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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환경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계속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발
맞춰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 주는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기술뿐 아니라 업무
문화도 함께 변화되고 있으며, 엔지니어의 역할도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야 하는 능력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주목받는 기술이 클라우드를 통해 빠르게 적
용되고 서비스의 요구 사항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정보에 대한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많은 기능을 클러스터로 구성해야 하고 자동화된 검증 기법을 연동하면서 코드형
인프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특화
된 도구가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며 사용할 수 있는 테라폼이 있다. 테라폼은 최근 가
장 주목받는 도구이며, 오픈소스로 많은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
이 책은 테라폼을 통해서 인프라의 구성을 코드 형태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과 노하우를 소개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추상화되어 있고 많은 기
술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부드럽게 코드 형태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책의 본론에서는 테라폼의 기본 문법부터 실질적인 노하우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부분 역시 사고방식의 전환
이 필요하므로 이 책의 초반에서 다루는 데브옵스의 의미와 코드형 인프라의 장단점, 그리고
후반부에 설명하는 팀과 프로세스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이미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맞춘 배포 시스템이 있거나 정해진 정책대로 대규모의 환경을 문
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면 테라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통해 테라폼을 본인의 시스템에 벤치마킹하고, 코드형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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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테라
폼 도입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원서를 읽어 보았기 때문에 크
게 부담 없이 번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이라는 것이 내가 보려고 정리하거나 발표하는 것과
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와 문맥에 대해 최대한
오역이 없도록 문장 하나하나를 수차례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시 읽기를 반복하고
문맥과 단어의 의미를 찾다 보니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깨닫고 누군
가에게 설명할 때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내포하는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예전보다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읽으면서 얻은 지식과 번역하면서 얻은 지식이 분명히 존재
하며, 나의 경력을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책이 나오기까지 다방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번역 일정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
을 양해해 주신 제이펍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의 추천사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멘토 분들
과 지난 10년 동안 퍼블릭, 프라이빗을 가리지 않고 클라우드라는 전장을 함께 누비면서, 어
떤 문제라도 가리지 않고 맨 앞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새로
운 도전을 위해 온 타지에서 항상 옆에서 나를 배려하고 용기를 준 아내와 늘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스톡홀름에서
장경철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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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가 IT 인프라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구성 및 배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코드 기반의 인
프라 배포 도구로 개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테라폼의 국내 번역서가 나오게 되어 진심
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대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직접 구축, 설계, 운영
한 역자의 풍부한 클라우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번역으로 테라폼을 처음 접하는 개발
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되리라 믿는다.
— 윤혜식(투마일즈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는 치열한 경쟁의 속도전이다. 테라폼은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
스 개발 및 운영 시 IaC의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으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적용해야 할 필
수 기술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책은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테라폼 적용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제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클라우드를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IT 회사의 SW 개발자, 운영자, 기술 관리자들
에게 데브옵스 또는 NoOps의 완성을 위한 가이드 도서로 추천한다.
— 임상석(마켓컬리 개발 총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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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옵스 개념이 유행하고 클라우드나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aC
다. 기존에는 클라우드별로 인프라 구성 자동화 및 배포 서비스가 존재하였지만, 정해진 기
능과 형태에 맞춰서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테라폼을 통해 인프라 환경
을 빠르고 손쉽게 선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 정의 모듈을 개발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책은 테라폼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인프라의 구성
과 배포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또한, 실제 업무와 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데브옵스 엔지니어, 개발자, 그리고 IaC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박상욱(메가존클라우드 4" 총괄/"84 커뮤니티 히어로)
클라우드와 같이 리소스의 할당, 사용, 회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시스템 관리
자들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방식보다는 재사용성에 기반한 리소스의 배치 방법이 필요하다.
테라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리소스의 준비와 사용을 돕는 획기적인
도구다. 서비스 시스템을 코드로 관리하는 데브옵스 도구 중 핵심이다. 이 책에서는 테라폼을
통해 리소스를 다루기 위한 상세한 설명과 예제가 수록되어 있어서 테라폼을 시작하려는 엔
지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능과 코드 구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엔지니어링
의 경험과 관계없이 테라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윤진(피보탈 수석 테크놀로지스트)
인터넷 서비스를 지탱하는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서버 배포의 패러다임도 획기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테라폼이 그 변화를 관리할 최고의 솔루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처음 테라폼을 접하는 분에게는 개념이나 의의의 설명을, 팀 단위로 확장하는 분에게는
협업 및 버전 관리 전략이 잘 설명되어 있어 테라폼의 도입을 주저하거나 막상 도입하고도 잘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서버 배포를 테라폼으로 자동화하고 본연의 업무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 김성한(야놀자 리드 시스템 엔지니어)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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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구성과 동작
몇 년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 인프라를 직접 구성해야만
했고, 권한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수동으로 관리해야만 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들과 모든 구성 정보들을 환경마다 직접 설정, 관리해야 했
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설정의 실수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고, 무겁고 느린 배포의 어려움
도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만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 없이는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데브옵스(DevOps)로의 움직
임으로 상황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테라폼(Terraform)을 통해서 이전보다 유연하고 탄력
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테라폼(https://www.terraform.io/)은 하시코프(HashiCorp)에서 만든 오픈 소스 도구이며, 인프
라를 코드 형태로 정의하는 간편한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다양한 공용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동으로 웹페이지를 클릭한다거나 많은 명령어를 묶음으로 만들어서 수행
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의 서버
를 설정할 수 있다.
provider "aws" {
region = "us-east-1"
}
resource "aws_instance" "example" {
ami = "ami-40d28157"
instance_type = "t2. mic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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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을 위해서는 간단히 다음의 명령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 terraform apply

이러한 간단함과 효율성 덕분에 테라폼은 데브옵스 세계에서 급성장한 주요 도구가 되었다.
또한, 지루하며 관리하기 어렵고 수동으로 해야 하는 시스템 관리자의 구성 작업을 견고한 자
동화 기반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그 위에 검증 자동화,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전달과 같은
데브옵스로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커(Docker), 셰프(Chef), 퍼핏(Puppet) 등
의 다양한 데브옵스 도구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테라폼을 구성하고 동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언어의 ‘Hello, World’ 단계 같은 가장 기초적인 테라폼의 실습부터 대
규모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단계의 시스템 구성(서버 클러스터, 로드 밸런서, 데이터베이스)까
지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실습 자료를 통해 데브옵스와 코드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Code,
IaC)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다양한 코드 예제를 통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테라폼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며, 능
숙하게 인프라를 코드 형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대상
이 책은 코드가 작성된 후에 해당 코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
면, 시스템 관리자, 운영 엔지니어, 배포 엔지니어, 신뢰성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인프
라 개발자, 풀 스택(Full Stack)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기술 담당 총괄을 하는 사람들 모
두가 해당된다. 직책은 중요하지 않으며, 직접 인프라를 구성, 운영(리소스 관리, 데이터 백업, 모
니터링 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감시하며, 새벽에 발생한 알

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일반적으로 ‘운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
발자는 코드를 개발하지만, 대신 운영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운영을 담
당하지만,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서로 협업하기가 어려웠다. 과거에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방안을 모색하였다면,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브옵스가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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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모든 개발자가 운영 정책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관리자가 개발
관련 기술과 언어를 능동적으로 배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CLI,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친숙하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을 다
읽은 시점에는 최신 유행하는 코드형 인프라 개발 방법과 데브옵스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테라폼을 통해 인프라를 코드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뿐 아니라 데브옵
스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
다음은 이 책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다.
• 왜 코드형 인프라(IaC)를 사용하는가?
• 구성 관리 도구와 배포 도구, 그리고 서버 템플릿의 차이는 무엇인가?
• 언제 테라폼, 셰프, 앤서블, 퍼핏, 솔트스택, 클라우드포메이션, 도커, 패커를 사용해야
하는가?
• 테라폼은 어떻게 동작하고,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자동화된 배포 절차의 일부로써 테라폼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 자동화된 검증 절차에서는 테라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테라폼을 팀에서 활용하기 위한 모범사례는 어느 것이 있는가?
또한, 테라폼은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테라폼은 데브옵스를 위한 매우 주요한 도구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같이 잘 알려진 클라우드 공급자의 환경을 대부분 지원하며, 간결하고 손쉽게 작성 가능
한 언어를 바탕으로 코드 재사용, 검증, 버전 관리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픈 소스이며,
친근하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최근에 개발된 도구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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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작성하는 시점인 지금 테라폼은 이제 2년이 되었다. 문제는 책, 블로그,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식 문서를 통해 테라폼을 배우고자 한
다면, 기본 문법과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구성 방안,
모범 사례, 검증 방법, 재사용 방안, 혹은 작업 관리 등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것은 마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려고 공부하는데 단어에만 집중하고 문법이나 숙어에 대해
서는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독자가 테라폼을 능숙하게 사용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테라폼을 초기 시점부터 사용해 왔으며, 직접 그런트웍스
(Gruntwork)에서 이 도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

면서 어떻게 동작하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터득했다. 필자의 목표는 배운 것을 공
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 시간을 최소화하며, 이른 시간 안에 자유자재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능숙하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원어민과 이야기하고, 프랑스 TV 쇼를 보고, 프랑스 음악을 들어야 할
것이다. 테라폼 역시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작성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
버에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법을 배우고 코드를 작성해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코드를 수행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다음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Chapter 1. 왜 테라폼인가?
어떻게 데브옵스가 소프트웨어 실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코드형 인프라 도구에
대한 개요, 구성 관리 도구와 배포 도구, 그리고 서버 템플릿, 코드형 인프라의 장점, 테
라폼이 셰프, 퍼핏, 앤서블, 솔트스택, 오픈스택 히트, 클라우드포메이션과의 차이점 등
을 다룬다.

Chapter 2. 테라폼 시작하기
테라폼 설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 CLI 도구에 대한 이해, 웹 서버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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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 클러스터 구성 방법, 로드 밸런서 구성 및 배포 방법, 배포된 리소스에 대한 회
수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Chapter 3. 테라폼 상태 관리
테라폼 상태 정보는 무엇이며, 여러 구성원이 접근하는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방법,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태 정보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 상태 정보 파일
을 어떻게 분리하고 오류로부터 영향도를 제한하는 방법, 테라폼 프로젝트의 파일과 폴
더 구조의 모범 사례, 읽기 전용 상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Chapter 4. 테라폼 모듈
모듈은 무엇이며, 기본 모듈 만드는 방법, 구성 가능한 모듈을 만드는 방법, 모듈의 이
력 관리, 모듈의 팁과 요령, 모듈을 통한 재사용, 구성 가능한 인프라의 정의 등을 공부
한다.

Chapter 5. 테라폼의 팁과 요령: 반복문, 조건문, 배포 및 주의사항
고급 테라폼 문법, 반복문, 조건문, 다중 조건문, 무중단 배포, 팁과 주의사항 등을 익
힌다.

Chapter 6. 테라폼을 팀에서 사용하기
이력 관리, 테라폼 관리의 필수 정책, 개발 가이드라인, 테라폼 스타일, 테라폼의 자동
화된 테스트, 문서화, 작업 절차, 테라폼을 통한 자동화 등을 알 수 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장을 옮겨 가도 좋다.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A에서는 테라폼, 운영, 코드형 인프라와 데브옵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추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테라폼의 포괄적인 참조 설명서가 아니다.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 다루지 않으
며, 각 클라우드 공급자의 모든 서비스 또는 테라폼에서 가능한 명령어를 전부 다루지는 않는
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원한다면 공식 테라폼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xvi

이 책에 대하여

해당 문서는 많은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테라폼, 코드형 인프라 혹은 운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면 어떤 것을 질문하고 찾아야 할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공식
문서가 다루고 있지 않은, 즉 다시 말해 테라폼의 기초적인 예제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테라
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책은 테라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관해
토론하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떤 사례와 방법들이 해당 작업량에 잘 부합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책은 다양한 예제 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대한 이해
하기 쉽게 간단하게 예제들을 구성하였으며, 다른 요소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어디서든 실습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습 예제들은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가입하면 공식적으로 프리 티어가 지원된다)을 보유하
고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하시코프의 유료 서비스인 테라폼 Pro와 Enterprise 버전에 대해서
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실습 예제 코드 역시 오픈 소스로 공개해 놓은 이
유다.

오픈 소스 예제 코드
다음 URL에서 이 책의 실습 예제 코드를 찾을 수 있다.

https://github.com/stitchlabio/terraform-up-and-running-code
필요하다면 깃허브(GitHub) 저장소를 등록하고 컴퓨터에 직접 예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HJU DMPOF https://github.com/stitchlabio/terraform-up-and-running-code.git

공식 코드 저장소에 있는 예제 코드는 보기 쉽도록 장마다 나누어져 있으며, 이 장의 끝부분
에 코드의 구성 요소별로 어떻게 표시했는지 정보가 나와 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직접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하면서 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실습은 2장부터 할 수 있으며, 실습을 통해 테라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웹 서버의 간단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 각 장의 실습 지침을 참고하여 예제 웹 서버의
클러스터를 개선할 수 있다. 코드를 수정하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공식 예제 코드를 통해
작업을 확인하고 스스로 풀어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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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활용법
이 책은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예제 코드를 실제 프로그램과 설명
서를 문서화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많은 부분을 재사용하지 않는 이상 O’Reilly
에 권한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 책에 포함된 여러 개의 코드 묶음들을 프로그
램 작성할 때에 사용 권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O’Reilly 책을 통해 배포되거나 상업적으
로 판매되는 CD-ROM에 대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또한, 이 책과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
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가 요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양을 제품 설명에 포함하기 위
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코드 기여는 환영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며, 저작자 표시에는 일
반적으로 제목, 저자, 유통사와 ISBN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erraform: Up

and Running by Yevgeniy Brikman(O’Reilly). Copyright 2017 Yevgeniy Brikman, 978-1-49197708-8.’
만약 예제 코드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 또는 위에 명시된 사용 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
면 O’Reilly Media에 언제든지 연락하기 바란다.

이것은 간단한 팁이나 제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충 설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경고나 주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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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IaC 도입을 위해 테라폼을 검토하던 중 이 책을 만나게 되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데브
옵스, IaC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다른 도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왜?’라
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라폼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
항들은 실무 도입 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가 보편적이 되면서 데브옵스는 어느덧 개발 프로세스 철학이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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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 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테라폼은 새로운 버전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므로 테라폼 공식 문서를 같이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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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영
클라우드 환경이 보급됨에 따라 데브옵스가 이제는 서버 개발자의 필수적 경험이자 역량 지
표가 된 듯합니다. 데브옵스 개발자들은 이제 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테라
폼을 통해 인프라도 코드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에서
테라폼을 통해 코드화, 형상관리, 오토 스케일링 등 데브옵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관리 기법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 하나씩 따라 하며 테라폼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최근에 개발과 운영 전반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관리 콘솔을 돌아다니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설정을 만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마다 영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라폼은 이러한 인프라 관리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
고, 코드로 인프라를 선언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게 해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테라폼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곧바로 업무에 적용해서 인프라 관리상 효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만(인코위즈)
클라우드 인프라를 코드를 이용하여 배치, 유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테라폼의 예제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간단한 서버 구성부터 로드 밸런서, 데이터베이스,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무중단 배포와 테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SDK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업무에 적용하는 데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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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왜 테라폼인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작성되어 적용되고 실사용자에게 문제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
계를 거친다. 예를 들어, 개발 환경에서 문제없이 동작하고 검수 환경에서 원활한 기능 동작
이 확인되었으며, 상용 환경에 배포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
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전달(4PGUXBSF %FMJWFSZ)은 사용자가 제작된 코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용 환경 서버에 코드를 적용한다거나, 장애와
순간적인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탄력적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공격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안 사항을 추가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테라폼의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전달의 거시적 단계에서 테라폼의 활용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 데브옵스
•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 코드형 인프라의 장점
• 테라폼의 동작 방식
• 테라폼이 다른 코드형 인프라 도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데브옵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리 장비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했다. 데이터 센터에 서버 랙과 물리 서버들을 위치시키며, 네트워크 연결 작업, 항
온·항습부터 전력 이중화까지 여러 물리적인 작업을 고려해야 했다. 일반적으로는 서버 운영
을 책임지는 운영조직(Ops)이 이와 같은 작업을 담당하고, 구성된 서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일은 개발조직(Dev)에서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개발팀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Build)하고, ‘보이지 않는 벽’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함께 운영 조직으로 넘긴다. 그 후 운
영 조직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동작 방법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절차는 서버를 위치시키고 케이블을 구성하는 물리적 작업이 동반되므로 팀 간에 역
할 분리가 불가피했다. 운영 조직 안에서도 물리적인 작업 이외에 소프트웨어 설치와 동작을
위한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 설치 등 코드 스크립트 작업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물리적인 작
업처럼 담당자가 수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꽤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고 서비스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용
량 관리와 증설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였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서비
스 투입 절차가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버의 수가 많을수록 배포는 느려지고 다양한 변수
가 생겨 작업이 쉽지 않았다. 만약 운영 조직의 실수로 일부 서버의 설정이 달라지면, 서비스가
불안정해져 품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
타나며, 개발 조직이 ‘개발 환경에서는 잘 돌아가서 어떤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 장애
현상이 심해지고 점검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서비스 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매 서비스 릴리즈(Release) 후 새벽 장애 대응까지 하면 운영 조직은 릴리즈 주기를 일
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게 되고, 점차 한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까지 바꾸게 된다. 긴 주기에
한 번 릴리즈를 하게 되면 모든 팀이 모여서 프로젝트의 코드를 통합할 때 코드 충돌이 일어
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아무도 품질을 안정화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
에 불만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협화음들은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회사 비즈니
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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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 많은 회사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개발
과 운영이 분리되었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를 통해 물

리 장비 관리에 쏟던 시간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구성과 형상 관리, 그리고 배포 자동화 도구
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 운영 업무 역시 해당 도구들로 서비스 정책을 고려
하여 자동화를 통해 코드 형태로 형상을 관리하는 업무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 조직이 함께 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졌으며, 두 팀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회사 정책에 따라서 개발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코드 개발의 책임, 운영 조직은 운영 책임으로 명확하게 나뉜 곳도 있으나, 서로 간의 업무를
예전보다 더 많이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
는 부분이 되었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이 데브옵스(DevOps)가 등장한 배경이다.
데브옵스는 프로세스와 방법 그리고 기술의 집합이며, 어느 조직의 이름이나 직책, 특정 기술
을 대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데브옵스의 의미를 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데브옵스의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데브옵스는 소스 코드를 매번 수동으로 통합하고 오류를 눈으로 검출해야 하는 악몽에서 벗
어나 코드를 지속해서 통합하고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하며,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배포 작업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수십 번 혹은 코드를 커밋
(commit)할 때마다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장애와 중지 시간을 고려하여 자동으

로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자동으로 복구하지 못할 때는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경고로 문제 상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데브옵스로의 변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회사의 결과는 매우 놀랍다. 예를 들어, 노
드스트롬(Nordstrom)사에서는 데브옵스의 모범사례를 조직에 도입하여, 한 달에 기능 업데
이트를 두 배 정도 더 할 수 있었다. 또한, 결함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과 상용 적용까지의 시간을 60%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상용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60~90% 줄였다. 그리고 HP의 레이저젯(LazerJet) 펌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에서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업무에서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시간이 5%에서 40%로 증가했으며, 전체 개발 비용도

40% 절감할 수 있었다. 엣시(Etsy)에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스트레스가 높고 비정기적인
데브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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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절차를 데브옵스 사례를 적용하여 하루에 25~50번 배포하더라도 문제가 드물게 일어
났다.1
데브옵스의 움직임에는 문화, 자동화, 측정, 공유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존재한다(CAMS,
http://devopsdictionary.com/wiki/CAMS). 이 책에서는 데브옵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Appendix

A를 확인할 것)은 다루지 않으며, 자동화 부분에 집중한다.

목적은 최대한 소프트웨어 배포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웹페이지를 일일이 클릭하거나 시
스템 명령어를 수동으로 수행하며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형태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코드형 인프라의 개념이다.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코드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Code, IaC)란 코드 형태로 인프라를 작성, 정의, 배포, 업데이
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 장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을 코드 형태로 한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실제로 데브옵스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로그 파일, 애플리케
이션 설정, 자동화된 검증 절차, 배포 방법 등 모든 것을 코드 형태로 관리한다.

IaC 도구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며, 하나씩 상세하게 다룬다.
• 애드 혹 스크립트
• 구성 관리 도구
• 서버 템플릿 도구
• 서버 프로비전 도구

애드 혹 스크립트
가장 간단하게 코드 형태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호출과 응답을 할 수 있
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다.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절차별로 정의한 다음에 스크립트 언
어(배시, 루비, 파이썬 등)로 구현하고 대상 장비에서 수행한다.
1

《데브옵스 핸드북: 세계 최고 수준의 기민성, 신뢰성, 안정성을 갖춘 기술조직의 비밀(The DevOps Handbook: How to Create
World-Class Agility, Reliability, and Security in Technology Organizations)》(진 킴, 제즈 험블, 패트릭 드부아, 존 윌리스 지음, 김
영기, 김나리 옮김, 에이콘출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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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 혹 스크립트

그림 1-1 서버에서의 애드 혹 스크립트 동작 방식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의존성을 확인하여 설치하면 깃(git) 저장소로부터 코드를 내려받으
며, 아파치 웹 서버를 시작하는 TFUVQ-XFCTFSWFS.TI라는 배시(Bash) 스크립트를 볼 수 있다.
# Update the apt-get cache
sudo apt-get update
# Install PHP
sudo apt-get install -y php
# Install Apache
sudo apt-get install -y apache2
# Copy the code from the repository
sudo git clone https://github.com/brikis98/php-app.git /var/www/html/app
# Start Apache
sudo service apache2 start

애드 혹 스크립트는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개발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코드형 인프라를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간결한 API를 제공하지만, IaC 도구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면 모든 작업에 대해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IaC는 일반적인 코드
와 같이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특정 코드 구조와 문법 형태에 따라서 작성하도
록 만들어졌다. 웹 서버 한두 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코드 형태도 큰 문제는 아니
지만, 수많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부하 분산 장치, 네트워크 설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혼란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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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의 애드 혹 스크립트를 운영해 본 적이 있다면 스크립트를 이
해하기도 쉽지 않으며, 거의 항상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스파게티 코드가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드 혹 스크립트는 규모가 작거나 단발성 작업에 적합하며, 모든 장비를
코드 형태로 관리할 계획이 있다면, 대규모 인프라 관리 목적에 의해 개발된 IaC 도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구성 관리 도구
셰프(Chef), 퍼핏(Puppet), 앤서블(Ansible), 솔트스택(Saltstack)은 구성 관리 도구에 속하며,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본 아파치 웹 서버
를 설치하는 배시 스크립트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앤서블 롤(Role)은 다음과 같다.
- name: Update the apt-get cache
apt:
update_cache: yes
- name: Install PHP
apt:
name: php
- name: Install Apache
apt:
name: apache2
- name: Copy the code from the repository
git: repo=https://github.com/brikis98/php-app.git dest=/var/www/html/app
- name: Start Apache
service: name=apache2 state=started enabled=yes

구성 관리 도구의 코드는 배시 스크립트와 비슷하나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코딩 규칙

앤서블은 문서화, 파일 배열 구성, 명확히 정의된 변수, 암호화 관리를 포함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개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개발자와 운영자가 각각 애
드 혹 스크립트의 관리 방법이 달랐다면 코드 작성 규칙을 통해 더욱더 쉽게 읽고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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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등성

애드 혹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단발성 스크립트가 아
니라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면 폴더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지, 설정 값에 특정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실행 중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멱등성은 같은 코드라면 수행 횟수에 상관없이 결괏값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배시 스크립트에서 멱등성을 구현한다고 하면 앞에서 설명한 많은 고려사항을 조건문
으로 처리해야 한다. 앞의 앤서블 롤에 따른 동작 방식을 예로 들면, 아파치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을 때만 아파치의 설치를 진행하고, 웹 서버가 동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아
파치를 실행시키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몇 번을 수행하더라도 항상 같은 형상과 멱등
성이 유지된다.
분산형 구조

애드 혹 스크립트는 소규모, 단발성에 적합하며, 앤서블을 포함한 다른 구성 관리 도구
들은 그림 1-2처럼 대규모의 분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앤서블

앤서블 롤

그림 1-2 앤서블을 통해 다중 서버를 구성 관리하는 방안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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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간단하게 다음의 IP를 갖는 5대의 서버를 앤서블을 통해 같은 설정의 웹 서버로 구
성할 수 있다.
[webservers]
11.11.11.11
11.11.11.12
11.11.11.13
11.11.11.14
11.11.11.15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앤서블 플레이북(QMBZCPPL)을 정의하면 된다.
- hosts: webservers
roles:
- webserver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nsible-playbook playbook.yml

이렇게 앤서블을 수행하게 되면 5대의 서버에 병렬로 수행되며,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롤링
(rolling) 배포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serial이라는 변수를 플레이북에 정의하면 된다.

예를 들어, serial 값을 2로 설정한다면 앤서블은 한 번에 서버 2대에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
다. 애드 혹 스크립트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수십, 수백 줄의 추가 코드가 들어
가야 한다.

서버 템플릿 도구
구성 관리 도구의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커(Docker), 패커(Packer), 베이그란트(Vagrant)
등의 서버 템플릿 도구다. 많은 서버를 배포하고 같은 코드를 서버마다 같은 설정으로 동일하
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수행 시에 필요한 설정과 의존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특정 시점에 운영 체제와 함께 스냅샷(Snapshot)하여 템플릿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그림

1-3처럼 특정 IaC 도구를 통해 서버에 템플릿 이미지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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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ers": [{
"type": "shell",
"inline": [
"apt-get update",
"apt-get install
-y php",
"apt-get install
-y apache2",
]
}]
Packer
패커Template
설정

패커
Packer

Server
image
서버 이미지

앤서블

그림 1-3 패커 서버 템플릿 도구를 통해 서버의 특정 시점의 상태를 템플릿 이미지화한 다음, 앤서블 배포
도구를 통해서 모든 서버로 배포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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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가상 머신
가상 머신(7JSUVBM .BDIJOF, 7.)을 통해서 하드웨어 레벨의 연관 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의 정보를 이미지화할 수 있다. VM웨어(VMware), 버추얼박스(VirtualBox) 또는 패러랠
스(Parallels) 같은 하이퍼바이저()ZQFSWJTPS)를 통해 CPU, 메모리, 물리 디스크와 네트워
크를 가상화할 수 있다. 가상 머신 이미지의 장점은 하이퍼바이저가 구성된 환경이라면
개발, 준비, 상용 환경의 어느 곳에서라도 동일하게 배포,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을 다른 리소스와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
하드웨어 위의 가상화 계층에서 서로 격리된 공간을 할당해야 하므로 CPU와 메모리
의 오버헤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가상 머신이 준비되고 배포할 때 걸리는 시간의 부
담이 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POUBJOFS)는 운영 체제의 사용자 영역만 에뮬레이트(emulate)한다.2 만약 도커나

코어OS(CoreOS)가 제공하는 rkt를 사용한다면 독립된 프로세스, 메모리, 네트워크와 마
운트 정보들을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어느 환경이든 컨테이너 엔
진만 있다면 별도의 사용자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같은 형태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상 머신과 같이 운영 체제 영역을 함께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버헤드도 적고 가볍다.3 하지만 운영 체제 커널과 물리적인 영역을 함께 공유해야 하
므로 보안상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2

대부분의 최신 운영 체제에서 코드는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이라는 두 개의 ‘영역’ 중 하나에서 실행된다. 커널 영역에서 실행되
는 코드에는 모든 하드웨어에 대해 권한 제한이 없고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제한 사항도 없으며(즉, CPU 명령을 실행
하거나 하드 드라이브의 일부에 액세스하거나 메모리 임의의 주소에 쓸 수 있다), 안전 제한(커널 영역의 충돌로 인해 일반적으로
전체 컴퓨터가 손상될 수도 있다)도 없다.
따라서 커널 영역은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일반적으로 커널이라고 한다)을 위
해 예약되어 있다. 사용자 공간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하드웨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대신 운영 체제 커널에 의해 공개된

API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API는 보안 제한(예: 사용자 권한)과 안전성(예: 사용자 공간 앱의 충돌이 해당 앱에만 영향을 미
침)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사용자 공간에서 실행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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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자체 코드를 격리하여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하지만,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제3자 코드
(예: 자체 클라우드 공급자를 구축하는 경우)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VM의 강화된 격리 수준을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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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가상 머신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게스트
사용자 영역

게스트
사용자 영역

게스트
사용자 영역

게스트 04

게스트 04

가상화된
물리 영역

가상화된
물리 영역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게스트 04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된
물리 영역

가상화된
사용자 영역

가상화된
사용자 영역

가상화된
사용자 영역

가상 머신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엔진

호스트 사용자 영역

호스트 사용자 영역

호스트 04

호스트 04

물리장비

물리장비

그림 1-4 가상 머신(왼쪽)과 컨테이너(오른쪽)의 차이. 가상 머신은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컨테이너는 사용자 영
역만 가상화한다

다음은 실제로 패커로 웹 서버용 아마존 머신 이미지(".*, "NB[PO .BDIJOF *NBHF)를 제작하는
XFC-TFSWFS.KTPO 설정 파일이다.

{
"builders": [{
"ami_name": "packer-example",
"instance_type": "t2.micro",
"region": "us-east-1",
"type": "amazon-ebs",
"source_ami": "ami-40d28157",
"ssh_username": "ubuntu"
}],
"provisioners": [{
"type": "shell",
"inline": [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y php",
"sudo apt-get install -y apache2",
"sudo git clone https://github.com/brikis98/php-app.git /var/www/html/app"
]
}]
}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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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커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TFUVQ-XFCTFSWFS.TI와 같은 역할을 하는 템플릿 설정이다.4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패커 설정에서는 아파치 서버를 시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버 템플
릿으로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설치까지의 단계를 담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프트
웨어의 실행은 이미지를 통해 서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도록 설정함을 의미한다.

packer build web-server.json 명령어로 AMI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AMI를 통해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 여러 대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서버가 시작
될 때(다음 예시 참고) 아파치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양한 서버 템플릿 도구마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다. 패커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MI를
통해 상용 환경 서버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서버 템플릿 도구다. 베이그란트는
개발 환경을 구성한 PC에서 버추얼박스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기에 적합한 도구다. 도커는 독
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적합하다. 도커 이미지는 도커 엔진만 구성
되어 있다면 상용 환경과 개발 환경에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도구를 통하여 도
커 엔진을 구성할 수 있다. 도커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단계를 예로 들면, 패커를 통해
도커 엔진을 설치한 AMI를 구성 및 배포한 다음 각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를 함께 배포하
여 컨테이너 클러스터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다.
서버 템플릿은 변하지 않는 인프라(*NNVUBCMF *OGSBTUSVDUVSF)의 주요한 기능이며, 이것은 함수형
프로그램처럼 가변적인 변수를 제거하여 항상 값을 불변으로 유지한다. 무엇을 수정하려고
할 때 새로운 값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렇게 정의된 값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때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변하지 않는 인프라 역시 비슷한 개념이며, 서버를 한번 배포하면 해
당 서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설정을 가진다. 만약에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
요하다면 새로운 서버를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배포된 서버의 설정은 절
대 변경되지 않으므로 배포된 내용을 알아내는 작업은 매우 간단해진다.

서버 프로비전 도구
구성 설정 도구와 서버 템플릿 도구가 각 서버에 코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테라폼,
클라우드포메이션(CloudFormation), 오픈스택 히트(Openstack Heat)는 서버 자체를 구성하기 위
한 도구다. 그림 1-5와 같이 서버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캐시, 네트워크 장비, 서브넷 설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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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의 대안으로 패커, 앤서블 또는 셰프와 같은 구성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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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정책, SSL 인증서, 방화벽 등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테라폼 설정

테라폼

클라우드 공급자

그림 1-5 서버 프로비전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리소스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테라폼 코드를 통해서 웹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

코드형 인프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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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aws_instance" "app" {
instance_type
= "t2.micro"
availability_zone = "us-east-1a"
ami
= "ami-40d28157"
user_data = <<-EOF
#!/bin/bash
sudo service apache2 start
EOF
}

테라폼의 문법과 구성 방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여기서는 두 가지 매개
변수만 이해하면 된다.

AMI

ID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버에 배포할 때 기본이 되는 이미지 정보다. 이 AMI ID
는 패커를 통해서 PHP, 아파치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구성한 XFC-TFSWFS.KTPO으로
만들어진 값이다.

user_data
배시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으며, 웹 서버가 부트할 때 아파치와 함께 시작하도록 설정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코드와 같이 서버 프로비전 도구와 서버 템플릿 도구를 함께 사용해서 변하지
않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코드형 인프라의 장점
지금까지 코드형 인프라의 각 항목과 항목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코드형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왜 이러한 도구를 배워야 하고, 코드화해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코드 형태의 관리는 매우 효과
적이라는 것이다. 수동 작업을 코드 형태로 변환하는 첫 과제만 넘어선다면 소프트웨어 전
달에 극적인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데브옵스 리포트(https://puppet.com/
resources/whitepaper/2016-state-of-devops-report)에 따르면 조직에서 코드형 인프라와 같은

데브옵스를 적용하였을 때 배포 주기는 200배 이상 빨라졌고, 장애 복구 시간은 24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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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개발에서 상용 서비스 적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가 2천 배 이상으로 줄어
들었다.
이렇게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전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셀프서비스

조직 대부분은 코드를 수동으로 배포하고 소프트웨어 배포와 상용 환경에서 실제 작업
을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 담당자는 적은 인원(주로 단 한 명)이다. 이러한 구조가 회사가
성장할 때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된다. 만일 코드 형태로 관리하고 배포 절차를 자동화
하면 개발자가 원하는 시점에 배포할 수 있다.
속도와 안정성

만일 배포 절차가 자동화된다면, 운영자가 수동으로 배포하지 않고 컴퓨팅 리소스가 신
속하게 배포하므로 속도와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더
욱 일관성 있게 반복할 수 있으며, 수동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문서화

인프라의 상태 정보가 시스템 관리자의 머릿속에만 저장된 것이 아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코드형 인프라 자체가 문서로 만들어진 형태라 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가 휴가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과 조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다.
버전 관리

코드형 인프라 파일 역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인프라의 변경 사항과 커밋
로그 등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다. 변경 사항에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추후 문제
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부분이 변경 혹은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고, 이전 정보로 되돌
려 문제 현상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및 검사

인프라 상태를 코드 형태로 관리하여 변경되는 모든 것을 코드로 남긴다면 인프라의 변
경 사항 역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형태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도구를 통해 코드의 적용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확
인 및 검사 단계를 통해서 결함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코드형 인프라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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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성

인프라를 코드화하여 모듈화할 수 있다면 모든 배포 단계와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공통된 사항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 검증된 것, 문서로 만들어진 것을 활용
하여 서비스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5
운영 관리의 편안함과 행복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효율화와 편안함이 코드형 인프라 도입에서 가장 중요
하다. 코드를 배포하고 인프라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이
다. 개발자와 운영자는 반복적인 업무가 수행될수록 독창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과 변화가 없으므로 발전하기 어렵다. 언젠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배포 단
계와 작업 절차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며, 문제
가 발생했을 때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코드형 인프라는 자동으로 최대한 단순 반복 작
업을 하도록 지원하며, 운영자와 개발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일(기능 개발, 개선 작업)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장점들로부터 코드형 인프라가 왜 중요한지를 파악했다. 다음으로 왜 테라폼이 코드형
인프라를 이루는데 적합한 도구이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테라폼의 동작 방법과 셰프,
퍼핏, 앤서블 등 다른 유명한 IaC 도구와 비교하면서 궁금한 부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테라폼의 동작 방식
테라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높은 수준의 단순화된 보기를 통해 설명한다. 테라폼은 Go
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오픈 소스 도구다. Go 코드는 하나의 바이너리로 컴파일되어 있고,

terraform이라는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바이너리 파일은 빌드 서버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노트북 등 어느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추가 리소스는 필요하지 않다. 테라폼 바이너리를 통해 코드에 정의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픈스택과 같은 공급자가 제공한 API를 통
해 호출을 만든다. 이 뜻은 테라폼이 공급자가 제공하는 API 서버 리소스를 활용함을 의미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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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추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테라폼이 API 호출을 만드는 것인지는 다음의 예처럼 테라폼 설정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설정 파일이 만들고자 하는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이며, 코드형 인프
라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resource "aws_instance" "example" {
ami
= "ami-40d28157"
instance_type = "t2.micro"
}
resource
domain
name
value
type
}

"dnsimple_record" "example" {
= "example.com"
= "test"
= "${aws_instance.example.public_ip}"
= "A"

테라폼 코드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위의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코드는 테라폼을 통해 아마존 웹 서비스에 API 호출을 하여 서버를 배포한 다음,

DNSimple API를 통해 해당 서버 IP를 example.com 도메인의 DNS A 레코드로 추가한다. 문
법이 쉽고 간단한 테라폼 코드를 사용하여, 여러 클라우드 공급자 간에 상호 연결된 리소스
를 배포할 수 있다(자세한 규칙은 2장에서 다룬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와 형상(topology)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코드 형태로 관
리할 수 있으며, 설정 정보에 대한 파일을 버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테라폼 명령어를 수행하
여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다. 테라폼 바이너리는 클라우드 공급자 API에 맞도록 코드를 변환
해서 수행하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API 호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음
그림 1.6을 참고한다.
팀 구성원이 인프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동으로 리소스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테라
폼 설정을 변경하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변경 관리를 한다. 그리고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버
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코드를 업데이트한다. 그 후 terraform apply 명령을 통해 테라폼이 변
경된 사항에 맞춰서 API를 변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테라폼의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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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테라

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림 1-6 테라폼 클라우드 공급자의 API를 변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클라우드 공급자 간의 투명한 호환성
테라폼이 여러 클라우드 공급자를 지원하면서 공급자 간에 호환할 수 있는 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테라폼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성된 수십 대의 서버, %#, 네트워크 장비들을 몇
번의 클릭으로 애저, ($1에 같이 배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약간의 함정이 존재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는 같은 환경에 있지 않으며, 같은 서비스의 기능, 설정,
관리 방법, 보안, 확장성, 가용성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공급자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한 완벽한 호환은 가능하지 않다. 테라폼의 접근 방법은 공급자별로 코드를 작
성할 수 있게 하고 공급자별로 독립적인 기능들을 사용하게 하며, 같은 도구와 언어로 모든 공
급자를 제어하는 것이다.

테라폼이 다른 코드형 인프라 도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코드형 인프라 도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훌륭하지만, 요구사항에 맞게 도구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IaC 도구들은 기능들이 겹치며, 오픈 소스이고 상용 환경을 지원한다. 각 도
구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하
는 작업이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모든 도구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고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낼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초보자에게 PHP, C 또는 어셈블리로 웹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
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필수적인 부분을 생략
한 것이다. 이번에는 테라폼, 셰프, 앤서블, 솔트스택, 클라우드포메이션, 오픈스택 히트처럼
잘 알려진 구성 관리, 배포 도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비교할 것이다. 또한, 테라폼이 왜 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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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테라폼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만들고 추가하는 방법과 terraform plan과 terraform
apply를 통해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테라폼이 수행될 때 이전에 작성한 리소소를
인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테라폼이 어떤 리소스를 관리해
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일부는 수동, 일부는 테라폼을 통해, 일부는
CLI를 통해)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에 다양한 인프라가 배포되어 있다. 테라폼이 담당하고 있

는 리소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테라폼이 인프라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과 테라폼 프로젝트에서 파일 레이아웃과
분리(isolating) 및 잠금(locking)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테라폼 상태는 무엇인가?
• 상태 파일을 공유하기
• 상태 파일 잠금
• 상태 파일 분리
• 파일 레이아웃
• 읽기 전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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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이 책의 모든 예제 코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stitchlabio/
terraform-up-and-running-code

테라폼 상태는 무엇인가?
테라폼을 수행할 때마다 TUBUF 파일을 생성하여 인프라의 모든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다. 기
본적으로 /GPP/CBS 디렉터리에서 테라폼을 수행하였다면 /GPP/CBS/UFSSBGPSN.UGTUBUF 파일로
상태 정보 파일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 파일은 JSON 형식으로 실제 환경의 리소스와 대응
(mapping)되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테라폼이 다음의 구성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resource "aws_instance" "example" {
ami
= "ami-40d28157"
instance_type = "t2.micro"
}

테라폼을 수행한 후에 UFSSBGPSN.UGTUBUF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생성된다.
{
"aws_instance.example": {
"type": "aws_instance",
"primary": {
"id": "i-66ba8957",
"attributes": {
"ami": "ami-40d28157",
"availability_zone": "us-east-1d",
"id": "i-66ba8957",
"instance_state": "running",
"instance_type": "t2.micro",
"network_interface_id": "eni-7c4fcf6e",
"private_dns": "ip-172-31-53-99.ec2.internal",
"private_ip": "172.31.53.99",
"public_dns": "ec2-54-159-88-79.compute-1.amazonaws.com",
"public_ip": "54.159.88.79",
"subnet_id": "subnet-3b29db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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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JSON 포맷을 사용하여, 테라폼은 aws_instance.example ID가 i-66ba8957인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의 EC2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번 테라폼을 수행할 때 아마
존 웹 서비스에서 EC2 인스턴스의 최신 상태를 가져와 테라폼 구성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용
해야 할 변경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상태 파일은 내부 API와 동일
상태 파일 내용은 매번 배포 때마다 변경되며, 내부적인 "1*처럼 사용된다. 이 의미는 테라폼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 파일을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당 상태 파일을 특별한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면 UFSSBGPSN JNQPSU
명령어(장에서 다룰 예정) 혹은 UFSSBGPSN TUBUF 명령어를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테라폼을 개인적인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직접 UFSSBGPSN.UGTUBUF에 저장해
서 남겨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테라폼을 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다음의 요구 사항
들을 잘 지켜야 한다.
상태 파일의 공유 스토리지

테라폼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려면 각 팀의 구성원이 같은 테라폼 상태 파일
에 액세스해야 한다. 공유 볼륨과 같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상태 파일의 잠금

공유되었다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한 번에 다중 사용자가 접근하여 여러 테라폼
프로세스가 상태 파일을 동시에 업데이트하여 충돌, 데이터 손실, 상태 파일 손상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상태 파일을 잠가야 하며, 이로 인해 경쟁상태(race condition)가 발생
할 수 있다.
상태 파일의 분리

인프라를 변경할 때 환경별로 분리해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테스트
혹은 스테이징 환경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상용 환경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야 한
다. 하지만 모든 인프라가 같은 테라폼 상태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면 변경 사항을 어떻
게 분리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테라폼 상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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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파일 공유하기
여러 팀 사람들과 같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버전 관리 도구
(깃과 같은)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테라폼 상태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

유로 옳지 못한 방법이다.
수동 실수

테라폼을 실행하기 전에 버전 관리에서 최신 변경 사항을 가져오지 않거나 테라폼을
실행한 후 버전 관리에서 최신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팀의 누군가가 오래된 상태 파일을 사용하여 테라폼을 실행하거나 실수
로 이전 배포를 롤백, 복원하는 것은 어디서나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안

테라폼의 상태 파일은 모두 일반 텍스트로 저장된다. 이는 특정 테라폼 리소스가 중요
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므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aws_db_instance의 리소스가 데
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비밀번호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상태 파일에 일반 텍스트로 저장됨을 의미한다. 중요한 정보들이 일반 문자
로 저장된다는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매우 좋지 못한 경우다. 2016년 11월, 해당
상황에 대해 테라폼 커뮤니티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임시방편으로 처리 방안을 모색했
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룬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유 스토리지에 상태 파일을 공
유하는 것이다. 테라폼은 3FNPUF 4UBUF 4UPSBHF를 내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terraform

backend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테라폼이 실행될 때마다 원격 저장소에서 상태 데이터
를 가져와 저장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유명한 저장소를 지원한다. 예로 아마존 S3,
애저 저장소, 하시코프 컨설(Consul), 테라폼 프로, 엔터프라이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마존 S3를 추천한다.
• 관리형 서비스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
• 99.999999999% 내구성과 99.99% 가용성을 제공하여 데이터가 손실될 염려가 없다.1
• 암호화를 제공하며, 상태 파일에 저장되는 민감한 데이터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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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의 내구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을 확인한다(https://aws.amazon.com/s3/details/#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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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팀에 있는 누군가가 S3 버킷에 접근할 때 다시 암호화하지 않은 형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부분적인 해결책이지만, 최소한 데이터는 암호화된다(S3의 서버 영
역은 AES-256으로 암호화되며, 데이터 송수신할 때 역시 SSL 방식으로 암호화된다).

• 버전 관리를 지원하므로 상태 파일의 모든 버전이 저장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다.
• 비용이 저렴하며, 테라폼을 프리 티어에서 활용할 수 있다.2
S3와 분산된 팀
4는 궁극적으로 일관된(FWFOUVBMMZ DPOTJTUFOU) 파일을 유지해 주는 저장소이므로 변경 사

항을 전파하는 데 몇 초 걸릴 수 있다. 같은 테라폼 상태를 자주 변경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팀이라면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다른 원격
저장소를 써야 하며, 테라폼 1SP나 테라폼 &OUFSQSJTF를 사용해야 한다.

S3에서 원격 상태 저장을 사용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S3 버킷을 만들어야 한다. NBJO.UG 파일
을 새 폴더에 만들고(이 파일은 2장의 구성을 저장하는 폴더와는 다른 폴더여야 함), 파일의 맨 위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공급자로 지정한다.
provider "aws" {
region = "us-east-1"
}

이 다음에 aws_s3_bucket 리소스를 통해 S3 Bucket을 생성한다.
resource "aws_s3_bucket" "terraform_state" {
bucket = "terraform-up-and-running-state"
versioning {
enabled = true
}
lifecycle {
prevent_destroy = true
}
}

2

S3의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https://aws.amazon.com/s3/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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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에는 3가지 매개변수가 있다.

bucket
이것은 S3 버킷의 이름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값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습에서
사용하는 버킷 매개변수 이름을 본인의 고유한 변수로 바꿔서 작성해야 한다.3 이 이름
을 기억하고 사용 중인 아마존 웹 서비스 지역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 두 정보가 모
두 다시 필요하다.

versioning

S3 버킷에 버저닝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버킷에 있는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실제로 해당 파일의 새 버전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이전 버전의 파
일을 보고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prevent_destroy

prevent_destroy는 lifecycle 속성 중 하나다(지난번에 create_before_destroy에 대해 알아보았
다). 삭제 보호에 대한 속성을 활성화해 놓으면 리소스 제거 요청이 왔을 때(예를 들어,

terraform destroy)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테라폼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S3 bucket 같은

중요한 리소스를 우연히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terraform plan을 수행한 후, 적용 대상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apply 명령어로 버킷을 생성
한다. 적용 후 S3 bucket은 생성되었지만, 테라폼 상태 파일은 아직 로컬에 저장될 것이다. S3

bucket에 상태를 저장(및 암호화)하도록 테라폼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백엔드 설정을 하고
적용하면 된다.
terraform {
backend "s3" {
bucket = "(YOUR_BUCKET_NAME)"
key
= "terraform.tfstate"
region = "us-east-1"
encrypt = true
}
}

백엔드 정보가 처음 설정되었기 때문에 init 명령어를 통해 초기 정보를 구성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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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버킷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http://bit.ly/2b1s7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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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팁과 요령: 반복문, 조건문,
배포 및 주의사항
테라폼은 1장에서 언급한 대로 선언형 언어이며, 코드형 인프라를 작성할 때는 절차형 언어보
다 실제로 배포될 내역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론하기가 더 쉬우며, 코드 베
이스를 작게 유지한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작업은 선언적 언어에서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선언형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복문(for-loop)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해 매번 비슷
한 리소스를 만들거나 여러 번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대신에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까? 또
한, 선언형 언어에서 조건문(if-statements)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건부로 리소스를 설정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테라폼 모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선언적 언어로 무중단(zero-downtime) 배포와 같은 본질적이며 절차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행히 테라폼은 반복문, 조건문, 무중단 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count
로 불리는 메타 변수, create_before_destroy의 생명주기 블록, 삼항 연산자, 많은 수의 채움 참조 함수)을

제공한다.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
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반복문
• if 문
• if-else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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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단 배포
• 테라폼 주의사항

예제 코드
다음 63-에서 이 책의 예제 코드를 찾을 수 있다. IUUQT://HJUIVC.DPN/TUJUDIMBCJP/UFSSBGPSNVQ-BOE-SVOOJOH-DPEF

반복문
2장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콘솔을 통해서 IAM 사용자를 만들어 보았다. 이제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통해서 추후 IAM 사용자를 테라폼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MJWF/HMPCBM/JBN/
NBJO.UG의 테라폼 코드를 참고한다.

provider "aws" {
region = "us-east-1"
}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name = "neo"
}

이 코드는 aws_iam_user 리소스를 통해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코드다. 그럼 IAM 사용자
를 3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for-loop을 사용한다.
# This is just pseudo code. It won't actually work in Terraform.
for i = 0; i < 3; i++ {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name = "neo"
}
}

테라폼에는 반복문 혹은 다른 전통적인 절차 지향적 로직이 없으므로 이 구문은 동작하지 않
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라폼 리소스는 메타 변수로 count를 가지고 있으며, 이 변수는 생성
할 리소스에 대한 복사본 수를 정의한다. 이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명의 IAM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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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있다.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count = 3
name = "neo"
}

이 코드의 한 가지 문제는 사용자 이름은 항상 고유해야 하는데 세 명의 IAM 사용자가 같은
이름이 설정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할 때 색인(index)을 사용
해야 하며, 이 색인 i를 각 사용자의 고유한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 This is just pseudo code. It won't actually work in Terraform.
for i = 0; i < 3; i++ {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name = "neo.${i}"
}
}

구문 안에 반복에 대한 색인 정보를 사용자의 이름과 같게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count.

index의 값을 적용한다.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count = 3
name = "neo.${count.index}"
}

앞의 코드에서 plan 명령을 실행하면 테라폼이 각각 다른 이름("neo.0", "neo.1", "neo.2")을 가진
세 명의 IAM 사용자를 생성한다.
+ aws_iam_user.example.0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neo.0"
path:
"/"
unique_id:
"<computed>"
+ aws_iam_user.example.1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neo.1"

반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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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unique_id:

"/"
"<computed>"

+ aws_iam_user.example.2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neo.2"
path:
"/"
unique_id:
"<computed>"

Plan: 3 to add, 0 to change, 0 to destroy.

물론 "neo.0" 사용자 이름은 유용하지 않다. 테라폼 코드의 채움 참조 함수에서 count.index
를 사용하는 경우 각 반복되는 구간에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AM 사용자 이름에 대해 입력 변수를 다음과 같이 MJWF/HMPCBM/JBN/WBST.UG에 정
의할 수 있다.
variable "user_names" {
description = "Create IAM users with these names"
type
= "list"
default
= ["neo", "trinity", "morpheus"]
}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반복문과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var.user_names 배열에서 색
인 i를 찾아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각 사용자 이름을 구성한다.
# This is just pseudo code. It won't actually work in Terraform.
for i = 0; i < 3; i++ {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name = "${vars.user_names[i]}"
}
}

테라폼에서는 count와 element, length를 사용하는 두 채움 참조 함수로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
"${element(LIST, INDEX)}"
"${lengt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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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함수는 주어진 리스트의 색인에 있는 항목을 반환한다.1 length 함수는 리스트에 몇
개의 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반환한다(문자열과 맵에서도 동작한다).
resource "aws_iam_user" "example" {
count = "${length(var.user_names)}"
name = "${element(var.user_names, count.index)}"
}

이제 plan 명령어를 수행하면 테라폼이 고유한 이름을 가진 IAM 사용자들을 만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 aws_iam_user.example.0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neo"
path:
"/"
unique_id:
"<computed>"
+ aws_iam_user.example.1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trinity"
path:
"/"
unique_id:
"<computed>"
+ aws_iam_user.example.2
arn:
"<computed>"
force_destroy: "false"
name:
"morpheus"
path:
"/"
unique_id:
"<computed>"
Plan: 3 to add, 0 to change, 0 to destroy.

리소스에 대해 count를 사용하면 리소스가 아니라 리소스 목록이 된다. aws_iam_user.

example은 이제 IAM 사용자 목록이며, 표준 구문을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TYPE.NAME.
ATTRIBUTE)에서 속성을 읽는 대신 목록에서 색인을 지정하여 목록에 있는 IAM 사용자를

지정한다.

1

인덱스가 리스트에 있는 항목의 수보다 크면 엘리멘트 함수가 표준 mod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줄 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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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NAME.INDEX.ATTRIBUTE}"

예를 들어, IAM 사용자의 변수로 ARN을 제공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output "neo_arn" {
value = "${aws_iam_user.example.0.arn}"
}

모든 IAM 사용자의 ARN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색인 대신에 ‘*’ 문자를 사용한다.

"${aws_iam_user.example.*.arn}"

특수 문자를 사용하면 목록이 반환되므로 출력 변수를 대괄호로 묶어야 한다.
output "all_arns" {
value = ["${aws_iam_user.example.*.arn}"]
}

apply 명령어를 통해서 적용하면 all_arns 출력이 다음과 같이 ARN의 리스트로 보인다.
> terraform apply
(...)
Apply complete! Resources: 3 added, 0 changed, 0 destroyed.
Outputs:
all_arns = [
arn:aws:iam::123456789012:user/neo,
arn:aws:iam::123456789012:user/trinity,
arn:aws:iam::123456789012:user/morpheus
]

"*" 구문은 목록을 반환하므로 요소 등의 다른 채움 참조 함수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IAM 사용자에게 EC2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IAM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사용 권한이 없으며, IAM 정책을 해당 IAM 사용자에게 첨부해
야 한다. IAM 정책의 json 문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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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ec2:Describe*"],
"Resource": ["*"]
}
]
}

IAM 정책은 하나 이상의 문장(TUBUFNFOUT)으로 구성되며, 허용 혹은 거부와 같은 효과(FGGFDU)
를 지정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실행(BDUJPO)("ec2:Describe*"는 EC2에서 Describe로 시작하는 모든
API 요청을 허용)과 하나 이상의 리소스("*"은 모든 리소스)를 포함한다. JSON으로 IAM 정책을

정의할 수 있지만, 테라폼은 같은 IAM 정책을 정의할 수 있도록 aws_iam_policy_document
라는 보다 간결한 방법의 데이터 소스를 제공한다.
data "aws_iam_policy_document" "ec2_read_only" {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s
= ["ec2:Describe*"]
resources = ["*"]
}
}

이 문서에서 새로운 관리 IAM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aws_iam_policy 리소스를 사용하고
정책 매개변수를 방금 생성한 aws_iam_policy_document의 JSON 출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resource "aws_iam_policy" "ec2_read_only" {
name
= "ec2-read-only"
policy = "${data.aws_iam_policy_document.ec2_read_only.json}"
}

최종적으로, aws_iam_user_policy_attachment 리소스를 통해 새로운 IAM 사용자에 IAM 정
책을 할당할 수 있다.
resource "aws_iam_user_policy_attachment" "ec2_access" {
count
= "${length(var.user_names)}"
user
= "${element(aws_iam_user.example.*.name, count.index)}"
policy_arn = "${aws_iam_policy.ec2_read_only.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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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는 count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각 IAM 사용자와 element 채움 참조 함수를 반복하여

aws_iam_user.example. *. arn이 반환한 목록에서 각 사용자의 ARN을 선택한다.

if 문
count를 사용하면 기본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조건
문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다음 단원에서 간단한 if 문을 살펴보고, 더 복잡한 문으로 이동한다.

기본 if 문
4장에서 웹 서버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테라폼 모듈을 만들
어 보았다. 모듈을 통해 자동 확장 그룹, 로드 밸런서, 보안 그룹 그리고 다른 리소스를 구성
할 수 있었으며, 아직 자동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았다. 상용 환
경에서 클러스터를 확장하고자 할 때 aws_autoscaling_schedule 리소스는 MJWF/QSPE/TFSWJDF/
XFCTFSWFS- DMVTUFS/NBJO.UG 아래에 정의하면 된다. webserver-cluster 클러스터 모듈에서

aws_autoscaling_schedule의 리소스를 조건절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테라폼에서 해결 방법은 NPEVMFT/TFSWJDFT/XFCTFSWFS-DMVTUFS/WBST.UG에 불린(Boolean) 입력
변수를 추가하여 자동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variable "enable_autoscaling" {
description = "If set to true, enable auto scaling"
}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 변수에 if 문을 정의할 수 있다.
# This is just pseudo code. It won't actually work in Terraform.
if ${var.enable_autoscaling} {
resource "aws_autoscaling_schedule" "scale_out_during_business_hours" {
scheduled_action_name = "scale-out-during-business-hours"
min_size
= 2
max_size
= 10
desired_capacity
= 10
recurrence
= "0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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