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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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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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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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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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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인프라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 어떤 시스템 구성이 있는지 파악하자
2장: 서버를 열어 보자 –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해하자

3장: 3계층형 시스템을 살펴보자
– 전체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자

인터넷

웹 서버

직렬/병렬
큐
캐시

7장: 무정지를 위한 인프라 구조
– 인프라 핵심 중 하나인 가용성을 구조부터 이해하자
8장: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조

압축

AP 서버

– 구조를 이해해서 성능 전문가가 되자

DB 서버

HTTP
TCP
IP
Ethernet

4장: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본 이론

6장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

– 인프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응용하자

–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프라를 연결해서 이해하자

5장: 인프라를 지탱하는 응용 이론
– 자주 사용되는 인프라 구현을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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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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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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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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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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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 저자 소개

감수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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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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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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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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PTER

1

인프라 아키텍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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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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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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약과 분할
•집약형
•분할형

1.4 수평 분할
•단순 분할
•공유형

같은 처리를 나누어 함

다른 처리를 담당

1.3 수직 분할
•클라이언트
-서버형
• 3계층형

1.5 지리 분할
•스탠바이 구성
•재해 대응 구성
•클라우드

그림 1.1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인프라 아키텍처

칼럼

궁극의 아키텍처와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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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작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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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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집약형과 분할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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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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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어!

결혼을 했으니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

대형 컴퓨터로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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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집약형과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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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의 거래 내용을 보고 싶어!
고부하 처리 요구가 왔지만
다른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체

검색 처리

이체 처리를 하고 싶어!

중요도: 상

CPU 하나가 망가져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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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약형）

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어!
대형 컴퓨터가 했던 처리를
다수의 소형 컴퓨터로 분할
처리

결혼을 했으니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

여러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한다

그림 1.4 분할형 아키텍처

1.2 집약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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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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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고 싶어!
물건으로는 하나의
컴퓨터(=물리적인)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

물리 서버
웹 서버

DB 서버

’
‘

물리적인 서버

데이터를 직접 보고 싶어!

논리적인 서버

‘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
소프트웨어(=논리적인)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

’

물리 서버 부품을
교체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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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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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표시나 단순한 계산은
여기서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서버에 의뢰

•소형 컴퓨터(PC 등)를 이용
•전용 소프트웨어 설치

클라이언트(단말)

서버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싶어!

클라이언트(단말)

모든 클라이언트 처리를
접수한다
•업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역할별로 분할
=수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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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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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계층형 아키텍처

은행 계좌 잔고를 알고 싶어!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싶어!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한다

무엇을 할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데이터
계층에 질의한다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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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직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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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웹은 클라이언트-서버형을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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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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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밖에 없다

서울 본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시스템별로
가로로 분할
= 수평 분할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부산 지사 매출
정보밖에 없다

부산 지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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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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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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부산 지사 매출 정보를
알고 싶어!
서울 본사 매출 정보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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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평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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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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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처리를 나누어 실행(수평 분할)

다 른 처 리 를 담 당 수(직 분 할

웹 서버 1

AP 서버 1

웹 서버 2

AP 서버 2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복수의 가상 서버를
운영한다

)
물리 서버는
두 대 이상
준비한다

그림 A 가상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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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가 고장 나면 다른 쪽
가상 서버를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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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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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계층
(액티브)

애플리케이션 계층

액티브 측이 고장 났기 때문에
데이터 계층에서 동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데이터 계층
(스탠바이)

그림 1.10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구성
1.5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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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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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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측
데이터 센터

필요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

보통은 여기서
처리한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부산 측
데이터 센터

그림 1.11 평상시의 재해 대책 사이트 데이터 반영

서울 측
데이터 센터
변경 후에는 부산 측
시스템을 이용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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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리 분할형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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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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가 가상화돼 있어서 사용자는 어느 물리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모른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사용자 쪽에서 보면
일반 서버처럼
동작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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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기술은 대물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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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은 미국의 과학자다. 대부분의 컴퓨터 아키텍처는 노이만이 고안한 방
2
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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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PTER

2

서버를 열어 보자

이번 장에서는 하드웨어 장비를 소개하고 그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설명한다.

2.1 물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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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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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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물리 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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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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2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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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D(사진에서는
전부 12대)

랙 마운트
레일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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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PCI

CPU
메모리

CPU
메모리

FAN
(서버 내부를 식히기 위해 필요)

HDD

그림 2.5 서버 내부. 컴포넌트는 PC와 동일
2.1 물리 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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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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CPU
Intel Xeon
5600 CPU

Intel Xeon
5600 CPU

Intel
82575EB

GB NIC

Intel
82575EB

GB NIC

GB NIC

QPI
QPI

QPI

메모리

메모리

DDR3

DDR3

PCI

x8
x2
Intel 5520
x8
x2
ESI
x16 IOH (Tylersburg)
I/O 핸들러
(노스 브릿지)

32bit
33MHz

ILOM

ASPEED
AST2100

USB
I/O 컨트롤러
(사우스 브릿지) LPC
intel
ICH10R

RJ-45
VGA

USB SATA
to SATA

USB
USB
USB
to IDE
USB

SAS
x8 x8 x16
PCI Express 2.0 슬롯

GB NIC

Side-band
Interface

IDE

CD/DVD
Compact
Flash

USB2.0
x 5port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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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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