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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오늘날처럼 개발하기 좋은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단군 이래로 개발하기에 가장 좋
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만 분명하다면 구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 고유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대상의 90% 이상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라벨은 PHP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 프레임워크입니다. 2013년에 버전 4.x 발표 후에 계속 업
데이트되어 현재 8.x 버전까지 릴리스되었습니다. PHP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분들에게는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안전하면서도 생산
성을 높여 줌으로써 PHP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력이 있는 장인의 손에 좋은 도구가 주어진다면 더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이 책은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웹 애
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HTTP 요청과 응답, 데이터베이스 조작과 관리, 사용자 인증과 인가, 권한
설정, 이벤트와 분산 처리, 콘솔 애플리케이션 작성, 테스트 주도의 개발 방식, 에러 핸들링까지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한 지 다소 오래된 버전의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유
지보수하며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최신 라라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을 적용해 볼 기회가 될
것이고, 이제 막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PHP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서 고
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에 적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일선에서 더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분께 도
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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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편집과 교정에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또한, 베타리딩에 함께 해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면서도 번역을 하는 동
안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옆에서 든든히 지지해 준 아내와 세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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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세

머리말

라라벨Laravel은 2013년에 버전 4가 출시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 버전 5가 출시되
었습니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라라벨을 채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개발해 온 분들도 많을
것이며, 그분들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 복잡한 사양 때문에 라라벨이라도 소스 코드를 따라가기 벅차다.
• 수정이나 기능 추가로 인한 영향 범위 조사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면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으로는 개선이나 개발을 하기
어렵다.
•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대체재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라라벨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워크 사용법이나 애플리케이션 설계 혹
은 관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라벨로 간단히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
질서한 구현을 계속하게 되거나, ORM으로 다루기 쉬운 테이블 구조로 인한 성능 저하, 기능 해석을
잘못해 본래 용도와 다른 사용법에 의존하는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라라벨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기능과 다양한 설계 방법을 조합해서
대처할 수도 있지만, 레퍼런스에서 권장하는 사용법이나 코드 작성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나 프레임워크 외의 기능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라라벨 8.x 버전에 대응한 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기법과 함께 라라벨의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클래스 분할에 필요한 개념과 기법, 설계 패턴 설명, 애플리케이션의 사양에 맞는
기능 확장 등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라라벨 입문자들에게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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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개념이나 키워드를 이해하면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할 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개발 업무
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설계로의 도전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되
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감사의 글
먼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마루야마 히로시丸山弘詩 님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저자들은 매우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담긴 원고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논의를 하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필하는 동안 한결같이 지지해 준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필자 대표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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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자와 유키(竹澤 有貴)

베타리더 후기

곽민우(11마리의 낭만고양이)
라라벨에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줍니다. 필요할 때는 코드 예시를 보여 주어 해당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려 줍니다. 다만, 초급자에게는 어렵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깊숙하
게 해부하는 내용이라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기반 지식이 모자라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국내 라라벨 서적에 한 줄기 샘물처럼 목마른 수요를 채워 주리라 생각합니다.
김우람(와이아이씨컴퍼니)
오래된 과거 레거시 PHP 코드와 CI를 대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라라벨 도입을 검토하던 중 베타
리딩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라벨 업 앤 러닝》 책이 딱딱했다면, 이 책
은 조금 더 친숙한 느낌으로 신입부터 경력자까지 모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로 제공되는 예제 코드 없이 책의 예제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창섭
책의 초반부터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라라벨을 사용해 봤고 더 잘 쓰기 위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스스로 생각한 부분과 책이 소개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고
민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발판과 라라벨을 더 잘 사용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변용훈(이씨플라자)
이 책은 라라벨 입문 도서는 아닙니다. 라라벨을 쓰고 있지만 좀 더 잘 사용해 보고자 하는 분, 라
라벨 동작 원리가 궁금한 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책입니다. 특히, PHP 최신 버전의 스타일로 코드
예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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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호(메디코넥스)
라라벨 버전이 정말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모던 PHP에 걸맞은 최신 버전의 국내 도서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 책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 원리를 더욱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라라벨로 개발하면서 몰랐던 부분과 새로운 예제
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OS별 설치, 도커, TDD, 라이프 사이클 등의 예제를 포함하여 프
레임워크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입문자보다는 중급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이길복(Mamikos)
저는 Mamikos라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에서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바섬에 살고 있지만, 자
바보다는 PHP와 라라벨을 사랑합니다. 사내에 라라벨을 주력으로 쓰는 백엔드 개발자가 스무 명 이
상 있습니다. 라라벨 8에 관심이 생기던 차에 멋모르고 베타리딩에 참여했고요. 눈알이 빠질 뻔했습
니다만, 좋은 내용을 먼저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라벨 8의 새로운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
는 장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성진(브레싱스)
몇 년 전 짧은 기간이지만 라라벨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라벨의 강력함과 편
리함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타리딩을 하면서 라라벨의 강력함과 간결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라라벨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
습니다.
최원준(메쉬코리아)
웹상에서 PHP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오래되어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때문에 PHP
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올바르지 못한 습관과 코드를 양산하게 됩니다. 라라벨
은 ‘모던 PHP’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가장 걸맞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 베타리딩 책은 생각보
다 라라벨이란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숙하게 파고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새로
운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라라벨이란 프레
임워크에 보다 쉽게 입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xviii

베타리더 후기

함기훈(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가뭄에 콩 나듯 나타나는 귀하디 귀한, 그것도 최신 버전의 라라벨 프레임워크 입문서가 나타났습니
다. 게다가, 세일이나 홈스테드를 활용해서 개발환경을 구축하면서 배워 보는 서적이라 라라벨 프레
임워크에 대한 활용 및 부가적인 내용까지 골고루 접할 수 있었습니다. PHP에 대한 기본 스킬을 쌓
고 난 후에 볼 책을 찾는다면 이 책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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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라라벨 개요

이 장에서는 라라벨의 특징과 가상 환경을 이용한
동작 환경 구축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라라벨 프레임워크의 특징�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정보를 소개합니다� 베이그런트Vagrant와 같은 가상 환경을 이용해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동작 환경을

구축하고� 회원 등록과 로그인 등 간단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다뤄봅니다�

1-1 라라벨이란?
PHP 프레임워크인 라라벨Laravel의 특징 및 참고할 만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라라벨은 테일러 오트웰Taylor Otwell이 개발한 PHP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외에도 케이크PHPCakePHP나
심포니Symfony, 코드이그나이터CodeIgniter, 젠드 프레임워크Zend Framework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습
니다. 비교적 후발 프레임워크인 라라벨은 2013년에 버전 4가 출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는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1-1 라라벨의 특징
라라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쉬운 학습
2. 심포니 기반 프레임워크
3. 다양한 기능
4. 활발한 버전 업그레이드
5. 높은 확장성

1. 쉬운 학습
라라벨은 학습 비용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라라벨의 특징인 퍼사드facade를 사용하면 PHP의 정적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1.1 세션 퍼사드를 사용해 키 값을 얻는다

// 세션 퍼사드를 사용해 name 키 값을 얻는다
$name = \Session::get("name");

위 코드는 Session 클래스의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클래스의 인
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프레임워크 내부의 복잡한 사양을 잘 숨겨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퍼사드에 관해서는 ‘2-2-6 퍼사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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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포니 기반 프레임워크
라라벨의 코어는 심포니 컴포넌트Symfony Components1입니다. 심포니는 과거부터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라벨은 신뢰성이 높은 심포니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3. 다양한 기능
라라벨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우팅, 컨트롤러, 뷰, ORMObject-Relational Mapping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비밀번호나 OAuth를 이용한 인증, 이벤트, 큐, 단위 테스트, DI 컨테이너 등의
기능도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컨테이너를 이용해 코어 클래스의
변경이나 기능 추가도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컨테이너에 관해서는 ‘2-2 서비스
컨테이너’에서 설명합니다.

4. 활발한 버전 업그레이드
라라벨은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집필 시점
(2021년 4월 현재)에서의 최신 버전인 버전 8은 PHP 버전이 7.3, 심포니 컴포넌트 버전 5 기반의 최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 년에 한 번 메이저 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버그 수정은 릴리스 이후 7개월, 취약성 대응
은 릴리스 이후 1년간 진행합니다. PHP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비교적 출시 사이클이 빠른 편으로, 다
음 메이저 버전인 라라벨 9부터는 1년 단위로 메이저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2

LTSLong Term Support 버전은 2년마다 출시하며, 출시 후 2년간 버그 픽스, 3년간 취약성 대응 패치를
제공하므로 장기간의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습니다. 최신 LTS 버전은 2019년

9월 공개된 라라벨 6입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적절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최신
버전인 8.x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5. 높은 확장성
설치 직후의 라라벨은 app/Http 아래에 Controllers 디렉터리, resources 아래에 views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디렉터리 배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라라벨은 각 기능의 의존성과 패키지 관리에
Composer를 사용하고 있으며, 클래스를 자동 로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자유롭게 디렉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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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symfony.com/

2

https://blog.laravel.com/updates-to-laravels-versioning-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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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습니다.

MVCModel View Controller 패턴을 이용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ADRAction Domain Responder이나 리포지터
리 패턴Repository Pattern을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이어드 아키텍처Layered Architecture나 헥사고날 아키텍처
Hexagonal Architecture

같은 도메인 주도 설계Domain-Driven Design 콘텍스트의 아키텍처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개발자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개발 조직이나 애플리케이션 정책
에 맞춰 여러 패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2 개발 정보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라라벨 개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https://laravel.com
• 공식 문서: https://laravel.com/docs
• 깃허브 저장소: https://github.com/laravel
이번 절에서는 라라벨의 특징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라라벨은 다양한 기능과 개발 편의성을 제공함
으로써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기능이 많으면서도 제약은 적
어 개발 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처리 성능이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될 가능
성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힌트나 코드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
는 접근 방식들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1-1 라라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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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구축
라라벨 세일Laravel Sail과 홈스테드Homestead를 이용한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동작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라라벨의 동작 환경을 구축해 봅니다. 맥오에스macOS 또는 윈도우Windows에 가상 환경
을 만들고 그 위에 라라벨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라라벨 세일과 홈스테드를 이용한 실
행 환경 구축 방법을 소개하고, 다음 절에서 라라벨 세일 환경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라라벨
의 동작을 확인합니다.
라라벨 세일은 라라벨 실행에 필요한 기본 기능(PHP, 내장 웹 서버, MySQL)과 캐시용 미들웨어인 레
디스Redis, 간단한 메일 서버인 메일혹Mailhog, 그리고 셀레늄Selenium과 노드Node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커Docker 이미지로도 제공됩니다. 홈스테드는 라라벨 세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외에 엔진엑스nginx
웹 서버, PostgreSQL 및 SQLite와 같은 여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이나 멤캐시드
Memcached,

걸프Gulp를 포함한 노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라라벨 세일에서는 표준 필수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므로 홈스테드에 비해 가볍게 동작합니다. 이 책
의 설명 역시 라라벨 세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홈스테드는 라라벨 애플리케이션을 베이그런트
Vagrant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야믈yaml 파일 수정이나 커맨드 라인 조작이 비교적 많으나, 홈스테드에

서 이용하는 가상 환경 구조에 이미 익숙하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라벨 세일보다 많은 소
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 구축 과정에서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화면의 링크나 아이콘을 클
릭하는 GUI 조작과 함께 ‘커맨드 라인’에서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조작 순서도 포함됩니다. 내용
중 ‘커맨드 라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파워셸Windows PowerShell’, 맥오에스에서는
‘터미널terminal’을 실행해서 조작합니다.

1-2-1 라라벨 세일을 이용한 환경 구축
여기에서는 라라벨 세일을 이용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라라벨 세일은 라라벨
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도커를 이용해 라라벨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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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와 같은 디렉터리를 만들고 환경 구축에 사용합니다(표 1.1).
표 1.1 각종 설정 디렉터리

항목

가상환경

물리환경

문서 루트

/var/www/html/public

(사용자 홈 디렉터리)/laravel_docker/sample/public

환경 공유 디렉터리

/var/www/html/

(사용자 홈 디렉터리)/laravel_docker/sample

라라벨 프로젝트 디렉터리

/var/www/html/

(사용자 홈 디렉터리)/laravel_docker/sample

1. 도커와 라라벨 세일
도커는 컨테이너container라 불리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뒤에서 설
명할 버추얼박스VirtualBox에 비해 가볍고 빠르게 동작합니다. 또한, 서버와 같은 인프라 리소스나 미들
웨어, 각종 환경 설정 내용도 코드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같은 환경을 간단하게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용해 개발 환경과 운영체제, 미들웨어 설정 등을 쉽게 일치시킬 수 있어서 최
근 다양한 웹 서비스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라벨 세일은 도커의 컨테이너 가상 환경에서 라라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먼저, 라라벨 세
일의 동작에 필요한 도커를 설정합니다. 윈도우 환경의 도커는 64비트 버전의 윈도우 10 홈, 프로페
셔널 또는 엔터프라이즈(Windows 10 Home, Pro, Enterprise)에서 동작합니다.

도커 설치(맥오에스)
도커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3에 접속합니다. 그림 1.1과 같은 화면에서 [Mac with Intel Chip](또는 [Mac
with Apple Chip])을 선택합니다.

그림 1.1 Docker Desktop 다운로드 페이지

3

https://www.docker.com/products/docker-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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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파일을 실행한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도커를 실행시켜
둡니다.

도커 설치(윈도우)
윈도우에서는 다음 순서로 도커를 실행해야 합니다.

• Docker Desktop 설치
• Windows Subsystem for Linux(WSL) 설치 및 설정
• 리눅스 서브시스템 설치 및 설정
• 리눅스 서브시스템을 도커에서 이용하기 위한 설정
순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윈도우 10 홈 기준).

Docker Desktop 설치
1. 도커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Download for Windows]를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인스톨러 ‘Docker Desktop Installer.exe’를 실행합니다.

2.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Install required Windows Components

for WSL 2]가 선택 항목에 표시됩니다(그림 1.2).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윈도우 10 홈 이외의 운영체제에서는 [Enable Hyper-V Windows Features]가
표시됩니다. 이 항목도 함께 선택해서 설치합니다.

3.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뒤, [Close and restart]를 클릭하고 윈도우를 재시작합니다.

그림 1.2 윈도우용 도커 인스톨러의 Configuration 화면(Windows 10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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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ubsystem for Linux(WSL) 설치 및 설정
Windows Subsystem for Linux(WSL)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구동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도커는 이
를 이용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WSL을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1. Docker Desktop을 설치한 뒤 윈도우를 재시작하면 WSL 2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
고가 나타납니다(그림 1.3). 화면의 링크를 클릭해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지로 이동해 [x64
머신용 최신 WSL2 Linux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림 1.3 WSL 2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 화면

2.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면 Windows Subsystem for Linux Update Setup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1.4).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그림 1.3의 [Restart] 버튼을

클릭해 도커를 재시작합니다.

그림 1.4 WSL 3 Linux 커널 업데이트 프로그램 패키지 설치 화면

3. 계속해서 커맨드 라인에서의 동작을 위해 WindowsPowerShell
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윈도우 메뉴의 [Windows

PowerShell]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관리자로 실
행]을 클릭합니다(그림 1.5).
그림 1.5 Windows PowerShell을

관리자로 실행

 1-2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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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ndows Subsystem for Linux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워셸에서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윈도우를 재시작합니다.
리스트 1.2 파워셸에서 Windows Subsystem for Linux 옵션을 활성화한다

> dism.exe /online /enable-feature /featurename:Microsoft-Windows-Subsystem-Linux
/all /norestart
배포 이미지 서비스 및 관리 도구
버전: 10.0.19041.844
이미지 버전: 10.0.19043.1052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중

[==========================100.0%==========================]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5. 다음으로, ‘가상머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4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파워셸에서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윈도우를 재시작합니다.
리스트 1.3 파워셸에서 가상머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 dism.exe /online /enable-feature /featurename:VirtualMachinePlatform /all /norestart
배포 이미지 서비스 및 관리 도구
버전: 10.0.19041.844
이미지 버전: 10.0.19043.1052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중

[==========================100.0%==========================]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6. 리눅스 서브시스템에서 WSL 2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파웨셸에서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리스트 1.4 PowerShell에서 리눅스 서브시스템의 기본값을 WSL 2로 설정한다

> wsl --set-default-version 2

리눅스 서브시스템 설치 및 설정
윈도우에서 동작할 리눅스 서브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분투Ubuntu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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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 H A P T E R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 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설계에서의 구조화와 개념을 학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사양에서 시작해�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미들웨어

설정 등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범용적인 처리를 가진 프레

임워크를 이용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사양을 토대로 구현합니다� 구현할 때는 구조화나 테스
트 용이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설계에서의 구조화 및
그 개념을 소개합니다�

3-1 MVC와 ADR
애플리케이션의 구조화와 설계 및 개념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MVC 패턴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MVC 패턴은 개발자에 따라
그 구현 방법이나 해석이 다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MVC 패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ADR이라 불리는 MVC의 파생 패턴이 있습
니다. 이번 절에서는 서적 구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처리를 예시로 MVC와 ADR 패턴에 관해 설명합
니다.

3-1-1 MVC
현재 널리 이용되는 MVCModel View Controller는 본래 UI 설계를 위한 설계 패턴이었습니다. 웹 애플
리케이션의 서버 사이드에서 이용되는 MVC는 원래의 MVC 패턴을 서버 사이드에 적용한 것으로

MVC2라 불리며, 기존 MVC에 있던 모델에서 뷰로 변경 내용을 알리는 처리는 서버 사이드 MVC에
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 책에서 MVC라 표기한 것은 MVC2를 의미합니다.
이 MVC 패턴에서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하는 비즈니스 요구사
항이나 서비스 사양, 다시 말해 비즈니스 로직이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나 응답 등의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뷰, 응답에 대한 처리를 나누는 것을 컨트롤러로 3개의 책임을 분할하도록 애플리케이
션을 설계하는 패턴입니다(그림 3.1).

MVC 패턴의 프레임워크는 HTTP 요청을 수신하면 어떤 응답을 반환할 때까지 일련의 동작을 제공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요청을 받아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사양을
실현하는 처리를 구현하고, 어떤 응답을 뷰로 반환할지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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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직 호출
Model

Controller

HTTP 요청

HTTP 응답
View

그림 3.1 MVC에 대응한 애플리케이션 설계 패턴

MVC와 라라벨
라라벨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MVC 패턴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MVC 개념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디렉터리 구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라라벨에서는 컨트롤러 실행을 지원하는 라우터,
뷰에서의 HTML 출력을 지원하는 Blade 템플릿, 모델의 비즈니스 로직 구현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
베이스 접속을 지원하는 Eloquent를 제공합니다.
Laravel
Router
Illuminate\Routing\Router

HTTP 요청

Controller

비즈니스 로직
호출

App\Http\Controllers\HomeController
등

HTTP 응답
View
Illuminate\View\Factory
view 헬퍼 함수 등
Illuminate\Http\Response
response 헬퍼 함수 등

그림 3.2 MVC 패턴을 채용할 때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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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pp\Models\User 등

RDBMS

라라벨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이용해 MVC 패턴을 적용할 때의 처리 흐름을 그림에 표시했습니
다(그림 3.2). 이어 라라벨에서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코드를 예로 하겠습니다(리스트 3.1).
리스트 3.1 가장 간단한 MVC 패턴 적용 예

<?php
declare(strict_types=1);
namespace App\Http\Controllers;
use
use
use
use

App\Models\User;
Illuminate\Contracts\View\Factory as ViewFactory;
Illuminate\Http\RedirectResponse;
Illuminate\Http\Request;

final class UserController extends Controller
{
public function index(Request $request): ViewFactory
{
// ①
$user = User::find($request->get('id'));
// ②
return view('user.index', [
'user' => $user,
]);
}
// ③
public function store(Request $request): RedirectResponse
{
// 등록 처리 등
}
}

① 사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 App\Models\User 클래스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그 결과를

Blade 템플릿으로 전달합니다. 위 코드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얻는 것 외의 비즈니스 로직은 없으
므로 얻은 값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② 라라벨이 HTTP 요청을 받으면 라우터 정의에 따라 메서드를 실행하고 view 헬퍼 함수에서 지정

한 Blade 템플릿을 표시합니다. 위 코드에서는 Blade 템플릿에 렌더링을 전달하고, HTML로 응답
을 반환합니다. resources/views/user/index.blade.php를 템플릿으로 이용합니다.
③ 컨트롤러 클래스 예시로 사용자를 생성하는 메서드를 구현했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는 라우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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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액션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앞의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라우터에 등록합니다(리스트 3.2).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가 각각의 URI에
대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3.2 일반적인 컨트롤러 클래스의 라우터 등록 방법

Route::get('/user', [App\Http\Controllers\UserController::class, 'index']);
Route::post('/user', [App\Http\Controllers\UserController::class, 'store']);

또한, MVC 패턴이 디렉터리 구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합니다. 어디까지나 세 가지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컨트롤러, 모델, 뷰의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들이 다른 디렉터리 또
는 클래스명이라도 관계 없습니다(리스트 3.3).
리스트 3.3 디렉터리/클래스명 변경 예

.
├── app
│
├── Services
│
│
└── AccountPurchaseModel.php
│
└── Http
│
└── Actions
│
└── User
│
└── CommentAction.php
├── resources
│
...
│
└── presentations
│
└── hello.blade.php
...(생략)...

라라벨의 컨트롤러
라라벨에서는 요청과 응답의 일련의 동작을 Illuminate\Routing\Router 클래스에서 제어합니다. 표
준으로 제공되는 몇 가지 컨트롤러는 실제로는 Router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클래스이며, 컨트롤
러를 담당하는 그룹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URL에 대응하는 액션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내부에서는 컨트롤러 클래스
를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routes 디렉터리의 web.php 파일 등에서 URI와 대응하는 클래스라
면 어떤 클래스를 실행하더라도 응답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라벨에는 CRUD, 즉 ‘Create’(생성), ‘Read’(읽기), ‘Update’(업데이트), ‘Delete’(삭제)에 대응하는 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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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가 있으며, 이를 리소스 컨트롤러Resource Controller라 부릅니다. 리소스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클래

스의 형태와 라우터의 정의를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 컨트롤러에서 CRUD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어디까지나 프레임워크에서 이용
하는 템플릿으로 빠른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라라벨에서는 라우터에서 디스패치되는 처리
를 메서드로 기술해 모아둔 것을 컨트롤러 클래스Controller Class라 부릅니다.

라라벨의 모델
모델이라 하면 데이터베이스 조작 처리를 떠올리기 쉬우나 본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사
양을 모방해서 구현한 것, 즉 비즈니스 로직을 리졸브하는 처리 그룹을 나타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
발에서 개발자가 구현해야 할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그대로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되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처리가 모델은 아닙니
다. 모델은 개발자가 경험한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따라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자칫
복잡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 구현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조작 계층으로 구성됩니
다. 라라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조작 계층으로 Eloquent 모델과 쿼리 빌더QueryBuilder 기능 등을 제공
합니다.

Eloquent 모델에 데이터베이스 처리와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해 구현하면 두 개의 계층이 하나가 되는
Fat 모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이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칼
럼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때 데이터베이스 리팩터링에 큰 영향을 줍니다. Eloquent 모
델에 확장이나 리팩터링에 대응하는 에러 핸들링이나 다양한 시스템과의 결합 등이 계속 추가되므로
클래스가 순식간에 거대해지기 쉽습니다.
또는 컨트롤러에 위에서 설명한 처리들이 너무 많이 기술되는 패턴은 Fat 컨트롤러라 부릅니다. 일반
적으로 이 모델은 이어서 소개할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 혹은 도메인 모델 중 하나를 채용합니다.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Transaction Script Pattern은 비즈니스 로직의 일련의 처리를 모은 것으로, 처리에
관련된 것을 한 클래스에 모아서 구현한 가장 간단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서적을 구입한다’라는
비즈니스 로직을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구현하면 다음 예시 코드와 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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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3.4 트랜잭션 스크립터 패턴 예시

<?php
declare(strict_types=1);
namespace App\Services;
use App\Book;
use App\Models\User
use App\Purchase;
class BookService
{
protected $user;
public function __construct(User $user)
{
$this->user = $user;
}
// ①
public function order(array $books = [])
{
$purchases = [];
/** @var \App\DataTransfer\Book $book */
foreach ($books as $book) {
// ②
if(!$result = Book::find($book->getId())) {
throw new \App\Exceptions\BookStockException('재고 오류');
}
$purchases[] = $result;
}
// ③
foreach($purchases as $purchase) {
Purchase::create([
'book_id' => $purchase->id,
'user_id' => $this->user->id,
]);
}

}

// ④
// 포인트 가산
// 결제 완료 메일 전송

}

① ‘서적을 구입한다’라는 일련의 동작을 order 메서드로 나타냅니다.
② 서적 구입 메서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서적 정보 및 재고 등의 정보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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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II — 실천 패턴

06
C H A P T E R

인증과 인가

이 장에서는 인증과 인가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제어 방법을 이해합니다.
사용자가 이용자 본임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인증한 사용자에게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인가는 애플

리케이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증과 인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6-1 세션 기반 인증
이 장에서는 인증과 인가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제어 방법을 이해합니다.

인증은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조 확인하는 처리입니다.
라라벨에서는 표준으로 다양한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인증 및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채용
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인증 기능은 물론, 인증 기능을 이용한 로그인 및 로그아웃, 비밀번호 리마인
더나 비밀번호 리셋 등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증 구현 및 그
확장에 관해 사례와 함께 소개하면서 라라벨의 인증 기능을 설명합니다.

6-1-1 인증 지원 클래스 및 그 기능
라라벨은 몇 가지 인증 구조를 표준으로 제공하지만 이 구조가 실제 개발 요구사항과 반드시 맞는
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독자적으로 인증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라라벨에서의 인증 처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라벨에서의 인증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그림 6.1). 각 인터페이스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Auth Facade

인터페이스

구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Illuminate\Auth\RequestGuard

Illuminate\Contracts\Auth\Guard

Illuminate\Auth\SessionGuard
Illuminate\Auth\TokenGuard

Illuminate\Contracts\Auth\Factory

구현

구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Illuminate\Contracts\Auth\UserProvider

Illuminate\Auth\AuthManager

구현

구상 클래스
Illuminate\Auth\DatabaseUserProvider
Illuminate\Auth\EloquentUserProvider

그림 6.1 인증 처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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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 Contracts AuthFactory
인증 처리를 결정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용으로 Eloquent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사용자 인증과 세션을 이용해 인증 정보를 유지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용하지 않는 API 애플리케이션에는 Eloquent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사용자
인증과 토큰을 이용해 인증 정보를 유지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Illuminate Contracts Auth Guard
인증 정보 조작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격 정보 검증이나 로그인 사용자로의 접근, 사용
자 식별 정보로의 접근, 사용자 식별 정보로의 접근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표준 설정에서는 세션을
이용해 뒤에서 설명할 Illuminate\Contracts\Auth\UserProvider에서의 처리를 기반으로 인증 정보
를 얻습니다.
그리고 config/auth.php 내의 guards 키 배열에 있는 driver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Illuminate Contracts Auth UserProvider
인증 처리 구현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표준 설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2개의 구현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config/auth.php의 providers 키의 배열에 있는 driver
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라라벨에서의 인증 기능은 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제공하므로 개발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6-1-2 인증 처리 이해
라라벨 표준 인증 처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구조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크게 다를 때는
인증 처리를 애플리케이션 사양에 맞춰 적절하게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처리에 관해 잘 이해해
야 합니다.
라라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인증 처리를 실행하는 Illuminate\Auth\EloquentUserProvider
클래스와 Illuminate\Auth\DatabaseUserProvider 클래스를 표준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

2개 클래스가 구현하는 Illuminate\Contacts\Auth\UserProvider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기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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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합니다. 다음은 UserProvider 인터페이스에 기술되어 있는 메서드 목록입니다(표 6.1).
표 6.1 UserProvider 인터페이스 메서드

메서드

설명

retrieveById

로그인 후 세션에 저장된 사용자 ID 등의 고윳값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얻는다.

retrieveByToken

쿠키로부터 얻은 토큰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얻는다(쿠키를 이용한 자동 로그인 이용 시 등).

updateRememberToken

retrieveByToken 메서드에서 이용한 토큰을 업데이트한다.

retrieveByCredentials

자격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을 수행하는 attempt 메서드가 내부에서 호출하는 메서드로
지정된 배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얻는다.

validateCredentials

attempt 메서드에 지정된 인증 정보 검증을 수행한다(비밀번호 해시값 비교 등).

위 메서드는 인수 또는 반환값으로 Illuminate\Contracts\Auth\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
한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에 기술되어 있는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
다(표 6.2).
표 6.2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 메서드

메서드

설명

getAuthIdentifierName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식별자 이름을 반환한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칼럼명 등이 해당한다.

getAuthIdentifier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값을 반환한다. getAuthIdentifierName 메서드에 지정한 값을
사용해 배열 등에서 추출한다.

getAuthPassword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반환한다.

getRememberToken

자동 로그인 등에 이용하는 토큰값을 반환한다.

setRememberToken

자동 로그인 등에 이용하는 토큰값을 설정한다.

getRememberTokenName

자동 로그인 등에 이용하는 토큰명을 반환한다.

이 메서드들은 인증 처리에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때 이용됩니다.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는 Eloquent 모델의 App\Models\User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지만, 반드시 Eloquent 모델의
클래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커스텀 인증 처리를 구현할 때는 위 두 인터페이스를 조합해서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lluminate Contracts Auth Authenticatable 구현 이해
인증 처리의 인수나 반환값에 타입 선언되어 있는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는 인증 처리나 로그
인 후의 사용자 정보 접근 등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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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다른 데이터 테이블 또는 API 등에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자 데이터를 얻을 때는 환경
별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있으면 다양한 인증 처리 흐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라벨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테이블과 크게 다른 테이블, 예를 들어 기본 키나 사용자명 칼럼
이 다르고 자동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는 테이블(표 6.3)을 이용할 때는 Illuminate\Contracts\Auth\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를 리스트 6.1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표 6.3 표준과 다른 테이블 정의

칼럼

타입

제약

user_id

AUTO_INCREMENT

PRIMARY KEY

-

user_name

VARCHAR(255)

사용자명

-

email

VARCHAR(255)

UNIQUE

메일주소

password

VARCHAR(60)

비밀번호

-

created_at

TIMESTAMP

생성 일시

-

updated_at

TIMESTAMP

업데이트 일시

-

리스트 6.1 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 구현 예

<?php
declare(strict_types=1);
namespace App\Auth;
use Illuminate\Contracts\Auth\Authenticatable;
class AuthenticateUser implements Authenticatable
{
protected $attributes;
public function __construct(array $attributes)
{
$this->attributes = $attributes;
}
public function getAuthIdentifierName(): string
{
return 'user_id';
}
public function getAuth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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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this->attributes[$this->getAuthIdentifierName()];\

public function getAuthPassword(): string
{
return $this->attributes['password'];
}
public function getRememberToken(): string
{
return $this->attributes[$this->getRememberTokenName()];
}
public function setRememberToken($value)
{
$this->attributes[$this->getRememberTokenName()] = $value;
}

}

public function getRememberTokenName(): string
{
return '';
}

위 코드는 자동 로그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getRememberTokenName에서 반환하는 문자열은 필요
하지 않으므로 빈 문자로 변경합니다. 또한, 배열이 아닌 다른 객체를 이용해도 문제없습니다. 이 인
터페이스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식별 및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클래스에 대응할 수 있
습니다.

6-1-3 데이터베이스/세션을 이용한 인증 처리
라라벨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인증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users 테이블과 세션을 조합해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에서 자주 이용되는 드라이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처리에 필요한 Illuminate\Contracts\Auth\Authentic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Illuminate\
Auth\GenericUser 클래스는 이 users 테이블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구성이나 인

증 처리 흐름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및 사양이 일치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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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표준으로 제공되는 users 테이블 정의

칼럼

타입

제약

비고

id

AUTO_INCREMENT

PRIMARY KEY

-

name

VARCHAR(255)

사용자명

-

email

VARCHAR(255)

UNIQUE

메일주소

password

VARCHAR(60)

비밀번호

-

remember_token

VARCHAR(100)

NULL 허용

자동 로그인용 토큰

created_at

TIMESTAMP

생성 일시

-

updated_at

TIMESTAMP

업데이트 일시

-

라라벨에서는 위 테이블과 세션(Illuminate\Auth\SessionGuard 클래스)를 조합한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
다. 다음 코드 예시와 같이 config/auth.php에 조합을 지정해 기술합니다.
리스트 6.2 인증 처리 조합 지정

'guards' => [ // ①
'web' => [
// ②
'driver' => 'session',
// ③
'provider' => 'users',
],
// ④
'api' => [
'driver' => 'token',
'provider' => 'users',
],
],
...(생략)...
'providers' => [ // ⑤
'users' => [
// ⑥
'driver' => 'eloquent',
'model' => App\Models\User::class,
],
// 'users' => [
//
'driver' => 'database',
//
'table' => 'users',
// ],
],

① 표준 설정으로 web과 api가 기술되어 있으며, 인증에 이용하는 guard 드라이버를 지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 guard 드라이버를 이용할 때는 Auth 퍼사드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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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 메서드를 이용해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web을 지정해서 이용합니다.

②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표준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쿠키를 조합하는 일반적인 session 드라

이버 또는 API 등에서 이용되는 토큰을 이용한 token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③ 인증 정보 액세스 방법을 지정합니다. providers(⑤)에 기술되어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④ API 애플리케이션에 이용할 것이라 예상한 조합을 기술합니다.
⑤ 커스텀 인증 처리를 만들었을 때는 providers 키에 임의의 이름을 붙여 기술합니다.
⑥ 표준 설정으로는 Eloquent 모델을 이용하는 eloquent, QueryBuilder를 이용하는 database를

제공합니다. 기타 인증 정보를 이용한 접속 방법이 필요하다면 커스텀 provider를 구현합니다.
라라벨의 인증 처리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메서드인 attempt 메서드와 user 메서드에 관해 소개하
겠습니다.

attempt 메서드
attempt 메서드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다음 코드 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리

스트 6.3).
리스트 6.3 attempt 메서드를 이용한 로그인 처리(Illuminate\Auth\SessionGuard)

public function attempt(array $credentials = [], $remember = false)
{
// ①
$this->fireAttemptEvent($credentials, $remember);
// ②
$this->lastAttempted =
$user = $this->provider->retrieveByCredentials($credentials);
// ③
if ($this->hasValidCredentials($user, $credentials)) {
$this->login($user, $remember);

}

return true;

// ④
$this->fireFailedEvent($user, $credentials);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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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그인이 실행되었음을 이벤트로 생성합니다. 로그인 시 이용하는 자격 정보와 자동 로그인 여부

를 이벤트로 송신합니다.
② Illuminate\Contracts\Auth\UserProvid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 자격 정보가 올바른지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정보를 검색하는 처리에 해당합니다.
③ 사용자 정보를 얻은 후 자격 정보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사용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표준으로 제공되는 처리에서는 폼 등의 입력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번
호 해시의 동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일하다면 로그인 처리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④ 로그인할 수 없다면 그 정보를 이벤트로 생성합니다.

user 메서드
user 메서드는 Auth 퍼사드 등으로부터 인증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때 이용합니다. 인증 사용자의

ID를 얻는 id 메서드는 내부에서는 user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용합니다. 다음은 인증 정보 접근 흐
름을 나타낸 코드 예입니다(리스트 6.4).
리스트 6.4 인증 정보 접근 흐름(Illuminate\Auth\SessionGuard)

public function user()
{
// ①
if ($this->loggedOut) {
return;
}
// ②
if (! is_null($this->user)) {
return $this->user;
}
// ③
$id = $this->session->get($this->getName());
if (! is_null($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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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if ($this->user = $this->provider->retrieveById($id)) {
// ⑤
$this->fireAuthenticatedEvent($this->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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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III — 애플리케이션 개발

11
C H A P T E R

테스트 주도 개발
실천

테스트 주도로 개발하는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사양대로 정확하게 동작해야 함은 물론� 버그 수정이나 사양 변경 등에도 견딜 수 있도

록 깔끔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은 그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매력적
인 개발 방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라라벨에서의 테스트 주도 개발에 관해 설명합니다�

11-1 테스트 주도 개발이란?
테스트 주도 개발 주기와 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양에 관해 학습합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Test-Driven Development, TDD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XP의 창시자인
켄트 벡1이 고안한 개발 방법입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은 ‘깔끔한 구현’과 ‘정확한 동작’을 하는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TDD에서는 다음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 ‘정확하게 동작’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한다.
2. 구현은 하지 않고 먼저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을 확인한다.
3. 깔끔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테스트가 성공하도록 구현한다.
4. 테스트가 성공함을 확인한다(‘정확한 동작’을 보장).
5.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깔끔한 구현’을 목표로 리팩터링한다.
가장 먼저 ‘정확한 동작’을 확인하는 수단(테스트)을 만들고, 다소 지저분하더라도 그 테스트를 성공
시키는(동작하는) 구현을 ‘가능한 빠르게’ 만듭니다. 단번에 ‘깔끔한 구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단
기능을 만족하는 코드를 구현한 뒤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리팩터링해 나
갑니다.

11-1-1 가능한 작게 구현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테스트 힌트 중에서 필자들은 ‘가능한 작게’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의 테스트 주도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는 가능한 작게(테스트 작성 시)
• 최초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최초 구현 시)
• 리팩터링 중 테스트 실행 간격은 가능한 짧게(리팩터링 시)
가능한 작은 대상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집중할 수 있고, 개발 작업에도 리듬이 생깁니다. 다음 절부

1

《테스트 주도 개발》(켄트 벡 지음, 김창준/강규영 옮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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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구체적인 예와 함께 테스트 주도 개발 구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기능이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고, 짧은 주기
로 리듬에 맞춰 집중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점점 깔끔해지는 것이 테스트 주도 개발의 장점
입니다.

테스트 작성

테스트
실패
성공
가능한 일찍� 최소한의
구현 후 테스트

실패

성공
테스트

테스트

리팩터링 후
테스트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코드를 깔끔하게 만든다�
테스트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리팩터링할 수 있다�

그림 11.1 TDD 프로세스

11-1-2 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양
이 절에서는 테스트 주도 개발로 구현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양을 설명합니다. 고객 방문 기록을
관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는 API를 가정합니다(그림 11.2). 애플리케이션 가능 요구사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기록 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 방문 기록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 방문지는 저장된 고객 정보에서 선택해서 입력한다.
• 고객 정보 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 고객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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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록�목록

방문�기록�수정

변경

라라벨�물산

방문일

제이펍�기획

내용 이후�콘솔�동작에�관해
미팅

주식회사�제이펍

방문지 라라벨�물산

유한회사�제이펍
신규�방문�기록

삭제

고객�목록

고객�수정

주식회사�제이펍
제이펍�기획

명칭 주식회사�제이펍

방문지

주식회사�제이펍
제이펍�기획

테일러�법률�사무소
일등�주식회사

유한회사�제이펍
라라벨�물산

변경

테일러�법률�사무소
일등�주식회사

유한회사�제이펍
라라벨�물산

신규�추가

삭제

그림 11.2 샘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1-3 데이터베이스 사양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그림 11.3).
고객 정보는 customers 테이블, 방문 기록은 reports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reports.customer_id와
customers_id로 외부 키 제약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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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id

int(10) unsigned

name

varchar(255)

created̲at

timestamp

updated̲at

timestamp

customer̲id:id
customers
id

int(10) unsigned
date

visit̲date
customer̲id

int(10) unsigned

detail

text

created̲at

timestamp

updated̲at

timestamp

그림 11.3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리스트 11.1).
리스트 11.1 customers 테이블

CREATE TABLE `customers` (
`id` int(10) unsigned NOT NULL AUTO_INCREMENT,
`name` varchar(255) COLLATE utf8mb4_unicode_ci NOT NULL,
`created_at` timestamp NULL DEFAULT NULL,
`updated_at` timestamp NULL DEFAULT NULL,
PRIMARY KEY (`id`)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mb4 COLLATE=utf8mb4_unicode_ci;

방문 기록을 저장하는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리스트 11.2).
리스트 11.2 reports 테이블

CREATE TABLE `reports` (
`id` int(10) unsigned NOT NULL AUTO_INCREMENT,
`visit_date` date NOT NULL,
`customer_id` int(10) unsigned NOT NULL,
`detail` text COLLATE utf8mb4_unicode_ci NOT NULL,
`created_at` timestamp NULL DEFAULT NULL,
`updated_at` timestamp NULL DEFAULT NULL,
PRIMARY KEY (`id`),
KEY `reports_customer_id_foreign` (`customer_id`),
CONSTRAINT `reports_customer_id_foreign`
FOREIGN KEY (`customer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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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customers` (`id`)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mb4 COLLATE=utf8mb4_unicode_ci;

11-1-4 API 엔드포인트
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양에서 필요한 엔드포인트를 고객 정보용과 방문 기록용으로 나누어 나타냅니
다. API와의 데이터 송수신에는 JSON을 이용합니다.

고객 정보용 엔드포인트
표 11.1 고객 정보용 엔드포인트

내용

엔드포인트

메서드

목록

api/customers

GET

추가

api/customers

POST

참조

api/customers/{customer_id}

GET

수정

api/customers/{customer_id}

PUT

삭제

api/customers/{customer_id}

DELETE

리스트 11.3 GET api/customers의 응답 예

[

{

},
{

]

}

"id": 1,
"name": "주식회사 제이펍"

"id": 2,
"name": "제이펍 기획"

리스트 11.4 POST api/customers로의 송신 데이터 예

{
}

"name": "주식회사 제이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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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기록용 엔드포인트
표 11.2 방문 기록용 엔드포인트

내용

엔드포인트

메서드

목록

api/reports

GET

추가

api/reports

POST

참조

api/reports/{report_id}

GET

수정

api/reports/{report_id}

PUT

삭제

api/reports/{report_id}

DELETE

리스트 11.5 GET api/reports의 응답 예

[

{

},
{

]

}

"id": 1,
"visit_date": "2021-07-01",
"customer_id": 1,
"detail": "이후의 콘솔 운영에 관한 미팅. 다음 미팅은 2주 후."

"id": 2,
"visit_date": "2021-08-02",
"customer_id": 3,
"detail": "방문했으나 부재. 1주 후 재방문 예정."

리스트 11.6 POST api/reports로의 송신 데이터 예

{

}

"visit_date": "2021-07-01",
"customer_id": 1,
"detail": "이후의 콘솔 운영에 관한 미팅. 다음 미팅은 2주 후."

이번 장에서 다루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사양은 위와 같습니다. 예시를 위한 매우 단순한 애플리케
이션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테스트 주도 개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설명하겠습니다.

492

CHAPTER 11 테스트 주도 개발실천

11-2 API 엔드포인트 작성
테스트 주도 개발 방식으로 각 엔드포인트를 구현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11-1 테스트 주도 개발이란?’에서 결정한 사양에 따라 필요한 API를 구현합니다.

11-2-1 애플리케이션 작성 및 사전 준비
먼저,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이 composer 명령어를 실행해 ‘tdd_
sample’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리스트 11.7).
리스트 11.7 프로젝트 작성

$ composer create-project --prefer-dist laravel/laravel tdd_sample "8.*"
$ cd tdd_sample

프로젝트 작성 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 중 이번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지 않는 파일은
삭제합니다.

• tests/Feature/ExampleTest.php
• tests/Unit/ExampleTest.php
• database/migrations/*
리스트 11.8 불필요한 파일 삭제

$ rm -rf tests/Feature/ExampleTest.php
$ rm -rf tests/Unit/ExampleTest.php
$ rm -rf database/migrations/*

11-2-2 첫 번째 테스트
테스트 주도 개발을 시작하게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Todo 리스트를 만듭
니다.

 11-2 API 엔드포인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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