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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_ 조대협

구글 코리아의 클라우드 엔지니어다. 스타트업 개발자로 시작해서 BEA와 오라클에서
기술지원 엔지니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아키텍트로 근무
하였고, 미디어 스타트업인 피키캐스트에서 CTO를 지냈다. 『대용량 아키텍처와 성능
튜닝』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이상 프리렉, 2015)의 저자다. 기술 블로그인
조대협의 블로그 http://bcho.tistory.com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이_ 최명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팀에서 아시아 지역 세일즈 엔지니어링을 책임지고 있다. 자바
개발자로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중에서도 익
스체인지 서버 전문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MBA를 마친 후에는 구글에 입사해
현 역할을 맡기 전까지 기업용 구글 앱스 및 검색 서비스를 담당했다.

지은이_ 최유석

나무기술(주)의 클라우드 엔지니어다.

지은이_ 윤성재

(주)락플레이스 클라우드팀의 솔루션 아키텍트다. 1990년대 하이텔, 나우누리 리눅
스 동호회를 통해 초기 리눅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리눅스 벤처기업에서 기술
지원팀을 이끌었다. 통신사에서 다수의 서비스와 DB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
하우를 쌓았다.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PostgreSQL의 매력에 빠져 지내
고 있으며, 65세까지 리눅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어 하는 1인이다.

지은이_ 김영균

영우디지탈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학
사와 석사를 마쳤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산업보안 MBA를 마쳤다. 2001
년 대상정보기술의 U-Biz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IT를 시작하게 되었다. 3년간 델
인터내셔널의 인프라 컨설팅 서비스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면서 클라우드
에 입문했다.

저자의 말

구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볼 기회가 없었다. 막상 기술을 이해하고 나
니 너무나 좋은 기능이 많은데, 한글 자료가 부족하여 초기 학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
었다. 아마도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빠르게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 문서를 작성해봤다.
조대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 적합한 한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아
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더 심화된 내용으로 꾸민 시리즈를 기대해본다.
최명근

클라우드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
아가고 있다.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글로벌한 규모와 독보
적인 기술력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는 구글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는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유석

클라우드 서비스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클라우드 서비
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마다 사용법이 다르고 기존 IDC에서의 아키텍
처 구성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기에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난다. 모든 문서는 영어였고 국내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었으며,
업체에서의 지원은 미비하여 약 3개월을 혼자 밤새워가면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
하고 구현해야 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서비
스를 소개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거 같은데, Kubernetes를 기반으로 하는
Container Engine이나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연동 등, 다른 클라우
드 서비스에는 없는 구글만의 장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모
습을 보면서 지난 해부터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한 책을 써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윤성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구글 클라우드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면
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다. 클라우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
은 면이 많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하시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
락 바라고, 작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반영하여 계속 보완해보록 하겠다.
김영균

들어가며

이 책은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가상 머신(VM)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
스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실습 위주로 속도감 있게 구성하
였다.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 서비스인 컴퓨트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가입부터 VM 설
정, 네트워크 설정, 오토 스케일링과 모니터링, 그리고 MySQL 매지니드 서비스인
Cloud SQL의 사용법을 소개하고, 구글 클라우드만의 장점인 빅데이터 서비스, 전 세
계를 덮는 네트워크망,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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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클라우드 소개

이번 장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모습을 간략히 소개하고 타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
킹, 빅데이터, 머신 러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클라우드다(그림 1-1).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데이
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그림 1-1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부

컴퓨트 서비스는 VM 기반의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인 컴퓨트 엔진Compute Engine,
PaaSPlatform as a Service인 앱 엔진App Engine,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의 도커Docker 런타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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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엔진Container Engine 등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다.
그 밖에 MySQL 서비스Google Cloud SQL,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
리지 서비스Google Cloud Storage 등, 일반적인 Iaa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내용은 다 있으
니 별도로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만의 특징을 추려
보자면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 서비스

●

구글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글로벌 커버리지

●

저렴한 가격 모델

이어지는 절들에서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자.

1.1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 서비스

구글은 지메일, 유튜브, 검색엔진 등 억 단위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규모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회사다. 그만큼 빅데이터 처리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
고 있다.
구글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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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기능을 제
공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로 구성된다.
빅쿼리

빅쿼리BigQuery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분석 플랫폼으로, 일종의 데이터 웨어하우
스라 생각하면 된다. 8,800개의 CPU와 3,600개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하여 1,000억 개의 레코드에 대한 질의를 30초 정도에 수행해주
며, 가격도 저렴하다. 문법도 SQL과 유사하여 사용하기 매우 쉽다.
그림 1-2 빅쿼리 실행 화면

데이터플로

데이터플로Dataflow는 아파치 스파크Spark나 플링크Flink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분
석 및 배치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빔Beam
에 기초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여러 데이터 소스와 저장소 간의
연결(라우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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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데이터플로 실행 화면

펍/섭 큐

펍/섭Pub/Sub은 카프카 Kafka와 같은 대규모 큐잉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
집하는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데이터랩

데이터랩Datalab은 데이터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 접속해서
MS 워드와 같은 환경에서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구글 빅쿼리 등과 연결해서 바
로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저작 도구다. 마치 위키처럼 마크업을 이용해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다. 오픈소스인 IPython Notebook01의 구글 클라우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01 Jupyter로 이름이 변경됨. https://ipython.org/note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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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클라우드 데이터랩 실행 화면

데이터프록

데이터프록Dataproc은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Hadoop과 스파크의 매니지
드 서비스로, 클러스터를 90초 안에 배포할 수 있고 분당 과금을 지원한다. 그 덕
분에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하면서 사용한 만큼만 정확하게 비용을 지불하여 비용
낭비를 줄여준다.
데이터 스튜디오

데이터 스튜디오Data Studio는 SQL이나 빅쿼리 등의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시각
적인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제품이다. 비지오나 파워포인트처럼 간단하게 드래그앤-드롭 만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시각적인 보고서를 생성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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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데이터 스튜디오로 생성한 보고서

1.1.2 머신 러닝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더불어 구글 클라우드는 머신 러닝 기반의 인공 지능 기
능들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크게 머신 러닝 API군과 텐서플로 기반의 머신 러닝
플랫폼을 제공한다.
머신 러닝 API들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스피치Speech API, 80여 개 나라의 언어를
읽어서 번역해주는 번역Translate API, 그리고 사진 이미지에서 사람의 표정과 사물
을 인식해주는 비전Vision API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API 서비스는 머신 러닝 개
념을 모르더라도 약 20~30줄의 코드만으로 머신 러닝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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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글 비전 API로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한 결과

텐서플로(Cloud Machine Learning) 서비스

텐서플로Tensorflow는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한 알파고에 탑재된 딥러
닝 프레임워크다. 이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는 이 텐서플로를 CloudMLCloud Machine Learning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
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플로 전용 CPU인 TPUTensor
Processing Unit

를 이용하여 실행된다.

앞서의 머신 러닝 API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특정 시나리오에서 사
용하기 쉽게 API화 해놓은 것이라면, CloudML은 자신만의 머신 러닝 서비스
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고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비
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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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구글의 텐서플로 전용 CPU인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

1.2

구글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글로벌 커버리지

구글 클라우드 기능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하나가 전 세계에 깔린 구글 광케
이블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가속하는 기능이다.
구글은 전 세계에 7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에 배포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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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 세계를 덮는 구글 전용 네트워크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접속하려 하면 지정한 데이터센터로 바로 접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로 접속한 후에, 데이터센
터 사이를 연결하는 구글 전용망을 통해서 목표 데이터센터로 연결된다. 예를 들
어 한국에서 미국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연결하려 할 경우, 가까운 일본에 있는 중
계용 데이터센터로 접속한 후, 일본에서부터 미국까지는 구글 전용 광케이블을 통
해서 접속한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세계 곳곳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다른 클라
우드 서비스보다 훨씬 빠른 네트워크 접속 시간을 제공한다.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다.

1.3

저렴한 가격 모델

구글 클라우드는 타 클라우드보다 가격 정책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과
금이 아니라 분당 과금을 한다든지, 연 단위 약정이 없더라도 월 단위로 사용량에
따라서 알아서 할인해주고, 이 할인 역시 개별 인스턴스 단위가 아니라 전체 인스
턴스 사용량을 모아서 할인해주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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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리 정해진 인스턴스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CPU와 메모리양을 지정하여 자원 낭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빨리 실습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각 차별화 포인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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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리얼타임

한빛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전자책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
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
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
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
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First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
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
는 좀 더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
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
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
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
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어려운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
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 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내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 드리며, 구매하
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
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