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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_ 슈리크리슈나 홀라Shrikrishna Holla

슈리크리슈나 홀라는 인도의 풀스택full-stack (프론트엔드부터 DB,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걸
하는) 개발자입니다. 자전거 타기와 음악 듣기를 좋아하며 가끔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

니다. 해커톤에서 후드 티를 입고 밤을 새우기 위해 레드불을 마시는 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서비스 플랫폼인 Freshdesk의 제품 개
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연락하려면 트위터 (@srikrishnaholla) 또는 Docker IRC 채널 (Freenode의
#docker)에서 shrikrishna 핸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역자 소개

옮긴이_ 이기곤

아이렌소프트 (AirenSoft)에서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C/C++ 언어를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FFmpeg 라이브러리: 코덱
과 영상 변환을 중심으로』 (한빛미디어, 2015)가 있습니다.

저자 서문

Docker와 함께 시작하세요. Docker는 애플리케이션 샌드박싱01 기술에 혁명을 가
져온 리눅스의 컨테이너화 기술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개발 환경을 빠르게 구
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Docker를 사용하는
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가상화된 Docker 컨테이너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부터 완성
된 컨테이너를 어디서든지 실행하는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Docker는 여러분의 개발
환경, 사설 서버, 심지어는 가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실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독립적인 PaaSPlatform as a Service02를 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Docker를 개발한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집자인 파리타Parita와 라리사Larissa에게,
긴 여정이었지만 저에게 매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게는 항상 가장 어두운 감옥
에서 마지막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나의 부모님께, 내가 우울
할 때마다 위로하는 말을 해준 여동생에게,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와주신 선생님
들께, 나의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준 친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분
께서 제게 격려와 조언 그리고 피드백을 주셨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01 역자주_격리된 환경 안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식
02 역자주_플랫폼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설치할 필요 없이 서비스하는 개념

역자 서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새
로운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서비스와 거대해지는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연구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서
버를 설치하기 위한 과정은 더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많은 기업이 클
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Ansible, Puppet, Chef와 같은 자동화 관리 도구가 발전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일도 점점 간소화되었습니다.
Docker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격리화된 컨테이너 기
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고 효율
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컨테이너는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어서 개발자는 라이
브러리 충돌이나 의존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인프라 관리자는 단지 컨테이너를 배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별로 필
요한 자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동화라는 단어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Docker
가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Docker가 상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
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방법, 장애 대응, 취약점 대비와 같
은 것들이 이러한 장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Docker가 정말 멋진 도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이 책을 통
해 Docker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들

1장 Docker 뜯어보기에서는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서 Docker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장 Docker 명령어와 Dockerfile에서는 Docker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위한 과
정을 포함하여 여러분만의 컨테이너를 Dockerfile을 통해 생성할 수 있게 도와드립
니다.
3장 Docker 컨테이너 설정에서는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시스템 자원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설명합니다.
4장 자동화와 보안에서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다룹니다. 수퍼
바이저supervisor를 이용한 여러 서비스의 조직화, 서비스 탐색, Docker의 보안과 관련
된 지식을 이 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Docker의 친구들에서는 Docker를 둘러싼 세계를 보여드립니다. Docker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나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CoreOS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PaaS와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책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 책은 리눅스와 Git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
다. Docker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윈도우와 OS X 사용자는
VirtualBox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책이 필요한 독자
개발자거나 시스템 관리자 또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Docker를 구성하는 방법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또한, Docker 설치부터 시작하여 이 책은 컨테이너를 만들기까지 필
요한 다양한 명령어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
보고,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ocker 컨테이너를 클러스터에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 것입니다.
각 장을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 빠르게 Docker를 마스터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밤을 새울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제 파일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합니다.
●

https://www.hanbit.co.kr/exam/2793/

한빛 리얼타임

한빛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전자책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
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
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
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
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First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
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
는 좀 더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
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
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
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
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어려운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
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 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 드리며, 구매하
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
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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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ker 컨테이너 설정

이전 장에서는 Docker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
를 가져오거나 컨테이너를 실행한 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여 저장소로 푸시하
는 과정들을 배웠고, 자동화를 위한 Dockerfile을 구성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컨테이너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ocker
의 컨테이너들은 모두 잘 격리되어 있지만, 격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악의적인
프로세스로부터 시스템 자원을 갉아먹는 행위들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
어, 다음 명령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절대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 docker run ubuntu /bin/bash -c ":(){ :|:& };:"

포크 폭탄fork bomb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어는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
자원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포크 폭탄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습니다.
“포크 폭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모든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하게 해 시스
템 장애를 일으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service attack입니다.”

Docker가 상용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시스템 자
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매우 치명적이게 될 것입니다. Docker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시스템 자원들을 제한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들이 바로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전 장에서는 Docker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만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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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 가서 무엇이 중요하고 최선인지를 상세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Docker 데몬이 사용하는 스토리지 드라이버도 바꾸어 볼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도 설명합니다.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살펴보면,
Docker가 임의로 서브넷subnet을 지정하고 IP 주소를 할당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172.17.42.0/16을 사용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설정들을
여러분만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경해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컨테이너끼리 통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애플리케이
션이 실행 중이고, 다른 쪽은 DB를 위한 컨테이너가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IP 주소를 설정할 수 없는 데다가 이를 미리 설정하는 것도 현
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장에서는 같은 호스트 또는 다른 호스트
에서의 컨테이너 간 통신을 해결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합
니다.
●

컨테이너 자원 관리

		 CPU
		 메모리
		 디스크
●

컨테이너 내부 데이터 관리

●

스토리지 드라이버 설정

●

네트워크 설정

		 포트 포워딩
		 사설 아이피 설정
●

컨테이너 연결

		 동일한 호스트에서의 컨테이너 연결
		 다른 호스트 간 컨테이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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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원 제한

샌드박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할당 가능한 자원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ocker는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사용 가능한 CPU나 메
모리 같은 자원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1.1 CPU 우선순위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CPU의 우선순위는 run 명령어에서 -c 플래그를 통
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ocker run -c 10 -it ubuntu /bin/bash

인자로 받은 숫자 (10)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기본으로 모든 컨테이너
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제공받지만, 앞의 예제와 같이 임의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CPU 우선순위는 호스트의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나 OS X 사용자는 SSH로 리눅스 호스트에 접근한 후 사용
하면 됩니다).
$ cat /sys/fs/cgroup/cpu/docker/<컨테이너 ID>/cpu.shares

그럼 이미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CPU 우선순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물
론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선순위 경로에 원하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 echo 우선순위 값 > /sys/fs/cgroup/cpu/docker/<컨테이너 ID>/cpu.shares

NOTE

앞에서 언급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실행하여 cgroup이 마운트된 위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 /proc/mounts | grep -w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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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추후 Docker가 실행 중인 컨
테이너의 CPU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은 https://groups.google.com/forum/#!topic/docker-user/pP8-KgJJG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메모리 제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양을 제한하는 방법은 CPU 우선순위 변경과 마찬가
지로 run 명령어를 수행할 때 -m 플래그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ocker run -m <값><단위>

플래그에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단위에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와 기
가바이트가 있으며 각각 b, k, m, g로 표기합니다. 메모리 단위는 다음과 같이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실행되는 컨테이너가 메모리를 최대 1GB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 docker run -m 1024m -dit ubuntu /bin/bash

CPU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최대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는 다음 명령어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cat /sys/fs/cgroup/memory/docker/<컨테이너 ID>/memory.limit_in_bytes
18446744073709551615

파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명령어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을 바이트 단위
로 출력하는데, 출력된 메모리 양은 1.8×1010 기가바이트로 제한이 없다고 봐
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가 실행 중일 때도 메모리 양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CPU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cgroup 파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실행 중인 컨테이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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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바이트 단위 메모리 양 > /sys/fs/cgroup/memory/docker/<컨테이너 ID>/memory.

limit_in_bytes

NOTE

앞에서 언급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cgroup이 마운트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grep -w cgroup /proc/mounts | grep -w memory

마찬가지로 이 방법 또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추후 Docker가 실
행 중인 컨테이너의 메모리 제한을 변경하는 기능을 지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groups.google.com/forum/#!topic/
docker-user/-pP8-KgJJG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디바이스 매퍼를 활용한 디스크 제한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크기를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기본으로 사용하는
스토리지 드라이버인 AUFS도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공하
지 않습니다 (AUFS는 블록 디바이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aufs.
sourceforge.net/auf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Docker 사용자들은 컨테이너별로 디스크를 제한하는 방
법으로 디바이스 매퍼devicemapper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물론 현재도 공식적으
로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언젠가는 기능이 추가될 것입
니다.

NOTE

디바이스 매퍼 드라이버는 볼륨 관리를 위한 리눅스 커널 프레임워크로, 블록 디바이스를 높은 수준
에서 가상화된 블록 디바이스로 매핑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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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매퍼 드라이버는 두 가지 블록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씬 풀thin pool
을 생성합니다. 두 가지 블록 디바이스는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며
기본으로는 마운트할 때 스파스 파일sparse file들을 루프백loopback 디바이스로 생성
됩니다.

NOTE

스파스 파일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파일입니다. 따라서 100GB가 할당된 스파스
파일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파일의 시작과 끝 부분에만 일부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비어 있습
니다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실제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100GB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파스 파일을 읽을 때 파일 시스템은 공간을 마치 0으로 초기화된 블록을 읽
는 것과 같이 변환합니다. 또한, 스파스 파일은 메타 데이터를 통해 파일이 쓰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루프백 디바이스란 하나의 파일을 블록 디바이스로 만든 가상 디바이스
를 뜻합니다.

씬 풀이라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를 쓰기 전까지는 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표시만 해두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정해진 크기의 기본 씬 디바이스를
할당받고, 컨테이너는 이 크기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쓸 수 없습니다.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씬 풀의 크기는 100GB입니다. 하지만 씬 풀을 구성하
는 루프백 디바이스로 스파스 파일이 사용되므로 실제로 100GB가 할당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위해 할당되는 디바이스 크기는 10GB입니다. 물론
앞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10GB가 할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
로 사용되는 블록 크기가 점점 커져 디바이스 블록에 할당된 크기를 넘어서게 되
면, 디바이스 블록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크기를 점점 늘릴 것입
니다.
그렇다면 이 값들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Docker 데몬을 실행할 때
--storage-opts 플래그를 통해 스토리지 드라이버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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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번 절에서 설명하는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이미지를 save와 stop 명령어로 백업하기 바
랍니다. 또한, Docker가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인 /var/lib/docker를 완전하게 비워두어 변
경된 스토리지 드라이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dm.basesize 이 옵션은 컨테이너와 이미지가 기본으로 사용할 디바이스 크기를 지정

●

하는데, 이 크기는 10GB로 지정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크기는 물리적으로 데이
터를 쓰기 전까지는 할당되지 않으며 최대 크기를 채우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er -d -s devicemapper --storage-opt dm.basesize = 50G

●


dm.loopdatasize 이 옵션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씬 풀 (디스크 크기)을 지정합니다.

dm.basesize 옵션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데이터를 쓰기 전까지는 할당되지 않으며 최대
크기를 채우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er -d -s devicemapper --storage-opt dm.loopdatasize = 1024G

	dm.loopmetadatasize 앞에서 언급했듯이 씬 풀은 두 가지의 블록 디바이스로 구성

●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위한 블록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 데이터를 위한 블록으로 사
용합니다. 이 옵션은 메타 데이터를 위한 블록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으로는

2GB를 할당하며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파스 파일을 사용하므로 실제로는 사용한
만큼만 할당됩니다. 메타 데이터를 위한 블록 크기는 대부분 전체 풀 크기의 1% 정도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er -d -s devicemapper --storage-opt dm.loopmetadatasize = 10G

●


dm.fs 이 옵션은 기본 디바이스가 사용할 파일 시스템 타입을 지정합니다. ext4와 x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며, 기본으로는 ext4를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er -d -s devicemapper --storage-opt dm.fs = xfs

●

dm.datadev 이 옵션은 루프백 디바이스 대신 씬 풀에서 사용할 블록 디바이스를 지정합
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루프백 디바이스를 완벽하게 제외하기 위해 메타 데이터
를 위한 블록 디바이스까지 같이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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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ker -d -s devicemapper --storage-opt dm.datadev = /dev/sdb1
--storage-opt dm.metadatadev = /dev/sdc1

이곳에 소개되지 않은 디바이스 매퍼 옵션들과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
한 설명은 https://github.com/docker/docker/blob/master/daemon/
graphdriver/devmapper/README.md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볼만한 문서로는 Docker 컨트리뷰터Contributor중 한 명인 제롬 페타조니Jerome
Petazzoni

가 작성한 ‘디바이스 매퍼를 이용해 Docker 컨테이너 크기를 조절하는 방

법01’이 있습니다.

NOTE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변경하면 변경하기 전에 생성된 이미지와 컨테이너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
니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AUFS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크기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
습니다. 물론 디스크 크기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ext4 파일 시스템에 기반한 루프백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여 볼륨을 마운트하는
과정을 통해 컨테이너가 제한된 크기의 디스크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DIR = $(mktemp -d)
$ DB_DIR = $(mktemp -d)
$ dd if = /dev/zero of = $DIR/data count = 102400
$ yes | mkfs -t ext4 $DIR/data
$ mkdir $DB_DIR/db
$ sudo mount -o loop = /dev/loop0 $DIR/data $DB_DIR

이제 다음과 같이 run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v를 이용해 $DB_DIR로
생성된 디렉터리를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볼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ocker run -v $DB_DIR:/var/lib/mysql mysql mysqld_safe

01 http://jpetazzo.github.io/2014/01/29/docker-device-mapper-r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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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컨테이너 내부 데이터 관리

Dock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볼륨은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디렉터리입니다.

●

볼륨은 Docker 데몬에 의해 직접 관리되며 컨테이너끼리 공유가 가능합니다.

	볼륨은 호스트에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컨테이너 내부에 마운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이미지로 업데이트될 때 볼륨은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볼륨은 컨테이너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레이

●

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륨을 읽거나 쓰는 행위는 레이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집니다.
	여러 컨테이너가 하나의 볼륨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볼륨은 모든 컨테이너가 종료되기

●

전까지 유지됩니다.

볼륨을 생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v 옵션을 주면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 docker run -d -p 80:80 --name apache-1 -v /var/www apache

볼륨은 컨테이너 또는 이미지처럼 식별이 가능한 ID가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가 종료될 때 더는 참조되지 않는 볼륨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용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Docker 1.1 버전부터는 -v 옵션을 통해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 전체를 컨테이너로 연결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ker run -v /:/<마운트 경로> ubuntu:ro ls /<마운트 경로>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컨테이너의 루트 (/)경로로 마운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2.1 데이터 전용 컨테이너
데이터 전용 컨테이너는 아무런 기능 없이 다른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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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컨테이너로, 볼륨이 더는 사용되지 않을 때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2.2 다른 컨테이너에서 볼륨 사용하기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v 옵션을 통해 볼륨을 생성할 수 있지만, --volumes
-from 옵션을 통해 이미 생성된 볼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만한 상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로그 기록, 유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2.3 활용 사례 - Docker에서 MongoDB 사용하기
볼륨을 다른 컨테이너에서 사용해볼 수 있는 사례로는 MongoDB가 있습니다.
상용 단계에서 MongoDB를 사용하려면 MongoDB 뿐만 아니라 cron을 이용
한 자동화,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NOTE

MongoDB는 고성능과 고가용성, 편리한 확장을 제공하는 문서 기반Document-Oriented데이터베이스입
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ongodb.org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ocker 볼륨으로 MongoDB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	가장 먼저 데이터 전용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오직 MongoDB
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볼륨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입니다.
$ docker run -v /data/db --name data-only mongo echo "MongoDB stores all
its data in /data/db"

2. 다음으로 생성된 볼륨을 사용할 MongoDB 서버를 실행합니다.
$ docker run -d --volumes-from data-only -p 27017:27017 --name mongodbserver mongo mon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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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ongod 명령어는 MongoDB 서버를 실행하며 일반적으로는 데몬/서비스 형태로 실행됩니다.
MongoDB는 27017 포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생성할 컨테이너는 MongoDB가 실행된 서버로 연결하여 데이터
를 백업한 뒤 호스트에서 명령어를 실행한 위치로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 docker run --rm --name mongo-backup --link mongodb-server:server -v
$(pwd):/backup mongo bash -c 'mkdir -p /backup && cd /backup && mongodump
--host = server'

NOTE

앞에서 살펴본 MongoDB의 활용 사례는 상용 서버에 적용하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
마 MongoDB의 서버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나 마지막 예제와 같
이 다른 컨테이너에서 MongoDB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5
컨테이너 연결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3

스토리지 드라이버 설정

Docker에서 사용할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변경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save와 stop 명령어로 백업해두기 바랍니다. 모든 이미지를 백업
한 후 /var/lib/docker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삭제하면 스토리지 드
라이버를 변경할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백업해둔 이미지들은 스토리지 드라이버
가 변경된 이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3.3.1 디바이스 매퍼를 스토리지 드라이버로 사용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디바이스 매퍼로 변경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Docker 데몬을 시작할 때 -s 옵션으로 디바이스 매퍼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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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storage-opts에서 사용하는 플래그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 매퍼 옵
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3.1.3 디바이스 매퍼를 활용한 디
스크 제한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NOTE

AUFS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 레드햇/페도라 계열의 리눅스를 사용 중이라면 Docker는 자동으
로 디바이스 매퍼를 기본 스토리지 드라이버로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변경한 후 다음 명령어로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docker info

3.3.2 Btrfs를 스토리지 드라이버로 사용하기
BtrfsB-tree file system를 스토리지 드라이버로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예제는 우분투 14.04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
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배포 버전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와 비슷하므
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블록 디바이스를 Btrfs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1. 가장 먼저 Btrfs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합니다.
# apt-get install -y btrfs-tools

2.	그다음은 Btrfs 파일 시스템 타입의 블록 디바이스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이
책에서는 Btr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예제로 1GB의 루프백 디바이스
를 사용합니다.
# dd if = /dev/zero of = /tmp/btrfs-vol0.img bs = 1G count = 1
# losetup /dev/loop0 /tmp/btrfs-vol0.img // 사용이 끝나면 umount /dev/loop0
를 통해 장치를 제거합니다.
# mkfs.btrfs /dev/loo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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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var/lib/docker를 삭제했다면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이미지를 백업하
지 않은 상태라면 백업을 먼저 한 후 삭제해야 합니다).
# mkdir /var/lib/docker

4. 이제 Btrfs 블록 디바이스를 /var/lib/docker로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loop0 var/lib/docker

5. 마운트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 mount | grep btrfs
/dev/loop0 on /var/lib/docker type btrfs (rw)

이제 -s 옵션과 함께 Docker를 시작하면 됩니다.
$ docker -d -s btrfs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변경한 후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다음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docker info

3.4

Docker 네트워크 설정

Docker는 컨테이너별로 독립된 네트워크 환경과 ‘docker0’라는 가상 인터페
이스를 생성하여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통신과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통
신을 관리합니다.
Docker는 run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
	--dns http://www.docker.io와 같은 URL을 IP 주소로 식별할 수 있는 DNS 서버

●

를 선택합니다.
●

--dns-search DNS 검색 서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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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http://superuser.com/a/184366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DNS 검색 서버를 사용할 때는
도메인의 모든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이 DNS 검색 도메인
으로 지정되면 브라우저에 abc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abc.examp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NS 검색 서버는 많은 서브 도메인이 있는 웹 사이트에 자주 접속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매번 모든 URL을 입력하는 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므로 검색 도메인으로
판단하기 힘든 URL (xyz.ab.com과 같은)을 입력할 경우에는 DNS 검색 서버가 이 URL을 판단
하여 검색 도메인으로 추가합니다.

	-h 또는 --hostname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곳에 지정된 이름은 컨테이너의

●

/etc/hosts 경로에 컨테이너의 IP와 함께 등록됩니다.
	--link 컨테이너를 시작할 때 줄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옵션은 다른

●

컨테이너의 IP 주소를 몰라도 통신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net 컨테이너에 네트워크 모드를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다음 4가지 값을 가질 수 있

●

습니다.
		 bridge docker : 브릿지 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none :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격리된 상태가 됩니다.
		 container:<이름|ID> : 다른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구성을 사용합니다.
		 host : 호스트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NOTE

호스트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컨테이너에서 호스트의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는 뜻이므로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

--expose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로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publish-all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포트를 외부로 노출합니다.

●

●

--publish 다음 형식으로 컨테이너로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외부로 노출합니다.
IP:호스트_포트:컨테이너_포트 | IP::컨테이너_포트 | 호스트_포트:컨테이너_포트 | 컨테이
너_포트

NOTE

--dns 또는 --dns-search가 옵션으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의 /etc/resolv.conf 파
일은 Docker 데몬이 동작하는 호스트의 dns 설정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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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외에도 Docker 데몬을 시작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옵션들이 있
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NOTE

이 옵션들은 -d를 사용하여 Docker 데몬을 시작할 때만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번 실행한 후로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ip 호스트가 사용하는 가상 인터페이스인 docker0의 IP를 변경합니다. 따라서 외부

●

로 노출할 컨테이너 포트들은 이 옵션으로 변경된 IP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옵
션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ocker -d --ip 172.16.42.1

	--ip-forward 이 옵션은 참 또는 거짓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정된 경우

●

Docker 데몬은 컨테이너 간의 패킷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패킷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설 네트워크 망과 같은 격리된 네트워크가 생성됩니다.
NOTE

이 옵션은 sysctl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ysctl net.ipv4.ip_forward
net.ipv4.ip_forward = 1

	--icc 이 옵션도 참 또는 거짓으로 지정하며 내부 컨테이너와의 통신을 허용할지 결정

●

합니다. 거짓으로 설정하면 각각의 컨테이너는 서로 연결될 수 없으며 독립적인 환경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HTTP 요청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은 가능합니다.
NOTE

컨테이너 간 통신이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는 방법은 3.5 컨테이너 연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b 또는 --bridge Docker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docker0) 대신 지정된 브릿지 인

●

터페이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브릿지 생성은 이 책에서 설명하진 않지만 관심이 있다면

http://docs.docker.com/articles/networking/#building-your-own-bridge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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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또는 --host Docker는 기본적으로 RESTful API를 사용하고 데몬은 API 서버로

●

실행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ps나 run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GET, POST 형
태의 요청이 서버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H 플래그는 Docker 데몬이 어떤 클라이언
트로부터 요청을 받을 것인지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 옵션은 동시에 여러 인자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TCP 소켓 형식 : tcp://<호스트>:<포트>
		 유닉스 소켓 형식 : unix://<소켓 경로>

3.4.1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포트포워딩 설정
컨테이너는 특별한 설정 없이 호스트 외부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스트 밖에서 컨테이너와 통신을 하려면 특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보안 관점에
서 보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가상 인터페이스
를 통해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부와는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외부와 내부 컨테이너가 반드시 통신해야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포트 포워딩은 컨테이너의 포트를 외부로 노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따라
서 Dockerfile을 생성할 때에도 노출할 포트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
택입니다. 초창기 버전의 Docker는 Dockerfile 안에서 연결할 호스트의 포트
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실행 중인 컨테이
너를 간섭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Dockerfile 안에서 EXPOSE 항목을 이용해 노출할 포트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
다. 하지만 원하는 포트를 호스트의 포트와 연결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만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를 시작할 때 호스트로 연결할 포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 또는 --publish-all -P 옵션을 지정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이미지가 생성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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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file 안에 지정된 EXPOSE 항목에 있는 모든 포트가 개방됩니다. Docker는 개방
된 포트들을 49000~49900 사이의 임의의 호스트 포트로 연결해 외부로 노출합니다.
	-p 또는 --publish 이 옵션은 Docker에 어떤 포트를 외부로 노출해야 할지를 다음과

●

같은 형식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형식에서 지정된 호스트의
IP는 호스트의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IP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docker run -p IP:호스트_포트:컨테이너_포트
		 2. docker run -p IP::컨테이너_포트
		 3. docker run -p 호스트_포트:컨테이너_포트

3.4.2 사설 아이피 설정
앞에서 컨테이너의 포트를 호스트 포트로 연결하는 방법과 컨테이너의 DNS를
설정하는 방법, 심지어 가상 인터페이스의 IP를 바꾸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하
지만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크 서브넷Subnet을 구성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Docker는 RFC 1918을 따르는 사설 주소 공간 내에서의 가상 IP
와 서브넷을 제공합니다.
서브넷을 구성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Docker 데몬을 실행할 때
--bip 옵션을 지정하여 생성될 컨테이너가 사용할 가상 인터페이스의 아이피 주
소와 함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Docker 데몬을 실행하면서 가상 인터페이스의 IP주소를
192.168.0.1로 지정합니다. 또한, IP 주소와 함께 서브넷 범위 (192.168.0.0/24)
도 같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가상 인터페이스가 사용할 수 있는 IP의 범위는
192.168.0.2부터 192.168.0.254까지 총 252개가 됩니다.
$ docker -d --bip 192.168.0.1/24

이 외에도 https://docs.docker.com/articles/networking/에서 더욱 다양
한 네트워크 설정들을 볼 수 있으니 한번쯤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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