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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ubernetes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ool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It m

anages POD as a basic operational unit, providing a isolated environments through container tech

nology. Basically, its scheduler properly allocates POD, considering the utilizations of CPUs, mem

ories and volumes on hosts. In our work, we develop a customized scheduling framework additio

nally considering network resources. In the framework, we can monitor the dynamic variations of 

resources and make it possible to utilize the resources for the scheduler. This framework offers 

not only observing necessary information but also visualizing the data to scheduler for providing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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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연구임(No.GK20P0400, (초저지연-총괄/1세

부) 저지연 융합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에지 컴퓨팅 플

랫폼 기술 개발).

Ⅰ. 개 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반 사용자가 적은 비용으

로 높은 성능의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구성된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서비스에 이용함

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는 서버의 관리와 

이용을 외주로 이용을 하여 활용 측면에서 편의성

이 증가하였고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

공하는 관리자로서는 수많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호스트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가상화 컴퓨팅 기술

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을 가

상화 함으로써 서버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단위로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 개발

되어 경량화된 가상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컨테이너란 프로세서를 비

롯한 컴퓨팅 환경을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최적화된 

동작 환경을 제공하면서 격리된 운용환경을 제공하

는 가상화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1]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기계에 운영체제가 

직접 탑재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독

립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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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커 컨테이너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docker container

를 활용한 가상화 방식에 비하여 동작상의 오버헤

드가 매우 적고 가상환경을 경량화 시킬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유지관리나 테스트 방면

에서도 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2]은 컨테이너 기술 중 가장 널리 활용

되는 기술인 도커 컨테이너의 구조로써 기존의 컴

퓨터 전체를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별로 독립적인 사용자의 공간을 가상화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실제 컴퓨터의 자원들을 가상

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원 가상화를 위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컴퓨팅 성능을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컨테이너 별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서비스를 데이터 이미지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

으므로 다양한 호스트에 분산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대

규모로 구성된 서버에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컨테이너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쿠버

네티스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써 

개발되었으며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

로 배포,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여러 

호스트 내에서 컨테이너의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관리에 부담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많은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배치와 관리를 효율적 

관리함으로써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발

되었다.

그림 2 [3]는 쿠버네티스의 전체 구조로써 쿠버

네티스는 크게 하나의 master node와 복수의 

worker node들로 이루어져 있다. Master node는 

그림 2. 쿠버네티스 구조

Fig. 2 Kubernetes architecture

하위 worker node를 제어하는 최상위 node로써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주로 배치된다. Master node에서 동

작하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로서는 API Server, 스케

줄러, Controller manager, Etcd등이 있다.

API Server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로써 HTTP를 통해 내부 및 외부에 쿠버네티

스 API를 제공한다. 스케줄러는 새롭게 생성된 

POD이 배치되어야할 노드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Controller manager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가 사

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마지막으

로 Etcd는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Worker node에서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컨테이너화되고 여러 컨

테이너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POD에 포함하여 배치

된다. 그러므로, worker node는 실제 서비스에 필

요한 요소들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worker node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서는 kubelet, 

kube proxy가 있다. Kubelet은 노드에 배치되는 

에이전트로써 master node와 API Server를 통해 

통신을 하며 master node로부터 수행할 명령을 받

아 수행을 하고 worker node의 컨테이너들이 항상 

원하는 상태에서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Master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Kube 

proxy는 해당 worker node의 네트워크 규칙을 유

지하며 연결에 대한 포워딩기능과 각 worker node

와 master node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4]

본 고에서는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에 주목을 한다. 기존의 스케줄러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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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 element Descriptions

NoDiskConflict

POD이 요구하는 볼륨과 현재 

노드에 장착되어 있는 볼륨을 

비교해 적합한지 확인하여 필터

링

NoVolumeZoneCon

filct

주어진 볼륨 구역 제한이 있는 

경우 노드에서 POD의 요구를 

만족하는 볼륨이 있는지 확인하

여 필터링

PODFitsResources

노드의 가용 자원량 (CPU & 

Memory)이 POD의 요구자원량

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필터링

PODFitsHostPorts

POD의 요구 HostPort가 이미 

노드가 점유 중 인지 확인하여 

필터링

HostName

POD Spec의 NodeName 속성

에 지정된 값이 있으면 해당 값

을 제외하고 모두 전부 필터링

MatchNodeSelector

POD의 nodeSelector 속성이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노드를 

제외한 노드는 모두 필터링

ChcekNodeMemory

Pressure

노드의 Memory pressure 상황

을 반영하여 필터링

CheckNodeDiskPre

ssure

노드의 Disk pressure 상황을 

반영하여 필터링

표 1. Kubernetes Scheduler의 노드 필터링 요소 

Table 1. Node Filtering Element of the 

Kubernetes Scheduler

퓨터의 세가지 자원 요소 즉, CPU, memory, 

volume만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쿠

버네티스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상황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POD을 

배치하는 배치 도구를 개발하였다. (1) 쿠버네티스

의 스케줄러는 네트워크 자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컨테이너의 배치에 활용하지 않는다. [4, 5] 우리

는 네트워크 자원을 모니터링하여 스케줄러에게 제

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2) 쿠버네티스는 자원

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대쉬보드와 이를 활

용하여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스케줄러가 개별적인 

프로세서로써 동작한다. 그러므로, 자원의 활용 현

황을 즉시 반영한 배치 결과를 관리자가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의 활용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자원을 활용하여 배치된 

POD에 대한 정보를 함께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Priority 

calculation 

function

Descriptions

LeastRequestedP

riority

노드는 해당 노드에 POD이 스

케쥴링을 가정 후 여유 자원양

의 비율을 통해 우선순위 계산

BalancedResourc

eAllocation

노드에 POD이 배치되었다는 가

정 후CPU 및 Memory 사용율

의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

SelectorSpreadPr

iority

같은 노드 상에서 같은 Servic

e, ReplicationController, Repl

icaSet에 속하는 POD의 수가 

최소화되도록 POD을 분산

CalculateAntiAffi

nityPriority

특정 label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지는 노드상의 같은 Service

에 속하는 POD의 수가 최소화 

되도록 POD을 분산

ImageLocalityPrio

rity

POD에서 요청한 컨테이너 이미

지의 위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를 지정

NodeAffinityPrior

ity

노드의 affinity를 기준으로 우

선순위를 지정

표 2.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의 

우선순위 계산 함수들

Table 2. Priority calculation functions of 

Kubernetes scheduler

본 고의 다음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2장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

여 실제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방안 제시 

1. 스케줄러 알고리즘

우리가 구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니터링에 필요한 스케줄러 알고리즘을 

설명하겠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새로운 POD의

생성이 요청되면, 스케줄러는 POD을 배치할 노드

를 선정하여 POD을 배치한다. 이때 쿠버네티스에

서 제공하는 스케줄러는 다음과 같이 노드 필터링 

과정과 노드 순위 지정 과정을 거쳐 POD을 배치할 

노드를 선정하게 된다. 

1.1) 노드 필터링 과정

스케줄러는 우선 POD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

는 노드들과 현재 오류가 발생한 노드 들을 우선으

로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표 1 [6]의 요소들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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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으로 고려하여 필터링을 수행한다.

1.2) 노드 순위 지정 과정

노드 필터링 과정은 표 2 [6]의 요소들을 고려

하여 요구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노드들을 모두 배

제한 후 남은 노드들을 바탕으로 특정 우선순위 계

산 함수들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점수를 책정

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노드를 선별한다. 

이때 각각의 우선순위 계산 함수를 고려 시 각각의 

함수에 특정 weight를 곱한 후 이를 모두 더한 값

으로 최종 우선순위 점수가 계산된다.

2.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현재 쿠버네티스 시스템은 CPU, memory, 

volume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스케줄링하므로 쿠

버네티스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컴퓨

터 시스템의 전체 자원량을 모니터링 하지 못하는 

제약이 생긴다. 이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자원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와 독

립적인 별도의 새로운 스케줄러를 이용했으며 본 

장에서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새로운 스케줄러를 

활용하여 손쉽게 컨테이너를 배치 및 모니터링 방

법에 대해 소개한다.

2.1) 컨테이너 배치

쿠버네티스의 내부 통신은 대부분 Master node

의 API server를 통해 HTTP 통신을 기반으로 이

루어진다. 새로운 POD을 생성할 시 보편적으로는

터미널 상에서 Kubectl 명령어를 사용하여 POD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그림 3과 같이 생성

할 POD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그림 4에서 나타

낸 Kubectl 명령어로 POD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

게 Kubectl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유

효성을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유효성 검사를 통하

여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API server에 해당 명

령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Kubectl을 사용한 방

법 외에도 쿠버네티스의 대부분의 명령들은 API 

server의 REST API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Kubectl 대신 그림 5와 같은 경

로에 HTTP 요청을 사용자가 직접 API server에 

보내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Kubectl 같은 쿠버네티스 기본 프

로세스 외에도 위와 같이 API server와 REST 

API로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사용자 정의 프로세스

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POD을 생성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쿠버네

티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POD을 생성할때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에 의존하 

그림 3. POD을 생성하는 yaml 예제 파일

Fig. 3 POD creation example for yaml

그림 4. POD을 생성하는 Kubectl 명령어

Fig. 4 POD creation commend in Kubectl

그림 5. POD을 생성하는 REST API

Fig. 5 REST API for POD creation

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방식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POD의 배치 명세 중에서 

node selector 속성을 활용하였다. node selector 

속성은 POD이 배치될 노드선정에서 제약조건을 지

정할 수 있는 속성으로써, 노드에 지정되어 있는 

label이나 노드의 이름을 POD의 배치 명세에 지정

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특정 노드에 POD을 배치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면 해당 POD의 

역할에 따라 꼭 특정 노드에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 

등 특정 상황에 활용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쿠

버네티스의 스케줄러를 대신할 수 있는 사용자 정

의 스케줄러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사용자 정의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특정 노드에 새로운 POD을 배치하기 위

해 다음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 새로운 POD을 배치 

시켜주는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새로

운 POD의 배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worker 

node들의 모니터링 정보들을 분석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리 정의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노드를 선정하며; (3) 해당 POD 배치 명세의 node 

selector 속성에 지정을 하여 API server에 해당 

POD의 생성을 요청하여 POD의 배치를 완료한다.

그림 6은 앞서 설명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

다. 기본 스케줄러에 의한 스케줄링은 배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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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OD 생성 흐름

Fig. 6 Flow of POD creation

노드를 모른 채 일단 POD 생성 요청을 하면 스케

줄러가 POD이 배치될 노드를 선정하여 배치되는 

흐름에 따라 동작 하였으나 본 장에서 제시하는 방

안은 쿠버네티스 환경상에 POD의 생성 요청을 보

내기 전 이미 사용자 스케줄러 프로세스에 의해 미

리 배치될 노드를 선정해두고 이를 작성하여 쿠버

네티스 환경상에 POD 배치 요청을 하는 흐름을 지

니는 차이점이 있다. 

3) 모니터링

Kubernetes의 자원의 현재 활용 상태를 참조

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툴이 존재하며,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

한 모니터링 도구를 소개하겠다.

3.1) CAdvisor

CAdvisor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에이전트로 모든 노드에 설치되어 POD에 

대한 CPU, Memory, file system, network 사용

량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메트릭 (met

ric)이라고 한다. 

CAdvisor에 의해 수집된 메트릭은 그림 7과 같

은 절차에 따라 수집이 되며, apiserver의 /api/v1/

nodes/{node_name}/proxy/metrics/cadvisor에서 

확인한다.

3.2)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Kubernetes나 노드 및 프로메

테우스 자체의 service discovery, 메트릭을 수집 

및 저장하고 알림 기능도 제공하는 강력한 모니터

링 도구이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림 8과 같이

CAdvisor에 의해 측정된 메트릭을 수집하거나 

short lived job의 경우 push gateway를 통해 수

집한다, 또한 여러 exporter들도 제공하기 문에 보

다 쉽게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

다. [7]

그림 7. CAdvisor 구조

Fig. 7 Architecture of CAdvisor 

그림 8. 프로메테우스의 메트릭 수집 방식

Fig. 8 Prometheus metrics collection method

Node Exporter와 같은 exporter들이 수집한 

자료는 {Node IP}:{service port}/metrics에서 확

인할 수 있다.

Ⅲ. 프레임워크 구현

지금까지 언급한 자원상황과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

하여 POD을 배치하는 배치 도구를 개발한 예시를 

소개한다. 스케줄링을 위해서는 노드들의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조회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케

줄링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API server와 통신 기

능의 3가지 필수 기능을 구현해야한다. 본 예시에

서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기존 Kubectl처럼 CLI 

(Command Line Interface) 환경으로 제작할 수도 

있으나 수집되는 모니터링 정보와 알고리즘을 직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

기 위하여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134 실시간 자원 모니터링을 활용한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프레임워크 구현 

그림 9. 구현 프로그램의 구조

Fig. 9 Architecture of example program

그림 10.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 절차

Fig. 10 Procedure of monitoring data 

processing

그림 11. POD 생성 요청 처리 절차

Fig. 11 Procedure of POD Creation request 

processing

제공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본 예시에서는 모니터

링 툴은 Prometheus를 사용하였으며 node.js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9는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조

다. 크게 Broker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인 Client

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Broker 서버는 두 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POD 배치 알고리즘에 활용될 모니터링  

그림 12. 모니터링 기능 구현 예시

Fig. 12 Example development of monitoring

그림 13. 네트워크 자원 모니터링 구현 예시

Fig. 13 Example development of network 

resource monitoring

데이터를 Prometheus에서 조회하는 기능, 두 번째

로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API Server와

REST API 통신기능 이다. 

Client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

한다. 첫째 Broker 서버에서 조회하는 모니터링 데

이터를 시각화하여 출력 기능이고, 두 번째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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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cheduling 기능 구현 예시

Fig. 14 Example development of scheduling

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노드를 선정

하는 POD 스케줄링 알고리즘 기능, 마지막으로 

Broker 서버에 POD의 배치를 요청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구축된 환경에서 모니터링 흐름은 아래 그

림 10과 같다.

API Server 및 prometheus는 kubelet을 통하

여 cAdvisor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프로그

램을 실행시킨 후 특정 시간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client는 Broker 서버에게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고 Broker 서버는 API 

Server/prometheus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

하게 됨으로써 해당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POD을 배치하는 경우의 흐름은 

위 그림 11과 같다. User는 client 프로그램을 통

해 생성하고 싶은 POD의 spec을 정의한 후 POD

의 특성에 따라 우선시 해야하는 스케줄링 알고리

즘을 선택하여 배치하도록 지정 할 수 있다. 그 후 

Broker 서버에 해당 POD의 생성 요청을 전달하면 

Broker 서버는 해당 요청을 다시 API server에 전

달하고 유효성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다면 POD

이 배치된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기본 스케줄러가 

고려하지 않던 네트워크 관련 요소인 bandwidth 

사용량을 고려하여 bandwidth 사용량이 최적인 노

드에 POD을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 예다. 그림 12

의 경우 전체적인 Node의 자원량을 종합한 상태표

이며, 그림 13은 각 worker node마다 bandwidth

의 현재 사용량을 그래프로 표기한 것으로, 실시간

으로 마다 그래프의 유동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4

는 하나의 POD을 배치하는 예시이며, POD의 부하 

발생 시 분산 배치할 POD의 개수를 선택 가능하

다. 모든 정보를 작성 후 배치를 시도하면 최적의 

worker node가 시각적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시

각적으로 제공된 worker node에 POD을 배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Ⅳ.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

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 컴퓨터 자원들을 통합 관리

하는 쿠버네티스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내부의 POD을 배치할 노드를 

선정하는 스케줄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주로 

CPU, Memory, Volume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네

트워크, GPU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시 되는 환

경을 구축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본 

스케줄러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스케줄링 알

고리즘을 가장 쉽게 구현하는 방안을 하나를 소개

하였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쿠버네티스가 예상

하고 있는 POD의 생성 흐름은 아니지만, 모니터링 

데이터와 POD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함께 시각적

으로 확인하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상

황 등 같이 여러 필요한 상황에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방안의 단점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POD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적인 부족하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

해 개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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