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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T 기술 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항상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찾으십시오. 

우리 업계에서 발전하지 않는 자에게 보상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 미국에서 열린 대형 IT 콘퍼런스에서 연설한 어느 외국기업 부사장이 한 발언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이지만, 큰 차이는 IT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마치 강물의 급류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IT 기술은 정보통신 분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무언가를 만

들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적용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업이 제공하는 IT 서비스 시장의 큰 주류는 클라우드화와 컨테이너화일 것입니다. 시장의 수

요와 공급이 커지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좀 더 빠르고 품질 좋은 서비스 배포를 위해 컨테이너화를 선택하고 있습니

다. 도커 컨테이너는 개발팀과 운영팀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서버에 할애했던 수많

은 유지관리 시간을 줄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커널 자원의 계승을 통해 훨씬 가볍

고 성능 측면에서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흐름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많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이 도커와 쿠버네티스, 그리

고 클라우드 진입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기업과 인력을 찾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더 많은 IT 인재들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중 도커가 제공하는 기회는 마이크로서비스와 서버리스 환경을 모색하기에 충분하며, 나아

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화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말viii



이 책은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준비하는 도커 입문자들에게 

탄탄한 실력을 쌓게 하고자 집필의 방향을 기초 실습에 맞췄습니다. 기초는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이

에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도커 명령어의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명령어의 활용을 실습하고 

어떤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좀 더 효율적인 도커 활용 방법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쉬운 기초 단계라고 건너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흐름

이 있기에 멈추지 않고 A부터 Z까지 실습을 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탄한 실력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도커 컨테이너를 본인의 IT 기술력에 장착하는 빌드업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컨테

이너 기술자들의 벌크업을 위해 쿠버네티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서비스 기술을 담아볼 

것입니다.

끝으로 도움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1년간의 집필을 마무리하는 나 자신에 대해 아쉬움과 부족

함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과연 이 공부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과 함께…

— kevin.lee (이현룡) 

머리말 ix



추천사

대학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과목을 가르칠 때 데이터 독립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즉, 데이터가 응

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운영체제가 모든 컴퓨터의 기본이고 

운영체제를 변경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손봐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데이터 독립성에 

비유될 수 있는 플랫폼 독립성 개념인 컨테이너는 이제 앞으로 더욱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커에 관한 이론이나 실습서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커 컨테이너의 설치, 활용, 

배포를 학습하고 AWS에서 사용해 보는 방법이 포함된 이론 및 실습서입니다. 저자의 오랜 강의를 통

한 개념 전달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의 개념과 실무를 원하는 도전적인 

IT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우창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베어메탈을 거처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의 컴퓨팅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서비스가 컨테이너로 구동되기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로 컨테이너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커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환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커를 체

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학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적합합니다. 저

자의 오랜 강의 경험으로 잘 구성된 콘텐츠가 돋보이며, 도커의 설치부터 활용, 코드로 관리할 수 있

는 기능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연결 과정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

션을 위해 도커 스웜 활용과 AWS의 Elastic Container Service 서비스 배포 경험을 통해 다양한 오케

스트레이션 기능을 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학습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필독서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 메가존클라우드 테크니컬 트레이너 문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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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MicroService	Architecture와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를 가능하게 하는 도커와 쿠버네티스. 최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모바일화와 IT 기술의 발전은 IT 기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

습니다. 수요의 증가는 수많은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각 서비스가 손쉽게 사용하기에 편한 하나의 서비스로 동작할 수 있는 이면에는 컨테

이너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DB, 빅데이터, 인프라 등 IT 전문

가로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저자의 이 책이 이제서야 나온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저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도커, 쿠버네티스를 꼭 필

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이 책은 현 IT 환경의 서비스를 공부하는 학생부터 스타트업, 

기업 등의 인프라 개발 담당자까지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주)에이치제이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IT 부문 책임, 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남송휘

지금은 시중에 도커와 컨테이터 관련 도서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도커와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실제 적용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국내 책을 찾기

가 어려워서 해외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해외자료를 찾아서 습득해야만 했던 노력을 덜

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의 순서대로 제공되는 실습을 통해 도커에 대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도

커를 활용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실제 운영환경에 적합한 실무 노하우

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커 설치와 활용은 물론,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 및 도커 스웜 모드까지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아직 도커 엔진과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모르는 개발자나 실제 운영환경에 도입해도 될지 망설이

는 분들에게 개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빅

데이터, 도커, 쿠버네티스 교육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반영된 이 책은 도커 컨

테이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독서라 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서비스 구축 전문가로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 EY한영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러지 컨설팅 이사, 정보관리기술사 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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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기업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Application Modernization 요구사항이 많

아지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컨테이너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도커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커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처음 시

작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PC 환경뿐만 아니라 AWS 환경에서 도

커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활용도는 더 높을 것입니다. 도커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AWS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메가존클라우드 Cloud SA 총괄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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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진영(야놀자)

도커에 대해서는 개념과 기본 명령어 정도를 알고 있던 수준이었고, 책은 조금 어렵다 느껴졌지만 낯

선 개념들을 함께 구글링해 가며 따라 해 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AWS를 사용해 보지 않았

던 분이나 YAML 파일이 낯선 분, 인프라 실무 경험이 적은 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도 같지만,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태영(신한은행)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출현 배경을 다루면서 다양한 예제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

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리눅스와의 PID 연결고리에 대한 확인을 통해 도커 개념에 대해 심

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태일(삼성SDS)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도커 기본 명령어와 Dockerfile 작성법을 익히고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올려보는 것까지 차근차근 다룹니다. 실습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개념부터 실습을 통한 명령어 이해까지 많은 부분을 다루지만, 그리 많지 않은 분량으로 콤팩트하게 

담아내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도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빠르게 개념을 익히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서 역할을 잘 해낼 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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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도커 명령어를 예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외국

어 사용 몇 가지만 제외하면 문장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대상 독자가 초보~

초·중급자일 텐데, 정작 리눅스로 주요 예제를 설명하다 보니 윈도우에서 가끔 추가 설치를 해야 실

습 가능한 명령어가 나오는 게 아쉬웠습니다(예: nmcli).

황시연(SW개발자)

인프라 개발에 크게 변화를 준 것은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기반의 도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도커에 대한 역사, 이미지, 파일, 컴포즈와 쿠버네티스 및 클라우드 연동순으로 구성됩니다. 맥 개발 

환경에서의 코드도 잘 실행됩니다. 책은 가급적 차례대로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미리 접한 부분

은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인프라 개발자, 백엔드(서버) 개발자들이 전반적인 인프라 구조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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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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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개요1.11.1

클라우드는 인프라에 사용되는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등

을 포함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I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컴

퓨팅 기술이다. 애자일Agile 방법론을 활용한 민첩한 서비스 도입과 탄력적인 확장과 축소, 자동화

된 서비스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커Docker와 쿠버네티스

Kubernetes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림 1-1  클라우드 컴퓨팅

1.1.1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최근 화두가 되는 제4차 산업혁명1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인

프라 플랫폼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트너Gartner(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하나의 서비스로서 방대한 IT 능력을 제공하는 컴퓨팅 방식

(A style of computing in which massively scalable IT-enabled capabilities are delivered as a service to multiple 

customer using internet technologies)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신기술일까? 기술에 대한 역사적 고찰보다는 클라우드가 어떤 컴퓨팅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가	2015년에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하였
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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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은 바로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이다. 이것은 기업 내의 IT 부서나 외부의 서비스 제공

자provider가 고객에게 컴퓨팅에 사용되는 여러 자원과 기반 시설 등의 관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액

제 대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기나 수도 요금

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IT 서비스의 각 요소를 유틸리티utility(도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주요 기능으로는 클러스터cluster, 가상화virtualization, 분할partitioning, 프로비저닝provisioning,2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의 특징은 자원 활

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커뮤니티의 글(https://cafe.naver.com/ocmkorea/1944)을 참고하기 바란다.

‘클라우드 컴퓨팅 = 그리드 컴퓨팅 + 유틸리티 컴퓨팅’이다. 각각의 의미는 표 1-1을 참고하자.

표 1-1  컴퓨팅 기술 비교

기술 기반 설명

그리드 컴퓨팅 가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산된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술 방식(인터넷의 유휴 자원을 활용)

유틸리티 컴퓨팅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의 기술 기반으로, 필요할 때 가

져다 쓴다는 온-디맨드(on-demand) 컴퓨팅 방식(기업 중심의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적으로는 그리드 컴퓨팅을 따르고, 비용적으로는 유틸리티 컴퓨팅을 혼합한 포괄적인 패러다임이다. 
약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기업과 개인이 모두 사용 가능한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컴퓨팅 자원 이용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주문형 셀프서비스on-demand	self-service: 고객이 IT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시점에 바

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broad	network	access: 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Cloud	Service	Provider,	CSP가 제공

하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	신속한 탄력성과 확장성rapid	elasticity	and	scalability: 자동 조정auto-scaling 기능을 통해 몇 분 안에 신

속한 확장과 축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자원의 공동관리resource	pooling: 물리적 및 가상화된 자원을 풀pool로 관리하며, 탄력적으로 (업무 

상황에 맞게) 사용자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 또는 재할당된다.

2	 	프로비저닝이란	사용자(고객)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해	두었다가	필요시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프로비저닝	도구에는	앤서블(Ansible),	셰프(Chef),	베이그런트(Vagrant),	퍼핏(Puppet)	등이	있다.

CHAPTER  01 클라우드 컴퓨팅4



•	측정 가능한 서비스measured	service: 자원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요금산정metering 기능을 

통해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및 사용자(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와 제공되는 서비스 방

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1.2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cloud	computing	architecture는 최하위 계층으로 자원resources 활용과 관련된 물리적 

시스템 계층, 가상화 계층, 프로비저닝 계층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관

리 계층, 클라우드 서비스 계층으로 구분한다. 그 위로는 사용자와 관련된 클라우드 접근access 계층

과 사용자 역할에 따른 연결성 구분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원
활
용

서버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계층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가상화 계층

물리적 시스템 계층 인텔 서버 메인 프레임 블레이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방식과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 기능 구현

클
라
우
드

서
비
스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계층

워크플로 셀프서비스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관리
가상화 이미지  

라이프사이클 관리

성능 및 가용성 관리

백업 복구 관리

성능 관리

장애 관리

구성 관리

라이선스 관리

패치 관리

자원 관리

사용량 및 과금 관리

과금 관리

사용량 요금산정

보안 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리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접근 권한 관리

인증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계층

운영프로세스 자동화

그림 1-2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출처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http://cloud.or.kr)

클라우드 컴퓨팅의 물리적 시스템 계층은 여러 형태의 서버 계열을 활용하여 서버에 탑재된 수평

적으로 확장 가능한scale	out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의 물리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

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는 클라우드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민첩성agility을 제공하고, 이를 통

해 IT 서비스 공급자는 클라우드 서버 프로비저닝 또는 프로비저닝 해제를 신속히 수행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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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리 계층은 물리적 시스템 계층에서 제공되는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

프사이클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성능 및 고가용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패치 관리, 사용량 요금 산정을 통한 과금 관리, 기본적인 클라우드 보안 관

리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클라우드 구성 요소가 서비스로서as	a	service 제공되는 확장 가능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

한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모든 자원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로서의 대상별로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데스크톱, 보안 등에 유연

성 있는 제어와 관리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IaaS, PaaS, SaaS, DaaS, SecaaS 등이 있으며,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사용자는 주어진 역할(사용자, 관리자, 파트너 등)에 따라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RESTful HTTP 호출, XML, SOAP 등)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다. 

1.1.3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방식과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방식

1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

체 데이터 및 설루션 등을 저장하기 위해 자사에 데이

터 센터를 구축하여 IT 서비스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온프레미스on-premise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하드

웨어부터 모든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OS, 네트워크, 

라이선스 등)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탄력적이지 않은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 지속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물론, 기업에 내재화된 서비스를 통해 품

질 및 보안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 평가된다.

최근 많은 기업이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높

은 초기 도입 비용과 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이다.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설계 시 자원 사용량은 

가급적 최대 사용량을 근거로 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또한 최대 순간 트래픽peak	traffic을 가정하기 때

문에 고사양의 설계를 하게 된다. 또한, 증설에 따른 시간적, 인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클라

우드가 무조건 온프레미스보다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다. 동일 사양으로 1~5년간의 고정적 비용을 

Mobile Device

Data Center

Database PC

그림 1-3  온프레미스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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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본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클라우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클라우드 도입은 비용 측면보다는 서

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높여서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클라우드 접근 방식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정산 방식을 통해 필요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적elastic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및 조정 능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 적합한 클라우드 세팅값을 찾는 것이 서비스의 안정화와 비용 

절약의 시작이 될 것이다.

High Hardware Cost

Medium Backup Cost

High Maintenance Cost

On-Premise Cloud Base (SaaS)

Low Hardware Cost

Backup & Recovery Cost

Security Compliance

VS.

그림 1-4  온프레미스 서비스 방식과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비교

그렇다면 클라우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2  퍼블릭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또는 external cloud)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버 및 스토

리지 등의 클라우드 자원을 AWS, GCP,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방

식이다. 앞서 언급한 유틸리티 컴퓨팅 방식으로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산정 방식을 

사용한다. 사용자 및 그룹 단위로 권한 관리를 통해 서비스 격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IaaS/PaaS/SaaS가 있다.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퍼블릭 클라우드

그림 1-5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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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또는 internal cloud) 방식은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특정 사용자나 기업만

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클라우드 자원과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저장되고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기업이 갖는다.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intranet 방식(내부 개인인증 및 VPN 등)으

로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므로 보안성이 높다.

회사 A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림 1-6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4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네트워크를 통해 결

합하여 두 가지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다. 서로 다른 클라

우드 간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공유 및 이동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고, 용도에 맞는 서비스 구

현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 처리 작업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

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일반 업무 데이터 처리 같은 보안 요구사항이 낮은 작업이나 워크

로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작업에는 리소스 자동 조정이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가상 서버와 물리 서버의 결합으로 보기도 한다.

프라이빗 클라우드퍼블릭 클라우드

Connection

Data & Application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림 1-7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

클라우드 서비스란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저장

해 놓은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간단한 조

작 및 클릭만으로 쉽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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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다. 서비스별로 묶여 있는 것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aaS에서는 하드웨어와 가상화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나머지는 관리자,  

개발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클라우드 인프라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드웨어 가상화

운영체제, 웹 서버(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서비스

런타임 서비스 개발환경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
PaaS

IaaS

인프라 
관리자

서비스 
개발자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림 1-8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

1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인프라 자

원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다. IaaS는 자동화되고 신속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IT 인프라를 의미하며,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KT, LG 

U+ 등의 서비스와 외국의 AWS(아마존), GCP(구글), Azure(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서 IaaS를 제공한다.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인프라에 사용되는 각각의 자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서버 관

리자가 아니라면 실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예로,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AWS로 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AWS 네트워크 subnet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subnet이라는 네트워크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AWS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고 정교한 설정

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서비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행,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플랫폼(환경) 또는 프레

임워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복잡한 설치 과

정이나 환경 설정을 하지 않고 완성된 개발 소스만 제공하면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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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IaaS를 제공하는 AWS, GCP, Azure 등의 대

표적인 클라우드 공급자가 있다.

3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

속하여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다. 소

프트웨어 버전업, 패치, 재설치 등의 작업 없이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메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소프트웨어, 구글Google 앱 서비스 등이 있다.

컨테이너 기술과 도커1.21.2

1.2.1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Server Infrastructure HW

Hypervisor Docker engine (container)

Host OS (Yes / No) Host OS

Virtual 
machine

Guest OS

Binaries & 
Libraries

App.1

Virtual 
machine

Guest OS

Binaries & 
Libraries

App.2

Virtual 
machine

Guest OS

Binaries & 
Libraries

App.3

Container

Binaries & 
Libraries

App.1

Container

Binaries & 
Libraries

App.2

Container

Binaries & 
Libraries

App.3

Server Infrastructure HW

Host OS

App.1 App.2 App.3

가상머신 
(GB) 컨테이너 

(MB)

그림 1-9  로컬 서버 vs. 가상머신 vs. 컨테이너 비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상화는 하드웨어 기능을 시뮬레이션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네트

워크와 같은 유용한 IT 서비스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술이다.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에

서 IT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성과 대응력(민첩성, 탄력성), 가용성 향상과 운영 자동화를 통해 IT 관

리를 간소화하고, 소유 및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클라우드는 기업이 추가하는 비용 효율

적인 부분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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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도커 방식이

다. 가상머신은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게스트 OS(Ubuntu, 

CentOS 등)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을 생성하고 실행

하는 역할과 가상화된 하드웨어와 각각의 가상머신을 모니터링3하는 중간 관리자다. 대표적인 가상

화 프로그램인 VMWare의 VMware 제품과 오라클의 VirtualBox를 이용하여 게스트 OS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격리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게스트 OS는 호스트 운영체제로부터 독립된 자원을 할당받아 가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에 수 기가바이트GB의 용량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러한 타입을 호스트형

hosted 하이퍼바이저(또는 호스트형 서버 가상화)라고 한다. 따라서 가상머신은 하드웨어 가상화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상화는 리눅스 기반의 물리적 공간 격리가 아닌 프로세스 격리를 통해 경량의 

이미지를 실행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테이너container 기술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컨테이너는 특

정 대상을 격리하는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환경을 격리한 공간을 의미한다. 

도커 엔진이 차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술은 본래 리눅스 자체 기술인 chroot, 네임스페이스, cgroup

을 조합한 리눅스 컨테이너LinuX	Container,	LXC에서 출발한다.

•	chrootchange	root: 특정 디렉터리를 최상위 디렉터리 root로 인식하게끔 설정하는 리눅스 명령

•	네임스페이스namespace: 프로세스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mnt, pid, net, ipc, user 등의 자

원을 그룹화하여 할당하는 기능

•	cgroupcontrol	group: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등의 자원 사용량 제어를 통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자원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물리적 요소에 대한 가상화인 가상머신과 다르게 컨테이너 가상화는 프로세스 가상화다. 컨테이너 엔

진인 도커와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4 도구인 쿠버네티스5는 호스트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하고 그 

위에 실행 파일 및 라이브러리Bins/Libs, 기타 구성 파일 등을 이미지로 빌드image	build하여 패키지로 배

포image	run하는 방식이다.

3	 VMM(Virtual	Machine	Monitor)이라고도	한다.
4	 	오케스트레이션은	구동되고	있는	다양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자동화된	설정과	관리	및	조정을	의미하며,	대

표적으로	쿠버네티스,	도커	스웜(Docker	Swarm),	아파치	메소스(Apache	Mesos)가	있다.	또한,	IT	팀이	복잡한	태스크와	워크플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레드햇	도큐먼트	참고).

5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관리해	주는	오픈	소스	시스템이다.	줄여서	k8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앞	글자	k
와	마지막	글자	s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수	8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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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가볍다(수십 메가바이트).

•	경량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 복제, 이관, 배포가 쉽다.

•	게스트 OS를 부팅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App1 등) 시작 시간이 빠르다.

•	가상머신보다 경량이므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1.2.2 도커
컨테이너는 최신 기술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를 통해 리눅

스 컨테이너LinuX	Container,	LXC 기술로 완벽해졌고, LXC 기술을 차용한 

도커를 통해 컨테이너의 생성과 배포를 위한 완벽한 가상화 설루션, 

컨테이너 표준화로 자리 잡았다.

컨테이너는 코드와 모든 종속성을 패키지화하는 표준 소프트웨어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이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는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코드, 런타임,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는 경량의 독립형 실행 가

능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는 도커 허브docker	hub
6로부터 내려받거나pull Dockerfile을 통해 생성build하여 

도커 엔진7을 이용해 실행하면 컨테이너 서비스가 된다.

도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LXC를 이용한 컨테이너 구동: containerd는 리눅스 및 윈도우용 데몬daemon으로, 이미지 전송 및 

스토리지에서 컨테이너 실행 및 감독, 네트워크 연결까지 호스트 시스템 전체 컨테이너의 라이

프사이클을 관리한다.

•	통합 Buildkit: 빌드킷buildkit은 도커 파일의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오픈 

소스 도구이며,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아키텍처 향상 기능을 제공한다.

•	도커 CLI 기반: 도커 명령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CLICommand	Line	Interface로 제공한다.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

룰 수 있는 도커 엔진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이미지 업로드push/다운로드pull을 통해 컨테이너 서비스

6	 도커	허브(https://hub.docker.com)는	도커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7	 도커	엔진은	리눅스,	윈도우,	macOS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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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이미지 배포를 지원하는 도커 허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user@docker-host:~$ docker pull ubuntu:18.04

# push를 하려면 사전에 도커 허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docker login을 통해 접속한 후 수행할 수 있다.
user@docker-host:~$ docker push dbgurum/test_image:1.0

위의 예시는 도커 허브로부터 Ubuntu(우분투) 18.04 버전을 호스트로 다운로드를 수행하고, test_

image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이 이미지를 dbgurum(필자의 도커 hub 저장소명)에 test_

image:1.0이라는 태그tag로 업로드를 수행한 것이다. 별도의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서버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커 허브로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룬다. 

큰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도커 컨테이너 기술은 PaaS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 트래

픽 라우팅, 로드 밸런싱 등을 쉽게 하려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추가로 요구된다.

인프라에 포함된 자원

컨테이너 자동 관리 도구

컨테이너를 통한 서비스

IaaS 
(AWS, GCE, OpenStack 등)

PaaS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Kubernetes)

LXC / Docker 기술

컨테이너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그림 1-10  도커와 PaaS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Node.js로 만든 샘플 코드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로컬에 node.js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npm이라는 모듈이 필요하다.8

‘그냥 설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여러 가지 의존성 있는 애플

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떨까? 환경 설정과 함께 각 애플리케이션을 설

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도커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

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샘플 소스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다.

8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구성된	서버	사이드	서비스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든	런타임이고,	npm은	node.js	기반의	모듈을	모아
둔	집합	저장소다.	npm은	Node	Package	Manager(Modules)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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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ker hub으로부터 node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함.
# 이미지명 뒤에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latest(최신) 버전으로 지정.
user@docker-host:~$ docker pull node

#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실행하여 컨테이너화(containerized)함.
user@docker-host:~$ docker run -d -it --name=nodejs_test node:latest

# 컨테이너 실행 확인.
user@docker-host:~$ docker ps

# 미리 작성해 둔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 내부로 복사. (nodejs_test.js)
# 내부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별도 편집 프로그램(vi 등) 설치가 필요하여 복사함.
user@docker-host:~$ docker cp nodejs_test.js nodejs_test:/nodejs_test.js

# 실행 중인 npm이 설치된 nodejs_test 컨테이너에 bash 셸(shell)로 접속.
user@docker-host:~$ docker exec -it nodejs_test /bin/bash

# 전달된 소스 코드 확인.
root@579bcaa0d4d0:/# ls
bin  boot  dev  etc  home  lib  lib64  media  mnt nodejs_test.js

# 설치된 npm 모듈 버전 확인.
root@579bcaa0d4d0:/# node -v
v13.5.0

# nod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샘플 소스 코드 테스트 수행.
root@579bcaa0d4d0:/# node nodejs_test.js

위 과정이 도커를 처음 사용해 본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도커에 어

느 정도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1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일 것이다. 도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사전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가능한 것이다. 3장에

서 실제 코드를 이용하여 실습해 볼 것이다.

도커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도커 엔진, 도커 허브 외에 활용도가 높은 많은 구성 요소가 있다.

•	Docker Engine: 도커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

•	Docker Hub: 전 세계 도커 사용자들과 함께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Docker-compose: 의존성 있는 독립된 컨테이너에 대한 구성 정보를 야믈YAML 코드로 작성하

여 일원환된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	Docker Kitematic: 컨테이너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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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ker Registry9: 도커 허브 사이트를 공개된public 레지스트리라고 보면 됨. 사내에 도커 컨테

이너 이미지를 push/pull 할 수 있는 독립된 레지스트리 구축 시 사용

•	Docker Machine: 가상머신 프로그램(VMware, Virtualbox) 및 AWS EC2, MS Azure 환경에 도

커 실행 환경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

•	Docker Swarm: 여러 도커 호스트를 클러스터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도커 오케스트레이

션 도구

1.2.3 도커 맛보기: PWD
3장에서 도커 엔진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docker.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화형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커를 이용한 CentOS 7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는 맛보기를 해볼 것이다.10 

1  https://hub.docker.com에 접속하여 본인 계정을 만든다.

그림 1-11  도커 허브 사이트 가입

9	 	도커에서	레지스트리(registry)는	이미지가	등록된	저장소를	의미한다.	공개	저장소(public	registry:	도커	레지스트리,	레드햇	레지스트리	등)와	개인이
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개별	저장소(private	registry)가	있다.

10	 	PWD(Play	With	Docker)에서	4시간의	세션	타임을	이용하여	도커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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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계정에 저장소Repository를 만든다.

그림 1-12  도커 허브 저장소 생성

3  도커 튜토리얼 사이트(https://www.docker.com/101-tutorial)에 접속한다.

그림 1-13  도커 튜토리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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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커 튜토리얼의 Play with Docker 설명에 있는 1번 URL을 클릭한다(https://labs.play-with-docker.

com). 화면 중앙에 처음에는 [Login]이 나오고, 이미 접속된 상태라면 바로 [Start]로 변경된다.

그림 1-14  Play with Docker

5   접속이 되면 playground에 [+ ADD NEW INSTANCE]를 이용하여 가상의 도커 터미널이 제공된

다. 세션당 연습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4시간이다.

그림 1-15  PWD 가상 터미널

6  PWD가 제공하는 작업 환경에서 간단하게 도커를 가지고 놀아보자.

그림 1-16  PWD 작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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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살펴보자. 

•	가상 IP 주소와 함께 자원(메모리, CPU)에 대한 리소스 현황을 볼 수 있다.

•	SSHSecure	Shell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지원한다.

•	[OPEN PORT]는 도커 컨테이너를 외부로 노출 시 바인드되는 포트 번호를 보여준다.

추가적인 환경 구성은 직접 살펴보도록 한다.

도커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이므로 기본 리눅스 환경에 익숙해야 컨테이너를 다

루기가 쉽다.

7   특정 테스트를 하기 위해 CentOS 7 버전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한다. 다음과 같이 제공된 터미널 

환경에서 따라 해본다. 자세한 명령에 대한 의미는 3장에서 다룬다.

# 제공된 환경에 이미지와 컨테이너가 있는지 조회해 본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 docker image ls
$ docker ps

# 도커 허브 사이트로부터 CentOS 7 버전의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한다.
$ docker pull centos:7
7: Pulling from library/centos
ab5ef0e58194: Pull complete 
Digest: sha256:4a701376d03f6b39b8c2a8f4a8e499441b0d567f9ab9d58e4991de4472fb813c
Status: Downloaded newer image for centos:7
docker.io/library/centos:7

#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확인해 본다.
$ docker image ls
REPOSITORY          TAG                 IMAGE ID            CREATED             SIZE
centos              7                   5e35e350aded        4 months ago        203MB

#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CentOS 7 능력을 구경해 볼까? 컨테이너를 시작한다.
$ docker run -it --name=centos7_test centos:7 /bin/bash

# 프롬프트(prompt)가 변경, CentOS 7 컨테이너 환경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본다.
[root@9b6c19fbc397 /]# cat /etc/os-release 

NAME="CentOS Linux"
VERSION="7 (Core)"
ID="centos"
ID_LIKE="rhel fedora"
VERSION_ID="7"
PRETTY_NAME="CentOS Linux 7 (Core)"
ANSI_COLOR="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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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_NAME="cpe:/o:centos:centos:7"
HOME_URL="https://www.centos.org/"
BUG_REPORT_URL="https://bugs.centos.org/"

CENTOS_MANTISBT_PROJECT="CentOS-7"
CENTOS_MANTISBT_PROJECT_VERSION="7"
REDHAT_SUPPORT_PRODUCT="centos"
REDHAT_SUPPORT_PRODUCT_VERSION="7"

[root@9b6c19fbc397 /]# exit
exit
[node1] (local) root@192.168.0.8 ~
$

다운로드한 CentOS 7 이미지 용량을 살펴보자. 203MB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환경 또는 가상머신

VM에서 설치했다면 아마도 3~5GB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했을 것이다.

8  이번에는 도커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번 내용을 실행해 보자.

→ PWD Terminal에 docker run –dp 80:80 docker/getting-started:pwd 입력

# 마찬가지로 도커 허브로부터 docker 저장소에 저장된 getting-started:pwd 다운로드

# -d(backgroud에서 실행), -p 80:80(호스트의 80번 포트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 연결)

$ docker run -d -p 80:80 docker/getting-started:pwd
Unable to fin' imag/ /docker/getting-sta'ted:p/d/ locally
pwd: Pulling from docker/getting-started
89d9c30c1d48: Pull complete 
24f1c4f0b2f4: Pull complete 
16542569a10d: Pull complete 
08396939143d: Pull complete 
Digest: sha256:9156d395e7e41498d5348e95513d61fc7929db720393448306c5d7263d7f2696
Status: Downloaded newer image for docker/getting-started:pwd
3907789c5731b8e82ffea7f611925cf3fb166919650d85a58c1613e1f717c64c 

상단 [OPEN PORT] 옆에 포트 번호 80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7  PWD 예제 결과: 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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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클릭해 보면 제공된 SSH 주소에 해당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된 웹 화면을 80번 포트로 연결해

서 웹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8  PWD 예제: 연결된 웹 사이트

호기심이 든다면 호스트 포트 번호를 변경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80:80(호스트 포트:컨테이

너 포트) 값을 8888:80으로 변경해 본다. 상단에 [OPEN PORT] (8888)(80) 포트가 추가로 생기고, 

(8888)을 클릭해 보면 처음에 봤던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도커에 대한 감을 잡았다면 끈기 있게 각 장을 이어가기 바란다. 2장에서 docker  desktop

을 이용하여 리눅스 환경에 설치해 보고, 3장에서는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 세계로 들어가 본다.

쿠버네티스1.31.3

앞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살펴봤다. 2013년에 

발표된 도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배포하기 위한 공

개 표준을 제공했다. 기존의 컨테이너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100개, 1,000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컨테이너

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

킹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할까?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확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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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11 중 하나가 쿠버네티스다.  

쿠버네티스는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의 수많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확장, 배포, 관리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주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그림 1-19  Kubernetes Managed Service

도커를 이용한 컨테이너 기술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도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도커 

스웜, 아파치 메소스, AWS의 ECSElastic	Container	Service 등 많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나왔고, 그중 

하나가 2014년 구글이 자사 서비스 개발을 위한 보그Borg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쿠버네티스다. 

2015년 정식 1.0 버전이 출시되었고,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쿠버네티스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마이

크로서비스 아키텍처MicroService	Architecture,	MSA
12의 기준도 쿠버네티스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사실상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규모 배포 작업에 가장 적합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Kubernetes Managed Service’를 사

용하고 있다.

•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for Kubernetes(Amazon EKS):  
https://aws.amazon.com/ko/eks 

•	Azure Kubernetes Services(AKS):  
https://azure.microsoft.com/ko-kr/services/kubernetes-service

11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다양한	머신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합하여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처럼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을	쉽게	조정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는	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서비스로	실행하는	독립적	구성	요소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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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Kubernetes Engine(GKE):  
https://cloud.google.com/kubernetes-engine

그럼, 쿠버네티스는 왜 유용할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수행하는 서버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등의 작업을 자동화(오토 스케일링,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등)하여 인프라 관리보다는 서비스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	서비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이 24/7/365 지속되기를 원한다. 컨테이너에 장애 발생 시 자가 

회복self-healing 기능을 통해 곧바로 복제replica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	컨테이너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하면 점진적 업데이트rolling	update를 통해 다운타임 

없이 쉽고 빠르게 릴리스 및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된 빈 패킹bin	packing 등 분산 시스템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쿠버네티스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는 5장에서 실습을 통해 자세히 다뤄 볼 것이다.  

데브옵스1.41.4

데브옵스DevOps는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s의 합성어다. 이 두 가지 업무(부서)를 하나의 의미

로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의 업무가 개발이거나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업무 목표와 이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개발 팀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시에 신속하고 빠른 배포에 중점을 두지만, 운영 팀은 안정성, 

보안,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유지가 업무 목표일 것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떨까? 방대한 스케일과 세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발과 운영의 협업, 협

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 팀은 신규 소프트웨어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관성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운영 팀은 신규 소프트웨어의 동작과 상황에 따른 오류 발생을 이해해야 한다. 즉, 

업무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협업과 이해 공유, 책임 공유를 통해 전체 개발 및 인프라의 라이프사이

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데브옵스는 단순하게 업무, 부서(팀), 방법론, 기술 형태로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적으로 상충관계

trade-off에 있는 모든 형태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의 추가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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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처리 시간 증가 등)가 발생할 수 있다.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과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간 소통을 통해 절충과 좋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조직 내의 모든 업무자 간의 소통과 협력은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데브옵스의 기본 철학이자 하나의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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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리눅스, 윈도우, macOS에 도커 엔진을 설치하여 도커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다양한 

운영체제1에서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도커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운영체제에 설치하든 무관하지만, 되도록이면 도커 최

적화를 위해 64비트 리눅스인 CentOS, Ubuntu 같은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 배포판을 권장한다. 윈도

우, macOS 환경은 별도의 가상화 기능2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설치 환경이 달라도 기본 명령어 등

의 사용법은 동일하므로 본인의 환경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그럼, 가상화의 표준인 도커에 첫발을 내디뎌보자.

Docker Desktop 
for Mac

Docker Desktop 
for Windows

Docker for  
Linux

그림 2-1  도커 엔진 설치 운영체제

도커 엔진2.12.1

가상화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인기 있는 도커Docker는 2013년 3월에 닷클라우

드dotCloud,	Inc.
3의 엔지니어였던 솔로몬 하익스Solomon	Hykes가 오픈 소스로 공개 발표4했다. 

도커는 기존의 리눅스 컨테이너LXC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설치 후 버전 정보docker	version를 확인해 보면 Go 언어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

시 이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사실상 컨테이너 가상화를 이용한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설루션

next	generation	cloud	infrastructure	solution의 표준이 되었다.

도커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1	  hub.docker.com의	좌측	상단에	Docker	CE(Community	Edition)를	클릭하면	운영체제별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버전(무상	버전)을	볼	수	있다.
2	 	윈도우는	Hyper-V,	macOS는	XHyve(macOS의	도커	사용)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는	Hypervisor.framework	가상화	기능을	사용한다.
3	 	닷클라우드(www.docker.com)는	PaaS를	개발한	회사이고,	현재는	이름을	‘Docker,	Inc.’로	변경하여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의	표준	회사로	더욱	발전

했다.
4	 	https://youtu.be/wW9CAH9nSLs에서	솔로몬	하익스가	도커를	발표하는	영상(제목:	리눅스	컨테이너의	미래[The	Future	of	Linux	Container])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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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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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ot, cgroup, namespace chroot, cgroup, namespace

Docker CLI API

SwarmKit

Logs Mgmt

Storage Mgmt

Libnetwork

BuildKit

DCT

Image Mgmt

그림 2-2  도커 엔진의 기술 변화, LXC vs. Docker

초기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인 LXC를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였다. 이후 0.9.0 버전부터는 

libcontainer OCI5를 이용하였고, 1.11.0 이후 버전부터는 runC OCI를 이용한다. 현재 버전에 포함된 

runC 라이브러리는 운영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드라이버다. 이를 통해 호스트 운영체

제 의존성이 제거되면서 리눅스 플랫폼에 의존적인 LXC를 대체하게 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dockerd, containerd 데몬과 run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게 된다.

도커 컨테이너 기술은 가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눅스 커널에서 컨테이너를 제어하는 chroot, 

cgroup, namespace API6를 런타임으로 사용함으로써 프로세스 단위의 격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자체에는 필요한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만 존재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이 가상머신의 수 기가

바이트에 비해 수 메가바이트7로 작고, 배포 시간도 빠르다. 

5	 	OCI(Open	Containers	Initiative)는	컨테이너	형식	및	런타임에	대한	개방형	산업	표준이다.	
6	 	1.2.1절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에서	소개했다.
7	 	그림	1-9	‘로컬	서버	vs.	가상머신	vs.	컨테이너	비교’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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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용 도커 엔진 설치2.22.2

2.2.1 도커 설치 환경
도입부에서 권장했던 CentOS 7, Ubuntu 18.04 리눅스 배포판8을 기반으로 도커 엔진을 설치해 보

자. 우선, VMware나 VirtualBox 같은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설치하고 리눅스를 설치한다. 

VMware player는 VM웨어 홈페이지(https://www.vmware.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나머지 

버전은 유료다. 오라클의 VirtualBox는 VirtualBox 사이트(https://www.virtualbox.org)에서 무료로 다운

로드할 수 있다. VMware나 VirtualBox로 각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이 필요하다. 

구글 검색을 이용하여 리눅스 배포판 ISO 파일을 찾아 무료로 설치한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실습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	도커 실습: VirtualBox + Ubuntu 18.04 Xenial(LTS) 

다음은 도커 엔진 설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지원되는 최신 리눅스 배포판을 선택한다(각 리눅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	uname -a 명령을 사용해서 리눅스 커널 정보(3.10 이상)와 64비트를 확인한다(x86_64).

# Ubuntu 18.04 버전에서 조회한 내용.
~$ uname -a
Linux docker-host 5.3.0-28-generic #30~18.04.1-Ubuntu SMP Fri Jan 17 06:14:09 UTC 2020 
x86_64 x86_64 x86_64 GNU/Linux
# Ubuntu 20.04 버전에서 조회한 내용.
~$ uname –a
Linux hostos1 5.11.0-37-generic #41~20.04.2-Ubuntu SMP Fri Sep 24 09:06:38 UTC 2021 
x86_64 x86_64 x86_64 GNU/Linux

•	리눅스 관리자 root 계정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도커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sudo 명령을 통해 

설치를 진행한다. 설치 이후 usermod 명령을 통해 docker 명령을 sudo 없이 사용할 수 있도

록 변경한다(별도의 도커 관리자 계정 사용 권장).

도커를 설치하기 전에 도커 에디션에 대해 알아보자.

8	 	리눅스	배포판(-配布版,	Linux	distribution,	간단히	distro)은	리눅스	커널,	GNU	소프트웨어	및	여러	가지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운영체제이다
(위키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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