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소개

Cluster 자동화

ucloudbiz Server 인프라 자원의 할당 및 Kubernets cluster 설정 자동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여,
바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utoscaling 서비스 지원으로 worker node의 리소스 인프라 자원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이미지 레포티토리 제공

ucloudbiz Storage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도커 이미지를 pull / push 할 수 있는 docker resgitry를 제공
합니다.
이미지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cloudbiz Storage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pen API 제공

컨테이너 서비스와 관련된 openapi를 제공하여 커스트마이징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ucloudbiz 컨테이너 서비스 제공방법

1. 컨테이너 서비스 프로비저닝

ucloudbiz 포탈웹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 컨테이너 서비스 신청

ucloudbiz Server 서비스 상품에 가입된 사용자는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컨테이너 Cluster 자동배포

신청 사항에 대한 자동 클러스터 생성(Master, Worker 노드 자동 생성)

3. Cluster AutoConfiguration

Master 노드와 Worker 노드의 초기 Kubernetes 설정 작업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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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컴퓨팅
6.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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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가이드 단계별 절차

서비스 사용 가능 대상

Container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cloudbiz Server 상품서비스를 사용중이어야 합니다.
Cluster 생성 중 HA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ucloudbiz Loadbalancer를 사용 중 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cloudbiz Storage 서비스를 사용 중 이어야 합니다.

서비스 접속

http://ucloudbiz.olleh.com/ 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한다.

계정/PW : ucloudbiz 신청 계정 및 PW

Cluster 생성

클라우드 콘솔에서 좌측 Container 메뉴를 클릭한다.

Cluster 리스트 화면에서 상단 'Cluster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Cluster 생성 첫번째 단계인 MasterNode 사양선택
(KOR-CentralA,B, KOR-Seoul M, KOR-HA, JPN)과 해당 존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화면하단의 다음버튼을 클릭한
다.

http://ucloudbiz.olleh.com/


생성 두번째 단계인 WorkerNode 사양 선택에서 원하는 사양의 OS를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생성 세번째 단계인 신청내역 확인 단계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생성이 완료되면 Cluster list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luster 리스트

Cluster 리스트 조회

화면 상단 조회를 클릭하면 클러스터명과 위치를 표시하는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
여 해당 조회조건에 맞는 클러스트



리스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Cluster 리스트 상세정보

화면 상단에서 특정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상세정보 화면이 표시된다.

Cluster 리스트 Service

화면 하단에서 Service 탭을 클릭하면, Kubernetes service 목록이 조회된다.

Cluster 리스트 Deployment

화면 하단에서 Deployment 탭을 클릭하면, Kubernetes deployment 목록이 조회된다.



Cluster 리스트 POD

화면 하단에서 POD 탭을 클릭하면, Kubernetes pod 목록이 조회된다.

서비스 생성

Cluster 리스트 화면 상단의 'Service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kubernetes pod, deployment, service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서비스 생성 화면



해당 Zone 및 클러스터를 선택 후, app name, pod count, service type 등을 선택한 후, 하단 '신청' 버튼을 클릭



하면 서비스가 신청된다.

생성된 서비스 확인

Cluster 리스트 화면의 하단 Service / Deployment/ POD 등의 탭에서 생성한 kubernetes 자원을 확인할 수 있
다.

Repository

Container 서비스의 좌측 메뉴 'Repository'를 클릭하면 사용자 Repository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cloudbiz Storage 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이어야 한다.

Repository 생성

Repository 리스트 화면 상단의 'Repository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Repository를 생성한다.

버튼을 생성하면 아래와 같이 생성 화면이 나타나고, Repository 명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Repository
가 생성된다.

생성된 Repostory를 Repository 화면에서 확인한다.



Repository 리스트 액션

Repository 화면에서 선택한 Repository를 삭제할 수 있다. Repository가 삭제되면, 사용자의 ucloud Storage의
파일 박스에서도
해당 이미지 파일이 연동되어 삭제된다.

Repository Image 리스트

특정 Repository를 선택하면 해당 Repository에 있는 docker image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