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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추천
사

구글의 신화는 스케일 업(scale up)에 대한 이야기나 다름없다.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이자 IT 중심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행보였다. 구글은 비즈니스와 IT의 융
합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정의한 최초의 기업 중 하나이며, IT 커뮤니티에 데브옵스(DevOps)
의 개념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기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현실화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직접 쓴 책이다.
구글은 전통적인 시스템 관리자(System Administrator)의 역할이 변화해 가는 시기에 성장한 기
업이다.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언제까지나 전통을 고수할 여유는 없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 또한 없다’는
듯이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나는 《Analytical Network and System Administration》의 머리
말에서 시스템 관리는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엔지니어링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아직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 나는 시스템 관리라는 분야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마법사
같은 것에 점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분야처럼 느꼈다. 그러다
가 구글이 실리콘밸리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SRE, 즉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Site Reliability
Engineer)라는 역할을 창출해 낸 것이다. 나의 친구 중 몇몇이 1세대 신뢰성 엔지니어였다. 그

들은 소프트웨어와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형태를 갖춰나갔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비밀주의가
지나치게 강해서 구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과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이 사뭇 달랐다. 구글은
독특한 경험을 쌓아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와 방식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책은 SRE에 대한 개념을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구글이 전설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출 수 있었던 방법은 물론 SRE에 대한 연
구와 학습, 그리고 그로 인해 도구와 기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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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린 정신으로 쉽지 않은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IT 문화는 기본적으로 배
타적인 성향이 있어서 탄탄한 입지와 전문성을 가진 자가 오히려 산업 전체를 후퇴하게 만들
기도 한다. 구글이 이러한 관성을 잘 극복했는지 여부 또한 이 책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책은 한 회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쓴 에세이의 모음이다. 중요한 사실은 한 회사의 목
표에 발맞춘 노력들은 그 목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들이 다뤘던 공통의 주제
와 공통의 특성(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각 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얽히고설킨 이해관
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강제적인 이
론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각자의 자부심을 걸고 각기 다른 성향과 각자가 축적한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바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
는 지적인(intellectual) 정직함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써 내려간 글들이다. 저자들 중 일부는 ‘절
대 그렇게 해선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조를 띠기도 하며, 또 다른 저자는
보다 철학적이고 실험적이며, IT 문화의 다양한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 두 가지를 자신
의 이야기에 잘 녹여내기도 한다.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았기에, 그리고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저자들에 대
한 존중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왜 X를 하지 않았을까?’, ‘왜 Y처럼 했을까?’, ‘앞으
로 몇 년 후에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라는 질문들은 그저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 기인
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예측한 것들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생
겨나는 질문들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미 실존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동
작하는 코드가 가장 중요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기본 원칙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최고 수준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도구는 각종 소
프트웨어와 인력, 그리고 데이터와 함께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서 유일한 컴포넌트였다. 이 책
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책의 핵심 가치
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코드나 디자인에 비해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구현된 결과물의 수명은 길지 않은 반면, 증명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통찰을 경험해볼 기회 또한 극히 드물다.
이 책은 한 회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사실,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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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라는 것이 교과서의 컴퓨터 아키텍처 도식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이야
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확장이 아니라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스케일링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전자 종이(electronic paper)만큼이나 큰
가치가 있는 셈이다.

IT 세계에서는 자기 비판적인 리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발명하거나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 동안 USENIX LISA는 IT 인프
라스트럭처에 대해 논의하는 유일한 콘퍼런스 커뮤니티였으며, 운영체제와 관련된 콘퍼런스도
겨우 몇 개 정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책은 구글의
역사적인 시대를 되짚어보는 드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의미로 서술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독보적인
지적 정직성으로 가득 찬 이 페이지들은 리더십과 겸손함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 또한, 희망
과 두려움, 성공과 실패가 어우러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저
자와 편집자들 덕분에 우리는 실제 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태동기를 거
치면서 얻게 된 여러 교훈 또한 함께 배울 수 있다.
마크 버게스(Mark Burgess)
《In Search of Certainty(확실성에 대한 연구)》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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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모든 작업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
지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신뢰성 및 확장성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구글이라는 세계 굴지의 IT 기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높은 품질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데브옵스(DevOps)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한 모델이
다. 기존의 데브옵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나 저장소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
성, 모니터링 및 알림 시스템의 구축, 빌드 및 배포 자동화 등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SDLC)와 관련된 여러 작업들의 수행 및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에 집중한

다. 반면,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인프
라스트럭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까지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제품이
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함께 해결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조직이 필요한 이유, 해당 조직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조직을 이끄는 방법, 이 조직에서 수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그에 대한 권장 사례
들에 대해 지난 십여 년간 구글이라는 조직이 연구하고 적용하며 겪어온 경험과 시행착오들
을 모두 풀어놓고 있다.
세계 굴지의 IT 기업인 구글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한 만큼 이 책의 기술적 수준은 상당히 높
은 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
적 손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예제가 거의 없어서 막상 독자들의
조직에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난감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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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책은 물론 정책적, 전략적, 인문학적으로 도입해야 할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현직 개발자가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갖추기 위한 책
이 아니라,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조직의 문화와 이념, 그리고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개
발자와 기술 조직의 리더들에게 더욱 유익한 책이다.
지금까지 18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쌓아 온 역자에게도 이 책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진취적이
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었다. 모쪼록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개발자로
서 또는 기술 조직의 리더로서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확장 가능한 서비스나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량과 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늦어진 번역 일정에도 깊은 신뢰로 기다려
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
상 그렇듯이 주말 내내 번역 작업에만 몰두하는 남편과 아빠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7년 남반구의 폭염 속에서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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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를 낳을 때는 많은 고
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다. 소프트웨어 엔
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출시한 이후보다는 출시하기 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
럼 보이지만, 사실 시스템의 총비용 중 어림잡아 40%~90%가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발생한
다.1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가 완료되어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
웨어를 ‘안정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에 대해 비교적 신경을 덜 쓰
는 형태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이라는 것이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소
프트웨어 객체를 처음부터 배포와 운영, 개선,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명주기를 다
루는 방법 또한 존재해야 한다. 이 방법은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사용하지만(그리고 반드시 활
용해야 하지만), 여타의 엔지니어들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구

글의 답변이 바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실, 구글의 모든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단어 하나씩 쪼개어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SRE들은 엔지니어라는 점이다. 우리는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분산 환경에서 동작하는 대형 컴퓨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한다. 때로는 제품 개발에 필

1 추산의 오차가 크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la02]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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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구
하는 추가 기능들, 예를 들면 백업이나 로드 밸런싱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도 한다. 사실, 이
런 기능들은 여러 시스템에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상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해결
책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 고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에 집중한다. SR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구글
의 24/7 운영 부서 VP인 벤 트레이노 슬로스(Ben Treynor Sloss)는 신뢰성을 모든 제품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정의한다.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존재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성2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SRE는 더욱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디자인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
나 우리의 노력을 단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충분
히 안정적인’ 경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3
마지막으로, SRE는 우리의 분산 컴퓨팅 환경상에서 구현된 서비스의 운영에 집중한다. 이런
서비스 중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수백만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
는 이메일 시스템, 혹은 구글의 출발점이었던 웹 검색 등도 포함된다. 원래 SRE에서 ‘사이트’
란 google.com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지금은 더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빅테이블
(bigtable) 같은 내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GCP)처

럼 외부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들이다.

SRE를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웹서비스의 세계에서 발전했으
며, 어쩌면 우리가 가진 독특한 인프라스트럭처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은 그다지 놀랄 만한 사
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후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프트웨
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신뢰성이란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것 역시 놀라
운 사실은 아니다.4 서버 측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바꾸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작

2 우리는 신뢰성에 대해 [Oco12]에 따라 ‘어떤 시스템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에 장애 없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
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우리가 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대형 웹사이트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들이다. 원자력 발전소나 비행기, 의료 장비 혹은
다른 안전 중심적인(satety-critical)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33장에서는 우리가 채택한 접근 방법과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는 접근 방법을 비교해본다.
4 이 책에서는 업계 표준 용어인 데브옵스(DevOps)를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간주한다. 분명히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무
게 중심을 두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 업무를 줄이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
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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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기도 하거니와 변화 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모든 종류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웹서비스라는 분야는 SRE라는 역할이 출현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다.
구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웹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 방법이 다른 조직 및 커뮤니티에도 적용 가능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지금
까지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조직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하
고, 또 그로 인해 SRE의 역할과 의미를 더욱 잘 정의하고자 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이 책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그
리고 구글에 특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특정 주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
개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토대로 독자들이 각자 처한 환경을 위한 어떤 결론
을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 책의 내용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문맥으로 수립하고 보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이 되는 자료들 ― 구글의 프로덕션 환경 및 내부 소프트웨어와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
프트웨어 간의 매핑 정보 ― 역시 제공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경험들을 최
선의 것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보안과 마찬
가지로 신뢰성 역시 일찍 고려할수록 좋다. 이는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고민
거리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구현하려는 소프트웨어 역시 구글이 만들어가는 그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비교적 가볍게라도 신뢰성에 대해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에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구조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적용할 수 있었던 훈련과 의사소
통, 그리고 회의 등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러분의 조직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의 규모의 간극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조직에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SRE의 역할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정식으로 SRE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육성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사
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의 교차점에 서 있다. 뉴턴(Newton)처럼 세계 최초의 물리
학자는 아니지만 최후의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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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보자. 누가 최초의 SRE였을까?
우리는 MIT에서 진행했던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마가렛 헤밀턴(Margaret Hamilton)이
최초의 SRE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5 그녀는 ‘문화의 일부는 모든 사람과 모
든 것으로부터 적어도 기대했던 것들을 포함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녀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린 딸 로렌(Lauren)이 함께 일하러 온 적이 있었다.
당시 팀의 몇몇 구성원이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
다. 어린아이들이 으레 그렇듯이, 로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DSKY6의 키들을 잘못 건드
려서 충돌 시의 ‘임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미드코스7에
서 실제 우주비행사가 부주의로 발사 준비 프로그램 P01이 실행됐다는 경고가 팀에 전달된다.
(P01 임무를 부주의로 실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왜냐하면 모든 항해 데이터가 삭제되며, 컴퓨터는
항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의 조종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SRE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마가렛은 탑재된 비행 소프트웨어에 우주 비행사가 실수로 비
행 중에 P0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특정한 에러를 체크하는 코드를 추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NASA의 높으신 양반들이 보기에 이는 불필요한 변경이었다.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러를 검사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대신, 마가렛
은 임무 명세 문서를 수정해서 ‘비행 중 P01을 실행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문
구는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항상 우주비행사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절대 실수할 일이 없을 거라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마가렛이 제안했던 보호장치는 명세를 수정한 후 며칠 뒤에 수행된 아폴로 8 임무
때까지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주비행사 짐 로벨(Jim Lovell), 윌리엄 앤더스(Willam
Anders) 그리고 프랭크 보먼(Frank Borman)이 비행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미드코스 임무

를 수행하던 도중 짐 로벨이 실수로 P01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말았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
스였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다. 사실, 이 문제는 대
안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항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우주비행사가 집에 돌아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 고맙게도 수정된 문서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5 여기서 소개하는 일화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의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장을 하기도 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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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and KeYboard의 약자로, 아폴로 가이드 컴퓨터가 사용하던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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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의 로켓 분사가 끝나고 대기권으로 재돌입하기까지의 비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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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임무를 복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다.
마가렛이 말했듯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의 실수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P01의 사전 실행 오류를 탐지하고 소프트웨어를 복구하
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들은 얼마 되지 않아 승인을 받게 된다.
비록 아폴로 8 사건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일화는 현재 엔지니어들의
일상에도 직접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시스템을 위해,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조직을 위해, 또
는 여러분이 관리하는 조직을 위해 SRE를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준비와 문서에 대한 철저
함과 헌신, 믿음, 그리고 무언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이 새로운 직종과의 조우를 환영한다.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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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하
여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은 구글의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쓴
일련의 에세이다. 그래서 한두 명의 저자가 쓴 일반적인 책들과는 다르게 콘퍼런스가 진행되
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각 장은 연결된 전체 내용 중 일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집필
되었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별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만일
참고가 될 만한 다른 문서들이 있다면 참조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특별한 순서와 관계없이 읽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2장이나 3장에서 시작할 것을 권
한다. 이 두 개의 장에서는 구글의 제품 환경과 위험에 대한 SRE의 접근법 등을 각각 소개한
다(위험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다). 당연하겠지만, 이 책을 정독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이 책을 구성하는 장들은 각각 원칙(2부), 실습(3부) 그리고 관리(4부) 등
의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 또한, 각 장마다 간략한 소개와 하이라이트가 제공되며, 구글
의 SRE들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들에 대한 참조 또한 제공된다. 또한, 이 책을 위한 웹사이트
https://g.co/SREBook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유용한 리소스들을 제공한다.
이 책을 작업하면서 우리 편집자들이 행복했던 만큼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유용하고 흥미로
운 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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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이 아이콘은 팁이나 제안사항을 표현한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전달사항을 표현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현한다.

코드 예제 활용법
이 책을 읽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은 온라인(https://g.co/SREBook)을 통해 제공한다.
이 책은 여러분이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인 책이다. 통상적으로 예제 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아마 독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문서에 그 예제 코드를 사용하려 할 것
이다. 코드의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
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예제 코드 중 일부를 발췌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Reilly 책의 예제 CD-ROM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에는 우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온라인 포럼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예제 코드를 발췌해
서 답변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우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이 책의 예제 코드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의 제품의 문서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이 책의 정보를 언급해준다면 고맙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
다. 그 정보란 건 대부분 제목, 저자, 출판사 및 ISBN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이트 신뢰
성 엔지니어링》(벳시 베이어, 크리스 존스, 제니퍼 펫오프, 니얼 리처드 머피 지음, 제이펍, ISBN 979-1188621-08-8) 같은 정보다.

만일 예제 코드를 사용하는 범위가 앞서 언급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jeipub@gmail.com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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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강전희(CJ E&M)

SRE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PM으로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운영 환경
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분량이 방대하
여 짧은 시간에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공민서(엔트로피랩)
제목만 보고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을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만 보고 난 후의 느낌은 단지 “아, 오해였군!”이었습니다만, 읽어갈수록 제가 평소 고민
해 왔던 “개발 단계와 운영/유지보수 단계를 잘 조율할 방법이 뭘까?”, “구글의 시스템 내부와
규율은 뭘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제 내공과 실력이 부족했지만, 언젠가는 꼭 이해하고 싶을 만큼 좋은 책입니다!
김준호(티맥스 클라우드)
이제는 대세가 된 데브옵스 혹은 인프라 엔지니어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어떻게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99.9%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인프라의 각 파트별로 이론부터 사례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IT 관련 서적은 기능 구현이나 애자일 같은 빠른 구현에 치중해 있었는데, 품질
이나 인프라에 관련된 서적이 출간되어서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아쉬운 점을 들자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음차한 표기들은 영어를 병기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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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엔씨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한 책이며, 실제 업무
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의도한 테스트
혹은 장애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는 구글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
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순차적으로 읽고 학습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장을 그때그때 발췌
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왜 세계 최고의 IT 회사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책이며, 출판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
한마디로, 구글에서 이뤄졌던 구체적인 사례가 풍부하여 SRE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책!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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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RT

소개

제1부에서는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이란 무엇이며, 현재 IT 분야
의 사례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구글의 기술 운영 감독 부사장이자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만
들어낸 벤 트레이노 슬로스(Ben Treynor Sloss)가 SRE의 의미와 업무 방식, 그리고 IT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존 방식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구글의 프로덕션 환경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이 책의 나머지 내용을 읽는 데 필
요한 용어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2

PART I 소 개

1
CHAP TER

소개

벤자민 트레이노 슬로스(Benjamin Treynor Sloss)1 지음
벳시 베이어(Betsy Beyer) 편집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 보수적인 SRE가 남긴 말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스템, 특히
대용량 작업을 수행하는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를 활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기업들은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자들(systems administrators)
을 채용해왔다.

1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 구글 SRE 조직의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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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
운영팀
이 시스템 관리자 혹은 sysadmin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들을 모아 이들이 함께 동작하도록 배포함으로써 서비스를 구축해 나간다. 그런 후에는 서비
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업데이트에 대응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다. 시스템의 복잡
도와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이벤트와 업데이트 역시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
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팀의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사실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
은 제품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스킬과는 완전히 다른 스킬을 요구하므로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
자는 ‘개발(development 또는 dev)’팀과 ‘운영(operations 또는 ops)’팀으로 나뉘게 된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를 두면 몇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서비스를 운영
하고 지탱하는 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회사라면 시스템 관리자를 고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
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을 배우고 실험해볼 수 있는 수많은 예시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이미 풍부하다.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다)는 물론 시스템 통합을 업으로 삼는 회사들도 많아
서 설령 시스템 관리팀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팀을 개발팀과 별개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런 단점들은 크게 직접 비용(direct costs)과 간접 비용(indirect costs)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명확하다. 변경이력(change) 관리와 이벤트 처리를 모
두 수작업에 의존하는 팀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와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 역시 증가하므로 팀의 규모가 커져 결국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개발팀과 운영팀을 나누는 데 필요한 간접 비용은 소소하지만, 종종 직접 비용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팀의 배경 지식과 스킬, 동기 유발 조건 등
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둘은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한다. 위
험 요소나 기술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예측하고,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목
표 수준 역시 서로 다르게 예상한다. 이 두 그룹을 나누면 동기는 물론, 의사소통, 목적, 그리
고 궁극적으로는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는 병리학만큼
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운영팀과 그에 맞대응하는 제품 개발팀 간에는 충돌이 종종 발생하며,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빨리 프로덕션 환경에 릴리즈할 것인가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하고 사용자들이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반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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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선호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변화(새로운 설
정, 새로운 기능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 트래픽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 두 팀의 목표는 본질

적으로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각자의 관심거리를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언제든 원하는 것을 출시하고 싶다”와 “우리는 한 번 시스템이 동작하기 시작하
면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의 대립이랄까). 또한 각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위험에 대한 예측

이 서로 다르므로 종종 자신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
다. 운영팀은 새로운 문을 개방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새로 출시할 기능에 대한 리뷰에 지금까지 장애를 유발했
던 모든 문제점을 나열하기도 한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분량의 리뷰가 될 것이며, 각 항목들의
가치도 제각각일 것이다. 개발팀은 이런 요구에 답하는 방법을 재빠르게 익힌다. 그래서 ‘출시’
라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하고, ‘플래그(flag) 변경’이나 ‘정기 업데이트’ 또는 ‘선별적 수정’ 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더 적은 수의 기능들이 출시 리뷰를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기능을 잘게 나누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다.

서비스 관리에 대한 구글의 해법: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충돌(conflict)이 필연적인 요소는 아니다. 구글은 시스
템 운영에 대해 약간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구글의 SRE팀은 제품을 운영하고, 때로는
시스템 관리자가 수동으로 처리하던 일을 대신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를 채용한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정의하는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ite Reliability Engineering, SRE)이란 정
확히 어떤 개념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SRE란 운영팀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말한
다. 필자는 2003년 구글에 입사해서 7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프로덕션팀(Production Team)’
을 맡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만 경험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 SRE(Site Reliability
Engineer)로서 일하게 되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관리했다. 이

팀은 오늘날 구글의 SRE팀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평생을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로 살아왔던 사람들로만 구성된 팀이었다.

서비스 관리에 대한 구글의 해법: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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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에 대한 해법으로서 구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각 SRE팀을 어떻게 구성
하느냐는 것이었다. SRE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SRE 중 50%~60%는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엔
지니어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40%~50%는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링 자격 요건에 아주 근접한 사람들(예를 들면 요구되는 기술 항목의 85%~99%를 만족하는 인력
들)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SRE팀에는 유용한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이 두 그룹에 공통으로 필요한 인력은 유닉스 시스템 전문가와 네트워
킹 OSI 레이어 1 ~ 레이어 3까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재능을

SRE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을 수 있었다. SRE팀 내부에서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업무 능
력의 발달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했는데, 현재까지 이 두 부류의 엔지니어들의 성과에 대해서
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SRE팀의 배경적 차이점은 오히려 여러 기술이 집
약된, 독창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탄생시키곤 했다.

SRE 채용에 대한 구글의 접근법의 결과로 구글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완
성하게 되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작업을 직접 손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세 싫증 내는 부류
며, 두 번째 부류는 비록 그 해결책이 복잡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까지 사람이 손으로 하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부류다. 게다가 SRE팀
은 나머지 개발 조직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SRE팀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운영팀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전문성을 지닌 엔지니어들과
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성향과 능력을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SRE팀은 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끊임없이 엔지니어
링을 추구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그 부담을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의 크기에 따라 전통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비스가 지원되는 제품이 성공하게 되면 운영 업무에 대한 부담은 트래픽과
함께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같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채용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숙명에서 벗어나려면 서비스를 관리하는 팀은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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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일감에 파묻히게 될 뿐이다. 그래서 구글은 SRE팀에 티켓, 전화 응대, 수작업 등, 소
위 ‘운영’ 업무에 최대 50%의 시간만 투입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는 SRE팀이 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다. 이 시간은 최대상
한값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SRE팀의 운영 부담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부분은 개발
작업에 투입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문제없이 동작하며 스스로 복구가 가능
한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스템이 자동화되는(automated) 것이 아
니라 자동적(automatic)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시스템의 규모 변화와 새로운 기능의 등장으
로 인해 SRE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구글의 첫 번째 규칙은 SRE팀은 반드시 남은 50%의 시간을 오롯이 개발을 위해 활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SRE가 어
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측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팀이 개발 작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종종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개발팀에 일부 전가된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운영 책임이 없음에도 새로운 팀원이 팀
에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운영과 개발 업무 사이의 균형
을 의도적으로 조율함으로써 SRE가 서비스의 운영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곧 대용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구글의 SRE 접근법에 많은 장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SRE들은 모두 구글의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코드를 수정하므
로 SRE팀은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팀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한 운영 중심의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시스템의 규모를 시스템의 크기에 맞춰 향상시키고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SRE들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SRE팀을 도입함으로써 개발과 운영의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우리 제품 개발팀의 성장에
도 도움이 되었다. 제품 개발팀과 SRE팀 간에 손쉬운 업무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구성원
들이 두 분야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
런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개발자들은 수많은 코어를 가진 분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
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SRE 모델은 독특한 도전과제가 즐비하다는 특징도 있다. 구글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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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당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SRE의 채용이다. SRE 후보자가 제품 개발자 채용 과정을
통해 다른 엔지니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SRE에 대한 채용 기준이 코딩 및 시
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전반에 걸쳐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력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차별화되는 것
들이므로 SRE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업계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리고 SRE팀을

일단 구성하고 나면, SRE의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접근이 남다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SRE들이 에러 해결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소모해서 이번 분기 내에는
더 이상 새로운 릴리즈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릴 수도 있다. SRE들의 시간을 앗아간
에러들이 제품 개발팀에 의해 발생한 것들이 아니라면 제품 개발팀은 이러한 결정에 쉽게 동
의할 수 없을 것이다.

데브옵스와 SRE
데브옵스(DevOps)라는 단어는 2008년 후반에 등장해서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2016년 초)까지도 여

전히 사용되고 있다. 데브옵스의 핵심 철학, 즉 시스템의 디자인과 개발의 각 단계에 모두 관여한다
는 점, 자동화 및 인적 자원의 노동력에 크게 의지한다는 점, 엔지니어링 기술과 도구를 운영 업무에

활용한다는 점 등은 모두 수많은 SRE의 원리 및 사례들과 일치한다. 혹자는 데브옵스를 SRE의 여러
원리를 좀 더 폭넓은 조직과 관리 구조 및 개인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화한 모델로 바라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SRE를 약간 독특하게 확장된 형태의 데브옵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SRE의 신조
업무의 흐름과 우선순위, 그리고 일상적인 운영 업무들은 SRE팀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므
로 모든 SRE팀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고 같

은 주요 신조를 공유한다. SRE팀은 가용성(availability), 응답 시간(latency), 성능(performance),
효율성(efficiency),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 모니터링(monitoring), 위기 대응(emergency
response),

그리고 서비스의 수용량 계획(capacity planning)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SRE팀

이 주변 환경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원리들을 문서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은
제품 개발팀뿐만이 아니라 테스트팀, 사용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규칙들과 실무 사례들
을 통해 운영 업무보다는 엔지니어링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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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절에서는 구글 SRE들의 주요 신조를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링에 집중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구글은 SRE가 운영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
다.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코딩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
기 위해 우리는 SRE가 수행한 운영 업무의 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초과 운영 업무가
발생하면 이는 제품 개발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운영 업무 수행률이 다시 50% 이하로 떨어
질 때까지 버그와 티켓을 개발팀 관리자에게 다시 할당하거나, 개발자를 전화 담당 순환 업무
에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피드백을 얻음과 동시에 개발자가 시스템
을 개발할 때, 사람이 관여하는 관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전체 조직, 즉 SRE와 개발팀 전체가 안
전장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운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충분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
과를 볼 수 있다.

SRE가 운영 업무에 집중할 때는 업무를 교대하기까지 보통 8시간~12시간의 업무 시간 동안
최대 두 건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한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해당 업무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
하게 처리한 후, 주변을 정리하고 포스트모텀(postmortem)을 작성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만일 업무 교대 주기 내에 두 건 이상의 업무가 발생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관찰
하지 못하므로 결국 엔지니어가 문제의 해결 과정을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게다
가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장애 알림에 대한 피로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반면,

SRE가 업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업무도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모든 심각한 장애에 대해서는 알림 여부를 떠나 반드시 포스트모텀을 작성해야 한다. 알림을
발생시키지 않은 건에 대한 포스트모텀이 더 중요한 이유는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장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현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발견
된 모든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 마지막으로 같은 문
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한다. 구글의 포스트모텀 문화는 특정인
을 비난하기보다는 실수를 공유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자신의 단점을 피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
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로 이미 정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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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최대한 수용한다
제품 개발팀과 SRE팀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을 해소해 나
가면서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충돌(structural conflict)이란 혁
신의 속도와 제품의 안정성 사이에서 발생하며,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충돌은 간접적으로 발
현되기도 한다. SRE팀에서는 이런 충돌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러 예산
(error budget)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에러 예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신뢰성 목표를 100%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 설
정이라는 관찰 결과에서 유래한 것이다(물론 페이스메이커와 자동차의 ABS 브레이크는 신뢰성 100%

라는 목표가 유효한 몇 안 되는 예외다). 통상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혹은 시스템이든 간에 신뢰

성 100%라는 목표는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누구도 시스템이 100% 가용할 때와 99.999%
가용할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서비스 간에는 매우 다양한 경로
의 시스템들(사용자의 노트북, 가정의 와이파이, ISP, 전력 공급선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전반적으
로 이런 시스템들의 가용성(availability)은 99.999%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99.999%와 100%
사이의 미세한 차이점은 결국 다른 시스템의 불가용성(unavailability)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결
국, 사용자로서는 그 0.001%의 가용성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의 효과를 전
혀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100%의 신뢰성이라는 목표가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목표가 시스템을 위한 적
절한 수준의 목표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과 관
련된 질문이다. 다음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 사용자들의 제품 사용 행위가 일정할 경우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의 가용성은 어
느 정도일까?
• 제품의 가용성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 가용성 수준이 달라지면 사용자의 제품 활용 행태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업부나 제품 담당 부서는 시스템의 목표 가용성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일단 목표가 설정
되면 에러 예산은 1에서 목표 가용성을 뺀 값이다. 즉, 서비스의 목표 가용성이 99.99%라면
불가용한 상태인 경우는 0.01%에 해당한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0.01%의
불가용성이 서비스의 에러 예산(error budget)이다. SRE팀은 이 에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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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에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개발팀은 항상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SRE가 새로운 기능들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감
수해야 할 모든 위험을 처리하는 데 에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바로 이 점
이 에러 예산의 전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SRE의 행위들을 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개념화
하면, 새로운 기능의 단계적 출시와 1%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기능 출시와 같은 전략
을 통해 에러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러 예산을 도입하면 개발팀과 SRE의 동기(incentives)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 역시 해소할
수 있다. 에러 예산이 도입되면 SRE들은 더 이상 ‘무정지 시스템’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그 대신 SRE팀과 제품 개발팀이 기능의 출시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러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시스템이 정지하더라도 더 이상 상
황을 장애 상황으로만 여기지 않고 혁신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상황
이 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개발팀과 SRE팀은 정신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최우선 수단 중 하나로, 서비스의 소유자가 계속해서 시스템의 상태와 가용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전략 역시 철저한 계획하에 수립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은 특정한 값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이 값이 한계치를 초과하거
나 상태의 변화가 감지되면 이메일을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이메
일 알림은 그다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사람이 이메일을 읽어보고 대응을 해야 할지 말
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모니터링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
고 사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장애에 관한 판단은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고 반드시 어떤 대응
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알림이 도착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알림(alerts)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이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

SRE의 신조

11

티켓(tickets)

사람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자
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며칠 내로 대응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다.
로깅(logging)

누군가 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분석이나 조사를 위해 기록되
는 내용이다. 누군가 긴급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굳이 이 로그를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이다.

긴급 대응
신뢰성이란 어떤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동작했던 평균 시간(Mean Time To
Failure, MTTF)과 평균 수리 시간(Mean Time To Repair, MTTR)을 의미한다[Sch15]. 이 중 긴급

대응(emergency response)의 효율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치는 대응팀이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
태로 복구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인 MTTR이다.
사람이 개입하면 시간이 지연된다. 비록 실질적인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랍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보다 더 높은 가용
성을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는 사람이 대응책을 생각
하고 행동 지침 문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대비

MTTR이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능력이 출중한 대응 엔지니어도 일을 잘 해냈
지만, 행동 지침을 바탕으로 잘 훈련된 엔지니어가 훨씬 더 일을 잘 해냈다. 행동 지침이 제아
무리 잘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똑똑한 엔지니어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잘 정리된 포괄적인 행동 지침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글 SRE팀은 장애 대응 지침과 더불어 엔지니어들이 장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첨2을 통해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변화 관리
SRE는 대략 70% 정도의 장애 상황이 서비스 중인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발
견했다. 이 부분에 관한 모범 사례는 자동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2 468쪽의 “장애 상황을 가정한 역할 수행”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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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단계적 출시
•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기
• 문제 발생 시 안전하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사용자와 운영팀이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배제하면 피로도, 숙련도/무시, 반복 작업에 대한 부주의 등
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 결과 출시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수요 예측과 수용 계획
수요 예측과 수용 계획은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고 필요한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
용력과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다지 특별히 언급할 점은 없지만 놀랍게도 상당수
의 서비스와 팀들이 필요한 수용력을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수용 계획은 (사용자가 제품을 채택하고 활용하면서 생겨나는) 자연적 성장과 (새로운 기능의 출시, 마
케팅 또는 사업부가 주도하는 다른 변화들의 결과로 생겨나는) 인위적 성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수용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자연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한 수용력을 확보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자연적 수요와 인위적 수요를 정확하게 합산하기
• 원천적인 수용력(서버, 디스크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시스템 부하 테스트
수용력은 가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SRE팀은 반드시 수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프로
비저닝 역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provisioning)은 변화 관리와 수용 계획을 합한 개념이다. 경험상, 수용 계획은 비용
이 많이 소모되므로 프로비저닝은 꼭 필요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반드시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용력을 확보
할 수 없게 된다. 수용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특정 지역에 서비
스를 개설하고, 기존의 시스템(설정 파일, 로드밸런서, 네트워크 등)의 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SRE의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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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시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부하 분산보다 훨씬 위험한 작업이며,
특별히 주의해서 취급해야 하는 작업이다.

효율성과 성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서비스가 비용에 민감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이다. SRE는 결국 프로비저닝을 관리하므로 자원의 활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원의 활용이란 주어진 서비스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서비스를 위해 세심하게
수립된 프로비저닝 전략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비스의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원의 사용은 수요(부하), 수용력,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SRE는 수요를
예측하고 수용력을 결정하며,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부하가 커질수록 느려진다. 서비스의 속도 저하는 수용력의 저하를 의
미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느려진 시스템은 무한대로 느려져 결국 동작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SRE는 수용력을 확보하여 목표한 응답 속도를 확보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성능에
관심을 둔다. SRE와 제품 개발자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개선해서 수용력
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3

마무리하며
SRE 접근법은 지금까지 대용량의 복잡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모범 사례들과는 확
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
했던 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작됐지만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일련의 원리와 사례, 동기, 그
리고 방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원리 중 한 분야가 되었다. 이 책의 나머지를 통해 SRE의
길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3 이 두 팀의 협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497쪽의 “의사소통: 운영 환경 회의”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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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SRE 관점에서 바라본
구글의 프로덕션 환경
JC 반 윈켈(JC van Winkel) 지음
벳시 베이어(Betsy Beyer) 편집
구글의 데이터센터는 평범한 데이터센터나 작은 규모의 서버 팜(farm)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런 차이점 덕분에 특별한 문제점과 기회를 모두 얻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구글의 특색 있는 데
이터센터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에 관해 설명하고,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용할 용어에
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하드웨어
구글의 대부분의 컴퓨터 자원은 구글이 전원 공급, 냉각 기능, 네트워크 및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모두 직접 디자인한 데이터센터에 있다[Bar13]. 다른 데이터센터와는 달리 구글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모든 데이터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1 이 책에서는 서버 하드웨어와 서버
소프트웨어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단어들을 사용한다.
1 거의 모든 하드웨어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일부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세대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간혹 데이터센
터를 구축한 이후 증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하드웨어는 같은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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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machine)

하드웨어(혹은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를 의미한다.
서버(server)

서비스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머신은 어떤 서버든지 구동할 수 있으므로 머신이 구동할 서버 프로그램을 특정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메일 서버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서버는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클러스터 운
영 시스템인 보그(Borg)가 자원의 할당을 책임진다.
서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서버라는 단어는
통상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하는 바이너리’와 머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합한 의미가 있다. 하
지만 구글에서의 컴퓨팅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일단 우리가 표현하는 서버의 의미에 익숙해질수록 구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책
에서도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림 2-1은 구글 데이터센터의 토폴로지(topology)를 도식화한 것이다.
• 수십 대의 머신이 랙(rack)에 장착되어 있다.
• 랙은 일렬로 늘어서 있다.
• 하나 또는 여러 랙이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후드(Hood) 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머신

클러스터

랙

데이터센터 캠퍼스

그림 2-1 구글 데이터센터 캠퍼스 토폴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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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 통상 데이터센터 건물 내에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갖춰져 있다.
• 근거리의 여러 데이터센터 건물이 모여 캠퍼스를 이룬다.
데이터센터 내의 머신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우리는 수만 개의 포트(port)로 이루
어진, 엄청나게 빠른 가상 스위치(virtual switch)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구글이 직접 만든 수
백 대의 스위치를 연결하여 주피터(Jupiter, [Sin15])라는 이름의 클로스 네트워크 패브릭(Clos
network fabric, [Clos53])2을 구성했다. 이러한 거대한 구성 덕분에 주피터는 서버 간 통신을 위

해 1.3Pbps의 양방향 대역폭을 지원한다.
데이터센터들은 B4[Jai13]라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백본을 통해 연결된다. B4는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공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인 오픈플로(OpenFlow)를 사용한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다. 적절
한 수의 사이트에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며, 탄력적인 대역폭 조정 기능을 통해 평균 대역폭
을 극대화한다[Kum15].

하드웨어를 ‘조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우리가 보유한 하드웨어는 반드시 엄청난 규모의 하드웨어를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
해 제어 및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드웨어 결함도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클러스터에 많은 수의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내장된 경우, 하드웨어 상의 문제는 매
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 해 동안 대략 한 클러스터에서 수천 건의 머신 장애와 수천 건의 하
드 디스크 결함이 발생한다. 이 숫자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클러스터의 수를 곱하
면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 결함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추상화하여 사
용자는 물론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도 이런 하드웨어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었
다. 각 데이터센터 캠퍼스에는 하드웨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팀이 배치
되어 있다.

2

역주 1950년대에 전화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형태의 네트워크로 현대의 데이터센터에서는 높은 성능과 장애 복구를 위한 아키텍
처로 사용되고 있다.

하드웨어를 ‘조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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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관리하기
그림 2-2는 보그(Borg)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식화한 것이다. 보그는 아파치 메조스3(Apache
Mesos)와 유사한 분산 클러스터 운영 시스템이다[Ver15]. 보그는 주어진 작업을 클러스터 수준

에서 관리한다.

클러스터
보그 마스터(BorgMaster)

Tools
스케줄러

영구 저장소
(paxos)

보글릿
(Borglet)

도구

설정
파일

보글릿
(Borglet)

그림 2-2 보그의 클러스터 아키텍처

보그는 사용자의 잡(job)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잡이란 서버를 계속
해서 구동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맵리듀스(MapReduce, [Dea04]) 같은 일괄(batch) 작업을 구동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잡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때에 따라서는 수천 개의) 태스크(task)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모든 클러스터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그는 새로운 잡을 실행할 때
태스크를 수행할 머신을 탐색한 뒤, 해당 머신에게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
런 후에는 태스크들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일 태스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
으면 해당 태스크를 강제로 종료시킨 후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 새로 시작되는 태스크는 다른
머신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태스크들은 여러 머신에 할당되므로 단순히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의지해서는 태스크를 제대
로 참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그는 새로운 잡을 시작할 때 보그 이름 서비스

3 일부 독자들은 보그의 후속 제품으로 구글이 2014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오픈 소스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 프레임워크인 쿠버네
티스(Kubernete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kubernetes.io와 [Bur16]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
러 보그와 아파치 메조스와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Ver1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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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g Naming Service, BNS)를

통해 고유한 인덱스 번호와 이름을 각 태스크에 할당한다. 다

른 프로세스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 대신 BNS 이름을 통해 보그 태스크에 연결할 수 있으
며, 이 BNS 이름은 BNS에 의해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BNS 경로는
/bns/<cluster>/<user>/<job name>/<task number>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주소는

나중에 <IP address>:<port>와 같은 형태로 해석된다.
보그는 잡을 위한 리소스 할당 역시 담당한다. 모든 잡은 필요한 리소스를 명시해야 한다(예를
들면 3개의 CPU 코어, 2GB 램 등). 보그는 모든 잡들에 명시된 요구 사항 목록을 이용해서 태스

크들을 적절한 머신에 할당한다. 이때 태스크가 실패할 경우도 고려한 최적의 머신을 선택하
게 된다(예를 들면 보그는 특정 잡의 모든 태스크를 같은 랙의 머신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해
당 랙의 스위치가 지정된 잡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태스크가 요청한 것 이상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보그는 해당 태스크를 강제로
종료시킨 뒤 다시 시작한다(그 이유는 태스크의 실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실패하
더라도 일단은 재시작해서 동작하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저장소
태스크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머신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지만, 영구 저장소를 지원하
기 위해 다양한 클러스터 저장소 옵션 또한 구현하고 있다(또한, 머신에 사용하던 저장 공간을 클
러스터 저장소 모델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픈 소스 기반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인 러스

터(Lustre)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을 활용하고 있다.
저장소 계층은 사용자에게 클러스터 환경에서 쉽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제
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3과 같이 저장소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다.
1. 가장 낮은 계층은 D 계층(요즘은 광학 디스크와 플래시 저장소를 함께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쨌
든 디스크(disk)에서 따온 것이다)이라고 부른다. D 계층은 클러스터 내의 거의 모든 머신이

실행하는 파일 서버다. 그러나 사용자로서는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느 머신에 저장되어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 계층이 필요
하게 된다.
2. D 계층 위에는 콜로서스(Colossus)라고 부르는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 계층은 클러스터

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처럼 동작하며 복제와 암호화까지 지원한다. 콜로서
스는 구글 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GFS)의 후속 제품이다[Ghe03].
하드웨어를 ‘조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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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스토어
(작음)

스패너

(큼)

빅테이블

콜로서스

D

로컬 하드 디스크 혹은
플래시 드라이브

그림 2-3 구글 저장소 스택의 일부

3. 콜로서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a. 빅테이블(Bigtable, [Cha06])은 페타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빅테이블은 로우 키(row key), 칼럼 키(column key)
그리고 타임스탬프(timestamp) 등으로 인덱싱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분산되어 영구
적으로 저장되는 다차원 정렬 맵(multidimensional sorted map)이다. 맵에 저장된 값들
은 해석되지 않은 바이트의 배열이다. 빅테이블은 결과적 일관성(eventually consistent),
데이터센터 간 복제 등을 지원한다.
b. 스패너(Spanner, [Cor12])는 실시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전 세계의 사용자에게 SQL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c. 블롭스토어(Blobstore)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옵션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제26장 참조).

네트워킹
구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관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구글은 오픈플로
(OpenFlow) 기반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스마트한’ 라우팅 하드웨어 대신 비교적

저렴한 ‘모자란’ 스위칭 컴포넌트와 (이중화된) 중앙 컨트롤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적합한 경로를 사전에 계산해둔다. 그래서 비용이 큰 경로 계산을 라우
터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스위칭 하드웨어에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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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대역폭은 현명하게 할당해야 한다. 태스크가 할당할 수 있는 컴퓨터 자원을 보그가
제한하듯이, 대역폭 할당기(Bandwidth Enforcer, BwE)는 가용 대역폭을 관리해서 평균 가용 대
역폭을 극대화한다. 대역폭을 최적화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과거
에는 분산 라우팅과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조합해서 어렵게 해결했던 문제들을 트래픽 엔지니
어링을 중앙 집중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Kum15].
일부 서비스들은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된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잡들을 필요로 한
다. 우리는 세계에 퍼져있는 서비스 간의 지연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를 가장 가까
운 데이터센터로 연결해준다. 우리가 보유한 글로벌 로드밸런서(Global
GSLB)는

Software Load Balancer,

세 가지 수준의 로드밸런싱을 수행한다.

• DNS 요청에 대한 지역적 로드밸런싱(예를 들면 www.google.com). 자세한 내용은 제19장
을 참고하기 바란다.
• 사용자 서비스 수준에서의 로드밸런싱(예를 들면 유튜브나 구글 지도 등)
• 원격 프로시저 호출(Remote Procedure Call, RPC) 수준에서의 로드밸런싱. 자세한 내용은
제20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비스 소유자들은 서비스마다 상징적인 이름과 서버의 BNS 주소, 그리고 지역별로 가능한
수용 범위(주로 초당 쿼리 수로 측정한다)를 명시한다. 그러면 GSLB는 트래픽을 BNS 주소로 우
회(redirect)시킨다.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설명한 컴포넌트들 외에도 데이터센터에는 다른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

잠금 서비스
처비(Chubby, [Bur06]) 잠금 서비스는 잠금을 관리하는 파일시스템과 유사한 API를 제공

한다. 처비는 이런 잠금들을 여러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걸쳐 관리한다. 이때 비동기 합의
(asynchronous consensus)4를 위해 Paxos(팍소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4

역주

노드 간의 역할 인계 등이 발생할 때 역할을 주는 노드와 받는 노드 사이의 합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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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비는 마스터 노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가 잡을 안정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다섯 개의 복제 노드를 생성했더라도 실제 작업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노드만 필요
하다면 처비가 해당 작업을 생성된 노드들 중 하나의 노드를 선택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
처비에 저장될 데이터는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가 적합하다. 그런 이유로 BNS는 처
비를 이용해 BNS 경로와 IP 주소 및 포트의 매핑 정보를 저장한다.

모니터링과 알림
우리는 모든 서비스가 요청받은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수
의 보그몬(Borgmon) 모니터링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실행한다(제10장 참조). 보그몬은 보통 모니
터링하는 서버들로부터 다양한 지표들을 ‘수집’한다. 이 지표들은 실시간 알림에 사용되며, 향
후 분석(예를 들면 그래프 등)을 위해 저장도 된다. 모니터링은 여러 방법으로 활용된다.
•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한 알림 설정
• 행동 비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서버가 빨라졌는가?
• 수용 계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원 소비 행위의 개선 여
부 확인하기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구글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디자인되었다. 우리의 코드는 멀티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므로 하나의 태스크
가 여러 개의 CPU 코어를 쉽게 활용한다. 대시보드, 모니터링, 그리고 디버깅을 조금 더 수월
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서버는 실행 중인 태스크에 대한 진단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는

HTTP 서버를 제공한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스튜비(Stubby)라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RPC)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

통신한다. 또한, 스튜비의 오픈 소스 버전인 gRPC도 사용할 수 있다.5 RPC 호출은 종종 로컬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하는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도 생성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스템을

5 자세한 내용은 http://grpc.io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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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모듈화해야 하거나 서버의 기반 코드가 계속 증가해서 해당 서브루틴 호출을 다른 서버로
손쉽게 리팩토링할 수 있다. GSLB는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들에 대한 로드밸런싱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RPC들에 대한 로드밸런싱도 수행한다.
서버는 프런트엔드(frontend)로부터 RPC 요청을 받아 백엔드(backend)로 RPC 호출들을 보낸다.
과거에는 프런트엔드는 클라이언트(client)라고 불렀으며, 백엔드는 서버(server)라고 불렀다.

RPC 간의 데이터 전송은 프로토콜 버퍼(protocol buffers)6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프로토콜 버퍼

는 종종 ‘protobufs’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파치(Apache) 재단의 쓰리프트(Thrift)와 유
사한 것이다. 프로토콜 버퍼는 XML을 이용해 구조화된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사용하기 더 쉽고, 크기가 3~10배 더 작으며, 20~100배 정도 빠르면서
도 좀 더 명료하다.

개발 환경
구글에서 개발 속도(development velocity)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Mor12b].
독립된 오픈 소스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그룹(예를 들면 안드로이드(Android)와 크롬
(Chrome) 등)을 제외하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공유 저장소를 바탕으로 업

무를 수행한다[Pot16]. 우리의 업무 흐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 프로젝트 외부의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경 사
항(changelist, CL)을 소유자에게 보내서 리뷰를 요청한 후 변경된 코드를 제출할 수 있다.
• 엔지니어가 소속된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변경은 반드시 리뷰를 거쳐야 한다. 모든 소
프트웨어는 제출되기 전에 리뷰를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면 데이터센터에 있는 빌드 서버에 빌드 요청이 보내진다. 여러 개의 빌드
서버가 병렬로 실행되므로 빌드는 매우 빠르게 실행된다.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지속적인 테스
트(continuous testing)에도 활용된다. 변경 사항이 제출될 때마다 해당 변경에 직·간접적인 영

6 프로토콜 버퍼는 언어와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구조화된 데이터의 직렬화를 위한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developers.google.com/protocol-buffers/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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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된다. 만일 프레임워크가 변경 사항으로 인
해 시스템 일부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경 사항을 제출한 소유자에게 알
린다. 일부 프로젝트들은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프로덕션 환
경으로 배포되는 푸시-온-그린(push-on-green)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예제 서비스
서비스가 구글의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글의 기술들
을 활용하는 예제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 살펴볼 예제 서비스는 특정 단어가 셰익
스피어의 작품 중 어느 것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텍스트로 읽어 인덱스를 생성하고 이를 빅테이블에 저장하는
일괄 작업 컴포넌트. 이 작업은 단 한 번 실행되거나 어쩌다가 한 번(지금까지 몰랐던 작품
이 발견된다면!) 실행된다.

• 최종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애플리케이션 프런트엔드. 이 작업은 모든 시간대의 사용
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책을 검색하길 원할 것이므로 항상 실행된다.
일괄 작업 컴포넌트는 맵리듀스를 이용해 세 가지 과정을 처리한다.
매핑 과정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읽고 이를 단어 단위로 쪼갠다. 여러 개의 워커 프로
세스를 병렬로 실행하면 이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셔플(shuffle) 과정에서는 발견된 단어들을 정렬한다.
리듀스 과정에서는 튜플(단어와 단어의 위치)을 생성한다.
각각의 튜플은 빅테이블의 로우(row)에 기록되며, 이때 단어가 키로 사용된다.

요청의 흐름
그림 2-4는 사용자의 요청이 서비스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이용해

shakespear.google.com에 접속한다. 이때 적절한 IP 주소를 얻기 위해 사용자의 장치는 DNS

서버를 통해 주소를 해석한다(1). 이 요청은 GSLB와 통신하는 구글의 DNS 서버를 통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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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GSLB는 여러 지역의 프런트엔드 서버 간의 부하를 추적하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적당한
서버의 IP 주소를 전달한다.
2
사용자

GFE

3

애플리케이션
프런트엔드

(리버스 프록시)

1
구글 DNS
서버

4
로드밸런서
GSLB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5
DB

DB

DB

그림 2-4 요청의 흐름

브라우저는 이 IP 주소에서 동작하는 HTTP 서버에 연결한다. 이 서버(GFE, 또는 구글 프런트엔
드라고 부른다)는 TCP 연결을 종료하는 리버스 프록시(reverse proxy)다(2). GFE는 어떤 서비스(웹
검색, 지도 혹은 예제의 경우 셰익스피어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탐색한 후 GSLB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프런트엔드 서버를 찾는다. 그런 다음 서버에게 HTML 요청을 담은 RPC
를 전달한다(3).
셰익스피어 서버는 HTML 요청을 분석하여 탐색할 단어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버퍼를 구성한
다. 셰익스피어 프런트엔드 서버는 이제 셰익스피어 백엔드 서버에 연결해야 한다. 프런트엔드
서버는 GSLB에 연결하여 자신이 연결할 백엔드 서버의 BNS 주소를 얻는다(4). 이 셰익스피어
백엔드 서버는 빅테이블 서버에 연결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다(5).
사용자가 탐색한 단어에 관한 결과는 응답 프로토콜 버퍼에 기록된 후 셰익스피어 백엔드 서
버에 전달된다. 백엔드 서버는 프로토콜 버퍼를 다시 셰익스피어 프런트엔드 서버에 전달한다.
프런트엔드 서버는 전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HTML을 구성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실행된다. 아마 몇 백 밀리초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
만 여러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동작하므로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GSLB에 문제
가 발생하면 끝장이다. 그러나 구글의 엄격한 테스트 및 배포 정책과 더불어 사전 장애 복구
정책 덕분에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이 인
터넷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www.google.com에 접속해보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예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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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데이터의 조직화
우리는 부하 테스트를 통해 백엔드 서버가 100 QPS(Queries Per Second)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됐다. 제한된 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는 최대 3,470

QPS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최소 35개의 태스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
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최소 37개 혹은 N + 2개의 태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어느 시점에 한 태스크는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나
머지 36개의 태스크는 여전히 실행 중이다.
•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머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35개의 태스크는 단지 최대
부하를 견디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태스크의 수일 뿐이다.7
사용자 트래픽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최대 사용량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미에서 1,430 QPS, 남미에서 290 QPS,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1,400 QPS, 아시
아 및 호주에서 350 QPS가 처리되었다. 따라서 모든 백엔드를 한곳에 모아두지 않고 미국과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별로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 N + 2
개의 태스크를 배포한다면 미국에 17개, 유럽에 16개, 그리고 아시아에 6개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남미에는 (5개 대신) 4개를 배치해서 N + 2가 아닌 N + 1개의 태스크를 배치한다. 이 경우
에는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연응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만일 남미 데이터센터의 수용량이 초과하여 GSLB가 특정 대륙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트래픽
을 다른 대륙으로 유도한다면 우리는 하드웨어에 투입한 자원의 20%를 절약하게 된다. 트래픽
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력을 위해 두 개나 세 개의 클러스터에 태스크를 배치할 것이다.
백엔드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빅테이블에 연결해야 하므로 저장소 또한 전략적으로 디자
인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백엔드가 미국의 빅테이블에 연결되면 상당한 지연응답이 발생하
므로 빅테이블을 각 지역에 복제해야 한다. 빅테이블 복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로는 빅테이블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응답 시간 지연을 해소한다. 빅테이블은 결과적 일관성만 지원하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자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용어를 선보였는데, 이 용어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언
급할 다른 시스템들의 기틀을 이해하려면 기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7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태스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 정도는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랙 상단의 스위치나 전원 공급
등의 단일 실패점은 아마도 이런 가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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