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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orged�a�new�path�to�

become�the�world’s�

leading�provider�of�

enterprise�open�source

solutions.�

More�than

90%
of�the

Fortune

500

Red�Hat
use

products�and
solutions

~20,000
employees

105+
offices

40+
countries

The�first

$3

open
source
company

in�the�world2

billion

레드햇과 오픈소스

Red�Hat



레드햇과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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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O

OKD

CoreOS

Ansible

백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

Fedora

oVirt

JBoss�Community,�FuseSource

Ceph,�Rook,�Open�Data�Hub

Foreman

참여 통합 안정화
커뮤니티
프로젝트 기업용제품군

+Support�+Updates�+Security�+Services�+KBase�
+Training�+Certified�Solutions�+Roadmap�+Etc...

오픈소스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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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2021 state of the Octoverse, https://octoverse.github.com/

레드햇과오픈소스

Why�
Open�Source?

https://octoverse.github.com/


GENERAL DISTRIBUTION

컨테이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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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Digital�Transform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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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컨테이너는클라우드서비스의채택, DevOps 적용사례,
그리고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관리를용이하게합니다.

변경없이어플리케이션을
모든클라우드환경에배포

어플리케이션의개발,
보안, 운영을독립적으로

통합

플랫폼은기본서비스에집중,
어플리케이션은온전히
비즈니스에집중

Digital�Transformation



과거에는모든어플리케이션에대해모든제품이
설치되었습니다.

IaaS는높은수준의자동화로셀프서비스인프라를
제공해서효율성을향상시키지만…

PaaS에서는응용프로그램의실행환경과개발및

운영프로세스를표준화하며,�전체 프로비저닝이

자동화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사용할수있습니다.

IaaS Pa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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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왜 PaaS�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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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사용할수있습니다.

IaaS P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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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왜 PaaS�를 사용하는가?

IaaS와 PaaS는 모두 클라우드서비스입니다.

다만, IaaS는 인프라의클라우드서비스이고 PaaS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일련의환경인플랫폼의클라우드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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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어플리케이션과관련성있는라이브러리들을함께패키징

• 배포및라이프사이클관리의복잡성을줄임

• 여러대의 Host에 배포 및 포팅이쉬움

• Host�OS�상에서 컨테이너별로격리기능제공

• In�RHEL,�this�is�done��through:

• Control�Groups�(cgroups)

• Kernel�namespaces�

• SELinux,�sVirt,�iptables�

• OCI�Container

이동하기 쉽게
패킹기술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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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소개

운영체제가상화기술
GuestOS가 없고 가상서버에비해가벼움

VM�Type�X

Application

WAS

GuestOS

베어메탈

Application

WAS

OS

Hypervisor�X

모든인프라대상

Container

Application

WAS

OS

컨테이너엔진

Application

WAS

Application

WAS

VM�Type�X

Application

WAS

GuestOS

VM�Type�X

Application

WAS

GuestOS

Container

Application

WAS

Container

Application

WAS

OS

[�가상화 플랫폼 ] [�컨테이너 플랫폼 ]

베어메탈

[�전통적 플랫폼 ]

"�효율적 자원활용 "



14

컨테이너 소개

컨테이너오케스트레이션

• 그리스어로배의조타수,�너무 길어서 K8s로줄여서부르기도
함

• 컨테이너애플리케이션을배포및관리하는오케스트레이터
• 구글이 2014년 6월 오픈소스프로젝트로발표
• 2015년 7월 버전 1.0을 기반으로 CNCF(Cloud�Native�
Computing�Foundation)을 설립하고기증

• 레드햇,�이베이,�AT&T,�시스코,�IBM,�인텔,�트위터,�VMware�
등 다수 회사참여하여발전시킴

Fluent
d

Fluent
d

Fluent
d

오픈소스기술기반의
컨테이너관리기술적용

• 수백개의컨테이너관리

• 수십대의서버에적절한분산배치

• 컨테이너의상태모니터링및조치

• 중앙관리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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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Y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
OCI�Runtime�Specification

OCI�Image�Format�Specification

https://www.opencontainers.org/

OCI�Distribution�Specification

HTTP�API

OCI�사양 기준

• “컨테이너”는 실행 중인인스턴스

• “이미지”�컨테이너 실행을설명, 디스크 상에저장

• “레지스트리”는 이미지가저장되는곳

Buildah

ScopeoPodman

컨테이너 소개

컨테이너 vs.�이미지

https://github.com/opencontainers/runtime-spec/blob/master/spec.md
https://github.com/opencontainers/image-spec/blob/master/spec.md
https://www.opencontainers.org/
https://github.com/opencontainers/distribution-spec/blob/master/spec.md


GENERAL DISTRIBUTION

컨테이너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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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컨테이너와관련된다양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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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컨테이너와관련된다양한표준

각각의표준들은목표가다름

• Container�Images�&�Registries

• Container�Runtimes

• Container�Networking

• Kubernetes�security

• NIST�Container�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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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NIST�SP�800-190
Application�Container�Security�Guide

• NIST(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미국표준기술연구소 ->�과학,�산업기술분야표준을연구하는국영연구소
• 특정 Container�Introduction�호스트 OS�및 클라우드환경에의존하지않는일반적인컨테이너환경의보안가이드를제공
• 컨테이너이미지,�오케스트레이터,�호스트 OS�등 Container�Introduction에 관한핵심구성요소의주요위험을대상으로컨테이너와이미지권한및
컨테이너를악용한다른컨테이너호스트 OS�다른 호스트등의공격에분류

• 핵심구성요소가아닌개발자의시스템테스트및검증시스템관리자의시스템호스트하드웨어및가상머신관리자를포함한비핵심 Container�
Introduction의 구성요소에대한위험은포함되지않음

The�five�tiers�of�the�container�technology�architecture

i. Developer�systems�:�이미지를구축하고검증환경에

배포

ii. Testing�and�accreditation�systems�:�콘텐츠 검사나

이미지서명을하고레지스트리에저장

iii. Registries�:�이미지를저장하고오케스트레이터에배포

iv. Orchestrators�:�이미지를컨테이너로변환하여호스트에

배포

v. Hosts�:�오케스트레이터의지시에따라컨테이너를

시작하거나중지
Figure 3: Container Technology Architecture Tiers, Components, and Lifecycle Phases 

(https://csrc.nist.gov/publications/detail/sp/800-190/final 발췌)

https://csrc.nist.gov/publications/detail/sp/800-190/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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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컨테이너보안의핵심구성요소에대한주요위험요소

[1]이 분석은 핵심구성요소에만초점을충당하기위해 Container�Introduction 호스트 OS�플랫폼 또는퍼블릭클라우드와프라이빗클라우드등의위치뿐만아니라대부분의컨테이너의

배치에적용할수있다는생각에기초한다.

[2]�NIST�SP�800-154에서 데이터를중심으로한시스템위협모델에의해평가되어보호해야할데이터이미지와컨테이너가해당한다.�전자는 애플리케이션의속성파일데이터를포함한

파일,�후자는 메모리,�스토리지 및 NIC와 같은 호스트에서공유된자원을보유하고있는컨테이너의데이터가해당한다.

[3]�개발자의 시스템테스트및검증시스템관리자의시스템호스트하드웨어및가상머신등비 Container�Introduction의 구성 요소에대한위험은포함되지않는다.

평가의 대상 및 목적

● Container�Introduction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이미지

레지스트리 오케스트 레이터,�컨테이너,�호스트 OS에

대한 주요

위험을 분석 [1]

고려해야 할 위험

● 이미지 또는 컨테이너 권한 [2]

● 컨테이너를 악용 한 다른 컨테이너 호스트 OS�다른

호스트 등의 공격 [3]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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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컨테이너보안의핵심구성요소에대한 5가지 위험요소

• Image�Risks
• Registry�Risks
• Orchestrator�Risks
• Container�Risks
• Host�OS�Risks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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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
Image�Risks

• 이미지의취약점

• 이미지설정의미비

• 악성코드포함

• 인증정보포함

• 신뢰할수없는이미지사용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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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
Registry�Risks

• 비보안적통신의이용

• 사용하지않는이미지의취약점

• 인증및승인의미비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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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
Orchestrator�Risk

• 멀티테넌시및권한분리의미비

• 인가되지않은접근

• 오버레이에의한컨테이너간의

통신

• 업무중요도에따른분리

• Master와 Node의 신뢰성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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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
Container�Risks

• 컨테이너런타임의취약점

• 컨테이너에서호스트 OS에

액세스

• 컨테이너런타임설정미비

• 애플리케이션취약점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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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
Host�OS�Risks

• 공격대상이되는서비스공개

• 커널의공유

• 호스트 OS의 취약점

• 불필요한사용자권한부여

• 파일시스템의변조

Container�
Registry

Namespace

Container�
Image

Container�(with�app)

Orchestration�
(Kubernetes)

Ho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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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에대한해결방안

위험요소 항목 해결방안

Image�Risks

이미지 설정의 미비
보안 설정 모범 사례를 준수하고 구현 및 검증을 위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도입

악성 코드 포함 모니터링 툴 도입

인증 정보 포함
기밀 정보는 이미지 밖에 별도로 저장하고 런타임에 동적으로
제공

신뢰할 수없는 이미지의 사용 신뢰할 수 있고 인증된 이미지만 사용

Registry�Risks

비 보안적 통신의 이용 암호화된 채널에서만 레지스트리에 접속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의 취약점 오래된 이미지의 자동 삭제와 버전 정보를 라벨에 포함

인증 및 승인의 미비 레지스트리 접속에 필요한 인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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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에대한해결방안 (계속)

위험요소 항목 해결방안

Orchestrator�Risks

멀티 테넌시 및 권한 분리의 미비
오케스트레이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유지.RBAC

인가되지 않은 접근 다중 요소 인증 또는 SSO를 사용

오버레이에 의한 컨테이너 간의 통

신
업무단위/프로젝트 단위로 네트워크 제어

업무 중요도에 따른 분리 업무 단위로 호스트를 분리

Master와 Node의 신뢰성 Secure한 노드 설계 및 노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Container�Risks

컨테이너 런타임의 취약점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및 조치

컨테이너에서 호스트 OS에 액세스
컨테이너와 외부,�컨테이너 간의 통신에 대해서 제어

(제한이나 필터링 등)를 실시

컨테이너 런타임 설정 미비 컨테이너 런타임 설정의 표준 준수를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컨테이너 전용 취약점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취약점 점검을

하고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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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  NIST�800-190

5가지 위험요소에대한해결방안 (계속)

위험요소 항목 해결방안

Host�OS�Risks

공격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개
컨테이너 전용 OS를 이용하여 부주의하게 추가 기능을

비활성화.�
일반적인 OS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기능을 비활성화

커널의 공유
기밀성이 다른 컨테이너를 동일 호스트 OS에 가동시키지 않고

호스트 OS에 설치된 컴포넌트 이용을 불허

호스트 OS의 취약점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실시

불필요한 사용자 권한 부여
호스트 OS에 대한 로그인을 감사하고 이상을 모니터링.�

권한 조작 로그 확인

파일 시스템의 변조 컨테이너는 필요한 최소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권한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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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네티스는 CNCF 필드의 프로젝트입니다
쿠버네티스가동작하기위해서는다른프로젝트가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쿠버네티스는컨테이너엔진이없기때문에 cri-o나 containerd와 같은 엔진을필요로합니다.



CONFIDENTIAL Designator

CNCF�Ecosystem�Slide

32

CI/CD

모니터링

로그

Observability

클러스터 관리

저장장치, 컨테이너 엔진,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레지스트리, 보안

기업에서일반적으로필요한제품들
기업에서는쿠버네티스에추가되는별도의프로젝트들을필요로합니다.
마찬가지로오픈소스여야하고 CNCF에서관리되는게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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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은기업고객을위해이러한복잡성을관리합니다.
레드햇은오픈소스개발전문가로 OpenShift와 통합되는여러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습니다.
레드햇은오랜시간동안여러프로젝트의업데이트와로드맵을통합, 검증및제공합니다.

CI/CD

모니터링

로그

Observability

클러스터 관리

저장장치, 컨테이너 엔진,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레지스트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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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mesh�|�Serverless

•�Builds�|�CI/CD�pipelines

•�GitOps�|�Distributed�Tracing

•�Log�management��

•�Cost�management

•�Languages�and�runtimes

•�API�management

•�Integration

•�Messaging

•�Process�automation

•�Databases�|�Cache

•�Data�ingest�and�preparation

•�Data�analytics

•�AI/ML

•�Developer�CLI�|�IDE

•�Plugins�and�extensions

•�CodeReady�workspaces

•�CodeReady�containers

Developer�services

개발자 생산성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
Install�|�Over-the-air�updates�|�Networking�|�Ingress�|�Storage�|�Monitoring�|�Log�forwarding�|�Registry�|�Authorization�|�Containers��|�VMs��|�Operators��|�Helm

Linux�(컨테이너 호스트 운영체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물리서버 가상머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클러스터 보안 글로벌 레지스트리멀티 클러스터 관리

Data�services**

데이터-주도 인사이츠

Application�services*

클라우드-네이티브 앱 개발

Platform�services

워크로드 관리

* Red�Hat�OpenShift®는널리사용되는프로그래밍언어/프레임워크/데이터베이스용런타임지원을포함.

* 열거한기능들은Red�Hat�Application�Services�와 Red�Hat�Data�Services 포트폴리오로제공.
**재해복구, 볼륨과멀티클라우드암호화, 키관리서비스, 그리고멀티클러스터와외부워크로드지원에는OpenShift�Data�Foundation�Advanced 가필요

Observability�|�Discovery�|�Policy�|�Compliance�|

Configuration��|�Workloads

Image�management�|�Security�scanning��|�Geo-

replication�Mirroring�|�Image�builds

Declarative�security�|�Container�vulnerability�

management�|�Network�segmentation�|�

Threat�detection�and�response

RWO,�RWX,�Object�|�Efficiency�|�

Performance�|�Security�|�Backup��|�

DR�Multicloud�gateway

클러스터 데이터 관리

레드햇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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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platform�
market�share�leader

R�E�D���H�A�T���O�P�E�N�S�H�I�F�T

7.7%
VMware

15%
Mirantis

47.8
%

3.9%
Rancher�

Labs

1.2
%

Canonical

24.4%
Other

Source: Who’s�Winning�in�the�Container�Software�Market,�IT�Pro�Today,�Jun�29,�2021.�

https://www.itprotoday.com/containers/whos-winning-container-softwar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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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OCP)
지속적인보안강화작업

OpenShift�4

§ Security�Guide

• HIPAA
• ISO�27001

(ask�RH�for�a�copy)
• FISMA

(ask�RH�for�a�copy)
• OpenShift�4�Security�Guide
• OpenShift�4�Hardening�Guide

(ask�RH�for�a�copy)
• CIS�OpenShift�Benchmark

• HITRUST�
• PCI-DSS

Managed�Services�certifications

§ SOC2-type�1,�SOC2-type�2
• OpenShift�Dedicated�(OSD)�on�AWS
• ARO,�IBM�ROKS,�ROSA
• In�process�for�OSD�on�GCP

§ ISO-27001
• OSD�on�AWS,�ARO

§ PCI-DSS
• ARO,�IBM�ROKS

• In�process�for�OSD�on�AWS�and�GCP,�
ROSA

§ FedRAMP
• ARO,�IBM�ROKS

• In�process�for�OSD�on�AWS,�ROSA

§ HIPAA�and/or�HITRUST
• ARO,�IBM�ROKS
• In�discussion�for�OSD�and�ROSA

https://www.redhat.com/cms/managed-files/ve-openshift-hippa-coalfire-analyst-materal-f23549-202005-en.pdf
https://pnt.redhat.com/pnt/p-17368425/2020_Red_Hat_...inal_v2.0.pdf
https://pnt.redhat.com/pnt/p-17368295/2020_Red_Hat_...inal_v2.0.pdf
https://access.redhat.com/articles/5059881
https://pnt.redhat.com/pnt/p-18428165/Red_Hat_OpenS...uide_v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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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HOCP4는 미국연방정보처리의암호화표준인 FIPS를
지원하며,�RHEL�CoreOS는 FIPS�implementation�모드로
설치가능

● FIPS�ready�Services
○ RHEL�7�Base�Image�빌드시

● OpenShift는 FIPS에서 인증된 crypto�호출
○ RHEL�7.6을 FIPS�모드로 운영시,�
OpenShift�컴포넌트는 “go�cryptographic�
routines”을우회해서 RHEL�FIPS�140-2�에서 인증
된암호화라이브러리를호출함

○ RHEL�go�컴파일러로빌드하고 RHEL에서 동작하는
바이너리에게특화된기능

● RHEL�CoreOS�FIPS�mode
○ 설치시 FIPS�Implementation으로 설정가능

※�FIPS�140-2.:�미국 정부의보안표준으로암호화모듈인가에사용되며,�민감한 정보를암호화하는미연방기관에서의무적으로사용

OPERATORS�&�SERVICES*
Crypto�calls

OPENSHIFT�PLATFORM�COMPONENTS
Crypto�calls

RED�HAT�ENTERPRISE�LINUX��in�FIPS�mode
FIPS�Validated�/�Implementation�Under�Test�

crypto�libraries

*When�built�with�RHEL�base�images

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OCP)
강화된보안(1)�- F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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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OCP)
File�Integrity�Operator로 파일 정합성을지속적으로확인

=
공지

FileIntegrity
활성화

모니터

요약관찰

AIDE

AIDE�Configuration

Scan�Nodes

1 The�operator�scans�
the�selected�nodes�

to�populate�the�
AIDE�database

2
Repeat�scans�
collect�results,�and�
check�against�the�
AIDE�database.

3 Admins�can�
examine�the�scan�
results�for�status

Deploy�AIDE�Pods
Notification�
(fileIntegrityNodeStatus)

advanced�intrusion�
detec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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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OCP)
Compliance�Operator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선언및관찰

=
설치,�업그레이
드,�조정,�구성

선언적 구성으
로 의도 설명

모니터링,�확장,�
문제해결,�백업

요약관찰

ComplianceSuite

Scan�(results)

1 규정 준수 프로필이 선택됨

2

운영자는 노드에 대해 프

로필 스캔을 실행하고 결
과를 수집하며 (선택적으

로)�수정을 수행합니다.

3 인증자 또는 감사자는 검
사 결과에서 규정 준수 상

태를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원하는 경우 클러
스터 관리자가 수정을 수
동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

다.

ComplianceCheckResult

ComplianceRemediations

4.6에서는 제한된 RHCOS�검사 세트가
구현됩니다.�추가 준수 검사는 대략 2�개

월마다 제공됩니다.
1.�애플리케이션 컨트롤
2.애플리케이션 패치
3.MS�매크로 환경설정
4.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강화
5.제한된 admin�권한
6.OS�패치
7.다중인증
8.일일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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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OCP)
검증된컨테이너이미지제공

• OpenShift�환경에 인증된컨테이너이미지

카탈로그제공

• 검증된 5900여개 이상의컨테이너이미지와

밴더사가 OpenShift�환경에 인증된이미지를

제공  Oracle,�IBM,�Elastic,�국내 TMAX�등

• ‘by�Red�Hat,�Inc.’�표기된 이미지에대해서

Red�Hat의 기술 문의/지원

• 인증된 3rd�party�어플리케이션에대해각업체가

지원을보장

• 컨테이너이미지에대한 ‘Health’��확인과 보안

이슈에대한지속적인패치



41

레드햇 솔루션

Red�Hat�Universal�Base�Image
컨테이너이미지보안

레드햇공식이미지레지스트리 registry.redhat.io 에서 보안성및

안정성이검증된 UBI(Universal�Base�Image)�제공

Red�Hat�Universal�Base�Image는 RHEL에 기반하였으며새로운

end�user�license�agreement에 의해 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Development

• 최소한의리소스점유 (~90�to�~200MB)

• 프로그래밍언어 (Modularity�&�AppStreams)

• 단일 CI/CD�chain�가능

Production

• RHEL�위에서 구동될경우에는 RHEL처럼 지원됨

• RHEL과 동일한성능,�보안성,�라이프사이클

• RHEL�지원 서브스크립션적용가능

CONTAINER

OS
(USER�SPACE)�

LANGUAGE�RUNTIMES

APP



42

레드햇 솔루션

RHEL�8 ANY�CONTAINER�PLATFORM

Like�any�upstream�projectRed�Hat�Enterprise�Linux�8

RHEL�7

Red�Hat�Enterprise�Linux�7

RHEL�6

UBI�8 OTHER

UBI�7RHEL�6

UBI�8 OTHER

UBI�7

RED�HAT
SUPPORT

COMMUNITY
SUPPORT

RHEL�6

UBI�8 OTHER

UBI�7

검증된 UBI를 Base�Image로활용해다양한 Upstream�Image�빌드가능

Red�Hat�Universal�Base�Image
컨테이너이미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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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Enterprise�Linux�CoreOS
Immutable�Operating�System

§ RHEL CoreOS는 FIPS�보안규격을준수한최고수준의보안

운영체제

§ RHEL CoreOS는 오픈시프트로버전관리

§ RHEL�CoreOS는 오픈시프트를탑재하고테스트
§ 레드햇은이구성에대해수천번의테스트를진행
§ RHEL CoreOS는 클러스터에관리

§ 다음과같은컴포넌트설정와함께Machine�Config�Operator에
의해 관리되며클러스터의일부로운영 :

• CRI-O�config

• Kubelet config

• Authorized�registries

• SSH�config

OPERATING�SYSTEM

OPENSHIFT�PLATFORM

OPENSHIF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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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Quay
Container�Image�취약점 검사

• Self-Managed�Service�제공
• 취약점검사 (Clair)
• Geographic�Replication
• Build�Image�Triggers
• 이미지롤백
(with�Time�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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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Quay
Container�보안 취약점관리

모든컨테이너취약점을콘솔대시보드에서

바로확인가능

● Red�Hat�Quay를통해더자세한정보확인가능

(link�out)

● Quay�Operator는 On-premise와 External�Quay�

Registries를 모두지원

● 현재보안검사도구로 Clair�사용;�차후다른

벤더로확장계획 (TwistLock,�Aqua�등)

● Quay로 관리되는이미지에대해서만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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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Acquired�StackRox

Acquisition�of�StackRox announced�on�Jan�7th�2021

Acquisition�transaction�closing�announced�on�Feb�22nd�2021

DEMO

DATA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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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최초의 Kubernetes�기반 보안플랫폼

Image�scanning Registries CI/CD�tools DevOps�notification SIEM

Any�Kubernetes�

distribution

Build
Secure�supply�chain

Deploy
Secure�infrastructure

Run
Secure�workloads

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Policy�engine API

AWS�Security�Hub

Run�anywhere

▸Public�cloud
▸Private�cloud
▸Hybrid/Multi-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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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Use�Cases

계약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쉽게 감사

이미지 및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알려진 취약점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

OpenShift�및 Kubernetes�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보안

문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컨텍스트 확보

Risk�Profiling

Vulnerability�Management

환경의 활성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 대응 수행

Detection�and�Response

보안 모범 사례에 따라 배포가 구성되었는지 확인

Configuration�Management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격리 및 액세스 제어 적

용 및 관리

Network�Segmentation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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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솔루션

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과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로 “Shift Left”를 가능하도록

안전한 인프라

Shift left

스캐닝과 규정준수를 개발로
확장 (DevSecOps)

쿠버네티스 보안 태세 관리
(KSPM)

환경구성과 배포를 식별하고
복원하는데 내장된 쿠버네티스

보안 태세 관리를 활용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CWPP)

워크로드 보호를 위해 “제로
트러스트 실행” 접근방식을

유지 및 시행

공급망 보안 워크로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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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Advanced�Cluster�Security�for�Kubernetes

50

ACS

OCP

ACM

Control Protect Detect�&�Respond

Trusted�content

Container�registry

Build�management

CI/CD�pipeline

Kubernetes�platform�lifecycle

Identity�and�access�management

Platform�data

Deployment�policies

Container�isolation

Network�isolation

Application�access�and�data

Observability

Vulnerability�analysis

App�config�analysis

APIs�for�CI/CD�integrations

Policy�admission�controller

Compliance�assessments

Risk�profiling

Runtime�behavioral�analysis

Auto-suggest�network�policies

Threat�detection�/�incident�response

BUILD DEPLOY RUN

Application�Lifecycle�and�Locality Fleet�Management Fleet�Observability�&�Alerts

DevSec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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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보안은종합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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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Image�Risks Registry�Risks Orchestration�Risks Container�Risks Host�OS�Risks

• 이미지의취약점
• 이미지설정의미비
• 악성코드포함
• 인증정보포함
• 신뢰할수없는이미지
사용

• 비보안적통신의이용
• 사용하지않는이미지의
취약점

• 인증및승인의미비

• 멀티테넌시및권한분리의
미비

• 인가되지않은접근
• 오버레이에의한컨테이너
간의통신

• 업무중요도에따른분리
• Master와 Node의 신뢰성

• 컨테이너런타임의
취약점

• 컨테이너에서호스트
OS에 액세스

• 컨테이너런타임설정
미비

• 애플리케이션취약점

• 공격대상이되는서비스
공개

• 커널의공유
• 호스트 OS의 취약점
• 불필요한사용자권한부여
• 파일시스템의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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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mesh�|�Serverless

•�Builds�|�CI/CD�pipelines

•�GitOps�|�Distributed�Tracing

•�Log�management��

•�Cost�management

•�Languages�and�runtimes

•�API�management

•�Integration

•�Messaging

•�Process�automation

•�Databases�|�Cache

•�Data�ingest�and�preparation

•�Data�analytics

•�AI/ML

•�Developer�CLI�|�IDE

•�Plugins�and�extensions

•�CodeReady�workspaces

•�CodeReady�containers

Developer�services

개발자 생산성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
Install�|�Over-the-air�updates�|�Networking�|�Ingress�|�Storage�|�Monitoring�|�Log�forwarding�|�Registry�|�Authorization�|�Containers��|�VMs��|�Operators��|�Helm

Linux�(컨테이너 호스트 운영체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물리서버 가상머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클러스터 보안 글로벌 레지스트리멀티 클러스터 관리

Data�services**

데이터-주도 인사이츠

Application�services*

클라우드-네이티브 앱 개발

Platform�services

워크로드 관리

* Red�Hat�OpenShift®는널리사용되는프로그래밍언어/프레임워크/데이터베이스용런타임지원을포함.

* 열거한기능들은Red�Hat�Application�Services�와 Red�Hat�Data�Services 포트폴리오로제공.
**재해복구, 볼륨과멀티클라우드암호화, 키관리서비스, 그리고멀티클러스터와외부워크로드지원에는OpenShift�Data�Foundation�Advanced 가필요

Observability�|�Discovery�|�Policy�|�Compliance�|

Configuration��|�Workloads

Image�management�|�Security�scanning��|�Geo-

replication�Mirroring�|�Image�builds

Declarative�security�|�Container�vulnerability�

management�|�Network�segmentation�|�

Threat�detection�and�response

RWO,�RWX,�Object�|�Efficiency�|�

Performance�|�Security�|�Backup��|�

DR�Multicloud�gateway

클러스터 데이터 관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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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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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OCP

ACM

Control Protect Detect�&�Respond

Trusted�content

Container�registry

Build�management

CI/CD�pipeline

Kubernetes�platform�lifecycle

Identity�and�access�management

Platform�data

Deployment�policies

Container�isolation

Network�isolation

Application�access�and�data

Observability

Vulnerability�analysis

App�config�analysis

APIs�for�CI/CD�integrations

Policy�admission�controller

Compliance�assessments

Risk�profiling

Runtime�behavioral�analysis

Auto-suggest�network�policies

Threat�detection�/�incident�response

BUILD DEPLOY RUN

Application�Lifecycle�and�Locality Fleet�Management Fleet�Observability�&�Alerts

DevSecOps



Control :
Security�Shift�Left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빌드 관리 CI/CD�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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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어플리케이션보안통제

Red�Hat�
UBI

Quay

OCP�
Pipelines

Quay�scanner�(registry)�
Code�Ready�(IDE)
ACS�scanner�(CI)
KubeLinter (CI)

ACM

Best�practices

▸ Use�trusted�sources�for�external�content�such�as�
base�images

▸ Use�a�trusted�private�registry�to�manage�supply�
chain�risk

▸ Automate�your�CI/CD�pipeline�to�enable�rapid�
updates

▸ Integrate�security�tools�/�gates�in�your�pipeline�to�
identify
･ Known�vulnerabilities

･ Application�misconfigurations�

▸ Use�policy-based�deployment�tools�to�manage�
application�placement�(e.g.�locality)

PRIVATE 
REGISTRY

EXTERNAL 
IMAGES

Git

CONTENT METADATA

IMAGESTREAM EVENTS

TRUSTED
CONTENT

UNKNOWN
CONTENT

CI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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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Universal�Base�Image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 보안, 성능에필요한모든기본이미지

컨테이너

OS
(사용자 공간)

언어런타임

어플리케이션

The�Red�Hat�Universal�Base�Image�는 RHEL을

기반으로하였고,신규 end�user�license�agreement로

무료 사용이가능합니다.

Development

● 최소리소스점유 (~90�to�~200MB)

● 프로그래밍언어 (Modularity�&�AppStreams)

● 단일 CI/CD�체인 사용가능

Production

● RHEL 위에서구동하면 RHEL처럼 지워

● RHEL�과 동일한성능, 보안 및라이프사이클

● RHEL�지원 서브스크립션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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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Quay
엔터프라이즈용컨테이너레지스트리

• OpenShift 에서 실행

• 취약점스캐닝 (Clair)

• Geographic�
Replication�

• Build�Image�Triggers

• Image�Rollback�with�

Time�Machin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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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D�파이프라인보안

DEV
UNIT
TEST

CODE
QUAL

SEC
SCAN

INT
TEST

QA
UAT

PROD

-Cucumber
-Arquillian
-Junit

-Sonarqube
-Coverity

- Red�Hat
OpenShift
Platform
Plus
(ACS)

Red�Hat�Container�Catalog

양방향피드백으로자동화되는품질통합

RAPID�Approval
(automated/manual)

Trusted�repos
registry.redhat.io

- RH�ACS
- Aqua�Sec
- CyberArk
- Palo�Alto�
(Twistlock)
- Splunk
- Sysdig

Private�registry
- Artifactory
- Nexus

Coding
- IDE�plugins
- Snyk

Production�
Registry

https://catalog.redhat.com/software/containers/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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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어플리케이션개발과 DevSecOps 강화
”Shift�Left”  개발 중에취약점과라이선스이슈발견

Red�Hat�Dependency�Analytics�IDE�

plugins provide�security�and�license�

warnings�for�any�project

dependency:

- Be�notified�of�CVEs�in�any�

package�or�sub-package

- Remediation�advice�(upgrade�/�

downgrade)

- Uses�open�source�and�Snyk

CVE�databases

- Supported�for�Java,�Node,�

Python

VSCode와이클립스에플러그인가능



Protect�:�
secure�the�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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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라이프사이클

식별과 접근 관리

플랫폼 데이터

배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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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어플리케이션플랫폼보호

Red�Hat�Enterprise�Linux�CoreOS

kubernetes

Software�Defined�Network�(SDN)�plug-in

Project�
A

Project�B

Project�
C

Pod�[�containers�]

Project�B�
with�Service�
Mesh

OCP�Security�
Context�
Constraints
ACS

OCP�Compliance�Operator
ACS
ACM

OCP�CAs
Service�mesh
OCP�IPSec
RHCOS�NBDE

Encrypt�etcd

OCP�RBAC
ACS�to�monitor
ACM�to�enforce

OCP�Operators�
ACM

RHEL�CoreOS

Best�practices

▸ Reduce�attack�surface�with�a�container�optimized�

operating�system

▸ Use�automated�and�policy-driven�configuration�
management�across�your�fleet

▸ Implement�least�privilege�with�fine-grained�role�based�
access�control�(RBAC)

▸ Encrypt�platform�data�in�transit�and�at�rest

▸ Use�automated�compliance,�risk�assessment�and�
remediation�solutions

▸ Reduce�deployment�risk�with�admission�control�policies�
that
･ Minimize�admission�of�privileged�pods,�pods�with�host�

capabilities
･ Prevent�admission�of�pods�with�critical�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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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Enterprise�Linux�CoreOS
불변성통제 / 컨테이너최적화

Role�in�OpenShift�Ecosystem
• 특정 OpenShift�버전에 의해버전이관리되고검증됨
• 사용자공간은읽기전용

Managed�by�the�OpenShift�Cluster
• Considered�a�member�of�an�OpenShift�Deployment
• Machine�Config�Operator로설정관리

- 컨테이너런타임
- Kubelet설정
- 인증된컨테이너레지스트리
- SSH�설정
- Multiple�machine�pools�can�be�created

• 설정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 파일변경을모니터하기위해 File�Integrity�operator�설치

OPERATING�SYSTEM

OPENSHIFT�PLATFORM

OPENSHIFT�4



Detect�&�Respond :��
secure�running�
applications�and�
services

컨테이너 격리

네트워크 격리

어플리케이션 접근과 데이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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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컨테이너 실행시간보안

호스트접근관리

컴퓨팅프로파일보호

Add�/�Drop�Capabilities

SELinux�Context

Container�Security

Pod�/�
Container

네트워크보안

서비스메시

네트워크정책

Multus

A B

Kubernetes�namespaces,
SELinux,�RBAC,�network�policies

Project

세분화된 프로젝트

OCP
ACS

OCP
ACM

OCP

OCP
ACS
ACM

ACS

Best�practices

▸ Minimize�the�impact�of�an�attack�by�isolating�running�applications�
with�
･ SELinux &�Security�Context�Constraints

･ Kubernetes�namespaces�(Projects),�RBAC
･ Network�Policies�for�microsegmentation

▸ Use�resource�quotas�to�prevent�resource�exhaustion

▸ Manage�application�access�and�protect�application�data
･ Red�Hat�Single�Sign�On�for�user�management
･ Secure�routes�/�ingress,�3Scale�API�Gateway
･ Service�mesh�to�encrypt�pod-to-pod�traffic
･ Egress�IPs�/�firewall

▸ Monitor�application�metrics,�logging�and�network�communications

▸ Automate�threat�detection�and�response�
･ Alert�or�kill�pods�based�on�anomalous�behavior�
･ Detect�privilege�escalation�and�risky�processes�such�as�

crypto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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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ecurity은 리눅스 보안에서시작

• RHEL�호스트의보안이컨테이너에적용

• RHEL 은 컨테이너의멀티테넌시를가능하게함

• SELINUX�와커널네임스페이스는강력한보안
기능제공

• 호스트분아니라, 컨테이너도서로보호

• RHEL�CoreOS 는 공격가능한표면을최소화

CONTAINER CONTAINER

LINUX�CONTAINER�HOST�(KERNEL)

LINUX�O/S
DEPENDENCY

LINUX�O/S
DEPENDENCY

APP APP

KUBERNETES�KUBELET

S
E
LI
N
U
X

N
A
M
E
S
P
A
C
E
S

Identity AUDIT/LOGS

S
E
C
C
O
M
P

SVIRT

C
G
R
O
U
P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