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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ost는 K8s 기반 인프라에 대한 비용 및 성능을 통합 관리합니다

구 글 에 서 인 프 라 모 니 터 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및
Borg/Omega(K8s 전 신 ) 에
주력하던 인력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

전세계 1,000여개 클라우드, On-
Prem + Air-Gapped 환 경 에 서
운영 중이며, 하이브리드 환경을
포함한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중인 솔루션

K8s 환 경 에 대 한 비 용 분 석 뿐
아 니 라 비 용 최 적 화 , 성 능 관 리 ,
Alert을 제공하는 FinOp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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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비용 분석 및 최적화
모든 비용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가능

Shared Cost

Monitoring, Security, 
Logging 등 공통 비용에

대한 분석

Cloud Service

RDS, S3, BigQuery, 
AzureSQL 등 클라우드 비용

통합 분석

In-Cluster

CPU, Memory, Storage, 
GPU, Network 등

Cluster 내 비용 분석

Project, Workspace, Product, Team, Customer, Application, Namespace, 
Service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용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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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EnterpriseBusiness

• Bundled Prometheus/Grafana를 통한 메트릭 수집
• 노드 수준의 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Right-

Sizing 지원

• Thanos를 통한 Unified Multi Cluster View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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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ost Dashboard

Cost AllocationK8s Custe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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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llocation 
• 모든 K8s 컨셉 (e.g. Service) 및 Biz 컨셉에 대해서도 세부 비용 분석 지원
• 클러스터 내부/외부 비용 통합 분석 지원
• 공용 인프라 비용 분석
• Aggregate & Time Series 전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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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llocation (Cont.) 
POD별 비용을 Cost Allocation 으로 확인 가능하며, POD별로 Grafana 를 통해 상세 리소스 모니터링(Tren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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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llocation (Cont.) 
Namespace 기반 비용 확인을 지원하며 Namespace별로 할당된 리소스(RAM/CPU/Storage) 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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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llocation (Cont.) 
멀티클러스터 통합 뷰 (Unified Multi Cluster View)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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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Insight
비용 절감/최적화를 위한 Insight 제공

비용 절감/최적화 요소 확인

IN-CLUSTER, OUT-OF-CLUSTER 

성능 및 신뢰성간 균형 및 제약을 고려한 추천 기능

로컬 데이터 및 Aggregate 환경의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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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Insight (Cont.)
K8S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OPEX 절감,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가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

비용 절감 요소 및 예상금액 제시

미사용 리소스 (Abandoned Workloads)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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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Slack, Webhook 또는 이메일을 통해 Alert 발송

• Cluster, Namespace 별 Budget Threshold 설정
• Cluster, Namespace 별 비용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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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클러스터 위험요소에 대한 실시간 Alert

•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용량제약 및 Configuration 
이슈 등 확인

• 비용 절감에 대한 권고 적용시 미치는 영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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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BUSINESS PLAN
• 50   Nodes : $199/Month
• 100 Nodes : $299/Month
• 150 Nodes : $299/Month
• 200 Nodes : $399/Month
• 250 Nodes : $399/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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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솔루션 비교
항목 Kubecost Replex Apptio Cloudability

Site URL https://kubecost.com/ https://www.replex.io/ https://www.apptio.com/
HQ US, San Francisco (2019 Founded) Germany (2016 Founded) US, Seattle (2007 Founded)

운영방식 (SaaS/OnPrem) OnPrem SaaS SaaS
설치 All Cloud/OnPrem 지원 All Cloud/OnPrem 지원 Cloud Provider Only

Metric Provider Kubernetes API, Prometheus Prometheus, Datadog, Instana Cloudability Agent

Visibility(Dashboard) Cluster, Service, Deployment,
Namespace, Controller

Cluster, Teams, Budgets, 
Namespace, Node Good

Unified Multi-Cluster View Enterprise 이상에서 지원 지원 안함 지원
Budget Alerting 지원 개인, 팀별 지원 지원

Custom Price 지원 지원 N/A
External resources cost 

(Network, S3 buckets, RDS 등) 지원 TBD (CY22Q1) N/A

Notification channel Email, Slack Email N/A
Export/Snapshot data CSV, 시스템 저장 지원 지원 안함 N/A

Forecast 지원 지원 ML 기반의 예측 가능
Optimization Engine

(Infrastructure Insights)
K8S Cost 관련 상세 진단

비용 절감, 성능 효율화 상세 분석 가능 미비함 적정 사용량 권고, 최적화지원
과도한 사용량 실시간 감지, 조치

Customers Capital One, Twilio, Adobe등 Panasonic, Vodafone, BMW,
Exactag, unitymedia, SONOS Atlassian, KOCH, Bitmovin, bp

특장점
가장 직관적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고, 성능
최적화 여부를 상세히 분석하여 보여줌. K8s 뿐만

아니라, External Cost 요소들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비용 최적화 및 운영 효율성을 지원함

K8S 비용 흐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직관적
Dashboard 를 잘 제공하는 편이나, 최적화에 대한

AI/ML 의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수치
제공, Unified Multi-cluster View 에 대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K8S 뿐만 아니라, Legacy 다양한 IT 시스템의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고,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Public 

Cloud Provider는 지원되나, On-Prem K8S 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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