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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혁명으로 PC에서만 발생하던 정보 교환이 장소와 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트

래픽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터넷 기업, 게임 회사 

등 콘텐츠 제공자 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뉴스에서 가끔 사용자 폭증으로 시스템이 다운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접하곤 한다. 이는 트래픽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매스컴을 탄 회사는 

그 신용도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듯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필수 불가결한 기업의 숙명이 되었다.

이 책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서버 부하분산 방법에 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지식

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여 실제 실습을 통해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실습 내용은 모두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기업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또한, 이 책은 서버 부하분산을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물

리적인 하드웨어 도입 없이 가상화 기술만으로도 서버 부하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풍부

한 그림과 예제로 보여주고 있다. 가상화 서버(VMware)와 가상화 부하분산 장치(BIG-IP)의 사

용법과 구조를 상세히 다루고 있어서 책을 한 장 한 장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새 부하분산

의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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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하분산 및 BIG-IP 실용서로는 국내에 처음으로 나오는 서적으로 알고 있다. 

네트워크 전반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실제로 실습 환경을 구축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실제로 부하분

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독자들도 꼭 실습 환

경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필자와 같은 즐거움을 느껴 볼 것을 추천한다.

끝으로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과 먼 

타국 생활에 김치와 김 등을 아낌없이 원조(?)해줘 작업에 힘을 준 승우 형님께도 심심한 감

사를 전하는 바이다(부디 원조가 끊기질 않기를). 마지막으로, 작업하는 동안 늘 응원해준 나의 아내

이자 인생의 동반자 희운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자 유학을 

오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어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는데, 이 감사의 글이나마 작은 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네덜란드에서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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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관해서

이 책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많은 애플리케이

션이 출시됐다가 사라지면서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는 네트워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통신량도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할 정도

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장치 및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에 접속

하는 것은 PC만이 아니다.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기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어떠한 환경에서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

워크에 많은 혼돈 상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혼돈 상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어떻게 활

용해야 할 것인가는 엔지니어에게 있어 큰 과제이다. 반응 속도가 느린 사이트는 보고 싶

지도 않음은 물론, 서비스가 다운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다. 이러한 복잡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버 부하분산 기술’이다. 서

버 부하분산 기술은 넘쳐나는 트래픽을 최적의 서버 분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

써 네트워크 부하를 줄인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우리가 보통 접속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숨은 공로자’와 같이 동작하고 있어서 신경 쓰는 이는 많지 않

다. 용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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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자주 듣는다. 필자도 이전

에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문 자료밖에 없고, 매뉴얼을 읽어도 

이론만 가득 차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설계나 구축을 하고 있으면 매뉴얼대

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도 많았다. 저자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오면서 수

많은 이슈를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다.

이 책은 그러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서버 부하분산 기술의 동작과 기능을 하나씩 풀어

서 그림과 함께 정리하고 있다. 기술의 근본을 알고 나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가 있다. 그 세계를 독자들도 맛볼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또한, 이 책은 실습환경을 

사용해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이론만 배

워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아 습득이 어렵다. 실제로 설정해보고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야 자기만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습환경을 직접 설정해보길 권

한다. 때로는 커스터마이징도 해본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 책을 다 읽어갈 때쯤이면 기술

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자기만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엔지니어들이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

길 바란다.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음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이트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사이트를 구축할 때 지시받은 대로 설정한다거나 동일한 네트워크만 구축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실제로 시스템의 동작과 기능을 이해하고 구축하면 설계나 구축이 재미있

어지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보람도 커진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물리 레벨부터 애플

리케이션 레벨까지 많은 기술을 집대성하고 있어서 다양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이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으면 서비스가 망가지거나 네트워크 장비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마다 사이트 운영자는 장애 대처(troubleshooting)를 시도하

지만, 시간만 걸릴 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시스템의 중심인 서버 부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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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더욱 깊게 알게 되면 장애 대처 속도도 급속히 향상된다.

서버 엔지니어

가끔 부하분산 장치의 구조가 서버와 같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하분산 장치는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버와는 구조가 다르

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물리 레벨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모든 것을 집약한 기술이

다.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부하분산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하

분산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서버 엔지니어에게도 추천한다. 

사전 지식

이 책은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네트워크 관점부터 설명하기에 네트워크 기본 지식이 필

요하다. 또한, 실습환경으로 VMware Player를 사용하거나 패킷 캡처로 Wireshark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툴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툴에 관한 지식도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도입부로서 서버 부하분산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왜 시스템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 됐는지에 대한 그 개요와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부하분산 기술을 체험하기 위한 실습환경을 설정한다. 이 책은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실습으로 배워가도록 하고 있다. 실습환경을 통해 그런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장은 서버 부하분산 전용 장비인 부하분산 장치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리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패킷(packet) 레벨까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제4장은 SSL 처리를 하는 SSL 가속(acceleration) 기능을 설명한다. 최근 부하분산 장치는 

SSL 가속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SSL 가속이 무엇을 하는지 그 특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제5장은 부하분산 장치를 적용한 사이트를 구축할 때 필요한 지식과 주의점을 물리적, 

논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한, 부하분산 장치를 활용한 일반적인 이중화 패턴과 패킷 

흐름을 주제로 설명한다.

제6장은 시스템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상화 기술에 관해 네트워크 측면에서부터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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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은 부하분산 장치의 표준으로 불리는 BIG-IP의 일반적인 기능과 설정 방법을 설

명한다. 또한, 실습환경을 활용해 BIG-IP를 통한 부하분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의 말

이 책은 많은 분의 협조로 집필할 수 있었다. 여러 관점에서 조언해 주신 Softbank 

Creative의 토모야스겐타 님, 책을 쓸 수 있는 계기를 주신 지니 님, 테스트 콘텐츠를 제

작할 수 있도록 자잘한 부탁에도 일일이 들어주신 나리 님에게는 어떤 감사의 말로도 부족

할 정도이다. 또한, 본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급한 교정 의뢰를 빠르게 작업해주신 타카 

님, 욧시 님, 그리고 ‘부하분산 팀’의 팀워크도 최고였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부모님과 동생 내외, 가끔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카

돈보’의 사장님과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미야타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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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부터 서버 부하분산 기술에 대해 배워갈 텐데, 평상시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용

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이란 문자 그대로 서버에 걸리는 부하를 분산하는 기술이다. ‘에이, 

그것뿐이야?’라고 반문하겠지만, 이 한 문장이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

서 문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각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자.

1.1.1 서버 부하분산이란?

‘서버 부하’는 서버관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서버가 어떤 처리를 시작하면 CPU나 디스

크 등 수많은 부품들이 동작하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서버 부하가 된다. 클라이언트

와 서버 간에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서버 처리가 처

음 발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서부터이다. 예를 들면,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지

도 않았는데 서버가 마음대로 ‘OO 구매’와 같이 이상한 처리를 할 이유가 절대 없다. 반드

시 클라이언트가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여러 가지 명령 처리(페이지 이동 같은)를 실

행한 후에야 그것에 대응한 서버 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처리가 서버 부하

가 된다.

클라이언트 접속이
발생하고 서버
처리가 시작됨

클라이언트 접속이
발생하고 서버
처리가 시작됨

서버 처리가
서버 부하가 됨
서버 처리가
서버 부하가 됨

클라이언트 접속이
발생하고 서버
처리가 시작됨

클라이언트 접속이
발생하고 서버
처리가 시작됨

서버 처리가
서버 부하가 됨
서버 처리가
서버 부하가 됨

클라이언트
접속

서버 처리

서버 부하

그림 1.1.1   서버 부하란?

1.1 서버 부하분산 기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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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분산이란?

‘분산’이란 동일한 서비스(HTTP나 FTP 등)를 제공하고 있는 복수의 서버에 작업을 분배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서버 부하’를 분배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것만으

로는 잘 와 닿지 않는다. 부하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여기에 서버 부하분산 기술의 거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 접속이 ‘서버 부하’의 시발점이 된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클라이언트 접속을 복수의 서버에 분배함으로써 복수의 서버에 처리를 

분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서버 부하’를 각 서버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100
명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그 접속을 10대의 서버에 분배하면, 서버 한 대당 10명 분만 

처리를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서버 한 대당 10명 분의 부하가 걸리게 된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

클라이언트 접속

서버 처리

서버 부하

서버 처리

서버 부하

클라이언트
접속을 분산시킴

서버 처리가
분산됨

결과적으로 서버
부하도 분산됨

그림 1.1.2   분산이란?

포인트

    서버 부하란 클라이언트 접속으로 인해 발생함.

    클라이언트 접속을 분산함으로써 처리 부하를 복수의 서버에 분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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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의 내용을 실제 인터넷 환경에 적용시킴으로써 서버 부하분산만이 가진 이점을 알

려 주고자 한다. 서버 부하분산 기술의 이점은 ‘처리 능력 향상’, ‘장애대처 능력 향상’, ‘유

지관리 효율 향상’ 등 세 가지이다.

1.2.1 처리 능력 향상

서버 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케일업(scale-up)과 스케일아웃(scale-out)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스케일업이란 서버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00명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

는 서버를 1,000명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로 바꾸면 처리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스케일아웃은 처리 서버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100명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는 서

버를 10대로 늘려 부하분산시키면, 1,000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서버가 가진 처리 능력

을 바꾸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서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동일한 서버를 증설하기만 하면 돼서 간단하게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

즘은 유연성이 높은 스케일아웃이 주류이며, 서버 부하분산이 그 중심에 있다.

1.2.2 장애대처 능력 향상

‘장애대처 능력’이란 장애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중

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멈추지 않는 시스템’은 절대 조건이다. 한 대의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서버가 다운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서버 부

하분산 기술을 사용하면, 한 대의 서버가 다운돼도 그 서버를 격리시켜 다른 서버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1.2 서버 부하분산 기술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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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스케일아웃

CPU ： 2GHz
메모리： 2GB
CPU ： 2GHz
메모리： 2GB

CPU ： 3GHz
메모리： 64GB
CPU ： 3GHz
메모리： 64GB

처리 한계에 이르면
스케일업하지
않으면 안 됨

처리 한계에 이르면
스케일업하지
않으면 안 됨

CPU ： 2GHz
메모리： 2GB
CPU ： 2GHz
메모리： 2GB

CPU ： 2GHz
메모리： 2GB
CPU ： 2GHz
메모리： 2GB

처리 한계에 이르면
서버 수를 늘리면 됨
처리 한계에 이르면
서버 수를 늘리면 됨

서버 부하분산은
이쪽!
서버 부하분산은
이쪽!

서버 부하분산은
이쪽!
서버 부하분산은
이쪽!

처리 한계에 이르면
스케일업하지
않으면 안 됨

처리 한계에 이르면
스케일업하지
않으면 안 됨

처리 한계에 이르면
서버 수를 늘리면 됨
처리 한계에 이르면
서버 수를 늘리면 됨

……

×n대

그림 1.2.1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서버 부하분산 기술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면…

서버가 고장 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음
서버가 고장 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음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해도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해도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서버가 고장 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음
서버가 고장 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음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해도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해도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인터넷 

그림 1.2.2   장애대처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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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지관리 효율 향상

서버 패치 적용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 유지관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늘 따라다니는 문제이다. 한 대의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정비 작업을 

하는 동안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면 한 대씩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서버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서버 부하분산 기술

업데이트하는 것도 큰일.
재가동해야만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것도 큰일.
재가동해야만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것도 큰일.
재가동해야만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것도 큰일.
재가동해야만 되는데…

한 대의 서버를 
업데이트하고
재가동해도…

한 대의 서버를 
업데이트하고
재가동해도…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한 대의 서버를 
업데이트하고
재가동해도…

한 대의 서버를 
업데이트하고
재가동해도…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다른 서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버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 

그림 1.2.3   유지관리 효율 향상

포인트

   서버 부하분산 기술의 이점으로 ‘처리 능력 향상’, ‘장애대처 능력 향상’, ‘유지관리 효율 향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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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부하분산은 매우 편리한 기술이지만, 클라이언트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일까?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어디까지나 서버 기술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의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 오늘은 서버 친구들을 위해서 부하분산을 해볼까?’ 한다 해서 부

하분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서버가 알아서 부하분산을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평상시에 

자주 신세를 지고 있는 구글, 야후, 믹시(mixi, 우리나라 싸이월드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SNS 

서비스_옮긴이) 등은 수많은 서버에서 부하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클라

이언트는 그것을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부하분산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 서버 측에서 부하분산하

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DNS 라운드 로빈’, ‘OS 타입’, ‘어플라이언스 타

입’. 각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3.1 DNS 라운드 로빈

 DNS 라운드 로빈(DNS Round Robin)은 DNS 서버 자체 기능으로 부하분산을 구현한

다. DNS는 이름 분석(Name Resolution)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

겠지만, 복습을 겸해 DNS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DNS란?

인터넷 세계에서는 호스트(Host)의 위치를 특정 짓기 위해 IP 주소를 사용한다. IP 주소

는 32비트의 숫자가 나열돼 있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의미를 잘 모른다. 예를 들면, ‘지

금은 야후에 접속하고 싶으니까 203.216.243.240을 입력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는 정말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DNS에 의한 이름 분석이다. 각각의 IP 주소

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알기 쉽게 한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DNS 서버는 도메인 네

1.3 세 가지 서버 부하분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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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DNS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메인 네

임과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클라이언트는 전달받은 IP 

주소에 접속하게 된다.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 ‘http://
aaa.co.kr’이라고 입력해도 바로 그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DNS 서버에서 

aaa.co.kr의 IP 주소를 확인 후에 그 IP 주소에 접속하는 것이다.

DNS 서버

웹 서버
1.1.1.1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1.1.1.11.1.1.1

bbb.co.krbbb.co.kr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

　 aaa.co.kr는
    어디에 있습니까?

　 aaa.co.kr은
   1.1.1.1입니다.

이름을 물어봄이름을 물어봄

IP 주소를 전달IP 주소를 전달

　 이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
　 이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이름을 물어봄이름을 물어봄

IP 주소를 전달IP 주소를 전달

　 이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
　 이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

      1.1.1.1에 접속      1.1.1.1에 접속

그림 1.3.1   DNS에 의한 이름 분석

 DNS 라운드 로빈이란?

DNS 이름 분석에 관해 살펴봤지만, 이것을 어떻게 서버 부하분산에 적용하는 것일까? 
초기 부하분산은 DNS의 기능 중 하나인 DNS 라운드 로빈을 사용해 구현했다. 라운드 로

빈이란 ‘순서대로’라는 의미이다. DNS 라운드 로빈은 하나의 이름에 대한 복수의 IP 주소를 

DNS 서버에 등록해두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오면 등록된 IP 주소를 ‘순서대로’ 전

달하는 방식이다. 전달되는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개별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IP 주소

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즉, 부하가 분산되게 된다. 도메인 네임이 동일해도 접속하는 서버

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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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A웹 서버
1.1.1.1

　aaa.co.kr은
  어디에 있습니까? 1.1.1.1에

접속

클라이언트 B웹 서버
4.4.4.4

　 aaa.co.kr은
  어디에 있습니까?　 4.4.4.4에

   접속
　 aaa.co.kr은
   4.4.4.4입니다.

　 aaa.co.kr은
   1.1.1.1입니다.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1.1.1.11.1.1.1

4.4.4.44.4.4.4

bbb.co.krbbb.co.kr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DNS 서버

A에게는
1.1.1.1을 전달
A에게는

1.1.1.1을 전달

B에게는
4.4.4.4를 전달
B에게는
4.4.4.4를 전달

A에게는
1.1.1.1을 전달
A에게는

1.1.1.1을 전달

B에게는
4.4.4.4를 전달
B에게는
4.4.4.4를 전달

같은 이름이어도 접속하고
있는 서버가 다름

같은 이름이어도 접속하고
있는 서버가 다름

같은 이름이어도 접속하고
있는 서버가 다름

같은 이름이어도 접속하고
있는 서버가 다름

하나의 이름에 복수의
IP 주소를 연계

하나의 이름에 복수의
IP 주소를 연계

하나의 이름에 복수의
IP 주소를 연계

하나의 이름에 복수의
IP 주소를 연계

그림 1.3.2   DNS 라운드 로빈

DNS 라운드 로빈은 DNS 서버에 설정만 조금 추가하면 간단하게 트래픽 부하분산을 

하기에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되고 있

지 않다.

 서버 장애가 발생해도 알기 어렵다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도 DNS 서버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결국, DNS 서버는 장애가 발생한 웹 서버의 IP 주소를 계속 전달하게 되며, 클라이언트

는 장애 서버에 접속하게 된다.

클라이언트 A웹 서버
1.1.1.1

클라이언트 B웹 서버
4.4.4.4

　aaa.co.kr은
  어디에 있습니까? 

　aaa.co.kr은
  어디에 있습니까? 

aaa.co.kr은
4.4.4.4입니다.

1.1.1.1에 접속

　 4.4.4.4에
   접속

　 aaa.co.kr은
   1.1.1.1입니다.

DNS 서버

1.1.1.1에 장애가 발생해도
DNS 서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1.1.1.1을 전달함

1.1.1.1에 장애가 발생해도
DNS 서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1.1.1.1을 전달함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계속 접속하게 됨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계속 접속하게 됨

장애 발생!장애 발생!

1.1.1.1에 장애가 발생해도
DNS 서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1.1.1.1을 전달함

1.1.1.1에 장애가 발생해도
DNS 서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1.1.1.1을 전달함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계속 접속하게 됨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계속 접속하게 됨

장애 발생!장애 발생!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1.1.1.11.1.1.1

4.4.4.44.4.4.4

bbb.co.krbbb.co.kr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

그림 1.3.3   서버 장애가 발생해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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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하게 부하분산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DNS가 이름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동

작을 하고 있다면 DNS만으로도 수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만다. 그래서 DNS는 일정 

시간 동안 이름 분석 정보를 보존하는 캐시(Cache)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DNS
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캐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웹 서버에 접속하게 된다. 이는 부하분산에 지장을 준다.

클라이언트 A
DNS 캐시

DNS 캐시

웹 서버
1.1.1.1

　 1.1.1.1에
    접속

클라이언트 B웹 서버
4.4.4.4

　 4.4.4.4에
   접속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1.1.1.11.1.1.1

bbb.co.krbbb.co.kr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bbb.co.krbbb.co.kr 2.2.2.22.2.2.2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

이름이름 IP 주소IP 주소

aaa.co.kraaa.co.kr
1.1.1.11.1.1.1

4.4.4.44.4.4.4

bbb.co.krbbb.co.kr 2.2.2.22.2.2.2

ccc.co.krccc.co.kr 3.3.3.33.3.3.3DNS 서버

일정 시간만 DNS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일정 시간만 DNS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일정 시간만 DNS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일정 시간만 DNS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계속

접속하게 됨

그림 1.3.4   균등하게 부하분산되지 않는다.

1.3.2 OS 타입

OS 타입은 OS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능(서비스)으로 부하분산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Windows 
Server 2008에는 NLB(Network Load Balancing Services)라고 하는 기능이 클러스터

(Cluster) 서비스의 하나로 탑재되어 있다. 또한, 리눅스는 LVS(Linux Virtual Server)라고 

하는 패키지를 무료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쪽 모두 OS의 부속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부하분산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클러스터 서비스의 

부속 기능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하분산 구현은 어렵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관계없는 서버와도 통신을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규모가 작은 사이트의 단순한 부하분산

이라면 NLB나 LVS라도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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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스위치

1.1.1.1의 MAC 주소는
무엇입니까?

ARP Request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전용
MAC 주소가 할당됨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전용
MAC 주소가 할당됨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전용
MAC 주소가 할당됨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전용
MAC 주소가 할당됨

NLB 전용
MAC 주소

: A

NLB 전용
MAC 주소

: A

웹 서버
#1

NLB 전용
MAC 주소

: B

NLB 전용
MAC 주소

: B

웹 서버
#2

NLB 전용
MAC 주소

: C

NLB 전용
MAC 주소

: C

웹 서버
#3

NLB 전용
MAC 주소

: D

NLB 전용
MAC 주소

: D

웹 서버
#4

서버 자체 기능으로
부하분산이 가능
서버 자체 기능으로
부하분산이 가능

NLB 전용 공유 MAC 주소: X
NLB 전용 공유 IP 주소: 1.1.1.1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공유
MAC 주소를 공유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공유
MAC 주소를 공유

서버 자체 기능으로
부하분산이 가능
서버 자체 기능으로
부하분산이 가능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공유
MAC 주소를 공유

NLB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공유
MAC 주소를 공유

그림 1.3.5   NLB 유니캐스트 모드(1)

L2 스위치

APR 테이블

NLB 전용
 MAC 주소 

: A

NLB 전용
 MAC 주소 

: A

웹 서버
#1

NLB 전용
 MAC 주소 

: B

NLB 전용
 MAC 주소 

: B

웹 서버
#2

NLB 전용
 MAC 주소 

: C

NLB 전용
 MAC 주소 

: C

웹 서버
#3

NLB 전용
 MAC 주소 

: D

NLB 전용
 MAC 주소 

: D

웹 서버
#4

　 APR Reply로 1.1.1.1의
    MAC이 X라는 것을 앎
　 APR Reply로 1.1.1.1의
    MAC이 X라는 것을 앎

　 APR Reply로 1.1.1.1의
    MAC이 X라는 것을 앎
　 APR Reply로 1.1.1.1의
    MAC이 X라는 것을 앎 포트 번호포트 번호

Gi1/0/1Gi1/0/1

출발지 MAC출발지 MAC

AA

Gi1/0/2Gi1/0/2 BB

Gi1/0/3Gi1/0/3 CC

Gi1/0/4Gi1/0/4 DD

MAC 주소 테이블

NLB 전용 공유 MAC 주소: X
NLB 전용 공유 IP 주소: 1.1.1.1

APR에 실제는
존재하지않는 공유
MAC 주소로 응답

APR에 실제는
존재하지않는 공유
MAC 주소로 응답

APR에 실제는
존재하지않는 공유
MAC 주소로 응답

APR에 실제는
존재하지않는 공유
MAC 주소로 응답

    MAC 주소 테이블은
    출발지 MAC을
    기준으로 작성

    MAC 주소 테이블은
    출발지 MAC을
    기준으로 작성

    MAC 주소 테이블은
    출발지 MAC을
    기준으로 작성

    MAC 주소 테이블은
    출발지 MAC을
    기준으로 작성

출발지 MAC출발지 MAC ARP ReplyARP Reply

AA 1.1.1.1의 MAC
주소는 ‘X’이다.
1.1.1.1의 MAC
주소는 ‘X’이다.

IPIP MACMAC

1.1.1.11.1.1.1 XX

그림 1.3.6    NLB 유니캐스트 모드(2)



Chapter 01  서버 부하분산 개요

12

APR 테이블

IPIP 목적지 MAC목적지 MAC

1.1.1.11.1.1.1 XX

통신이 비효율적통신이 비효율적통신이 비효율적통신이 비효율적

L2 스위치

NLB 전용
 MAC 주소 

: A

NLB 전용
 MAC 주소 

: A

웹 서버
#1

웹 서버
#2

NLB 전용
 MAC 주소 

: C

NLB 전용
 MAC 주소 

: C

NLB 전용
 MAC 주소 

: B

NLB 전용
 MAC 주소 

: B

웹 서버
#3

NLB 전용
 MAC 주소 

: D

NLB 전용
 MAC 주소 

: D

웹 서버
#4

NLB 전용 공유 MAC 주소: X
NLB 전용 공유 IP 주소: 1.1.1.1    목적지가 MAC 주소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서버에 전달

    목적지가 MAC 주소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서버에 전달

    목적지가 MAC 주소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서버에 전달

    목적지가 MAC 주소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서버에 전달

　 서버 중 하나가 응답함　 서버 중 하나가 응답함　 서버 중 하나가 응답함　 서버 중 하나가 응답함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공유 IP와 공유 MAC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통신 테스트 포트 번호포트 번호

Gi1/0/1Gi1/0/1

출발지 MAC출발지 MAC

AA

Gi1/0/2Gi1/0/2 BB

Gi1/0/3Gi1/0/3 CC

Gi1/0/4Gi1/0/4 DD

MAC 주소 테이블

IPIP MACMAC

1.1.1.11.1.1.1 XX

그림 1.3.7   NLB 유니캐스트 모드(3)

1.3.3 어플라이언스 타입

어플라이언스(Appliance) 타입은 부하분산 장치(로드밸런서)라는 부하분산 전용 장비를 사용해 

구현하는 방식이다. 어플라이언스란 특정 기능에 특화한 장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방화

벽은(Firewall)은 패킷 필터에 특화된 어플라이언스이다.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사용되

는 어플라이언스는 F5 Networks의 BIG-IP 시리즈와 Citrix의 NetScale 시리즈, Cisco 

Systems의 Ace 4700 시리즈 등이 있다. 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비용이 들지만, 

부하분산 기능에 특화된 장비로 부하분산을 구현하기에 복잡한 트래픽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플라이언스 타입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모든 트래픽을 일단 부하분산 장비에 

저장해둔 후, 그것을 배후에 있는 서버로 흘려 보낸다. 최근의 부하분산 장치는 매우 똑똑

하여 단순히 부하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연결을 효율화한다거나 암호화된 연

결을 복호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중대형 규모의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이 타입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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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가 유행하면서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다. BIG-IP 

VE(Virtual Edition)와 NetScaler VPX가 이에 해당한다.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부하분산 

장비를 별도로 두지 않고 VMWare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 부하분산을 구현한다.

웹 서버
#1

웹 서버
#2

웹 서버
#3

웹 서버
#4

배후 서버로 전달배후 서버로 전달

트래픽은 일단
부하분산장치가 받음

트래픽은 일단
부하분산장치가 받음

부하분산 장치를 설치부하분산 장치를 설치

배후 서버로 전달배후 서버로 전달

트래픽은 일단
부하분산장치가 받음

트래픽은 일단
부하분산장치가 받음

부하분산 장치를 설치부하분산 장치를 설치부하분산장치

인터넷

그림 1.3.8   어플라이언스 타입 부하분산

최근 사용되고 있는 부하분산 기술은 OS 타입 또는 어플라이언스 타입, 둘 중 하나이

다. 어느 쪽이든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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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OS 타입과 어플라이언스 타입 비교

OS 타입 어플라이언스 타입

필요 장비 서버 서버

부하분산 장치(로드밸런서)

비용 싸다

서버 자체 기능 사용으로 싸다

비싸다

부하분산 장치를 추가해야 하기에 비쌈

통신 효율 나쁨

필요 없는 서버에게까지 통신이 전달됨

좋음

효율적인 통신 구조로 되어 있음

구성 단순

서버만 있으면 됨

조금 복잡함

부하분산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함

유연성 낮음 높음

적용 규모 소규모 중대형

OS 타입에 대한 설명은 이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이 책에서는 어플라이언스 타입, 특

히 현재 부하분산 장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F5 Networks의 BIG-IP LTM 

(Local Traffic Manager)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포인트

     DNS 라운드 로빈은 DNS 서버 자체 기능을 사용해 부하분산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OS 타입은 OS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 OS 자체 기능으로서 비용을 덜 들이고 구축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통신 방식을 가지고 있음

   어플라이언스 타입은 부하분산 장치(로드밸런서)로 부하분산한다. 부하분산 장치가 필요하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효율이 높으며, 다양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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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하분산 기술은 OS 타입과 어플라이언스 타입, 두 종

류가 있다고 앞 절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술들이 점점 진화해서 적은 리소

스만 가지고도 더욱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하다. 점점 기술이 다양화되고 있기에 특정 기술

만 골라서 설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복수의 인터넷 회선을 부하분산하는 

회선 부하분산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이트에서 부하분산하는 광역 부하분산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4.1 회선 부하분산

 회선 부하분산은 복수의 인터넷 회선을 전부 사용하고 싶을 때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지금

까지 서버에서 작동하던 부하분산 기술을 클라이언트에게도 부담시키자는 발상에서 시

작됐다. 예를 들면, A사와 B사, 두 개의 인터넷 회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자. 라우터

와 방화벽만으로 구성하면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구성, 즉 A사 회선만 사용

할 수 있다거나 B사 회선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된다. PBR(Policy Base Routing)이나 

MVRRP(Multiple 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와 같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액

티브-액티브(Active-Active) 구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확장성에 문제가 있거나 운용 자체

도 복잡하다.

1.4 서버 부하분산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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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인터넷 회선

기본적으로 A사
회선을 사용

기본적으로 A사
회선을 사용

기본적으로 B사 회선은
사용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B사 회선은
사용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A사
회선을 사용

기본적으로 A사
회선을 사용

기본적으로 B사 회선은
사용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B사 회선은
사용하지 않음

스탠바이 회선스탠바이 회선액티브 회선액티브 회선 스탠바이 회선스탠바이 회선액티브 회선액티브 회선

A사
인터넷 회선

인터넷

사내 LAN

그림 1.4.1   일반적인 회선 이중화(주의: 부하분산은 아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분산 장치를 사용한다. 라우터 앞에 부하분산 장치를 두

고 양쪽 회선에 트래픽을 분배, 양쪽 인터넷 회선을 액티브-액티브로 사용하도록 한다. 방

화벽을 부하분산하고 있어서 방화벽 부하분산이라고도 불린다.

양쪽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음
양쪽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음

부하분산 장치가 
회선을 부하분산한다.
부하분산 장치가 

회선을 부하분산한다.

양쪽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음
양쪽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음

부하분산 장치가 
회선을 부하분산한다.
부하분산 장치가 

회선을 부하분산한다.
부하분산 장치

A사
인터넷 회선

B사
인터넷 회선

인터넷

사내 LAN

그림 1.4.2   회선 부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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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광역 부하분산

광역 부하분산은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서버를 부하분산하는 기술이다. DNS 라운드 

로빈도 물리적으로 다른 사이트의 IP 주소를 등록해두면 서로 다른 서버에 대해 세션을 분

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NS 라운드 로빈은 서버 장애 시 

문제나 세션 균등 분배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

능을 향상시킨 것이 광역 부하분산 기술이다. 

광역 부하분산 기술은 부하분산 장치가 DNS 서버가 되어 각 사이트의 상태를 감시하

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IP 주소를 변경하여 부하분산을 구현한다.

방화벽 방화벽방화벽

제주도 사이트

인터넷

서울 사이트

웹 서버
1.1.1.1

웹 서버
4.4.4.4

‘aaa.co.kr’은
어디입니까?

1.1.1.1입니다.

　 4.4.4.4에
   접속!

상태를
감시하고
있음

상태를
감시하고
있음

자신 이외의
사이트를 감시
자신 이외의
사이트를 감시

상태를
감시하고
있음

상태를
감시하고
있음

자신 이외의
사이트를 감시
자신 이외의
사이트를 감시

전달된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하는
사이트가 달라짐

전달된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하는
사이트가 달라짐

이름 분석에
응답
이름 분석에
응답

이름 분석에
응답
이름 분석에
응답

서버 상태를 보고
전달한 IP 주소를 변경
서버 상태를 보고
전달한 IP 주소를 변경

전달된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하는
사이트가 달라짐

전달된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하는
사이트가 달라짐

서버 상태를 보고
전달한 IP 주소를 변경
서버 상태를 보고
전달한 IP 주소를 변경

　 1.1.1.1에
    접속!

　 「aaa.co.kr」
은 어디입니까? 

4.4.4.4입니다.

광역
부하분산 장치

그림 1.4.3   광역 부하분산

▩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로컬 DNS 서버를 거쳐 이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

도록 로컬 처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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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광역 부하분산 기술은 부하분산이라기보다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과 제주도에 각각 웹 서버와 부하분산 

장비를 설치해두고, 서울 서버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해 서버가 다운돼도 제주도에 있는 서

버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 사이트  서울 사이트  서울 사이트  서울 사이트  

방화벽 방화벽

제주도 사이트

1.1.1.1이 고장 나서
4.4.4.4만 사용
1.1.1.1이 고장 나서
4.4.4.4만 사용

정상일 때는 항상 설정을
동기화하고 있음
정상일 때는 항상 설정을
동기화하고 있음

1.1.1.1이 고장 나서
4.4.4.4만 사용
1.1.1.1이 고장 나서
4.4.4.4만 사용

정상일 때는 항상 설정을
동기화하고 있음
정상일 때는 항상 설정을
동기화하고 있음

모두 제주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모두 제주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모두 제주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모두 제주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웹 서버
1.1.1.1

웹 서버
4.4.4.4

‘aaa.co.kr’은
어디입니까?

인터넷인터넷

4.4.4.4입니다.

　 4.4.4.4에
    접속!

광역
부하분산 장치

광역
부하분산 장치

화재로 사이트 다운화재로 사이트 다운화재로 사이트 다운화재로 사이트 다운

　 4.4.4.4에
   접속!

　 ‘aaa.co.kr’은 
    어디입니까?

4.4.4.4입니다.

그림 1.4.4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포인트

     회선 부하분산은 복수의 인터넷 회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함

     광역 부하분산은 DNS 라운드 로빈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서로 다른 사이트(장소)에 있는 서버

를 부하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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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환경 개요

VMWare Player 세팅

가상 머신 세팅

BIG-IP LTM Virtual Edition 세팅

2.1

2.2

2.3

2.4

실습환경 세팅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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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실습환경을 만들어 서버 부하분산을 실제로 체험하며 읽어나갈 때 더욱 효과적

이다. 세팅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3~4시간 정도),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인내하며 따라와 주길 바란다.

2.1.1 실습 컨셉

● 빨리

서버 부하분산 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분야이다. 그 넓은 세계를 한없이 헤

엄쳐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자주 사용하는 기술에만 집중해서 빨리, 그리고 효

율적으로 학습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무료로

실습과 검증에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완전 무료로 실습환경을 만든다.

● 단순하게

깊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과시욕이 발동해 구성이나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싶지

만, 좋은 네트워크 구성일수록 간단하고 알기 쉽다. 이 책은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도

록 실습환경을 만든다.

2.1.2 실습에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

실습에 필요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  CPU: 표준 x86 호환 또는 x86-64로 Intel VT 또는 AMD-V(VMWare Player 인스

톨 표준. PAE를 지원하지 않는 Pentium M 등은 인스톨이 안 된다)

2.1 실습환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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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윈도우즈 7/비스타/XP(SP3 이상)

● 메모리: 2GB 이상

● 하드디스크: 3GB 이상의 여유 용량(세 대의 가상 머신을 실행하기 위함)

2.1.3 CD-ROM 내용

윈도우즈(Windows) 사용자가 쉽게 실습환경을 세팅할 수 있도록 실습에서 사용할 가상 

머신과 BIG-IP 설정 파일을 부록 CD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 절부터 이 소프트웨어들을 

설정해나가도록 한다.

● 가상 머신(Ubuntu 10.04 LTS)

Web01용 대상 파일: web01.zip(web01.vmx, web01-disk1.vmdk)

Web02용 대상 파일: web02.zip(web02.vmx, web02-disk1.vmdk)

VMware Player에서 동작하는 가상 머신이다. 부하분산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 

대의 가상 머신에 IP 주소와 웹 서버(Apache2), 샘플 페이지 등 최소한의 설정이 이미 되

어 있다. 이 가상 머신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웹 서버처럼 동작하게 된다. ‘.vmx’가 

가상 머신의 설정 파일이고, ‘.vmdk’가 가상 머신의 하드디스크이다. 데비안 계열 리눅스

인 우분투(Ubuntu)를 가상 머신 OS로 사용한다.

● UCS 파일

대상 파일: Bigip1.ucs
UCS 파일은 실습환경에 사용하는 BIG-IP용 설정 파일이다. 실습에 사용할 설정들이 

정리돼 있다. 본 장의 마지막 실습에서 사용한다.

2.1.4 가상 네트워크 구성

가상 환경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PC는 한 대이다. 이 PC 한 대

에 다음 그림과 같은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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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web02.local
web04.local

（Ubuntu+Apache）

가상 머신
web01.local
web03.local

（Ubuntu+Apache）

Host OS
（Windows7/Vista/XP）

10.1.1.0/24
（VLAN-EXT）

eth0
.1

eth0
.1

eth0:0
.3

eth0:0
.3

eth0
.2
eth0
.2

eth0:0
.4

eth0:0
.4

서버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서버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부하분산 장치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부하분산 장치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로컬 영역 연결
.20

로컬 영역 연결
.20

VMnet1
.100

VMnet1
.100

인터넷
라우터

192.168.1.0/24
（관리 VLAN）

（LAN）

192.168.100.0/24
（VLAN-INT）

가상 머신
bigip1.local
（BIG-IP LTM VE）

가상 스위치
VLAN-INT

호스트 OS에서
부하분산 동작 확인
호스트 OS에서
부하분산 동작 확인
호스트 OS에서
부하분산 동작 확인
호스트 OS에서
부하분산 동작 확인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
LAN에 맞추어 설정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
LAN에 맞추어 설정

서버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서버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부하분산 장치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부하분산 장치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
LAN에 맞추어 설정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
LAN에 맞추어 설정

네트워크 어댑터 2
.254

네트워크 어댑터 2
.254

네트워크 어댑터
.245

네트워크 어댑터
.245

네트워크 어댑터 3
.254

네트워크 어댑터 3
.254

인터넷

가상 인터넷

그림 2.1.1   가상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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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VMware Player 다운로드

우선은 이 책의 실습에서 사용할 가상화 소프트웨어 ‘VMware Player’를 VMware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음 URL 주소에 접속한다.

URL   http://www.vmware.com/kr/products/desktop_virtualization/player/overview.html

그림 2.2.1   VMware Player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제품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되면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계정이 없다면 새로 계정을 만들길 바란다. 

다운로드 클릭

2.2 VMware Player 세팅

Downloa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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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화면에서 ‘VMware Player for windows 32bit or 64bit’를 선택하면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뜬다. 임의의 폴더를 지정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버전 

4.x.x를 사용하기에 반드시 4.x.x를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최종 버전

은 4.0.3이므로, 4.0.3을 전제로 설명할 것이다(번역 시점의 최신 버전은 5.0이다_옮긴이).

그림 2.2.2   VMware Player 다운로드

2.2.2 VMware Player 설치

VMware Player를 설치한다. 모든 실습환경은 VMware Player에서 동작한다.

▩    이 책은 윈도우즈 7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서 다운로드한 VMware Player 인스톨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Security 경고 

화면이 뜨면(OS 설정에 따라서 Security 경고 창이 안 뜨는 경우도 있다_옮긴이), 발행처가 

버전 선택

Downloa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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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임을 확인 후 ‘실행’을 클릭한다. 

다음의 인스톨 화면이 뜬다.

그림 2.2.3   인스톨 시작

모든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세팅 후 인스톨하면 된다. 인스톨이 완료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 지시대로 윈도우즈를 재시작한다.

그림 2.2.4   설치 완료 

Next 클릭

Restart Now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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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웹 서버에 해당하는 가상 머신 두 대를 설치한다. 이 두 대를 인터넷에 공개

된 웹 서버로 간주하고 부하분산이 가능하도록 실습환경을 만든다.

가상 머신 설치는 부록 CD에 있는 web01.zip과 web02.zip을 적당한 드라이브를 찾

아 압축을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압축을 푼 후 사이즈는 가상 머신 하나당 650MB 정도

로, 두 대에 약 1.3GB 정도이다. 여유롭게 1.5GB 정도로 잡고 빈 공간이 있는 곳에 압축

을 풀어 준다. 용량만 된다면 USB 메모리나 SD 메모리 카드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 머신에는 256MB 가상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다. 호스트 OS의 메모리가 적

거나 동작이 무거울 경우에는 가상 머신의 메모리를 128MB로 변경해주길 바란다. 가

상 메모리는 가상 머신을 정지시킨 후, 상단 메뉴에 있는 ‘Virtual Machine’ - ‘Virtual 
Machine Settings’ - ‘memory’에서 변경할 수 있다.

▩    2.4절에서 설정하는 BIG-IP는 1GB 가상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BIG-IP의 가상 메모리는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설명에서는 ‘내문서(my document)’ 아래에 있는 ‘Virtual Machines’ 폴더에 각 가

상 머신용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압축 해제한 파일을 둔다는 가정으로 설명한다.

2.3.1 가상 머신 설치

압축을 푼 web01 폴더 내에 web01.vmx를 더블 클릭하면 VMware Player가 실행된

다. 처음으로 VMware Player를 실행했다면 사용허가 계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내

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클릭한다.

최신 버전이 있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를 알리는 화면이 표시된다. 업데이트를 

원한다면 ‘Download and Install’을, 원하지 않는다면 ‘Cancel’을 클릭한다.

2.3 가상 머신 세팅



2.3  가상 머신 세팅

27

그림 2.3.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의 화면

호스트 OS가 32비트인 경우는 경고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OK’를 선택하고 진행

하면 된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이 표시된다. 반드시 ‘I moved it’을 선택한다. ‘I copied it’을 선택

하면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 구성을 재설정해야 하기에 주의하길 바란다.

그림 2.3.2   반드시 ‘I moved it’을 선택

VMware Tools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면 VMware Tools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Remind Me Later’를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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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VMWare Tools는 사용하지 않음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왔다면 VMWare Player에 web01이라는 리눅스 서버가 부팅된

다. ‘web01.local login:’이 표시되면 부팅이 완료된 것이다. +  키로 가상 머신에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꾼 후 User ID에 ‘root’, 패스워드에 ‘root’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다.

그림 2.3.4   가상 머신 로그인

root를 입력

root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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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상 머신을 가상 스위치(switch)에 접속시킨다. 기본 설정에선 가상 스

위치가 없기 때문에 ‘VLAN-INT’라는 가상 스위치를 새롭게 만든다. + 키로 가상 

머신에서 빠져나와 VMware Player 상단 메뉴에 있는 ‘Virtual Machine’ - ‘Virtual 
Machine Settings’ - ‘Network Adapter’를 선택 후 다음 화면과 같이 가상 스위치를 

만든다.

그림 2.3.5   ‘LAN Segment’로 가상 스위치 생성

❶ LAN Segment 체크

❷ LAN Segmen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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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VLAN-INT 생성

그림 2.3.7   VLAN-INT 선택

같은 순서로 web02도 부팅해서 로그인 후 가상 스위치 VLAN-INT에 접속하도록 설

정한다.

❷ VLAN-INT 입력

❶ Add 클릭

❶ VLAN-INT 선택

❷ OK 클릭

❸ OK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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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IP 주소 설정

VMware Player를 인스톨하면 호스트 OS에 VMnet1과 VMnet8,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추가된다. 윈도우즈 7에서는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

유센터’ - ‘어댑터 설정 변경’을 선택하면 추가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검증을 위

해 각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VMNet1

호스트 온니 타입(Host Only Type) 네트워크1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 인터페

이스를 사용해 부하분산을 확인한다. IP 주소는 ‘10.1.1.100/24’로 설정한다. VMnet1 아

이콘을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를 선택 후 설

정하면 된다. 게이트웨이(Gateway) 및 DNS 서버 설정은 필요 없다.

그림 2.3.8   VMnet1 속성 클릭

1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간에만 유효한 네트워크 형태

❶ VMnet1 클릭

❷ 속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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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TCP/IPv4 속성 클릭

그림 2.3.10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

❶ TCP/IPv4 클릭

❷ 속성 클릭

❶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

❷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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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net8

NAT 타입 네트워크2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본 실습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VMnet8을 오른쪽 클릭해서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다.

 로컬 영역 연결

PC가 가지고 있는 물리 인터페이스이다. 접속한 랜 세그먼트(LAN Segment)에 맞추어 

IP 주소를 설정한다. 필자는 ‘192.168.1.0/24’에 접속하고 있어서 ‘192.168.1.20/24’로 설

정했다. 이 인터페이스로 BIG-IP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역시 

네트워크와 접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2.3.11   인터페이스 설정

2  게스트 OS의 IP 주소를 호스트 OS의 IP 주소로 변환해서 인터넷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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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주소 확인

제어판에서 IP 주소가 설정됐는지 확인한다. 윈도우즈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

조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한다. 

그림 2.3.12   명령 프롬프트 실행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ipconfig’를 입력한다. VMnet1의 IP 주소가 다음과 같이 

‘10.1.1.100/24’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명령 프롬프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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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IP 주소 확인

2.3.3 가상 머신 사용법

가상 머신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리눅스(우분투)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서 다루

지 않는다. 우분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나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키 입력 대상 전환

가상 머신에 키 입력을 하기 위해선 VMware Player 창을 활성화한 후 + 키를 

입력하거나, 창 내부의 검정 부분을 클릭한다. 가상 머신에 있는 키 입력을 호스트 O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 키를 누른다. 

❶ ipconfig 명령 실행

❷    VMnet1의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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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web02.local

（Ubuntu+Apache）

Host OS
（VMware Player on Windows 7/Vista/XP（SP3 이상））

가상 머신
web01.local

（Ubuntu+Apache）

가상 머신
bigip1.local

（BIG-IP LTM VE）

Ctrl+G Ctrl+G Ctrl+GCtrl+Alt Ctrl+Alt Ctrl+Alt

그림 2.3.14   키 입력 대상 전환

 종료 방법

web01, web02를 종료시키려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셧다

운(shutdown)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VMware Player도 종료된다.

root@web01:~ # shutdown -h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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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BIG-IP LTM Virtual Edition 세팅인데, 여기가 고비이다. 양이 조금 많지

만,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검증 가능한 실습환경이므로 힘내서 따라와 주길 바란다.

BIG-IP LTM Virtual Edition은 VMware ESXi와 VMware Workstation에서 동작

하는 어플라이언스 타입 부하분산 장치이다. 이 책에서는 부하분산 장치를 경험하기 위해 

시험판을 사용한다. 시험판은 90일 사용제한이 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라이선스를 재

등록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중화가 되지 않거나 성능(SSL 가속 등)에 제

한이 있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검증 작업을 위해선 충분하다. 이번 

실습에서는 VMware Player에서 BIG-IP LTM Virtual Edition을 실행시킨다. 

2.4.1 BIG-IP LTM Virtual Edition 다운로드

 BIG-IP 다운로드

BIG-IP LTM Virtual Edition(이후 BIG-IP)은 F5 Network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다음 URL에 접속한다.

URL   https://www.f5.com/trial/index.php

F5 Trial Software Site 페이지에서 ‘BIG-IP LTM Virtual Edition’을 클릭한다.

 

2.4 BIG-IP LTM Virtual Edition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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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BIG-IP LTM Virtual Edition 클릭

BIG-IP를 다운로드하려면 F5.com 계정이 필요하다. 계정이 이미 있다면 아이디와 패

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한다. 계정이 없으면 ‘Register’를 클릭 후 계정을 만든다.

그림 2.4.2   F5.com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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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면 등록키를 생성하는 화면이 뜨는데, 등록키가 있어야만 BIG-IP를 실행시킬 

수 있다. 화면 아래 ‘Generate Registration Key’를 클릭한다.

그림 2.4.3   등록키 생성

그림 2.4.4와 같은 화면이 뜨면 인증 문자를 입력하고 필요한 등록키 수(최대 4개)를 선

택한다. 마지막으로, ‘Email Registration Key(s)’를 클릭한다. F5.com 계정에 등록한 

메일 주소로 등록키가 도착한다(메일은 바로 오지 않는다. 길면 3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등록키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와 같은 텍스트 문자열로 

되어 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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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등록키를 메일로 전송

메일 본문에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 있다. ‘https://downloads.f5.com/esd/product 
lines.jsp’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한다. 우리가 사용할 BIG-IP 버전은 10.x
이다. ‘BIG-IP v10.x/Virtaul Edition’을 클릭한다.

❶ 인증 문자를 입력

❷ 필요한 등록키 수를 선택

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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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버전을 지정

계속해서 다운로드할 파일을 지정한다. 버전 10.1.0을 선택 후 ‘Virtual-Edition-Trial’
을 클릭한다. End User License Agreement가 표시되면 ‘I Accept’을 클릭한다.

▩    시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10.1.0밖에 없다. 이후 버전은 Lab 버전이나 정식 버전을 구

입해야 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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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다운로드 파일 지정

다운로드 화면이 뜨면 두 가지 형식의 BIG-IP LTM Virtual Edition을 볼 수 있다. 실

습환경에서는 VMware Player를 사용하므로 ‘BIGIP-10.1.0.3341.1084.zip’를 선택하

여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에는 시간이 꽤 걸리니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

그림 2.4.7   VMware Player용 파일 다운로드

❶ 10.1.0 선택

❷ Virtual-Edition-Trial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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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IP 실행

다운로드한 파일은 ‘BIGIP-10.1.0.3341.1084.vmx’와 ‘BIGIP-10.1.0.3341.1084.

vmdk’, 두 가지 파일로 구성돼 있다. zip 파일을 풀어서 가상 머신과 같이 임의 폴더에 저

장해둔다. 압축 해제 후 용량은 1.2GB 정도이므로 1.5GB 정도 여유가 있는 드라이브에 

인스톨하도록 한다.

그림 2.4.8   다운로드한 파일 구성

‘BIGIP-10.1.0.3341.1084.vmx’를 더블 클릭하면 BIG-IP가 부팅된다. 호스트 OS가 

32비트인 경우는 웹 서버 설치 때와 동일하게 경고 메시지가 뜬다. 무시하고 ‘OK’를 선택 

후 진행하면 된다.

‘localhost login:’이 뜨면 부팅이 완료된 것이다. 최초 부팅 시에는 디스크 검사로 인해 

시간이 조금 걸리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기 바란다. 부팅이 완료되면 + 키로 입력 

대상을 BIG-IP로 전환한다. 사용자 이름에 ‘root’, 패스워드에 ‘default’를 입력 후 로그인한

다. 아직 등록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서 ‘NO LICENSE’라고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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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BIG-IP 실행

2.4.2 BIG-IP 세팅

지금부터는 설치한 BIG-IP에 대한 세팅을 진행한다.

 관리 인터페이스 세팅

관리자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관리 IP 주소)를 설정한다. BIG-

IP LTM Virtual Edition은 기본으로 세 개의 가상 인터페이스(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가

지고 있고, ‘네트워크 어댑터’가 관리 전용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관리자 접속에 관해서는 

7.2절 ‘원격 접속, 원격 관리’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root 입력

default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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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IP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콘솔에서 다음 코드의 굵은 글씨 부분을 입력하면 된

다. IP 주소는 자신이 접속하고 있는 랜 세그먼트에서 비어 있는 IP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초기 관리 IP 주소는 ‘192.168.1.245/24’이다. 필자의 LAN 환경은 ‘192.168.1.0/24’이므

로 ‘192.168.1.245/24’를 사용한다.*4

[root@localhost : NO LICENSE] config # tmsh
root@localhost(NO LICENSE)(tmos)# create sys management-ip 192.168.1.245/24
root@localhost(NO LICENSE)(tmos)# save sys base-config
root@localhost(NO LICENSE)(tmos)# quit
[root@localhost : NO LICENSE] config #

 관리 IP 주소 확인

관리 IP 주소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리 IP 주소 확인은 콘솔에서 아래의 

굵은 글씨 부분을 입력하면 된다.

[root@localhost : NO LICENSE] config # tmsh
root@localhost(NO LICENSE)(tmos)# list sys management-ip
sys management-ip 192.168.1.245/24 { }
root@localhost(NO LICENSE)(tmos)# quit
[root@localhost : NO LICENSE] config #

계속해서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 관리 IP 주소로 ping을 실행해서 통신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4   BIG-IP 1600과 BIG-IP 6900 등 실제 장비의 초기 관리 IP 주소도 ‘192.168.1.245’를 사용한다. ‘create sys 

management-ip’ 명령어로 IP 주소를 설정하면 ‘The requested management IP address already exists’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다. 이미 관리 IP 주소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관리 IP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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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ping으로 통신 연결 확인

▩      ‘10.1.1.0/24’와 ‘192.168.100.0/24’는 실습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관리 IP 주소로는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    본인 PC의 LAN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실제 LAN 환경에서는 PC IP 주소와 BIG-IP 관리 IP 주소, 두 개가 필요하다. 회사 LAN에 접속

할 때는 IP 주소 중복이나 MAC 주소 보안에 주의하길 바란다.

이것으로 BIG-IP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이 완료되었다. 브라우저에 ‘https://관리 IP 

주소/’를 입력하고, BIG-IP에 접속해보자. BIG-IP 관리자 접속은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

으므로 경고 화면이 뜬다. ‘이 사이트를 계속 탐색합니다’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

동한다. Username에 ‘admin’을, password에 ‘admin’을 입력 후 ‘Log in’을 클릭한다.

ping 명령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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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BIG-IP 로그인

 등록 작업

BIG-IP에 로그인하면 초기 설정을 위한 Setup Utility 화면이 나타나는데, ‘Next’를 

클릭한다.

그림 2.4.12   Setup Utility 시작

admin 입력

admin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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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IP를 사용하기 위해선 등록 작업이 필요하다. ‘Activate’를 클릭해서 등록 작업을 

시작한다(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Activate를 클릭 후 등록 화면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 화면을 성급히 닫지 말고 기다리도록 한다_옮긴이)

그림 2.4.13   등록 작업 시작

‘Base Registration Key’에 메일로 받은 등록키(Registration Key)를 입력하고, 

‘Activation method’의 ‘Manual’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Next’를 클릭한다.

그림 2.4.14   등록키 입력

클릭

❸ 클릭

❶ 등록키 입력

❷ Manual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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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라이선스 서버에 업로드할 Dossier 파일을 생성

한다. ‘Manual Method’의 ‘Download/Upload File’을 선택하고, ‘Click Here To 

Download Dossier File’을 클릭한다. ‘dossier.do’를 임의의 폴더에 저장한다.

그림  2.4.15   Dossier 파일 생성

라이선스 서버에 Dossier 파일을 업로드하고 라이선스 파일을 취득한다. ‘https://
activate.f5.com/license/’에 접속해서 화면 하단의 ‘select your dossier file’에 앞

서 다운로드한 Dossier 파일을 업로드하고 라이선스 파일을 취득한다. 라이선스 파일은 

‘License.txt’라는 텍스트 파일이다.

❶ 이쪽을 선택

❷ 클릭해서 Dossier 

   파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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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

라이선스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다시 BIG-IP 화면으로 돌아가 라이선스 파일을 업로드

한다. ‘License’ 메뉴에서 앞에서 취득한 라이선스 파일 ‘License.txt’를 선택하고 ‘Next’ 
를 클릭한다.

그림 2.4.17   라이선스 파일 업로드

❷ 클릭

❶ 라이선스 파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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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등록 작업을 완료했다. 등록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 시험판은 9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 작업을 다시 거치면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프로비저닝

다음은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설정이다. 프로비저닝은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

를 어떤 기능에 어느 정도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이트에서 어떤 문

제가 발생하면 이 설정을 변경하지만, 실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Next’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림 2.4.18   프로비저닝을 ‘Nominal’로 설정

 초기 설정

BIG-IP 관리자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설정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설정한 것은 다음 절

의 ‘설정 복구’에 의해 재설정되므로 임시로 설정해두도록 한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는 처음 CLI(콘솔)에서 설정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

력한다. 호스트 이름은 다음 절에서 계속 사용하기에 반드시 ‘bigip1.local’로 설정한다. root
와 admin 패스워드는 모두 ‘default’로 입력한다. root는 CLI용 관리자이고, admin은 

GUI용 관리자이다. 입력했으면 ‘Next’를 클릭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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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9   호스트 이름은 반드시 bigip1.local로 한다.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가 변경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 ‘OK’를 클릭한다.

그림 2.4.20   경고 화면에서 ‘OK’ 클릭

로그인 화면이 다시 나타나면 Username에 ‘admin’, Password에 ‘default’를 입력하

고 BIG-IP에 로그인한다.

Manual 체크

앞서 설정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

반드시 bigip1.local 입력

Asia/Seoul 선택

모두 ‘default’라고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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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로그인 화면이 다시 뜬다.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위한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ed’를 클릭한다. 이것으로 초기 설

정은 완료했다.

그림 2.4.22   ‘Finished’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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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설정 복원

이번 실습에서는 부록 CD에 수록되어 있는 UCS 파일을 사용해 BIG-IP 설정을 복원

(restore)하도록 한다. 설정 복원은 BIG-IP의 CLI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이선스 파일 추출

설정 복원을 하면 라이선스도 함께 이전으로 복원된다. 때문에 BIG-IP의 CLI에서 다

음 명령문을 입력하여 라이선스 파일을 별도 장소에 보관해두도록 한다.

[root@localhost : Active] config # cp -p /config/bigip.license /var/tmp/bigip.license

 UCS 파일 업로드

부록 CD에 있는 UCS 파일을 업로드한다. 업로드는 SCP나 FTP를 사용하도록 한다. 

실습은 WinSCP를 사용하니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하길 바란다. 인스톨 과정은 마법사

를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되니 여기선 생략하도록 한다.

URL   http://winscp.net/eng/download.php

각 항목을 다음 그림과 같이 입력 후 로그인한다. 호스트 이름에는 BIG-IP의 관리 IP 

주소를, 사용자 이름에는 ‘root’, 패스워드는 ‘default’를 입력하고 파일 프로토콜은 ‘SCP’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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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3   SCP 로그인

부록 CD에 있는 bigip1.ucs 파일을 BIG-IP의 ‘/var/local/ucs’로 드래그 앤 드롭 복사

한다.

그림 2.4.24   UCS 파일 복사

SCP 선택

관리 IP 주소 입력

root 입력

default 입력

드래그 앤 드롭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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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S 파일 복원

계속해서, BIG-IP의 CLI를 사용해서 아래 굵은 글씨 부분을 입력하여 업로드한 UCS 

파일을 복원하도록 한다. 복원 후 라이선스 파일이 제거되기 때문에 앞에서 추출한 라이선

스 파일을 복사한 후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도록 한다. 

[root@bigip1:Active] config # tmsh
root@bigip1(Active)(tmos)# load /sys ucs /var/local/ucs/bigip1.ucs
Saving active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backed up to /var/local/ucs/cs_backup.ucs .
Product : BIG-IP

~중간 내용 생략~

BIGpipe parsing error:
01110001:3: Error running config install
root@bigip1(LICENSE INOPERATIVE)(tmos)# quit
[root@bigip1:LICENSE INOPERATIVE] config # cp -p /var/tmp/bigip.license /config/
bigip.license
cp: overwrite `/config/bigip.license’? y
[root@bigip1:LICENSE INOPERATIVE] config # bigstart restart
[root@bigip1:LICENSE INOPERATIVE] config # ↲
[root@bigip1:Active] config # 
(1~2분 후에 활성화됨)

복원하면 관리 IP 주소와 관리 허가 IP 서브넷의 설정도 함께 복원되므로, ‘192.168.1.0/ 

24’(필자의 LAN 환경)에 맞추어 설정된다. ‘192.168.1.245/24’ 이외 다른 관리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CLI에서 아래 명령문을 입력하여 관리 IP 주소와 서브넷을 변경

하도록 한다. 예들 들어, 자신의 PC가 접속하고 있는 LAN이 ‘192.168.0.0/24’이고 관리 

IP 주소가 ‘192.168.0.245/24’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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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bigip1 : Active] config # tmsh
root@bigip1(Active)(tmos)# create sys management-ip 192.168.0.245/24
root@bigip1(Active)(tmos)# modify sys httpd allow replace-all-with { 192.168.0.0/24 }
root@bigip1(Active)(tmos)# modify sys sshd allow replace-all-with { 192.168.0.0/24 }
root@bigip1(Active)(tmos)# save sys base-config
/config/bigip_base.conf was renamed to /config/bigip_base.conf.bak (71 lines).
/config/bigip_sys.conf was renamed to /config/bigip_sys.conf.bak (79 lines).
root@bigip1(Active)(tmos)# quit
[root@bigip1 :Active] config #

계속해서, CLI에서 아래 명령문을 입력하여 관리 IP 주소와 관리 허가 IP 서브넷이 제

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root@bigip1:Active] config # tmsh
root@bigip1(Active)(tmos)# list sys management-ip
sys management-ip 192.168.0.245/24 { }

root@bigip1(Active)(tmos)# list sys httpd allow
sys httpd {
    allow { 192.168.0.0/24 }
}

root@bigip1(Active)(tmos)# list sys sshd allow
sys sshd {
    allow { 192.168.0.0/24 }
}

root@bigip1(Active)(tmos)# quit
[root@bigip1:Active] config #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관리 IP 주소 대상으로 Ping을 실행한다. 통신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관리 IP 주소

관리 허가 IP 서브넷

관리 허가 IP 서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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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5   ping으로 통신 여부 확인

이것으로 복원 작업은 완료했다．

2.4.4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구성 변경

BIG-IP LTM Virtual Edition은 세 개의 가상 인터페이스(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가

지고 있다. 앞에서 IP 주소를 설정한 관리 전용 관리 인터페이스가 ‘Network Adapter’이
고, ‘Network Adapter2’와 ‘Network Adapter3’이 부하분산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이다. 기본 네트워크는 모두 브리지(Bridge)로 설정되어 부하분산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타입을 변경하도록 한다. BIG-IP의 VMware Player 상단 메뉴

에서 ‘Virtual Machine’ - ‘Virtual Machine Settings’을 선택한다.

ping 명령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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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6    ‘Virtual Machine Settings’ 선택

‘Network Adapter’는 ‘Bridged’로, ‘Network Adapter2’는 ‘Host only’, ‘Network 

Adapter3’는 ‘LAN Segment’의 ‘VLAN-INT’를 설정한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

를 클릭한다.

그림 2.4.27    네트워크 어댑터 구성 변경



Chapter 02  실습환경 세팅

60

 재시작

만일을 위해서 BIG-IP 콘솔에서 아래 굵은 글씨 부분을 입력하여 시스템을 재시작하도

록 한다．

[root@bigip1:Active] config # sync
[root@bigip1:Active] config # sync
[root@bigip1:Active] config # full_box_reboot

BIG-IP가 재시작을 완료하면 브라우저를 사용해 ‘http://관리 IP 주소/’에 접속하도록 

한다. 접속 후 로그인한다. 이것으로 실습환경 준비가 완료되었다. CLI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은 ‘root’, 패스워드는 ‘default’이고, GUI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은 ‘admin’, 패스워

드는 ‘default’이다.

 IP 주소 확인

계획대로 IP 주소 정보가 복원되었는지 확인한다. BIG-IP 콘솔에서 아래 명령문을 입

력한 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root@bigip1:Active] config # tmsh
root@bigip1(Active)(tmos)# list net self
net self 10.1.1.254/24 {
    allow-service default
    vlan VLAN-EXT
}
net self 192.168.100.254/24 {
    allow-service default
    vlan VLAN-INT
}
root@bigip1(Active)(tmos)#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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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확인

실습환경에서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는 확인해보도록 하자. 가상 머신 web01, 

web02를 각각 부팅한 후, BIG-IP 콘솔에서 아래 IP 주소에 대해 Ping을 실행한다. 응답

이 있으면 정상 동작하고 있는 것이다.

표 2.4.1   통신 확인을 위한 IP 주소

VLAN 대상 머신 NIC IP 주소 설명

관리 VLAN 본인 PC

로컬 영역 

연결

사용하고 있는 IP 환

경에 따라 다름(필자

는 192.168.1.20 사용)

로컬 영역 연결 IP 주소

VLAN-EXT 본인 PC VMnet1 10.1.1.100 VMnet1 IP 주소

VLAN-INT

web01

eth0 192.168.100.1 가상 머신 ‘web01.local’의 부하분산 

동작 확인용 IP 주소

eth0:0 192.168.100.3 가상 머신 ‘web01.local’의 부하분산 구

축용 IP 주소(Apache의 가상 호스트

로, web03.local로 동작)

web02

eth0 192.168.100.2 가상 머신 ‘web02.local’의 부하분산 

동작 확인용 IP 주소

eth0:0 192.168.100.4 가상 머신 ‘web02.local’의 부하분산 

구축용 IP 주소(Apache의 가상 호스

트로, web04.local로 동작)

[root@bigip1:Active] config # ping 192.168.100.1
PING 192.168.100.1 (192.168.100.1) 56(84) bytes of data.
64 bytes from 192.168.100.1: icmp_seq=1 ttl=128 time=0.241 ms
64 bytes from 192.168.100.1: icmp_seq=2 ttl=128 time=0.256 ms
64 bytes from 192.168.100.1: icmp_seq=3 ttl=128 time=0.247 ms
64 bytes from 192.168.100.1: icmp_seq=4 ttl=128 time=0.186 ms

~Ctrl+C 키로 ping을 중단~

 --- 192.168.1.20 ping statistics ---
4 packets transmitted, 4 received, 0% packet loss, time 3001ms
rtt min/avg/max/mdev = 0.186/0.232/0.256/0.03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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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분산 확인

호스트 OS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 ‘http://10.10.1.1/’에 접속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10.1.1.1’은 부하부산을 확인하기 위한 IP 주소이다. 샘플 사이트는 표 

부분과 그림 부분(image01.png, image02.png)으로 구성되어 있다. + 키를 반복해

서 누르면 각 부분의 색이 바뀌면서 목적지 서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28    부하분산 확인용 IP 주소에 접속

TCP/IP 정보

HTTP 정보

서버 정보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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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항목별 상세 설명

항목 설명

TCP 정보

출발지 IP 주소
서버에 도달한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 VMnet1의 IP 주

소를 나타낸다.

목적지 IP 주소

서버에 도달한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 부하분산되면 목

적지 IP 주소가 서버의 실제 IP 주소로 변환되어 접속한 

IP와 다른 IP 주소가 표시된다.

출발지 포트 번호
출발지 포트 번호를 나타낸다. 출발지 포트 번호는 OS가 

임의로 선택한다.

목적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를 나타낸다. HTTP는 80번을, HTTPS

는 443번을 사용한다.

HTTP 정보

HTTP_ACCEPT 이용 가능한 미디어 타입(MIME 타입)

HTTP_ACCEPT_CHARSET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문자 코드

HTTP_ACCEPT_ENCODING Encode 방식

HTTP_ACCEPT_LANGUAGE 브라우저 표시 언어

HTTP_CACHE_CONTROL 캐시 속도. 캐시가 없는 경우는 ‘no-cache’

HTTP_CONNECTION 클라이언트가 계속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HTTP_HOST 브라우저가 접속한 주소

HTTP_USER_AGENT 브라우저의 종류와 정보

REQUEST_METHOD 요청 방식

REQUEST_URI 요청 패스(path)

서버 정보

SERVER_ADMIN Apache에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 정보

SERVER_PROTOCOL HTTP 프로토콜 버전

SERVER_SOFTWARE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 S/W

DOCUMENT_ROOT Apache document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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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BIG-IP 사용법

BIG-IP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두고자 한다. VMware에서 가상 머신으로 동작하기에 

다른 서버와 기본적인 것은 같다.

 키 입력 대상 변경

가상 머신에 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VMware Player 창을 활성화한 후 +  키

를 누르거나 화면의 검정 부분을 클릭하면 된다. 가상 머신에서 호스트 OS로 입력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 키를 누르면 된다.

가상 머신
web02.local

（Ubuntu+Apache）

Host OS
（VMware Player on Windows 7/Vista/XP（SP3 이상））

가상 머신
web01.local

（Ubuntu+Apache）

가상 머신
bigip1.local

（BIG-IP LTM VE）

Ctrl+G Ctrl+G Ctrl+GCtrl+Alt Ctrl+Alt Ctrl+Alt

그림 2.4.29   키 입력 변경

 종료 방법

BIG-IP를 종료하려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음의 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처리가 완료되

면 VMware Player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root@bigip1:Active] config # sync
[root@bigip1:Active] config # sync
[root@bigip1:Active] config # 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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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캡처

필요에 따라서는 패킷 캡처(packet capture)를 하는 게 구조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BIG-IP에 로그인한 후 tcpdump 명령을 입력하면 패킷 캡처가 가능하다. 

tcpdump 명령은 필터(filter)를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필터 옵션은 ‘man 

tcpdump’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중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캡처하는 옵

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캡처한 데이터는 BIG-IP의 /var/tmp에 저장된다. WinSCP로 본

인 PC에 다운로드한 후, Wireshark 같은 패킷 분석 소프트웨어로 열어 보자.

● 클라이언트 패킷을 취득하는 경우

[root@bigip1:Active] config # tcpdump -eni 1.1 -X -w /var/tmp/[파일명].cap -s 1600

● 서버 패킷을 취득하는 경우

[root@bigip1:Active] config # tcpdump -eni 1.2 -X -w /var/tmp/[파일명].cap -s 1600

패킷 캡처를 중지하려면 + 키를 누른다. 

Wireshark가 없는 경우는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URL   http://sourceforge.com/projects/wiresh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