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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COMMERCE DevOps파트
나종찬

실전 Vault 도입기



다룰 내용

1. 도입 계기와 배경
2. Vault 소개
3. 서버에 적용하기
4. 후기



배경

• NHN COMMERCE의 모든 서버는 NHN Cloud를 사용하고 있다.
• NHN Cloud의 서버는 기본적으로 키 파일(.pem)을 사용한 셸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ssh -i my_private_key.pem centos@<인스턴스의 IP>

[그림 1]



구린 방식

• 외부에서도 IP만 허용되면 키 파일로 서버 접근 가능
• 키 파일을 온라인으로 공유
• 퇴사자, 부서 이동 등의 권한 관리 불가



쿨한 방식

키 파일 대신 인증 툴을 사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자



Kerberos Vault

인증 툴 선정
후보

MIT
단일 서버 구성

티켓 기반 네트워크 인증
클라이언트로 동작

HashiCorp
클러스터 구성

ID 기반 사용자 인증
API로 동작



인증 툴 선정

[그림 2]



Vault란 무엇인가

• HashiCorp에서 만든 오픈소스
•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보호, 저장, 제어
• Web UI, CLI, HTTP API 모두 제공 [그림 3]

[그림 4]



Vault란 무엇인가

• 시크릿 저장소
• 정적 시크릿
• 동적 시크릿

• 데이터 암호화
• ID 기반 접근(OIDC)
• 키 관리

[그림 5]



Vault 내부

[그림 6]



Vault 활성화
• Shamir's Secret Sharing

[그림 7]



• 패키지 매니저
• 소스 파일 설치
• Docker 이미지

실행 환경
• 바이너리 파일
• Helm
• HashiCorp Cloud Platform

[그림 8]



Vault 시작



GitHub 연동



• Token
• Username & Password
• OIDC / JWT
• AWS
• Azure
• Google Cloud
• GitHub
• AliCloud
• Oracle Cloud Infrastructure
• Kubernetes
• Kerberos, RADIUS, LDAP 등

Vault는 여러 가지 사용자 인증 방식을 제공

사용자 인증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 read:org

최소 권한

GitHub 계정 연동



• Path

• Organization

Vault 설정

GitHub 계정 연동



Vault 로그인

GitHub 계정 연동



Certificate Authority 



CA(Certificate Authority)란?

인증 기관(CA)이라고도 하며
인증 기관,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회사 또는 개인과 같은

엔티티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 문서를 발행하여

암호화 키에 바인딩하는
회사 또는 조직입니다.

- SSL.com -



OPEN SSH 접속

•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인증 요청
• 사용자 인증

• 비밀번호
• 키 파일(공개 키, 개인 키) SSH CLIENT SSH HOST



Vault CA

1. 키 파일 생성
2. Vault 서버 사용자 인증
3. 인증서 요청
4. 인증서 발급
5. 개인 키 + 인증서로

서버 접속

[그림 14]



Vault CA



Vault CA
인증서와 키 파일

> ls .ssh
id_rsa id_rsa.pub

> VAULT_ADDR=<vault_server_ip>

> export VAULT_ADDR

> vault write --field=signed_key ssh/sign/devops public_key=@$HOME/.ssh/id_rsa.pub > 
\ $HOME/.ssh/id_rsa-cert.pub

> ls .ssh
id_rsa id_rsa-cert.pub id_rsa.pub



Vault CA
인증서와 키 파일

> ssh-keygen -Lf .ssh/id_rsa-cert.pub
.ssh/id_rsa-cert.pub:

Type: ssh-rsa-cert-v01@openssh.com user certificate
Public key: RSA-CERT SHA256:xxxxxxxxxxxxxxxxxxxxxx
Signing CA: RSA SHA256:yyyyyyyyyyyyyyyy (using ssh-rsa)
Key ID: "vault-github-jongchan-na-zzzzzzzzzzzz"
Serial: 9999999999999
Valid: from 2022-11-07T16:26:32 to 2022-11-07T17:27:02
Principals:

centos
ubuntu

Critical Options: (none)
Extensions:

permit-pty



응용
Ansible

1. 공개 키 생성

2. CA 요청

3. SSH 연결



응용
Ansible

- hosts: localhost
tasks:
- name: get the secret!

uri:
url: "{{ vault_url }}/v1/{{ secret }}/sign/{{ policy }}"
method: POST
headers:
X-Vault-Token: "{{ vault_token }}"
body: '{"public_key":"{{ public_key }}"}’
body_format: json

register: public_key_cert



응용
AWX



응용
Python3 SSHClient 모듈

from paramiko import SSHClient

[그림 15]



배포

[그림 16]



• 리눅스 기준으로 SSH 인증에만 초점을 두었다.
• 실무자들은 ID/Password로 개발 툴에서 원격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 Vault 인증을 통해서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배포하였더니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툴에서 서버로 원격 접속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다수의 개발 툴에서 개인 키 인증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업무 관성

현실



One Time Password



구성

Vault OTP

[그림 17]



OTP 시크릿 엔진 생성

Vault OTP



서버 인증 방식 변경

OTP 클라이언트 적용

> vi /etc/pam.d/sshd

auth requisite pam_exec.so quiet expose_authtok
log=/var/log/vault-ssh.log /usr/local/binv/vault-ssh-helper -dev 
-config=/etc/vault-ssh-helper.d/config.hcl

> vi /etc/ssh/sshd_config

KbdInteractiveAuthentication yes
UsePAM yes 
PasswordAuthentication no



OTP 발급

OTP 클라이언트 적용

> vault write ssh/creds/otp_key_role ip=x.x.x.x

Key                Value
--- -----
lease_id ssh/creds/otp_key_role/yyyyyyyyyyyy
lease_duration 768h
lease_renewable false
ip x.x.x.x
key                ba2a30d1-5bc1-9c61-c3cc-a3ed4c7dbc31
key_type otp
port               22
username           otp_user



OTP 발급

Vault OTP



OTP 접속

Vault OTP



OTP 접속

Vault OTP



클러스터



• 서버 SSH 접속 불가
• 인증서 발급 불가

Single Point of Failure

장애대비

Vault 
서버 장애

SSH 인증서
발급 불가

업무 마비



LB를 사용한 클러스터

클러스터 구성

[그림 18]



HA 클러스터

클러스터 구성

• 1 leader : N followers 구성
• 통합 저장소로 고가용성 스토리지 구현
• 과반수 쿼럼 사용

[그림 19]



비용 절감하기

장애대비

Zone A Zone B

Instance-01 Instance-02

Vault-node-01

Vault-node-02

Vault-node-03

Vault-node-04

Vault Cluster

[그림 20]



• MySQL 계정 다이나믹하게 생성하기
• 그라파나에서 모니터링하기
• 계정 정보 암호화하기
• 등..

구현 가능한 것들

그 외



후기



• 툴에서 OTP를 쓸 때, 툴마다 연결 방식이 달라서 매번 비밀번호를 요청하기도 한다.

• 클러스터 구성 후, Vault 노드 절반 이상이 다운되면 멀쩡한 노드도 다운된다.

• Vault는 API 접근 정책만 관리하고 사용자 관리는 GitHub에서 해야 한다.

Vault가 그저 좋다?

후기



후기

Vault가 그래도 좋다.

[그림 21]



• [그림 1]: https://www.toast.com
• [그림 2, 3, 4]: https://www.vaultproject.io
• [그림 5, 6, 7, 17, 18, 19]: https://developer.hashicorp.com
• [그림 8]: https://hub.docker.com
• [그림 9]: https://kubernetes.io
• [그림 10]: https://aws.amazon.com
• [그림 11]: https://github.com
• [그림 12]: https://cloud.google.com
• [그림 13]: https://azure.microsoft.com
• [그림 14]: https://www.hashicorp.com
• [그림 15]: https://docs.paramiko.org
• [그림 16]: https://www.gettyimages.com
• [그림 20]: https://www.docker.com

이미지 출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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