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를 전송할 때 왕복 횟수가 
많으면 전송 시간(응답)이 느려진다
☞ 5장 5.4절 핑퐁

파일 시스템에서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 로그를 기록한다
☞ 5장 5.5절 저널링

저장소 간에 데이터를 복사해서 장애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 5장 5.6절 복제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는 DB 
서버에 폴링해서 정상 접속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 5장 5.3절 폴링

NIC에 데이터가 도착하거나 
키보드를 입력하면 끼어들기에 의해 
CPU 코어에 통지돼서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 5장 5.2절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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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메모리여러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병렬화하고 있다.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늘려도 CPU 코어가 다수 
존재하지 않으면 병렬 처리할 수 
없다
☞ 4장 4.1.1절 직렬/병렬이란?

I/O를 하는 프로세스/스레드를 
늘리거나 비동기 I/O를 사용해서 
I/O를 병렬화할 수 있다
☞ 4장 4.2절 동기/비동기

ECC 메모리는 오류 검출, 
수정 기능을 통해 메모리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한다
☞ 5장 5.9절 오류 체크/오류 수정

OS나 미들웨어 등에서는 배열, 연결 
리스트 등 데이터 특성이나 탐색 방법에 
맞는 데이터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 4장 4.7절 데이터 구조(배열과 연결 리스트)

HDD에 B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 4장 4.8절 탐색 알고리즘   
    (해시/트리 등)

사람이 보면 가변 길이로 보이는 
데이터도 하드웨어 계층에서는 
고정 길이 상자로 분할되어 있다. 
메모리에서는 페이지, 
이더넷에서는 프레임, HDD에서는 
섹터라는 고정 길이 상자로 
분할되어 저장된다
☞ 4장 4.6절 가변 길이/고정 길이

프로세스는 스테이트풀(Stateful, 상태 저장)
☞ 4장 4.5절 상태 저장/상태 비저장

HTTP는 스테이트레스
(Stateless, 상태 비저장)
☞ 4장 4.5절 상태 저장/상태 비저장

큐는 미들웨어, OS, 하드웨어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 4장 4.3절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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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는 데이터를 
캐시하는 메모리가 탑재돼 
있어서 I/O가 고속화된다
☞ 5장 5.1절 캐시

중복 정보를 압축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 5장 5.8절 압축

복제 시 원본 데이터가 
마스터, 복제해서 생성한 
데이터 슬레이브
☞ 5장 5.7절 마스터-슬레이브

OS

공유 데이터의 일치성을 
보장하면서 복수의 CPU 코어를 
사용해서 병렬 처리하는 DBMS나 
OS는 배타적 제어의 핵심
☞ 4장 4.4절 배타적 제어

3계층형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과 각각을 지탱하는 기술

IT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과 그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했다. 3장에서 설명하는 3계

층형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 4~5장에서 설명하는 인프라를 지탱하는 개념이나 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본문을 읽

을 때에도 필요에 따라 이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