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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Docker가 등장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Docker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

상 솔루션들과 달리 namespace와 cgroups과 같은 리눅스 커널 기능으로 매우 효

율적으로 격리된 가상 환경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ocker는 개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으며 레드햇,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Docker를 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용 환경에서 Docker를 사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Docker

는 효율적으로 격리된 가상 환경을 생성할 수 있지만, 수많은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Docker를 둘

러싼 생태계는 Docker Compose, Crane과 같이 Docker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nsible, 

Puppet, Chef와 같은 설정 자동화 도구들도 Docker와 함께 어우러져 사용되기 시

작했습니다.

Docker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오픈소스인 만큼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활용하기

도 쉽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Docker를 활용하는 방법은 매

우 다양한 데다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책은 Docker를 상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설정들과 Docker를 둘러싼 

생태계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러분이 Docker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

다면 이 책이 그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ocker는 프로세스들을 격리된 상태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Container 

기술을 높은 수준의 API로 제공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리눅스 

서버(물론 OS X와 윈도우도 포함합니다.)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에 포장함으로써 

개발자가 서버 설정과 데브옵스DevOps01 활동보다는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도와줍

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1장 Docker 설치에서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 필요한 Docker를 설치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2장 Docker 살펴보기에서는 Docker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

지 살펴보며, 공용 이미지들을 소개합니다.

3장 첫 번째 PaaS 이미지에서는 PaaSPlatform as a Service02의 일부가 될 첫 번째 

Docker 이미지 생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4장 데이터 보관과 명령어 인자 전달에서는 컨테이너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컨테이너 안으로 명령어 인자를 전달하는지 설명

합니다.

5장 컨테이너 연결에서는 컨테이너들이 완벽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동작할 수 있

게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플랫폼을 쉽게 다

룰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6장 역방향 프락시 요청에서는 한 호스트 안에서 여러 컨테이너를 관리할 때 동일한 

01 역자주: 개발자와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기 위해 협력하는 개발 방법론

02 역자주: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들어가며



포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7장 PaaS를 통한 배포에서는 여러분이 구성한 Paa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mini-Heroku와 Dokku를 생성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

니다.

8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PaaS를 기반으로 한 Docker의 멋진 미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이 책을 위해 필요한 것들   

● OS X, 리눅스 또는 윈도우가 설치된 PC/노트북

● 인터넷 연결

이 책이 필요한 독자  

이 책은 하나의 서비스를 컨테이너들로 모듈화하고 각 컨테이너를 연결함으로써 하나

의 거대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마 여

러분은 Docker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설치해본 적이 없거나 사용해본 적이 없을지

도 모릅니다. 또는 Docker를 설치했지만, 서비스를 분할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PaaS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예제 코드 다운로드  

예제 코드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www.hanbit.co.kr/exam/2821

http://www.hanbit.co.kr/exam/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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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번째 PaaS 이미지 - 043

chapter 3
첫 번째 PaaS 이미지

이제 직접 Dockerfile을 작성하여 Docker 레지스트리 허브를 통해 배포하고 

배포된 Dockerfile로부터 컨테이너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 Github을 통한 이미지 호스팅

 ● Docker 레지스트리 허브를 통한 이미지 배포

3.1 워드프레스 이미지

이 예제에서는 아파치를 웹 서버로 사용하는 공식 워드프레스 Docker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NOTE  

대량 트래픽의 사이트를 호스팅 할 계획이라면, 아파치 대신 NGINX 웹 서버를 사용하는 기본 이미

지를 추천합니다. 필자는 NGINX와 Memcached, WP-FFPC 플러그인들을 기반으로 둔 워드프

레스 사이트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꽤나 복잡한 데다가 이 책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련된 설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MySQL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와 함께 연결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docker run --name mysql -e MYSQL_ROOT_PASSWORD=my-secret-pw -d mysql

docker run --name some-wordpress --link some-mysql:mysql -d -p 80 wordpress



044 - 

-p 80 플래그로 Docker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80 포트를 외부로 개방합니다. 

호스트에 있는 어떤 포트가 내부의 80 포트와 연결되었는지는 [그림 3-1]과 같이 

run docker ps 명령어의 PORTS 항목 또는 docker port <컨테이너 ID|이름>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호스트의 49154가 내부의 80 포

트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림 3-1 개방된 포트 확인

브라우저에 http://<호스트 IP>:<포트 번호>와 같은 형태의 URL를 입력합니

다. Amazon EC2를 사용한다면 공용 도메인을 얻을 수 있으며 주소는 http://

ec2-54-187-234-27.us-west-2.compute.amazonaws.com:49154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URL을 입력하면 [그림 3-2]와 같이 앞에서 본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3-2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

http://ec2-54-187-234-27.us-west-2.compute.amazonaws.com:49154
http://ec2-54-187-234-27.us-west-2.compute.amazonaws.com: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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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이 여러분을 반긴다면 이는 워드프레스와 MySQL 컨테이

너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3.2 설정 추가

이제 아파치 위에서 기본적인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워드

프레스 플러그인은 웹 서버의 설정을 변경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

드프레스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식 워드프레스 저장소를 복사하여 여러분의 저장소로 가져오

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Dockerfile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 워드프레스 이미지의 저장소는 https://github.

com/docker-library/wordpress입니다. 이 링크는 Docker 레지스트리 허

브의 워드프레스 저장소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클릭

합니다.

Docker 이미지를 위해 이 저장소를 복사clone 또는 포크fork하거나 그냥 소스 전체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Dockerfile을 생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지 테스트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그림 3-3]과 같이 EC2 인스턴스에

서 소스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https://github.com/docker-library/wordpress
https://github.com/docker-library/wor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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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워드프레스 공식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Dockerfile을 엽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vi apache/Dockerfile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워드프레스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Dockerfile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6년 5월 9일 업데이트 기준).

FROM php:5.6-apache

RUN a2enmod rewrite expires

# install the PHP extensions we need

RUN apt-get update && apt-get install -y libpng12-dev libjpeg-dev && rm -rf /

var/lib/apt/lists/* \

 && docker-php-ext-configure gd --with-png-dir=/usr --with-jpeg-dir=/usr \

 && docker-php-ext-install gd mysqli opcache

# set recommended PHP.ini settings

# see https://secure.php.net/manual/en/opcache.installation.php

R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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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opcache.memory_consumption=128'; \

  echo 'opcache.interned_strings_buffer=8'; \

  echo 'opcache.max_accelerated_files=4000'; \

  echo 'opcache.revalidate_freq=60'; \

  echo 'opcache.fast_shutdown=1'; \

  echo 'opcache.enable_cli=1'; \

 } > /usr/local/etc/php/conf.d/opcache-recommended.ini

VOLUME /var/www/html

ENV WORDPRESS_VERSION 4.5.2

ENV WORDPRESS_SHA1 bab94003a5d2285f6ae76407e7b1bbb75382c36e

# upstream tarballs include ./wordpress/ so this gives us /usr/src/wordpress

RUN curl -o wordpress.tar.gz -SL https://wordpress.org/wordpress-${WORDPRESS_

VERSION}.tar.gz \

 && echo "$WORDPRESS_SHA1 *wordpress.tar.gz" | sha1sum -c - \

 && tar -xzf wordpress.tar.gz -C /usr/src/ \

 && rm wordpress.tar.gz \

 && chown -R www-data:www-data /usr/src/wordpress

COPY docker-entrypoint.sh /entrypoint.sh

# grr, ENTRYPOINT resets CMD now

ENTRYPOINT ["/entrypoint.sh"]

CMD ["apache2-foreground"]

공식 워드프레스 이미지는 php:5.6-apache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

며 워드프레스 4.5.2를 다운로드한 후 /usr/src/wordpress 경로로 압축을 해

제합니다. 이후에는 ENTRYPOINT 항목을 추가하고 Apache2 서버를 포그라운드

foreground에서 실행합니다.

3.3 목표 설정

다운로드한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Dockerfile을 3번 수

정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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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치에 캐시 기능 추가(WP Super Cache 플러그인 사용)

 ● PHP와 아파치에 설정된 업로드 제한 변경

 ● 두 가지 플러그인 추가(WP Super Cache와 WP Mail SMTP)

3.3.1 캐시 기능 추가

WP Super Cache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캐시 기능을 추가하는 데는 간단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파치에서 ‘mod_headers와 mod_expires’ 

모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파치에서는 a2enmod 명령어로 모듈을 활성화할 수 있고, a2dismod 명령어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는 일은 Dockerfile 안에 있는 명

령어 뒤에 필요한 모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명령어를 수정하였으니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봅

시다. PHP를 소스로부터 컴파일하기 때문에 빌드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모듈이 제대로 활성화되었는지 확

인하는 일입니다. 모듈이 제대로 활성화되었는지는 빌드를 실행한 후 수 초 후에 

나타납니다.

수정한 Dockerfile로 빌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docker build –t mod-wp ./apache/

-t mod-wp 플래그로 새로 생성된 이미지의 이름을 mod-wp로 지정합니다. [그림 

3-4]은 앞의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에러 없이 빌드가 진행

되었다면, WP Super Cache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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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아파치 모듈이 활성화된 Docker 이미지 빌드 화면

3.3.2 업로드 제한 변경

PHP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 크기가 2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

바일에서 블로그 글을 포스트한다면, 모바일에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는 2MB

를 넘는 일이 일반적이므로 이 제한은 너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로그

에 비디오를 직접 업로드하려고 하니 제한을 32MB로 변경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제한을 변경하려면 PHP 설정 파일에서 upload_max_filesize와 

post_max_size 파라미터 값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이미지에서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는 php:5.6-Apache를 살펴보면, 

Dockerfile 안에서 데비안 리눅스와 PHP를 실행합니다. PHP 설정 파일은 기

본적으로 /usr/local/etc/php/conf.d/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이는 즉, 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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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터리에 파일을 추가하면 Dockerfile에서 이 파일을 읽어 설정을 적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NOTE  

PHP 5.6을 위한 Dockerfile은 https://github.com/docker-library/php/blob/master/5.6/

Dockerfil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업로드 제한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5]와 같이 

아무런 설정도 추가하지 않은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를 실행한 후 Media 항목에

서 [Add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3-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현재 업로

드 제한이 2M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3-5 업로드 제한 확인

자 이제 앞에서 언급한 두 파라미터가 추가된 ‘upload-limit.ini’이라는 파일을 

생성한 후 설정 디렉터리에 추가해봅시다. 다음 명령어들은 한 줄에 걸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앞서 캐시를 위해 수정한 명령어 바로 위에 추가합니다.

RUN touch /usr/local/etc/php/conf.d/upload-limit.ini \ && echo "upload_max_

filesize = 32M" >> /usr/local/etc/php/conf.d/upload-limit.ini \ && echo "post_

max_size = 32M" >> /usr/local/etc/php/conf.d/upload-limit.ini 

https://github.com/docker-library/php/blob/master/5.6/Dockerfile
https://github.com/docker-library/php/blob/master/5.6/Docker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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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 above this line.

RUN a2enmod rewrite expires headers

이제 다시 한 번 이미지를 빌드하여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빌드되는지 확인합니

다. 이미지 이름이 이미 존재한다는 오류를 보게 된다면 docker rmi mod-wp 명

령어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새로 빌드하려는 이미지의 이름에 mod-wp:latest

와 같이 태그를 붙여 최신 버전을 의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업로드 제한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새로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컨테이

너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docker run --name mysql -e MYSQL_ROOT_PASSWORD=my-secret-pw -d mysql

docker run --name some-wordpress --link some-mysql:mysql -d -p 80 mod-wp:latest

이제 더 큰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MB가 넘는 파일을 직접 업

로드하여 변경사항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그림 3-6 변경사항이 적용된 워드프레스 업로드 화면



한빛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전자책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

터넷을 아무리 후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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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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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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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리얼타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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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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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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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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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

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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