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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요즘 가상화 및 클라우드의 보급에 따라 서버를 줄이거나 늘리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AWS를 사용하여 몇십 대의 서버를 늘리려고 할 때는 단 몇
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의 증가로 시스템 전체에 부하가 발생하
게 되어 서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버 자체에 대한 준비는 이런 이유
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서버는 준비되었으나 각 서버의 설정을 별도로 해줘야 하는 상황
을 많이 보게 된다. 서버의 대수가 적은 환경이라면 엔지니어가 각 서버에 접속하여 설
정을 한 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백 대 혹은 수천 대의
대규모 서비스에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서비스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수작업으로 인
한 설정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자 또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서버를 정해진 시간 안에 구축하
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정 실수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져 고생한 경험이 많다. 일반적
으로, 관리 대상 서버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엔지니어가 충원되는 경우는 별로 없
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버 구축 자동화에 이어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 등의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Chef(셰프)와 같은 툴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자 및 대규모 포털 업체에서 대규모 시스템 운용을 위해
Chef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소개되었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
동화 툴은 진화할 것이고, 자동화에 대한 요구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막
상 사용해 보려고 해도 아직 국내에는 Chef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옮긴이 머리말 • XIII

Chef에 관한 책은 국내에서 처음 출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엔지니어
라면 꼭 한 번 이 책을 읽고 Chef를 이용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저의 세 번째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먼
저, 매번 부족한 저에게 번역의 기회를 주시고 항상 조언을 주시는 제이펍 출판사의 장
성두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꼼꼼한 편집을 해주시는
김수미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바쁜 남편을 위해 응원
을 해주는 아내와 언제나 아빠를 찾는 딸 지민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
을 전하고 싶다.
옮긴이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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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머리말

최근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서버 관리 자동화에 주목하고 있다.
Chef(셰프, 이하 Chef)는 그 자동화 툴/프레임워크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Chef에 주
목하고 있지만, Chef에 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Chef는 실제로 같은 종류의 툴과 비교하여 간단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지만, 공식 문서
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필자의 개인적인 Chef에 대한 인상이다.
그래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Chef 단독형 버전인 Chef Solo(셰프 솔로, 이하 Chef
Solo)의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집필한 책이 이 책이다.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필자가 매월 수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 사이트 관리 경험을 바
탕으로 집필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게 되는 지식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책을 읽으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
다. 부디 이 책을 통해 Chef Solo를 잘 다루고 나아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은이 이토 나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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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집필 기준

아래의 기준에 맞춰 이 책을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적당한 시간에 독파할 수 있도록 페이지 수를 조절하였다.
•Chef Solo로 기본적인 서버 관리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에 편하도록 하나의 주제를 블로그 포스트 하나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책의 구성은 나중에 참고하기 쉽도록 차례에서 보듯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시스템 환경

필자의 시스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작업 환경: OSX 10.8.2
•서버: Amazon EC2 + CentOS 6.3
•Chef 11.4.0
•knife-solo 0.3.0(github 버전)

피드백

이 책에 관한 피드백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란다.
•저자 트위터: @naoya_ito
•저자 이메일: i.naoya@gmail.com
•역자 이메일: polo149278@hotmail.com
•제이펍 이메일: jeipub@gmail.com

덧붙이자면, Chef에 대한 기타 기술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
을 하지 않으므로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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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f란
무엇인가?
•
개요

Infrastructure as Code
Chef는 서버 설정이나 갱신을 자동화하는 툴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버 환경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노드의 역할·상태를 조정하는 운영 프레임워크’다.

서버 설정 관리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서버 구성 변경에 대한 ‘설정 메뉴얼’
을 써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IP 주소를 설정하고 사용자를 생성한다. 그리고
nginx(엔진엑스)를 rpm으로 설치하고 mysql도 설치한 후에 LDAP 설정 등을 작업한
다. 이 내용을 로컬에 메모하거나 wiki 등에 남긴다. 그리고 설정 매뉴얼을 그룹웨어
등으로 다른 개발자와 공유하고 하루하루 이런 구성 변경에 대응하는 것이 일과인 사람
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설정 매뉴얼로 되어 있다면 대부분 일상적인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서버 증설이나
구성 변경을 매번 수동으로 실행해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이고 작업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hef는 그 설정 매뉴얼에 쓰여 있는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고, 한번 코드로 작성해 두면
다음은 전부 컴퓨터에게 맡길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Chef에서는 ‘설정 매뉴얼 코드’를 Ruby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nginx를 설치하고 가
동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호스트에서 Chef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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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nginx” do
action :install
end
service “nginx” do
supports :status => true, :restart => true, :reload => true
action [ :enable, :start ]
end

Redhat(레드햇) 계열은 yum 리포지터리에서, Debian(데비안)이라면 apt에서, OSX(오
에스텐)이라면 homebrew 등에서 패키지를 찾아 설치하고 init 스크립트를 수정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모두 Chef가 해준다.
이와 같은 코드를 ‘레시피’라고 부른다. 레시피는 Ruby로 되어 있어 Emacs(이맥스)나
vim(빔) 또는 Sublime Text(서브라임 텍스트) 등 원하는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다.
mysql도, redis(레디스)도, memcached(멤캐시드)도 모든 패키지와 서버의 상태에 대
해 레시피를 준비함으로써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만들어진 레시피는 Git에 커밋(commit)하여 버전 관리를 한다. GitHub 등으로 동료와
공유하면, ‘코드로 된 서버 상태’를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할 수도 있다.
Emacs나 vim을 사용해 Ruby로 코드를 만든 후 그 파일을 Git에 올려 둔다. 이후 과
정은 Chef에게 맡겨둔다. 어떤 방법이든 사람의 손으로 설정해야만 했던 서버나 인프
라를 Chef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쓰는 것과 같이 코드를 통해 설정을 자동
화할 수 있다.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의 일부 부품이 된 것 같다. “Infrastructure as Code”의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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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상태’ 관리
Chef는 설정 매뉴얼을 코드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툴이라고 말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의 상태를 관리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예를 들어, 서버를 서버가 가동한 초기 상태부터 모두 Chef로 관리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nginx를 설치하고, mysql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는 레시피를 하
나하나 작성해 보면, 그 레시피 그룹이 그 서버의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는 코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레시피 그룹은 서버의 현재 상태, 즉 메타데이터를 표현한 코드다. 서버
에 그 레시피를 적용하면 관리자인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고 정의한 상태로 서
버 구성이 변한다.
정의한 ‘설정 상태’ 레시피와 실제 서버가 다른 상태라면 Chef를 동작시켜 레시피를 적
용한다. 그러면 그 서버는 정의된 ‘설정 상태(State)로 조정(Convergence)’한다. ‘소프트
웨어의 설치나 서버의 설정 변경을 자동화한다’라는 것이 Chef 기능에 대한 쉬운 설명
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서버의 상태를 관리하고 그것을 정의한 설정 상태로
조정하는 프레임워크’다.
여기까지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Chef에 대해서는 ‘서버 설정을 자동화하
는 툴’ 정도로 생각해 두자. 직접 조작하면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개념을
알게 될 것이다.

Chef는 어렵다?
이제 Ruby로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화되는 것은 알았다. Chef의 사상도 어느 정도 분
위기는 파악되었다. 그러나 Ruby를 잘 모른다든가 코드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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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필자도 Ruby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Ruby on
Rails(루비온레일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도 어려움 없이 레시피를 잘 작
성하고 있다.
Ruby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package (패키지) 나 template (템플릿) 과 같은
DSL(Domain-Specific Language)을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루프나 배열 조작에 대해
알고 있다면 ‘OK!’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다. Ruby를 정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CFEngine, Puppet, Chef
이 분야의 툴은 Chef만 있는 것은 아니다. CFEngine(CF엔진) 또는 Puppet(퍼핏) 등도
있다. 특히, Chef와 비교되는 Puppet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사례 또한 충분하다.
Puppet과 Chef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을 것이다. 우열은 없다고
생각한다. Chef가 Puppet보다 알기 쉽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알기 쉽다는 것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Chef가 나중에 나왔고 더 정교하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Chef가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제목과 같이 Chef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하겠지만, 만약 관심이 있다면
Chef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면 Puppet을 공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런 툴이 Chef만이 아닌 다른 여러 툴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길 바란다.

Chef 사용법
그럼, Chef는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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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역시 페이스북(Facebook)이다. 페이스북은 데이터센터 내부를
자동차나 스쿠터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수만 대에서 수백만 대 규모의 서버를 Chef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정말 대단
하다. Chef를 개발하고 있는 옵스코드(Opscode)에서도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Chef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Amazon EC2로 10,000대의 인스턴스를 순간적으로 가동
하여 대규모 계산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인스턴스를 삭제한다는 프로젝트가 성공하였
고, 거기에 Chef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2월에 Amazon Web Service(이하 AWS)에서 ‘AWS OpsWorks’라는 서비스
가 시작되었다. AWS OpsWorks는 AWS에서의 각종 서비스를 GUI로 설정하면 여러
대의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을 간단히 가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며, 여기서도 Chef가
사용되고 있다.
대규모 시스템 이야기가 되었지만, 필자는 세 대 규모로 구성되는 웹 서비스에 Chef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버가 한 대만 있는 환경에도 Chef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상 서버가 소규모에서도 인프라를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이점은 정말 큰 즐거움이
며, Chef 없는 서버 관리는 생각하기도 싫다.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OSX의 개발환경을 Chef로 상태 관리를 함으로써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귀찮은 작업
을 없앨 수 있으며, 또는 개발에 사용할 각종 툴 버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개발환경에서 수백 대의 서버 관리까지를 Chef로 할 수 있는 것이다.

Chef Server와 Chef Solo
Chef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Chef Server + Chef Client라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서 대규모 환경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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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버 관리가 필요 없는 단독 명령어로 Chef를 실행하는 Chef
Solo다. Chef Solo는 Chef Server + Chef Client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Chef Server에는 옵스코드가 SaaS로 제공하고 있는 ‘Hosted Chef’라는 유료 버전과 오픈 소스
로 제공되는 무료 버전이 있다.)

Chef Server에서는 Chef Client가 HTTPS로 Chef Server에서 필요한 정보를 GET
한다. 그래서 서버에 등록된 설정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받아 실행하는 PULL 형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즉, 시스템 관리자는 Chef Server에 명령을 던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상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인 것이다.
그런데 부담 없이 테스트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필자와 같이 몇 대의 서버만을 대
상으로 할 때나 개발자 대상으로 한 대 정도의 서버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
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에서 사용되는 것이 단독형 버전인 Chef Solo다.
Chef Solo는 서버도 클라이언트도 필요 없으며, 단지 명령어로 실행된다. 이 명령어에
파라미터로 레시피 등을 적용하여 실행하면 된다.
Chef Server와 Chef Solo는 레시피를 작성하는 방법은 같고, Chef Solo로 습득한 개
념이나 작성한 레시피는 Chef Server로 이전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구성에 따라서는 Chef Solo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시스템 관리도 가능한 것 같고,
PaaS 회사로 유명한 엔진 야드(Engine Yard)는 백엔드 단에서 Chef Solo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역시 시스템 확장성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 확장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서는 Chef Solo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Chef에 익숙해지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먼저 Chef Solo를 설명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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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Resource의 사용 방법만 안다면 OK!
필자가 이 책을 쓰려고 생각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지만, Chef는 비교적 간단하고 알
기 쉬운 툴이면서도 학습을 위한 시간이 제법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Cookbook, Resource, Attribute, Data Bags, Role, Environment,
Provider, LWRP…… 등 Chef의 여러 독자적인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식 문
서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사용해 보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필자와 같이 소규모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Chef Solo의 실행 방법과 표준
으로 제공된 Resource만 알면 문제는 없었다. ‘조금 더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구글에서 검색하여 필요한 다른 개념을 공부하면 된다. 물론, 보다 강력한 레시피
를 작성하고 싶을 때는 각각의 개념도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부분만을 사용한다면 다른 개념들은 나중에 찾아봐도 된다.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일단, 레시피를 작성하고 Chef를 조작하여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앞부분에는
Chef Solo의 실행 방법, Resource의 사용 방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어느 정도 학습
이 끝난 상태에서 다른 개념들에 대해 천천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서둘러 Hello, World!부터 시작해 보자.

8 • Chef Solo 입문

#2
Chef
Solo 설치
•
Hello Chef!

그럼, 본격적으로 Chef Solo를 다뤄 보겠다. 여기서는 Chef Solo를 설치하고 Hello,
World!를 실행해 본다. 그 후에 패키지 설치를 테스트할 것이다. 또한, Chef 실행 시
중요한 개념인 멱등성(idempotence, 冪等性)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참고로, 멱등성은 여
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레시피 문법의 세부사항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Chef Solo 실행까지
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며 읽기 바란다.
또, Hello, World!를 하고 싶어도 Chef의 테스트 환경을 준비할 수 없는 독자도 일단
은 읽어 보길 바란다. 뒤의 #4에서 Chef의 테스트 환경에 적당한 툴인 Vagrant(베이그
런트)를 소개할 것이다.

Chef 설치
Chef 설치는 간단하다. 옵스코드가 제공하고 있는, Chef 배포에 편리한 스크립트인
Omnibus Chef Packaging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 curl -L http://www.opscode.com/chef/install.sh | sudo bash

이것으로 설치는 끝이다. 여기서는 AWS의 EC2 인스턴스, OS는 Amazon Linux를
이용하여 설치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Chef는 RubyGems에서 gem 패키지로도 배포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치할 수도
있다.
$ gem install chef

rvm이나 rbenv를 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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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키친), 쿡북, 레시피
Chef에서는 ‘코드화된 설정 매뉴얼’ 또는 ‘서버 상태’를 레시피(Recipe)라고 부른다고 했
고, 아래의 두 가지 정도도 함께 기억해 두길 바란다.
파일에 대한 디렉터리나 클래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와 같이 특정 레시피에 필요한 데
이터나 파일을 모아 둔 ‘쿡북(Cookbook)’이라고 부르는 저장 공간이 있다.
그리고 쿡북 그룹을 포함한, Chef 실행에 필요한 일련의 파일을 모아 둔 저장 공간을
‘리포지터리(Repository)’ 또는 ‘키친(Kitchen)’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리포지터리
라고 부르겠다.
정리하자면, Chef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층 형태로 레시피 그룹이 관리되고 있는 것
이다.
•리포지터리 > 쿡북 > 레시피

리포지터리 생성
위와 같은 이유로, Chef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는 먼저 리포지터리를 만든다. 여
기서는 옵스코드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리포지터리를 사용할 것이다.
$ git clone git://github.com/opscode/chef-repo.git

리포지터리는 특정 시스템에 하나 정도 존재하는 단위다. 예를 들어,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스템 A와 B가 있다고 하고, A와 B에 리포지터리는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A를 위해
두 개의 Chef 리포지터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또, 이 작업은 #5에서 소개할 knife-solo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옵스코드의 리
포지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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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fe 명령어로 쿡북 생성
리포지터리를 생성한 후에는 쿡북을 만든다.
Chef를 설치하면 knife라는 리포지터리를 조작하기 위한 툴이 설치된다. 쿡북은 knife
명령어를 사용하여 만든다.
knife로 쿡북을 만들기 전에 먼저 knife 초기 설정을 한다.
$ knife configure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이 표시되지만, 모두 기본 설정으로 해도 문제없다. 초기화가 끝나
면 ~/.chef/knife.rb에 knife 설정 파일이 저장된다.
위 작업이 끝나면 knife를 사용하여 쿡북을 만들자.
$ cd chef-repo
$ knife cookbook create hello -o cookbooks

cookbooks 디렉터리 내에 hello라는 쿡북을 만들었다.
knife는 이와 같이 knife cookbook이나 knife solo 또는 knife ec2와 같은 하위 명령
어에 따라 명령어의 움직임이 바뀌는 툴이다. git과 유사하다. 이 하위 명령어는 정말
많이 존재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Chef Server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리를
위한 명령어다. Chef Solo 환경에서 이용하는 명령어는 knife cookbook과 나중에 설
명할 knife solo 정도다.

레시피 편집
다음은 레시피를 만든다. 쿡북을 만든 시점에 레시피 파일이 생성되어 있어 그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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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다.
$ vi cookboks/hello/recipes/default.rb

아래와 같이 로그로 “Hello, Chef!”를 출력만 하는 레시피를 만든다.
#
# Cookbook Name:: hello
# Recipe:: default
#
# Copyright 2013, YOUR_COMPANY_NAME
#
# All rights reserved - Do Not Redistribute
#
log “Hello, Chef!”

Chef Solo 실행
이젠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된다. Chef Solo 실행 시 사용할 레시피를 포함하고 있는
JSON 파일을 준비한다. 여기서는 적당히 localhost.json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것
을 chef-repo 디렉터리 아래에 저장한다.
// localhost.json
{
“run_list” : [
“recipe[hello]”
]
}

그러고 나서 Chef가 이용할 임시 디렉터리나 쿡북의 경로를 지정하는 설정 파일인 .rb
파일을 solo.rb라는 이름으로 chef-repo 디렉터리 아래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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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rb
file_cache_path “/tmp/chef-solo”
cookbook_path [“/home/ec2-user/chef-repo/cookbooks”]

또,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설정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도 knife-solo로 단순화되기 때문
에 이번에만 사용한다.
준비가 끝났다. 생성한 두 개의 설정 파일을 지정하여 chef-solo 명령어를 실행한다.
Chef Solo는 서버의 모든 파일을 조작하는 성질이 있어서 실행할 때 sudo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 sudo chef-solo -c solo.rb -j localhost.json

아래와 같이 “Hello, Chef!”가 출력된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 sudo chef-solo -c solo.rb -j localhost.json
Starting Chef Client, version 11.4.0
Compiling Cookbooks...
Converging 1 resources
Recipe: hello::default
* log[Hello, Chef!] action write
Chef Client finished, 1 resources updated

위와 같이 Chef Solo의 사용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레시피를 만든다.
•JSON 파일로 실행할 레시피를 지정한다.
•chef-solo 명령어로 그것을 실행한다.

간단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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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설치
로그를 출력하는 것으로는 재미없으므로 실제로 서버 상태를 변경해 보자. 테스트로
zsh를 Chef Solo를 사용해 설치해 보자.
package “zsh” do
action :install
end

방금 사용한 레시피 파일(default.rb)에 위의 내용을 추가하고 실행해 보자.
$ sudo chef-solo -c solo.rb -j localhost.json
Starting Chef Client, version 11.4.0
Compiling Cookbooks...
Converging 2 resources
Recipe: hello::default
* log[Hello, Chef!] action write
* package[zsh] action install
- install version 4.3.10-5.6.amzn1 of package zsh
Chef Client finished, 2 resources updated

정확히 zsh가 설치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인다. 확인해 보자.
$ rpm -qa | grep zsh
zsh-4.3.10-5.6.amzn1.x86_64

package “zsh” do… 부분에 yum이나 apt 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자. 이렇게
해도 zsh가 설치되는 것은 Chef가 플랫폼을 구분하여 설치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다.
‘zsh가 설치된 것은 알았다.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실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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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chef-solo -c solo.rb -j localhost.json
Starting Chef Client, version 11.4.0
Compiling Cookbooks...
Converging 2 resources
Recipe: hello::default
* log[Hello, Chef!] action write
* package[zsh] action install (up to date)
Chef Client finished, 1 resources updated

출력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설치가 된 상태라는 내용이 보여진다. 이미 설치되어 있음
을 보여주며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Ruby의 힘을 발휘하자
여러 개의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해 보자. 여기서는 Ruby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
복문으로 작성해 보자.
%w{zsh gcc make readline-devel}.each do |pkg|
package pkg do
action :install
end
end

이 레시피를 실행하면 zsh, gcc, make, readline-devel이 한 번에 설치된다. 이와 같
이 Ruby 코드와 같이 사용하면 레시피를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다.

멱등성이란?
Chef의 레시피에는 ‘멱등성(冪等性)을 보장한다’라는 중요한 정책이 있다. 앞에서도 말
했지만, 멱등성은 수학이나 알고리즘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그 조작을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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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개념이다.
Chef의 레시피는 몇 번이고 실행해도 결과는 같다. 결국, Chef의 실행이 끝난 후 서버
상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zsh 설치 레시피를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설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다. 그
렇다고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서버에 다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멱등성
이 보증된다는 것이다. 별것 아닌 개념 같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것들에서 중요한 개념
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길 바란다.

Resource란?
레시피를 작성할 때 log나 package라는 명령을 사용했다. 이 log나 package는 Ruby
의 문법이 아닌 Chef가 제공하는 DSL이다. 이 레시피 안에서 사용하는 서버 상태에 어
떤 영향을 주는 명령을 Chef에서는 “Resource”라고 한다. #1에서 ‘Resource 사용 방
법만 안다면 OK!’라고 말했었다.
이번에는 Chef 로그를 조작하는 Log와 패키지 상태를 나타내는 Package라는
Resource를 사용했다. 둘 다 Chef가 표준으로 제공하는 Resource다. Resource는 자
신이 정의할 수도 있고, 제삼자가 만든 것을 임포트(import)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표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Resource를 사용하면 대부분
구현이 가능하다.
Resource의 리스트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URL 소개만 해두도록 하겠다.
URL http://docs.opscode.com/resour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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