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판 1쇄 발행  2015년 7월 20일

지은이 야마자키 야스시, 미나와 요시코, 아제카츠 요헤이, 사토 타카히코

옮긴이 김완섭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2009-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뮤즈빌딩 403호

전화 070–8201–9010 / 팩스 02–6280–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이메일 jeipub@gmail.com

편집부 이민숙,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현지환

표지디자인 미디어픽스 / 본문디자인 북아이

용지 신승지류유통 / 인쇄 해외정판사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11-85890-26-5 (93000)
값 25,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책에 관한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jeipub@gmail.com)

絵で見てわかるITインフラの仕組み
(E de Mite Wakaru IT infra no Shikumi : 2573-2)

Copyright © 2012 by Yasushi Yamazaki, Yoshiko Minawa, Yohei Azekatsu, Takahiko Sato, Keiji Oda.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by SHOEISHA Co., Ltd.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SHOEISHA Co., Ltd.

in care of The English Agency (Japan) Ltd. through Danny Hong Agency.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5 by J-PUB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니홍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

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

니다.

●   본문 중 일본 내의 실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림은 일부를 삭제하거나 국내 실정에 맞도

록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3계층형 시스템의 구성에 관한 그림을 제이펍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서 별도의 PDF 파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4~5장 학습과도 연계되어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insilto@gmail.com
   • 출판사: jeipub@gmail.com



차례  |  v

1Chapter 	인프라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1

1.1		|		시작하며	 2

칼럼  궁극의 아키텍처와 최적의 아키텍처 3

1.2		|		집약형과	분할형	아키텍처	 4

1.2.1	 집약형 아키텍처 4

1.2.2		 분할형 아키텍처 7

1.3		|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	 10

1.3.1	 클라이언트-서버형 아키텍처 10

1.3.2	 3계층형 아키텍처 12

칼럼  웹은 클라이언트-서버형을 대체할 수 있을까? 14

1.4		|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14

1.4.1	 단순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15

1.4.2	 공유형 아키텍처 16

칼럼  가상화 진행 상황 18

옮긴이	머리말	.... ⅹⅴ

머리말	.... ⅹⅵ

저자	소개	.... ⅹⅸ

감수자	소개	.... ⅹⅹⅰ

베타리더	후기	...ⅹⅹⅱ

차례



vi  |  차례

1.5		|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19

1.5.1	 스탠바이형 아키텍처 19

1.5.2	 재해 대책형 아키텍처 20

1.5.3	 클라우드형 아키텍처 22

칼럼  기술은 대물림되고 있다 23

2Chapter 	서버를	열어	보자	 25

2.1		|		물리	서버	 26

2.1.1	 서버 외관과 설치 장소  26

2.1.2	 서버 내부 구성 29

2.2		|		CPU	 31

2.3		|		메모리	 33

2.4		|		I/O	장치	 36

칼럼  코드네임의 정체 36

2.4.1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36

2.4.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9

2.4.3	 I/O 제어 40

칼럼  조립 PC 추천 43

2.5		|		버스	 43

2.5.1	 대역 44

2.5.2	 버스 대역 45

칼럼  불사조 InfiniBand 48

2.6		|		정리	 49



차례  |  vii

3Chapter 	3계층형	시스템을	살펴보자	 51

3.1		|		3계층형	시스템의	구성도	 52

3.2		|		주요	개념	설명	 53

3.2.1	 프로세스와 스레드 53

칼럼  막대 인간의 모험 57

3.2.2	 OS 커널 58

칼럼  커널은 결코 견고하지 않다 62

3.3		|		웹	데이터	흐름	 63

3.3.1	 클라이언트 PC부터 웹 서버까지 64

3.3.2	 웹 서버부터 AP 서버까지 68

칼럼  데이터와 함께 전달되는 당신을 향한 마음 71

3.3.3	 AP 서버부터 DB 서버까지 71

칼럼  RDBMS와 KVS의 소리 없는 전쟁 75

3.3.4	 AP 서버부터 웹 서버까지 75

3.3.5	 웹 서버부터 클라이언트 PC까지 76

3.3.6	 데이터 흐름 정리 77

칼럼  높은 하늘을 날다 ― 조감도 78

4Chapter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본	이론	 79

4.1		|		웹	데이터	흐름	 80

4.1.1	 직렬/병렬이란? 80

4.1.2	 어디에 사용되나? 83

4.1.3	 정리 85

칼럼  병렬과 병행 86

4.2		|		동기/비동기	 86

4.2.1	 동기/비동기란? 86

4.2.2	 어디에 사용되나? 88

4.2.3	 정리 92

칼럼  C10K 문제 93



viii  |  차례

4.3		|		큐	 94

4.3.1	 큐란? 94

4.3.2	 어디에 사용되나? 95

4.3.3	 정리 100

4.4		|		배타적	제어	 101

4.4.1	 배타적 제어란? 101

4.4.2	 어디에 사용되나? 103

4.4.3	 정리 105

칼럼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배타적 제어가 어렵다 106

4.5		|		상태	저장/상태	비저장	 107

4.5.1	 상태 저장/상태 비저장이란? 107

4.5.2	 자세히 살펴보자 109

4.5.3	 어디에 사용되나? 110

4.5.4	 정리 113

4.6		|		가변	길이/고정	길이	 113

4.6.1	 가변 길이/고정 길이란? 113

4.6.2	 어디에 사용되나? 116

4.6.3	 정리 118

4.7		|		데이터	구조(배열과	연결	리스트)	 119

4.7.1	 데이터 구조(배열과 연결 리스트)란? 119

4.7.2	 어디에 사용되나? 121

4.7.3	 정리 123

4.8		|		탐색	알고리즘(해시/트리	등)	 124

4.8.1	 탐색 알고리즘(해시/트리 등)이란? 124

4.8.2	 어디에 사용되나? 125

4.8.3	 정리 130



차례  |  ix

5Chapter 	인프라를	지탱하는	응용	이론	 133

5.1		|		캐시	 134

5.1.1	 캐시란? 134

5.1.2	 어디에 사용되나? 135

5.1.3	 정리 136

5.2		|		끼어들기	 139

5.2.1	 끼어들기란? 139

5.2.2	 자세히 보자 140

5.2.3	 어디에 사용되나? 141

5.2.4	 정리 143

5.3		|		폴링	 144

5.3.1	 폴링이란? 144

5.3.2	 어디에 사용되나? 145

5.3.3	 정리 147

5.4		|		핑퐁	 149

5.4.1	 핑퐁이란? 149

5.4.2	 어디에 사용되나? 151

5.4.3	 정리 156

5.5		|		저널링	 156

5.5.1	 저널링이란? 156

5.5.2	 어디에 사용되나? 157

5.5.3	 정리 159

칼럼  변화는 항상 순식간에 일어난다 162

5.6		|		복제	 163

5.6.1	 복제란? 163

5.6.2	 어디에 사용되나? 164

5.6.3	 정리 166



x  |  차례

5.7		|		마스터-슬레이브	 168

5.7.1	 마스터–슬레이브란? 168

5.7.2	 어디에 사용되나? 170

5.7.3	 정리 171

5.8		|		압축	 172

5.8.1	 압축이란? 172

5.8.2	 자세히 보자 173

5.8.3	 어디에 사용되나? 175

5.8.4	 정리 178

5.9		|		오류	체크/오류	수정	 178

5.9.1	 오류 체크/오류 수정이란? 178

5.9.2	 자세히 보자 179

5.9.3	 실수나 오류를 검출하려면 180

5.9.4	 어디에 사용되나? 181

5.9.5	 정리 183

6Chapter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		 185

6.1		|		네트워크	 186

6.2		|		【기초】	계층	구조란?	 187

6.2.1	 회사를 계층 구조에 비유하다 187

6.2.2	 계층 구조는 역할 분담 188

6.2.3	 계층 모델의 대표적인 예 ― OSI 7계층 모델 189

6.2.4	 계층 구조는 네트워크 외에도 존재한다 190

6.3		|		【기초】	프로토콜이란?	 191

6.3.1	 사람끼리의 의사소통도 프로토콜 192

6.3.2	 컴퓨터에서는 프로토콜이 필수 불가결이다 193

칼럼  표준화 단체에 대해서 194

6.3.3	 프로토콜은 서버 내부에도 존재한다 195



차례  |  xi

6.4		|		TCP/IP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네트워크	 196

6.4.1	 인터넷의 발전과 TCP/IP 프로토콜 196

6.4.2	 TCP/IP 계층 구조 197

6.5		|		【레이어	7】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	HTTP	 199

6.5.1	 요청과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 200

6.5.2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사용자 공간을 처리 202

6.5.3	 소켓 이하는 커널 공간에서 처리 203

칼럼  한 번 잡으면 놓아주지 않는다 204

6.6		|		【레이어	4】	전송	계층	프로토콜	TCP	 205

6.6.1	 TCP의 역할 206

칼럼  인터넷의 주인은 누구? 207

6.6.2	 커널 공간의 TCP 처리 흐름 208

6.6.3	 포트 번호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210

6.6.4	 연결 생성 210

6.6.5	 데이터 보증과 재전송 제어 212

6.6.6	 흐름 제어와 폭주 제어 214

6.7		|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IP	 216

6.7.1	 IP의 역할 217

6.7.2	 커널 공간의 IP 처리 흐름 217

6.7.3	 IP 주소를 이용한 최종 목적지로의 데이터 전송 219

칼럼  IP 주소 고갈과 IPv6 221

6.7.4	 라우팅 222

칼럼  IP 헤더에서 체크섬이 사라진 날 224

6.8		|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이더넷	 224

6.8.1	 이더넷의 역할 225

6.8.2	 커널 공간의 이더넷 처리 흐름 225

6.8.3	 동일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전송 228

6.8.4	 VLAN 229

6.9		|		TCP/IP를	이용한	통신	이후	 231



xii  |  차례

6.9.1	 네트워크 스위치 중계 처리 231

6.9.2	 최종 목적지의 수신 확인 233

칼럼  NIC의 끼어들기와 패킷 처리 235

7Chapter 	무정지를	위한	인프라	구조	 237

7.1		|		안정성	및	이중화	 238

7.1.1	 안정성이란? 238

7.1.2	 이중화란? 239

칼럼  장애 보호 240

7.2		|		서버	내	이중화	 241

7.2.1	 전원, 장치 등의 이중화 241

7.2.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중화 242

7.3		|		저장소	이중화	 248

7.3.1	 HDD 이중화 248

7.3.2	 버스 이중화 254

7.4		|		웹	서버	이중화	 256

칼럼  장애 괴담 첫 번째 이야기, ‘벌써 시간이 다 됐어?’ 256

7.4.1	 웹 서버의 서버 이중화 256

7.4.2	 서버 이중화 259

칼럼  DSR(Direct Server Return) 264

7.5		|		AP	서버	이중화	 265

7.5.1	 서버 이중화 265

7.5.2	 DB 연결 이중화 267

7.6		|		DB	서버	이중화	 270

7.6.1	 서버 이중화(액티브–스탠바이) 270

7.6.2	 서버 이중화(액티브-액티브) 274

칼럼  장애 괴담 두 번째 이야기, ‘진단 때문에 죽었다’ 279



차례  |  xiii

7.7		|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279

7.7.1	 L2 스위치 이중화 279

7.7.2	 L3 스위치 이중화 283

7.7.3	 네트워크 토폴로지 286

칼럼  장애 괴담 세 번째 이야기, ‘브로드캐스트 스톰’ 289

7.8		|		사이트	이중화	 290

7.8.1	 사이트 내 이중화 전체 구성도 290

7.8.2	 웹사이트 이중화 291

7.9		|		감시	 293

7.9.1	 감시란? 293

7.9.2	 생존 감시 294

7.9.3	 로그 감시 295

7.9.4	 성능 감시 296

7.9.5	 SNMP 297

7.9.6	 콘텐츠 감시 299

7.10		|		백업	 301

7.10.1	 백업이란? 301

7.10.2	 시스템 백업 302

7.10.3	 데이터 백업 304

7.11		|		정리	 305

8Chapter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조	 307

8.1		|		응답과	처리량	 308

8.1.1	 성능 문제의 두 가지 원인 308

칼럼  가장 중요한 응답 시간은? 311

8.1.2	 응답 문제 312

8.1.3	 처리량 문제 314



xiv  |  차례

8.2		|		병목	현상이란?	 315

칼럼  CAP 정리를 익혀서 초능력자가 되자 317

8.2.2	 병목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318

8.2.3	 병목 지점은 반드시 존재한다 319

칼럼  병목 현상의 숙명의 적, 데이터베이스 321

8.3		|		3계층형	시스템	그림을	통해	본	병목	현상	 321

8.3.1	 CPU 병목 현상 예 322

칼럼  여유가 있는 노련한 시스템 324

칼럼  C는 자바보다 빠르다? 333

8.3.2	 메모리 병목 현상 예 334

8.3.3	 디스크 I/O 병목 현상 예 338

칼럼  아이들을 공원에서 놀게 하자 341

칼럼  ORDER(N) – 일인분 나왔습니다 344

8.3.4	 네트워크 I/O 병목 현상 344

칼럼  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347

8.3.5	 애플리케이션 병목 현상 예 350

8.4		|		정리	 354

찾아보기	.... 355



옮긴이 머리말  |  xv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 인프라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숲을 보고

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나무를 보지 못해서 상세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

제가 그것이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서 개별 시스템 컴포넌트나 장비

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숲을 보지 못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지 못한다. 

이 책은 숲(전체 구조)을 보여주고 나무(개별 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 준다. 시

스템 및 인프라 구성이라는 거시적 내용부터 CPU나 스레드 단위의 미시적 내용까

지 다루고 있어서 실용성이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시적/미시적 관점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배경 이론과 실용 기술까지 다루고 있어

서 핵심 알고리즘 이론도 다시 짚어 보고 넘어가는 책이다.

특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이론이나 개별 기술, 설계 방식, 성능 관련 이슈들을 그

림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이 마치 퍼즐 맞추

듯이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성과 성능, 기본 컴퓨터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한 번에 잡고 싶은 입문자와 

어느 정도 지식은 있지만 막상 업무에 적용하려면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확

신이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특히 컴퓨터 구조가 알고 

싶은 사람,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웹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 OSI 7계층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 해시와 트리의 차이는 알지만 어떤 것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

지 헷갈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좋은 선생이 될 것이다.

2015년 7월

역자 김완섭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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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IT 시스템은 그 구조가 매우 고도화되면서 복잡해

지고 있다. 이런 복잡성을 지탱하기 위해 엔지니어의 기술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엔지니어가 IT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또, 요

소 기술의 전문성이 높아짐으로써 자기 분야 외의 기술을 다룰 기회가 없어지고 있

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IT 시스템 기획 및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성능 튜닝이나 문제 

해결 등에 IT 시스템 전반을 조감하고 여러 기술을 조합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

되고 있다. IT 시스템의 세부 요소들을 보면 실제로는 평범한 상식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 많다. 각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요소나 이론이 실제로는 다른 

영역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이 책은 평범한 상식을 기반으로 ‘IT 인프라’라는 영역 전체를 미시적, 거시적 관점

에서 알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IT 인프라에 대한 상식(급소)을 이해함

으로써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또, 전문 분야 외의 새로운 기술을 

접하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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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서버를 열어 보자 –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해하자

1장: 인프라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 어떤 시스템 구성이 있는지 파악하자

3장: 3계층형 시스템을 살펴보자 

– 전체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자

7장: 무정지를 위한 인프라 구조 

– 인프라 핵심 중 하나인 가용성을 구조부터 이해하자

8장: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조 

– 구조를 이해해서 성능 전문가가 되자

4장: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본 이론 

– 인프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응용하자

5장: 인프라를 지탱하는 응용 이론 

– 자주 사용되는 인프라 구현을 이해하자

6장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

 –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프라를 연결해서 이해하자

웹 서버 AP 서버 DB 서버인터넷

직렬/병렬

큐

압축

캐시

HTTP

TCP

IP

Ethernet

이 책은 IT 관련 일을 시작해서 5년차 정도까지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깊어지면서 IT 인프라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IT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베테랑 엔

지니어도 이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라는 방침을 가지고 집필했다.

감사의 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분께서 도움을 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일부이지

만 이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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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기술 구현에 관한 검토와 조언을 주신 이토추 테크노솔루션즈의 하야시 신

야 님

•   웹 서버, AP 서버 구조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주신 일본 오라클의 사쿠마 야스히로 

님

• 서버 구조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주신 일본 오라클의 마루야마 타케시 님

• 커널 내부 동작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주신 이시바시 켄이치 님

•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 주신 호리 아키코 님

•   서버 사진 촬영을 허락해 주신 일본 오라의 야치다 노리히토 님, 오소네 아키라 님, 

사와후지 코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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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본 오라클에 재직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집필했다.

야마자키 야스시(山崎 泰史)   1장, 3장, 8장 집필

인프라 컨설턴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고 미국 텍사스에서 자랐다.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를 오른손에, 잔재주를 왼손에 들고서 IT 인프라 속에 사는 도깨비들과 매일

같이 싸우고 있다. IT 관련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나와 요시코(三縄 慶子)    2장, 5장 일부, 7장 집필

도쿄 출생의 문과생. 이토추 테크노솔루션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현재는 

일본 오라클에서 근무 중이다. 서버의 중저음을 자장가처럼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

고 있다. IT 시스템에 대한 사랑을 관철하면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업무 애플

리케이션으로 담당 업무를 바꾸는 중이다. 현장에서 평생 일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

히 일하고 있다. 

아제카츠 요헤이(畔勝 洋平)    4장, 5장 일부, 8장 일부 집필

오사카 출생으로 나라, 와카야마에서 자랐다. 대학 졸업 후에는 오사카의 한 벤처

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 후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경험을 쌓았고, 주식회사 와

곤에서 DBA로 일했다. 《그림으로 공부하는 OS/저장소/네트워크》 집필로 인한 인

연으로 일본 오라클로 전직했다. 사물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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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원리 탐구를 즐긴다. 

사토 타카히코(佐藤 貴彦)    4장 일부, 5장 일부, 6장

컨설턴트라기보다는 만물상에 가깝다. 나라 첨단과학기술 대학원대학에서 네트워

크를 전공했고, 인프라가 가진 재미에 눈을 뜨고 있다. 졸업 후에는 일본 오라클에 

입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몸 쓰는 것을 좋아해서 요즘은 암벽타기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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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케이지(小田 圭二)    

최근에는 컨설턴트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책도 그 일환이다. 주요 저서 및 관

련서로는 《나만 알고 싶은 오라클 실무 테크닉》, 《그림으로 공부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오라클 설계》, 《그림으로 공부하는 오라클 구조》, 《그림으로 공부하는 OS/저장

소/네트워크》, 《44개 안티 패턴으로 배우는 DB 시스템》 등이 있다.

감수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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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바이널아이)

회사 업무에만 빠져서 IT 인프라 구조를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책을 보

고 나니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IT 인프라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회사 업무를 해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프리랜서)

다소 막연했던 인프라와 서버 아키텍처라는 분야를 매우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 책이었습니다. 비교적 최신의 동향까지도 놓치지 않게 일러주

고, 조금씩 단계를 나아갈 때마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듯한 희열이 있더군

요. 자칫 지루한 내용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재미있는 예시와 유머러스한 일화로 

독자의 집중도를 잃지 않게 하려는 소소한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좋은 책을 선정하

신 제이펍과 역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경원(네이버)

인프라라는 거대한 숲을 모두 보기는 힘듭니다. 이 책은 거대한 숲의 나무 하나하

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IT 인프라를 한번 훑어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송영준(줌인터넷)

자료구조,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에 필요한 내용이 다양한 그림과 함께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비유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보였던 

이해하기 힘든 설명과 지루한 구성에 힘들어했던 독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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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름

IT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베타리딩하면서 느낀 이 책의 장점은 글로만 보면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림으로 풀어내어 잘 설명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빈(연세대학교)

IT 회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종사하고 분들 모두에게 전반적인 IT 시스

템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생산성의 극

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1
CHAPTER

먼저 대표적인 인프라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역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구조가 생겨난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자. 또한, 어

떤 구조든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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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1.1

갑작스런 질문이긴 하지만, ‘인프라(infra)’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이나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 목적의 인

프라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를 우리말로 하면 ‘기반’이란 뜻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하는 바탕이나 토대란 의미다. 인프라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만, 전문가

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사용자는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IT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IT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여러분의 생활을 지

탱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자. 검색 키워드

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많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대한 데이

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IT 

인프라다.

그러면 이번 장의 제목이기도 한 ‘인프라 아키텍처’란 무엇일까?

아키텍처란, 직역하면 ‘구조’라는 의미다. 여기서는 기차를 예로 들겠다. 다양한 기

차 종류가 있지만, 그 구조 자체는 거의 같다. 전기로 움직이거나, 여러 객차가 연결

돼 있고, 내부에는 좌석이나 손잡이가 있다. 즉, 기차의 ‘구조’ 또는 ‘아키텍처’가 확립

돼 있어서 이미 공통화돼 있다.

‘인프라 아키텍처’는 IT 인프라의 ‘구조’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 시스템이나 항공 

회사 티켓 발권 시스템, 편의점의 계산대 등 모두 이용 방법이나 사용자가 다르지만 

IT 인프라 위에서 동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프라 아키텍처’는 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서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 IT 업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해 그림 

1.1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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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평 분할
•단순 분할
•공유형

1.5 지리 분할
•스탠바이 구성
•재해 대응 구성
•클라우드

1.2 집약과 분할
•집약형
•분할형

같은 처리를 나누어 함

다
른 

처
리
를 

담
당1.3 수직 분할

•클라이언트 
   -서버형
• 3계층형

 그림 1.1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인프라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 누가 설계한 거야?!’

‘1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진정한 아키텍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는 시스템 설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아키텍처 구성과 기술 구성 요소 및 이중화, 성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요건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하

나의 만능 아키텍처를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궁극의, 최적의 아키

궁극의 아키텍처와 최적의 아키텍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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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과 분할형 아키텍처1.2

IT 인프라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구성 방식에는 ‘집약형’과 ‘분할형’이 있

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1.2.1  집약형 아키텍처

옛날 영화에 등장하는 컴퓨터 장면에서는 방 하나에 가득 차는 기계와 거대한 카

세트 테이프 같은 장치, 청색, 녹색, 황색 등으로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안경을 낀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정도로 거대하진 않지만, IT 

시스템의 여명기에는 대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었다(그림 1.2).

텍처 하나만 있다면 굳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대답은 ‘NO’다. 왜냐하면 아키텍처나 설계 요소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장점

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 되지만, 단점은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취사선택 상황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약이 많은 것이 시스템 도입 비용이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웹 서비스의 예산과 사내에서 10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예산은 차이가 크다. 하지

만 중요도라는 관점에서는 이용자에겐 양쪽 시스템이 다 중요하다. 많은 현장에서 비용 제

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설

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어도 개의치 말고, 시스템에 따라 중요한 사항

을 잘 찾아서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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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컴퓨터로 모두 
처리

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어!

결혼을 했으니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

 그림 1.2  집약형 아키텍처

이런 대형 컴퓨터는 ‘범용 장비’, ‘호스트’, ‘메인 프레임’ 등으로 불렸다. 시스템 아

키텍처라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컴퓨터로 모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집약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약형의 최대 장점은 구성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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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하 처리 요구가 왔지만 
다른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PU 하나가 망가져도 
멈추지 않는다

최근 10년의 거래 내용을 보고 싶어!

이체 처리를 하고 싶어!

중요도: 상검색 처리 이
체

 그림 1.3   대형 컴퓨터에 대한 고민

집약형 아키텍처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한 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비 고장 등으로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3
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모두 다중화돼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CPU를 포함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

세히 다루도록 한다.

또, 복수의 서로 다른 업무 처리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유한 리소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처리가 실수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더라도 다른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 대의 컴퓨터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마치 여러 사람

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기간 시스템’이라 불리는 기업 내 

핵심 업무 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면 ‘계정 시스

템’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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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형 컴퓨터는 도입 비용 및 유지 비용이 큰 경향이 있다. 또, 대형 컴퓨터의 

파워가 부족하면 다른 한 대를 별도로 구매해야 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며, 확장성

에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가격이 싸고 확장성이 높은 분할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장점

• 한 대의 대형 컴퓨터만 있으면 되므로 구성이 간단하다

• 대형 컴퓨터의 리소스 관리나 이중화에 의해 안정성이 높고 고성능이다

단점

• 대형 컴퓨터의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크다

•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1.2.2  분할형 아키텍처

대형 컴퓨터가 했던 처리를 
다수의 소형 컴퓨터로 분할 
처리

여러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한다

 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어!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

결혼을 했으니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

(집약형）

 그림 1.4   분할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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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형 아키텍처는 그림 1.4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다.

대형 컴퓨터는 안정성이 높고 고성능이지만, 현재는 소형 컴퓨터라도 충분한 성능

을 낼 수 있다. 또, 대형 컴퓨터와 비교해서 소형 컴퓨터 구입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

렴하다. 그 가격 차이가 100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안정성은 한 대의 컴퓨터만

으로는 대형 컴퓨터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할형 아키텍처에

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 대가 고장 나도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분할형 아키텍처는 표준 OS나 개발 언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이라고

도 부른다. 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이라 부

르는 경우도 있다1.

분할형의 장점은 개별 컴퓨터의 안정성이 낮아도 괜찮기 때문에 저가 장비를 이용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

스템 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확장성이 좋다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서버 수가 늘어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 서버가 망가지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버별 역할을 세세하게 검토해

야 한다. 서버를 분할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수직형과 수평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장점

• 낮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서버 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확장성이 높다

단점

• 대수가 늘어나면 관리 구조가 복잡해진다

• 한 대가 망가지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1    분산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연결돼 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다. 흥미가 있는 사람

은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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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서버와 논리 서버의 차이 

분할형 아키텍처에서 이용되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한다. 서버라는 용어는 컴퓨터 

자체(하드웨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

리키는 경우도 있다.

서버라는 용어는 원래 ‘특정 역할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를 

서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웨이터의 역할은 주문 접수나 음식을 내오는 것에 특

화돼 있으며 요리는 하지 않는다.

DB 서버

웹 서버

물리 서버

웹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고 싶어!

데이터를 직접 보고 싶어!

물리 서버 부품을

교체하고 싶어!

물건으로는 하나의 
컴퓨터(=물리적인)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 
소프트웨어(=논리적인)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논

리
적
인 

서
버

물
리
적
인 

서
버

‘

’
‘

’

 그림 1.5   서버라는 용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

그림 1.5를 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 입력 및 HTML 생성을 

담당하는 것은 서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인 ‘웹 서버’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

서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DB 서버’다.

컴퓨터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는 ‘물리 서버’라고 부른다. 특히 인텔의 x86 서버는 

인텔 아키텍처(Intel Architecture)를 채용하고 있어서 ‘IA 서버’라 부른다. 이 IA 서

버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PC와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같다. 서버를 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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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사람은 ‘모니터가 없는 PC’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양은 DVD 플레이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상해도 괜찮다.

웹 서버나 DB 서버가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별도의 

물리 서버에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다.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1.3

분할형에서는 서버 분할 방식, 즉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서버가 전혀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다.

이번 절에서는 서버별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를 소개한

다. 수직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 서버 측면에서 봤을 때 역할에 따라 ‘위’ 또는 

‘아래’ 계층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1.3.1  클라이언트-서버형 아키텍처

클라이언트-서버형은 수직 분할형의 한 예다. 그림 1.6처럼 업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물리 서버’ 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에 ‘클라이언트’ 또는 ‘단말’이라 불리는 소형 컴퓨터가 접속해서 이용하는 

형태다. Client/Server의 앞글자를 따서 ‘C/S’라고 부르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서버형의 특징은 클라이언트 측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단말)에 주로 PC가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도 단말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 판매 시스템은 그래프 표시나 주가 흐

름 분석은 PC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버에서 주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이 많

다. 이 방식에서 서버 측은 데이터 입출력만 하면 되기에 처리당 부하가 낮아서 많은 

PC가 동시에 요청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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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잔고를 알고 싶어!

클라이언트(단말)

클라이언트(단말)

서버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싶어!

모든 클라이언트 처리를 
접수한다

화면 표시나 단순한 계산은 
여기서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서버에 의뢰

역할별로 분할
=수직 분할

•업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형 컴퓨터(PC 등)를 이용
•전용 소프트웨어 설치

 그림 1.6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 분담

하지만 기업 IT 시스템에서는 업무 애플리케이션 기능 추가나 버그 수정 등으로 

반드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서버형에서는 업무 애플리케

이션 갱신 시마다 클라이언트 측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여러분의 PC에

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오라클의 자바 업데이트 등이 자주 발생

할 것이다. 하지만 귀찮아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

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업데이트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시스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서버에 처리가 집중되면 확장

성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3계층형이다.

장점

•   클라이언트 측에서 많은 처리를 실행할 수 있어서 소수의 서버로 다수의 클라이언트

를 처리할 수 있다

단점

• 클라이언트 측의 소프트웨어 정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서버 확장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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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계층형 아키텍처

은행 계좌 잔고를 알고 싶어!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싶어!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한다

무엇을 할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데이터 
계층에 질의한다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한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그림 1.7   3계층 서버의 역할 분담

3계층형은 수직 분할형의 한 가지 예인데, 클라이언트-서버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림 1.7과 같이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의 3층 구조

로 분할돼 있어서 3계층형이라고 부른다.

각 계층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 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 웹 브라우저 화면을 표시한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 사용자 요청(request)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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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계층

•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입출력을 한다

3계층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화면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웹 서버에 먼저 전달된다. 웹 서버는 그 요청을 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의 애플리케이션 서버(AP 서버)에 전달한다. AP 서버는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무

엇을 검색해야 할지 판단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 계층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데

이터를 요청한다. 이 처리 흐름은 3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형에 비해 특정 서버에 부하가 집중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업무 애플리케이션 갱신에 따른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필요 없으

며,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만 준비하면 된다.

게다가, 이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처리가 AP 서버나 DB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만 읽으면 되는 경우라면 웹 서버만으로도 처리를 완료

해서 결과를 반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 단, 시스템 전체 

구조가 클라이언트-서버형보다 복잡하다.

장점

• 서버 부하 집중 개선

• 클라이언트 단말의 정기 업데이트가 불필요

• ‘처리 반환’에 의한 서버 부하 저감

단점

• 구조가 클라이언트-서버 구성보다 복잡하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사내 업무 시스

템의 대부분이 이 3계층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엔지니어로서 활약하고 있는 독자들

도 업무상의 이유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3계층형 

아키텍처를 기본형으로 해서 다양한 알고리즘과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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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3계층형이다. 이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서버형의 약점

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궁극의 아키텍처 탄생의 신호라고 생각했었다.

여러분은 어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 세계에서는 경쟁이 심해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브라우저 다기능화다. 여러분들도 동영

상, 게임, 엑셀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브라우저와 통신을 위한 ‘웹 소켓(web socket)’이라는 기술이 있다. 기존 웹에서는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였지만, 이 방식에서는 요

청이 없어도 웹 서버가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전달(푸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라우저가 

더 많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브라우저는 단순히 ‘인터넷 콘텐츠 표시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기능(리치(Rich)) 단말’이 

되고 있다. 이것은 3계층 아키텍처 상에서 클라이언트-서버형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제약이 생긴 발상은 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는 경우가 많다.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자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약형에서 분할형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지만, 최근 하드웨어 제조사는 역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분할한 것을 요소 기술 

그대로 다시 재결합하는 형태다.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 나은 아키텍처를 향한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웹은 클라이언트-서버형을 대체할 수 있을까?칼럼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1.4

앞 절에서는 서버별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수직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소

개했다. 하지만 더 높은 확장성을 실현하려면 다른 하나의 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기서 설명하는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는 용도가 같은 서버를 늘려나가는 방식이

다.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한 대가 시스템에 주는 영향력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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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성능 향상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로, 수식 분할형과 수평 분할형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1.4.1  단순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서울 본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부산 지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부산 지사 매출 
정보밖에 없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서울 본사 매출 
정보밖에 없다

시스템별로
가로로 분할
= 수평 분할

 그림 1.8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시스템으로 단순 분할한다

그림 1.8과 같은 수평 분할에서는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 시스템이 완전히 분할돼 

있다. 서울에서 부산 지사 정보를 알고 싶으면 부산 지사 측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

다. 수평 분할을  ‘sharding(샤딩)’이나 ‘partitioning(파티셔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구성에서는 시스템이 둘로 분할됨으로써 시스템 전체 처리 성능을 두 배로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독립된 시스템이 생성되기에 서울 측 시스템에 장애

가 발생하더라도 부산 측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독립성이 향상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면, 애플리케이

션 업데이트를 양쪽 시스템에 매번 실시해 주어야 한다. 데이터도 서울과 부산이 따

로 보유하고 있어서 양쪽 데이터를 동시에(일원화해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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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과 부산의 이용자 수가 비슷하다면 괜찮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울 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서울 측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부산 측 시스템은 놀

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스템 처리 성능이 두 배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구조는 거래상으로 멀리 떨어진 시스템에 자주 이용된다. 또, 공장처럼 각 거

점이 완전히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예를 들어, 많은 사용자가 

있는 SNS 웹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서버를 분할(sharding)하는 경우

가 있다.

장점

• 수평으로 서버를 늘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향상된다

• 분할한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점

•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볼 수 없다

•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는 양쪽을 동시에 해 주어야 한다

• 처리량이 균등하게 분할돼 있지 않으면 서버별 처리량에 치우침이 생긴다

1.4.2  공유형 아키텍처

일반 기업 시스템이라면 아주 사이가 나쁘지 않는 한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유형에서는 단순 분할형과 달리 일부 계층에

서 상호 접속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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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그리고 부산 지사 매출 
정보도 확인하자

부산 지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서울 본사 매출 정보도 
확인하자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데이터
동기처리

데이터는 상호 간 교환되며, 
어느 쪽에서든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9   데이터 계층을 상호 접속한다

그림 1.9는 데이터 계층의 상호 접속 예다. 오라클 제품인 Oracle Database의 클

러스터 기능(Real Application Clusters, RAC)에서는 어떤 DB 서버에 접속해도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데이터 교환을 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서울 측 시스템에서도 필요에 따라 부산 시스템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하다. 데이터 계층은 데이터 저장고의 역할도 하기 때문

에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도 많다. 데이터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

보다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안상이나 관리상 유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이 구성에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사의 상품 관리

부가 각 지점의 상품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

• 수평으로 서버를 늘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향상된다

• 분할한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단점

• 분할한 시스템 간 독립성이 낮아진다

• 공유한 계층의 확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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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과 분할형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궁극의 아키텍처’는 존

재하지 않지만,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대형 컴퓨터는 높은 비용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저가 서버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시스템 전체를 한 대로 집약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서버 한 대에 지

나치게 집약하면 확장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저가 서버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집약과 분할형 양쪽의 장점을 취하는 접근법이 ‘가상화’다. 물리 서버를 가상화 기능으로 여

러 대의 가상 서버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그림 A에 있는 예처럼, 두 대의 웹 서버와 두 대의 

AP 서버, 총 네 대의 가상화 서버를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리 서버

를 이중화해서 한 대가 망가지더라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이중화에 대해서는 7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AP 서버 1

웹 서버 1

AP 서버 2

웹 서버 2

물리 서버는 
두 대 이상 
준비한다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복수의 가상 서버를 
운영한다

한 대가 고장 나면 다른 쪽 
가상 서버를 가동시킨다

같은 처리를 나누어 실행(수평 분할)

다
른 

처
리
를 
담
당(
수
직 

분
할)

 그림 A   가상화 구성

가상화 진행 상황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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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의 특징은 두 가지다. 먼저, 물리 서버가 두 대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다른 한 

가지는 가상 서버를 다른 환경으로 옮기기가 쉬워서 물리 서버 성능이 한계에 이르더라도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형 업무 시스템이 이런 가상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1.5

지금까지 서버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분할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아키텍처를 조합함으로써 목적에 적합한 구성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업무 연속성 및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지리적으로 

분할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본다.

1.5.1  스탠바이형 아키텍처

물리 서버가 고장 
났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액티브)

데이터 계층
(스탠바이)

액티브 측이 고장 났기 때문에 
데이터 계층에서 동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그림 1.10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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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은 스탠바이 구성, HA(High Availability) 구성, 액티브-스탠바이 구성 

등으로 불리는 형태다. 물리 서버를 최소 두 대를 준비하여 한 대가 고장 나면 가동 

중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한 대로 옮겨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프트웨어 재시

작을 자동으로 하는 구조를 ‘페일오버(failover)’라고 한다. 좀 아는 척하는 사람은 ‘페

일’ 또는 ‘F/O’라고 부르기도 한다(페일오버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 방식에서는 물리 서버 고장에 대처할 수 있지만, 보통 때는 페일오버 대상 서버

(스탠바이)가 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리소스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한다. 투자 

효과가 낮다면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에게 꾸중을 들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탠바이를 따로 두지 않고, 양쪽 서버를 동시에 교차 이용(한쪽이 고

장 나면 다른 한쪽이 양쪽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물리 서버가 아닌 가상화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서버 상의 소프트

웨어뿐만 아니라 가상 서버별로 다른 물리 서버에 페일오버하는 방식도 선택이 될 

수 있다.

1.5.2  재해 대책형 아키텍처

최근 들어 재해 발생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인프라 아키텍처에서도 재해

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복구(disaster recovery) 구성을 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데이터 센터(사이트)에 있는 상용 환경에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사

이트에 있는 재해 대책 환경에서 업무 처리를 재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1.5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  21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필요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

보통은 여기서 
처리한다

서울 측
데이터 센터

부산 측
데이터 센터

 그림 1.11   평상시의 재해 대책 사이트 데이터 반영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변경 후에는 부산 측 
시스템을 이용

서울 측
데이터 센터

부산 측
데이터 센터

 그림 1.12   재해 발생 시의 이용

그림 1.11처럼 서버 장비를 최소 구성 및 동시 구성으로 별도 사이트에 배치하고 

소프트웨어도 상용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그림 1.12와 같이 

전혀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최신화와 데이터 최신화다. 특히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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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시간성을 유지해서 사이트 간 동기 처리를 해야 

한다. 저장소 장비 기능, OS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등 동기 처리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의 비용, 대상 데이터, 동기 연장 특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1.5.3  클라우드형 아키텍처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이미 일반화돼 있어서 독자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클라우드 해설서가 아니므로 인프라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클

라우드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일하고 싶을 뿐이라서 서버가  

어디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

사용자 쪽에서 보면 
일반 서버처럼 
동작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서버가 가상화돼 있어서 사용자는 어느 물리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모른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그림 1.13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에 배치하는 경우

그림 1.13이 클라우드형 아키텍처다. 3계층형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 서버에서 동작한다. 대부분의 가상화 기술

에서는 서버가 가상적인 존재로 동작한다.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어떤 계층을 클라우드 상에 배치하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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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에서는 서버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인프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SaaS의 대표적인 예로 ‘Yahoo! 메일’이나 ‘Gmail’ 등의 웹 메일 서비스

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프라를 의식한 적이 없을 것이다.

한편,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DBaaS 

(Database as a Service) 등에서는 일반적인 3계층형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클라우드 상의 리소스로 대체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인프라 설계자

는 인프라를 의식해서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 

서버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낮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문제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네트워크 연장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양쪽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사내 특정 부서에서는 ‘사내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사

내 각 업무 시스템에는 PaaS/IaaS/DBaaS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지만, 의외로 기본적인 구

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 가상 기억 시스템, 파일 시스템 같은 기능은 특별히 의식

하지 않고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범용 기계 시대에 개발된 구조다. 범용 기계의 

OS, 상용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등의 OS는 사용법이나 외형은 다르지만, 그 핵심에는 

공통점이 존재해서 과거부터 있었던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대 컴퓨터는 70년 전에 노이만2이 고안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나는 옛날 기술서 등을 읽고 기술 근간이나 설계 사상 등을 조사하는 것을 즐긴다. 취미

는 아니지만 근본이 되는 설계 사상 등을 알면 시야가 넓어져서 도움이 된다.

기술은 대물림되고 있다칼럼

2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은 미국의 과학자다. 대부분의 컴퓨터 아키텍처는 노이만이 고안한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서버를 열어 보자

2
CHAPTER

이번 장에서는 하드웨어 장비를 소개하고 그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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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서버2.1

2.1.1  서버 외관과 설치 장소 

앞 장에서는 대표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개했다. 아키텍처 전체를 구상할 때는 

먼저 서버라는 단위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물리 서버 

내부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여러분은 데이터 센터나 서버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서버가 대량으로 설치

돼 있고, 서버에서 나오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실내 온도를 항상 낮게 설정할뿐더러 

빛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다. 서버에겐 친절하지만 사람에겐 그렇지 못한 장소로,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서버실 예(출처: senticus/Shutterstock.com)



  2.1  물리 서버  |  27

서버는 랙(rack)이라는 것에 장착된다. 랙에는 서버 외에도 HDD가 가득 장착돼 

있는 저장소나 인터넷 및 LAN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 등도 탑재돼 있다.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저장소

＜랙 구조도＞

 그림 2.2   랙 구조

어째서 랙에 서버가 딱 맞게 설치되는지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가? 사실은 서

버 랙에도 규격이 있는데, 대부분의 랙은 폭이 19인치다. 또, 높이는 한 눈금에 약 

4.5cm로 40~46개 눈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한 눈금을 1U라고 하며, 서버 높이

는 이 단위를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2U 서버는 2눈금(높이 약 9cm)의 서버임을 의

미한다.

전원이나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등은 모두 랙 뒷면에서 연결된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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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뒷면＞

 그림 2.3   랙 뒷면의 모습

서버 설치 시에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서버 크기(U)

• 소비 전력(A)

• 중량(Kg)

다음은 대표적인 서버 아키텍처 중 하나인 인텔의 CPU를 사용한 IA 서버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서버 사진을 보자(그림 2.4). 이것은 오라클이 판매하는 Sun Server X3-

2L(구 Sun Fire X4270 M3)라는 모델의 서버 전면 사진이다. 일반적인 서버는 이렇게 

옆으로 긴 형태다. 또한, 옆에 랙 마운트 레일(rack mount rail)이라는 것이 있어서 

장롱 서랍처럼 설치할 수 있다.

전면에는 HDD나 전원 버튼 등이 있다. HDD는 교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손으

로 당겨 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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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레일

랙 마운트 
레일

전원 
버튼

HDD(사진에서는 
전부 12대)

 그림 2.4   서버 전면

2.1.2  서버 내부 구성

이런 서버는 위쪽 뚜껑을 열 수 있다. 그림 2.5는 Sun Server X3-2L 사진이다.

NIC는 
이 뒤쪽

FAN
(서버 내부를 식히기 위해 필요)

메모리메모리

HDD

전원

CPU CPU

PCI

 그림 2.5   서버 내부. 컴포넌트는 P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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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부품과 같은 종류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부품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

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이것은 Sun Fire X4170 M2 구성도다. 

이 서버는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X2-2에 사용된다.1

Intel
82575EB

Intel
82575EB

USB
to SATA

USB
to IDE

GB NIC

GB NIC

GB NIC

GB NICSide-band
Interface32bit

33MHz
ILOM

RJ-45

VGA
ESI

SAS

ASPEED
AST2100

CD/DVD

Compact
Flash

Intel Xeon
5600 CPU

Intel Xeon
5600 CPU

메모리메모리

DDR3DDR3

QPI

QPI QPI

intel
ICH10R

Intel 5520
IOH (Tylersburg)

x16x8
PCI Express 2.0 슬롯

x8

x8

x8

x2

x2

USB

USB

USB
USB

I/O 컨트롤러
(사우스 브릿지)

 I/O 핸들러
(노스 브릿지)

CPU

NIC

PCI

HDD

IDE

SATA
LPC

x16

USB2.0
x 5port

 그림 2.6   컴포넌트들은 버스(bus)로 연결된다

CPU, 메모리, HDD 등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선을 ‘버스(bus)’라고 한다.

그림 왼쪽 상단을 보자. CPU가 두 개 연결돼 있고 그 옆에 메모리가 배치돼 있다. 

CPU와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 하단에는 PCI Express 슬롯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곳이다. Sun Fire X4170 M2에서는 1슬롯을 이용해서 HDD(디스크)가 연결돼 있다. 

계속해서 오른쪽 상단을 보자. 이 서버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 개를 갖추고 

1      이번 장에선 Sun Fire X4170 M20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집필 도중에 최신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사진은 

최신 서버를 실었다. 



찾아보기  |  355

숫자

1차 캐시 .................................................................34

2차 캐시 .................................................................34

3-way handshake ............................................211

3계층형 시스템 .............................................. 52, 63

3계층형 아키텍처 .................................................12

A

ACK .....................................................................212

Ajax ........................................................................87

AP 서버 ................................................. 67, 75, 258

Apache HTTP Server ......................... 66, 84, 257

Apache ....................... Apache HTTP Server 참조 

ARP 감시 .............................................................245

ARP 테이블 .........................................................226

ARPANET(아파넷) ..............................................196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118

B

BKL ......................................................................105

B트리 인덱스 ......................................................127

C

C/S .........................................................................10

C10K 문제 .............................................................93

CAP 정리.............................................................317

CDN .............................................................. 70, 136

Central Processing Unit ......................................31

CIDR .....................................................................219

Content Delivery Network ..................................70

Copy-On-Write .................................................162

CPU ................................................................. 30, 31

D

DataBase as a Service .......................................23

DB 서버 .........................................70, 71, 103, 270

DBaaS....................................................................23

DBWR ..................................................................342

Direct Server Return .........................................264

Disaster Recovery ...............................................20

DM-Multipath 기능 ............................................255

DNS 라운드 로빈(round robin) .........................260

DSR ......................................................................264

E

ext3 ......................................................................158

F

FC ................................................................. 38, 242

FIFO .......................................................................95

First In First Out ....................................................95

G

GET ......................................................................201

GSLB....................................................................292

H

HA(High Availability) 구성 .......................... 20, 271

찾아보기



356  |  찾아보기

HBA ........................................................................38

HDD ................................................................ 30, 36

HTTP .................................................... 67, 193, 195

httpd 프로세스 ......................................................55

I

I/O .......................................................... 39, 40, 338

I/O 컨트롤러..........................................................40

I/O 핸들러 .............................................................40

IA 서버 .............................................................. 9, 28

IaaS ........................................................................23

ICH .........................................................................40

IEEE ......................................................................194

IETF ......................................................................194

InfiniBand(인피니밴드) .........................................48

Infrastructure as a Service .................................23

IOH .........................................................................40

IP ..........................................................................216

IP 계층 .................................................................198

IP 주소 ........................................................203, 217

IP 헤더 .................................................................217

IPv6 ......................................................................221

IT 인프라 ..................................................................2

J

jar .........................................................................176

JUNET ..................................................................197

K

KVS(Key Value Store).................................. 72, 75

L

L1 캐시 ...................................................................34

L2 .........................................................................199

L2 스위치 ............................................................279

L2 캐시 ..................................................................34

L3 .........................................................................199

L3 스위치 ............................................................283

L4 .........................................................................199

LAN ........................................................................40

LISTEN .................................................................211

Local Unit ............................................................250

LU .........................................................................250

M

MAC 주소 ............................................................228

MAC 테이블 ........................................................226

Mbean .................................................................146

MIB .......................................................................298

MII 감시 ................................................................245

MSS.................................................... 117, 154, 209

MTU ................................................... 117, 154, 209

MySQL .......................................................... 72, 165

N

NAS ......................................................................338

Network Attached Storage ..............................338

NTFS ....................................................................116

NTP ......................................................................147

O

O 기법 ..................................................................344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 17, 276

OSI 7계층 모델 ...................................................189

OSI 참조 모델 .....................................................189

P

PaaS ......................................................................23

Partitioning ............................................................15

Platform as a Service ..........................................23

POST ...................................................................201

R

RAC..........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참조 

RAID .....................................................................250

RDBMS ..................................................................72

Red Hat Enterprise Linux .................................254

REDO 로그 .................................................159, 342

RFC ......................................................................195

RPO ......................................................................301



찾아보기  |  357

RTO ......................................................................301

S

SaaS ......................................................................23

SACK ...................................................................213

SAN(Storage Area Network) .............. 38, 40, 249

SAS ......................................................................249

SCSI .....................................................................195

Selective ACK ....................................................213

Serial Attached SCSI .........................................249

SGA......................................................................335

Sharding ................................................................15

SNMP ...................................................................297

socket ..................................................................202

Software as a Service ........................................23

Solid State Disk ....................................................36

SQL Server ...........................................................72

SSD ........................................................................36

stateful .................................................................107

stateless ..............................................................107

Storage Area Network .............................249, 338

STP ......................................................................287

T

TCP ......................................................................205

TCP 세그먼트 ............................................153, 208

TCP 포트 .............................................................203

TCP 헤더 .............................................................209

TCP 흐름 제어 ....................................................214

TCP/IP 4계층 모델 .............................................197

TCP/IP 프로토콜 슈트 .......................................196

U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57

UPS .............................................................241, 256

USB ......................................................................195

V

Virtual Memory ...................................................334

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284

VLAN ..........................................................229, 280

VRRP ...................................................................284

W

war .......................................................................176

WebLogic 서버 .... Oracle WebLogic Server 참조

WebSocket ...........................................................14

World Wide Name .............................................249

WWN ....................................................................249

Z

zip.........................................................................176

ㄱ

가변 길이 .............................................................113

가상 경로 ....................................................203, 210

가상화 ....................................................................18

경고 로그 .............................................................296

경로표 ..................................................................222

계정 시스템 .............................................................6

계층 구조 .............................................................187

계층 모델 .............................................................187

고가용성 구성 .....................................................271

고정 길이 .............................................................113

공유 메모리 공간 ..................................................57

공유형 아키텍처 ...................................................16

관리 정보 기반 ....................................................298

글로벌 서버 부하분산 ........................................292

기간 시스템 .............................................................6

끼어들기 .....................................................143, 145

끼어들기 처리 .......................................................32

ㄴ

네트워크 ..............................................................186

네트워크 I/O........................................................344

네트워크 계층 .....................................................190

네트워크 스위치 .................................................231

네트워크 스택 .......................................................6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30, 39, 242



358  |  찾아보기

네트워크 토폴로지 ..............................................286

노스 브릿지(north bridge) ...................................40

ㄷ

대기 행렬 ...................................................... 95, 315

대역 ........................................................ 43, 44, 344

데이터 계층 ...........................................................12

데이터 구조 .........................................................119

데이터 링크 계층 ................................................190

데이터 블록 .........................................................151

데이터 센터 ...........................................................26

동기 ........................................................................87

동기 I/O .................................................................90

동적 콘텐츠 ...........................................................67

디듀플리케이션(deduplication) .........................177

ㄹ

라우팅 ..................................................................222

라우팅 테이블 .....................................................222

라운드 로빈 .........................................................262

라이트 백(write back) ..........................................39

라이트 스루(write through) .................................39

랙(rack) ......................................................... 27, 241

랜덤(random) 액세스 .........................................341

런큐(run-queue) ..................................................97

레이어2 ................................................................199

레이어3 ................................................................199

레이어4 ................................................................199

레지스터 ................................................................34

로컬 디스크 .........................................................338

롤백(rollback) ......................................................161

롤포워드(rollforward) .........................................161

루트(root) 블록 ....................................................128

루프(loop) ............................................................287

리프(leaf) 블록 ....................................................128

링크 계층 ....................................................198, 224

링크 집합 .............................................................281

ㅁ

마스터 ..................................................................168

마이크로 커널 .......................................................62

막대 인간 ...............................................................57

멀티 스레드 ...........................................................84

멀티 프로세스 .......................................................84

메모리 관리 ...........................................................60

메모리 인터리빙 ...................................................35

메모리 .......................................................30, 33, 34

메인 프레임 .............................................................5

모놀리식 커널 .......................................................62

물리 계층 .............................................................190

ㅂ

배열 ......................................................................120

배타적 제어 .........................................................101

백업 ......................................................................301

버스 ................................................................. 30, 43

버추얼 서킷 ................................................203, 210

범용 장비 .................................................................5

병렬 ................................................................. 80, 86

병목 구간 ............................................. 80, 314, 315

병행 ........................................................................86

복구(recovery) ...........................................161, 301

복구 기준 시점 ....................................................301

복구 목표 시점 ....................................................301

복원(restore) .......................................................301

복제(replication) ..................................................163

본딩(Bonding) ............................................245, 280

부하분산 장치 ............................................261, 263

분산 시스템 .............................................................8

분할형 아키텍처 .................................................7, 8

브라우저 캐시 .....................................................135

브랜치(branch) 블록 ..........................................128

브로드캐스트 .......................................................246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229

브로드캐스트 스톰 ..............................................289

브로드캐스트 주소 ..............................................229

브로드캐스트 통신 ..............................................229

블록 경합 .............................................................276

블록 크기 .............................................................151

블록킹 포트 .........................................................287



찾아보기  |  359

비동기 ....................................................................87

비동기 I/O ................................................85, 89, 92

빅 커널락(Big Kernel Lock) ..............................105

ㅅ

사다리형 ..............................................................288

사우스 브릿지(south bridge) ..............................40

사이더 ..................................................................219

상태 .............................................................107, 109

상태 비저장 ................................................107, 109

상태 저장 ....................................................107, 109

상태 전이도 .........................................................109

샤딩 ........................................................................15

서버 .............................................................8, 26, 28

서버실 ....................................................................26

서브넷 마스크 .....................................................219

세그먼트(segment) .............................................208

세션 계층 .............................................................190

섹터 ......................................................................152

소켓 .................................................... 153, 202, 203

소켓 버퍼 ....................................................153, 208

소프트웨어 끼어들기 ..........................................143

수신 윈도우 .........................................................215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 ..........................................10

수평 분할영 아키텍처 ..........................................14

순차(sequential) 액세스 .....................................341

쉐어드 낫씽형 ............................................275, 276

쉐어드 에브리씽형 .....................................275, 276

쉘프(shelf) ...........................................................248

스레드 ............................................................. 53, 54

스케일아웃 .................................................327, 350

스케일업 .....................................................328, 350

스탠바이 구성 .......................................................20

스탠바이형 아키텍처 ............................................19

스토리지 ................................................................37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Spanning Tree Protocol)

..............................................................................287

스플릿 브레인(split-brain) .................................272

스핀락(spin-lock) ...............................................104

슬라이딩 윈도우 .................................................215

슬레이브(slave) ...................................................168

시간 동기 .............................................................147

시스템 콜 ...................................................... 65, 196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60

십자형 ..................................................................288

ㅇ

아키텍처 ..................................................................2

압축 .............................................................172, 174

애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 ....................284

애플리케이션 계층 .............................. 12, 190, 198

액티브 백업 .........................................................245

액티브-스탠바이 구성 ................................ 20, 244

어댑티브락(adaptive-lock) ...............................104

엔클로저(enclosure) ...........................................248

연결(connection) ................................................210

연결 리스트 .........................................................120

연결 풀링 ....................................................268, 270

예외 ......................................................................142

오더 표기 .............................................................344

오라클 데이터베이스(Oracle Database) ............72

오라클 웹로직 서버(Oracle WebLogic Server)

.....................................................................145, 266

오류 수정 .............................................................178

오류 체크 .............................................................178

오버헤드 ..............................................................189

오픈 시스템 .............................................................8

요청 ............................................................... 64, 200

웹 데이터 ...............................................................63

웹 서버 ............................................................ 55, 76

윈도우 ..................................................................214

윈도우 크기 .........................................................215

유량 제어 .............................................................215

응답 문제 .............................................................312

응답 ...................................................... 44, 201, 300

응답 시간 ........................................... 262, 308, 311

이더넷(Ethernet) .................................................224

이더넷 프레임 ............................................153, 198

이름 해석 ...............................................................66

이벤트 주도 .........................................................138



360  |  찾아보기

이중화 .........................................................238, 285

인덱스 ..................................................................127

인터페이스 ..........................................................189

인프라 ......................................................................2

인프라 아키텍처 .....................................................2

ㅈ

자바(Java) .............................................................69

장치 드라이버 .......................................................62

재해 대책형 아키텍처 ..........................................20

재해 복구 ...................................................... 20, 292

저널(journal) ........................................................156

전송 계층 ....................................................190, 198

정적 콘텐츠 ...........................................................67

조각화(segmantation) 위반 ...............................143

중복 ACK(duplicate ACK) .................................213

중복 제거 .............................................................177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19

직렬 ........................................................................80

집약형 아키텍처 .................................................4, 6

ㅊ

처리 지연(latency) ................................................35

처리량(throughput) ............44, 308, 309, 314, 340

최소 연결(least connection)..............................262

추가 비트 .............................................................180

ㅋ

캐시 ............................................................... 36, 134

커널 ........................................................ 58, 62, 203

코어 ........................................................................32

큐 ................................................................... 95, 233

클라우드형 아키텍처 ............................................22

클라이언트-서버형 아키텍처 ..............................10

클러스터 구성 .....................................................270

탐색 알고리즘 .....................................................124

태그 VLAN ....................................................... 230S

통신 프로토콜 .....................................................192

투표 장치 .............................................................271

트랩(trap) .............................................................298

트렁크 포트 .........................................................281

ㅍ

파이버 채널(Fibre Channel) ....................... 38, 242

파일 시스템 ................................................116, 151

파일 시스템 관리 ..................................................60

파티셔닝 ................................................................15

패리티 ..................................................................251

패리티 비트 .........................................................180

퍼센타일(percentile) ...........................................310

퍼시스턴스(persistence) ....................................262

페일오버 ..................................... 20, 244, 246, 263

포트 ......................................................................211

포트 번호 .............................................................209

폭주 윈도우 ................................................216, 217

폭주 제어 .............................................................215

폴링(polling) ...................................... 143, 144, 234

표준화 단체 .........................................................194

풀 스캔(full scan) ................................................126

프레젠테이션 계층 ....................................... 12, 190

프로세스 ......................................................... 32, 53

프로세스 관리 .......................................................60

프로토콜 ..............................................................192

피어 투 피어(peer-to-peer) .............................168

핑퐁(pingpong) ...................................................149

ㅎ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6

하트비트(heartbeat) ..................................271, 284

핫 스페어(hot spare) ..........................................254

해시 테이블 ................................................120, 121

헤더 ......................................................................208

호스트 ......................................................................5

확장성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