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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래된 것은 무엇이든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Everything old is new again)”라는 격

“오

언은 패션부터 정치, 그리고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흔히 듣게 된다. 이는 또한 리

눅스 컨테이너가 등장했을 때에도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며, 나는 여기에 좀 더 살을 붙
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래된 것은 무엇이든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 그런데도 흥미진진
하다.”
컨테이너는 리눅스 배포판에서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무언가 동작하도록 빌드하기
에 쉽지 않아서 쓰는 것을 보기가 거의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눅스 컨테이너 구현은
단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는 확장이나 호환성 같은 구현상의 문제를 불러
왔다.
사용하기 쉬운 표준화된 패키징 포맷과 결합해 리눅스 컨테이너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괄목
할 만한 성장을 보여 준 도커는, 개발자와 운영팀에게 난해했던 절차들을 쓸 만한 기능으로
뒤집어 놓았다. 리눅스 컨테이너의 르네상스를 불러온 도커는 관심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
며,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 모든 곳의 팀들이 한동안 리눅스 컨테이너의 목표였
지만, 복잡성 뒤에 숨은 덫에 걸려 몰랐던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통합 단순화, 지속적인 개발
등의 이점을 깨닫도록 도커는 도와주고 있다.
도커를 통해 리눅스 컨테이너는 IT 업계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에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
다. 그리고 이런 도커의 출현은 기술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다양한 컴퓨팅 환경과 플랫폼의 애
플리케이션 배포까지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리눅스 컨테이너의 잠재력에 혁신의 물결을 일으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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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반드시 완전히 새롭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
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도커의 성공도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이루어졌다. 이는 수년간의 기
술 혁신과 도커를 쓰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눅스 핵심 기술의 진화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도커에 의해 활용된 리눅스 기능들의 성숙함은 이제 도커가 리눅스의 울타리를 벗어
나 다른 OS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커는 기술 전문가들의 생각을 크게 바꾸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
포의 관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리를 기술이나 절차적 해법을 요구하는 복잡성
대신 ‘필수 조건(table stakes)’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들의 초기 적
용 단계는 전형적인데, 이런 관점의 변화는 종종 지나친 단순화와 함께 관련된 측면을 무시
하게 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도커와 리눅스 컨테이너의 잠재력은
단순히 개발을 재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간다. 이것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환경
을 바꾸고 있다.
도커와 도커의 쉬운 사용성이 리눅스 컨테이너에 가져온 명백한 영향은 비즈니스, 개발, IT
인프라팀 사이의 조직적 구분을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커는 개발팀과 운영팀
사이의 알력을 통합해 준(혹은 휴전시킨) 데브옵스를 구현한 효과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컨테
이너화는 IT 환경을 현대화시켰으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핸드오버와 거기서 발생하는 조율
과정의 비용을 줄이면서 기술 스택과 절차에 적절한 소유권을 부여한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포맷이자 일원화된 인터페이스와 방법론으로서 도커의 역할은 애플리
케이션 팀이 도커 포맷의 컨테이너 이미지와 의존 라이브러리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운영팀에
게는 인프라 관리 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표준화된 컨테이너 인프라가 자리하면서 IT 조
직은 빌드, 배포 관리, 보안 조치, 자동화 요구, 기술 수준 및 비용 관리까지의 모든 것을 컨
테이너 안의 코드에 보안이나 비용 측면의 손실 없이 팀이 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도커는 또한 규모와 성능에서 큰 효율을 가져다주었다. 도커 포맷 컨테이너를 통해 시스템 레
벨 의존성은 최소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즈가 종종 수십에서 수백 메가 수준까지도 줄
어들었다. 이를 기가바이트 단위 사이즈의 전통적인 가상 머신과 비교해 보라. 성능을 비교
해 본다면 이는 단순히 혁신적이니 파괴적이니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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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시작에 수 밀리초면 충분하다. 몇 분이 걸리는 기존의 가상 머신을 경험해 보았다면
엄청난 차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적다면 컨테
이너 이미지 배포는 더욱 빠르므로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원이 실시간으로 요구된다
면 빠른 상태 변화와 동적 자원 할당이 필요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효과적으로 빌드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커와 리눅스 컨테이너가 가져온 아마 가장 큰 혁신이자 중대한 변화는 애플리케이
션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다. 우리가 알던 단일화된 애플리케이션 스택은 수십, 수백 조각의
작고 단일 목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쪼개질 수 있으며, 이것들이 합쳐져서 전통적인 애
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각 조각을
훨씬 효과적으로 재작성하고, 재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서비스의 빌드에 의한
진정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배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지만, 새롭게 온 것들이 과거에서
왔다는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커와 리눅스 컨테이너에게도 도전이 없지는 않다.
관리, 보안, 인증은 엔터프라이즈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컨테이너는 보안이 잘 된 호스트
에 배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의 보안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것에 좌우된
다는 것이다. 즉,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보안 위험이나 멀웨어, 그리고 알려진 문제점과 같
은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려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믿을 만한 원천으
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사인을 갖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도커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세상으로 오면 관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
아진다.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의 잠재력은 가상 머신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다수의 모든 컨테이너 관리는 보안만큼이나 큰 어려움이지만 중요하며, 결국
컨테이너 안의 내용을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업데이트와 롤백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오
케스트레이션은 무엇인지? 한계 초과(sprawl)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컨테이너는 언제 빼거나,
아카이빙 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서버에 남겨 둘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컨테이너 애플리케
이션에 적용되어야 할 질문들이며, 엔터프라이즈 단계에서 핵심적인 업무에 도입되기 전에 확
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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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리눅스 컨테이너는 엔터프라이즈 세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
용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이동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적인 단일 구조의 애
플리케이션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많은 구시대 기술들이 여전히 레거시로 존재한다),
컨테이너는 이런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모델
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리지 않고 극적인 유연성, 호환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션과 칼은 리눅스 컨테이너(그리고 도커)로 수년간 일해 왔으며, 이 책에서 IT 업계가 도커와
컨테이너 르네상스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도커가 현실
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개발자나 IT 전문가들이 도커와 리눅스 컨테이너를 조직에서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제대로 안내하고 있다.
라스 헤르만(Lars Herrmann)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상화/컨테이너 전략 부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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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책을 번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순식간에 두 번째 책의 출간을 목전에 두
고 있다. 본업을 가진 채 진행한 두 번의 번역 모두 쉽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중요도가

매우 큰 소프트웨어를 다룬 책들을 번역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값진 경험으로 생각한다.
책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도커는 예전에 많이 쓰이던 익명 FTP나 리눅스 설치 등에 사용된

chroot와 FreeBSD의 jail 기술 등에서 발전한 리눅스 컨테이너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도커 자체는 운영 엔지니어에게 주로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개념과 원리는 여
러 분야의 개발자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대표적으로, 클러스터 스케줄링을
위한 도구인 메소스(Mesos)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요즘 많은 곳에서 쓰이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혹시 당장 필요가 없어 보여도 최신 도구(그것도 주류가 될 도구)에 대한 지식은 IT에 발을 담그
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변화가 심한 업계이긴 하지만, 새로
운 기술이란 게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창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도커의 핵심이자 장점은 개인적으로 ‘가벼운 가상화’라고 생각한다. 가상화라고 하면 많은 사
람이 VMware나 VirtualBox 같은 가상 OS의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종
류의 가상화와는 다르다. 책에서의 표현처럼 고립화(isolation)가 더 어울리겠지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의 느낌은 가상화에 가깝다고 본다.
도커는 가상 OS처럼 실제로 고립된 공간에 OS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가볍고 부담 없이 인스턴스 생성/삭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그 가벼움 덕택
에 배포든 테스트든 일시적인 목적을 위한 S/W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워 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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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벼운 발상의 전환이 혁신을 가져온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양과 그 처리 복잡도의 증가로 클러스터와 클라우드가 점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커 또한 그 필요에 꼭 맞는 S/W가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자는 못 될지언정 혁신
적인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약간의 행운은 아닐까 싶다.
꼭 해 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해 봐야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 번역도 바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혹시 생길지 모를
오역이나 개인적인 능력 부족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긴 하지만,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되는 기회가 드물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는 일반 독자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좋은 책이 번역되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
린다. 그리고 영어 초심자의 시도 때도 없는 질문에 친절히 답해 준 노만 알리(Nomaan Ali), 번
역하느라 날마다 늦게 퇴근하는 나를 이해해 준 아내와 아이들, 우리를 늘 걱정해 주시는 부
모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번역 실력이지만 책을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작
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옮긴이 박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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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도커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 환경에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커 애플리케이션 빌드, 테스트, 배포, 운영 시스템 디버깅 등을 다루
게 된다. 중간에 도커 생태계의 몇몇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나 플랫폼 등도 다룰 것이다. 그리
고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보안 사항 및 권장 사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배포하는 복잡한 워크플
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당신이 도커, 리눅스 컨테이너, 데브옵스
(DevOps),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이유
최근 도커에 대해 많은 논의, 프로젝트, 기사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읽
는 데에 왜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비록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도커는 새로운 기술이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도커는 도커 생태계의 몇 가지 주요 도구들을 더해 네 번이나 릴리스
되었다. 도커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자신의 워크플로에 적용할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통합하는 것 등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일부 회사나 엔지니어링 팀만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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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운영 환경에 적용해 왔다.
우리는 뉴 렐릭(New Relic)의 사이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1년 반 이상 도커 플랫폼을 빌드하고
운영해 왔다. 도커가 릴리스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실제 운영 환경에 도커를 구축했으며, 지
난 1년 반 동안 플랫폼을 진보시켜 오면서 얻은 경험을 이 책에서 공유할 것이다. 우리의 목
적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장애물들을 독자들이 피하면서 성취감을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커의 온라인 문서들도 유용하지만, 이 책에서는 더 큰 그림과 우리가 익힌
최선의 사례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으면 도커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도커와 어떻게
실행하고 배포할지와 실제 운영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관한 개괄적인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컨대 이 책으로 몇몇 실용적인 예제 애플리케이션들과 함께 흥미로운
기술을 겪어 보는 짧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장과 2장은 도커의 소개와 함께 도커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설명한다.

•

3장은 도커 설치에 필요한 단계들을 다룬다.

•

4장에서 6장까지는 도커 클라이언트, 이미지, 컨테이너들에 관해 그것들이 무엇이
고,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7장과 8장은 컨테이너를 제품화하고 디버깅하는 흐름에 관해 논의한다.

•

9장은 공개 클라우드나 사내 클라우드에 대규모로 도커를 배포하는 것에 관해 깊이
있게 살펴본다.

•

10장은 도커에 어느 정도 친숙해졌다는 가정에 따라 고급 주제들을 살펴볼 것이며,
이 내용은 도커를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

11장은 차세대의 인터넷 규모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관해 업계에
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핵심 개념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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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은 모든 부분에 관해 복기하며 매듭을 짓는다. 여기에는 공부한 것들의 요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배포하고 확장하는 방법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기술 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는 않으며, ‘이 책의 구성’과
같은 부분은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다
면 이 책을 읽는 다른 접근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

리눅스 컨테이너에 경험이 없다면 처음부터 읽도록 한다. 1장과 2장은 도커와 리눅
스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내용, 즉 그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왜 알
아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했다.

•

본인의 워크스테이션에 도커를 바로 설치해서 써 보고 싶다면 도커 설치법, 이미지
생성과 다운로드, 컨테이너 실행 등에 관해 다루는 3장과 4장부터 보도록 한다.

•

이미 개발 과정에 도커를 사용 중이며, 이를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조언이 필
요하다면 7장부터 10장까지에서 컨테이너 배포와 디버깅에 관해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고급 주제들까지 파헤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소프트웨어/플랫폼 아키텍트라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수평적으로 확
장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최근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11장이 살펴보기에
적절한 곳일 것이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아래의 인쇄 표기법에 따른 규칙이 쓰였다.
고딕체

새로운 용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 등을 가리킨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코드 인용 및 본문 내에서의 프로그래밍 요소들 – 변수나 함수명, 데이터베이스, 자료형,
환경 변수나 프로그램 문장 및 키워드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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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사용자(user)가 직접 타이핑해야 하는 명령어나 문자열을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값이나 경우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교체되어야 할 부분을 표시
한다.

이 아이콘은 팁이나 제안을 표시한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주석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감사의 말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많은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뉴 렐릭의 닉 벤더스(Nick Benders), 뵤른 프리먼 벤슨(Bjorn Freeman-Benson), 다나 로
손(Dana Lawson)은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주었으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
었다.

•

오라일리(O’Reilly)의 로렌 루마(Lauren Ruma)는 도커 책의 집필을 우리에게 처음 시작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마이크 라우키즈(Mike Loukides)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
게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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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언 맥가비(Gillian McGarvey)와 멜라니 야브로(Melanie Yabrough)는 원고 입력에 수
고해 주었으며,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집중하도록 도와주었다.

464개의 쉼표가 추가되고 세어 보는 등….
•

웬디 카탈라노(Wendy Catalano)는 모든 독자를 위한 색인 작업을 도와주었다.

•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모든 길을 바르게 안내해 준 편집자 브라이언
앤더슨(Brian Anderson)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

도커를 함께 적용해 온 뉴 렐릭의 모든 동료는 이 책에 반영된 많은 경험을 전해 주
었다.

•

오리건 주 포틀랜드(Portland, OR)의 월드컵 커피(World Cup Coffee), 맥미나민스 링글
러 퍼브(McMenamins Ringlers Pub), 올드 타운 피자(Old Town Pizza)는 친절하게 우리
가 테이블들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접시가 빈 뒤에도 오랫동안 전원을 쓰도록 해
주었다.

•

초고 검토자들은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알
려 주었다. 크세니아 블라첸코(Ksenia Burlachenko)는 가장 맨 처음 검토해 주었을 뿐
더러 책 전체를 테크니컬 관점에서 살펴봐 주었다. 그 외에 앤드루 T. 베이커(Andrew
T. Baker), 세바스찬 구스겐(Sebastien Goasguen), 헨리 고메즈(Henri Gomez)에게 감사를

전한다.
•

자세하고 일관성 있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 앨리스 골드퍼스(Alice Goldfuss)와 톰
오퍼맨(Tom Offermann)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

늘 우리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할 때 조용한 시간을 제공해 준 우리의 가족
들에게도.

•

마지막으로, 이름을 싣지는 못했지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조언해 주고, 여러 가지
로 도와준 많은 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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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해서
《도커: 처음부터 운영까지》의 표지 동물은 대왕고래(Blue Whale, 학명 balaenoptera musculus)다.
대왕고래는 약 30미터 길이에 몸무게가 200톤까지 나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
로 여겨진다. 태어날 즈음의 대왕고래 새끼는 어른 하마와 비슷한 크기이며, 하루에 90킬로그
램씩 자란다. 성장이 끝나면 대왕고래는 길쭉한 모양에 작은 등지느러미와 양옆에 지느러미
발, 플루크(fluke)라고 알려진 수평꼬리를 가진다. Blue Whale이라는 영어 이름은 청회색의 색
깔에서 유래되었다.
대왕고래는 표류해 다니는 편이며, 모든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운 극지방
에서 지내다가 출산을 위해 따뜻한 열대지방 바다로 이동한다. 대왕고래는 주로 혼자나 쌍으
로 여행하며, 복잡한 발성의 조합으로 대화한다. 긴수염고래과에 속하며, 수염으로 알려진 입
에서 뼈로 이루어진 널빤지 같은 것으로 먹이를 꽉 죄어 먹는다. 먹이는 거의 새우와 유사한
작은 갑각류인 크릴새우다. 하루에 거의 3.6톤의 크릴새우를 먹으며, 1,500만 킬로칼로리를
소비한다. 그들의 속도와 크기 덕택에 천적은 거의 없다.
한때 대왕고래는 수십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로 번성했었다. 초기에는 포경하기에 너무 크고
빨랐으나, 1800년대 후반 작살 총이 발명되면서 대왕고래의 사냥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수십 년간의 포경은 개체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개체 수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포
경 금지가 1966년에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오라일리 도서 표지의 동물들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며, 모든 동물은 지구상의 소중
한 생명이다.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http://animals.oreilly.com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표지 그림은 《영국의 네발짐승들(British Quadrupeds)》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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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광(플랜티넷)

도커는 최근 많은 회사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도커의 설치부터 활용까지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관심은 있
지만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확장하거나
유지 보수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꽤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도 일단 시작했으니 회사 프로
젝트에 이용하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김용균(이상한모임)

요즘 생산성을 높이는 멋진 도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커는 매일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만, 매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았는데, 이 책
이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소개하는 서비스와 유용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평소에 느꼈던 갈증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부분만 잘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프로덕션 레벨에서 염두에 둬야 하는 사항을 다룬 부분이 특히 유용했고
많이 와 닿았습니다.
김진영(한국정보공학D&S)

Docker! 거대한 화물을 실은 큰 고래 모양의 그림은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고래
그림에 담긴 도커의 철학과 컨테이너를 얹은 고래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많은 가치를 이 책에
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이 만만하지 않은 학습이 예상되지만, 분명 그 노력
이상의 가치를 이 책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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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퍼플웍스)

도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도구입니다. 이 책은 도커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부터 고급 주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환경에서의 도커에 관한 내용이나 배포 도구, 네트워킹, 오
케스트레이션, 보안, 고급 설정에 대한 내용이 좋았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서 몰랐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설형민(CJ올리브네트웍스)

도커의 기본 원리부터 옵션별로 상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막연히 샘플만 보며 고민하
던 내용을 예제를 보며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커를 사용할 때 궁금하던 디
버깅이나 제품 수준의 고려 사항 및 이후 배포까지의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은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의 사용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송영준(줌인터넷)

도커를 이용하여 제품을 서비스에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비록 많은 개발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의 샌드박싱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도커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안건국(현대자동차)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Release’라는 말보다는 ‘Shipping’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릴리스’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마지막(?)이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배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
입니다. 그 중심에 컨테이너 기술과 도커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도커의 모든 것을 배우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하나 곱씹으며 생각해 볼 레시피가 많아서 도커 사용에 많은 도
움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영어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필요할 법한데, 역주를 통한 역자의
친절함이 좋았습니다.
이상현(SI 개발자)

도커에 완전 문외한인 저에게는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용 중인 분들이 좀 더 상세
한 정보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활용 방법을 알고 싶을 때 적합한 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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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만(에릭슨엘지)

꼭 필요한 개념과 명령어만 가지고 도커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설치부터 디버깅, 클러스터링까지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브옵스
(DevOps) 개념이 부각되고 도커가 그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현시점에서, 개발자와 운영자 모

두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입문서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원희(BLIZZARD ENTERTAINMENT)

도커에 관해서는 개념만 대충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한 번도 설치를 해 보거나 사용해 본 적
이 없었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하나씩 도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눅스 외의 OS, 특히 맥 OS X에서 도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여러 방법과 책 전반
에 걸쳐 도커의 생태계와 관련된 도구들에 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원서 출간
시점의 도커 버전이 지금과는 달라서 실행 결과가 책에서 설명한 것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 지적해 뒀었는데, 출간 전에 업데이트해 주었으면 합니다.

Beta
Readers...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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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Docker: Up and Running

소개

도커의 탄생
도커는 닷클라우드(dotCloud)의 창립자이자 CEO인 솔로몬 하익스(Solomon Hykes)에 의해 2013
년 3월 15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파이썬 개발자 콘퍼런스(Python Developers Conference)
에서 5분짜리 짤막한 발표(lightning talk, https://goo.gl/etCAiA)로 사전 공지나 일말의 소개 행사도
없이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발표에서 닷클라우드 직원들 외에 40여 명의 사람들만이
도커를 써 볼 수 있었다.
이 발표가 있고 몇 주 동안 수많은 기사가 나갔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오픈 소스(open-source)
화되었고,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깃허브(GitHub)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몇 달
간 점점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도커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배포하고 실행하는 과
정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게 되었다. 거의 1년 만에 IT 업계에서는 도커에 관해 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정확히 도커가 무엇이고 왜 사
람들을 열광하게 하는지 잘 몰랐다.
도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쉽게 배포 패키지를 만들고, 어떤 대규모 환경에서든 배포할
수 있으며, 빠르게 돌아가는 개발 조직의 작업 절차를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
주는 도구(tool)다.

도커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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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의 전망
표면적으로 도커는 가상화 플랫폼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다. 도
커의 영역은 이미 잘 알려진 KVM, 젠(Xen), 오픈스택(OpenStack), 메소스(Mesos), 카피스트라
노(Capistrano), 페브릭(Fabric), 앤시블(Ansible), 셰프(Chef), 퍼핏(Puppet), 솔트스택(SaltStack) 등
을 포함한 여러 인기 있는 기술 영역에 걸쳐 있다. 도커의 경쟁 제품이라 할 만한 것들은 아
마 매우 많을 것이며, 이미 대다수는 들어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가상화 제품과 설정 관리 도구가 서로 경쟁 제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 두 가지
는 도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앞서 말한 기술들은 이미 생산성 측면에서는 정평이 나 있으
며, 큰 거래들을 성사시키곤 한다. 도커는 최근 십여 년 간 나온 그런 종류의 기술 중 한가운
데에 위치한다.
만약 도커를 이런 영역에서 군림해 온 챔피언들과 각 기능별로 비교해 본다면 아마 그저 그런
도전자 정도의 위치로 보일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도커가 다른 것들보다 나은 점도 있겠지
만, 도커의 진짜 위용은 업무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들의 집
합이란 점이다. 카피스트라노와 페브릭 같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도구(deployment tool)의 편의성
과 가상화 시스템 관리의 편의성을 합쳐 놓고, 작업 과정 자동화 및 구성을 구현하기 쉽게 하
는 훅(hook)을 제공함으로써 도커는 매우 강력한 능력을 사용자에게 부여해 줄 수 있다.
늘 수많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최신 유행 기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은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도커를 깊이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본다면 도커
또한 개발자나 운영팀이 겪는 몇 가지 특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저 그런 신기술 중의 하나
로만 생각하기 쉽다. 만약 도커를 가상화나 배포를 위한 기술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별로 매
력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도커는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이다.
작은 조직이라도 팀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과 일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도 팀 내에서 치밀하게 정보를 소
통하는 일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더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에 도움
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도구가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정
확히 그런 이유로 인해 도커는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도커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도커는 실제로 IT 조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배포하도록 돕는 좋은 도구가 됐다. 잘 설계된 도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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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workflow)1의 적용은 기술팀을 더 행복하게 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조직 전반에
도움이 된다.2
그렇다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 오늘날 예정된 릴리스 일정에 따라 소프
트웨어를 제대로 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회사 규모가 개발자 한두 명 수준에서 여
러 개의 개발팀으로 늘어날수록 새 릴리스 출시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부담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관리하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수많은
환경의 복잡성에 관해 이해해야 하며, 제품 운영팀은 출시할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알아
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환경에 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결과적으
로 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도움이 되는 지식일 것이다. 하지
만 조직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기술이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종종 어떤 회사에서는 연관된 팀에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요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특정 라이브러리(library)의 1.2.1 릴리스를 사용하기 위
해 운영팀에 요청하는 과정은 개발자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개발자들이 직접 쓰는 라이브러리를 간단히 업그레이드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새 버전으로 테스트하고, 패키징할 수 있다면 배포 시간은 꽤 줄어들 것이다. 또한,
운영 인력들이 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팀과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도 서버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업무를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커는 소프트웨
어 개발 과정에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독립적인 단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도커는 매우 안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에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다. 그 아키텍처 철
학의 중심에는 원자적(atomic)이면서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컨테이너 개념이 있다. 배포 과정
에서 기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실행 환경은 다 같이 폐기한다. 애플리케이션과 관
련된 모든 환경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보다 결코 수명이 길어질 수 없으며, 이 간단한 아이디어
가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전 릴리스에서 남아 있던 결과물에 우연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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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대로 ‘작업 절차’ 정도의 의미이지만, 원문에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고 일반명사화된 어감이 있어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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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 단순화로 인한 비용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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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동될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일시적인 디버깅용 수정 사항이 로컬 파일 시
스템(local file system)에 남아 있다가 차기 릴리스에 함께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든다. 모
든 상태가 직접 배포 결과물에 포함되고, 수정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대로 데이터
베이스나 캐시, 파일 서버 같은 외부 의존 대상으로 전송되므로 서버끼리 주고받기가 매우 쉬
워진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은 확장하기가 더 쉬워지며, 더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인스턴스(instance)들은 프런트엔드(frontend) 쪽에서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쉽게 교
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도커를 쓰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세밀한 아키텍처 설계에
의해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도커에서는 그 자체의 설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
로 도커 애플리케이션들은 요구 사항에 의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좋
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커 워크플로의 장점
도커의 모든 것을 카테고리별로 묶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 구
현한다면 도커는 다양한 방면에서 조직, 팀, 개발자, 운영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을 준다. 도커
를 사용하면, 호스팅 시스템(hosting system) 관점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본질적으로 외부에
서 동일하게 보이므로 아키텍처적인 의사결정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애플리
케이션 간에 도구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쉬워진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것은 존
재하지 않는다지만, 도커는 정말 놀랍게도 단점이 거의 없다. 도커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를 아래에 나열해 보겠다.
개발자들이 가진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

많은 회사들은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해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도구
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빌드/릴리스 엔지니어들을 채용해야 했다. RPM, mock, dpkg,
pbuilder 같은 도구들은 사용하기에 복잡할 수 있으며, 각각을 따로 배워야만 했다. 도
커는 모든 요구 사항을 단일 파일에 정의하고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한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관련 OS 파일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화된 이미지 포맷으로 통합

과거에는 대개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라이브러리들과 데몬(daemon)을 포함한 많은 의
존성들을 함께 패키징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행 환경이 100% 동일하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패키징 과정 자체를 완전히 숙달하기에 쉽지 않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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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사이언티픽 리눅스(Scientific Linux)
를 쓰는 사람들은 종종 레드햇(Red Hat) 리눅스에서 테스트된 커뮤니티 패키지를 설치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패키지가 원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
다. 도커를 쓰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필요한 파일들도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
커의 단계화된 이미지가 이를 효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주며, 애플리케이션이 기대한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
패키징 결과물을 모든 시스템과 모든 환경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결과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

개발자가 변경 내역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 커밋(commit)하면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빌
드할 수 있으며, 모든 테스트 과정 및 실행 환경에 재컴파일이나 재빌드 없이 배치해서
쓸 수 있다.
자원 낭비 없이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추상화

VM웨어 같은 전통적인 기업용 가상화 솔루션들은 대개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그 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추상화 계층(layer)을 두기 위해 쓰인다. 그
래서 그만큼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VM들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hypervisor)와 각
VM들이 실행 중인 커널(kernel)은 하드웨어 시스템 자원의 일부를 점유해야 하며, 이
자원들은 호스트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쓸 수 없다. 반면, 컨테이너는 단지 리눅스 커널과
직접 통신하는 또 다른 프로세스(process)3에 불과하므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많
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나 쿼터(quota)4에 설정된 제한 이상으로 자원을
쓰지도 않는다.
도커가 처음 릴리스되었을 때 리눅스 컨테이너는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그것을 활
용한 다른 몇몇 기술도 완전히 새로운 종류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커는 강력한 아키텍처와
워크플로들을 독특한 조합으로 하나로 엮어서 개개의 요소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
들어 냈다. 도커는 결국 10년 가까이 단순히 존재만 하고 있던 리눅스 컨테이너를 대부분의
엔지니어가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으로 바꿔 놓았다.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들을 기업들의
기존 작업 절차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한 도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꽤 많은 사람이 이미 위에 언급한 문제들에 관해 계속 고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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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에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실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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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에 설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사용자별 자원 제한.

도커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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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에는 프로젝트에 새로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커가 아직 완제품 상태가 되기에는 한
참 모자란 것에 당황했지만, 오픈 소스 도커 커뮤니티로부터의 지속적인 소스 커밋이 지금까
지 프로젝트를 활발한 속도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그런 발전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듯 보인다. 도커는 이제 무사히 1.x 릴리스 단계에 진입했으므로 안정성이 담
보되며, 제품으로서도 적합한 상태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과정
에서 직면한 심각한 복잡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커를 기대하고 있다.

도커가 대신할 수 없는 것
도커는 다른 분야의 도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수 있지만, 그런 다양한 기능은 때때로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깊이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도커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하면서 그들이 쓰던
설정 관리 도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도커가 전통적인
도구들을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커의 진정한 힘은 그런 도구들과 호환, 혹은 병행 사용
하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리스트에서 도커가 직접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 연동해 쓰면 훨씬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도구들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플랫폼 - VM웨어, KVM 등

컨테이너는 전통적 의미의 가상 머신이 아니다. 가상 머신은 하나의 완전한 OS를 포함
하고 있으며, 호스트 OS 위에서 돌아간다.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단일 호스트 머신 위
에서 완전히 다른 OS들을 여러 개의 가상 머신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는 호스트와 컨테이너가 동일한 커널(OS의 핵심 기능(CPU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등)을 갖
고 있는 모듈)을 공유한다. 이는 컨테이너가 훨씬 적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OS(리눅스)에 기반을 둬야만 한다는 뜻이다.
클라우드 플랫폼 - 오픈스택(OpenStack), 클라우드 스택(CloudStack) 등

엔터프라이즈 가상화처럼 표면적으로 컨테이너 워크플로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유사성
이 많다. 양쪽 모두 요구 사항의 변화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의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도
록 해 준다. 하지만 도커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니다. 도커는 오직 존재하는 도커 호스
트 머신의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만 배포하고 실행하고 관리해 준다. 새로운 호스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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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머신 인스턴스), 객체(object) 저장소, 블록(block) 저장소, 그 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흔히 쓰이는 다른 자원들을 도커에서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정 관리 - 퍼핏(Puppet), 셰프(Chef) 등

도커는 팀에서 애플리케이션과 그 의존성을 관리하는 역량을 현저하게 높여 주지만, 전
형적인 기존의 설정 관리를 직접적으로 대신하지는 않는다. 도커파일(Dockerfile)은 빌
드 시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의하지만, 컨테이너의 실행 상태를 관리하지는
않으며 도커의 호스트 시스템을 관리할 수도 없다.
배포 프레임워크 - 카피스트라노(Capistrano), 페브릭(Fabric) 등

도커는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의존성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모든 환경에 수정 없이 배
포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써서 배포 작업의 많은 부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
만 도커는 자체적으로 복잡한 배포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큰 규모의
작업 과정 자동화를 함께 시도한다면 다른 도구들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작업 부하 관리 도구 - 메소스(Mesos), 플리트(Fleet) 등

도커 서버는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개념이 없다. 추가적인 조정 도구(도커 자체의 스웜
(Swarm) 도구 포함)를 써서 반드시 도커 호스트 풀(pool) 내에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배분

해야 하며, 모든 호스트와 자원 상태를 추적하고 실행 중인 컨테이너들의 목록을 유지해
야 한다.
개발 환경 - 베이그란트(Vagrant) 등

베이그란트(Vagrant)는 개발자들을 위한 가상 머신 관리 도구이며, 종종 애플리케이션
이 배치될 실제 업무 환경에 가깝게 서버들을 시뮬레이트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베이
그란트는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맥(Mac)OS X이나 윈도우(Windows) 기반 워크스테이션
에서 실행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도커 서버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므로 도커는 개발자
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리눅스 기반 도커 머신들을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Boot
2Docker라는 도구를 원래 제공했다. Boot2Docker만으로도 많은 일반적인 도커 작업
에 충분하지만, 도커 머신(Docker Machine)5과 베이그란트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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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이름이다.

도커가 대신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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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배경 지식의 틀을 갖추지 않고 시작한다면 도커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도커에 관해 넓게 훑어보고, 도커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구현할 때 얻게 되는 장점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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