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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로 전환의 목적은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반영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서비스 방향을 이루고 이로 

인한 기업의 발전일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으로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현대화

된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LOB(line of business) 요구사항

을 반영하는 개발 도구와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도입

으로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은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책

은 IT를 추구하는 기업과 인재들이 클라우드의 A부터 Z를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와 가상화의 

개념을 잘 잡아주며,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중 하나인 컨테이너 서비스와 관리 도구인 쿠버

네티스의 활용법, 그리고 자동화된 배포(CI/CD) 방식을 실습으로 제공하여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좋은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전환과 사용 계획이 

있다면 이 책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현용 데이터스토리허브 대표 /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이 대규모 서버를 통해 기존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하여 작동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소양

이 되었습니다. 노서영 교수님께서 복잡한 개념과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이 책을 통해 완수하셨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역사

에서 시작하여 클러스터, 가상화, 컨테이너, 도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습을 통해 무한한 

네트워크에 펼쳐진 클라우드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이드북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태형 삼성전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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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VM 환경에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배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우고픈 학생들과 현업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의 기초 개념부

터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최신 기술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므로 개발 관련 일을 하는 모두에게 추

천합니다.

고병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환경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 가상화, 컨테이너, 도

커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 개념뿐만 아니라, AWS 및 쿠버네티스 활용 등의 

실무적인 내용들이 다채로운 실습 예제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 싶은 이에게 권합니다.

송원준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 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핵심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직접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미지

의 세계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박경현 ETRI

이 책은 여러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을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쌓

게 도와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

례를 제공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을 고민하는 모두에게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

규모 분산처리를 할 수 있는 HTC 및 HTCondor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점이 신선합니다. 기초부

터 실무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많은 영역을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윤희준 KISTI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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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아마존 AWS, 도커, 쿠버네티스, 젠킨스 등 실제 소프

트웨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념에서부터 실습까지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신승은 SKT

5년 전 국내에서 번역 서적 이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관한 책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픈스

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책을 집필하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해

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클라우

드 서비스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따라

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모두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책은 가상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과 CI/CD, 데
이터 센터 등의 활용 측면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

득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 국민은행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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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IT 전공자들이 알아

야 할 이론과 실무를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정보를 

일관된 관점으로 서술한 종합 안내서이다. 

이 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IT 전공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해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IT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실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도 포함하였다. 

이 책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HTChigh throughput computing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부터 가상머신, 가상화, 컨테이너 같은 기반 기술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컴퓨

팅을 활용한 CI/CD, 데이터 센터의 응용도 소개한다. 모든 실습은 버추얼박스VirtualBox를 이용하여 

단 한 대의 컴퓨터에서 전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가상머신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상 클러스

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KVM과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가상머신 생성과 라이브 마이그레

이션 방법, 오픈스택 같은 가상머신 관리 툴과 자동화를 다루고, 리눅스 컨테이너 실습을 통해 컨테

이너의 핵심 개념을 익혀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툴이 등장한 배경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상머신, 컨테이너에 대한 실습 예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아마존 AWS 같

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웹 인터페이스로 가상머신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AWS에서 제

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가상머신을 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소개한다. CI/
CD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는 예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활용과 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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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용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기존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

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 기반의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센

터의 구성 요소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IT 인프라부터 심화적인 클라우드 활용까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숲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혀 클라우드 컴퓨

팅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노서영 드림

 머리말xviii



  C H A P T E R1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할 때 참조되는 정의에 대

해 알아보고 이로부터 High Throughput Computing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알아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1.1 클라우드 관련 용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용어가 떠오르는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도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개념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용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할 때 빈번하게 나온다.

•	온디맨드 서비스on-demand service

•	유연성flexibility

•	자원의 재활용

•	Amazon EC2, Google Cloud, Microsoft Azure

•	가상화virtualization

•	IaaS, PaaS, SaaS

•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	데이터 센터data 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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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１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

련된 중요한 용어와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시 바로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on-demand availability)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살펴보면, 온디맨드on-demand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온디맨드의 의미는 우리

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야기할 때 자원의 

유연성flexibility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온디맨드의 특성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용어는 바로 데이터 센터data center이다.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인프라를 인터넷을 통

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라볼 때 자원을 제

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관점과 데이터 센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영어단어 ‘Cloud’와 ‘Computing’의 합성어다. 먼저 컴퓨팅computing에 대해서 알

아보자. 위키피디아는 컴퓨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２

컴퓨팅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정보를 관리, 처리, 전달하는 

것이다. 

컴퓨팅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계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기반하면 차분기관

difference engine(그림 1.1-(b)) 또한 컴퓨팅으로 볼 수 있다.３

１ https://en.wikipedia.org/wiki/Cloud_computing 

２ https://en.wikipedia.org/wiki/Computing 

３  1822년 찰스 배비지가 영국 왕립 천문학회에 <매우 큰 수학적 표를 계산하는 기계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계는 

십진법을 사용했고 핸들을 돌려 동력을 얻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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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클라우드 형상화 (b) 다항함수 계산용 차분기관４

그림 1.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클라우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존재를 인

지할 수 있지만 그 실체를 직접 가까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그림 1.1-(a)). 앞서 

위키피디아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처럼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손에 잡히지 않는intangible 존재

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실체인 컴퓨팅 리소스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컴퓨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2 클러스터링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가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자.

컴퓨터 1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1대가 주어진다면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

핑, 친구와 채팅, 문서 작업, 음악 감상, 게임, 프로그래밍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쉽게 답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대부분이 컴퓨터가 1대인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 이러한 환경이 매우 익

숙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컴퓨터 1,000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컴퓨터를 친구에게 한 대씩 나누어 준다는 답변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４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bbage_Difference_Engine_(Being_utilis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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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비트코인Bitcoin을 채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쉽게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쉽게 접해

볼 기회가 없었거나 이러한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는 이렇게 대규모의 자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주제로 자원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대규모의 자원은 2가지 관점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대규모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대규모 자원이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대규모의 컴퓨팅 자

원이고 후자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생성되는 대규모의 자원이다. 이렇게 요청되거나 제공되

는 자원은 컴퓨팅의 성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길 원한다.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을 높여야 한다. 컴퓨팅의 

성능은 처리 속도와 처리량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에

서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메모리memory를 주요한 하드웨어 성능 개선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다. 

CPU의 클록 스피드clock speed를 높여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고 메모리의 크기를 증가시켜 처리량

을 높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CPU의 성능은 컴퓨팅의 속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CPU의 

속도와 메모리의 크기를 확대하여 성능 개선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림 1.2는 CPU의 클록 스피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증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CPU의 성능에 중요한 부분인 클록 스피드가 2005년도부터 정체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클록 스피드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열heat이다. 클록 스피

드가 높아질수록 CPU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상승된 온도는 반드시 쿨링cooling을 해주어야 한다. 

전자장치인 CPU는 허용 온도를 넘어설 경우 오동작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

기 때문에 냉각 팬cooling fan을 통해 냉각을 해주어야 한다. 발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냉각 팬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전기)를 필요로 하고, 결국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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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PU 클록 스피드 발전 추이 (b) 인텔(Intel) CPU 진화

그림 1.2  CPU 스피드와 인텔 CPU의 진화５

메모리는 어떨까? 1대의 컴퓨터에 무한정 메모리를 추가할 수 없다. 컴퓨터 메인보드mainboard에 장

착할 수 있는 메모리 뱅크memory bank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무한대로 높이는 것은 불

가능하다.

결국 컴퓨터 1대의 성능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컴퓨터를 병렬로 묶는 클러스터링

clustering이다.

클러스터 컴퓨터cluster computer는 독립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활용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컴퓨팅에 활용한다면 클러스터 컴퓨팅cluster computing으로 

부를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클러스터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６

컴퓨터 클러스터는 느슨하게(loosely) 또는 강력하게(tightly) 연결되어 작업을 처리하는 컴퓨터로 

마치 하나의 단일 시스템(single system)으로 보인다.７ 

위키피디아의 설명처럼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느슨하게loosely 연결할 수도 있고 매우 강력하

게tightly 연결할 수도 있다.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기관organization 또는 데이터 센터

에 속한 컴퓨터를 연결할 경우를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컴퓨터가 속한 데이터 

센터의 정책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느슨한 연결이라고 

한다. 반대로 강력한 연결은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강력

５ https://www.quora.com/Why-hasnt-CPU-speed-gone-up-and-price-gone-down-for-past-2-years-December-2014 

６  https://en.wikipedia.org/wiki/Computer_cluster

７  위키피디아에서는 컴퓨터 클러스터(Computer Cluster)로 되어 있지만 클러스터 컴퓨터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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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결의 경우는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컴퓨터를 동일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컴퓨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든지 간에 클러스터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마치 하

나의 컴퓨터로 보이게 하고 대용량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

는 컴퓨팅이 바로 클러스터 컴퓨팅의 핵심 개념이 된다.

서버

스위치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a) 클러스터 컴퓨터 개념 (b) 실제 시스템８

그림 1.3  클러스터 컴퓨터

클러스터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논리적인 컴퓨터이다. 그림 1.3은 클러스터 컴퓨터의 개념과 실

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을 보여준다. 한 개의 작업job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고 

400개의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400시간이 필요하

다. 그림 1.3과 같은 환경이라면, 4대의 컴퓨터에서 각각 100개의 작업을 수행하면 되므로, 작업을 완

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시간이다.

1.3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금까지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원이 낭비 없이 사용된다면 우리는 컴퓨팅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컴퓨팅 자원이 쓸모없는 일에 쓰이고 있다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컴퓨팅 자원이 어떤 작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이

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자원이 활용되고 있다고 간주하자.

８  https://www.ccl.ie/services/comms-room-fit-outs/

CHAPTER 1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8



  C H A P T E R4
VirtualBox 기반 

HTCondor 클러스터 생성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HTC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했다. VirtualBox를 이용하

여 HTC용 HTCondor 클러스터를 구축해보자.

4.1 클러스터 구성 개요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가상화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물리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가상머신을 만들고 HTCondor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VirtualBox를 이

용하여 가상머신을 생성한 후 HTCondor 클러스터를 구축해보는 실습을 할 것이다. 모든 예제는 

Ubuntu Linux 기반으로 설명되이다.１

그림 4.1은 VirtualBox 기반의 HTCondor 클러스터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Ubuntu가 설치된 개인용 

PC에 VirtualBox를 이용해 3개의 가상머신을 만든다. 이 가상머신은 CentOS의 기반으로 동작하고 

HTCondor가 설치된다. 데비안 계열의 Ubuntu와 RPM 기반의 CentOS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유

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많은 툴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두 리눅스 시스템에 대

해 익숙해지는 목적이 있다. 또한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레드햇Red Hat계열의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

므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는 레드햇 계열의 CentOS에 대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１  본 장에서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실습해도 상관없지만, 베어 메탈 방식 하이퍼바이저인 KVM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리눅스 기반으로 구성

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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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기반 컴퓨터

VirtualBox 기반의 HTCondor 클러스터

그림 4.1  VirtualBox 기반의 HTCondor 클러스터 구성도

HTCondor 클러스터는 마스터 노드 1대(master)와 슬레이브 노드(또는 워커 노드) 2대(slave #1, 

slave #2)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네트워크(192.168.56.0)를 구성하여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

브 노드를 동일 네트워크로 구성할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스터 노드에서 condor_status 

HTCondor 명령을 통해 2개의 슬레이브 노드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cloud@master ~]$ condor_status
Name               OpSys      Arch   State     Activity     LoadAv Mem   Actvty

slave1.cloud.org   LINUX      X86_64 Unclaimed Benchmarking  0.000  990  0+00:0
slave2.cloud.org   LINUX      X86_64 Unclaimed Benchmarking  0.000  990  0+00:0

               Machines Owner Claimed Unclaimed Matched Preempting  Drain

  X86_64/LINUX        2     0       0         2       0          0      0

         Total        2     0       0         2       0          0      0
[cloud@master ~]$ 

4.2 VirtualBox 설치
VirtualBox는 오라클Oracle에서 배포하고 있는 호스티드hosted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로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https://www.virtualbox.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그림 4.2). VirtualBox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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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VirtualBox 홈페이지

VirtualBox가 설치될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VirtualBox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다(그

림 4.3). 윈도우 사용자는 [Windows hosts]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우리는 리눅스 기반으로 설

치할 것이므로 [Linux distributions]을 선택한 후 현재 자신의 리눅스 배포판에 맞는 버전을 선정

한다(그림 4.4).

여기에서는 Ubuntu 20.04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Ubuntu 18.10 / 20.04]를 클릭하여 

해당 배포판을 다운로드한다. 다른 버전들도 실습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으므로 현재 실습 환

경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해 설치한다.

VirtualBox를 이용하다 보면 마우스 등 호스트 시스템과 가상머신 간 이동이 불편할 때가 많다. 가

상머신과 호스트머신 간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VirtualBox는 VirtualBox Extension Pack을 

제공하고 있다. 다운로드 페이지(그림 4.5)에서 VirtualBox Extension Pack을 같이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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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EC2 계정을 생성하고 간단하게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AWS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programming library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가상머신을 핸들링

handling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AWS EC2 콘솔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가상머신과 리소스를 웹 기반의 UIuser interface를 통해 핸들링하거나 동적으로 자

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WS의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필요하다.

9.1 동적 자원 관리 프로그래밍 구조
그림 9.1은 이번 장을 통해 프로그래밍할 전체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메

뉴를 통해서 AWS EC2와 통신하면서 원하는 가상머신을 프로그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9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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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AWS 자원 동적 관리 프로그램 화면

예를 들어 list instance명령을 통해서 AWS EC2에 존재하는 해당 계정의 인스턴스들을 리스트할 

수 있다(그림 9.2).

그림 9.2  list instance 실행 결과 화면

총 4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그중 2개는 중지stopped되었고 2개는 삭제terminated되었음을 보여준다. 참

고로 AWS EC2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종료하면 인스턴스가 삭제된다. 해당 리스트에서 바로 삭제되

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리스트에 보이다 완전히 삭제된다. 따라서 현재 보여지는 결과는 2개가 

종료된 상태이고 재시작이 불가능한 삭제된 인스턴스가 2개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9.2에 보이

는 결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으로 AWS에 접근하여 가상머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도로 이

해하면 된다.

이번 장에서는 궁극적으로 HTCondor 클러스터를 AWS EC2에 구성하는 것을 진행한다. 다만, 

AWS EC2 콘솔을 직접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인스턴스를 생

성하여 동적으로 HTCondor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중지시켜 HTCondor 클러

9 C H A P T E R  

9.1 동적 자원 관리 프로그래밍 구조 219



스터를 축소할 것이다. 그림 9.3은 동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과 AWS EC2와의 관계도를 보여준다.

그림 9.3  프로그램 툴을 통해 관리하는 AWS EC2 구성도

AWS EC2에는 HTCondor 마스터 노드 인스턴스가 실행되고, 슬레이브 노드(워커 노드)가 AMI 이미

지로 등록되어 있다. 만약, AWS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통해 인스턴스를 실행시키면, HTCondor 슬

레이브 노드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실행되어 자동으로 HTCondor 클러스터에 조인join하게 된다. 

HTCondor 마스터 노드에 접속하여 성공적으로 클러스터가 동적으로 확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Condor에 많은 작업이 들어와 클러스터를 확장해야 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HTCondor 슬레

이브 노드 AMI를 통해서 동적으로 수많은 HTCondor 슬레이브 노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어 

HTCondor 클러스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많은 가상머신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면 AWS는 이에 따른 과금을 부여한다. 만약 HTCondor에 실행

하는 작업이 없는 경우는 동적으로 유휴상태idle의 인스턴스를 종료하거나 중지하여 과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AW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인스턴스를 중지할 수 있다.

이번 장을 통해서 AWS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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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P T E R19
클라우드 기술의 데이터 센터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된다. 이번 장에

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기술적 조합이 필요하다. 우리는 크게 데이터 센터의 내부 구조, 데이

터 센터의 당면 과제, 효율적인 IT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19.1 데이터 센터의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의 자원을 운영하는 곳을 우리는 컴퓨팅 센터computing center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컴퓨팅 센터라는 이름보다는 데이터 센터data center라고 통칭해서 불린다. 데이터 센터

는 지엽적 의미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대규모의 컴퓨팅 인프라까지 포괄

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19.1.1 데이터 센터의 내부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림 19.1은 구글이 운영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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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구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팅 인프라, UPS와 발전시설, 항온항습 시설, 업무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그림 19.2).１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는 단순하게 컴퓨팅 인프라의 규모만 고려

해서는 안 되며, 컴퓨팅 인프라의 규모에 맞는 기반 시설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확장성까지 계산

하여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19.2  데이터 센터의 층별 구조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팅 인프라를 설치하는 공간보다도,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보조적인 시

설에 대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컴퓨팅 인프라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

이 중요하다. 전력은 PDUpower distribution unit을 통해 컴퓨팅 자원에 공급된다. PDU로 전송되는 전

１  https://www.ntt-f.co.jp/english/service/data_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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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불안정한 전력을 안정화하고 전력의 일시적인 정전에 대비하는 

장비인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가 필수적이다.

UPS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안정화하고 일시적인 정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 

시설로부터 전원을 같이 공급받는다. 일시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끊기면 배터리 시설을 통해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컴퓨팅 인프라에 전원 공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배터리는 컴퓨

팅 인프라의 규모와 서비스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컴

퓨팅 인프라의 서비스를 30분 내에 종료하는 경우라면 배터리를 통해서 30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전 시간이 길어지고, 크리티컬critical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할 경우 추가

적인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한데 주로 디젤 기반의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는 전력을 제공하는 회사(예: 한국전력)와 정전이 언제 복구되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된다.

그림 19.3은 외부전력이 데이터 센터로 인입되는 지점부터 실제 컴퓨팅 인프라에 공급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２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력이 중요한 만큼 전력을 이중화하여 안정성을 높이도록 데이터 센터

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전력 변전소 A 발전기

자동 전환 스위치 자동 전환 스위치
변압기

배터리 A

무정전 

전원장치(UPS)
무정전 

전원장치(UPS)

서버실 전원 

분배 장치

서버실 전원 

분배 장치

배터리 B

변압기

전력 변전소 B

서버 전원 

분배 장치

서버

그림 19.3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 시스템 구성

２  http://metrodatacenter.com/wp-content/uploads/2017/03/electrical-system-metro-data-cent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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