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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규 (Seungkyu Ahn) seungkyua@gmail.com

• blog: https://ahnseungkyu.com/

• youtube 채널: 개소코 (https://bit.ly/3ISpeK9)

• (전) 삼성SDS

• Kubernetes Korea Group Lead

Who am I

• Java Enterprise Application 개발

• OpenStack 기반 Private Cloud 개발

• Kubernetes 기반 플랫폼 개발

• Istio 기반 MSA 플랫폼 개발

• ML Model Serving 플랫폼 개발

mailto:seungkyua@gmail.com
https://ahnseungky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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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용

• Container 개념

• Linux Namespace 종류 및 활용

• 컨테이너 간 리눅스 네트워크 개념

• Docker 활용

• Kubernetes 아키텍처 (X)

• Kubernetes 고급 활용 방안 (X)

• CNI (X)

오늘 다루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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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구조

Host Operating System

Container Engine

Bins/Libs

Apps

Container 1

Bins/Libs

Apps

Container 2

Bins/Libs

Apps

Contain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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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바이너리 파일과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쉬운 구조로 변경

바이너리 파일은 이미지로 패키징되어 호스트에서 프로세스를 isolation 하여 실행

호스트

바이너리 파일

프로세스

호스트

프로세스

바이너리 파일 이미지

Container

자원 분배(cgroup), 격리(namespace)

필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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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rocess

Program Execution Process

libs

env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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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Virtual Machine 은 좀 무거운것 같은데.

프로세스만 isolation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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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프로세스를 격리시킬 수 있는

namespace (격리된 공간)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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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OS의 기본 프로세스들 예를 들면, systemd 

(init) 도 프로세스인데 그럼 얘도 격리된 공

간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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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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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에 대한 기본개념

1.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

는 네임스페이스(Namespace)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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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프로세스만 서로 격리 시키면 해결되나?

Virtual Machine 비교해서

추가로 또 무엇을 격리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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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에 대한 기본개념

2.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호스트의 정보/자

원을 격리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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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 의 종류

호스트 네임 : uts (Unix Timesharing System)

프로세스 ID       : pid

유저 : user

네트워크 : net

스토리지 : mnt

프로세스간 통신 : 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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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1. Container 에 대한 기본개념 확인

$ ls -al /proc/1/ns

$ lsns -p 1

$ echo $$

$ ps afx | grep -B4 -A4 $(echo $$)

$ lsns -p $(echo $$)



15

실습2. namespace 생성 – uts

$ echo $$

$ unshare -u 

$ echo $$

$ lsns -p [PID]

> Bash > Bash

Parent Process Child Process

$ unshar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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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3. namespace 생성 – pid, mnt

$ echo $$

$ unshare -p -f

$ echo $$

$ ls /proc

$ unshare -p -f -m chroot /root/sample_rootfs

$ mount -t proc proc /proc

$ ls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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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Network - 1. Single Network Namespace

Red

192.168.0.1
veth2-r

veth1-r

172.31.70.176

ens5

routes
default via 192.168.0.1 veth2-r

routes
192.168.0.1 veth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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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4. container single network namespace

## 1.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생성 (이름: red)

$ ip netns add red

## 2. veth pair 생성

$ ip link add veth1-r type veth peer veth2-r

$ ip link

## 3. veth2-r 을 red 네임스페이스로 이동

$ ip link set veth2-r netns red

## 4. veth2-r 인터페이스에 ip 주소 세팅

$ ip netns exec red ip address add 192.168.0.1 dev veth2-r

## 5. veth2-r 인터페이스 up

$ ip netns exec red ip link set dev veth2-r up

## 6. veth1-r 인터페이스 up

$ ip link set dev veth1-up

## 7. red 네임스페이스 loopback 인터페이스 up

$ ip netns exec red ip link set lo up

## 8. 호스트 routing table 세팅

$ route -en

$ ip route add 192.68.0.1/32 dev veth1-r

$ route -en

## ping 으로 확인하나 연결되지 않는다.

$ ping 192.168.0.1

## 9. red 네임스페이스의 default routing table 세팅

$ ip netns exec red route -en

$ ip netns exec red ip route add default via 192.168.0.1 dev veth2-r

$ ip netns exec red route -en

## ping 으로 통신 확인

$ ping 192.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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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Network - Single Network, 2 Namespaces

Red

192.168.0.2
veth2-r

veth1-r

172.31.70.176

ens5

routes
default via 192.168.0.1 veth2-b
192.168.0.0/24 veth2-b

routes
192.168.0.0/24 br0

Blue

192.168.0.3
veth2-b

veth1-b

192.168.0.1

b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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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5. container single network, 2 namespace

시간 관계상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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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Network - iptables

Red Blue

output

iptables

FORWARD

iptables iptables

input

inpu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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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namespace: 302134

Network (ip, devices, routing)
PID
User
UTS (hostname)
Mount (file system)
IPC

namespace: 233453

Ø cgroups 와 namespace 로 구분

Ø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network(ip, devices, routing, port), process id, uid, hostname, mount 을 있음

Ø network: 독립적인 ip 어드레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port

Ø process id: 독립적인 process id 를 가짐

Ø uid: 독립적인 user id 를 가짐

Ø hostname: 독립적인 호스트네임을 가짐

Ø mount : host 의 디렉토리를 이용하거나 tmpfs (가상 메모리(vm) 파일 시스템) 를 이용

Network (ip, devices, routing)
PID
User
UTS (hostname)
Mount (file system)
IPC

container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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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 timeline

Linux namespace 는 Bell Labs 에서 Plan 9 프로젝트로 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

2002년 mount namespace 추가 (kernel version 2.4.19)

2006년 uts namespace, ipc namespace 추가

2007년 network namespace 추가

2008년 pid namespace 추가 (kernel version 2.6.24)

2013년 user namespace 추가 (kernel version 3.8)

이 때부터 container 를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

2020년 time namespace 추가 (kernel versio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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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Operating System

is
o
la

ti
o
n

is
o
la

ti
o
n

is
o
la

ti
o
n

is
o
la

ti
o
n

Control Groups

Name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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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docker

Dockerfile Image Container

buil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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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file

FROM golang:1.16.3-stretch

LABEL AUTHOR Seungkyu Ahn (seungkyua@gmail.com)

RUN mkdir -p /build

WORKDIR /build

COPY . .

RUN CGO_ENABLED=0 GOOS=linux GOARCH=amd64 go build -o bin/helloworld-docker .

RUN mkdir -p /app

WORKDIR /app

RUN cp /build/bin/helloworld-docker ./helloworld-docker

EXPOSE 8080

ENTRYPOINT ["/app/helloworld-docker"]

Image layer 를 만드는 명령어

ü FROM
ü RUN
ü COPY
ü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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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6. docker image build

$ git clone https://github.com/seungkyua/helloworld-docker.git

$ make build-linux

$ ./bin/helloworld-docker-linux-amd64

$ docker image build --no-cache -t seungkyua/helloworld-docker -f Dockerfile2 .

$ docker container run -d -p 8080:8080 --name hello1 --rm seungkyua/helloworld-docker

https://github.com/seungkyua/helloworld-docker.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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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Architecture

CLI

{ API }

daemon

containerd

OCI

$ docker container run …

Container registry

Container

OCI (Open Container Initiative)
- Image Spec
- Runtime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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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docker process

{ REST }

shim

$ docker container run …

POST /containers/create

daemon

{ } client.NewContainer(...)

containerd-shim-runc App

shim

containerd-shim-runc App

shim

containerd-shim-run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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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Image

Image

(Read only)

Build Time Run Time

Container

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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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 image inspect

sha256: 1d7980782db78fbe8f8955b6...
base image
(debian)

groupadd -r -g 999 redis && usera…

set -eux;  savedAptMark="$(apt-ma…

set -eux;   savedAptMark="$(apt-m…

COPY file:df205a0ef6e6df89…

ADD file:3c520ad50b13b9223…

mkdir /data && chown redis:redis

sha256: 59ad6d5dd3e9f697c5f560a20...

sha256: xxxxxxxxxxxxxxxxxxxxxxxxxxx...

sha256: xxxxxxxxxxxxxxxxxxxxxxxxxxx...

sha256: xxxxxxxxxxxxxxxxxxxxxxxxxxx...

sha256: 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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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file - multi-stage

FROM golang:1.16.3-stretch AS builder

LABEL AUTHOR Seungkyu Ahn (seungkyua@gmail.com)

RUN mkdir -p /build

WORKDIR /build

COPY . .

RUN CGO_ENABLED=0 GOOS=linux GOARCH=amd64 go build -o bin/helloworld-docker .

RUN mkdir -p /dist

WORKDIR /dist

RUN cp /build/bin/helloworld-docker ./helloworld-docker

FROM golang:alpine3.13

RUN mkdir -p /app

WORKDIR /app

COPY --chown=0:0 --from=builder /dist /app/

EXPOSE 8080

ENTRYPOINT ["/app/helloworld-docker"]

Image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

ü base 이미지를 alpine 으로 사용
ü multi-stag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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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7. docker image push

$ docker system info

$ docker image build --no-cache -t seungkyua/helloworld-docker -f Dockerfile .

$ docker login -u seungkyua

$ docker push seungkyua/helloworld-d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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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need

하나의 호스트 내에서도 멀티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실행될 수 있고,

멀티 호스트에서 멀티 컨테이너가 실행될 수 있음

호스트

프로세스

소스코드 이미지

Container

호스트

스케줄링과 배치(Placement), 관리(실행,삭제,재실행), 네트워크 통신, Scale out, 스토리지(Volume)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필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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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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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 란?

https://www.cncf.io/phippy/

Captain Kube

The Illustrated Children’s Guide to Kubernetes

Phippy

https://www.cncf.io/phi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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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on & Contributor Summit

KubeCon 2019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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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on & Contributor Summit

KubeCon 2019 San Die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