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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엔
지니어라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클라우드”일 것이다. IT 관련 뉴스

에도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사례’, ‘클라우드를 이용한 개발 사례’ 등이 연

일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사용해 시스템을 곧바로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와 개발자는 얼마나 있을까?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숙련된 인력과 기

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무언

가를 만들기 위해 무수한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수

많은 자료와 광고를 접하고 있지만, 막상 이용해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관

리도 어려워 클라우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를 잘못 활용하여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도와줄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이 책

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두 주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이용한 총 48개의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패턴 

도입 시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다. 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예로 들

어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충분이 적용 가능한 디자인 패턴들이다. 

실제 환경을 구축해보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엔지니어와 개발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역자 또한 이 책을 번역하면

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다 깊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

며 연구하고 있다. 부디 이 책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의 많은 혜택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

겠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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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라우드 컴퓨팅이 보급됨에 따라 컴퓨터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덕분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IT 솔루션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빠

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IT 세계의 개막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진화는 놀라울 정도이며, 가상 서버, 스토리지, 로드 밸런서, 데이

터베이스, 분산 큐, NoSQL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초기 비용 

없이 저렴한 종량제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확장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빨리 조달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없게 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으

며, 그 순간부터 이용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API를 갖추고 있어서 웹 상의 툴에서 컨트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프로그램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더 이상 변경하기 어렵고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닌,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면 지금까지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하게 

된다.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성이 높고, 확장성 및 유연성을 가진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 컴포넌트(=클라우드)」가 

준비된 시대를 맞이하여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각오, 새로

운 발상,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IT 세계는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노하우를 가진 아키텍트를 원하고 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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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1년 3월에 AWS의 데이터 센터 군(群)이 만들어졌고, 벌써 수천 개의 기업

과 수많은 개발자가 AWS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취미로 인프라를 이용하는 

개인 개발자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비용 절감을 하려는 중소기업, 클

라우드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대기업, 그리고 관공서와 지자체,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정

말 다양하다.

전형적인 웹 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호스팅에서 기존 사내 IT 인프라를 대신

하여 일괄 처리, 빅 데이터 처리나 과학계산, 그리고 백업이나 재해 복구까지 범용적인 인

프라로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의 특징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

현한 신규 업무, 신규 비즈니스, 신규 서비스로 성공한 예나 기존 시스템을 이전하여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절감한 예도 이미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들려오고 있고, 클라우드를 최대로 활용하

여 설계를 구현하고 있는 곳이 아쉽지만 아직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클라우드 특

유의 장점을 활용한 설계, 확장성을 활용하기 위한 설계, 시스템 전체에 안전성을 높인 설

계, 비용에 대한 장점을 고려한 설계 등이 충분히 적용된 경우는 아직 적다.

필자들은 더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를 항상 생각해왔다. 그리고 많은 IT 엔지니어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

은 시스템을 만들어 비즈니스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클라우드 보급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음을 경험상 알게 되었는데, 바로 클

라우드를 이용한 새로운 설계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디자인 패

턴이다. 필자들은 이 디자인 패턴을 「CDP(Cloud Design Pattern)」라고 부른다.

CDP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시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와 그 해결

책을 추상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 정리, 분류한 것이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아키텍트가 

발견하고 생각해낸 설계, 운영 노하우를 재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패턴이라는 형식으로 실

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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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를 이용하면 아래의 내용이 가능해진다.

1.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활용하면 더 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2. 아키텍트 사이에서 공통의 단어를 사용해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3. 클라우드가 보다 이해하기 쉬워진다.

또한, CDP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그 적용 구성이나 장점이 잘 전달되지 않

는다. 그래서 CDP의 실제 적용 방법을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따라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서 비즈니스나 기술적 문제를 CDP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CDP가 클라우드가 가져온 IT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 시대의 아키텍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다면, 필자에게 있어서 이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아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클라우드로 무엇이 가능한지 잘 모르는 분

■   지금 막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하는 분

■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본 경험이 없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   신규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사용해 설계하려는 분

■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하는 분

■   시스템 운용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분

■   클라우드로 비용 절감을 하고 싶은 분

필자들은 클라우드가 IT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많은 장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클라우드 자체는 폭넓고 깊이가 있어서 디자인 패턴과 같은 정석을 알게 되면 

클라우드의 장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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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정석이 되는 디자인 패턴과 여러 시나리오에 맞춰 디자인 

패턴을 활용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클라우드에서 어떤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는 분은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

어서 보다 좋은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이미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효율적인 설계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IT에 관련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의 제1장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CDP)」에서는 클라우드 시대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조합한 디자인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 패턴, 가용성 향상 패턴, 동적 콘텐츠의 

처리 패턴 등 카테고리로 나눠 정리된 48가지의 패턴이 소개되어 있다. 클라우드를 잘 모

른다면 처음부터 읽어도 좋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패턴을 참조하

는 사전적 사용법도 가능하다.

제2장은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의 적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이미지 동영상 배포 사이

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벤트 사이트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실제 CDP와 AWS를 이

용해 구현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사이트가 가진 비즈니스 문제나 기술적 문제

를 CDP를 활용하여 능숙하게 해결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사용자 환경과 유사한 적용 사

례를 다룸으로써 클라우드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실전적 지식과 지혜를 알기 쉽게 전달

하려고 노력했다.

또, 이 책의 부록 1에서는 CDP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터넷 기술에 대한 기본 용어를 해설

하고 있다. 거기에 클라우드를 사용해보고 싶은 분이나 인프라 구축 경험이 적은 애플리케

이션 엔지니어에게 유용한 정보가 적혀 있다. 부록 2에서는 CDP의 각 패턴 내에서 사용

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클라우드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WS 서비스를 잘 모

를 때에는 부록 2를 먼저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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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과 제2장의 그림은 Nulab사가 제공하는 웹 상의 드로우 툴(draw tool)인 

Cacoo(https://cacoo.com)을 이용해 묘사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공식 아이콘 집을 이용하면 같은 그림을 쉽게 묘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https://cacoo.com/store/items/10006

이 책의 위키 사이트

이 책의 위키 사이트(http://aws.clouddesignpattern.org)에서는 CDP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AWS는 지금도 혁신을 계속하고 있고, AWS를 이용하여 CDP도 계속 갱신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다. 이 책에 기록한 CDP는 가능하면 영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주의

를 기울이겠지만, 최신 정보를 항상 따라잡고 싶은 독자는 이 위키 사이트도 참조하기 바

란다.

이 책의 필자들

2011년 12월 어느 날, 클라우드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던 3인이 AWS가 태어난 고장인 시

애틀의 어느 일본식 술집(분명히 WANN이라는 이름이었다)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 술을 마

시면서 클라우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공통 언어가 될 디자인 패턴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40종류 이상의 클라우드 디자인 패

턴을 노트에 적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이벤트가 계기가 되어 CDP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후 3인은 「닌자 3인방(Ninja Of Three)」으로 불리며 CDP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감사의 말

먼저, 무엇보다도 필자의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2011년 시애틀에서 필자의 CDP에 대한 

발상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패턴만을 이야기했던 필자를 차갑고도 따뜻한 눈으로 지

켜봐 주었다. 특히, 2011년 섣달그믐부터 정월까지는 가족과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 시간을 CDP에 써버렸다. 가족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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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상에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구축해왔던 많은 아키텍트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뛰어난 아키텍트들의 지식 없이는 이만큼의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또한, AWS 솔

루션 아키텍트팀의 꼼꼼한 의견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AWS 사용자 커뮤니티인 

JAWS-UG, AWS를 지원해준 파트너 여러분과 협력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벤트를 

통해 CDP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스태프에게도 감사드린다. 압도적인 속도로 개발해준 서비스팀

과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열의로 클라우드를 이끌어온 팀에게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

지고 있다. 그들은 분명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출판 프로젝트는 아마존 데이터 서비스 일본 주식회사의 나가사키 회장님과 코지마 마케

팅 매니저, 그리고 아이렛 주식회사의 사토 회장님께서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완성을 오래 기다려주신 일경 SYSTEMS의 마쯔야마 편집장에

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타마가와 켄(@KenTamagawa)

카타야마 아키오(@c9katayama)

스즈키 히로야스(@suz_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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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48개의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CDP, Cloud Design Pattern)을 아래의 9개로 분류하여 소

개한다.

■기본 패턴

Snapshot, Stamp, Scale Up, Ondemand Disk

■가용성 향상 패턴

Multi-Server, Multi-Datacenter, Floating IP, Deep Health Check

■동적 콘텐츠 처리 패턴

Scale Out, Clone Server, NFS Sharing, NFS Replica, 

State Sharing, URL Rewriting, Rewrite Proxy, 

Cache Proxy, Scheduled Scale Out

■정적 콘텐츠 처리 패턴

Web Storage, Direct Hosting, Private Distribution,

Cache Distribution, Rename Distribution,

Private Cache Distribution

■ 데이터 업로드 패턴

Write Proxy, Storage Index, Direct Object Upload

■ 관계 데이터베이스 패턴

DB Replication, Read Replica, Inmemory DB Cache, 
Sharding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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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처리 패턴

Queuing Chain, Priority Queue, Job Observer, 
Scheduled Autoscaling

■ 운용 보수 패턴

Bootstrap, Cloud DI, Stack Deployment, Server Swapping,

Monitoring Integration, Web Storage Archive, Weighted Transition

■네트워크 패턴

OnDemand NAT,

Backnet, Functional Firewall, Operational Firewall,
Multi Load Balancer, WAF Proxy, CloudHub

각 CDP는 다음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한다. CDP는 

Amazon Web Service(AWS)만을 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일

반적인 클라우드 용어를 사용해 설명.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이하는 AWS 용

어를 사용한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 패턴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또한 패턴으로 정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 가상 서버 등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패턴인지, 어떤 구성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 AWS 용어인 EC2 등을 사용하여 해설하고 있다.

구현

패턴을 AWS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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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이 패턴을 적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

주의점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경우 주의점이나 적용에 따른 단점, 장점과 단점의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에 대한 설명

기타

관련 패턴이나 다른 패턴과의 비교, 적용 사례 등의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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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은 AWS의 각종 서비스를 가리키고 있다. 

자세한 것은 부록 2를 참조하길 바란다.

가상 서버   ：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가상 디스크   ： EBS（Amazon Elastic Block Store）

인터넷 스토리지   ：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서버 이미지   ： AMI（Amazon Machine Image）

가상 로드 밸런서  ： ELB（Elastic Load Balancing）

DNS 서비스   ： Route 53（Amazon Route 53）

시스템 감시   ： CloudWatch（Amazon CloudWatch）

콘텐츠 배포   ： CloudFront（Amazon CloudFront）

콘텐츠 배포  ： 에지 서버

        （Amazon CloudFront 캐시 지역）

오토 스케일링   ： Auto Scaling

KVS  ： Amazon SimpleDB，Amazon DynamoDB

RDBMS  ： RDS（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인메모리 캐시   ： ElastiCache（Amazon ElastiCache）

큐잉   ： SQS（Amazon Simple Queue Service）

스택 디플로이먼트   ： CloudFormation（Amazon CloudFormation）

VPN 게이트웨이  

VPN 라우터  

물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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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패턴

1. Snapshot 패턴
데이터 백업

해결하고 싶은 문제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

업을 빠트릴 수 없다. 구체적인 예로, 테이프를 이용해 백업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보관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테이프 백업은 테이프 교환이나 보관하는 데 비용이 들고, 이런 

작업은 자동화하기 힘들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반자동화가 가능하지만, 테이프 용량

이 정해져 있어 용량을 추가해야 하고 완전 자동화는 어렵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에서는 안전하고 용량 제한 없는 인터넷 스토리지(웹 스토리지라고도 함)를 비교적 

싼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어떤 순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백업을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자주 사용

하는 개념이다. 클라우드에서의 가상 서버 데이터(OS 포함)나 그 외 데이터를 인터넷 스토

리지에 복제하는 것이 간단하며, 스냅샷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클라우

드에서 스냅샷은 관리화 측면에서 원클릭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API를 이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스토리지는 용

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스냅샷을 정기적으로 실행한다면 백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확인이나 테스트 환경을 일시적으로 만들 때 어떤 특정 데이터 

일부분을 이용해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그런 경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OS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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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제해야 하는데, 스냅샷을 이용하면 OS별로 복제할 수 있어 이런 요구도 만족시킨다.

구현

AWS의 가상 스토리지인 EBS에는 스냅샷 기능이 있어 그 기능을 사용한다. 취득한 스냅

샷은 99.999999999%의 안전성을 가지게 설계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S3에 보관된다. 

EBS의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면 EBS에 포함된 데이터가 전부 S3에 복제된다. S3에 저장

된 스냅샷은 새로운 EBS로 복원이 가능하다. EBS의 데이터가 파손되거나 없어져도 스냅

샷을 실행했던 시점의 데이터를 S3에서 복원할 수 있다. 

EBS를 데이터 디스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스냅샷을 실행하면 임의의 시점의 데이터 

백업이 된다.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새로운 백업이 가능하다. 

AMI

EBS

EC2

EBS

② 새로운 EBS를 생성

EBS

① 스냅샷 생성

③ AMI 생성

EBS 스냅샷

EBS 스냅샷

이력을 보관

이력을 보관

부트
영역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

그림 1-1 Snapshot 패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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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를 부트 디스크로 사용하고 있다면 OS별로 복제되고 그것은 AMI로 등록된다. 그 데

이터로 새로운 EC2 인스턴스 가동이 가능하다.

장점

■ 백업을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동이 아닌 자동화가 가능하다.

■ 백업 공간으로 안전성이 높은 S3를 이용할 수 있다.

■   EBS의 데이터 전부가 백업이 가능하고, 저장한 백업은 신속하게 새로운 EBS로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의 장애 시에도 간단하게 복구가 가능하다.

■   사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OS별 백업이 가능하다.

■   OS별로 저장한 백업은 AMI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가동

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정 상태(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재설치 후나 데이터 업데이트 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

하고,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복수의 세대(世代, generation)를 저장해둘 수 있다.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환경 재현이 가능하고 임의의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주의점

■   스냅샷을 실행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EBS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저장

할 경우는 파일 시스템(EXT3나 NTFS)의 캐시를 뺀다든가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을 

끝내는 등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상태에서 스냅샷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부트 디스크의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가상 서버 가동이 빠르다. 또한,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스크 체크(리눅스의 경우 fsck) 시간도 빠르다.

기타

부트 영역보다 데이터 영역이 빈번하게 백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트 영역과 데이터 영

역을 별도의 EBS로 나누어 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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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mp 패턴
서버 복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가상 서버에 필요한 OS나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은 물리 서버와 같이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든다.

가상 서버는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서버, 즉 소프트웨어적 서버다. 그 실체는 물리 서

버에 에뮬레이트된 여러 대의 서버인 것이다. 물리 서버에 큰 변경 없이 가상 서버가 마치 

물리 서버처럼 작동한다. 가상 서버 생성은 필요할 때 즉시 생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삭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편리성을 가진다.

물리 서버보다 가상 서버를 사용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예를 들어, OS의 설정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설정)은 여전히 물리 서버와 비슷

하게 소요되며,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든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가상 서버에 OS나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각종 설정을 완료한 상

태의 서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새로운 가상 서버를 가동할 수 있

다. 즉, OS나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설정하면 그 이미지를 복사해두고 언제든 

재이용이 가능하다. 마치 「스탬프(stamp)」를 찍듯이 가상 서버를 복제하여 환경 설정이 끝

난 가상 서버를 대량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원래는 환경 설정이 끝난 물리 디스크를 다른 물리 디스크에 복사하거나 특별한 백업 소프

트웨어로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복사했지만, 모두 수고와 비용이 들고 대량으로 빠르게 하

기는 어려웠다. 클라우드에서 서버나 디스크 등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어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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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OS의 부트 영역이 있는 EBS로부터 AMI를 만들면 AMI로부터 EC2 인스턴스의 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설정의 EC2 인스턴스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   EC2 인스턴스를 가동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필요한 설정을 하고 서버로 동작하게 만든다.

■   작동 확인 후 AMI를 취득하고 등록한다.

■   그 AMI를 이용해 필요할 때 필요한 수만큼 서버를 만든다.

EC2

AMI

EC2 EC2

AMI 취득

가동

그림 1-2 Stamp 패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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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환경 구축이 끝난 AMI를 이용하면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에는 설정 작

업이 필요 없다.

■   동일한 OS, 데이터, 설정의 EC2 인스턴스를 수백 대라도 만들 수 있다.

■   스트립트를 사용해 EC2 인스턴스를 가동하는 경우도 환경 구축이 끝난 AMI라면 설정 

작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   만든 AMI는 자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AMI를 특정 사용자에게 공유

하거나 AMI를 공개할 수 있다.

주의점

■   어느 시점에서 스냅샷을 저장할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AMI를 갱신할까는 경우에 따

라 다르다. 시스템의 요건에 맞춰 할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설정의 EC2(가상 서버)가 복제되기 때문에 가상 서버마다 설정이 바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일단, AMI를 만들어 버리면 기본 OS에 패치가 되었을 때나 버전이 올라갔을 때 자동

적으로 AMI에 반영되지 않는다. AMI에 대해 개별적으로 패치나 버전을 올리는 작업

이 필요하다.

기타

운용 보수 패턴인 「Bootstrap 패턴」에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Bootstrap 패턴

은 Stamp 패턴보다 유연하게 OS나 미들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를 고려하여 두 가지 패턴을 적절하게 나눠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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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ale Up 패턴
동적 서버 사양 업/다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일반적으로 실제 가동 후에 필요한 서버 자원을 개발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동 후에 서버 자원이 부족하면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괄 처리가 기한 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서버 자원이 많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실제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시스템 가동 후에 서버 자원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버 자원은 물리적 

장비 사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렵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에서는 가상 서버의 사양(CPU, 메모리 사이즈 등)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상 서버를 가동한 후에도 사양 변경이 가능하다.

가동 후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 기존에는 물리 서버를 교환하고 OS를 재설치해야 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필요 없다. 일단, 가상 서버를 가동하고 시스템을 가동해 자원 이용량을 

확인하면서 서버 사양을 변경하면 된다.

구현

■   EC2 인스턴스를 가동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   vmstat나 자원 모니터, CloudWatch 등으로 자원 이용량을 파악하고, 사양이 부

족하거나 남을 경우는 EC2 인스턴스를 정지하고 AWS Management Console의 

Change Instance Type 메뉴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 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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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

small

EC2

xlarge

EC2

micro

Change Instance
Type

그림 1-3 Scale Up 패턴의 구조

장점

■   시스템의 설계, 개발 시에 정확히 서버 사양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이 정지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기회 손실을 줄

일 수 있다.

■   자원이 많다고 판단되면 낮은 사양으로 바꿀 수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주의점

■   서버 사양을 변경할 때 EC2 인스턴스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 그때 수십 초에서 수 분

간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

■   사양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스턴스 타입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처리 성능

이 가장 높은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는 Scale Out 패턴을 채용

하거나 캐싱이나 AWS의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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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처리 최고치가 예측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서버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월말에 부하가 많은 종합 처리를 할 때는 그 시점에만 높은 사양으로 변

경하고 그 외에는 낮은 사양으로 변경되는 스케줄을 넣을 수 있다.

■   처리 대기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서버 사양을 변경하여 상황에 맞춰 애플리케

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버 사양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액세스 수를 예측할 수 없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DB 서버 

등의 스케일 아웃(Scale Out)이 어려운 상황에 자주 사용된다.

■   Scale Out 패턴을 참조한다.

4. Ondemand Disk 패턴
동적 디스크 용량 증감

해결하고 싶은 문제

시스템에 이용하는 디스크 용량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스템을 가동할 때 

안전계수(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디스크 용량)를 계산하여 몇 년 후 예상되는 용량의 

디스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디스크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디스크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디스크의 I/O 성능을 높이고 싶을 때 디스크 스트라이핑(disk striping)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스트라이핑을 테스트하는 경우 필요한 디스크 수를 미리 계산하

기 어렵고, 또한 테스트를 하는 것도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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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에서는 가상 디스크 이용이 가능하다. 가상 디스크는 언제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

한 만큼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 

가상 디스크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이용량을 

보면서 필요한 용량의 디스크를 온디맨드(OnDemand)로 확보하면 된다. 

디스크는 매년 용량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필요할 때 확보한다는 것은 비용면으로 

볼 때 장점이 있다. 또, 일시적으로 대용량 디스크가 필요할 때는 원래 대용량 디스크를 구

해 장착해야 했지만, 가상 디스크는 필요할 때 장착하고 사용이 끝나면 폐기하면 된다.

구현

AWS의 가상 디스크 EBS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용량 확보가 가능

하다.

■   EBS를 이용할 때 최초에는 최소한의 사이즈 볼륨을 확보해둔다.

■   더 많은 디스크 용량이 필요할 때 EBS 스냅샷을 저장하고 그 스냅샷을 기반으로 새로

운 EBS를 만든다.

■   새로운 EBS를 만들 때 원래 볼륨보다 큰 볼륨 사이즈를 지정한다.

■   새로운 EBS를 EC2 인스턴스에 할당한다.

■   할당 후 이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의 사이즈 변경 명령어(예를 들어, resize2fs )로 할당

한 용량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   스트라이핑을 할 때는 복수의 EBS를 할당하고, mdadm이나 OS의 기능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RAID 디스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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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Ondemand Disk 패턴의 구조

장점

■ 나중에 볼륨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어 용량 계산 시에 부담이 적다.

■ 필요할 때 디스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 스트라이핑을 하면 디스크 I/O 성능이 향상된다.

주의점

■    EBS는 S3와 달리 확보한 디스크 용량에 대해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기가바

이트의 영역을 확보하고 실제 5기가바이트만 사용해도 100기가바이트로 요금이 부과

된다.

■    하나의 EBS에 설정 가능한 디스크 용량 상한은 (2012년 4월 시점) 1테라바이트다. 그

래서 단일 파티션에 1테라바이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할 때는 복수의 EBS를 할당하

여 mdadm 등의 소트프웨어로 단일 볼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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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BS는 네트워크로 액세스하는 디스크 볼륨이기 때문에 보다 큰 사이즈의 EC2 인스턴스

를 이용하는 편이 I/O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스트라이핑을 할 때 EC2 인스턴스 사

이즈에 주의해야 한다. 

가용성 향상 패턴

5. Multi-Server 패턴
서버 이중화

해결하고 싶은 문제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계층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디스크 

계층은 RAID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예비 회선을 준비한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중화를 위해 여러 대의 물리 서버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히 

서버 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버 장비나 로드 밸런서 등 

이중화에 필요한 기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감

안하면 엄두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가상 서버 여러 대를 배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 적절히 

부하를 분산(로드 밸런싱)한다. 이것을 「Multi-Server」라고 한다. 온프레미스(on-premise)

에서도 가능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환경을 만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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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로드 밸런서 자체가 값비싼 장비라서 도입과 보수에 비용 부담이 있었다. 클라우

드에서는 로드 밸런서도 종량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처리 성능이 높은 서

버에서 이중화를 고려하여 처리 능력이 조금 낮은 서버를 여러 대 놓는 구성으로 바꾸는 것

도 쉽다. 

구현

AWS의 로드 밸런스 서비스 「ELB」를 이용한다. EC2의 처리 요청을 일단 ELB에서 받고, 

ELB에 연결된 EC2에 적절히 처리를 분배한다. ELB에는 상태 확인 기능(EC2가 정상적으

로 가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 정상이 아닌 EC2에는 처리를 할당하지 않는다. 하

나의 EC2에 장애가 발생해도 나머지 EC2를 이용해 계속 처리할 수 있다.

■   EC2 인스턴스를 만들고 OS 등을 설정한다.

■   Stamp 패턴을 활용해 EC2 인스턴스를 여러 대 가동한다.

■   ELB를 가동하고 여러 대의 EC2 인스턴스를 할당한다.

■   상태 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할당한 EC2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설정한다.

EC2 EC2

ELB

그림 1-5 Multi-Server 패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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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특정 EC2 인스턴스에 장애가 일어나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가동할 수 있다.

■   ELB와 오토 스케일링(Auto Scaling)을 같이 사용하면 장애가 일어나도 일정 수의 가상 

서버(EC2 인스턴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세 대는 가동하여 설정을 해

두면, 한 대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도 자동적으로 한 대가 추가되어 언제나 세 대를 유

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AMI를 지정하고 그 AMI로 EC2를 가동하

도록 지정해둘 필요가 있다.

주의점

■   ELB와 여러 EC2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일 구성보다 비용이 발생한다.

■   미들웨어 레벨이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공유할 데이터가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세션 정보는 여러 대의 EC2 간에 공유해야 해서 세션 DB를 이용한 세션 공유

나 스티키세션(StickeySession)을 이용해야 한다. State Sharing 패턴을 참조한다.

■   항상 N+1 구성(예비 서버 한 대를 준비)으로 한다. 예를 들어, 처리 능력으로 가상 서버 

세 대가 필요하다면 한 대가 정지되어도 (예비 서버 한 대를 넣어서) 네 대 구성으로 한다.

■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할 때는 데이터 동기 문제가 있다. DB Replication 패턴을 참

조한다.

기타

Multi-Server 패턴은 항상 이중 구성을 유지하여 가용성을 높이지만, Floating IP 패턴

을 이용하면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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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ulti-Datacenter 패턴
데이터 센터 레벨의 이중화

해결하고 싶은 문제

서버 장애를 고려할 때 가용성을 높이는 데는 Multi-Server 패턴이 적절하지만, 데이터 

센터 레벨(예를 들어, 정전이나 지진, 네트워크 장애)의 장애를 고려할 때는 Multi-Server 패
턴으로 대처할 수 없다.

데이터 센터 레벨의 장애를 고려할 때는 여러 곳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충분한 거리를 둔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 확보하고 거기에 시스템 이중화를 위해 물

리 하드웨어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또한, 조달이나 세팅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여러 곳의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데이터의 

동기나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을 고려해 고속 전용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실

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는 여러 곳이 있고, 각 데이터 센터 간의 전용선

을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용자마다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하에 따라 시스템을 각 데이터 센터에 (가상 서버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여러 곳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 배치한 시스템을 지금까지와 비교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데이

터 센터 레벨의 장애나 재해가 발생해도 견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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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AWS는 도쿄나 싱가폴 등의 지역에 가용존(Availability Zone, AZ)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여러 곳이 존재한다. 이용할 가용존은 선택할 수 있고, EC2 인스턴스를 어느 가용존에 배

치할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가용존 끼리는 고속 전용선이 연결되어 있어 

가용존 간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구현은 Multi-Server 패턴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EC2 인스턴스의 배치로 인스턴스 가

동 시에 다른 가용존을 선택한다. ELB는 자동으로 여러 곳의 가용존에 구성되어 이용자가 

설정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웹 계층뿐 아니라 DB 계층이 존재할 때도 모든 계층을 

다른 가용존에 구축한다.

Availability Zone - A Availability Zone - B

EC2 EC2

ELB

그림 1-6 Multi-Datacenter 패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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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데이터 센터 레벨의 큰 장애가 발생해도 서버스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재해 복구(DR) 구성을 싸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   AWS는 가용존마다 초기 비용이나 월 정액 요금이 들지 않아 단일 가용존을 이용해도, 

여러 가용존을 이용해도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주의점

■   마스터 슬레이브 구성의 DB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용존 어느 한쪽에 마스터를 두게 된

다. 가용존 간은 고속 전용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가용존 간의 통신 속도가 떨어진다. 가

용존 간의 통신 속도가 병목 구간이 되지 않게 주의한다. 

■   가용존 간 통신 속도가 걱정이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HAProxy 등의 미들웨어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가용존의 EC2와 통신하게 하고, 그 EC2에 장애가 있을 때 다른 가용

존의 EC2와 통신이 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   높은 레벨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대수의 서버를 각 가용존에 이중으로 배치해야만 한

다. 예를 들어, 세 대의 서버가 필요한 경우는 각 가용존에 서버를 세 대씩 배치해야 한

다. 그러지 않은 경우 한쪽 가용존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부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   (2012년 4월 시점의) ELB는 여러 가용존을 통한 이중 구성은 제공하지만, 지역 간의 이

중 구성은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   여러 가용존을 이용하면 가용존 간의 통신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저렴(2012년 4월 시점에 

1기가바이트당 0.01달러)하다. 따라서 여러 대의 서버로 이중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

로 Multi-Datacenter 패턴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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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loating IP 패턴
IP 어드레스 동적 이동

해결하고 싶은 문제

서버를 패치하거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버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서버의 정비가 필

요하다. 서버의 정지는 그대로 서비스의 정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지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웹 서버의 경우는 DNS 구조를 이용해 서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 일반적으

로 TTL(Time to Live) 값보다 서버가 변경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없어서 즉시 변경하려는 

구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클라우드에서의 해결/패턴 설명

기존 물리 서버의 경우, 서버 정지에 대비하여 예비 서버를 준비해 놓는다. 서비스용 서버

가 정지한 후 예비 서버를 가동하여 (서비스용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하면, 서비스용 

서버를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클라우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훨씬 짧은 시간에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서버 이미지를 준

비해두면 필요할 때 필요한 가상 서버를 가동할 수 있다. 또한, IP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API도 있기 때문에 서버의 가동부터 IP 어드레스 설정까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동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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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

② IP를 교체

EC2

Elastic IP

① 서버 장애

Route 53

그림 1-7 Floating IP 패턴의 구조

구현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IP 어드레스를 「EIP(Elastic IP Address)」라고 한다. 이것

을 이용하면 IP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 EC2 인스턴스의 EIP를 분리하여 다른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서버를 변경할 수 있다.

■   EC2 인스턴스에 EIP를 할당

■   장애나 업그레이드 시에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가동한다. 가동할 때 Stamp 패턴 등

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보다 빨리 변경하기 위해 다른 EC2 인스턴스를 가동해둬도 된

다. 

■   인스턴스를 가동하고 현재 EC2 인스턴스로부터 EIP를 분리하여 새로운 EC2 인스턴스

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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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IP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DNS의 TTL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버를 변경할 수 있다.

■   업그레이드 시 만약 변경할 서버에 에러가 발생해도 바로 기존 서버에 EIP를 설정하면 

폴백(FullBack)이 가능하다.

■   EIP는 다른 가용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용존 레벨의 장애가 있어도 다른 가용존에 

있는 서버의 EIP를 바꿀 수 있다.

주의점

■   EIP를 변경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몇 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

■   VPC(Virtual Private Cloud)의 경우는 네트워크 카드에 고정의 사설 IP 어드레스를 할

당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드를 다른 EC2 인스턴스에 부여할 수 있어서 사설 네트워크

에서도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VPC에서는 서브넷을 넘는 어드레스를 바꿀 

수 없는 점에 주의한다. 해당 EIP에 SSH 접속을 하고 있을 경우는 같은 IP로 서버가 

바뀐다. 따라서 서버가 바뀌게 되어 경고가 표시되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

■   장애 감시 중 하트비트(HeartBeat)나 나기오스(Nagios), 자빅스(Zabbix) 같은 감시 소

프트웨어를 이용해도 된다. EIP의 변경은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다.

■   Server Swapping 패턴과 같이 사용하면 EIP를 변경하고 EBS도 바꿔 데이터를 넘겨 

받을 수 있다.

■   예비 서버로의 변경은 EIP를 이용하지 않고 ELB를 이용해 상태 확인 파일을 추가/삭

제하여 하는 방법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