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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ome On Infra, Now!”
IT 서비스 종사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서비스/UI 기획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7년이나 수행했던 저조차도 그랬었죠.
인프라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
다.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예전에는 소스나 SQL 튜닝으로 성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 한계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 인프
라 전문가들과 3년간 글로벌 최대 U2L(Unix to Linux) 시스템(Swing)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거의 한계들 대부분이 인프라와 협업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프라에 관심이 전혀 없나요? 관심은 있으나 시작하기 어려웠나요? 아니면 당장 인
프라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인프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은 거두고 편안하게 이 책을 읽으세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추며 방송하고 책을 출판하기까지 고생한 ‘개궁금
IT’ MC들과 객원 멤버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많은 청취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영역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박한영 팀장님과 캐쉬백 식구들, Swing
인프라 멤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와 아이들(연제, 연희)을
위해 항상 고생하는 아내 이주경에게 언제나 사랑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_정송화(개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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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소프트웨어의 뒤편에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2011년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마크 안드
레슨은 자신의 칼럼에서 바야흐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
한 바람을 타고 S/W 개발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너도나도 소프트
웨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의무교육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IT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지식’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나,
IT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
프트웨어의 뒤편에 인프라(Infra)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장비와 기
술을 용도에 맞게 설계 및 배치하고,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약한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고 보완해 가는 과정은 인프라 엔지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기술을 연구하고 최적의 활용법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할 미래의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저의 순진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송화(개구루) 님, 전성민(땡굴이) 님과 ‘인프라’라는 생소한 주제에 대해 열심
히 청취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누가 듣느냐며 불면증 치료제로 쓰면 좋겠다던 저의
부인께 이 책을 바칩니다.
_김영선(코타나)

머리말

IX

“IT 인프라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IT 장비 제조사들은 더 효율적이고 성능 좋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모두 자사의 제품만
이 최고라며 선전합니다. 또한, 매체들은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곤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쉽게 혼란에 빠져
들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指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쉬
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인프라를 좋아하는 사
람 셋이서 '인프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일이 없을까'라는 궁리에서 시
작된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팟캐스트를 같이 시작하면서 서로 어색해했던 기억
이 납니다. 또한, 녹음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른 채 보냈던 수많은 시간도
그립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응원해 주었던 청취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프라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책을 만들고
싶었고, 이를 실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 책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는 욕심에 다소 깊게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관련 서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
에서 인프라에 대한 이해에 목마른 분들에게는 작지만 나름대로 유용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에서 인프라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
지 못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죽도록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지난 늦가을 하늘나라의 아기 천사가 되어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마음껏 숨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딸 하민이, 그리고 언젠가 저와 함께 그곳에서 녀
석 볼 날만을 애타게 소망하며 사는 아내 김정화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_전성민(땡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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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명준(이베이코리아)
대화체를 통해 부드럽게 잘 읽히는 책! 비전공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전공자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클라우드 취준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듯합니
다. 제가 클라우드 인턴을 진행하기 전에 이 책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변성윤
이 책을 보기 전엔 인프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개발자도 궁금한 IT 인프
라》는 이런 제 상황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큰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어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정
말 좋았습니다. :)
양현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IT 서비스들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인
프라의 기초적인 내용과 간단한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IT 직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서적입니다.
염성욱(삼성SDS)
대화체로 내용이 적혀 있어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일반적 개발자라면
모를 수도 있는 다양한 IT 인프라 관련 내용을 쉽게 깊이 있게 알려줘서 유익했습니다.
이지현
생생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프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대
화를 듣는 것 같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베타리더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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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궁금

01

Intro:
유일한 IT 인프라
팟캐스트를 시작하다

개구루
코타나
개구루

안녕하세요? 개발자도 궁금한 IT 인프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굴이

와~~~

몇 년 전부터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

거나, 능력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IT 인프라 전반에 대해
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꾹꾹 눌러 담아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무
래도 방송 매체를 처음 접하기에 떨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땡굴이

저는 팟캐스트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

구루 님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봤더니, 생각보다 역
사가 오래되었더라고요. 팟캐스트는 애플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broadcast)의
캐스트(cast)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란 걸 알았어요. 2000년대 초의 팟캐스터들이 애플
의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사운드파일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방송하다 보니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물론, 개념 자체는 20세기 말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루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대중화는 2011년에 정치 이슈를 다루는 ‘나꼼수’라는

팟캐스트의 역할이 컸지요. 그 이후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도 그중 한 팀이 되었네요.
코타나

팟캐스트는 음성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

아서 듣는 방식이잖아요. 이러한 서비스를 호스팅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업체를 통
해서 할 예정인가요?
개구루

‘팟빵(Podbbang)’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호스팅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앞

으로 많은 팟캐스트 제공 업체들이 저희 콘텐츠를 공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2018년 5월 기준으로 구글에서 ‘개발자도 궁금한 IT 인프라’를 검색했더니 7개의
팟캐스트 제공 업체에서 방송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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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나

최근에 자기주도 학습이 유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책보다는 인강(인터넷 강

의)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IT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한 책은 있어도 IT 인프라 엔지니어 관점에서 집필된 책이나 팟캐스트
는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다면 IT 인프라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구루 님은 IT 인프라를 시작할 때 어떻
게 공부하셨나요?
개구루

저는 IT를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시작해서 7년 동안 해오다가 IT 인프라 부서

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IT 경력에 비해 IT 인프라 지식은 많이 부족했죠. 아마 대부분
의 전업 개발자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메꿔보려고 책이나 팟캐스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
에서의 전문적인 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IT 인프라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준비하는 사
람들을 위한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 없이 맨땅에 헤
딩하듯이 경험적으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IT 인프라 전문가이신 땡굴이 님과 코타나 님을 모시고 팟
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마이크를 맡아주시기로 한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왜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코타나

저는 십수 년 전 IT 회사에 취업해서 신입사원 때부터 인프라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구루 님이 팟캐스트를 하자고 했을 때 이미 인프라
관련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개구루 님으로부터 업종을 전환할 때의 고난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막상 저도 인프라로 밥 먹고 살고 있기는 하지
만, 인프라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새롭게 인프라를 시작해야 한다면 어
떤 지식을 주고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갑
자기 IT 인프라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PM으
로 갑자기 IT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선정하고 구매해야 하는데 정보를 구할 데가 없어서 난
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봤었어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쉽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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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전에 강한 지식을 압축한 형태로 전달하면 도움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구루 님의 허황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2018년 5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가 20만 회 이상을 달성하였고, ‘IT 인프라에 대
해서’로 구글링하면 가장 최상단에 노출되는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개구루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야망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코타나

‘저의 야망은 개구루 님의 야망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

요. 하하! 그에 보태서 원래 계획했던 책을 꼭 집필해서 IT 인프라에 관계되거나 종사
하고 싶은 모든 분이 책꽂이에 꽂아 놓고 언제나 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
을 쓰고 싶어요.
개구루

그 끝이 성공이기를 기원하면서 땡굴이 님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땡굴이

자기소개를 하려니 쑥스럽네요. 저는 별명을 땡굴이라고 지었어요. 땡굴땡굴

하게 생겼다고 해서 땡굴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붙여 줬죠. 저도 IT를 십수 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AIX라는 IBM 유닉스 서버 운영을 하면서 인프라를 알
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 업무도 하고, 서버 운영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 저도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인데, 개구루 님이 제게
팟캐스트라는 광을 팔아서 그 광을 샀어요. 하하! 팟캐스트를 하면서 책을 쓸 수 있
는 콘텐츠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미래의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듬어갈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셨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IT 인프라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개발자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기에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방송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개구루

별명이 인상 깊네요. 저는 별명을 개구루라고 지었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정신적인 스승을 뜻하는 ‘구루(guru)’라는 용어에 한국에서는 친근하면서도 저급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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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로 사용하는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 가까이하기에 좋은 정신적인 스승이 되고자
하는 저의 욕구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IT 서비스 디렉터가 제 꿈인데, 그 꿈
을 이루기 위해서 IT 전 영역에 대한 깊이 있고 넓은 지식을 쌓으려는 방법으로 팟캐
스트를 선택했죠. 코타나 님은 코타나라는 별명을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가요?
코타나

사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타나라고 하면 뭔지 아실 거예요. 저도

게임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게임 캐릭터인 코타나로 정했어요. 코타나
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유명한 게임 시리즈인 〈헤일로〉에서 주인공 마스터 치
프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또한,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턴
트’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비서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개구루

게임을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게 해 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화려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프라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코타나

인프라를 자신의 의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게

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CPU, 하드
디스크, 메모리 등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때는 주로 게임을 할 때입니다. 오피스용 프
로그램들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성능만 만족하면 사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Full-3D 게
임은 하드웨어 성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실감 나는 게임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
연스럽게 하드웨어 성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컴퓨터 부품과 조립에도 관
심을 갖게 되다가 결국 부품을 직접 교체하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조립하게 됩니다. 교
체를 할 때도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한 활동들이 IT 인프
라 업무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따라서 게임을 하면서 하드웨어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
들은 인프라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땡굴이

IT 인프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인프라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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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되었지만, 전문가로서의 인프라에 대한 견해는 땡굴이 님이나 코타나 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인프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
발자에게 인프라는 완제품 PC와 같습니다. 때로는 성능이 더 좋은 PC를 쓰고 싶지만,
완제품 PC이기 때문에 부품을 바꿔보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담당자에게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인프라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파일 시스템 용량 좀
늘려주세요.’라거나 ‘다른 서버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와 같이 매우 제한
적입니다. 만약 인프라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면 성능이나 운영 관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더
효율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땡굴이 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땡굴이

저는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인프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는 너무 익숙한 인프라이지만, 인프라 업무에 관심이 있으나 어려워하는 분들께 인프
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말씀드
리려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기가 쉽도록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시중에 나온 정보 시스템용 스
토리지나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과 하드웨어 제어 솔루션을 설치하고 운영합니
다. 따라서 하드웨어나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는 벤더와 함께 일하고 그 제품의 특성
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아키텍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역할을 하죠. 유
사한 제품이나 벤더가 여러 개가 있다면 제품별 기반 기술과 특성, 장단점 등을 파악
하고, 가격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일도 합니다. 시장에 가더라도 100
원짜리 팬티와 1000원짜리 팬티가 있을 때 무조건 값싼 팬티를 살 수도 있지만, 재질
이나 촉감 그리고 사이즈 등이 내 몸에 무엇이 더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훨씬 복잡한 IT 기계이니만큼 기술이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탈로그 확인뿐만
아니라 실물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는 일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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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라고 한다면, 인프라는 활용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최근에는 오픈
소스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벤더의 역량과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오픈소스들을 잘 활용하여 설계와 구축을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
니다.
개구루

이번에는 코타나 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코타나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셔서 더이상 무슨 이야기를 추가해야 하나 고민이 되

네요. 저는 IT 업종이라는 게 건축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것은 집의 인테리어를 하거나 편의 기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중요
하죠. 하지만, 집에 가스가 잘 들어오고, 물이 콸콸 나오고, 비나 바람이 세지 않는 것
이 기본이잖아요. 인프라는 이와 같이 서비스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프라 담당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만 비로소 탄탄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개구루

처음 인프라 쪽으로 왔을 때 저는 서버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굳이 왜 또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그 스토리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부터 스토리지를
중개하는 스위치 엔지니어까지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프
라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기술 영역과 많은 전문가분이 계시다
는 것을 알게 되었죠. 스토리지 말고도 네트워크 스위치 엔지니어, 방화벽 엔지니어도
따로 있고요. 심지어 백업을 전문으로 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도 있
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
이죠.
코타나

저희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인프라의 세부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일들

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개구루

처음 인프라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인프라를 시작할 때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소개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땡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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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 맡았던 업무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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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안서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당시 제 사수(멘토)가 파워포인
트 연습도 할 겸 한두 장짜리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셨죠. SUN(유닉스) 장비에 대한 제
안서였는데, 기본적인 업무를 익히기에 참 좋은 업무였던 것 같아요. 처음 배정받았던
팀은 서버나 스토리지 운영도 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백업하는 분들이 섞여서 업무
를 수행하는 곳이었어요. 저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해서 서버
성능 지표를 뽑는 것이었죠. 일 자체는 매우 쉬웠지만, 인프라 서비스 품질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등을 추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었죠.
코타나

저는 원래 학교에 다닐 때부터 컴퓨터 조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서 저는 하드웨어 쪽을 꼭 하고 싶었고, 신입사원 당시 인프라 분야를 지원해서 인프
라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당시만 해도 메인프레임을 쓰는 환경이
었고, 저 같은 신입사원에게는 매우 고가인 메인프레임 장비를 만질 기회가 바로 주어
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한 업무가 메인프레임에 연결된 레이저 프린터
(IBM 3835)를 관리하는 일이였어요. 그 프린터는 각종 테스트 결과라든지 청구서 등을

출력하던 장비였는데, 분당 수십 장을 찍어 내는 고성능 장비였기에 수시로 종이도 교
체하고 토너도 보충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구루

전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아니고 오랫동안 IT를 해왔던 사람이어서 비교적 어

려운 업무를 배정받았죠. 제가 인프라 쪽으로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업무는 스
토리지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저였기에 첫 회의에 들
어갔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인프라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었죠. 용어를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인프라 전 영역이
망라된 교재나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해 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코타나

그렇군요. IT 인프라 용어들도 매우 중요하니 나올 때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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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특정 영역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인프라 전 영

역의 개념부터 실무 사례까지 모두 다루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IT 인프라에 뛰어들
준비를 하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언제나 듣고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땡굴이

그와 더불어서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행

하길 기대합니다.
개구루

역시 땡굴이 님은 멋있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서버 영역부터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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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코타나

서버란 무엇인가?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이미 ‘서버(Server)’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단어의 뜻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 대충 이해는 가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1분기 서버 시장 매출이
증가하여...’라고 할 때의 서버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OO 서버에서 만나자’라
고 할 때의 서버,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라 말할 때의 서버는 서로 다른 개념이
라는 거죠. 개구루 님은 예전에 개발자였잖아요? 평소 서버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개구루

음, 글쎄요. 보통, 개발자들은 서버를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장

소’로 생각하죠. 제가 처음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톰캣(Tomcat)이라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몇 가지 설정을 해 주면 내 PC도 서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
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서버라고 하면 뭔가 크고 비싸고 대단할 것 같다는 생
각이 있었거든요.
코타나

그렇죠. 조금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버의 의미 중에서

‘웹 서버(Web Server)’를 말하는 거죠. 웹 서버는 HTTP나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사용자들에게 웹(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서의 서버’입니다. 그러면 인프라에서 주로 말하는 ‘서버’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여
러 의미 중 ‘하드웨어로서의 서버’를 말합니다. 예전에 개구루 님이 PC에 웹 서버 프로
그램을 설치해서 서버를 구성했다고 하셨죠? 그때 웹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 PC
가 서버의 역할을 한 것이죠. 개구루 님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PC를 어떻게 구입하셨
나요? 완제품을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각각의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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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서버, 웹 서버, 클라우드 서버 등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

개구루

사촌 형이 만들어 준 조립 PC를 쓰다가 PC가 고장 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게임을 하려는데 잘 실행이 되지 않아서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업그레
이드를 하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PC가 CPU, 메모리,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PC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땡굴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빠릿빠릿하던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기대하던

최신 게임을 설치해서 해 보려는 순간, 사양이 부족해서 실행이 안 되거나 너무 느리
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었죠. 최신형 컴퓨터를 사면 되겠지만 용돈으
로는 어림도 없었고, ‘게임이 안 되니 새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께 매 맞기
딱 좋은 소리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능을 개선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발적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준달까요?
코타나

역시 남자들이 컴퓨터를 알게 되는 과정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서버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PC와 구조는 동일하나 CPU나 메모리, 디스크
를 좀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어 훨씬 높은 성능과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장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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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CPU 소켓

PC

1개

4개

최대 Core

18개

112개

메모리 슬롯

4개

48개

최대 메모리 용량

128GB

6TB

PCI 슬롯

5개

16개

최대 디스크

7개

48개

전원부

1개

1개~4개

구분

4소켓서버용메인보드

땡굴이

일반적인PC와x86서버(4소켓용)의스펙비교

요즘 PC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시에 수천에서 수만 명

의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와 같은 고집적 장비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안정성에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메인프
레임이나 무중단 서버인 탠덤(Tandem), 유닉스 서버와 같은 고가용성 서버들은 CPU
와 메모리까지도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오류에는 꿈쩍도 하지 않아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믿음직스럽죠.
개구루

대신,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는 단점이 있죠. 서버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닉스나 메인프레임 서버는 조금만 스펙(specification)이 올라가면 ‘억’ 소리 나는 가격
이 되어 버려서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각 서버 제조사
의 엔지니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한 편이
고요.
코타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상세한 내용을 다루게 되네요. 앞으로 하나씩 다뤄

보도록 하시죠. 정리하자면, 인프라에서 서버라 함은 주로 하드웨어 서버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서버는 장비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메인프레
임, 유닉스, x86 서버’입니다. 각각의 장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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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고속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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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스토리지답게 만드는 스토리지 기술
section 04 스펙과 성능 지표로 스토리지 분석하기
section 05 스토리지 설계 고려사항

SECTION

01

1

스토리지의 구조와 분류

스토리지의 구성요소

개구루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 맛보기를 시작해 볼까요?

땡굴이

스토리지에 관한 이야기는 기존에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죠. 서버의 내장 디

스크를 확장해서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전용 디스크 박스를 통해 고
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스토리지가 생기게 된 거죠. 또한, 내장 디
스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복제나 백업 같은 전용 솔루션이 포함되어 관리 효율성을
높여준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스토리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디스크
모듈이 되겠죠. 스토리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니깐요.
디스크 플래터

스핀들

헤드암

헤드 액추에이터

하드디스크의 일반적인 내부 구조

이 디스크는 데이터의 입력/출력을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하고요. 컨트롤러의 입력/출
력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중간에 버퍼, 즉 캐시를 두어 기존에 읽었던 내용을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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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캐시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 측(서버)이 필요로 할 때 캐시에서 바로 읽어 서
버 측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와
컨트롤러, 캐시 이 세 가지가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
니다. 우리가 사실 스토리지를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의 성능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어
떻게 조합해서 쓰는가가 중요하겠죠.
코타나

저는 거기에 채널을 추가하고 싶네요.

땡굴이

네, 그렇죠. 채널 역시 스토리지와 서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채널 개수도 성능 평가에 있어 영향을 많이 끼치죠.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요
소들 중에 캐시의 경우는 디스크 대비 약 10분의 1 정도의 액세스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버

SAN 스위치

SAN 스위치

스토리지 컨트롤러
스토리지 캐시

디스크

스토리지
스토리지의 개념적인 구조

개구루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의 대부분은 실제로 스토

리지를 못 보셨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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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나

페이스북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지 사진을 하나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인프라를 아예 접해 보지 못한 분들을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요.
개구루

2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용성과 연결 방식에 따른 스토리지 구분

땡굴이

물론 세부적인 부품별로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 언급해 드린 정도면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의 등급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서버와 유사
하게 엔트리급, 미드레인지급, 하이엔드급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
준은 성능, 확장성, 가용성, 복제 기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하이엔드급으로 갈
수록 더 좋고요. 미드레인지급이나 엔트리급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굳
이 가용성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면, IT에서 흔히 식스 9, 즉 99.9999%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가용성을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보인다면, 미드레인지급 이하는 파이브 9, 즉

99.999% 정도 된다고들 합니다. 이 가용성 지표는 식스 9은 1년에 32초의 다운타임,
파이브 9은 1년에 5분 15초의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수치인데요. 사실, 32초나 5분 15
초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하!
코타나

99.9999% 장비를 사도 절대 32초만 다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

서든 훨씬 오래 서비스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인프라 운영하는 분들이 힘
들죠. 1년에 32초만 다운된다고 하면 인프라 엔지니어가 필요 없죠.
개구루

진짜 그렇다면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편하죠. 하하!

땡굴이

그 외 복제 솔루션 등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기능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스

토리지는 이렇게 등급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구성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죠. 크게

DAS, SAN, NAS로 나누는데요. DAS(Direct Attached Storage)는 서버에 직접 연결됩니
다. 광케이블이나 SCSI 케이블이나에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서버와 스토리지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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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방식입니다. SAN(Storage Area Network)은 SAN 스위치라는 것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를 연결하여 성능이나 확장성을 보장하는 연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혼동되는 부분이 DAS 스토리지 또는 SAN 스토리지로 표현하는 경
우가 많은데, 사실 DAS, SAN, NAS라는 것은 서버와 스토리지의 연결 방식을 표현하
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SAN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SAN 스위치 없이 서버와 스토리
지를 직접 연결하면 DAS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스위치가 없으
니 확장성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코타나

예를 들면, PC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을 DAS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

네요.
개구루

SAN은 스위치를 통해서 서버도 스위치로 연결되고, 스토리지도 스위치로 연

결되어 통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땡굴이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NAS(Network Attached Storage)는 네트워크, 즉 이더

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와 스토리지가 각각 연결되어 통신합니다. SAN과 NAS의 차
이가 연결 방식 면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만 다르고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측면에
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넷(네트워크)
TCP/IP

서버
FC(Fiber Channel)
또는 SCSI

NAS 서버

서버
FC(Fiber Channel)

SAN 스위치

일체형 또는
분리형

SAN 스위치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DAS

SAN
DAS/SA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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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땡굴이

예전에는 SAN과 NAS 모두 전용 스토리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니파이

드(unified) 스토리지라고 해서 SAN과 NAS를 모두 지원하는 스토리지들을 대부분의
스토리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일부는 게이트웨이 같은 특수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죠.

3

시장을 주도하는 스토리지 업체와 제품군

개구루

그러면 스토리지 전문 업체들은 어떤 곳이 있나요?

땡굴이

전통적인 스토리지 업체를 우선 본다면, EMC, Netapp, HDS, HP, IBM 등

이 있었고요. 후발주자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디스크의 발전에
힘입어 퓨어스토리지, 바이올린메모리, 솔리드파이어 등의 신생업체가 대두되고 있어
요. 중국에서 신생 스토리지 업체인 화웨이라는 곳도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죠. 네트워
크 장비에 강했던 이 업체는 프린터를 제외하곤 안 만드는 게 없다고 하는데, 막대한

R&D 투자를 감행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 업체가 향후 스토리지에서도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코타나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군요.

땡굴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신생 업체들이 신기술로 무장하고 제품 가

격이 점차 저렴해지면서 기존 업체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 업체들도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 업체를 인수하거나 자체 개발하면서 스토리지 시장 변화 추세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C는 전용 SSD 장비군을 보유한 익스트림

IO를 인수한 바 있고요. 익스트림 IO는 2008년경부터 자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인
VMAX라는 제품에서 ALL SSD 디스크를 장착한 바 있습니다.
개구루

스토리지도 모델명이 서버처럼 숫자로 주로 구성되지요?

땡굴이

하하! 네. 서버와 마찬가지로 스토리지의 모델 역시 모델 번호가 클수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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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확장성/기능이 높은 제품입니다. 즉, 컨트롤러에 내장된 CPU 코어 수, 스토리지
의 최대 대역폭, 최대 캐시 용량, 최대 디스크 용량, 최대 드라이브 개수, 서버 연결
을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개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죠. EMC의 경우에는

VMAX100k, 200k, 400k 또는 VNX8000, 7600, 5800, 5600 등이 있고요. HDS는
G1000, 800, 600, 400, 200이 있고, Netapp의 경우 FAS8000, 6000 시리즈 등이 있
습니다. 각 사 홈페이지에서 제품 및 솔루션으로 된 메뉴에서 해당 스토리지를 선택하
게 되면 제품의 형태와 세부 사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땡굴이

그런데 서버는 주로 IBM, HP, SUN 같은 회사를 익히 알고 있는데, 스토리

지 회사는 도대체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업체가 있는지 아
는 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스토리지를 신경 쓰지 않
아도 될까요?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토리지는 대부분 로컬 디스크(local disk, 내
장 디스크를 간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

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스토리지의 성능은 업무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하지만, 인프라 장비 중에 스토리지는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은 사용자의 선택
과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게다가,
말이 쉽지 어떤 업무에 어떤 성능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상당한 도입 경험과 운
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로 서버들을 클러스터
링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 기능을 구현하는 SDS(Software Defined Storage)라는 개념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용어

클러스터링(Clustering)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버를 여러 대 연결하여 가용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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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1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

네트워크의 시작과 끝, 프로토콜

개구루

우리가 인프라 업무를 하면서 ‘네트워크(Network)’란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

하잖아요. 신규 서버를 구성할 때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그리고 서비스 장애가 생겨
원인을 확인할 때 등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게 네트워크인데요. 인프라에
있어서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땡굴이

네트워크의 정의라⋯ 말 그대로 네트워크 아닌가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간에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환경이나 망 그 자체를 의
미하는 거죠.

전화망

WAN 구간
라우터

라우터
코어
스위치

스위치

음성 게이트웨이
스위치

프린터
허브

비디오
클라이언트 단말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접속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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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나

땡굴이 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 모든 IT 인프라 장비 간의 물리적, 논리적인 연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연결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주고
받는 장비와 그 경로상의 모든 유/무형 환경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개구루

빠른 전송 속도나 신뢰성이 아닐까요?

코타나

속도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통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식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너는 누구인지를 알
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 간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 미리 정한 약
속, 규약을 뜻하는데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와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에서 국제
표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구루

아, 두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기 사양에 보면 ‘IEEE

802.11b/g/n/ac 지원’이란 내용도 있고, 전공 책에서 ‘TCP/IP가 IETF RFC5961 표준’이
라는 내용도 본 적이 있어요.
코타나

맞아요. 이 두 단체와 무선 쪽을 담당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분야의 표준화 기구들이죠. 아

무튼, 이런 표준화 기구에서 여러 프로토콜을 정의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바로 TCP/IP입니다. TCP/IP는 1974년에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이 먼저 나왔고, 1981년에 IP(Internet Protocol)가 RFC791로 제정되면서

1982년에 TCP/IP란 이름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82년이면 우리나라에선 모뎀도 잘 찾
아보기 힘든 시절이였는데, 현재 인터넷의 가장 핵심이 되는 TCP/IP가 제정되었다니
놀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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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굴이

제 기억에도 대략 90년대 초중반쯤에 와서야 하이텔, 천리안 같은 PC 통신

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못 하겠지만, 그때는
전화선으로 통신을 해야 해서 통신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 되고, 혹시
누가 전화를 들기라도 하면 통신이 끊겨 애태우던 기억이 납니다. 덤으로, 전화 요금
폭탄 때문에 엄마에게 엄청 혼나는 친구들도 많았죠.
개구루

저도 예전에 처음 모뎀으로 PC 통신을 할 때 사용한 모뎀의 속도가

28.8kbps였어요. 그러다 몇 년 뒤에 56kbps가 처음 나왔는데, 첫 느낌이 너무너무 빠
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붐이 슬슬 일어나면서 한국통신에서 ISDN
서비스가 나왔었죠. 당시에 속도는 64k~128k 정도였고, 무엇보다도 전화와 통신을 함
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초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문제는 전화
랑 통신을 동시에 사용이 사용하면 데이터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요금 대비 체감 성능에 별 차이가 없어 조용히 사라졌던 기억이 나네요.
코타나

그때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붐이 일어났던 시기이고, 정부도 인터넷 전국

망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치다 보니 ISDN보다는 바로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로 넘어갔습니다. ADSL의 큰 장점이 기존의 전화선이나 전화기를 그

대로 사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비나 케이블 포설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가 가능했었죠. 그리고 ISDN처
럼 하나의 전화선으로 일반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음성 통
신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했기 때문
에 ISDN과 다르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통신 속도도 떨어지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
메가패스, 하나로, 두루넷, 파워콤 등 바야흐로 ‘인터넷 회사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거죠.

2

OSI 7계층의 의미

코타나

조금 멀리 나갔는데 다시 프로토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인터넷 통신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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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TCP/IP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게요. TCP/IP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TCP
와 IP가 결합된 것입니다. 컴퓨터 쪽 공부를 한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OSI 7계층’이
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안에 TCP/IP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을 왜 정의한 걸까요?

Name
system

7
Application

6

DNS

BOOTP

Network
Mgmt

File
Transfer

SNMP

FTP

File
Sharing

DHCP

RMON

TFTP

NFS

Transport

User Datagram Protocol
(UDT)

Internet

Internet Protocol
(IP/IPv4, IPv6)

Address Resolution
Protocol(ARP)

2

RFC822
/MIME

WWW &
Gopher

Network
Internet

POP/
IMAP

Interactive
Telnet

HTTP
"r"
Commands

Gopher

IRC

NNTP

IP NAT
3

E-mail &
News

SMTP

5

4

Host
Config

Serial Line Interface
Protocol(SL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IP Support
Protocols

IP Sec

ICMP/ICMPv4,
ICMPv6

Mobile
IP

Neighbor
Discovery(ND)

IP Routing
Protocols
RIP, OSPF,
GGP, HELLO,
IGRP, EIGRP,
BGP, EGP

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RARP)
Point-to-Point Protocol
(PPP)

(LAN/WLAN/WAN
Hardware Drivers)

OSI 7계층과 계층별 프로토콜(단, 1계층은 전기신호 기반의 물리 계층이라 그림에서는 제외)

땡굴이

코타나 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통신을 위한 약속인 거죠. 외

국인과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대화가 가능하듯이, ‘상호 이질적
인 네트워크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제정한 개방형 통신 모델’이 바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의 정의입니다. 위 그림이 OSI 7계층과 각 계층별로 처리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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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과거 모뎀 통신 때 주로 사용되던 SLIP,

PPP부터 인터넷의 대명사 HTTP까지 총 망라되어 있죠.
코타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이 통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땡굴이

우리가 OSI 7계층을 ‘계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Layer 2, Layer 3, Layer 4

가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무
슨 말이냐면, 송/수신자가 서로 다른 운영체제, 브라우저, 회선 환경에서도 통신이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송신자는 각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위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면서 ‘헤더’라고 부르는 구분자를 계속 덧붙이게 됩니다.
각각의 헤더에는 해당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정보(L2: MAC 주소, L3: IP 주소, L4: 포트
번호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신자는 하위 계층부터 차례로 자기 계층에 해당하는

헤더의 정보를 읽어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개구루

그러면 전송하는 데이터양에 비해서 헤더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코타나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정도로 오버헤드가 많지는 않

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에서 MTU(Maximum
Transmission Unit)라고 부르는 최대 전송 단위가 있는데요. 보통 1500bytes입니다. L3,

L4 헤더를 합치면 각각 20bytes씩 총 40bytes이고, 다른 레이어도 전체 전송량에 비하
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코타나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를 ‘식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층별로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위한 고유의 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L2 계층에서는 MAC(Media Access Control) 정보가, L3 계층에서는 IP 정보가, L4 계
층에서는 포트 정보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요. 계층별 식별 정보는 헤더에 포함되어 있
으며, L2의 경우 Ethernet 헤더 안의 MAC 정보로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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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수신

한 계층 아래로 내려
갈 때마다 헤더(구분
자)가 추가된다

Application

AH Email

Presentation
SH

Transport

LH

SH

Data

NH

NH
LF

Data

Application

Data

Presentation

LH

Session

Data

TH

Data
Data

AH Email
PH

Data

TH

Network

Physical

Data

PH

Session

Data Link

한 계층 올라 올 때마다
헤더가 하나씩 벗겨진다

Transport

Data

Network

Data
Data

LF

Data

Data Link
Physical

00011101010000101010101

48비트 주소로 되어 있어 총 281조 개의 식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구루

식별자를 가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코타나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PC의 LAN 카드든 서버에 사용하

는 NIC든 전 세계 모든 이더넷 카드에는 해당 카드를 지칭하는 유일무이한 고유의 이
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3 계층의 IP 헤더 내부의 주소는 32비트로 총

43억 개의 IP를(IPv4 기준), L4 계층의 TCP 헤더 내부의 주소는 16비트로 총 65,536개
의 포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L2 스위치’라고 하면 ‘아, MAC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장비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L3는 IP 주소를 가지
고 통신을, L4는 포트 번호를 가지고 통신하는 장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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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CP/IP 헤더와 특징

코타나

그러면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TCP/IP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IP(Internet Protocol)입니다.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헤더의 구조
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Byte
Offset 0
0
Version
4
8

IHL(Header
Length)

1

2

3
Total Length

Type of Service(TOS)
IP Flags
x D M

Identification
Time To Live(TTL)

12

Source Address

16

Destination Address

20
Bit

Fragment Offset
Header Checksum

Protocol

20
Bytes
IHL

(Internet

(32Bit)

Header
Langth)

(32Bit)

IP Option(optional, not common)
1
0 1 2 3 4 5 6 7 8 9 0
Nibble
Byte
word

1 2 3 4 5 6 7 8 9

2
0

3
1 2 3 4 5 6 7 8 9 0 1

IP 헤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IP 헤더는 총 20byte의 크기이고, 각각 32비트 크기의 출발 IP
주소와 도착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32비트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P는
‘201.100.101.102’처럼 십진수 세 자리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진수로 표현
하면 ‘11001001.01100100 01100101.01100110’이 됩니다. 즉, ‘.’을 기준으로 각각 8자리
숫자(=8비트)가 4개이므로 32비트가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패킷 전체 길이의 값과
연속된 패킷의 경우 분할 정보(Fragment Offset), 해당 패킷이 유효한 시간(구간)을 표시
하는 TTL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은 TCP(Transport Control Protocol)을 살펴보겠습니다. TCP는 16비트 주소여서

65,536개의 주소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2의 16승의 값이 65,536이기 때문
입니다. 다음 그림의 헤더 정보를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 포트 주솟값이 각각 16비트씩
할당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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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
Offset

0

1
Source Port

0

2

(16Bit)

4

Sequence Number

8

Acknowledgement Number

12

Offset

16

Reserved

(16Bit)
20
Bytes

TCP Flags
C E U A P R S F

Window

Offset

Urgent Point

Checksum

20
Bit

3
Destination

TCP Options (variable length, optional)
1
0 1 2 3 4 5 6 7 8 9 0
Nibble
Byte
word

1 2 3 4 5 6 7 8 9

2
0

3
1 2 3 4 5 6 7 8 9 0 1

TCP 헤더

그러면 TCP와 IP는 왜 하나로 묶여서 표준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TCP와 IP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인터넷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문서에 보면 IP는 ‘Connectionless

Protocol의 특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Connectionless의 의미는 뭘까요?
땡굴이

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뜻인가요? 아니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

신이 되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코타나

여기서 말하는 Connectionless의 의미는 Ignore, 즉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과의 연결 여부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다는 뜻이죠. 보내
는 입장에서 수신자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응답이 불가한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IP와 UDP인데, 그 이유는 수많은 사용자와
대량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서로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부하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보내버린 데이터의 신뢰성은 누가 보장하느냐? 바로 그
역할을 TCP가 하게 됩니다. TCP는 Connectionless한 IP의 위에서 ‘Connection-

Oriented한 연결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CP에서 말하는
Connection-Oriented의 의미는 바로 상대방이 데이터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뜻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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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의 장점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
(ACK, Retransmission)을 가지고 있고, 만약 통신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아 데이터의 순

서가 뒤바뀌어져 전달되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SEQ, Reordering)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전송 중 연결이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과 송수신 측의 버퍼 사이즈나 현
재 상태를 확인하여 미처 처리되지 못한 데이터가 있으면 전송 속도를 조절해 주는 기
능(Window, Flow Control)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루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울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들

으니 정말 잘 이해되네요. 그리고 새삼 TCP와 IP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TION 01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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