

Containerd 1.1은 Docker 18.03 CE와 dockershim의 통합과 비교하여 전체 CPU와
메모리를 덜 소모한다. 아래 그림에서 Docker와 통합된 Docker 18.03 CE와 비교할 때
Containerd 1.1은 Kubelet CPU 사용량이 31%, 컨테이너 런타임 CPU 사용량이 68%,
RSS 메모리 사용량이 11%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런타임 RSS 메모리 사용률이 1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2] Docker와 Containerd의 CPU와 메모리 사용 비교84)

2) CRI-O85)
CRI-O는 OCI(Open Container Initiative) 호환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Kubernetes
CRI(Container Runtime Interface)를 구현한 Kubernetes의 컨테이너 런타임이다.
Kubernetes는 Pod 실행을 위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Low-Level 런타임의 runc 및 Kata
컨테이너를 지원하지만 모든 OCI 호환 런타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84) http://www.opennaru.com/kubernetes/containerd/
85) https://cri-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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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O는 2016년 Kubernetes 프로젝트에서 CRI를 도입한 후 개발이 시작되어 2017
년에 CRI-O 1.0을 출시하였다. CRI-O는 OCI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하며 모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 그림의 CRI-O 아키텍처를 통해 CRI-O의 작동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4-73] CRI-O의 작동 과정86)

① Kubernetes는 Kubelet을 통해 Pod를 시작한다.
② kubelet은 요청을 CRI-O 데몬을 통해 kubernetes CRI(컨테이너 런타임 인터
페이스)에 전달하여 새 Pod를 시작한다.
③ CRI-O는 containers/imag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
④ 다운로드 한 이미지는 컨테이너/스토리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OW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압축이 풀린다.
⑤ 컨테이너에 대한 rootfs가 작성된 후 CRI-O는 OCI 생성 도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OCI 런타임 스펙 json 파일을 생성한다.
⑥ CRI-O는 사양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OCI 호환 런타임을
시작한다.(기본 OCI 런타임은 runc)
⑦ 각 컨테이너는 별도의 common 프로세스로 모니터링 된다. common 프로세스는
pty컨테이너 프로세스의 PID1을 보유하며 컨테이너 로깅을 처리하고 컨테이너
프로세스의 종료 코드를 기록한다.
86) http://www.opennaru.com/kubernetes/c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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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Pod에 대한 네트워킹은 CNI를 사용하여 설정 되므로 모든 CNI 플러그인을
CRI-O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CRI-O는 Kubernetes에서 컨테이너 실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 기존 Docker 이미지를 포함한 여러 이미지 포맷을 지원
◾ 이미지 다운로드에 대한 신뢰성과 검증 방법 지원
◾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이미지 레이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 등)
◾ 컨테이너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 CRI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로깅
◾ CRI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분리

4.4. 솔루션 활용 가이드
CRI-O Container Runtime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 CRI-O는 Kubernetes의 Container Runtime Interface(CRI) 표준 컴포넌트
를 최소한의 런타임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Kubernetes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
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Ubuntu 20.04 또는 18.04 버전에 CRI-O를 설치87)하려고 한다.
1) 시스템 업데이트
$ sudo apt update && sudo apt upgrade
$ sudo systemctl reboot

2) CRI-O Kubic repository 추가
Kubernetes와 CRI-O는 동일한 버전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Kubernetes가 1.17 버전일
경우에는 CRI-O는 1.17.x 버전을 설치하도록 한다. 버전 정보를 아래와 같이 변수로
저장하고 CRI-O를 다운받기 위한 Repository를 등록하도록 하자.

87) 여기에서는 AWS의 Amazon Linux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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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O_VERSION=1.17
$ . /etc/os-release
$ sudo sh -c "echo 'deb
http://download.opensuse.org/repositories/devel:/kubic:/libcontainers:/stable/x${NAME}_${VE
RSION_ID}/ /' >/etc/apt/sources.list.d/devel:kubic:libcontainers:stable.list“

시스템에 Repository가 추가되었다면, GPG 키를 가져오도록 한다. GPG 키는
GnuPG라고도 하며, 통신상에서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안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다.
3) CRI-O 설치
Repository를 추가되었다면, 아래 커맨드를 실행하여 CRI-O Container Runtime 을
설치하도록 하자.
$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cri-o-${CRIO_VERION}

4) CRI-O 서비스 시작
CRI-O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실행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커맨드를 실행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sudo systemctl enable crio.service
$ sudo systemctl start crio.service
$ sudo system status c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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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I-O 컨테이너 이미지 다운로드
CRI-O에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기 위해 crictl을 설치해 보도록
하자.
$ VERSION="v1.17.0"
$ wget
https://github.com/kubernetes-sigs/cri-tools/releases/download/$VERSION/crictl-$VERSIONlinux-amd64.tar.gz
$ sudo tar zxvf crictl-$VERSION-linux-amd64.tar.gz -C /usr/local/bin
$ rm -f crictl-$VERSION-linux-amd64.tar.gz

crictl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음 커맨드를 실행해서 crictl 툴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
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crictl info

정상적으로 crictl이 설치되었다면, CRI-O Container Runtime을 테스트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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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crictl images 커맨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Kubernetes에서 Pod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도록, CRI-O 설치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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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visioning

프로비저닝(Provisioning)은 IT 인프라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로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 할당, 배치, 배포하는 등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관리와, 서비스 실행부터
배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한다.
프로비저닝은 설정(Configuration)과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둘 다 배포
프로세스의 단계이다.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서버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사용자 프로비저닝, 서비스 프로비저닝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비저닝을 의미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 후에 각 인스턴스나 서비스에 추가적인
설정을 지정할 수 있다.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액세스 권한을 모니터링 하여 기업
리소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시스템 침투 및 남용의 취약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팅
이미지 제어 및 관련된 다양한 구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구성의 양을 줄이는데 있다. 프로비저닝은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형 구성 개념
및 프로젝트 구성에 사용된다.

5.1 Automation & Configuration
5.1.1 기술 개요
과거에는 물리적 서버 설정 및 하드웨어를 원하는 설정으로 구성하는 등 IT 인프라
프로비저닝은 수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각 배포에 대해 개발자가
프로비저닝을 수동으로 관리할 때 변경 및 제어 버전을 추적하고 오류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프로비저닝에는 서버 자원 프로비저닝, OS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계정 프로비저닝 등이 있으며, 수동으로 처리하는 수동
프로비저닝과 자동화 툴을 이용해 처리하는 자동 프로비저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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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자원 프로비저닝: 서버의 CPU, Memory 등의 자원을 할당 또는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프로세스
◾ OS 프로비저닝: OS를 서버에 설치하고, 구성 작업을 통해 OS가 동작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프로세스
◾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WAS, DBMS, 애플리케이션 등)를 시스템에
설치 배포하고 구성에 필요한 설정 작업을 통해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프로세스
◾ 계정 프로비저닝: 액세스 권한과 인증 권한을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접근 하는
자원(Resource)의 범주가 변경되었을 때 HR담당자와 IT관리자는 승인 절차를
밟은 후 E-mail, 그룹웨어, ERP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접근권한을 변경해주는 Identity 관리 프로세스
◾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스토리지를 식별하고 공통 풀에
서 옮긴 후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가 접수 되면 관리자는 공통 풀에서 스토리지를
꺼내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세스
최근의 인프라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상화 및 컨테이너는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빈번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비저닝 작업을 자동화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림 4-74] Infrastructure as Code에 의한 시스템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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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IaC(Infrastructure as Code)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IaC는 수동 프로세스 대신 코드를 통해 인프라를 관리하고 프로비저닝 하는 것을
말하며, IaC를 사용하여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면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배포할 때마다 서버, 운영 체제, 스토리지 및 기타 인프라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IaC는 매번 동일한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게 되며, 이렇게 인프라를 코드로 배포하면
인프라를 모듈식 구성 요소로 나눈 다음 자동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IaC를 사용하면 인프라 사양이 포함된 구성 파일이 생성 되는데, 이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를 준비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하는 프로비저닝 작업이
제거된다. IaC는 프로비저닝을 위해 설정해야 할 템플릿을 제공하고,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에러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IaC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가상화를 포함해서 개별 하드웨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와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IaC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로는 Orchestration, Configuration, Bootstrap 등이 있다.
◾ Orchestration: Jenkins + Fabric, Mcolective88), SaltStack89)
◾ Configuration: Chef, Ansible, Puppet
◾ Bootstrap: Vagrantm Docker, Cloud CLI

5.1.2 관련 솔루션 소개
1) Ansible
Ansible은 Python 언어로 구현된 오픈소스로써 서버 설정, 미들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배포, 복수의 호스트의 자동화 구성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Ansible은 단순성과 사용 편의성을 목표로 하며, 다른 일반적인 프로비저닝 툴과
비교하여 에이전트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sible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gentless: 다른 프로비저닝 툴(Chef, Puppet)들은 타겟 대상들에 에이전트 설치
88) https://puppet.com/docs/mcollective/current/index.html
89) https://www.saltst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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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PULL 방식으로 동작 하는 것에 비해 Ansible은 타겟 대상들에 Agentless
기반의 PUSH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다 제약 없이 사용 가능. SSH 접속
가능한 호스트라면 대부분 Ansible로 태스크가 실행 가능
◾ 이해하기 쉬움: 실행 태스크를 Playbook이라는 YAML 형식으로 기술
◾ 다양한 모듈 지원: 다양한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모듈이 지원
◾ 멱등성(Idempotence): Ansible에서 동일한 모듈을 반복 실행해도 결과가 동일
하게 출력되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멱등성이 일관되게 수행
◾ 애드혹(Ad-hoc) 명령: Ansible 명령을 이용하여, 단일 모듈만을 실행가능.
Playbook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ansible 명령을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모듈 실행 가능

[그림 4-75]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한 프로비저닝 도구들의 사용 추이

Ansible은 크게 Inventory와 Playbook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nventory란,
프로비저닝, 배포 등의 대상을 정리한 파일을 말하며, Host IP들을 정리하여 관리를
위한 별명(Alias)을 붙이거나 그룹으로 묶고, ssh 접근방식(IP, PORT, USER등)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Inventory에 작성된 서버들을 대상으로 특정 동작
(프로비저닝, 배포 등)에 대해 정의한 파일을 Playbook이라고 한다. Playbook은
YAML 문법으로 정책이 기술되어 있으며 로드밸런서를 모니터링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Playbook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Play를 두게 되는데, Play는 여러 호스트들에 잘
정의된 Role과 Ansible 모듈의 호출을 의미하는 Task를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ole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YAML파일을 include을 하여 작업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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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6] Playbook의 구성요소90)

2) Chef
Chef는 서버의 구성 및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하며, 인터냅, AWS(Amazon Web
Service) EC2, GCP(Google Cloud Platform), NCP(Naver Cloud Platform), 오픈
스택, 소프트레이어, MS Azure, 랙스페이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들과 통합하
여 자동으로 새로운 머신을 프로비저닝 하고 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IaC 도구이다.
Chef는 소형 규모와 대형 규모의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범위에
따라 기능과 가격이 달라 진다.

[그림 4-77] Chef의 구성요소91)
90) http://docs.ansible.com/ansible/playbooks.html
91) https://www.atmarkit.co.jp/ait/articles/1305/24/news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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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Chef Server: 노드인증, 노드관리, 클라이언트 관리, Cookbook(Recipe), 계정,
권한 등의 관리
◾ Chef Client: Chef Server가 관리하는 노드 서버에 설치. Chef Server와 통신하여
Cookbook(Recipe)을 동기화 하고, 컴파일하며 노드에서 실행하는 역할
◾ Knife(Workstation): CLI 기반의 Chef 조작,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아마존
EC2 지원
◾ Cookbook: 노드에 적용할 인프라 설정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가지고 있는 코드.
Cookbook은 Recipe, Resource definition, Attribute, Library, Cook book file,
Template file, Metadata의 모음
◾ Run list: 노드에서 실행 될 Cookbook(Recipe)의 목록
◾ Roles: 노드에서 실행 될 Cookbook(Recipe)의 묶음
◾ Data Bag: Chef Server에 저장되는 Key/Value 형식의 데이터 저장소, Data
Bag의 데이터는 모든 Cookbook에서 전역변수로 사용
Chef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드, 또는 스탠드얼론(chef-solo) 구성으로 구동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드에서 Chef 클라이언트는 노드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Chef 서버로
보내고, 이 서버는 검색 플랫폼인 Solr를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을 색인화하며,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Chef 레시피는 이러한 속성을
조회한 다음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구성을 지원한다.

[그림 4-78] Chef 구동 과정92)
92) https://www.atmarkit.co.jp/ait/articles/1305/24/news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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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에서 노드는 서버의 Configuration으로 동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를 Pull
Configuration 이라고 한다. 즉, Chef 서버에서 단일 명령을 실행하지 않아도 노드에서
Configuration을 Push 할 수 있으며, 노드는 서버에 있는 구성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 Pull Configuration: 각 노드는 중앙 서버에서 정기적으로 풀링하여 업데이트
한다. 이러한 노드는 기본적으로 중앙 서버에서 Configuration을 가져 오도록
동적으로 구성된다. 풀 구성은 Chef, Puppet 등과 같은 도구에서 사용된다.
◾ Push Configuration: 중앙 서버는 Configuration을 노드로 푸시한다. 풀 구성과
달리,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중앙 서버에서 실행해야하는 특정 명령이 있다. 푸시
구성은 Ansible과 같은 도구에서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Chef는 리눅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이후 버전들은 마이
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Ansible과 Chef, Puppet을 비교한 표이다.
<표 4-9> Ansible VS Chef VS Puppet
Ansible

Chef

Puppet

유효성

높음

높음

높음

설치 단순성

쉬움

다소 어려움

다소 어려움

관리성

쉬움

다소 어려움

어려움

확장성

높음

높음

높음

언어

YAML

DSL(루비)

DSl(PuppetDSL)

상호운용성

높음

높음

높음

3) Terraform93)
Terraform은 오픈소스로써, HashiCorp에서 Go 언어로 개발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
처 자동화를 위한 도구이다. 인프라의 초기 프로비져닝, 갱신, 폐기 등 모든 구성을
코드로 작성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수 있다. 코드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실제 서버 환경을 만들기 전에 몇몇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을 테스트 할 수 있다.
개발환경에서의 같은 코드를 업데이트(push)하면, 인프라의 변경 테스트가 가능하다.
다른 환경의 상태를 코드 리뷰 할 수 있으며, 코드를 몇 줄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중요한 변경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93) https://www.terrafor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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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form에서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하시코프 설정 언어(Hashicorp Configuration
Language, HCL)를 사용해 클라우드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AWS, GCP,
MS Azure와 같은 주요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프로바이더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Terraform으로 멀티 클라우드의 리소스들을
선언하고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
Terraform에서는 계획(Plan)과 적용(Apply) 단계로 나누어서 리소스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Plan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에 적용될 변화의 사항을 보여주고, Apply
단계에서는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한다. 구성 파일은 Git을 통해 버전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된 인프라 환경도 버전 관리 된다.
다음은, Terraform에서 AWS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한 예시 코드이다.
resource "aws_instance" "web" {
ami = "ami-1234567890abcdef"
instance_type = "t2.micro"
key_name = aws_key_pair.web_admin.key_name
vpc_security_group_ids = [
aws_security_group.ssh.id,
data.aws_security_group.default.id
]
}

이 파일을 Plan 명령어로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표시해 준다.
$ terraform plan
+ resource "aws_instance" "web" {
+ ami
= "ami-1234567890abcdef"
+ arn
= (known after apply)
+ associate_public_ip_address = (known after apply)
+ availability_zone
= (known after apply)
Plan: 1 to add, 0 to change, 0 to destroy.

다음으로 위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Apply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Terraform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0.13 버전으로 릴리즈 되었으며, 하시코프에서는
이라한 Terraform을 기반으로 Terraform Clou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erra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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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에서는 5명의 팀원까지 동시에 하나의 적용을 할 수 있는 무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월 $5의 이용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Terraform Cloud와 Terraform CLI의 작동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94)

[그림 4-79] Terraform Cloud와 CLI의 작동 과정

IaC를 사용하는 DevOps 환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Ansible과 Terraform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Ansible VS Terraform
Ansible

Terraform

Type

Configuration 관리 도구

Orchestration 도구

Infrastructure

가변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불변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Language

절차적 언어

선언적 선언

VM provisioning, networking
and storage management

부분적으로 관리 지원

포괄적인 관리 지원

Packaging and templating

완벽한 패키징, 템플릿 지원

부분적인 패키징, 템플릿 지원

Lifecycle(State) management

수명관리 및 상태관리 없음

수명관리 및 상태관리에
의존적

94) https://www.terrafor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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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form의 Plan은 Ansible의 Dry Run 명령에 비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Terraform이 조금 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 이상적이며, 단순한
구성 관리를 위해서는 Ansible이 더 이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5.2. Container Registry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란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사용되는 Docker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프라이빗 이미지 저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레포지토리 내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 호스팅, 버전관리, 배포하는 도구를 말한다.

[그림 4-80] Container Registry의 역할95)

기존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Docker Hub나 기타 다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자체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AWS, GCP, NCP 등)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이미지 저장을 위한 인프라
운영, 관리에 대해 고민 없이 손쉽게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

5.2.1 기술 개요
컨테이너 이미지란, 시스템과 서비스에 필요한 코드를 모아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하며,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인 Docker CLI나 Kubernetes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을 캡슐화하는 많은 파일로 구성되며 호스트가 이미지
를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면 다른 호스트가 레지스트리 서버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95) https://github.com/goharbor/community/tree/master/presentations/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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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전송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저장함으로써,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모든 종속성을
포함한 정적 및 변경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여러 환경에서
이미지를 버전화하고 일관된 배포 단위를 제공할 수 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개발자, 테스터 및 CI/CD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데, 레지스
트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 중에 생성된 이미지를 저장하며, 개발
환경 혹은 운영 환경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크게 Public 레지스트리와 Private 레지스트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Public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사용이 고도화되고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보안 및
효율성을 위해 Private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보안을 위해, LDAP 및 Active Directory와 같이 조직에 이미 설정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이미지에 할당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서명 및
이미지 취약점을 검사하여 패치 적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Docker의 이미지와 레지스트리가 다른 구성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81] Docker 이미지와 레지스트리 구성요소와의 관계96)

96) https://docs.microsoft.com/ko-kr/dotnet/architecture/containerized-lifecycle/docker-containers-imagesand-registries

166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5.2.2 관련 솔루션 소개
1) Docker Registry
도커 레지스트리는 Docker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Apache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오픈소스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다. Public 레지스트리인
Docker Hub의 개념과 상대되는 온프레미스형 Private 레지스트리이며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사용을 권장한다.(Docker 엔진 버전 1.6.0 이상)
◾ 이미지가 저장되는 위치를 엄격하게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지 배포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지 저장 및 배포를 사내 개발 워크플로에 긴밀하게 통합할 경우
◾ 격리된 네트워크 내에서 이미지를 배포가 필요한 경우
◾ 대규모 머신 클러스터에 새 이미지를 빠르게 배포가 필요한 경우
다음은 도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Private 레포지토리를 구성한 그림이다.

[그림 4-82] Private Registry의 구성97)

도커 레지스트리는 스토리지와 컨테이너의 배포 시스템으로 Docker 이미지의 이름을
서로 다른 태그가 부여된 버전으로 보관한다.

97) https://blinkeye.github.io/post/public/2019-05-28-private-docker-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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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distribution/registry tag 2.0 or 2.1
Docker Hub에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이름 앞에 자신의 레포지토리
이름을 붙여서 태그를 생성해야 한다.
◾ 예: repostiroy_name/image:tag
Docker의 pull, push 커맨드를 이용하여 기본 조작하게 되는데, 먼저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도커 레지스트리에 해당 이미지를 저장(push)하고, Docker Engine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pull) 사용하게 된다.
◾ 예 : docker pull registry-1.docker.io/distribution/registry:2.1

[그림 4-83] Docker Registry를 이용한 이미지 관리

스토리지 자체는 드라이버에게 위임되며, 기본 스토리지 드라이버는 개발 또는 소규모
배포에 적합한 로컬 posix 파일 시스템이다. S3, Microsoft Azure, OpenStack Swift 및
Aliyun OSS와 같은 추가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드라이버도 지원한다.
안전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위해서는 호스팅된 이미지에 대한 액세스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으로 TLS 및 기본 인증을 지원하며, status에
대한 리스폰스로 웹훅을 호출 하는 강력한 알림 시스템과 광범위한 로깅 및 보고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도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pull, push를 사용함에 있어 Docker에 대해
익숙해야 하며, 데몬과 cli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최소한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운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며 시스템에 대한 제어권을 온전히
소유한만큼 시스템 가용성 및 확장성, 로그 생성 및 처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안이
요구된다.
168

Ⅳ.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

2) Harbor98)
Harbor는 2014년 VMware 주도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및 Helm
차트에 대한 Private 레지스트리를 제공한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이미지의 취약성
스캐닝, 이미지 서명(Notary를 사용)에 중점을 두며 온프레미스 및 오프 프레미스에서
일관된 사용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Kubernetes와 Docker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안전하고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와 성능,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현재는 CNCF
의 Incubating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림 4-84] Harbor의 구성요소99)

Harbor는 위와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관리: 프로젝트에 따라 유저와 레포지토리를
체계화 하며, 유저는 프로젝트 내의 이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한 보유
◾ LDAP/AD 지원: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LDAP/AD와 통합하여 유저 인증 및 관리
◾ 정책기반의 이미지 리플리케이션: 에러 발생 시의 자동 Retry를 통해 레지스트리
인스턴스 사이의 이미지 리플리케이션(동기)로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멀티
데이터센터,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의 시나리오를 실현
◾ 이미지 삭제와 가비지 컬렉터: 이미지의 삭제에 따른 공간 재활용 가능
◾ 이미지 서명: Notary를 이용한 이미지의 서명 관리
◾ 감시: 레포지토리에 대한 모든 조작을 트래킹
98) https://goharbor.io/
99) https://www.cncf.io/wp-content/uploads/2020/08/Harbor-CNCF-Webin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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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성 스캔: 정기적으로 이미지를 스캔하여 유저에게 취약성 경고
◾ RESTful API: 관리 조작의 대부분이 RESTful API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
◾ Web UI: 레포지토리 내의 검색 및 프로젝트 관리 Web UI 제공
다음은 서명 정책을 통해, 서명되지 않은 이미지는 Pull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85] 서명 정책을 통한 Registry 접근 제어100)

5.3. 솔루션 활용 가이드
이번 절에서는 Ansible을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구성할 서버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CentOS 7 또는 8 버전에
Ansible을 설치하도록 한다. Ansible-server만 Ansible을 설치하면 되며, Ansible-node
에는 Python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그림 4-86] 실습 환경 구성
100) https://github.com/goharbor/community/tree/master/presentations/deep_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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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sible 설치
다음 커맨드를 실행하여 Ansible-server에 Ansible을 설치하도록 하자.
$ sudo yum update
$ sudo yum install ansible

2) Ansible 설정
설치가 완료 되었다면, /etc/ansible/hosts 파일에 Ansible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목록을 등록하도록 하자. Ansible-node를 등록할 때 아래와 같이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Ansible 커맨드를 실행할 때, 개별적인 Host를 지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커맨드를 전달할 수 있다.
$ sudo vi /etc/ansible/hosts

Ansible-node의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Ansible을 통해 ping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자. 아래와 같은 커맨드를 Ansible-server에서 실행하면 등록된 3개의 Ansible-node
에 ping 명령어가 전달되어,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 ansible all –m ping -k

Ansible은 실행된 결과 값을, “ok”, “failed”, “changed”, “unreachable” 4가지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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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위의 ping 명령어는 3개의 Ansible-node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3) Ansible을 이용하여 Nginx 서버 설치
Ansible-server를 이용하여 3대의 Ansible-node에 가각 Nginx 서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Ansible-server에서 실행하도록 하자.
$ ansible nginx –m yum –a “name=httpd state=present”

Ansible-node에 Nginx 서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Ansible-node1에 접속하여 다음 커맨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자.
$ systemctl status ng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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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inx 서버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지만, 방화벽으로 인해,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 방화벽을 해제하는 커맨드도 Ansible-server에서 실행하여 3대의 Ansible-node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자.
$ ansible nginx –m shell –a “systemctl stop firewalld” -k

방화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다시 웹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자.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접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7] Nginx 서버 실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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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bservability and Analysis

6.1 Monitoring
6.1.1 기술 개요
모니터링이란 시스템 상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과정으로써, 모니터링
과정 중에 생산된 데이터는 수집, 저장된 다음 관리자에게 현 상황을 알려주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표현
등을 처리한다.
모니터링을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빠른 장애 탐지를 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빠르게 탐지하는 것은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장애 파악은 빠른 속도,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빠르게 문제를 탐지해 시스템
관리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운타임의 최소화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다운타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원인 파악,

그리고 개략적인

통계자료부터 세세한 상세 항목까지 검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리자들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형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가
받아들이고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자동화이다. 자동화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알림이 작동되고 예상 가능한
범위의 장애가 발생하면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 둔 프로세스에 맞게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스템이 자동복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의 인프라 및 미들웨어는 계획된 용량 및 고가용성 패턴(예 : 액티브-액티브
또는 액티브-패시브)을 기반으로 프로비저닝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게
장애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문제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있는 여러 장애 케이스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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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검사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Observability,
Telemetry, Monitoring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1) Observability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려면 각 프로세스의 요소를 관찰할 수
있어야한다. 각 엔터티는 자동화된 문제 감지 및 경고, 필요한 경우 수동 디버깅 및
시스템 상태 분석이나 추세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적절한 데이터를 생성해야만 한다. 각
서비스는 시스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 Health checks(custom HTTP endpoints): Kubernetes 또는 Cloud Foundry와
같은 오케스트레이터와 연동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Metrics: 시계열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숫자 표현으로 숫자 시계열 데이터는 추세
분석이나 현 상태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치 데이터는 일별, 주별 등 덜
세분화된 집계로 압축 될 수 있다.
◾ Log: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개별 이벤트 정보를 저장한다. 로그는 디버깅에
필수적인 스택 추적 및 장애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타
상황 정보를 포함한다.
◾ Distributed, request, or end-to-end tracing: 사용자 요청의 End-to-End
흐름을 저장 한다. 추적(Tracing)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간의 관계(요청이 거쳐 간
서비스)와 시스템을 통한 작업 구조(동기 또는 비동기 처리, 하위 또는 후속
관계)를 모두를 저장한다.
2) Telemetry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분석을 위해 텔레메트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중앙 저장소로 자동 수집하고 전송하며,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처리하고 마이크로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ubernetes에는 Heapster와 같은 원격 측정을 위한 몇 가지
기본 기능을 제공하지만, Kubernetes 컨트롤 패널과 통합된 다른 시스템에서 원격
측정을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노리스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면 더 많은 요청이 네트워크로 전달되어 대기 시간 및 기타 네트워크 문제의
영향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요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작업이 준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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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리소스가 부족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며 내결함성 전략(fault tolerance strategies)을 통해 시스템 전체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별 장애에 대한 관리자의 수동 개입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Monitoring
Observability와 Telemetry 개념은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12
Factors의 중요 요소 중 프로세스, 동시성이나 일회성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프로세스들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할당되어 장기적으로 실행될 모놀리식 프로세스는 수평 확장성을 가진 더 짧은 수명의
프로세스로 대체되며, 프로세스(컨테이너)가 생성되고 파괴될 때 원격 분석을 위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수집하고 다른 곳에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Telemetry는 컴플라이언스 상의 이유로 원격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6.1.2 관련 솔루션 소개
1) Prometheus101)
프로메테우스는 Go 언어로 개발된 시계열 데이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써, Apache License v2.0 라이센스를 따른다. 음악 유통 플랫폼
회사인 SoundCloud라는 곳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써, 2012년 이후 여러 회사에서
참여해서 발전하다가 2016년에 CNCF에서 관리하게된 두 번째 공식 프로젝트102)
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다차원 데이터 모델(Multi-dimensional data model)
◾ 데이터는 초기 버전에서는 Key-Value 형태의 NoSQL DB인 Level DB에 저장
하였으나 v2.0부터는 자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Time Series Database, TSDB)를
개발하여 사용
◾ 유연하고 사용하기 쉬운 Query Language
◾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 Server-side pull 방식의 시계열데이터 수집
101) https://prometheus.io/
102) 첫 번째는 Kubern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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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Discovery나 Static 모두 사용 가능한 구조
프로메테우스는 서버와, 메트릭 정보를 export하는 export nod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88] 프로메테우스의 동작 과정103)

대부분의 솔루션이 메트릭을 수집할 때 메트릭이 발생한 서버에서 중앙 서버로 데이터
를 전송해주는 구조로(push) 되어 있지만,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
(Prometheus server)에서 메트릭을 풀링해서 가져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메테 우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메트릭스를 제공하는 일부 소프트웨어는 프로메테우스
서버에서 직접 액세스함으로써 메트릭스를 수집할 수 있다. 독자적인 메트릭스 형식을
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exporter를 사용해 메트릭스를 공개한다. 예를 들어
PostgreSQL에 대한 Redis, JMX, Linux 시스템용 exporter 등 용도마다 다른 exporter가
존재한다.
프로메테우스는 Service Discovery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DNS나, Service Discovery 전용 솔루션인 Consul 또는 Kubernetes를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할 타겟 서비스의 목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zure - Azure의 VM의 검색
◾ EC2 - Amazon EC2 인스턴스용 검색
◾ GCE - Google Cloud Platform위한 검색
103) https://www.metricfire.com/blog/prometheus-vs-datadog/

177

◾ Kubernetes - kubernetes위한 검색
◾ DNS - DNS 레코드를 이용한 검색
◾ File - 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메트릭 수집을 Scraping이라고 하는데,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서비스 검색을 통해 얻은 감시 대상 목록을 이용해 메트릭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규칙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취득한 메트릭스를 집계, 계산하여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프로메테우스의 장점

◾ 대부분의 모니터링 구조는 push인데, 각 타겟 서버에서 부하가 걸릴 경우 push
방식은 fail point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프로메테우스에서는 pull 방식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메트릭의 정보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 Kubernetes 환경에서 설치가 간단하고, 대시보드를 위한 grafana와의 연동을 통한
운영이 쉽다.
◾ 다양한 metric exporter를 제공한다.
◾ Linux, Windows등의 OS metric 뿐 아니라 각종 Third-party의 exporter를
제공한다.
◾ 장기간 데이터 유지와 확인이 가능하다.
◾ 데이터 저장소가 시계열 데이터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 가능 하다.

○ 프로메테우스의 단점

◾ Clustering, Scale-out이 지원되지 않는다.
◾ 싱글 호스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부족하면 디스크 용량을 늘려야
한다.
◾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다운되거나, 설정 변경 등을 위해서 재시작할 경우 그간의
metric이 유실될 수 있다.
◾ 일정 풀링 주기를 기반으로 metric을 가져오기 때문에 풀링하는 순간의 스냅샷
정보만 알 수 있다. 스냅샷의 연속된 모음이기 때문에 근사값 형태의 데이터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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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dog
Datadog은 서버,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유료 서비스 중 하나이다.
Datadog은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시작으로, AWS, GCP, MS Azure와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이전트의 확장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캐시
스토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메트릭 수집과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알람(Monitor), 대시보드(Dashboard), 로그 수집(Logs),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종합 모니터링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Datadog의 기본 기능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이다. 특정 호스트에 Datadog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서버의 시스템 정보를 수집한다. Datado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인테그레이션: Datadog에서는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서버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Datadog에서는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오픈스택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MySql, PostgreSQL, Kubernetes,
Redis, Docker, Memcached 등의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Slack, 페이저 튜티
알림 연동 등 400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PM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설치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하는 서비스이다. Datadog에서는 자바,
파이썬, 루비, 닷넷, PHP, Go, Node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의 APM을 지원하고
있다. 앱 애널리틱스(Trace Search & Analytics)를 사용하면 사용자 정의 태그를
통해 트러블슈팅을 하거나 특정 요청들을 필터링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 로그수집 및 관리: Datadog을 통해 실시간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을 구축할 수
있다. Datadog 에이전트에서 로그 수집을 활성화하면 로그를 전송할 수 있으며.
Datadog의 로그 수집은 “무제한적인 로깅“이라는 컨셉으로 크게 인제스트와
인덱싱으로 나눠져 있다. 인제스트된 로그는 라이브 테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S3로 다시 내보낼 수 있다.
◾ 신테틱스(Synthetics): 신테틱스는 Datadog의 외부 헬스 체크 서비스.API 테스트와
브라우저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업타임을 확인하고, 특정
리전에서의 접속 문제나 퍼포먼스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추가적인 에이전트 설정을 통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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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atadog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메트릭(Metrics) / 대시보드(Dashboard) / 모니터(Monitor): Datadog에서는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수집되는 메트릭들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시보드는 그래프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위젯들로 구성되며, 크게
타임보드(Time board)와 스크린보드(Screen board)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눈다.
스크린보드 형식의 대시보드에서는 개별 위젯이 고유의 시간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위젯의 위치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그림 4-89] Datadog의 다양한 대시보드 화면

다음은 Datado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요금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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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0] Datadog 서비스 요금104)

6.2 Logging
6.2.1 기술 개요
12 Factors에서는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벤트
스트림이란 모든 실행중인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서비스의 출력 스트림으로부터
수집된 이벤트가 시간 순서로 정렬된 스트림이다. 로그는 고정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이다. 12
Factors에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출력 스트림의 전달이나 저장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은 로그 파일을 작성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104) https://www.datadoghq.com/pricing/#section-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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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로그 관리도 기존 로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로그를 생성하고 로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
집계, 분석, 순환의 과정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로그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 더 많은 양의 로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로그의 양이 방대해졌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별 서버에서
실행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이었고 각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로그만을 생성했었으며, 각 서버는 일반적으로 Syslog 및 auth가 주요 로그인
소량의 로그만을 생성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작업하는데, 각 서비스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수많은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서비스는 기본 호스트 서버와
이들이 생성하는 로그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인프라 사이에 있는
추상화 계층(Docker나 Kubernetes)에 의해 생성된 로그도 생성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은 IT 팀이 지원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몇 개의
개별 로그를 생성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로그 파일을 생성하게 되었다.
◾ 더 많은 유형의 로그: 더 많은 유형의 로그를 생성한다. 서버 로그와 애플리
케이션 로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로그, Kubernetes 또는
Docker에 대한 로그, 인증 로그, Windows와 Linux 운영체제에 대한 로그도
있다. 관리해야 하는 로그 데이터 유형이 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식화되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규식 패턴이나 일반적인
Query를 사용하여 모든 로그를 한 번에 분석하기도 더 어렵게 되었다.
◾ 다양한 로깅 아키텍처: 로그의 수와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환경
내에서 로그 데이터가 노출되는 방식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Kubernetes는
노드 수준에서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제공 기능을 제공하는데
systemd가 설치된 시스템의 journald에 기록하거나 /var/log 내의 .log 파일에
직접 기록할 수 있다.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도 로깅 아키텍처가 설정되는 방식에
가변성이 있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지원해야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로그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 비 영구적인 로그 저장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는 영구 데이터
스토리지가 없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컨테이너)가
실행을 중지하면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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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실시간 로그 데이터 작업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기록 로그를 유지해야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실행이 중지
되더라도, 로그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러한 로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로그 수집 및 집계 통합: 다양한 유형의 로그 형식과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기억해야 하므로 각 시스템의 로그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경의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단일 위치로 집계하는 통합
된 중앙 집중식 로그 관리 솔루션을 구현해야 한다.
◾ 유연한 로그 관리 솔루션 채택: 로그 관리 도구 및 프로세스는 환경을 재구성
하지 않고도 모든 유형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경우라도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두
클라우드 환경의 기본 로깅 동작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 실시간 로그 수집: 영구 스토리지가 없는 환경의 로그가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집계한다. 로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영구 로그 관리자에 보존되고 컨테이너가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사용자 지정 로그 파서 사용: 기존 분석 도구가 지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조화
된 로그를 무시하게 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로그 파서를 활용 하여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그 관리는 기존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 데이터 관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로그
데이터의 규모가 증가 했을 뿐 아니라 로그 데이터가 기록, 구조화 및 노출되는
방식에 있어 훨씬 더 다양한 형식을 가진다.

6.2.2 관련 솔루션 소개
1) Fluentd105)
Fluentd는 트레저 데이터(Treasure Data)에서 개발된 오픈소스형 크로스 플랫폼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다. 데이터 수집 및 소비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더 잘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수집기(Data collector)
105) https://www.fluent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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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그림 4-91] Fluentd의 역할106)

Fluentd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JSON을 사용한 데이터의 구조화: Fluentd는 JSON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며,
이를 통해 로그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통합할 수 있다. 여러 소스 및
대상(Unified Logging Layer)에서 로그를 수집, 필터링, 버퍼링 및 출력 한다.
다운 스트림 데이터 처리는 유연한 스키마를 유지하면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JSON을 사용한다.
◾ 플러그인 아키텍처: Fluentd는 커뮤니티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플러그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500개 이상의 플러그인은 수십
개의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출력을 연결하게 하여,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로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량화: Fluentd는 C언어와 Ruby로 작성되었으며 시스템 리소스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바닐라 인스턴스는 30~40MB의 메모리에서 실행되며 코어 당
13,000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더 적은 메모리 요구 사항(-450kb)이
있는 경우 Fluentd의 경량 포워더인 Fluent Bit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신뢰성: Fluentd는 노드 간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 및 파일 기반
버퍼링을 지원 한다. Fluentd는 또한 강력한 failover를 지원하며 고 가용성을
위한 설정도 가능하다.
Fluentd는 크게 Input, Parser, Engine, Filter, Buffer, Output, Formatter 7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다. 7개의 컴포넌트 중 Engine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플러그인

106) https://www.fluentd.org/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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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데이터의 흐름은 Input →
Engine → Output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Parser, Buffer, Filter, Formatter 등은 설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그림 4-92] Fluentd의 동작 과정

◾ Input: Input은 로그를 수집하는 플러그인으로, 다양한 로그 소스를 지원한다.
HTTP, TCP 등 기본 플러그인 이외에도, 확장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양한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Parser(Optional): 다양한 Input 플러그인을 사용해도, Fluentd에서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포맷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 Parser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 Regular expression 기반으로 스트링을 Parsing 하는
플러그인 뿐 아니라, Apache, Nginx, Syslog등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한다.
◾ Filter(Optional): Filter 플러그인에서는 읽어들인 데이터를 Output으로 보내기
전에, 3가지 처리를 한다.
- 필터링: 특정 데이터만 Output 필드로 보내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한다.
- 데이터 필드 추가: 기존 들어온 로그 데이터에 데이터를 전송한 서버명
(Host명)등을 추가해서 로그 저장소로 보낼수 있다.
- 데이터 필드 삭제 또는 특정 필드 마스킹: 불필요한 필드를 삭제하거나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쉬화하여 데이터 저장소로 보낼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 Output: Output은 Input 플러그인과 반대로, 앞에서 필터링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 솔루션에 저장하도록 한다. MongoDB나 AWS S3, Google의 Big query
등을 지원한다.
◾ Formatter(Optional): Output 플러그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소에 기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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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ter를 이용하면 작성하는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할 수 있다. Input의
parser가 포맷에 맞게 읽는 플러그인이라면, Formatter는 Output을 위한 포맷을
지정하는 플러그인의 역할을 한다.
◾ Buffer(Optional): Input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바로 Output으로 보내서 기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선택적으로 Buffer를 둬서 Throttling을 할 수 있다.
버퍼는 File과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유료 로그 검색 도구 Splunk107)는 로그 수집에 분석에 탁월한 강력한 훌륭한 도구이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plunk의 대안으로 Elasticsearch +
Kibana + Fluentd의 3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대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MongoDB에서는 처리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려면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과 연동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Fluentd의 WebHDFS Output플러그인을 사용하여 HTTP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반
구조화된 로그를 HDFS에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그림 4-93] Fluentd와 ElasticSearch + Kibana 연동108)

107) https://www.splunk.com/
108) https://docs.fluentd.org/how-to-guides/free-alternative-to-splunk-by-flue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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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4] Fluentd와 Hadoop 연동109)

2) ELK
ELK(ElasticSearch, Logstash, Kibana)는 Elastic사에서 제공하는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의 세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말한다.

[그림 4-95] Elastic의 ElasticSearch + Logstash + Kibana110)

109) https://docs.fluentd.org/how-to-guides/http-to-hdfs
110) https://www.elastic.co/kr/what-is/elk-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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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제품이 연동되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툴로서 동작하며,
Elastic이라는 기업명에 걸맞게 높은 확장성과 뛰어난 이식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여러
가지 툴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 ElasticSearch111)

ElasticSearch는 Apache Lucene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텍스트, 숫자, 위치 기반
정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등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위한 분산형 오픈소스 검색 및
분석 엔진이다. ElasticSearch N.V.가 2010년에 최초로 출시되었다.
ElasticSearch는 간단한 REST API, 분산형 플랫폼, 속도, 확장성으로 유명하며, 데이터
수집, 보강, 저장, 분석, 시각화를 위한 오픈소스 도구 모음으로 Elastic Stack의 중심
구성 요소다. 보통 ELK Stack이라고도 하는 Elastic Stack에는 기본적인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이외에도 데이터를 ElasticSearch로 전송하기 위한 경량의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들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컬렉션인 Beats 서비스가 포함되기도 한다.
ElasticSearch는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콘텐츠를 색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용 사례에 이용될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 검색
◾ 웹사이트 검색
◾ 엔터프라이즈 검색
◾ 로깅과 로그 분석
◾ 인프라 메트릭과 컨테이너 모니터링
◾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 위치 기반 정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보안 분석
◾ 비즈니스 분석
○ Logstash112)

Logstash는 실시간 파이프라인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 데이터 수집 엔진이다. Logstash는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탄력적으로 통합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목적지로 데이터를
정규화 할 수 있다. 다양한 다운 스트림 분석 및 시각화 활용 사례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대중화(democratization) 할 수 있다.
111) https://www.elastic.co/kr/what-is/elasticsearch
112) https://www.elastic.co/guide/kr/logstash/current/introdu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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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stash는 근본적으로 로그 수집의 혁신을 주도해 왔다. 다양한 입력, 필터, 출력
플러그인을 통해 어떤 유형의 이벤트도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여러
코덱으로 수집(ingestion)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수 있다.
Logstash로 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인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림 4-96] Logstash의 역할113)

Logstash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ElasticSearch 등을 위한 강력한 수집 기능: 뛰어난 ElasticSearch 및 Kibana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수평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 플러그형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다양한 입력, 필터, 출력을 믹스매치하고 조정
하면서 파이프라인에서 조화롭게 운용
◾ 커뮤니티에서 확장 가능하고 개발자에게 편리한 플러그인 에코시스템: 200여 개
플러그인 사용 가능, 또한 직접 플러그인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 Kibana114)

Kibana는 Elastic Stack을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Front-end 애플리케이션으로,
Elastic Search에서 색인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lastic Stack115)의 차트 작성 도구로 널리 알려진 Kibana는 Elastic Stack 클러스터를
113) https://www.elastic.co/guide/kr/logstash/current/introduction.html
114) https://www.elastic.co/kr/what-is/kibana
115) 이전에는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의 머리글자를 따서 ELK Stack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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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할과 Elastic Stack에서
개발된 기본 제공 솔루션의 중앙 집중식 허브 역할도 한다.

[그림 4-97] Kibana를 통한 시각화 화면116)

Kibana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Elasticsearch에서 색인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시각화하며 막대 차트, 원형 차트,
표, 히스토그램, 지도를 생성하여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며, 대시보드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결합한 다음 브라우저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
보기를 제공
- 로그 생성 및 분석
- 인프라 메트릭과 컨테이너 모니터링
-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APM)
- 위치 기반 정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 보안 분석
- 비즈니스 분석
◾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Elastic Stack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보호
◾ 통합 가시성, 보안 및 엔터프라이즈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Elastic Stack에서
개발된 기본 제공 솔루션에 대한 집중화된 중앙 접근 기능을 제공

116) https://www.elastic.co/kr/what-is/kibana-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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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s117)

ELK Stack에 Beats 서비스가 추가된 기술 스택을 Elastic Stac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eats는 서버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하여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Elasticsearch 또는
Logstash에 전송하는 데이터 발송 역할을 한다.
Beats의 다음과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발송할 수 있다.
◾ Filebeat: Filebeat는 로그 파일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Filebeat는
Docker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운영 체제에 설치할 수 있으며 Apache,
MySQL, Docker 등과 같은 특정 플랫폼용 내부 모듈과 함께 제공되며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기본 구성 및 Kibana 객체가 포함되어 있다.
◾ Packetbeat: Packetbeat는 서버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록하므로 애플리케이션
및 성능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다.
◾ Metricbeat: Metricbeat collects는 다양한 시스템 및 플랫폼에 대한 메트릭을
제공한다. 메트릭을 수집하는 빈도와 메트릭 세트라고 하는 모듈 및 하위 설정을
사용하여 수집 할 특정 메트릭을 구성 할 수 있다.
◾ Winlogbeat: Winlogbeat는 Windows 이벤트 로그 수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Beats이다. 보안 이벤트, 설치된 업데이트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Auditbeat: Auditbeat는 Linux 서버에서 사용자 및 프로세스 활동을 감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존 시스템 감사 도구(systemd, auditd)와 마찬가지로
Auditbeat를 사용하여 파일 변경, 구성 변경, 악의적 인 동작 등과 같은 보안
위반을 식별할 수 있다.
◾ Functionbeat: Functionbeat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ELK Stack으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는 서버리스 Beats로 정의된다. 클라우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된 Functionbeat는 현재 Amazon Lambda 함수로 배포하여 Amazon
CloudWatch, Kinesis 및 SQS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Beat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Elastic Stack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다.

117) https://www.elastic.co/guide/en/beats/metricbeat/current/metricbeat-module-beat.html#metricbeat-module-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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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8] Elastic Stack의 구성

◾ 1개 이상의 Client(수집할 Data 발생 서버)에서 Beats가 특정 트리거에 의해
Logstash로 Data를 전송(각 Client마다 Beats 존재)
◾ Logstash로 전달된 Data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필터를 통해 가공하여
Elasticsearch로 전달
◾ Elasticsearch로 전달 받은 데이터를 서버(Elasticsearch)에 저장
◾ Kibana에서연동 되어 있는 Elasticsearch에 저장된 데이터 셋을 토대로 시각화를
제공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복원력(Kafka, RabbitMQ, Redis) 및
보안(Nginx)의 기능을 추가로 구성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하도록 구축할 수 있다.

[그림 4-99] Elastic Stack에서 Messaging 서비스와 Nginx 서비스의 연결118)

118) https://logz.io/learn/complete-guide-elk-stack/#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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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Tracing
6.3.1 기술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으로 가용성과 처리량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간단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개별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졌지만 전체
시스템을 추적하고 디버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호출스택에 따라 디버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호출스택은 각 호출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매개 변수와 함께 실행 흐름(메소드
A가 B를 부르고 B가 C를 부른다)을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호출스택은 단일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모놀리스 또는 서비스에 적합하지만 호출이 단순히 로컬
스택에 대한 참조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프로세스의 경계를 넘을 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다.
마이크로서비스는

강력한

아키텍처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분산

트랜잭션을 디버깅하고 관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는 분산 추적(Distributed Tracing) 기능을 통해
크로스 프로세스 트랜잭션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분석 추적 시스템은 분산 아키텍처에서 특정 이벤트 또는 작업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
면, 이벤트에 대한 직접적인 오류 분석을 위해 각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을 추적 ID로
연결하고 이 추적 ID를 중앙에서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분산 추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Span, Trace, Visualization, Propagation
그리고 Backen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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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 Trace

[그림 4-100] Span과 Trace의 개념

Span은 분산 추적에서 처리되는 유닛을 말하며, Trace는 특정 요청에 따른 관련
Span의 집합을 말한다. 요청이 시작되면 그 요청에 고유 ID가 지정되고, 각 요청
경로에 해당 ID는 메타데이터와 세트로 전파된다.
구글의 Dapper를 베이스로 하는 OpenTracing의 데이터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119)

[그림 4-101] OpenTracing의 데이터모델 구조

119) https://opentracing.io/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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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ization
다수의 분산 추적도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4-102] 유향 비순환 그래프

◾ Propagation
각 Span의 Context(메타 데이터)를 전파(Propagation)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
된다.
다음은 Zipkin이라는 이벤트 추적 서비스의 Propagation 프로세스의 예이다.120)

[그림 4-103] Zipkin에서의 이벤트 추적 서비스

◾ Backend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저장하는 영역이다.
다음은 Jaeger 에이전트와 OpenTracing의 Backend와 연동시키는 아키텍처이다.

120) https://github.com/openzipkin/b3-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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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4] Jaeger + OpenTracing 연동

6.3.2 관련 솔루션 소개
1) Jaeger
Jaeger는 분산 서비스 간 트랜잭션을 추적하며, 복잡한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써,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인 Uber에서 2015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CNCF의 Incubation 프로젝트로 채택되었고,
2019년에는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되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보내면 요청에 맞는 개별의 마이크로서비스가 이에
응답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호출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에러나 속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결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Jaeger를 사용하면 다양한 마이크로서비스의 요청 경로를 추적하고, 요청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분산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과 대기시간을 최적화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Jaeger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Jaeger Client: OpenTracing API로 구현되어 있다. Jaeger Client가 적용된
서비스가 호출되면, 서비스에서는 SpanID, TraceID, Baggage를 작성한 후
Request에 첨부하여 다음 서비스로 전송한다. 서비스명, 태그 및 로그와 같은
데이터는 전파되지 않고 Jaeger Back-end로 전송하게 된다.
◾ Agent: UDP를 통해 전송된 Span 수신을 대기하는 네트워크 데몬으로 일괄 처리
하여 Collector로 전송한다. Agent는 Jaeger 적용 서비스가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에 배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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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or: Agent로부터 Trace를 수신하여 처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효성 검사,
색인생성/변환을 수행한 후 Cassandra, Elasticsearch 등 저장소에 저장한다.
◾ Query: 저장소에서 Trace를 검색한 후, UI로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 Ingester: Kafka121) Topic에서 데이터를 읽은 후 Cassandra나 Elasticsearch 같은
백앤드 스토리지에 기록하는 서비스이다.
다음은 추적 정보를 Collector에서 Storage로 바로 적재하는 구성도이다.

[그림 4-105] Jaeger의 Storage 적재 프로세스122)

만약 추적 정보를 Collector에서 Kafka를 거쳐서 Storage로 적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21) https://kafka.apache.org/
122) https://www.jaegertracing.io/docs/1.18/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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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6] Jaeger + Kafka에서의 Storage 적재 프로세스123)

2) Zipkin
Zipkin는 Google의 Dapper124)를 참고해서 Twitter 사에 의해 개발된 오픈소스 분산
추적 시스템이다. Zipkin에서는 각 서비스 사이의 API 호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UI를 제공한다.
Zipkin은 HTTP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리모트 프로토콜인
gRPC도 지원한다. Ziplin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07] Zipkin의 시스템 구성125)

◾ Reporter: Reporter는 애플리케이션에서 Zipkin 서버에 로그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nstrumented libraries가 각 언어에 대해 일부 제공되고 있다.
123) https://www.jaegertracing.io/docs/1.18/architecture/
124) https://research.google/pubs/pub36356/
125) https://zipkin.io/pages/architec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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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or: Collector는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송된 로그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HTTP, Kafka, RabbitMQ, Scribe 등의 수집 방법을 지원한다.
◾ Storage: Storage 전송된 로그의 지속성 역할을 담당한다. 데이터 저장소로
In-Memory, MySQL, Cassandra, Elasticsearch를 지원한다.
◾ API: API는 Storage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UI: Storage에 유지되는 로그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UI를 제공한다.
- Find Trace
- Drill Down
- Dependencies
Zipkin 라이브러리 중에 Spring Cloud Sleuth는 Spring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라이브러리로써, 분산 추적을 위한 ID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음은 Spring Cloud Sleuth와 Zipkin을 연동하였을 때, ID의 흐름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108] Spring Cloud Sleuth + Zipkin 연동 시 ID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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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9] Spring Cloud Sleuth + Zipkin에서 AA Trace만 필터링

6.4. 솔루션 활용 가이드
모니터링 도구인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고, 서버의 시스템의 로그를 수집해 보도록
하자.
Ubuntu 20.04 또는 18.04 버전에 프로메테우스 2.8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자.
1) 프로메테우스 다운로드
$ wget
https://github.com/prometheus/prometheus/releases/download/v2.8.0/prometheus-2.8.0.linux
-amd64.tar.gz
$ tar zxvf prometheus-2.8.0.linux-amd64.tar.gz
$ cd prometheus-2.8.0.linux-amd64/

2) 프로메테우스 설정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한 다음, 기본 설정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여기서는 파일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자.
$ sudo cat prometheus.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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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파일의 scrape_configs 항목이 실제 수집 대상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기본 설정
파일에는 targets에 프로메테우스가 설치된 서버가 등록되어 있다. targets 항목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Exporter의 HTTP 엔드포인트를 지정한다. 설정
파일 제일 마지막 부분은 보면 프로메테우스를 기동한 다음 9090 포트로 웹 서버가
기동됨을 알 수 있다.

3) 프로메테우스 실행
$ ./prometheus --config.file=prometheus.yml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기동되었으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프로메테우스의 메인
화면에 접속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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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프로메테우스 메인 대시보드 화면

메인 화면 상단에 데이터 조회를 위한 수식을 입력하거나, Execute 버튼 옆의 “Insert
metric at cursor”에서, 미리 설정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process_cpu_
seconds_toal’을 선택한 다음,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림 4-111] 프로메테우스에서 특정 메트릭에 대한 시각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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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9090/metrics에 접속하면, 기본 Exported가 출력한
메트릭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2] 프로메테우스 메트릭 데이터 조회 화면

이번 장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서버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다음 장의 Pilot Applicatio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이번
장에서 설치한 프로메테우스를 Docker 컨테이너 형태로 기동한 다음, 외부 서버
(호스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Exporter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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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lot Application의 소개

1.1 개요
이번 장에서는 IV장에서 소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기술 스택을 이용한
Pilot Application을 구현하려고 한다. Pilot Application은 카탈로그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주문 서비스라는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E-commerce
애플리케이션이다.
구현의 간단함을 위해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RESTful API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였다. 제공하는 비즈니스 로직은 다음과 같다.
◾ 카탈로그 서비스: 상품의 목록을 확인, 상품의 재고수량 업데이트
◾ 사용자 서비스: 사용자 등록, 상품의 정보를 확인 후 상품 주문
◾ 주문 서비스: 상품의 주문과 주문된 상품 확인
다음은 Pilot Application의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5-1] Pilot Application의 서비스 흐름

Pilot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스코드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
하다.
◾ 소스코드 경로: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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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 준비 작업
1.2.1 기술 스택
이번 장에서 구현하는 Pilot Application은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로서
Kubernetes Orche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3대의 Cluster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가 Kubernetes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각 구성요소는 IV장에서 소개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기술 스택

참고

․ Docker container

IV장 4.3 Container Runtime

․ Kubernetes Orchestration

IV장 3.1 Scheduling & Orchestration

․ Docker registry

IV장 5.2 Container Registry

․ Kafka Messaging

IV장 2.2 Streaming & Messaging

․ Prometheus Monitoring

IV장 6.1 Monitoring

1.2.2 Kubernetes cluster
Pilot Application을 실행하기 전에 Kubernetes Cluster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Node의 개수와 네트워크 형태는 각자의 환경에 맞춰 구성하면 된다.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로컬 환경에서 Kubernetes Cluster를 구성할 수 있는 Minikube를
사용할 수도 있다126). 이번 장에서는 총 4대(Master 1대, Node 3대)의 리눅스 서버를
이용하여 Cluster를 구성하였고, 리눅스 서버와 별도의 환경에 Docker registry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역할

서버 정보

․ Master x 1대

- CentOS 7, Docker 19.03.13, Kubernetes 1.15.5,
- IP: 172.20.10.10

․ Node x 3대

- CentOS 7, Docker 19.03.13, Kubernetes 1.15.5
- Node1: 172.20.10.11, Node2: 172.20.10.12, Node3: 172.20.10.13

126) https://kubernetes.io/ko/docs/tutorials/kubernetes-basics/create-cluster/cluster-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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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는 카탈로그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주문 서비스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Java 언어를 이용한 Spring Boot(v2.3.4) + Spring Cloud(v2.2.2) API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마이크로서비스

RESTful API

HTTP
Method

․ Catalog Service

/catalogs-ms/catalogs : 상품 목록 제공

GET

․ User Service

/users-ms/users : 사용자 정보 등록
/users-ms/users : 전체 사용자 조회
/users-ms/users/{user_id} : 사용자 정보, 주문 내역 조회

POST
GET
GET

․ Order Service

/orders-ms/users/{user_id}/orders : 주문 등록
/orders-ms/users/{user_id}/orders : 주문 확인

POS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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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스템 구성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5-2] Pilot Application의 시스템 구성도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는 모두 Kubernetes
Orchestration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관리한다. Node1, Node2, Node3로 구성된
Cluster 서버에 사용자 서비스, 주문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Prometheus 서비스와
Grafana 서비스, 그리고 Zookeeper 서버와 Kafka 서버가 설치 될 예정이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Docker container의 이미지 파일은 Private Registry를 위해, Docker
Hub127)가 아닌 Docker Registry를 별도의 Docker engine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은 Kubernetes에 배포된 각 서비스들의 구성이다.

127) https://hub.do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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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각 노드에 설치되는 서비스들의 정보

Kubernetes를 통해 각 Node에 배포된 마이크로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ubectl get pods –o wide

이번 예제에 사용된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는 ReplicaSet의 구성을 1개로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마이크로서비스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갖는 하나의 Pod로 구성되어 배포된다.
그리고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는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하기 위해 Kubernetes의 서비스를
생성할 때 NodePort로 선언하였고, 위 그림의 예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트포워딩 되어
있다. 포트포워딩된 정보는 실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Kubernetes
Cluster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서비스 포트 포워딩: 50001→30304
◾ 주문 서비스 포트 포워딩: 50002→31751
◾ 카탈로그 서비스 포트 포워딩: 50003→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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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lot Application의 구현

2.1 Container Registry Service
도커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Docker Registry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Kubernetes Cluster 외부의 Docker engine에 설치하였다.
1) Docker Registry 설치

[그림 5-4] Docker Hub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Docker registry 이미지128)

Docker Registry는 다음의 커맨드를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자.
$ docker run –d –p 5000:5000 registry

2) Dockerfile 빌드
Spring Boot로 개발된 마이크로서비스의 코드 안에는129) Docker 이미지로 생성하기
위한 Dockerfile이 추가되어 있다. Dockerfile을 이용하여 Docker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Local Registry에 Push될 수 있도록 Tag에 Local Registry의 주소를 지정하여
빌드하도록 하자.

130)131)

128) https://hub.docker.com/_/registry
129)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
130) 마이크로서비스는 Maven으로 빌드한 다음, Dockerfile를 실행해야 한다.
131) Local Registry의 주소는 Docker registry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의 IP Address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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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서비스: 192.168.0.8:5000/users-service
◾ 주문 서비스: 192.168.0.8:5000/orders-service
◾ 카탈로그 서비스: 192.168.0.8:5000/catalogs-service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Dockerfil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ocker build --tag 192.168.0.8:5000/users-service .

3) 마이크로서비스 이미지파일 Push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Docker 이미지 생성이 완료 되었으면, Docker 이미지
파일을 Docker Registry에 등록하도록 하자. Docker 이미지의 Tag에 Local Registry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Registry로 등록될 것이다.
$ docker push 192.168.0.8:5000/users-service

Docker Registry에 등록된 이미지의 목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Docker Registry에 등록된 이미지는 REST API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웹 브라우저
또는 CURL 명령어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 cURL –X GET http://192.168.0.8:5000/v2/_catalog

[그림 5-5] Docker Registry에 등록된 이미지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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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essaging Service
마이크로서비스 간에 주문 상품 정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Kafka
Messaging Service를 사용할 것이다. Kafka Messaging Service는 동기 서비스 및
대용량 분산 시스템을 위한 네이밍 레지스트리를 관리하기 위해, Zookeeper 서버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Kafka는 메시지 전송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3대 이상의 Kafka
서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메시징 서비스의 구성을
위해 단일 서버로 구성하여 작동시키고 있다. Pilot Application에서는 주문 서비스와
카탈로그 서비스간에 주문된 상품 정보를 Kafka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Github에서 Kafka-Docker repository를 설치하려는 Node에 클론하도록 하자.
$ git clone https://github.com/tta-cloud/kafka-docker.git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 서버로 구성된 Zookeeper와 Kafka 서버를 한번에
실행하기 위해 Docker compose를 사용하도록 하자. 클론 받은 레포지토리에서 dockercompose-s ingle-broker.yml 파일을 열어, 12번째 라인에서 Kafka 서버가 설치될 Node
의 IP를 수정하도록 하자. 이번 장에서는 1번 Node(IP: 172.20.10. 11)에 Kafka를
설치하고 있다.(1.2.2 Kubernetes Cluster 참조)

docker-compose-single-broker.yml 파일을 수정하였으면,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Docker compose를 실행하도록 하자.
$ docker-compose –f docker-compose-single-broker.yml u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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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rchestration Service
이번 장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한 Orchestration tool로써
Kubernetes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설명 한대로 1대의 Master와 3대의 Node로 구성된
Kubernetes cluster를 구성하였다. Kubernetes의 설치는 AWS, GCP(Google Cloud
Platform), NCP(Naver Cloud Platform)와 같은 Public cloud를 이용하거나 Private
network에 직접 구현하여 실행하도록 하자
구성된 Kubernetes Cluster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 Monitoring Service
이번 장의 Pilot Application은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상태 및 리소스의 관리뿐만 아니라, Kubernetes cluster를 구성하는 Node
들의 리소스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툴로써 Prometheus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Prometheus에서 수집한 각종 지표(Metrics)를 시각화하기 위해 Grafana를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다음의 순서로 Prometheus를 설치한 다음, Grafana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치에
사용된 파일은 다음의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
Prometheus는 다음 순서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① Kubernetes의 네임스페이스 생성
② Cluster Role 생성
③ ConfigMap 생성
④ Deployment 실행
⑤ Node Exporter 등록
⑥ Service를 통한 외부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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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ubernetes의 네임스페이스 생성
먼저, Prometheus관련 오브젝트를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하자.
$ kubectl create ns monitoring

2) Cluster Role 생성
다음으로, Prometheus가 Kubernetes의 각종 API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ClusterRole을 설정하도록 하자.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prometheus/prometheus-cluster-role.yaml
3) ConfigMap 생성
Prometheus에서 사용하기 위한 환경설정 파일을 정의하도록 하자.
◾ prometheus.rules : 수집한 지표에 대한 알람조건을 지정하여 특정 조건이 되면
Alert Manager로 알람 전송
◾ prometheus.yml : 수집할 지표(metric)의 종류와 수집 주기 등을 기입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prometheus/prometheus-config-map.yaml
4) Deployment 실행
Prometheus에 실행에 필요한 POD를 배포하기 위한 Deployment controller를 정의
하도록 하자.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prometheus/prometheus-deployment.yaml
5) Node Exporter 등록
Prometheus가 수집하는 지표들은 Kubernete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각 Node에서 별도의 Exporter를 설치하여, Node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Node

Exporter는 DaemonSet을

이용하여 Node마다 하나씩

실행하도록 한다.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prometheus/prometheus-node-exporter.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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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rvice를 통한 외부노출
마지막으로 Prometheus의 POD를 외부에 노출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하자.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prometheus/prometheus-svc.yaml
7) Kubernetes 파일을 실행
위에서 정리한 Kubernetes 파일을 각자의 Kubernetes Cluster에 설치하도록 하자.
$
$
$
$
$

kubectl
kubectl
kubectl
kubectl
kubectl

apply
apply
apply
apply
apply

–f prometheus-cluster-role.yaml
–f prometheus-config-map.yaml
–f prometheus-deployment.yaml
–f prometheus-node-exporter.yaml
-f prometheus-svc.yaml

monitoring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설치된 Pod와 Service의 목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ometheus는 Kubernetes의 Node3에 설치되었고, NodePort에 의해 30990 포트로
포트포워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3개의 Node를 사용하여 Kubernetes
Cluster를 구성하였는데, 각 Node로부터 로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3개의
Node-Exporter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Prometheus 대시보드 확인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http://172.20.10.13:30990에 접속해 보면 다음과 같은
Prometheus의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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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Prometheus 대시보드 화면

대시보드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Insert metric at cursor”라는 드롭다운 버튼에서
“container_memory_usage_bytes”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자.

[그림 5-7] Prometheus의 메트릭 확인 화면

Prometheus에서 Kubernetes

Cluster를 구성하는 각 Node에 설치된 컨테이너들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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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ube-state-metrics 설치
추가로 Kubernetes Cluster의 오브젝트에 대한 다양한 지표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kube-state-metrics를 생성해 줘야한다. 다음의 순서대로 kube-state-metrics를
설치해 보도록 하자.
① Cluster Role 생성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kube-state-metrics/kube-state-cluster-role.yaml
② Service account 생성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kube-state-metrics/kube-state-service-account.yaml
③ Deployment 실행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kube-state-metrics/kube-state-deployment.yaml
④ Service를 통한 외부노출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kube-state-metrics/kube-state-svc.yam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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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
kubectl
kubectl
kubectl

apply
apply
apply
apply

–f
–f
–f
–f

kube-state-cluster-role.yaml
kube-state-deployment.yaml
kube-state-service-account.yaml
kube-state-svc.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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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rafana 설치
다음으로, Prometheus에서 수집한 각종 지표를 시각화하기 위한 Grafana 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자. Grafana는 수집된 지표정보를 분석 및 시각화 시키는 오픈소스
툴로써, 다양한 시각화를 위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blob/master/monitoring/
grafana/grafana.yaml
$ kubectl apply –f grafana.yaml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Grafana가 설치된 Node2의 30300 포트로 접속해 보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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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Grafana 메인 대시보드 화면

좌측 메뉴의 Configuration > Add data source 메뉴를 선택하여 Prometheus를
등록하도록 하자. Prometheus를 선택 후, HTTP URL에는 Prometheus가 설치된
Node의 Cluster-IP를 적어주면 된다.

[그림 5-9] Grafana에서 데이터소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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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Grafana + Prometheus 설정

Grafana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직접 구성할 수도 있고,
grafana.com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해 놓은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5-11] Grafana 대시보드 목록

이번 장에서는 “1.Kubernetes Deployment Statefulset Daemonset metrics”라는
대시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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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Kubernetes용 Grafana 대시보드

위 그림에서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대시보드를 선택한 다음, 대시보드의 ID를 Grafana에
등록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림 5-13] Kubernetes용 대시보드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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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Kubernetes용 Grafana 대시보드 연동

지금 설치한 대시보드로 이동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5-15] 연결된 Kubernetes용 Grafana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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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icroService Applications
마지막으로 Pilot Application을 구성하는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3개의 마이크로서비스 구현 코드와 Kubernetes에 배포하기 위한 스크립트는
다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tree/master/msa
◾ https://github.com/tta-cloud/tta_cloud_native/tree/master/k8s/msa
1) 마이크로서비스 빌드
Github의 레포지토리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각각의 마이크로서비스를
빌드하도록 하자. 다음은 “사용자 서비스”에 빌드하기 위한 명령어이다. 같은 방법으로
“주문 서비스”와 “카탈로그 서비스”를 빌드한다.
$ cd user-ws
$ mvn clean compile package

2) Docker 이미지 빌드
마이크로서비스의 빌드와 패키징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target 디렉토리에서 각
마이크로서비스의 패키징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징된 파일을 Docker
컨테이너로 실행하기 위해서, Dockerfile을 이용하여 Docker 이미지로 빌드 하도록
하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마이크로서비스들의 Docker 이미지 파일은 Local
Registry에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Docker 빌드 시 Registry의 주소와 포트번호를
명시해 주도록 하자. 각 마이크로서비스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Dockerfile을
이용하여 직접 빌드한 다음 Docker Registry로 등록하도록 하자.
$ docker build –tag 192.168.0.8:5000/users-service .
$ docker push 192.168.0.8:5000/users-service

$ docker build –tag 192.168.0.8:5000/orders-service .
$ docker push 192.168.0.8:5000/orders-service

$ docker build –tag 192.168.0.8:5000/catalogs-service .
$ docker push 192.168.0.8:5000/catalogs-service

224

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

Dockerfile 빌드 시 버전을 지정하였다면, 지정된 버전에 맞춰 Docker push 명령어를
진행해야 한다.
3) 마이크로서비스 배포
이번 장에서는 구현한 마이크로서비스는 Kubernetes Cluster에 배포될 것이기 때문에
Kubernetes의 Deployment 파일과 Service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자.
다음은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Deployment 파일과 Service 파일이다.
apiVersion: apps/v1beta1
kind: Deployment
metadata:
name: users-app-deployment
spec:
replicas: 1
selector:
matchLabels:
app: users-app
template:
metadata:
labels:
app: users-app
spec:
containers:
- name: users-app
image: 192.168.0.8:5000/users-service:latest
ports:
- containerPort: 50001
imagePullPolicy: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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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Version: v1
kind: Service
metadata:
name: users-app-service
spec:
ports:
- name: "50001"
port: 50001
targetPort: 50001
selector:
app: users-app
type: NodePort

Kubernetes Cluster의 Master 노드에서 다음 커맨드를 실행하여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하자.

132)

$ kubectl apply –f deployment_users.yaml
$ kubectl apply –f deployment_orders.yaml
$ kubectl apply –f deployment_catalog.yaml

$ kubectl apply –f service_users.yaml
$ kubectl apply –f service_orders.yaml
$ kubectl apply –f service_catalog.yaml

지금까지, Pilot Application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성과 마이크로서비스
배포 작업을 완료 하였다. 다음으로는 배포된 각 마이크로서비스를 실행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132) Dockerfile에서 버전을 변경하였다면, deployment 파일에서도 해당 버전으로 변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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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lot Application의 실행

Pilot Application을 위한 인프라 구성과 마이크로서비스의 배포가 완료되었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UI를 가지고 있지 않는 RESTful API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curl 명령어나 Postman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 하도록 하자.

3.1 상품 주문 프로세스
1) 사용자 등록
◾ http://172.20.10.12:30304/users-ms/users
먼저,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자. 사용자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HTTP
Post Method로 전달하도록 하자. Kubernetes의 서비스를 NodePort로 설정하였고 각
Node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포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 후에 접속하도록
하자.
{
“name”: “tta-cloud”,
“email”: “tta-cloud@tta.or.kr”,
“pwd”: “test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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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조회
◾ http://172.20.10.12:30304/users-ms/users/a3af7fbc-b06c-4edb-95e9-b0efa0abc94b/
사용자 정보가 성공적으로 등록 되었다면, Response Body에서 “userId”를 확인할 수
있다. 반환된 “userId” 값을 이용하여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아직 사용자가 주문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orders” 항목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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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목록 조회
◾ http://172.20.10.13:31670/catalogs-ms/catalogs
다음으로 카탈로그 서비스로부터 등록된 상품의 목록을 가져오도록 하자.

4) 상품 주문
◾ http://172.20.10.12:30304/orders-ms/users/a3af7fbc-b06c-4edb-95e9b0efa0abc94b/orders
상품 조회를 통해 “productId(상품 코드)”, “unitPrice(상품 단가)”와 “qty(수량)”을
확인 한 다음, 주문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상품 주문 요청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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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d”: “CATALOG-0001”,
“qty”: 10,
“unitPrice”: 1500
}

주문한 상품의 내용을 주문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6] 주문 서비스의 H2 데이터베이스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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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 주문 조회
◾ http://172.20.10.12:30304/orders-ms/users/a3af7fbc-b06c-4edb-95e9b0efa0abc94b/orders
조금 전에 주문했던 내용은 상품 주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용자
별로 주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2 MicroService간 통신
3.1절에서 테스트한 Pilot Application은 상품 주문이 요청되었을 때, 주문 서비스로
사용자가 요청한 주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정보
확인 시, 해당 사용자가 주문한 상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마이크로서비스로부터 주문 마이크로서비스로 주문 상품 목록을 요청하게 된다. 이
작업을 위해, Pilot Application에서는 Spring Cloud의 FeignClient를 이용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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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서 주문 서비스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FeignClient 이외에도 Java의
RestTemplate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Kubernetes에서 FeignClient를 사용할 때는, 호출하려는 마이크로서비스의 Kubernetes
Service의 이름과 Port번호를 지정하도록 한다.

3.3 Messaging Service를 통한 데이터 동기화
사용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 입력했던 주문 수량의 정보는 Kafka Messaging Service를
통해 카탈로그 서비스에 전달된다. 주문 서비스에서 직접 카탈로그 서비스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Kafka Messaging Service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며, 이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을 Publisher, 메시지를 받는 측을 Consumer라고 한다.
Publisher는 어떤 Consumer가 메시지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Kafka Messaging
Service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면되고, Consumer도 어떤 Publisher가 보냈는지
상관하지 않고 Kafka Messaging Service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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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에서는 Kafka Messaging Service에 메시지가 전달되면 이벤트에 의해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된다.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KafkaListener라는 어노테이션을
등록하여 Kafka Messaging Service로부터 메시지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Kafka의
토픽에 전달된 메시지가 있을 경우 바로 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카탈로그 서비스에서는 Kafka Messaging Service로부터 전달 받은 주문 상품의
수량만큼 해당 상품의 수량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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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카탈로그 서비스의 상품 목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수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4

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

4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Public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방법

V장에서는 IV장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 소개한 기술 스택을 이용하여
간단한 마이크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았다. 구현 과정에서 사용한 Docker
Registry와 Kubernetes Cluster 등의 시스템 구성은 AWS나 NCP, GCP와 같은 Public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4.1 Docker Registry의 이전
이번 장의 구현 과정에서 사용된 Docker Registry는 로컬 환경 또는 Private Registry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합한 Registry이다. 만약 Public 클라우드로 변경하려면, AWS의
ECR(Elastic Container Registry) 서비스나 NCP, GCP의 Container Registry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EC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에서 ECR 서비스와 IAM을 생성한
다음 AWS CLI를 이용하여 docker login을 해야 한다.
생성된 Docker 이미지를 ECR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 Local Registry의 URI 대신
ECR Repository의 URI로 Docker의 태그명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 docker tag test:latest XXXXXXX.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test:latest

$ docker push XXXXXXX.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test:latest

4.2 마이크로서비스 인스턴스 확장을 위한 스케일링
이번 절에서 사용된 마이크로서비스는 Kubernetes Cluster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확장과 축소가 자유롭다. 배포할 때 사용했던 Deployment 파일을 수정하거나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여 직접 ReplicaSet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 kubectl scale deployment/uses-app-deployment —replica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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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의 중단 없이 Public 클라우드로 이전
Local 또는 VM에 구성된 Kubernetes Cluster를 Public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AWS에서는 EKS(Elastic Kubernetes Service), GCP에서는
GKE(Goolge Kubernetes Engine), NCP에서는 Kubernetes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Public 클라우드 환경에서 Kubernet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ubernetes는 Orchestration tool로써, Docker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ilot Application에서 사용된 Deployment 파일과 Service 파일들을
이용하면 Public 클라우드에도 쉽게 배포할 수 있다. 물론 Docker Registry 서비스와
Kafka Messaging 서비스나 Prometheus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실행해야
문제없이 실행 될 것이다.
EKS를 사용하게 되면, Kubernetes Cluster 구성에 필요한 Master 노드를 AWS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도 여러 AZ(Availability Zone)에 Master 노드를
실행하고, HA(고가용성) 구성을 할 수 있다. EKS의 API 서버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IAM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EKS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Node의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Pod의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m1.small은 8개, c3.large는 29개,
c1.xlarge는 58개 등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 클러스터에서 Node 당 Pod가 몇
개 씩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의 중단 없이 새로운 클라우드로 Kubernetes Cluster를 이전하는 작업은
영속성을 갖는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작업이 달라진다. Pilot Application과
같이 각각의 마이크로서비스 내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역시 이전 작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외에 Kubernetes의
리소스는 EKS나 GKE에 상관없이, 작성된 스크립트나 Helm 차트를 이용하여 쉽게
동일한 서비스로 실행할 수 있다. IV장의 2.3.2절에서 소개한 Helm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Deployment, Service, Config Map, Ingress 등 여러 종류의
리소스를 조합하여 배포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로컬의 Kubernetes Cluster의
정보를 쉽게 Public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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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Kubernetes Helm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로컬의 Kubernetes Cluster를 EKS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① EKS 클러스터 생성 후 Work Node 생성
② Kubernetes Helm을 이용한 서비스와 리소스 생성
③ 기존 사용자들의 요청 정보를 새로운 클러스터로 변경(Gateway, Router 변경)
④ 이전 클러스터 삭제

4.4 상용 클라우드에서의 테스트
이번 장에서 구현한 Pilot Application은 Local 환경에 배포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같은 구성의 애플리케이션을 Public 클라우드 환경에도 배포하였으며,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여 RESTful API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RESTful API
URI

HTTP
Method

설명

http://52.70.175.123:32454/users-ms/users

POST

사용자 추가

GET

사용자 확인

서비스 명

User service

http://52.70.175.123:32454/users-ms/users/

{us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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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Method

설명

http://52.70.175.123:31935/catalogs-ms/c
atalogs

GET

카테고리
목록

http://52.70.175.123:32310/orders-ms/users
/{userId}/orders

GET

상품 주문
확인

http://52.70.175.123:32310/orders-ms/users
/{userId}/orders

POST

상품 주문

서비스 명
Catalog Service

URI

Order service

② Promethues, Grafana
- Prometheus → http://52.70.175.123:30990
- Grafana → http://52.70.175.123: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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