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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책 번역 제안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책 한 권을 온전히 번역하
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원서를 살펴보니 분량도 상당하여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는데 진행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번역해 왔던 과거의 다른 번역물과는 다르게 출판물의 번역, 특히 기
술 서적 번역은 꼼꼼하게 챙길 것들이 많아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은
제가 보기에도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독자의 관점에서 읽고 또 읽으며 끝까
지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Go 언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특정 벤
더나 기교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고급 내용도 다루는, 총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책
입니다. 특히, 단순하게 코드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 주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부
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분이 보시기에도 좋고,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 분도 고급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주변에서 Go 언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Go 언어를 접했을 때
만 해도 ‘이런 언어도 있구나’ 정도였는데, 현업에서 선임이 활용하는 코드를 보며 ‘C++로 힘들게
만들던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게도 될 수 있구나’라며 감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최애’
언어로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변변한 개발 환경이 없어서 리눅스 터미널
에서 Vim으로 개발했었는데, 요즘은 개선이 많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Go 언어는 서버 시스템
개발에 정말로 최적이며, 극도의 성능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빠른 개발 속도와 최고
의 성능을 제공합니다(사용 환경에 따라 극도의 성능에 가깝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사례마다 다릅
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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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난 이후로 정말 많은 손길을 거쳐 책 한 권이 완성되는 걸 보니, 책
한 권의 가치가 새삼 달리 보입니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저에게 제안해 준 제이펍의 장성두 대
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정과 편집을 도와준 제이펍 출판사 및 그 밖의 모든 분께 감사드
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응원해 준 부모님과 아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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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공민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Golang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나로
심도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다루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클라우드와의 연동 부분도 나와 있어 유
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편집 품질도 좋았습니다.
김진영(야놀자)
최대한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려는 노력이 묻어 나는 책이나, 책의 내용 자체는 초보자가 이
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Go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문법을 알고 있다
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재정비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Go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읽어 보니 네트워크 지식을 재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김호준(한국오픈솔루션)
단순히 Go 언어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기술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Go 언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로 서버를 개발하
는 서버/네트워크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유용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HTTP 챕터 하나만으로
도 웹 프로그래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Go 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코드를 이해할
수 있기에 Go 공식 문서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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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매드업)
개발자에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지만, 좋은 라이브러리
덕분에 기본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기
본적인 부분을 모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Go를 통해 네트워크의 기본적
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꼭 Go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번역 품질도 일부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한 점만 제외하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Go를 좀 더 사
용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자세히 보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황시연(SW 개발자)
인프라 오픈소스 중 Go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있으며, 최근
실무에서는 성능 이슈 때문에 신규 웹 서버를 Go 기반으로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출간된 Go 관련 책들은 초급에 머물러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은 네트워크
중심이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gRPC 및 로깅 처리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Go에 대한 기초 문법을 이해하거나 다른 서버 개발을 해본 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설명이 쉽게 잘 되어 있어
서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코드에 대한 세부 설명은 흐름을 잡고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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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록 밴드에서 연주해 본 적은 없지만, 책을 쓰는 작업이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
다.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록 밴드에서 훌륭하게 연주했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특출난 재능과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부족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레미 바우어스 Jeremy Bowers는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며, 제가 좋아하는 즐
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만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가면 증후군), 그가 보여 준 지식의 깊이와 너비는 실제로 그가 이 책에 그의 명성
과 경력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락의 모든 부분과 코드의 모든 라인을 일관
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많은 변경 사항이 있는 풀 리퀘스트처럼,
발견되는 어떠한 버그에 대한 책임은 머지를 진행한 제게 있으며, 제레미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드
러나지 않은 버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신 제레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타 저자들과 비교해서 제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많은 편집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초
안에 적힌 빨간 교정 표시들로 미루어 보아 프란시스 사우스 Frances Saux는 성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훌륭하게 제 글을 편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제가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그녀는 독자들이 당연하게 알 거라고 여
기는 주제에 대해서 글로 자세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글 쓰는 내내 인
내하며 일관성 있게 진행해 준 프란시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노력해 준 덕분에 더욱 나은 책
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축복해 준 빌 폴록Bill Pollock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을 감독해 준 바버라 얀
Barbara Yien ,

편집해 준 샤론 윌키Sharon Wilkey와 제작에 도움을 준 케이트 카민스키Kate Kaminski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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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맡은 폴라 플레밍Paula Fleming, 책의 표지와 내부 디자인을 해 준 데릭 이Derek Yee , 책 표지
의 그림을 그려 준 지나 레드먼Gina Redman , 10장의 기술 검토를 맡아 준 맷 홀트 Matt Holt , 모두에
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인 아만달린 Amandalyn 과 제 아들 벤자민Benjamin , 그리고 제 딸 리얀나Liyanna에
게 감사합니다. 본업을 진행하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되찾다 보니 책이 예정보다 늦게 나오게 되었는데,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
니다. 다른 분들도 저의 이러한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애덤 우드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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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텔레비전, 시계, 게임 시스템, 차량, 일반 가정용품, 그
리고 심지어 초인종도 인터넷으로 통신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보안
secure

기술이 개선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에서는 Go 언어의 비동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글은 2007년에 대규모의 코드 베이스에서 작업하는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Go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Go 언어는 글로벌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 배포하는 데에 사용되면서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언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Go 언
어는 배우기 쉽고, 표준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며, 멀티코어를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책은 보안을 강조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TCP와 UDP, 유
닉스 소켓을 포함한 소켓 계층의 프로그래밍 방법, HTTPS, HTTP/2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의 프로토콜과 통신하는 법, Gob, JSON, XML, Protocol Buffer 같은 포맷으로 데이터를 직렬화
하는 법, 인증 및 권한 부여 Authentication/Authorization 등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안을 적
용하는 법, 스트림 및 비동기로 데이터 전송하는 법, gRPC 마이크로 서비스를 작성하는 법, 구조
화된 로깅 설계 및 적용 방법, 그리고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배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게 Go 언어를 이용하여 표준 라이브러리들이나 인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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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드파티 패키지들을 사용하여 보안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서비스를 설계하고 구
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장에서는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해, 그리고 서비스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독자
안정적이며, 보안에 강하고, 효율적인 Go 코드 작성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
다. 이에 더하여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보안에 관심 많은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로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고, Go 언어와 Go 언어의 모듈 시스템에 대한 실무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
다. 책의 초반부에서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므로 네트워크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프로토콜과 표준, 모범 사례들을 따르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
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도 소개합니다.

Go 설치하기
이 책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Go 언어의 최신 안정 버전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https://go.dev/d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Go

1.12 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항상 최신 안정 버전의 Go를 사용하길 권합니다.

권장 개발 환경
이 책의 코드 샘플은 대부분 Windows 10, Windows Subsystem for Linux, macOS Catalina 및

Ubuntu 20.04, Fedora 32 및 Manjaro 20.1과 같은 최신 리눅스 배포판과 호환됩니다. 이 책에서
는 이러한 운영체제와 호환되지 않는 코드 샘플을 모두 불러옵니다. curl 또는 nmap과 같은 네트
워크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는 운영체제의 표준 설치에 포
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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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와 호환되는 패키지 관리자(예: MacOS용 https://brew.sh/ 또는 Windows 10 용 https://
chocolatey.org/의 Chocolatey)를

사용하여 이러한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 중 일부를 설치해야 할 수 있

습니다. 현대의 리눅스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코드 예시를 살펴볼 수 있는 최신 바이너리를 패키지
관리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기
본적인 네트워킹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

1장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조직 모델과 대역폭, 레이턴시, 네트워크

계층 및 데이터 캡슐화 개념을 설명합니다.

•

2장 리소스의 위치와 트래픽 라우팅에서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의

이름으로 식별하는 방법, 기기들이 주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의 리소스를 찾는 방법,
그리고 트래픽이 네트워크상의 노드 간에서 라우팅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1부에서 배운 네트워크 지식을 활용하여 TCP, UDP 및 유닉스 소켓을 사용하
여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작성하거나
접할 대부분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굉장히 근본적인 개념이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장치가 네
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3장 신뢰성 있는 TCP 데이터 스트림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전송 제어 프로토콜)의 핸

드셰이크 절차와 패킷 시퀀스 번호 지정, 승인, 재전송 및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

는 기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Go 언어를 사용하여 TCP 세션을 설정하고 통신
합니다.

•

4장 TCP 데이터 전송하기에서는 TC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

법과 네트워크 연결 간에 데이터를 프락시하는 방법,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방

법,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처리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
래밍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5장 신뢰성 없는 UDP 통신에서는 TCP와 비교하여 UDPUser Datagram Protocol(사용자 데이터그

램 프로토콜)을 소개합니다. TCP와 UDP의 차이점이 어떻게 코드상에서 표현되는지, 그리

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제 UDP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UDP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비스 제작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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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UDP 통신의 신뢰성 확보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UDP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의 실전 사례를 설명합니다.

•

7장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서는 파일 기반의 통신을 사용하여 동일한 노드에서 실행되는 네

트워크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책의 3부에서는 HTTP, HTTP/2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에 관해 설명합니다.

TL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클라이언트 및 API와 안전하게 상호 작용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

8장 HTTP 클라이언트 작성에서는 Go 언어의 훌륭한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WWW을 통해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자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9장 HTTP 서비스 작성에서는 핸들러, 미들웨어 및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적은 코드로도

쓸 만한 HTT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작성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

10장 Caddy: 모던 웹 서버에서는 모듈과 구성 어댑터를 통해 보안과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

는 Caddy라는 이름을 지닌 모던 웹 서버를 살펴봅니다.

•

11장 TLS를 사용한 통신 보안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인증을 포함, TLS를 사

용하여 인증과 암호화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상에 통합하는 도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책의 4부에서는 네트워크상의 교환에 적합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방법, 서비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코드를 아마존 웹 서비스 Amazon Web Services, AWS , 구
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GCP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Azure에 배포하
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

12장 데이터 직렬화에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Gob, JSON 및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직렬화 및 역직렬화하는 방법, 그리고 gRPC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

13장 로깅과 메트릭스에서는 현재 서비스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사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살펴봅니다.

•

14장 클라우드로 이동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xx

이 책에 대하여

I
PA R T

네트워크
아키텍처

I

PA R T

C H A P T E R 1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C H A P T E R 2

리소스의 위치와 트래픽 라우팅

C H A P T E R

1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디지털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장치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통
신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는

두 개 이상의 장치 또는

노드node 간의 연결을 말하며, 각 노드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결(네트워크)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Go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와 풍부한 생태
계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책의 연습 문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
배울 것이며, 또한 네트워크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선택하기
네트워크상의 노드 구성을 토폴로지topology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두 노드 간의 단
일 연결처럼 단순하거나 직접 연결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노드의 레이아
웃처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상의 어떤 노드와 연결되는 경

3

우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의 유형은 점대점 연결형, 데이지 체인형, 버스형, 링형,
스타형과 그물형의 6가지 기본 범주로 나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네트워크인 점대점point-to-point 연결에서는 두 노드가 하나의 연결을 공유합니
다(그림 1-1).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 연결은 드물지만 두 노드 간에 직접 통신이 필요할 때 유용
합니다.
A

B
점대점

그림 1-1 두 노드 간의 직접 연결

일련의 점대점 연결을 데이지 체인daisy chain이라고 합니다. 그림 1-2의 데이지 체인에서 노드 F로
도착 예정인 노드 C의 트래픽은 반드시 노드 D와 E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출발지 노드(그림 1-2의
노드 C)와 목적지 노드(그림 1-2의 노드 F) 사이의 중간 노드를 일반적으로 홉hop이라고 합니다. 모

던 네트워크에서 이 토폴로지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홉1

C

홉2

D

E

F

데이지 체인

그림 1-2 데이지 체인에 연결된 점대점 세그먼트

버스형bus 토폴로지상의 노드들은 공통, 공유 네트워크 링크를 갖습니다. 이 토폴로지는 유선 네

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유선 네트워크상의 노
드는 모든 트래픽을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트래픽만을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수신합니다. 그림

1-3의 버스 토폴로지에서 노드 H가 노드 L로 트래픽을 보내면 동일 토폴로지상에 속한 다른 모
든 노드(노드 I, J, K, M) 또한 트래픽을 수신하지만, 수신자가 다르므로 무시하며 노드 L만 해당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상의 노드들 또한 서로의 트래픽을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
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H

I

K

J

L

버스형 토폴로지

M

그림 1-3 버스형 토폴로지에 연결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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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일부 광섬유 네트워크 배포에 사용된 링형ring 토폴로지는 데이터가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는 폐쇄
루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1-4에서 노드 N은 노드 O, P 및 Q를 통해 노드 R로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노드 O, P 및 Q는 노드 R에 도달할 때까지 메시지를 재전송합니다. 노드 P가 메
시지를 재전송하지 못하면 전송된 메시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데
이터의 속도는 가장 느린 노드의 속도로 제한됩니다. 트래픽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노드 Q가
가장 느리다고 가정하면, 노드 Q가 노드 O에서 노드 N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드 N에서 노드 O로 전송되는 트래픽은 노드 Q를 통과하지 않으므로 노드 Q의 느린 속
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N

O

S

P
R

Q

링형 토폴로지

그림 1- 4 트래픽이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는 링으로 정렬된 노드

스타형star 토폴로지에서 중앙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에 개별 점대점 연결을 합니다. 유선 네트워

크는 대부분 이 토폴로지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림 1-5와 같이 중앙 노드는 종종 네트워크 스위치
network switch이며,

이는 발신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우편 서비스와 같이 목적지 노드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장치를 스위치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에서 데이터는 단 하나의 홉만 이동합니다.

스타형 토폴로지

그림 1-5 노드 간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중앙 노드에 연결된 노드

완전히 연결된 그물형mesh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와 직접 연결됩니다(그림 1-6).
이 토폴로지는 단일 노드의 장애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노드 간의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 SPOF을 제거합니다. 반면,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
과 복잡성이 증가하여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이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토폴로지
는 대규모 무선 네트워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토폴로지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선택하기

5

그물형 네트워크

그림 1-6 그물형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된 노드

둘 이상의 기본적인 토폴로지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로만 구성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 하이브리드 토폴로지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림 1-7은 하이브리드 토폴로지의 두 가지 예시를 보
여 줍니다. 스타-링star-ring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중앙 노드에 연결된 일련의 링 네트워크입니다.
스타-버스star-bus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버스와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조합으로 형성된 계층

적 구조의 토폴로지입니다.

스타-링 하이브리드

스타-버스 하이브리드

그림 1-7 스타-링� 스타-버스 하이브리드 토폴로지

하이브리드 토폴로지는 각 토폴로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개별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제한하
여 안정성, 확장성 및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7의 스타-링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서 중앙 노드가 장애가 생길 경우, 장애는
오직 링 간의 통신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링 네트워크는 다른 링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링 네트워크에서 어떤 한 노드의 장애는 대규모의 단일 링 네
트워크에서 발생한 장애보다, 스타-링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서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
니다. 또한, 정전 등의 집단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의 하위 집합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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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vs. 레이턴시
네트워크 대역폭bandwidth은 일정 시간 내에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

니다. 어떠한 광고에서 인터넷 연결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인터넷 연

결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1에서 모뎀으로 초당 최대 100메가비트를 전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SP가 제공하는 대역폭에 대한 부분만을 광고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높아야 연결 속
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향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역폭이 낮더라도 레이턴시가 작은 경우가 대역폭이 높지만 큰 레이턴시를
갖는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턴시latency는 네트워크 리소스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사이에 측정된 시간입니
다. 레이턴시의 예로 웹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한 후 결과 페이지가 화면상에 렌더링될 때까지 소요
되는 지연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링크를 클릭했는데 웹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멈춰 버리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브라우저가 응답을 기다리는 최대 시간보다 레
이턴시가 더 클 때 발생합니다.
레이턴시가 크면 나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제공하게 되며, 종종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큰 레이턴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2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서 레이턴시를 적정 수준으로 관
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역폭이 크다고 네트워크 성능이 좋다고 결론
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레이턴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레이턴시,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서버 측에서 동적인 콘텐츠를 컴파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웹 브라
우저가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
했는데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
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리저리 살펴보지 않을 것이며, 즉 길어진 레이턴시 때문에 사용자들이 서
비스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1
2

등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것은 UX

옮긴이

예를 들어, KT나 SK브로드밴드 등

옮긴이

이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즉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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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검색 엔진에서 높은 순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턴시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나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거리와 홉 수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 및 응답 크기를 최적화하여 레이턴시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캐싱 전략을 수립하여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Go 언어의 고루틴goroutine을 통해 제공하는 동시성, 병행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서버 측
응답이 블로킹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 동시성, 병행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참조 모델
1970년대에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연구원들은 네트워킹을 표준화하기 위
한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Open Systems Interconnection, OSI 참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OSI 참조 모
델은 프로토콜의 개발과 통신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콜protocol은 네트워크
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포맷과 순서를 결정하는 규칙 혹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을 사용하는 통신에서는 메시지 수신자가 수신을

확인할 경우 확인 응답 메시지를 회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CP는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OSI 참조 모델은 예전만큼 사용되진 않지만, 특히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로우 레벨의 네
트워킹, 라우팅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OSI 참조 모델의 계층 구조 레이어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활동을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엄격한 계층 구조로 구분합
니다. OSI 참조 모델의 시각적 표현은 그림 1-8과 같이 각각의 레이어를 스택으로 배열하며, 7계
층은 맨 위에, 1계층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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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6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5계층

세션 계층

4계층

전송 계층

3계층

네트워크 계층

2계층
1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논리적 링크 제어
미디어 접근 제어
물리 계층

물리 전송 매체

그림 1-8 OSI 참조 모델의 7개의 계층

이와 같이 계층을 나누는 것을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추상화abstraction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를 들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7계층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이 7계층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OSI 참조 모델의 7개의 계
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계층 ─ 애플리케이션 계층: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상호 작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호스트를 식별하고 리소스를 검색하는 역
할을 담당합니다. 7계층 애플리케이션의 예시로는 웹 브라우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3
등이 있습니다.

•

6계층 ─ 프레젠테이션 계층: 데이터가 아래 계층으로 이동할 때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데이

터를 준비하고, 데이터가 스택 위로 이동할 때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6계층 기능의 예시로는 암호화, 암호 해독 및 데이터 인코딩이 있습니다.

•

5계층 ─ 세션 계층: 네트워크의 노드 간의 연결 수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연결 수립, 연결

시간 초과 관리, 작동 모드 조정, 연결 종료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일부 7계층의 프로
토콜은 5계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4계층 ─ 전송 계층: 전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두 노드 간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고 조

정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러 수정, 데이터 전송 속도 제어,

데이터 청킹chunking 및 분할, 누락된 데이터 재전송, 수신 데이터 확인 과정 등이 포함됩니

3

옮긴이

카카오톡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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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자가 데이터 수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층의 프로토콜이 데이터를 재전송하
게 됩니다.

•

3계층 ─ 네트워크 계층: 노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격 노드에 직접 점

대점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OSI 참조 모델

의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전송의 신뢰성이나 전송 에러 등을 전송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팅, 주소 지정, 멀티캐스팅
및 트래픽 제어와 관련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의 중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

2계층 ─ 데이터 링크 계층: 직접 연결된 두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

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시스템에서 스위치로, 스위치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프로토콜은 물리 계층의 에러를 식
별하여 수정을 시도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재전송 및 흐름 제어 기능은 하위의 물리적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유선)은 잘못된 데이터를 재전송하지 않는 반면, 무선은 재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넷 네트워크에서는 비트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흔하게 비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의 상위 계층에 위치한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데이터 전송의 안
정성을 보장합니다.

•

1계층 ─ 물리 계층: 네트워크 스택에서 발생한 비트를 하위의 물리적 매체가 제어할 수 있

는 전기, 광학 또는 무선 신호로 변환하고, 타 노드의 물리적 매체에서 받은 신호를 다시

비트로 변환합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 전송률을 제어합니다. 비트 전송률은 데이터의
최대 제한 속도입니다. 초당 1기가비트1Gbps의 비트 전송률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초
당 최대 10억 비트의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네트워크 전송 속도를 이야기할 때 초당 비트(bps 혹은 Bips) 대신 초당 바이트Bps를 사용한다
고 착각하곤 합니다. 네트워크 전송 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0과 1, 즉 비트bit
의 수를 셉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송 속도는 초당 비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논할 때 초당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ISP가 다운로드 속도를 100Mbps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100MB 파일을 1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네트워크 조건에서 8초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최대 12.5MB를 전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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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캡슐화를 사용한 트래픽 전송
캡슐화encapsulation는 구현의 세부 정보를 숨기고 관련한 기타 세부 정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 소포를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봉투가 내용물을 캡슐화합니다. 이로써
소포가 도착할 목적지 주소와 수취인, 소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정보 등의
기타 중요한 세부 정보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포 내의 내용물은 소포를 전송하는 것과는 무
관합니다. 운송에 중요한 것은 소포의 기타 세부 정보뿐입니다.
데이터가 스택을 따라 이동할 때 하위 계층에 의해 캡슐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택을 따라 이동
하는 데이터를 페이로드payload라고 하고, 메시지 본문message body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에서는 서
비스 데이터 단위Service Data Unit, SDU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 계층은 세션 계층에

서 페이로드를 캡슐화하고, 이 페이로드를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캡슐화합니다. 페이로드가 스
택 위로 이동하면 각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에서의 헤더 정보를 제거합니다.
단일 OSI 계층에서 작동하는 프로토콜도 데이터 캡슐화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모두 웹 콘텐츠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7계층 프로토콜인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의

버전 1(HTTP/1)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의 7계층에서

서버의 7계층으로 전송하는 헤더 정보를 포함한 전체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스택은 클
라이언트의 요청을 HTTP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합니다. HTTP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
크 스택에 대한 응답을 시작하여 7계층 페이로드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의 7계층 애플리케이션
으로 다시 전송합니다(그림 1-9).
동일 계층 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수평 통신horizontal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용
어만 들으면 동일 계층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수평 통신이라고 해도
실제로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스택을 따라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 후에 서버의 네트워
크 스택을 따라 상위 계층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10은 HTTP 요청이 네트워크 스택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페이로드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스택을 타고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서버로 이동하
여, 서버의 네트워크 스택에서 클라이언트가 페이로드를 전송한 동일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즉,
출발지 노드의 어떤 계층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목적지 노드의 동일한 계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버는 반대 방향의 동일한 경로로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6계층이 7계층의 페이로드
를 수신한 다음, 헤더로 페이로드를 캡슐화하여 6계층의 페이로드를 생성합니다. 5계층은 6계층
의 페이로드를 수신하고 자체적으로 헤더를 추가하여 4계층에 페이로드를 전송합니다. 4계층에서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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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수평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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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발생한 7계층의 HTTP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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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층

2계층

1계층

첫 전송 프로토콜인 TC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CP는 4계층의 프로토콜로, TCP에서의 페이로드는 세그먼트segment 혹은 데이터그램datagram이라
고 합니다. TCP는 5계층의 페이로드를 받아서 헤더를 추가한 후, 세그먼트를 3계층으로 전송합니
다. 3계층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은 TCP 세그먼트를 수신하고 이를 헤더와 함께 캡슐
화하여 3계층의 페이로드를 생성하며, 이 페이로드를 패킷packet이라고 합니다. 2계층에서는 3계
층으로부터 패킷을 수신하고 헤더와 푸터를 추가하여 페이로드를 만드는데, 이 페이로드를 프레
임frame이라고 합니다. 2계층의 헤더로부터 수신자의 IP 주소를 노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

당된 고유 식별자인 미디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rol, MAC 주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푸터footer
에는 에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섬인 프레임 검사 시퀀스Frame Check Sequence, FCS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계층에서는 2계층의 페이로드를 비트 형태로 받고, 비트를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의 1계층은 비트를 수신하여 프레임으로 변환한 후에 프레임을 2계층으로 보냅니다. 2계층은
프레임에서 헤더와 푸터를 제거하고 패킷을 3계층으로 전달합니다. 페이로드가 7계층에 도달할
때까지 송신처의 각 레이어에서의 진행한 캡슐화를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HTTP 서
버는 네트워크 스택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신합니다.

TCP/IP 모델
연구원들이 OSI 참조 모델을 개발하고 있을 무렵, 미국 국방성의 산하 기관인 국방 고등 연구 사업
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서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TCP/IP 모델이라고 부르는 프로토콜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는 미군에게, 그리고 그 이후 세계의 모든 통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

트가 1990년대 초 Windows 95에 TCP/IP를 구현한 이래로,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컴퓨터 네트워
킹을 위하여 TCP/IP를 사용합니다. 우리 또한 이 책에서 TCP/IP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과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이름을 딴 TCP/IP는 종단 간의 연결을 원칙end-toend principle으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는 비트를 적절하게 전송하고 라우

팅하기에 필요한 기능만을 포함합니다.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엔드포인트 혹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네트워크 스택에 속합니다. 현대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생각해 봅시다. 이동 중에도 전화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기능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TCP/IP 명세에서는 견고한 구
현을 권장합니다. 즉, 요구 사항이 제대로 구성된 패킷을 전송하되, 패킷이 기술 사양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된 패킷은 모두 수락해야만 합니다.

TCP/I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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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참조 모델과 마찬가지로 TCP/IP는 추상적인 기능을 위해 계층 캡슐화에 의존합니다. TCP/
IP에서의 계층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과 링크 계층이라는 총 네 개의 계층
으로 구성됩니다.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링크 계층은 그림 1-11과 같이 OSI 참조 모델에
서 해당하는 일부 계층들을 단순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TCP/IP

OSI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링크 계층
물리 계층
물리적 전송 매체

그림 1-11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TCP/IP 모델과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OSI 참조 모델

TCP/IP의 프로토콜이 OSI 참조 모델의 5계층, 6계층, 7계층 사이의 경계를 자주 넘나들기 때문
에 OSI 참조 모델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을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단순화합니다. 마찬가지로,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을 TCP/IP
의 링크 계층으로 단순화합니다. TCP/IP와 OSI 참조 모델의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은 일대
일로 매핑됩니다.
이러한 단순화는 연구원들이 먼저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다음, 최종 구현을 공식적으로 표준화하
여 실용화에 맞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구현이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복잡한 OSI 참조 모델을 고안하
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OSI의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마찬가지로 TCP/IP 모델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은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 작용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 계
층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를 검색할 때에도 네트워크 스택의 이 계층
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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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가 특정한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나 세션 기능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CP/IP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세 개의 OSI 계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토콜
을 구현할 때에는 OSI 모델의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정보가 중요합
니다.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둘 이상의 OSI 계층에 걸쳐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OSI 모델의 하나의 계층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TCP/IP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에는 HTTP, 노드 간의 파일 전송을 위한 FTPFile
Transfer Protocol

일 전송 프로토콜)

및 메일 서버로 전자 메일을 보내기 위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단순 메

등이 있습니다.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DNSDomain Name System(도메인 네임 시스템)도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DHCP와 DNS에

서 제공하는 주소 지정 기능과 이름 확인 서비스 기능 덕분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

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HTTP, FTP 및 SMTP는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프레젠테이
션 또는 세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구현의 한 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송 계층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의 프로토콜은 OSI 모델에서 4계층처럼 두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

합니다.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출발지에서 전송된 모든 데이터가 목적지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보장하며 완전하고도 올바르게 전송되도록 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게 전송 계층

을 통해 송신하는 모든 데이터를 목적지에서 모두 수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네트워크상에
서 패킷이 손실될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CP 프로토콜의 무결성은 중

복된 데이터나 누락된 데이터 없이 목적지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순서가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TCP와 UDPUser Datagram Protocol(사용자 데
이터그램 프로토콜)입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11쪽의 ‘데이터 캡슐화를 사용한 트래픽 전송’에서 언급

한 것처럼 세그먼트 또는 데이터그램을 처리합니다.

참고

엄밀히 말하면, TCP 프로토콜은 OSI의 5계층과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TCP의 세션 처리 기능
이 OSI의 세션 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개 TCP/IP의 전송 계층을 OSI 참조 모델에서의

4계층으로 단순화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은 각 세그먼트의 에러 수정, 흐름 제어, 재전송 및 전송 확인 등
의 기능을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의존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TCP/IP 모델의 전송 계층의 모든
프로토콜에서 이러한 세부 기능들을 전부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UDP가 그중 하나의 예시입니

TCP/I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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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빠른 처리량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UDP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4 UDP를 사용하는 애
플리케이션에서는 에러 검사 기능이나 세션 관리 등의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구현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internet layer은 출발지 노드와 목적지 노드 사이의 상위 계층에서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

하며, 종종 이기종 물리적 매체를 사용하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합니다. OSI의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책 내의 일부 소스코드에서는 TCP/IP의 인터넷 계층
을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으로 가리킵니다).

TCP/IP 계층의 호스트 식별 및 라우팅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에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IPv4, 인

터넷 프로토콜 버전 6IPv6, 경계 경로 프로토콜Border Gateway Protocol, BG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ICMP,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IPsec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호스트

주소 지정 및 라우팅의 개요에 관해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 계층이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가 얼마
나 복잡한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링크 계층
OSI 참조 모델의 1계층과 2계층에 해당하는 링크 계층link layer은 TCP/IP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부
분과 물리적인 매체 사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링크 계층의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주소 결정 프로토콜)는 노드의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의 MAC 주소로 변환합니다. 링크 계층은 프레임을 물리적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전에 각 프레

임의 헤더에 MAC 주소를 포함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MAC 주소와 해당 라우팅의 중요성에 대
해 살펴봅니다.
일부 TCP/IP 구현에는 링크 계층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배가 있는 분이라면 아
날로그 모뎀을 사용하여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
겠습니다. 아날로그 모뎀은 ISP에 직렬연결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직렬연결에는 직렬 드라이버 또

는 모뎀을 통한 링크 계층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위해 SLIPSerial Lin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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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포함하기 때문에 TCP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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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Protocol(직렬 회선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PPPPoint-to-Point Protocol(점대점 프로토콜)와 같은 링크 계

층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링크 계층을 직접 구현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
능이 이미 구현된 기본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장치 드라이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사용
할 이더넷, 무선 및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한 TCP/IP 구현 역시 기본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장치 드
라이버에 의존하여 TCP/IP 스택에서의 링크 계층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 장에서 배운 것
이번 장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이러한 토폴로지를 결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
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OSI 참조 모델과 TCP/IP 참조 모델, 그들의 계층
적인 구조와 데이터 캡슐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각 계층의 순서와 데이터가 한 계층에서
다음 계층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노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각 계층의 기능과 해당 계층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다음 장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네트워킹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네
트워크의 원리와 아키텍처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더욱 개선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각 주요 주제에 대해 추가로 읽을거리들을 몇 가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예시 코드들을 살펴본 후에 다시 이번 장을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OSI 참조 모델은 https://bit.ly/2XsnntG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에 대해 자
세하게 설명하는 문서인 RFCRequest for Comments 문서 중 RFC 1122와 RFC 1123에서 TCP/IP 참
조 모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https://tools.ietf.org/html/rfc1122/, https://tools.ietf.org/html/rfc1123/).

RFC 1122는 TCP/IP 모델의 하위 3개 계층에 관해 설명하며, RFC 1123은 DNS를 포함하는 애플
리케이션 계층에 관해 설명합니다. TCP/IP 모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참고하려면 2005년
에 No Starch Press에서 출간된 찰스 코지록Charles M. Kozierok의 저서인 《TCP/IP Guide》를 읽어 보
기 바랍니다.5

수많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 레이턴시 문제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 하는 노력 덕분에 관련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일부 CDN 공급업체에서는 자사의 제품과 서
비스를 개선하면서 발생한 레이턴시 및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Cloudflare

5

옮긴이

에이콘출판사에서 《TCP/IP 완벽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책의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 장에서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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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https://blog.cloudflare.com/), KeyCDN 블로그(https://www.keycdn.com/blog/)와 Fastly 블로그
(https://www.fastly.com/blog/)를 살펴보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왜 발생하는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키백과(https://bit.ly/3yLZPgf) 또는 Cloudflare의 글(https://bit.
ly/32APrhg)을

18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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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TCP 데이터 스트림
TCP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상 노드 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TCP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해 작성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코드 측면에서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러한 지식은 프로그램상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TCP 연결 과정 중 핸드셰이크의 절차, 번호 순서, 승인, 재전송 및 기타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Go 언어를 사용하여 TCP 세션 수립부터 종료 단계까지 구현해 볼 것입니다. 이
후에는 타임아웃과 일시적인 에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발견하고 처리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
지 않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Go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신뢰성 있는 TCP 기반의 네트워크 애
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써서 수신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거나 연결을 제대
로 닫지 않으면 프로그램상에서 심각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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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
TCP는 패킷 손실 문제와 패킷을 수신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
이 있습니다. 패킷 손실 packet loss은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간섭이나 네트워크 정체 등의 이유
로 데이터가 전송에 실패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정체 network
congestion는

네트워크의 연결상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Mbps Megabit-per-second 연결에서는 1GbpsGigabit per second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
습니다. 10Mbps의 연결은 빠르게 포화될 것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드는 초과되는 데이터를
전부 삭제할 것입니다.

TCP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정하여 네트워크의 상태가 변경되더라도(가령, Wi-Fi 신호가 미약
해지거나 목적지 노드가 정체되는 경우) 손실된 패킷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빠르

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흐름 제어 flow control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최선을 다해 네트워크 매
체의 하위 계층의 결함을 보완합니다. TCP는 악조건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잘 전송할 수 없으
며,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의존적입니다.
또한, TCP는 수신한 패킷을 추적하고, 승인되지 않은 패킷은 필요에 따라 재전송합니다. 예를 들
어, 전송 도중에 데이터가 다시 라우팅되는 경우 수신되는 패킷의 순서가 깨지게 됩니다. 2장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메트릭스 metrics를 사용하여 패킷 라우팅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메트
릭스는 네트워크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송하는 모든 패킷이 TCP 세션 기간 동
안 동일한 경로를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TCP는 순서 없는 패킷을 정리하여 순
차적으로 처리합니다.
흐름 제어, 재전송과 함께 이러한 속성들은 TCP가 패킷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전송의 신
뢰도를 높여 줍니다. 그 결과 TCP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보
내고 받는 데이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TCP 세션 사용
TCP 세션을 사용하면 어떠한 크기의 데이터 스트림이라도 전송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알기 위해 비
효율적으로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 도중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처럼 TCP 스트리밍은 데이터의 전송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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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긴 경우 실시간으로 문제 상황을 전달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CP 세션은 두 노
드 간의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대화로 진행되고, 작별 인사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TCP의 세세한 부분을 구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Go 언어의 net 패키지를 이용하
면 TCP의 세부 사항을 처리해 주므로 이를 활용할 것입니다.

TCP 핸드셰이크를 통한 세션 수립

TCP 연결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3방향 핸드셰이크three-way handshake라 부르는 과정을 통
해 진행됩니다.11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TCP 세션을 생성하며, TCP 세션을 통해 클라이
언트와 데이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림 3-1은 핸드셰이크 과정에서 주고받는 세 개의 메시
지를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다이얼

서버
수신 대기

SYN

수락
CK

SYN/A

세션 수립

ACK

세션 수립

그림 3-1 3방향 핸드셰이크를 통한 TCP 세션 수립 과정

TCP 세션이 수립되려면 서버는 반드시 연결 요청을 수신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수신 대기 노드와 다이얼링 노드에 대해서 각각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TCP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로 연결한 세션만 존재합니다.)

핸드셰이크의 첫 단계로 클라이언트는 SYNSynchronize(동기화)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을 서버로 전송

합니다. 이 SYN 패킷은 서버에게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이후 통신에서 사용할 슬라이딩 윈도 설
정값을 알려 줍니다. 이번 장에서 데이터 수신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딩 윈도에 대해 짧게 다룰 것
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서버는 ACKAcknowledgment(승인) 플래그와 SYN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ACK 플래그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SYN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였
다는 의미로서, 마치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SYN 패킷에 대해 보내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
다. 서버의 SYN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SYN 패킷의 설정 값에서 어떤 설정 값을 통신 중에

11

옮긴이

3방향 핸드셰이크란 결국 세 번의 통신을 의미하는데, 마치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어서 3방향 핸드셰이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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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지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합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 단계로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SYN 패킷
을 승인한다는 ACK 패킷을 보내며 3방향 핸드셰이크가 완료됩니다.

3방향 핸드셰이크가 완료되면 TCP 세션이 수립되며, 이후에 두 노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
습니다. TCP 세션은 어느 한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
되지 않고 장시간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TCP 세션은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코드에서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연결을 관리하는 테크닉에 대해 다뤄 볼 것
입니다.
코드상에서 연결을 초기화할 때 Go는 연결 객체를 반환하거나 에러를 반환합니다. 연결 객체를 받
았다면 TCP 핸드셰이크가 성공한 것입니다. 핸드셰이크 과정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시퀀스 번호를 이용한 패킷 수신 확인
각 TCP 패킷은 시퀀스 번호 sequence numbe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o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3-2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퀀스 번호를 이용하여 패킷의 수신을 확인하고, 패킷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SYN(시

퀀스 번
호 X)

서버가
시퀀스 번호
Y를 수신

호 Y)
퀀스 번
SYN(시
호 X+1)
번
퀀스
ACK(시

클라이언트가
시퀀스 번호
X를 수신

ACK(시

퀀스 번
호 Y+1)

그림 3-2 시퀀스 번호를 교환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클라이언트의 운영체제는 초기 시퀀스 번호(그림 3-2에서의 X)를 생성하고 핸드셰이크 과정 중 서
버로 SYN 패킷을 보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시퀀스 번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
는 ACK 패킷에 포함하는 형태로 패킷 수신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에서도 초기 시퀀스
번호 Y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SYN 패킷을 보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SYN
패킷을 ACK 패킷으로 응답합니다.

ACK 패킷의 시퀀스 번호는 해당 시퀀스 번호를 포함한 번호까지의 이전 모든 패킷을 수신하였다
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ACK 패킷이 송신자가 보낸 하나 이상의 패킷의 수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송신자는 어느 패킷을 재전송할지 결정하기 위해 ACK 패킷에 있는 시퀀스 번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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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합니다. 예를 들어, 송신자가 시퀀스 번호 100번까지 다량의 패킷을 보냈는데 수신자로부터 시
퀀스 번호 90번의 ACK 패킷을 받으면, 송신자는 시퀀스 번호 91번부터 100번까지 재전송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디버깅할 때 종종 코드상에서 송수신하는 트래픽을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CP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하는 데 좋은 도구로 와이어샤크(https://www.
wireshark.org/)를

강력 추천합니다.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네트워크로 데

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이어샤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크리
스 샌더스Chris Sanders의 《Practical Packet Analysis, 3rd Edition》(No Starch Press, 2017)12을 참고하
기 바랍니다.
와이어샤크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면 SACK Selective Acknowledgement(선택적 승인) 패킷

이 있습니다. 이 패킷은 전송된 패킷들 중에 일부만 수신 확인하였다는 ACK 패킷입니다. 예를 들
어, 송신자가 100개의 패킷을 보냈는데 1번부터 59번까지의 패킷과 81번부터 100번까지의 패킷만
수신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수신자는 자신이 어떤 패킷을 수신하였는지 SACK 패킷을 통해 송신자
에게 알려 줍니다.

Go에서 이러한 로우 레벨의 구현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코드에서 시퀀스 번호나 수신
확인 등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 버퍼와 슬라이드 윈도 크기
TCP가 하나 이상 수신된 패킷의 수신 확인을 위해 단 하나의 ACK 패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
자는 송신자가 수신 확인을 보내기 전에 수신 버퍼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가용한지를 미리 전달
해야만 합니다. 수신 버퍼 receive buffer는 네트워크 연결 중 수신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메모리 공간입니다. 수신 버퍼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상에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즉
시 매번 읽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각 연결마
다 자신만의 고유한 수신 버퍼를 관리합니다. Go 코드가 네트워크 연결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읽
으면, 내부적으로는 해당 연결의 수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습니다.

ACK 패킷에는 특별하게 중요한 윈도 크기 정보가 포함됩니다. 윈도 크기 window size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수신 확인 필요 없이 전송할 수 있는 바이트의 숫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12

옮긴이

《와이어샤크를 활용한 실전 패킷 분석(3판)》(에이콘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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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7이라는 크기의 윈도 크기를 포함하는 ACK 패킷을 보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ACK 패킷을 보내기 전까지 최대 24,537바이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윈도 크기가
0이면 수신자의 버퍼가 가득 찼다는 의미이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을 나타냅니다. 잠시 후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 모두 필요한 만큼의 수신 버퍼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각각의 윈
도 크기를 관리합니다. ACK 패킷에 윈도 크기를 받고 데이터를 전송한 후 다음 ACK 패킷에 갱
신된 윈도 크기를 보내고 계속해서 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방식을 슬라이딩 윈도 sliding
window라고

합니다(그림 3-3). 양측의 TCP 연결에서는 어느 때나 읽을 수 있는 윈도 크기만큼의 데

이터를 제공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 생략 -데이터 승인

ACK(윈도 크기
= 3,072)
1,024바이트
1,024바이트

클라이언트는 3,072바이트만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1,024바이트
수신 버퍼에 3,072바이트가 가득 참
데이터 승인

ACK(윈도 크기
= 2,048)
1,024바이트
1,024바이트

클라이언트는 2,048바이트만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수신 버퍼에 2,048바이트가 가득 참
-- 생략 --

그림 3-3 클라이언트가 ACK 패킷으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알림

이 통신의 일부분에서 클라이언트는 이전 수신 데이터에 대해 ACK 패킷을 전송합니다. 클라이언
트가 전송한 ACK 패킷에는 윈도 크기 3,072바이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서버는 클라이언
트가 다음으로 ACK 패킷을 전송할 때까지 최대 3,072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버는 1,024바이트의 패킷을 세 번 보내어 클라이언트의 수신 버퍼를 채웁니
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갱신된 윈도 크기 2,048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ACK 패킷을 전
송합니다. 이 말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 승인을 보내기 전에 클라이언트상에서 구동 중인
프로그램이 수신 버퍼로부터 2,048바이트를 읽어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서버는 1,024
바이트의 패킷을 두 번 더 보내어 클라이언트의 수신 버퍼를 채우고 그다음 ACK 패킷을 기다립
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코드상에서는 Go에서 TCP 연결을 수립할 때 반환되는 연결 객체에 읽고
쓰는 것만 신경쓰면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Go가 반드시 에러를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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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에러를 처리하면 됩니다.

TCP 세션의 우아한 종료

핸드셰이크 절차와 같이 TCP 세션을 우아하게 종료하는 것graceful termination에도 패킷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측의 연결 중 한쪽에서 FIN finish 패킷을 보내며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그
림 3-4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FIN 패킷을 보내며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ESTABLISHED
FIN_WAIT_1

-- 생략 --

ESTABLISHED

FIN

CLOSE_WAIT
ACK

FIN_WAIT_2
FIN

TIME_WAIT

LAST_ACK

ACK

CLOSED
CLOSED

그림 3- 4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TCP 세션 종료 시퀀스를 시작함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는 ESTABLISHED에서 FIN_WAIT_1로 변경됩니다. FIN_WAIT_1은 클
라이언트가 연결을 해제하는 절차에 있고 서버의 승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을 뜻합니
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FIN을 승인하고 해당 TCP 연결 상태를 ESTABLISHED에서 CLOSE_

WAIT으로 바꿉니다. 서버 또한 자체적으로 FIN 패킷을 보내며 연결 상태를 LAST_ACK으로 바
꿉니다. LAST_ACK은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으로 연결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FIN을 승인하고 연결 상태를 클라이언트가 보낸
최후의 ACK 패킷이 서버에 도달하기까지 대기하는 TIME_WAIT으로 바꿉니다. 클라이언트는
최대 세그먼트 생명주기의 두 배 만큼을 기다립니다(세그먼트 생명주기는 임의로 RFC 397 문서에 따라
기본 2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운영체제상에서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서버로부

터의 데이터 수신 대기 없이 연결 상태를 CLOSED로 변경합니다. 최대 세그먼트 생명주기 maximum
segment lifetime는

TCP 세그먼트가 송신자가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버려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값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최후의 ACK 패킷을 받은 서버는 연결 상태를 CLOSED로 바꾸어
종료 시퀀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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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핸드셰이크 때처럼 코드상에서 연결 객체를 닫기만 하면 Go에서 TCP 연결 해제 절차에
대한 내부 구현을 처리해 줍니다.

덜 우아한 종료 처리하기
모든 연결이 깔끔하게 종료되진 않습니다. 종종 TCP 연결을 물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이유로
충돌하거나 갑작스럽게 멈춰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TCP 연결이 갑작스

럽게 닫히게 되며, 연결이 아직 닫히지 않은 쪽에서 전송된 모든 패킷에 대해 RSTreset(초기화) 패킷

으로 응답합니다. RST 패킷은 송신자에게 수신자 측의 연결이 닫혔으며 더 이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려 줍니다. 수신자가 승인되지 않은 모든 패킷을 무시할 것을 알고 있는 송신

자는 연결을 닫습니다.
방화벽과 같은 중간 노드는 각 노드의 연결에 RST 패킷을 전송하여 효과적으로 소켓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Go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TCP 연결 수립
Go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의 net 패키지에는 TCP 기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기능을 훌륭
하게 지원하지만, TCP 연결 자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코드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그
램상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연결을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클
라이언트로부터의 TCP 연결을 수립하고 비동기적으로 각각의 연결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주고받
고 연결을 종료할 수 있는 TCP 서버를 작성해 봅시다.

소켓 바인딩� 연결 대기� 연결 수락

net.Listen 함수를 사용하면 수신 연결 요청 처리가 가능한 TCP 서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서버를 리스너 listener라고 합니다. net.Listen 함수는 net.Listen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
체를 반환합니다. 목록 3-1은 리스너를 생성하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목록 3-1 127�0�0�1 주소에서 랜덤 포트에 수신 대기 중인 리스너 생성하기(listen_test�go)

package ch03
import (
"net"
"tes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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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 TestListener(t *testing.T) {
➊listener, err := net.Listen(➋"tcp", ➌"127.0.0.1:0")
if err != nil {
t.Fatal(err)
}
➍defer func() { _ = listener.Close() }()

}

t.Logf("bound to %q", ➎listener.Addr())

net.Listen 함수는 네트워크의 종류(➋)와 콜론으로 구분된 IP 주소와 포트 문자열(➌)을 매개변

수로 받습니다. 반환값으로 net.Listener 인터페이스(➊)와 에러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함수
가 성공적으로 반환되면 리스너는 특정한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바인딩됩니다. 바인딩 binding이란
운영체제가 지정된 IP 주소의 포트를 해당 리스너에게 단독으로 할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운영체
제는 다른 프로세스가 바인딩된 포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미 바인딩된 포트에 리스너가 바인딩을 시도하는 경우 net.Listen 함수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IP 주소와 포트 문자열에 대한 매개변수는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포트를 0으로 설정하거나 비
워 두면 Go가 리스너에 무작위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Addr 메서드(➎)를 이용하여 리스너의
주소를 얻어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P 주소를 생략하면 리스너는 시스템상의 모든 유니캐스
트와 애니캐스트 IP 주소에 바인딩됩니다. IP 주소와 포트를 모두 생략하거나 단순히 콜론만 사
용하면 리스너는 모든 유니캐스트와 애니캐스트 IP 주소에 무작위 포트 번호로 바인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net.Listener의 첫 번째 인자로 tcp 네트워크 타입을 사용합니다. IPv4 주소만
사용하려면 tcp4를 사용하면 되며, IPv6 주소만 사용하려면 tcp6을 사용하면 됩니다.
Close 메서드(➍)를 사용하여 항상 리스너를 우아하게 종료합니다. defer를 사용하여 Close 메서

드를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시의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이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프로그
램이 종료되어 Go가 리스너를 메모리에서 할당 해제하겠지만, 명시적으로 우아하게 종료하는 것
이 좋은 습관입니다. 리스너를 종료하는 데 실패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거나 코드상에서 리스
너의 Accept 메서드가 무한정 블로킹되며 데드록deadlock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너를 종료하
는 즉시 Accept 메서드의 블로킹이 해제됩니다.
목록 3-2은 리스너가 TCP의 수신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Go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TCP 연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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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3-2 TCP 수신 연결 응답 및 요청 처리하기

➊for {
➋conn, err := ➌listener.Accept()
if err != nil {
return err
}
➍go func(c net.Conn) {
➎defer c.Close()

}

// 여기서부터 TCP 연결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합니다.
}(conn)

하나 이상의 수신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for 루프(➊)를 사용하여 서버가 계속해서 수신 연
결 요청을 수락하고, 고루틴goroutine에서 해당 연결을 처리하고, 다시 for 루프로 돌아와서 다음
연결 요청을 수락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아주 효
율적인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고루틴을 사용하여 각 연결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
결 처리에 고루틴을 사용하지 않고 직렬화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Go 언어의 강점
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리스너의 Accept 메서드(➋)를 사
용하여 for 루프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이 메서드는 리스너가 수신 연결을 감지하고 클라이언트
와 서버 간의 TCP 핸드셰이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됩니다. 메서드는 net.Conn 인터페이
스(➌)와 에러를 반환합니다. 가령, TCP 핸드셰이크가 실패하거나 리스너가 닫힌 경우 에러 인터
페이스의 값이 nil 외의 값을 갖게 됩니다.
메서드가 반환한 연결 인터페이스의 실제 타입은 TCP 수신 연결을 수락했기 때문에 net.TCPConn
객체의 포인터가 됩니다. 연결 인터페이스는 서버 측면에서의 TCP 연결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net.Conn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와 통신 시에 활용 가능한 모든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더욱 세밀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 4장에서 살펴볼 net.TCPConn 객체를 사용하면 net.Conn 인터페
이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고루틴을 실행하여 각 연결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➍) 리스너가 다음 수신 연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연결 객체의 Close 메서드(➎)
를 고루틴이 종료되기 전에 호출하여 서버로 FIN 패킷을 보내어 연결이 우아하게 종료될 수 있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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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 도메인 소켓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상의 노드 간의 통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만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노드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
다. 때때로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노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의 서비스와 통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시스템 내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한 가지 방
법으로 노드 자체의 IP 주소, 혹은 일반적으로 127.0.0.1으로 사용되는 localhost 주소와 데이터베
이스의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Unix domain socket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패킷의 목

적지 주소를 결정하는 통신 방법으로, 동일한 노드 내에 동작하는 서비스 간에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프로세스 간 통신)라는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 읽기와
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Go 언어의 net 패키지를 사용하여 세 종류
의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알아보고 각 종류의 소켓을 이용하여 간단한 에코 서버를 만들어 봅니
다. 마지막으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그룹 아이디 정보로 클라이언트를 인

155

증하는 서비스를 작성합니다.

참고

모든 운영체제에서 세 종류의 유닉스 도메인 소켓 전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build

constraints19와 특수한 접미사 파일명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각 플랫폼을 식별하여 코드를 작성합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란
2장에서 네트워크 소켓이란 IP 주소와 포트 번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소켓 주소를 정의하면 동
일한 IP를 가진 동일한 노드 내의 여러 서비스가 서로 구분하여 수신되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소켓 주소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큰 기업 내에서 하나의 전화기만 존재하는 것
과 같습니다. 기업 내의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지금 전화기가 사용 중이지 않길 바라야
할 겁니다. 그런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각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할당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표번호(노드의 IP 주소와 같은 역할)를 통해 전화하고, 내선번호(포트 번호와 같은 역
할)를 통해 특정 직원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대표번호와 내선번호를 이용해 각 직

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켓 주소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하면 노드 내의 모든
소켓 주소에서 수신 대기 중인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Unix domain socket은 소켓 주소 정의 원칙을 파일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각 유닉

스 도메인 소켓에는 파일 시스템 내에 연관된 파일이 존재하며, 그 파일은 네트워크 소켓의 IP 주
소와 포트 번호에 대응합니다. 해당 파일에 네트워크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읽고 씀으로써 해당
소켓에서 수신 대기 중인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의 소유 권한과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소켓에 읽고 쓰는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운영
체제의 네트워크 스택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 라우팅에 대한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아 효
율적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할 때에는 패킷 파편화나 패킷 순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컬 서비스와 통신할 때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스택만을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로컬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 캐시 등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요한
보안상 이점과 성능 향상의 효과를 무시하게 됩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 분명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소켓을 사용하는 노드 내의 로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켓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노드 간 통신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서비스가 다른 노드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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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build constraints는 Go에서 빌드를 특정 타깃 플랫폼으로 제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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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해야 하거나 이식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
저 네트워크 소켓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에 바인딩
net.Listen, net.ListenUnix, net.ListenPacket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 주소로 코드상에서 바인딩을 시도하면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이 생성됩니다. 해당 소켓 주
소에 해당하는 소켓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운영체제는 주소가 사용 중이라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에러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프로세스가 현재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외에도, 좀비 프로세스defunct process
가 소켓 파일을 정상적으로 지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켓 파일의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
인해야만 합니다.
소켓 파일을 재사용하려면 net 패키지의 FileListener 함수를 이용하여 존재하는 소켓 파일을
바인딩합니다.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서 다루는 범주를 벗어나지만, 공부를 위해 관련
문서(https://pkg.go.dev/net#FileListener)를 읽어 보기 바랍니다.

소켓 파일의 소유권과 퍼미션 변경
서비스가 소켓 파일에 바인딩되고 나면 Go 언어의 os 패키지를 사용하여 파일의 소유권과 읽기/
쓰기 퍼미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s.Chown 함수를 이용하면 파일의 사용자 소유권 및 그룹 소
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는 이 함수를 지원하지 않으며, WSL Windows Subsystem
for Linux ,

리눅스와 macOS에서는 지원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깊이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주를 벗

어납니다. 먼저, 파일의 소유권과 퍼미션을 변경하는 예시 코드를 살펴보고, 이 장의 후반부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다음의 코드는 운영체제가 주어진 파일의 사용자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코드입니다.
err := os.Chown("/path/to/socket/file", ➊-1, ➋100)

os.Chown 함수는 세 개의 매개변수를 받습니다. 각각 파일의 경로,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ID(➊),

그리고 그룹 소유자의 그룹 ID(➋)입니다. 사용자 ID나 그룹 ID가 -1인 경우 Go는 기존의 파일 권
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사용자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그룹 소유권의 그룹 ID는

100으로 설정하며, 해당 그룹 ID는 /etc/group 파일 내에 존재하는 유효한 그룹이라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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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의 os/user 패키지에는 사용자 ID이나 그룹 ID를 이름으로, 혹은 사용자 이름이나 그룹 이름
을 ID로 변환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코드는 LookupGroup 함수를 이용하여
users 그룹의 그룹 ID를 찾습니다.

grp, err := user.LookupGroup("users")

user.LookupGroup이 에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grp 변수의 Gid 필드에 users 그룹의 그룹 ID

값이 있습니다.
os.Chmod 함수는 파일의 모드와 숫자로 표기하는 유닉스 호환 퍼미션 비트를 변경합니다. 이 비

트는 운영체제의 파일 모드, 파일의 사용자 읽기/쓰기/실행 퍼미션, 파일의 그룹 읽기/쓰기/실행
퍼미션, 그리고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 외 사용자의 읽기/쓰기/실행 퍼미션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err := os.Chmod("/path/to/socket/file", os.ModeSocket|0660)

os.Chmod 함수는 파일 경로와 파일의 모드, 사용자 퍼미션, 그룹 퍼미션과 그 외 사용자의 퍼미

션의 정보를 표현하는 os.FileMode 값을 매개변수로 받습니다. 소켓 파일을 다루기에 파일에 항
상 os.ModeSocket 모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os.ModeSocket과 파일 퍼미션의 숫
자 표기법 간에 OR 비트 연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파일 퍼미션으로 8진법의 0660을 전달합
니다. 0660은 사용자와 그룹에 읽기와 쓰기 권한을 주지만 그 외 사용자는 소켓 파일에 읽기나
쓰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os.FileMode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Go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음
의 문서(https://pkg.go.dev/os/#FileMode)를 읽어 보고, 파일 시스템의 퍼미션의 숫자 표기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의 문서(https://en.wikipedia.org/wiki/File-system_permissions#Numeric_notation)를 읽어 보
기 바랍니다.

유닉스 도메인 소켓 타입 이해
세 종류의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CP처럼 동작하는 스트리밍 소켓 streaming
socket이며,

두 번째는 UDP처럼 동작하는 데이터그램 소켓 datagram socket , 마지막으로 두 요소

를 조합한 시퀀스 패킷 소켓 sequence packet socket입니다. Go에서는 이 소켓의 종류를 각각 unix,
unixgram, unixpacket으로 부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각 종류별 소켓과 동작하는 에코 서버를

작성해 봅니다.
한번 net.Conn 인터페이스로 작성된 코드는 여러 네트워크 타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net.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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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TCP, UDP,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 의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소켓 간의 많은 차이점
을 추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TCP와 통신하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 접속할 주소와 네트워
크 타입만 변경하면 유닉스 도메인 소켓과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소켓 ― unix
스트리밍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TCP가 갖는 메시지 확인, 체크섬, 혼잡 제어 등의 오버헤드 없이
도 TCP처럼 동작합니다. 운영체제는 책임지고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이용하여 TCP처럼 동작하
는 IPC를 구현합니다.
이 종류의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트림 기반의 에코 서버를 생성하는 함
수를 작성합니다(목록 7-1). 이 함수를 이용하여 다른 스트리밍 네트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노드와의 연결을 위해 tcp 타입의 TCP 연결을 생성할 수도 있고, 유닉스 소켓 주소와
통신하기 위한 unix 타입의 유닉스 도메인 소켓 연결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리눅스, macOS와 Windows 운영체제 모두 unix 네트워크 타입을 지원합니다.

목록 7-1 스트리밍 에코 서버 함수 생성하기(echo�go)

package echo
import (
"context"
"net"
"os"
)
func ➊streamingEchoServer(ctx context.Context, network string,
addr string) (net.Addr, error) {
s, err := ➋net.Listen(network, addr)
if err != nil {
return nil, err
}

streamingEchoServer 함수(➊)는 스트림 기반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문자열과 주소를 나타내

는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받고, 생성된 주소 객체와 error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이 책의 전반
부에서 이미 이러한 매개변수와 반환 타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콘텍스트와 네트워크 문자열, 그리고 주소 문자열을 받는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에
코 서버를 만들었으니 tcp나 unix, unixpacket과 같은 스트림 기반의 네트워크 타입을 네트워
크 문자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타입에 따라 주소 문자열도 적용하면 됩니다. 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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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서버 종료를 알리는 시그널링을 위해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타입이 tcp인 경우 주소 문
자열은 127.0.0.1:80과 같이 IP 주소와 포트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타입이 unix이거나
unixpacket인 경우 주소 문자열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경로여야 합니다. 에코 서버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➋) 소켓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후 서버는 연결 요청을 수신 대기합니다.
목록 7-2에서는 스트리밍 에코 서버 구현을 마무리합니다.
목록 7-2 스트림 기반 에코 서버(echo�go)

--생략-go func() {
go func() {
➊<-ctx.Done()
_ = s.Close()
}()
for {
conn, err := ➋s.Accept()
if err != nil {
return
}
go func() {
defer func() { _ = conn.Close() }()
for {
buf := make([]byte, 1024)
n, err := ➌conn.Read(buf)
if err != nil {
return
}

}
}()

}

}
}()

_, err = ➍conn.Write(buf[:n])
if err != nil {
return
}

return s.Addr(), nil

net.Listen 함수나 net.ListenUnix 함수로 생성된 리스너는 리스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켓

파일을 삭제합니다. 이 동작을 수정하려면 net.UnixListener의 SetUnlinkOnClose 메서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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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삭제되도록 기본 값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장 잠시 뒤
에 살펴보겠지만, net.ListenPacket 함수로 생성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리스너 종료 시 자동으
로 소켓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코 서버를 별도의 고루틴으로 동작하여 비동기로 연결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버가 연결을 수신하고 나면(➋) 수신받는 메시지를 별도의 고루틴에서 에코잉합니다.
net.Con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Read 메서드(➌)와 Write 메서드(➍)를 사용하여 서버가

네트워크 소켓과 통신하든 유닉스 도메인 소켓과 통신하든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
습니다. 함수 호출자가 콘텍스트를 취소하면(➊) 서버는 종료됩니다.
목록 7-3에서는 unix 네트워크 타입을 이용한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스트리밍 에코 서버를 테
스트하는 코드를 보여 줍니다.
목록 7-3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 에코 서버 테스트 셋업(echo_test�go)

package echo
import (
"bytes"
"context"
"fmt"
"io/ioutil"
"net"
"os"
"path/filepath"
"testing"
)
func TestEchoServerUnix(t *testing.T) {
dir, err := ➊ioutil.TempDir("", "echo_unix")
if err != nil {
t.Fatal(err)
}
defer func() {
if rErr := ➋os.RemoveAll(dir); rErr != nil {
t.Error(rErr)
}
}()
ctx, cancel := context.WithCancel(context.Background())
➌socket := filepath.Join(dir, fmt.Sprintf("%d.sock", os.Getpid()))
rAddr, err := streamingEchoServer(ctx, "unix", socket)
if err != nil {

}

t.Fatal(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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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 = ➍os.Chmod(socket, os.ModeSocket|0666)
if err != nil {
t.Fatal(err)
}

운영체제의 임시 디렉터리에 echo_unix라는 이름을 가진 하위 디렉터리를 생성(➊)하고 에코 서
버의 소켓 파일을 저장합니다. defer로 호출한 os.RemoveAll 함수(➋)는 테스트가 종료되면 임시

디렉터리를 삭제합니다. streamingEchoServer 함수에 전달할 매개변수 중 소켓 파일 이름으로

#.sock을 전달(➌)합니다(#은 임시 디렉터리의 하위 디렉터리 /tmp/echo_unix/123.sock에 저장된 서버의 프로
세스 ID). 마지막으로, 모든 사용자가 소켓에 읽기와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➍).

목록 7-4에서는 스트리밍 에코 서버에 연결을 맺고 테스트를 전송해 봅니다.
목록 7- 4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데이터 스트리밍(echo_test�go)

--생략- conn, err := net.Dial("unix", ➊rAddr.String())
if err != nil {
t.Fatal(err)
}
defer func() { _ = conn.Close() }()
msg := []byte("ping")
➋for i := 0; i < 3; i++ { // "ping" 메시지 3번 쓰기
_, err = conn.Write(msg)
if err != nil {
t.Fatal(err)
}
}
buf := make([]byte, 1024)
n, err := ➌conn.Read(buf) // "ping" 메시지 3번 쓰기
if err != nil {
t.Fatal(err)
}
expected := ➍bytes.Repeat(msg, 3)
if !bytes.Equal(expected, buf[:n]) {
t.Fatalf("expected reply %q; actual reply %q", expected,
buf[: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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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net.Dial 함수를 사용하여 서버에 다이얼링합니다. 네트워크 타입으로 unix를 사용하고,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➊)의 전체 경로를 서버의 주소로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응답(➋)을 읽기 전에 에코 서버로 세 개의 ping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별도의 ping을 세
번 전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장 후반부의 unixpacket 네트워크 타입에 대해 살펴볼 때 알아
봅니다. 전송한 세 개의 메시지를 읽기에 충분한 크기의 버퍼에 첫 번째 응답(➌)을 읽으면 모든
세 개의 ping 메시지(➍)를 하나의 문자열 pingpingping으로 수신합니다. 스트림 기반의 연결에
는 메시지의 구분자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버의 바이트 스트림으로부터 하나의 메시지
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읽고 구분하는 것은 코드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이터그램 소켓 ― unixgram
다음으로 udp나 unixgram과 같은 데이터그램 기반 네트워크 타입과 통신하는 에코 서버를 작성
합니다. 작성할 서버는 UDP로 통신하든 unixgram 소켓으로 통신하든 결국 동일하게 보일 것입니
다. 차이점이 있다면 목록 7-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unixgram 리스너와 통신할 경우 통
신이 종료될 때 소켓 파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Windows와 WSL(Windows Subsystem for Linux)은 unixgram 도메인 소켓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목록 7-5 데이터그램 기반의 에코 서버(echo�go)

--생략-func datagramEchoServer(ctx context.Context, network string,
addr string) (net.Addr, error) {
s, err := ➊net.ListenPacket(network, addr)
if err != nil {
return nil, err
}
go func() {
go func() {
<-ctx.Done()
_ = s.Close()
if network == "unixgram" {
_ = ➋os.Remove(addr)
}
}()
buf := make([]byte, 1024)
for {
n, clientAddr, err := s.ReadFrom(buf)
if err != n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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