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 SYSTEM BASED ON DOCKER



Before Container

https://www.youtube.com/watch?v=G7GSYbY6iv8&index=2&list=PLaFPOkYzLL-8V-

cqKy2BLEBn6tf0KjFFk

https://www.youtube.com/watch?v=G7GSYbY6iv8&index=2&list=PLaFPOkYzLL-8V-cqKy2BLEBn6tf0KjFFk


After Container

https://www.youtube.com/watch?v=jlOOjx0kZfk&index=1&list=PLaFPOkYzLL-8V-

cqKy2BLEBn6tf0KjFFk

https://www.youtube.com/watch?v=jlOOjx0kZfk&index=1&list=PLaFPOkYzLL-8V-cqKy2BLEBn6tf0KjFFk




Container 시대를 향하여



Docker by Google Trends

Docker by Google Trends



Docker 란?



Docker hub



Docker vs. 가상화

컨테이너 형 가상화
(Docker)

하이퍼 바이저 형 가상화
(VMWare ESXi)

호스트 형 가상화
(Linux KVM)

가상 머신
OS를 호스트 OS와 공유하기 때문에 VM
마다 OS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

VM마다 OS 설치 VM마다 OS 설치

지원 OS
• Linux
• Windows

• Windows, Linux 
• 일부 Unix도 지원

• Windows, Linux 
• 일부 Unix도 지원

부팅 시간
OS 설치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시작까
지의 시간이 매우 짧음

초기 구축 시에는 네트워크 OS 설치
등의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
개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

초기 구축 시에는 네트워크 OS 설
치 등의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용 개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

네트워크
호스트 측에 작성된 Docker 전용 NIC와
통신

• 네트워크의 생성이 가능
• VM에 임의의 숫자 vNIC를 부여

가능

• 네트워크의 생성이 가능
• VM에 임의의 숫자 vNIC를 부여

가능

자원
표준에서는 HDD 자원을 지정할 수 없
다. CPU, 메모리에 대한 자원 할당 지정
가능

CPU, 메모리, HDD의 자원 할당을
지정

CPU, 메모리, HDD의 자원 할당을
지정

오버 헤드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이며, 오버 헤드는 거의 없음

VM에서 기기까지의 액세스 경로를
하이퍼바이저 뿐이므로 호스트 형
가상화에 비해 오버 헤드가 적은

VM에서 기기까지의 액세스 경로가
다른 가상화 기술에 비해 길기 때문
에 비교했을 경우에는 가장 오버 헤
드가 높음



Containers vs. VMs



Docker Image



Evolution of Infrastructure Architectures



시작 시간 - Containers vs. VMs 



오버헤드 - Containers vs. VMs 



• “sysbench”라는 벤치 마크 도구를 사용하여 성능 측정

• 물리적 시스템과 컨테이너 형 가상화 성능은 모든 항목에서 거의 같은 결과

• 하드웨어 가상화는 메모리, 파일 IO는 약 2 배, CPU는 약 5 배의 시간

• 물리 머신과 비교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음

성능 - Containers vs. VMs 

물리머신

도커

Virtualbox



History of Container



Docker 이미지 구조 예시



Google에서는 모든 것이 컨테이너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 이용하기 위한 허들이 매우 낮다

• 휴대용 이미지 포맷

• 레지스트리에 의한 공유

•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 커멘드 라인 툴

• 가벼운 런타임

•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비약적으로 편리해짐

Docker의 등장에 따른 컨테이너의 확산

$ docker run jenkins



왜 컨테이너가 좋은 걸까?



TRADITIONAL OS VS. CONTAINERS

Packaged dependencies = faster boot  times + greater portability



• 클라우드와 On-Promise 환경을 지원

• Google 경험으로 부터 설계

• Go로 쓰여져 있다

• open source    

• 서버 관리보다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 Kubernates



OVERVIEW: OPENSHIFT 3 Components



OpenShift V3



“살아 남는 종(種)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또 우수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

- Charles Darwin,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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