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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글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숙한 프레임워크의 이용, 가장 기본적인 알

고리즘의 이해 그리고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숙달하고 기

본적인 알고리즘에 의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데이터베이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은 바로 자료의 처리이며 

자료가 없다면 틀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이라는 또 다른 체계의 언

어를 통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JAVA, C++을 비롯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상당히 다른 언어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익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RDBMS에 숙달하신 독자라 하여도 요즘 같이 데이터의 거대화 혹은 비즈니스 요

건에 따른 신속하고도 유연성이 있는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RDBMS로 모든 요건을 만

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데이터베이

스 설계를 해보지 못했던 분, 혹은 RDBMS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보유하고 있으나 거대한 데

이터를 처리하거나 신속하고도 유연한 개발 요건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데

이터베이스의 설계에서부터 최신 컬럼형 데이터베이스, 용도에 따라서 특수한 데이터형이 필

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혹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웨어 하우스 등을 구축할 때 유용한 데이터 베이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실제 실전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부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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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은 Web 애플리케이션에서 Legacy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인 RDBMS와 그것을 사용하는 SQL, 그리고 최근 대두되

고 있는 KVS(Key-Value Store) 및 문서 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하여 실전적인 가이드와 도

입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작기획.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RDMBS의 기초적인 내용 및 NoSQL과 데이터 분석기술이 필요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특집 1.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초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의 엔티티 도출 방법과 키 설정 방법 그

리고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집 2. SQL 사고력 양성 강좌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분기, 반복문과 집합 조작에 대해서 설

명한다.

특집 3. MySQL 실천 입문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 대하여 운용 노하우 및 가용성 

튜닝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집 4. MongoDB 상세풀이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빠른 개발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지향형 데이터베

이스인 MongoDB에 대하여 환경 구축에서 기본적인 조작, 그리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해서 소

개한다.



vii

특집 5. Redshift 철저 활용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용도로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산 병렬 

RDB인 Redshift의 구조와 가용성 튜닝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집 6. Redis 활용하기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NoSQL의 종류로서, 키와 값을 한쌍으로 저장하

는 키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방식의 KVS(Key-Value Store) 제품인 Redis와 이것을 이용한 실시간 

랭킹 구축에 대해서 설명한다.

샘플 파일 다운로드

http://www.bjpublic.co.kr  

[도서자료] → [소스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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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세계

Web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Web 기술과 비교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그 안에는 매우 심도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언어인 SQL, 그리

고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KVS(Key-Value Store), 문서 지향 데이터베이스, 컬럼형 데이터베

이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제품을 예로 들어 요약 형식으로 이러한 것

들을 소개하겠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기초 중의 기초가 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하 RDBM 

S)에 대한 지식이다. 문서 지향, 컬럼형 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RDBMS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반대로 

말하자면 서비스 용도에 따라서는 RDBMS가 모든 작업에 적합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RDBMS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RDBMS에서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때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나 처음으로 용도별로 

NoSQL로 만들지, 데이터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지를 검토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이번 장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고, 필자의 다른 저서 『데이터베이스를 지탱하는 기술』

(제이펍, 2012)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시작
기획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특징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자

마츠노부 요시노리 (MATSUNOBU Yoshinori) 

Database Performance Engineer at Facebook Inc      Mail  yoshinori.matsunob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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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기초 이론

테이블 설계, 정규화 이론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소셜게임 등 무엇인가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어떠한 구조로 만들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떠한 데이터 항목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각각의 데이터 항목 간의 관계성을 테이블 구조로 정리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테

이블 설계라고 부르며, 테이블 설계를 적절하게 수행한 이후에 중요해지는 이론이 정규화 이론

이다.

예를 들어 사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찾았다고 해보자.

• 사원은 하나의 사원번호만을 가진다.

• 같은 이름의 사원이 있는 경우가 있다.

• 사원은 어딘가의 부문에 소속된다.

• 사원은 겸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 부문명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 부문의 전화번호가 각각 다르므로 이것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얼마만큼 테이블 구성 시에 반영하는지가 주된 내용이 된다. 그리고 만들어진 

테이블 구성이 타당한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은 emp 테이블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떨까?

Emp_id

(기본 키)

Emp_name Emp_kana Dept_

name1

Dept_tel1 Dept_

name2

Dept_tel2

1 미야나가 사키 Saki Miyanaga 인사부 03-1234-

XXXX

NULL NULL

2 온조우지 토키 Toki Onjouji 인사부 03-1234-

XXXX

NULL NULL

3 류몬부치 토우카 Touka Ryumonbuchi 인사부 03-1234-

XXXX

경리부 03-1234-

OOOO

4 코바시리 야에 Yae Kobashiri 인사부 03-1234-

XXXX

NULL NULL

그림 1. 문제가 있는 emp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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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림 1과 같은 테이블도 경우에 따라서 존재한다. Excel 시트 등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

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dept_name1과 dept_tel1이 모두 같다. 만약 오타로 미묘하게 다른 글자가 입력되어도 간단히 

탐지할 수 없다.

•  dept_name2와 dept_tel2가 거의 공백(NULL) 값이 되어 있다. 이것은 공간 사용 효율 면에서 

문제가 있다.

• 겸임 부서를 세 개 이상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구성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무결성 면에서

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묘미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는 이 책

의 특집 1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초지식”을 참고하자.

그림 2. 개선된 emp/dept 테

Emp_id Dept_id

1 100

2 100

3 100

3 101

4 100

Emp_id Emp_name Emp_kana

1 미야나가 사키 Saki
  Miyanaga

2 온조우지 토키 Toki Onjouji

3 류몬부치  Touka
                    토우카 Ryumonbuchi  

4 코바시리 야에 Yae Kobashiri

Dept_id Dept_name Dept_tel

100 인사부 03-1234-××××

101 경리부 03-1234-○○○○

Emp 테이블

Dept 테이블

Emp_Dept 테이블

이블

인덱스

인덱스란 “색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목적 레코드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레코드 수는 매우 적은데, 이러한 것이 수백만 레코드로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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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_id에 인덱스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dept_id에도 인덱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

한 emp_id나 dept_id의 값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인덱스를 필요로 한다(고유 인덱스). 그

래서 대량의 데이터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수정 시 성능이 떨어지거

나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는 등 단점도 있다.

SQL
이 책의 독자라면 대다수 프로그래밍을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이 장 중반부터 설명할 NoSQL
에서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RDBMS에서는 보다(프로그

래밍을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QL이라는 전용의 질의 언어를 사용하여 조작한다.

기본 키 검색과 같이 단순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단히 접근 가능한 

NoSQL 쪽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테이블 상호간에 결합(조인)하거

나, 사용자 ID마다 발주 금액의 합계를 산출하는 집계 및 집약하는 처리, 정렬 등이 필요해지

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 SQL은 이러한 복잡한 처리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복잡한 처리를 SQL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효율이 좋은 SQL을 작성할 수 있는 사용자

의 지식과, 이것을 RDMBS에서 효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능(옵티마이저 성능)

이라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지식에 대해서는 이 책 특집 2 “SQL 사고력 양성 강좌”를 참고하자. 시스템 성능을 

위해서는 RDBMS 제품 자체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RDBMS 제품

RDBMS는 그 역사가 길고 또한 사용 제품/오픈 소스를 불문하고 품질·속도·성능이 충분한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 Web 서비스에서 서비스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와 통상적인 

서비스에서 서비스 규모의 크기에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픈 소스 RDBMS가 사용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MySQL
MySQL1은 오픈 소스 RDBMS에서도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 기술 서적이나 관련 사이트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풍부하여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1　http://dev.mysq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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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업계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서 PHP/Perl/Ruby 등의 LL(Lightweight 

Language)에서의 조작이 빠르며2 “레플리케이션”에 의한 참조 처리의 부하 분산이나 다중화 

구조를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는 등 Web 관계자가 좋아할 만한 구조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

최신 버전 5.6에서는 장애 내구성이나 성능 면의 대폭적인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마스터

(Master)기의 장애 발생 시 페일 오버(Fail-Over)의 용이성과, 슬레이브(Slave)기의 장애 복구 

시의 데이터 유실 방지, 더 빠른 데이터베이스 접속 등 매우 강력한 것이 많다.

MySQL은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불리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주로 MySQL==InnoDB라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다. 

MySQL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특집 3 “MySQL 실천 입문”을 참고하자.

PostgreSQL
PostgreSQL은 MySQL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역사가 긴 오픈 소스 

RDBMS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고 원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재개발하는 커

미터(Commiter)에도 많은 일본인이 있는 일본 색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다.

SQL 구문 등도 MySQL은 독자적인 것이 많은 반면에 PostgreSQL은 Oracle과 호환성이 높다

는 성질이 있어 Oracle 데이터베이스에서 PostgreSQL로의 이식 등이 많이 시행되어 왔다. 레플

리케이션 구조 등 Web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지원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이야기로서, 이

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MySQL 쪽이 Web 업계에서는 인기가 있었고, 기능이 충실해지

면서 PostgreSQL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명한 사례로 Instagram3이 PostgreSQL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옵티마이저는 PostgreSQL이 MySQL보다도 우수한 면이 많다. 복잡한 쿼리를 실

행시키는 경우가 많고, MySQL의 특성에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PostgreSQL 쪽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주 잘 이해하고 성능을 한계까지 이끌어내어 사용하려는 경

우4에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MySQL 쪽이 보다 알맞다고 말할 수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프로세스 단위가 아닌 스레드 단위이므로 오버헤드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3　http://instagram.com

4　Facebook이나 Google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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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관리

RDBMS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운용 관리는 필요하다. 특히 “데이

터베이스에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멈추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해야 한다. 운용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작 점검: 접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한다.

•  성능 관리: 성능의 급작스런 하락이나 단계적인 하락 등을 탐지하여 단기적/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한다.

• 용량 관리: 데이터양을 체크하여 서버의 조달이나 데이터 축소화 등을 대처한다.

•  백업: 어떠한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복제한다. 이것을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수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 복원: 만일 필요한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할 때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한다.

• 버전업: RDBMS의 버전을 올린다. 호환성 등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페일 오버(Fail-Over): RDBMS가 멈춰지거나 할 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서버로 전

환시킨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지켜지는가 등 확인해야만 할 것이 많고 실제로 난이도가 높다.

Amazon RDS
운용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RDBMS 제품 그 자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

다면 어렵다. 시중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중에서는 RDBMS의 운용 관리를 대

행해주는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mazon RDS다. 그냥 MySQL이나 

PostgreSQL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RDS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

모이면서 MySQL의 전문가도 없는 환경에서는 RDS를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추가비용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많다면 EC2(Elastic Compute Cloud)를 사

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MySQL을 운용하는 것이 저렴할 것이다. 그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경우에

는 애당초 클라우드 환경의 AWS(Amazon Web Service)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센터를 빌려서 

직접 서버를 운용하는 편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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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데이터베이스

NoSQL이라는 기술 영역과 그 배경 

RDBMS는 역사가 긴 기술이면서도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점도 있어 Web 서비스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RDBMS와는 다

른 아키텍처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여 서비스에 맞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

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NoSQL(Not Only SQL)이라고 통칭한다.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 

NoSQL이 사용되는지를 소개한다.

한 대의 서버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다

2005년 정도부터 일부의 인기가 많은 Web 서비스에서는 RDBMS의 성능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데이터양이 증가하여 액세스 범위, 액세스 빈도

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디스크의 I/O 처리 요구 횟수가 많아져 결국 한 대의 서

버로는 처리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버리고 만다”는 문제다.

이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한 가지가 “데이터를 복수의 서버로 분할”

시키는 것이다. 데이터의 장소도 분산시킨다면 참조/변경도 모두 분산되므로 아무리 인기가 높

은 서비스라도 서버만 추가시켜간다면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스케일 아웃 구성

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오픈 소스 RDBMS는 이 스케일 아웃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

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분할 로직을 만들어 조치”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현재도 이러한 방법이 많은 서비스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분할 로직을 작성한다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본래의 요구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데이

터베이스 쪽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개발자 측의 속마음이 아닐까? 이것을 해결하는 

NoSQL 제품이 몇 가지 등장하여 실제로 채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는 

MongoDB5, MYSQL Cluster6, HBase7 등이 있다.

MySQL Cluster는 명칭에도 MySQL이 붙어있다. 일반적으로 MySQL이라고 하면 “InnoDB”

를 가리키며, MySQL Cluster는 또 다른 제품이다.

5　http://www.mogodb.org/

6　http://www.mysql.com/products/cluster/

7　http://hbase.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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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문 그 자체의 부하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Web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액세스 범위 둘 다 실제 메모리 사

이즈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디스크 I/O가 병목현상(Bottleneck)을 일으킨

다. 디스크 I/O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CPU를 사용하는 처리의 효율이 다소 나빠지더라

도 오버헤드는 무시 가능한 범위로 수용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일부 용도에서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인메모리 방식의 처리를 하는 것이 있다. 구

체적으로는 SNS의 “로그인 시간 관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의 룩업(Lookup)” 

등이다. 이러한 접근 대상 테이블은 사용자 ID가 기본 키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ID를 기본 키

로 하는 레코드는 많아야 수천만 정도이므로 최근의 실제 메모리 100GB 정도의 기기라면 충분

히 메모리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메모리 방식은 SQL문의 실행을 위한 처리(SQL문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구문 

분석하는 등)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NoSQL과 같이 프로그램의 호출 한 번으로 결

과를 얻는 것이 때때로 빠르게 처리된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mixi의 로그인 시

간 관리(Kyoto Cabinet)8, Mobage의 사용자 정보 룩업(HandlerSocket)9 등이 있다.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고 싶다

RDMBS가 가진 데이터 구조는 문자열·수치·날자/시각·이진형 등 기본적인 것이 많다. 다

만 용도에 따라서 특수한 데이터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형적인 예가 소셜게임의 “실시간 

랭킹”이다. 이것은 자신(의 점수)이 현재 다른 플레이어 중에서 상위 몇 위에 들어가는지를 알

려는 기능이다. 물론 모든 사용자의 점수를 계산하면 순위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용

자 수에 비례하여 시간이 걸리므로 너무 느려져 쓸모가 없다. 사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고 빠르

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RDBMS에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Redis10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는 Sorted Set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사용

함으로써 고속으로 순위를 계산할 수 있다. 실시간 랭킹을 위하여 Redis를 도입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데이터 구조의 우위성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Redis는 Sorted Sets 이외에도 List 등 편리

한 데이터 구조가 많고 업계에서도 도입 사례가 풍부하다. Redis에 대해서는 특집 6 “Redis 활

용하기”를 참고하자.

8　http://fallabs.com/kyotocabinet/

9　MySQL을 NoSQL로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이다. HandlerSocket 프로토콜이라는 전용 프로토콜을 지칭한다. 유사한 기

능이 상용 버전에도 존재하며, MySQL 5.6부터는 “InnoDB memcached plugin”이 제공된다. 

10　http://red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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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계를 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는 서비스를 오픈할 때에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우선은 빠른 시기에 오픈하

여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스몰 스타트(Small Start)” 형태의 시장 접근법이 유행하기 시작했

다. 좋은 반응이면 기능 추가나 개선을 계속하고, 평판이 좋지 않다면 서비스 조기 종료도 고려

하면서 수습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방침을 결정해가는 합리적인 시장 접근법이다.

조기에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나 재사용성 등 장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보는 것이 확실히 빠르다. 그리고 데이터의 보존 장소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 복잡하므

로 우선 기본 키만을 정하면 나중에는 전부 그곳에 대충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검색은 기본 키로

만 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검색은 그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애드

혹(Ad-hoc)적인 시장 접근법이 유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문서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는 이

러한 용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MongoDB다. 조기에 릴리즈해야 하

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로그 축적 등 상세한 테이블 설계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테이블 설계를 완전히 뒷전으로 하는 접근 방법은 추후에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 정

규화를 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같은 [사용자 ID] → [성명]의 데이터가 이곳 저곳에 산재하는 

등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 값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데이터 용량의 

증가가 쉽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처리가 느려져 비용도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장기적인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지켜본다는 실험

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실제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들어가서 마

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테이블 설계의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것들(로그 축적용의 데이터베이스 등)은 

MongoDB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MongoDB에 대해서는 특집 4 “MongoDB 상세풀이”를 

참고하자.

이처럼 종래의 RDBMS형과 비교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지 않고 DB 서버를 분산·추가

시키고 싶다”, “SQL이 없이 레코드를 읽어 들이고 싶다”,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고 싶

다”, “테이블 설계를 생략하고 싶다”는 요구가 NoSQL을 나타나게 한 배경이다. 이러한 요구 

중에는 Handler Socket과 같이 RDBMS를 확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한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RDBMS는 구축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규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도 있다. 예를 들어 MySQL에서는 아직까지도 Sorted Set이나 List 등의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

고 있지 않다. NoSQL의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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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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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기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기술 영역

과거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판매 이력 중에서 판매 경향을 파악하고 추천 상품을 제시하고 싶

다는 등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실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이하 DWH)라고 부른다. 대량의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DWH, 그리고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시각화 소프트웨어 시장도 

존재하고 있다.

애당초 왜 이러한 용도로 RDBMS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면 RDBMS는 일반

적으로 처리가 너무 늦기 때문이다. DWH에 대한 대표적인 요소 기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컬럼형 데이터베이스

RDBMS는 그림 1이나 그림 2처럼 “행” 단위로 처리한다. 이에 비교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경

우 필요한 정보는 “가격” 등 아주 일부의 “열”로 한정된다. 전부 10열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다

고 할 때에 겨우 2~3열밖에 필요하지 않은 처리라고 하더라도 RDBMS는 모든 열을 읽어 들

이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은 처리시간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압축 기술

막대한 데이터의 축적/분석이라는 용도에서는 필연적으로 데이터양이 커진다. 데이터양을 줄

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압축 기술이 중요하다. RDBMS에서도 압축하는 기술을 가진 것이 있지

만 그 최소 단위는 행이 된다. 행 가운데에는 그림 1과 같이 수치·문자열 등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와 비교하여 컬럼형 데이터베이

스에서는 열 단위로 압축한다. 그림 1이나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열에서는 유사한 데

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매우 높아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컬럼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점에서 RDBMS보다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도면에서 뛰어나

다. 한편으로 밀리초 이하라는 속도로 빠른 쿼리 결과를 보여주는 온라인 처리 용도로서는 적

합하지 않다. RDBMS의 경우 한 번의 읽기로 1행 분량의 모든 값을 얻을 수 있는 점에 반하여, 

컬럼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몇 차례의 읽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은 RDBMS나 NoSQL과 같이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상용제품은 매우 고

가인 것이 많다. 하지만 오픈 소스와 같은 무료 DB 제품이 없는것도 아니다. 오픈 소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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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반인 Hadoop11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기업에서는 사실상 표준에 가까운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빅데이터를 Hadoop 클러스터로서 취급해도 좋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최근에는 AWS를 필두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솔

루션은 클라우드 방식과 온프레미스(기존 운용방식)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AWS상에서 Hadoop을 탑재한 기기를 상시 가동시켜두는 방식(이나 그것과 유사한 PaaS 서비

스)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다. 테라바이트 단위 정도

의 데이터 사이즈만 되어도 연간 수천만~수억 단위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온프

레미스에 비교하면 엄청난 비용 증가다. 가령 Facebook의 DWH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한 경

우, 수익이 전부 날아가버릴 정도로 모든 경우에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AWS상에서의 빅데이터 기반 제품으로서 무엇이 좋은가라고 한다면 AWS 기반의 매

우 저렴하면서 매우 빠른 DWH 운용 서비스인 Redshift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메인 

분석에는 Redshift를 사용하고 특수한 배치 처리 등 일부 용도로서 필요한 경우에 EMR(Elastic 

MapReduce) 등을 병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Hadoop용의 기기를 많이 준비하

여 상시 가동시키는 방식보다도 저렴하다. 또한 지금은 필요가 없으나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

르므로 우선 보존해두고 싶은 데이터(로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용량 단가가 저렴한 S3(Simple 

Storage Service)에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 EMR 등으로 가공하여 Redshift
에 넣으면 좋을 것이다.

Hadoop과 유사한 것으로 Impala12와 Presto13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배치 처리뿐만이 아니

라 대화형 쿼리도 고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은 스키마 리스(Schema-less)라는 

부작용도 있어 Redshift 등의 상용 DWH와 비교하여 CPU나 디스크 영역 등의 자원 소비가 많

고 느린(NoSQL 항목 참고) 특성이 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유휴상태이거나 유지보수가 

중단된 염가형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클라

우드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자원 소비 분량만큼 비용이 높아진다. 모든 것을 

11　http://hadoop.apache.org

12　https://github.com/cloudera/impala

13　http://prestod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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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시작
기획

Hadoop 클러스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PaaS 서비스 등)로 사용하는 것에 비교하여, Redshift 

+ S3(+ EMR) 조합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14 실제로 어떠

한 기술을 채용하는가는 AWS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다. 가격을 분석해본다면 자연스럽게 해

답이 나올 것이다. AWS의 연례 컨퍼런스인 re:Invent15에서의 활용 사례나 고객규모를 보아도 

Redshift를 주로 사용하는 유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HDD 버전이 아닌 몇 배나 

빠른 고속 SSD 버전도 지원되어 보다 좋은 응답속도·동시실행성능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

을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AWS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비용대비 효율이 우수한 Redshift를 얼마

나 철저하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Redishift에 대해서는 특집 5의 “Redshift 철저 활용”을 참

고하자.

한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Redshift와 같은 결정적인 제품이 없으므로 Hadoop 클러스터

를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사용하는 편이 역시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가장 저렴한 DWH인 

AWS에서는 Redshift와 저렴한 서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우수한 Hadoop이라는 솔루션을 사업환경에 따라서 바꿔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요약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기초 내용으로, RDBMS의 기초 중의 기초, NoSQL과 데

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하게 된 배경,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주요 제품/서비스

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14　AWS의 스팟 인스턴스(Spot Instance) 등을 활용한다면 EMR은 저렴하다. 반대로 말하면 Hadoop 클러스터 상시 가동

형이 너무 고가라는 것이다. 

15　http://reinvent.awseven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