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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파트는 MongoDB에 대한 실제적이고 폭넓은 소개에 해당한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셸과 루비 드라이버
를 소개하는데, 둘 다 이 책의 예제에서 사용된다.
1장에서는 MongoDB의 역사, 설계 목표, 애플리케이션 사용 예를 살펴본다. 또한 MongoDB가 NoSQL의
떠오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을 통해 MongoDB 셸 언어에 익숙해진다. MongoDB의 기본적인 질의어에 대해 배우고, 도큐먼트의 생
성, 질의, 수정, 삭제를 통해 연습해볼 것이다. 셸의 몇 가지 고급 기술과 MongoDB의 커맨드로 이 장을 마
무리한다.
3장은 MongoDB 드라이버와 MongoDB의 데이터 포맷인 BSON에 대해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루비 프로
그래밍 언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MongoDB의 유연성과 질의어 성능을 보여주
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루비로 작성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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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웹을 위한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1장의 주요 내용1
MongoDB의 역사, 설계 목표, 핵심 기능
셸과 드라이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사용 예와 한계

최근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적이 있다면 일차적인 데이터 저장 엔진으로는 아마
관계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를 사용했을 것이고, 성능도 그런 대로 괜찮았
을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SQL에 친숙하고, 우리들 대부분 역시 정규화가 잘된
데이터 모델의 아름다움과 트랜잭션의 필요성, 그리고 견고한 저장 엔진을 통해 얻는
확신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관리 콘솔로부터 객체－관계 매핑에 이르기까지 관계 데이터
베이스의 복잡함을 덜어주는 툴들은 많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충분히 발전되고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개발자들이
데이터 저장 기술의 대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이들 새로운 기술들의 실현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들 새로운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관계 데이
터베이스를 대체할 것인가? 누가, 그리고 왜 실제 서비스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비 관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으면 된다. 개발자들은 왜 MongoDB
(몽고디비)에 관심을 갖는가?

주1

Document Database는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문서형 데이터베이스,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으
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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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기반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이다. 데이터 모델과 지속성 전략은 높은 읽기/쓰기 효율과 자동 장애조치(failover)
를 통한 확장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베
이스 노드가 하나거나 혹은 그 이상이거나에 관계없이 MongoDB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면 이것은 대단한 뉴스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MongoDB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개발자들이 MongoDB에 즉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확장성 때문이 아니라 직관적인
데이터 모델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도큐먼트 기반의 데이터 모델이 풍부하
고 계층적인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면,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여러
테이블 간의 복잡한 조인 연산이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상품을 모델링한다고 가정해보자. 완전히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에서 한 상품의 정보는
아마도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뉘어 저장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셸에서 한 상품에
대한 레코드를 얻기 위해서는 조인 연산으로 가득 찬 복잡한 SQL 쿼리를 만들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와는 반대로, 도큐먼트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상품 정보를 하나의 도큐먼트로 표현할
수 있다. MongoDB의 자바스크립트 셸을 열어서 상품 정보를 조회해보면, JSON2과
같은 형식의 계층구조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도큐먼트에 대해 질의도 할 수 있고 조작 연산도 할 수 있다. MongoDB의 질의어
기능은 특별히 도큐먼트 구조의 조작을 위해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MongoDB로 옮겨온 사용자들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수준의 질의
어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현재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객체에 잘 매핑되는 데이터 저장 구조를 원하는데, MongoDB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한 객체가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객체 매퍼의 복잡성이
사라진다.

주2

2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자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JSON 구조는 키와 키에 대
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첩에 제한이 없다. JSON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전이나 해시 맵과 유
사하다.

1.1 클라우드에서 태어나다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와 객체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생소한 독자라면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심하길 바란다. 이 장이 끝날 때까지
MongoDB의 기능과 설계의 목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Geek.net(SourceForge.
net)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회사의 개발자들이 MongoDB를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채택

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MongoDB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기능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서 다른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 대안책과 소위 NoSQL 운동3을
살펴보고, MongoDB가 어떻게 NoSQL에 잘 맞는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설명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MongoDB가 가장 적합한 영역과 다른 대안적인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더 나은 분야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3

1.1 클라우드에서 태어나다
MongoDB의 역사는 간단하지만, 좀 더 야심 찬 프로젝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007년 중반부에 10gen이라는 신생 기업이 웹 애플리케
이션을 호스트하고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as-a-service)4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다. 구글의 앱엔진(AppEngine)과 같이 10gen의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관리와 확장성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개발자들이 애플
리케이션 코드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10gen은 기술 계층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10gen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원했다. 이것이
10gen으로 하여금 이후에 MongoDB가 된 데이터베이스에만 집중해서 개발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4
크고 작은 많은 개발에서 MongoDB의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10gen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코드는 공개되어 있고, 라이선스

주3

포괄적 용어인 NoSQL은 200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많은 비 관계 데이터베이스
들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4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통 클라우딩
컴퓨팅 서버에 두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액세스하는 소프
트웨어 딜리버리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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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버그 리포트를 올리고 패치를 제공한다. 여전히 MongoDB의 모든 핵심 개발자들은
10gen의 설립자이거나 직원이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은 사용자 커뮤니티의 필요에 의
해, 그리고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키－값 분산 저장 시스템의 가장 좋은 기능들만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라고 하는 주된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10gen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잘 알려진 오픈 소스 프로젝트 회사들과 다르지 않다. 오픈
소스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MongoDB의 역사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첫째, MongoDB는 원래
플랫폼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따르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대의 서버에 걸쳐 점차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두 번째로는 MongoDB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설계되었
다는 것이다. 살펴보겠지만, MongoDB는 일차적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서 수평적
으로 확장 가능하도록5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구별된다.5

1.2 MongoDB의 핵심 기능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 모델에 의해 정의된다. 이 섹션에서 우리는 도큐
먼트 데이터 모델을 살펴보고, 이 모델에 대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MongoDB의
특징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MongoDB의 복제와 수평적 확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연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2.1 도큐먼트 데이터 모델
MongoDB는 도큐먼트 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하는 도큐먼
트의 개념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다.

주5

수평적인 확장성(Horizontal Scalability)은 데이터 서버의 클러스터에 서버를 추가하고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저장함으로써 확장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1.2 MongoDB의 핵심 기능

리스트 1.1 소셜 뉴스 사이트에서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내는 도큐먼트
{ _id: ObjectID('4bd9e8e17cefd644108961bb'),  _id 필드가 프라이머리 키
title: 'Adventures in Databases',
url: 'http://example.com/databases.txt',
author: 'msmith',
vote_count: 20,
tags: ['databases', 'mongodb', 'indexing'],  ❶ 태그는 문자열의 배열로 저장
image: {
 ❷ 속성이 또 다른 도큐먼트를 가리킴
url: 'http://example.com/db.jpg',
caption: '',
type: 'jpg',
size: 75381,
data: "Binary"
},
comments: [
 ❸ 코멘트는 코멘트 객체의 배열로 저장
{ user: 'bjones',
text: 'Interesting article!'
},
{ user: 'blogger',
text: 'Another related article is at http://example.com/db/db.txt'
}
]
}

리스트 1.1은 소셜 뉴스 사이트(예를 들어, Digg)의 기사를 나타내는 도큐먼트의 한
예인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큐먼트는 본질적으로 속성의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진
쌍의 집합이다. 속성의 값은 문자열이나 숫자, 날짜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배열이나 심지어 다른 도큐먼트가 될 수도 있다❷.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통해 하나의 도큐먼트로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예로 든 도큐먼
트에서 tags라는 속성의 값이 그 기사에 대한 태그를 배열로 저장한 것을 볼 수 있다❶.
더 재미있는 것은 comments 속성인데❸, 이 속성의 값은 다른 도큐먼트로 표현한
코멘트들의 배열이다.
동일한 데이터를 일반적인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도록 하자. 그림 1.1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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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테이블들은 본질적
으로 단일한 구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의 예제에서와 같은 뉴스 기사의 데이
터 내에 존재하는 일대다(one-to-many) 대응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테이블
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뉴스 기사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인
posts 테이블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3개의 테이블이 필요한데, 각각의
테이블에는 post_id라는 필드가 있고 이것은 원래의 뉴스 기사에 대한 레퍼런스다.
이와 같이 한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 표현하는 기법을 정규화
(normalization)라고 한다. 정규화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의 단위 데이터를 오직

하나의 테이블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1 소셜 뉴스 사이트에서 각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 데이터 모델

하지만 정규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post와
tags 테이블에 대한 조인 연산이 필요하다. 코멘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따로 쿼리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조인 연산에 코멘트 테이블도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정규화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모델링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더 자세한 내용
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환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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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먼트 지향적인 데이터 모델에서는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모아놓은 형태로 표현
함으로써 객체를 전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코멘트부터 태그
까지 포스트를 표현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 외에도 도큐먼트에는 미리 정해진
스키마가 없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열을 테이블에 저장한다. 각 테이블
은 각각의 칼럼에 대해 허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다. 그 테이블에서 한 데이터
열에 필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경우는 테이블의 구조 전체를 명시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MongoDB에서는 도큐먼트를 컬렉션으로 모아 놓는데, 어떤 종류의 스키마도
필요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도큐먼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컬렉션 내에서 도큐먼트들
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어, posts 컬렉션의 모든 도큐먼트들은
title, tags, comments와 같은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키마가 없다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애플리
케이션이 데이터 구조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의 구조가 빈번히 변경되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켜 준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스키마가 없는
데이터 모델을 통해 가변적인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상품 카탈로그를 만든다고 해보자. 하나의 상품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가변적인 속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스키마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개체－속성－값(entity-attribute-value)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다.66그림 1.2는 오픈 소스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인 마젠토(Magento)의
데이터 모델의 일부를 보여준다. 각 테이블의 값은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 나머지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음을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 상품의
타입과 속성을 추가로 정의할 수는 있겠으나 복잡성은 증가한다. MySQL 셸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상품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조인 연산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다. 반면에 도큐먼트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조인이 필요 없고 새로운 속성은 한 도큐먼트에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주6

http://en.wikipedia.org/wiki/Entity-attribute-value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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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HP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인 마젠토의 스키마의 일부. 이러한
테이블 구조로 인해 상품에 대해 속
성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1.2.2 애드혹 질의
시스템이 애드혹(ad hoc) 질의를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데, 질의가 어떠한 조건을 갖더라도 well-formed이기만 하면 SQL
쿼리가 실행된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해봤다면 애드혹 쿼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동적 질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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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키－값 타입의 저장 시스템은 하나의 차원, 즉 하나의 키－값으로만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시스템에서와 같이 키－값 저장 시스템 역시 간단하고
확장성 높은 모델을 위해 풍부한 질의어 기능을 포기한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질의어 성능을 MongoDB에서도 대부분 유지하려고 한 것이
MongoDB의 설계 목표 중 하나다.
MongoDB에서 질의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posts와 comments에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 추천 수가 10 이상이고 ‘politics’라는 용어로 태그된 모든 포스트를
찾으려면 SQL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posts
INNER JOIN posts_tags ON posts.id = posts_tags.post_id
INNER JOIN tags ON posts_tags.tag_id == tags.id
WHERE tags.text = 'politics' AND posts.vote_count > 10;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MongoDB의 질의어는 아래와 같이 일치 조건을 도큐먼트를
표현한다. 여기에서 ‘greater than’ 조건을 위해 $gt라는 특별한 키를 사용한다.
db.posts.find({'tags': 'politics', 'vote_count': {'$gt': 10}});

위의 두 질의어는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을 가정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SQL 쿼리는 포스트와 태그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저장함으로써 엄격하게 정규화된
모델에 의존하는 반면, MongoDB의 쿼리는 태그가 각 도큐먼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두 쿼리 모두 여러 개의 속성을 임의로 조합하여 질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애드혹 쿼리의 본질적인 강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 애드혹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키－값 저장 시스템은 프라이머리 키－값으로만 질의어
를 실행할 수 있다. 이 프라이머리 키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는 쿼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추천 수와 같은 속성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라이머리
키가 추천 수를 가리키고, 이 값이 원래의 프라이머리 키－값의 리스트가 되는 엔트리
를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 키－값 저장 엔진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정석이 아닐 뿐더러 작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될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인덱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인덱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더군다나 키－값 저장 시스템에서 해시(hash)를 기반으로 하는
인덱스는 추천 수와 같은 항목에 대해 범위를 조건으로 하는 질의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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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혹 쿼리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MongoDB
도 비슷한 수준의 쿼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만일 여러 가지 데이터베
이스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다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애드혹 쿼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애드혹 쿼리가 필요하다면 MongoDB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애드혹 쿼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커지면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 인덱스가 필요하다. 인덱스를 잘 정의하면 쿼리와 정렬 속도가
10배 이상의 단위로 빨라지기 때문에 애드혹 쿼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세컨더리 인덱
스 역시 지원한다.

1.2.3 세컨더리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책에는 키워드와 페이지 번호를 연결해놓은 인덱스가 있다. 요리책에서 배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찾는다고 가정해보자(아마 집에 배가 많이 있고 상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요리책의 모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요리 재료에 배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덱스에서 ‘배’를 찾아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다.
MongoDB에서 세컨더리 인덱스는 B 트리로 구현되어 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인 이런 종류의 인덱스는 범위를 스캔하거나 정렬을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쿼리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MongoDB에서는 여러 개의 세컨더리
인덱스를 가지고 다양한 질의어를 최적화할 수 있다.
MongoDB에서는 한 컬렉션에 64개까지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 오름차순,
역순, 고유, 복합 키, 심지어 지리공간적 인덱스와 같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덱스가 가능하다. 인덱스에 대해 MongoDB와 MySQL은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갖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인덱스를 관리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다른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장부터는 인덱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장은
전체를 할애하여 인덱스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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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복제
MongoDB는 복제셋(replica set)이라고 부르는 구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복제
(replication) 기능을 제공한다. 복제셋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해 중복성과 자동 장애조치를 위해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한다. 복제는 데이
터베이스 읽기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웹에서와 같은 읽기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
이터베이스 읽기를 복제셋 클러스터 내의 여러 서버
에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제셋은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세컨더리로 이루어진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
공하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는 마스터－슬레이브
(master-slave) 복제에서와 같이 복제셋의 프라이머

리 노드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둘 다 가능하지
만, 세컨더리 노드는 읽기만 가능하다. 복제셋의 고
유한 기능은 자동 장애조치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만일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는 자동으로 세컨더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프라
이머리로 설정한다. 이전의 프라이머리 노드가 복구
되면 세컨더리 노드로 작동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그림 1.3에 설명되어 있다.
복제셋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1.2.5 속도와 내구성
MongoDB에서 내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아이디어
를 고려해봐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쓰기 속도와 내구성 사이에 역 관계
가 존재한다. 쓰기 속도(write speed)는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삽입, 수정, 삭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내구성(durability)은
이 쓰기 연산이 디스크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50KB의 크기의 레코드 100개를 데이터베이스에 쓰고 있는 도중에 즉시
서버의 전원을 차단해버린다고 가정해보자. 서버를 다시 작동시키면 이 데이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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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인데,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과 하드웨어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문제는 마그네틱 하드 디스크에
대한 쓰기 연산이 램에 쓰는 것보다 열 배 이상으로 느리다는 것이다. 멤캐시디
(memcached)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쓰기가 램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전원이 꺼지면 사라져버린다. 반면에 디스크에만 쓰기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거의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속도와
내구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
MongoDB의 경우에는 쓰기 시맨틱스(write symantics)와 저널링(journaling)을 통해
속도와 내구성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 기본 설정의 경우 모든 쓰기는 명령하고
잊어버리기(fire-and-forget)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쓰기 연산을

TCP 소켓으로 보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답을
원할 경우에는 모든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안전 모드(safe mode)로 쓰기 연산을 수행
하여 최소한 응답을 기다림으로써 쓰기 요청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의해 오류 없이
잘 수행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안전 모드는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의
쓰기 연산이 몇 개의 서버에 중복될 때까지 블록(block)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단위 데이터는 작지만 발생하는 양은 방대한 데이터(클릭스트림(clickstream)이나 로그와
같이)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잊어버리기 타입의 쓰기가 적합하고,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에는 안전 모드 쓰기가 더 낫다.
MongoDB v2.0에서는 저널링(journaling)이 사용 가능 상태로 기본 설정되어 있다.
저널링은 모든 쓰기에 대해 로그를 기록한다. 서버가 (정전과 같은 경우로 인해) 불시에
셧다운되면 저널은 MongoDB 파일을 복구해서 서버를 재시작할 때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된다. 이것이 MongoDB를 실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트랜잭션 로그
속도와 내구성 사이의 타협이 MySQL의 InnoDB에서 볼 수 있다. InnoDB는 트랜잭션 저장 엔진인데,
이 정의에 따라 내구성이 보장된다. 쓰기 연산이 트랜잭션 로그와 메모리 버퍼 풀, 두 곳에 수행됨으로써
내구성이 보장된다. 트랜잭션 로그는 디스크와 바로 동기화가 되고, 버퍼 풀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의해
나중에 동기화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쓰기를 수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랜덤 I/O가 순차 I/O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이다. 데이터 파일에 대한 쓰기 연산은 랜덤 I/O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램을 먼저 업데이트
를 하고 디스크에 대한 동기화는 나중에 하게 된다. 하지만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스크에 대한 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 연산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트랜잭션 로그가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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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불시에 셧다운되는 경우에 InnoDB는 트랜잭션 로그를 재실행해서 주 데이터 파일
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쓰기 부하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널링을 하지 않은 채 서버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의 단점은 불시에 셧다운될 때 데이터 파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저널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데이터 복사본을 가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복제해야 한다.
복제와 내구성은 방대한 주제라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1.2.6 확장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확장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드웨어를 업그레
이드하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노드만을 가질 때 일반적인
경우는 디스크나 메모리 혹은 CPU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대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확장
성을 높이는 것을 수직적 확장(vertical scaling) 혹은 상향식 확장(scaling up)이라고 한
다. 수직적 확장은 간단하고, 신뢰할 만하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은 있으나 한계가
있다. 아마존의 EC2와 같이 가상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면 단순히
용량이 충분히 큰 하드웨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하드웨
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면 좀 더 성능이 좋은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수평적 확장(scaling horizontally) 혹은 외적 확장(scaling out)을 고려하는 것
이 합리적일 수 있다. 수평적 확장이란 단 하나의 노드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에 데이
터베이스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으로 확장된 구조에서
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분산된 서버로 인해 장애로 인한 피해가 경감된다. 때때로
발생하는 장애를 피할 수는 없다. 수직적으로 확장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이 의존하고
있는 한 대의 서버에 대해서만 장애에 대처해야만 한다. 데이터의 복사본이 중복 슬레
이브에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대의 서버만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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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해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평적으로 확장된 구조에
서 발생하는 장애와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한 대의 서버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피해가 훨씬 작다.

그림 1.4 수평적 확장 vs. 수직적 확장

MongoDB는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동 샤딩(auto-sharding)으로
알려진 파티션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걸쳐 분산하는 것을 자동으로
관리해준다. 또한 샤딩 시스템은 샤드 노드를 추가해서 용량을 필요한 만큼 늘린다.
또한 자동 장애조치도 제공하는데, 각각의 샤드는 최소한 2개의 노드로 구성된 복제셋7
으로7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 노드에서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복구되
도록 보장한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이러한 내부
메커니즘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마치 하나의 노드
에 연결하는 것처럼 샤드 클러스터에 연결하면 된다.
지금까지 MongoDB의 가장 강력한 특징에 대해 다루었는데, 2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볼 것이다.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베이

주7

기술적으로 각 복제셋은 최소 3개의 노드를 갖지만, 이 중에서 두 노드만 데이터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1.3 MongoDB 코어 서버와 툴

17

스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MongoDB의 실행 환경과 코어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툴, 그리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다.

1.3 MongoDB 코어 서버와 툴
MongoDB는 C++로 쓰여졌고 10gen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었다. 맥 OS X과
윈도우, 그리고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컴파일되고, 각 플랫폼에 대해서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도 mongodb.org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MongoDB는 오픈 소스이
며, GNU-A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로부터 수정된 사항도 자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10gen의
코어 서버 팀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팀에 의해 개발된다.
GNU-AGPL에 대하여 GNU-AGPL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라이

선스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소스 코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커뮤니티가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GNU-AGPL의 가장 큰 제약은 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사항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어 서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공개를 원치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업적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MongoDB v1.0은 2009년 11월에 발표되었다. 대략 3개월마다 주요한 새 버전이 발표
되는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짝수이면 안정된 버전이고 홀수이면 개발 버전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안정된 버전은 2.0이다.88
이제 MongoDB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제공되는 툴과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드라이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다.

1.3.1 코어 서버
코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mongod(윈도우에서는 mongodb.exe)라는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된다. mongod 서버 프로세스는 특별히 만들어진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통해

주8

예를 들면, v2.0.3과 같이 언제나 가장 최근의 안정된 배포판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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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켓으로 명령을 받아들인다. mongod 프로세스의 데이터 파일은 모두 같은
서버에 저장되고, 저장되는 위치는 /data/db(윈도우에서는 C:￦data￦db)로 기본 설정
이 되어 있다.
mongod는 여러 가지 모드로 실행될 수 있는데, 복제셋의 구성원로서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MongoDB에서는 복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2개의 복제 노드와 세 번째
서버9에서9실행되는 중재자(arbiter)로 구성되는 복제셋이 일반적이다. MongoDB의
자동 샤딩 구조는 각 샤드에 대해 복제셋으로 구성된 mongod 프로세스들과 설정
서버(config server)로 알려진 별도의 메타데이터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mongos라는 라우팅 서버도 따로 있는데, 이는 서비스 요청을 해당하는 샤드로 보내는
기능을 갖는다.
mongod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것은 MySQL과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표준 포트와 데이터 디렉터리를 설정해주는 것은 가능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하기 위한 옵션은 별로 없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메모리 할당 같은 설정을 제어하는 수많은 파라미터의 값을 바꿔줌으로써 데이터베이
스 튜닝을 하는데, 이러한 튜닝은 일종의 마술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MongoDB의
설계 철학에 따르면, 메모리 관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는 운영체제가 더 잘한다. 데이터 파일은 mmap() 시스템 호출을 통해
시스템의 가상 메모리에 매핑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관리의 책임을 OS 커널
에 맡긴다. 뒤에서 mmap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설계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1.3.2 자바스크립트 셸
MongoDB 명령어 셸은 자바스크립트에 기반한 툴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다. mongo 실행 파일은 셸을 로드하고 지정된 mongod
프로세스에 연결한다. 셸은 MySQL 셸과 여러모로 같은 기능을 갖지만, 대부분의
명령어를 SQL 대신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주9

이 중재자 프로세스들은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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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users 컬렉션에 하나의 도큐먼트를 삽입하는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 use mongodb-in-action
> db.users.insert({name: "Kyle"})

첫 번째 명령어는 MySQL을 사용해본 독자라면 익숙한 명령어일 텐데, 어떤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두 번째 명령어는 간단한 도큐먼트를 삽입하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다. 삽입 연산의 결과를 보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질의어를
실행하면 된다.
> db.users.find()
{ _id: ObjectId("4ba667b0a90578631c9caea0"), name: "Kyle" }

find 메소드가 결과 값으로 리턴하는 것은 삽입된 도큐먼트에 오브젝트 id가 추가된
도큐먼트다. 모든 도큐먼트는 프라이머리 키인 _id 필드가 필요하다. 도큐먼트를 만들
때 고유한 값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어떠한 값이라도 _id 필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일 생략하면 MongoDB의 오브젝트 ID가 자동으로 첨가된다.
셸은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조작 명령 이외에도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수행 중인
오퍼레이션을 보거나 세컨더리 노드의 복제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또는 샤딩에 대한
컬렉션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다. 곧 알게
되겠지만, MongoDB 셸은 숙달해 놓으면 좋은 강력한 툴이다.
물론 MongoDB로 개발할 때 많은 부분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MongoDB의 프로그래밍
언어 드라이버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자.

1.3.3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라는 말을 들을 때면 악몽과도 같은 하위 계층에서의 디바이스
해킹이 떠오르는가?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ongoDB 드라이버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인터페이스를 유지하
면서 각 언어의 특정한 쓰임새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모든 드라이버에서 하나의 도큐먼트를 컬렉션에 저장하는 메소드는 비슷하지만, 도큐
먼트를 표현하는 것은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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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에서는 도큐먼트가 루비 해시로 표현되고, 파이선에서는 사전(dictionary)이 적합
하다. 도큐먼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자바에서는 도큐먼트 빌더
클래스인 LinkedHashMap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드라이버는 풍부하고 언어 중심적인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드라이버 이상의 추상화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RDBMS에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과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지향 모델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 MongoDB와 RDBMS
는 뚜렷이 대비된다. 복잡한 객체－관계 매퍼(object-relational mapper)가 필요하진
않지만, 유효성 확인과 타입 체킹을 위해 간단한 래퍼(wrapper)가 MongoDB 드라이
버 상에서 종종 사용된다.1010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10gen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드라이버는 C, C++, C#,
Erlang, Haskell, Java, Perl, PHP, Python, Scala, Ruby다. 이외의 언어에 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드라이버를 찾아볼 수 있다.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드라이버도 없다면 드라이버 개발에 대한 지침서를 mongodb.org에서 참
고하여 새로운 드라이버를 만들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드라이버는 모두
Apache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서비스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만들고자 한다면 좋은 예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장부터는 드라이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1.3.4 커맨드라인 툴
MongoDB는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가 번들로 제공된다.
mongodump, mongorestore: 백업과 복구를 위한 표준적인 유틸리티다.
mongodump는 BSON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백업만 할 때 적
합하다. mongodump는 핫백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mongo
restore로 쉽게 복구될 수 있다.

주10 이 책을 쓰는 현재 몇 가지 인기 있는 래퍼로는 자바의 Morphia, PHP의 Doctrine, 루비의 Mongo

Mappe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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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export, mongoimport: 이 유틸리티를 통해 JSON, CSV, TSV 타
입의 데이터를 엑스포트와 임포트할 수 있다. 이 유틸리티는 어디서나 지원
되는 일반적인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mongoimport는 대용
량 데이터를 초기에 임포트하기 좋은데, MongoDB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별도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통해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것이 더 쉽다.
mongosniff: 데이터베이스에 요청된 오퍼레이션을 보기 위한 와이어 스나
이핑(wire-sniffing) 툴이다. BSON을 읽기 쉬운 셸 문장으로 변환해준다.
mongostat: iostat과 비슷한데, MongoDB와 시스템을 계속 폴링(poll)해서
초당 수행되는 삽입, 질의, 수정, 삭제 등과 같은 연산의 수나 할당된 가상
메모리의 양이나 서버에 대한 연결의 수와 같이 유용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
한다.
이외에도 bsondump와 monfiles가 있는데 나중에 다룰 것이다.

1.4 MongoDB를 사용하는 이유
지금까지는 MongoDB가 프로젝트에 좋은 이유를 몇 가지만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MongoDB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계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MongoDB를 선택하는
당위성이 좀 더 명백해질 것이다. MongoDB의 설계자들에 의하면, MongoDB는 관
계 데이터베이스와 키－값 저장 시스템의 장점만을 모아서 설계되었다. 키－값 저장
시스템은 시스템의 단순성으로 인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장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수평적인 확장은 어려운 반면에 다양한 데이터 모델과 강력한
질의어를 가지고 있다. MongoDB가 이 둘 사이의 중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쉽게
확장되고,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정교한 질의어를 갖는 데이터베이
스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MongoDB는 웹 애플리케이션, 분석과
로깅 애플리케이션, 중간 정도의 캐시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차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적합하다. 또한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용이하
기 때문에 미리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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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장들이 대담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MongoDB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리고서 MongoDB
의 용례와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예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MongoDB를 사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실제적인 고려사항들을 논의해보겠다.

1.4.1 MongoDB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다행
히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몇 개의 범주에 속한다. 뒤에 나오는 섹션에서는 간단한
키－값 저장 시스템과 정교한 키－값 저장 시스템,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큐먼트 데이
터베이스를 설명하고 MongoDB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표 1.1 데이터베이스 패밀리
예

데이터 모델

확장 모델

용례

간단한 키-값 저장 멤캐시디

키-값, 여기서

여러 가지.

시스템

밸류는 이진 blob

memcached는
이용 가능한 램으로
노드에 걸쳐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 스토어로
변환한다

정교한 키-값 저장 카산드라,
시스템
볼드모트 프로젝트
(Project Voldemort),
리악(Riak)

여러 가지가 있다.
카산드라는
칼럼(column)으로

높은 확장성과
고효율 verticals
용이한 장애조치를 (액티비티 피드,
위한 Eventually- 메시지 큐).
consistent, 다중
캐슁. 웹 ops
노드 분산

관계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MySQL,
PostgreSQL

테이블

(Memcached)

부르는 키-값
구조를 사용하고,
볼드모트는 이진
blob을 사용한다.

수직적 확장.
제한적인
클러스터링과
수동적인 파티션

캐싱, 웹 ops.

트랜잭션이 필요한
시스템 또는 SQL.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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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키－값 저장 시스템
간단한 키－값 저장 시스템은 이름이 암시하듯이 제공된 키를 기반으로 값을 인덱스하
는데, 일반적으로 캐싱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해낸 HTML
페이지를 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키는 페이지의 URL이고, 값은
생성된 HTML 페이지 그 자체가 된다. 키－값 저장에서 하나의 값은 단지 바이트의
배열일 뿐이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스키마도 없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것은 자연히 키－값 저장 시스템에 의해 가능한 오퍼레이
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값을 넣거나 혹은 키를 이용해서 값을 검색하거
나 삭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확장성이 좋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memcached(멤캐시디라고 발음한다)가
있다. memcached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만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지속성을 포기한
대신에 속도는 매우 빠르다. memcached는 분산 시스템인데, 노드가 여러 대의 서버
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면서 단일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 것처럼 동작함으로써 여러
서버에 걸쳐 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성을 없애준다.
memcached 같은 단순한 키－값 저장 시스템은 더 빠른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지만,
MongoDB와는 다르게 기본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키－값 저장 시스템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위에 위치한 캐싱 계층이나 잡 큐(job
queue)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단순한 지속성 계층(persistence layer)에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교한 키－값 저장 시스템
복잡한 읽기/쓰기 연산을 수행하거나 좀 더 기능이 많은 데이터 모델을 위해 단순한
키－값 저장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교한 키－값 저장
시스템(sophisticated key-value store)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일례로는

아마존의 다이나모를 들 수 있는데, ‘Dynamo: Amazon’s Highly Available
Key-value Store’라는 제목의 기술 페이퍼에 잘 서술되어 있다. 다이나모의 목표는
네트워크 장애나 데이터 센터 장애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
서 기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노드에 걸쳐서 자동으로 복제됨으로써 항상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사용자는 (여기서 사용자는 아마존 쇼핑
카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다이나모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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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해 여러 노드에 쓰기 연산을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동시에 다이나모는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다이나모에서는 마스터가
없고 모든 노드가 동등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기가 쉽고 노드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 다이나모는 독점적인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는
카산드라나 볼드모트, 리악과 같이 NoSQL에 속하는 많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교한 키－값 시스템을 누가 개발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시스템들이 어디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구글의 빅테이블(BigTable)에
의해 영향을 받은 칼럼 지향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이나모의 확장성
을 많이 구현한 카산드라를 예로 들어보자. 카산드라는 페이스북에서 수신함 검색
기능을 위해 만든 데이터 저장 시스템의 오픈 소스 버전이다. 카산드라는 50테라바이
트가 넘는 수신함 데이터를 인덱스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수신함에 대해 키워
드와 수신자로 검색이 가능하다. 데이터는 유저 아이디로 인덱스되는데, 각 레코드는
키워드 검색을 위한 검색어 배열과 수신자 검색을 위한 수신자 아이디 배열로 이루어
져 있다.1111
이러한 정교한 키－값 저장 시스템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주요 인터넷 기업에
서 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는 여러 시스템들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정교한
키－값 저장 시스템은 대용량의 저장 장치와 가용성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
고 완전한 도메인을 관리한다. 마스터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노드를
추가해서 쉽게 확장한다. 또한 궁극적인 일관성(eventual consistency)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읽은 데이터가 반드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느슨해진 일관성 덕분에 어느 한 노드에 장애가 있어도 쓰기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엄격한 일관성, (샤드당) 하나의 마스터, 더 다양한 데이터 모델, 세컨더리 인덱
스를 제공하는 MongoDB와는 대조된다. 다양한 데이터 모델과 세컨더리 인덱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다중 도메인 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전체 데이터 모델에 걸쳐 실행되는 쿼리
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컨더리 인덱스도 필요하게 된다.

주11 http://mng.bz/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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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한 데이터 모델 때문에 MongoDB는 확장 가능한 대용량 웹 애플리케이션이라
는 문제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MongoDB의 확장 구조는 다이나
모의 아이디어를 따르지 않아 종종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확장 솔루션이 필요하다. MongoDB의 자동 샤딩은 야후의 PNUTS 데이터 저장
시스템과 구글의 빅테이블의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 이들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한
기술 페이퍼를 읽어봤다면 MongoDB의 확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미 구현되었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RDBMS가
MongoDB와 공통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논의해보겠다.
MySQL12은12고정된 스키마 테이블을 사용하고 MongoDB는 스키마가 없는 도큐먼
트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MongoDB와 MySQL은 둘 다 다양한 데이터 모델
을 표현할 수 있다. MySQL과 MongoDB에서는 B－트리 인덱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MySQL에서 인덱스로 작업하는 것에 익숙한 독자라면 MongoDB에서도 인덱스가
비슷하게 동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MySQL에서는 조인과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SQL을 써야만 한다거나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라면 MySQL이나
다른 RDBMS를 사용해야 한다. MongoDB의 도큐먼트 모델은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조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트랜잭션을 통해 수행
했던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도큐먼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원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두 시스템 모두 복제를 지원한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MongoDB는 샤딩과 자동 장애조치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MySQL에서는 샤딩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수직
적으로 확장된 MySQL 시스템이 좀 더 일반적이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잘 알려진 도큐먼
트 데이터베이스로는 MongoDB 말고는 아파치의 CouchDB(카우치디비)가 있다.
CouchDB의 도큐먼트 모델은 MongoDB와 비슷하지만, 데이터를 MongoDB에서는

주12 MySQL은 대부분의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MySQL

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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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ON 바이너리 타입으로 저장하는 것에 비해 CouchDB에서는 JSON을 단순 텍스트
로 저장한다. MongoDB에서와 같이 CouchDB도 세컨더리 인덱스를 지원하지만
CouchDB에서는 인덱스가 맵 리듀스 함수를 작성해서 정의된다는 점이 다른데,
MySQL이나 MongoDB에서 사용되는 선언적인 구문보다 더 복잡하다. 확장성도 차
이가 있는데, CouchDB는 데이터를 서버에 걸쳐서 파티션하지 않고 노드 각각에 하나
의 완전한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

1.4.2 사용 예와 배포
솔직히 말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능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다. 실제 비즈니스에
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MongoDB의 사용 예를 폭넓게 몇 가지 알려주고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1313

웹 애플리케이션
MongoDB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차적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적당
하다. 심지어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조차 도메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용자 관리, 세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 업로드, 퍼미션 등을 위해
수많은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테이블
기반 데이터 모델과 잘 맞는 것처럼 MongoDB의 컬렉션과 도큐먼트 모델을 사용해도
얻을 수 있는 장점 역시 많다. 도큐먼트는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컬렉션의 수는 동일한 데이터를 완전히 정규화된 관계 모델로 표현할
때 필요한 테이블의 수보다 훨씬 적다. 또한 동적 쿼리와 세컨더리 인덱스를 통해
SQL 개발자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질의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 커져감에 따라 필요한 확장성을 명쾌하게 제공한다.
실제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MongoDB는 기본적인 데이터 도메인으로부터 로깅이나
실시간 분석과 같은 부가적인 데이터 도메인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전 영역에
걸쳐 사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2008년 1월 이후로 MongoDB를 기본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비즈니스 인사이더(The Business Insider, TBE)의 경
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TBE는 하루에 고유한 페이지 뷰가 백만 회가 넘을 정도로

주13 MongoDB가 배포되어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최신 목록은 http://mng.bz/z2CH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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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뉴스 사이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이트의 주요한
콘텐츠인 게시글, 코멘트, 사용자 등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점이다. TBE는 이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뉴스 스토리에
대해 클릭－스루(click-through) 비율을 나타내는 히트(heat) 맵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샤딩의 효과를 볼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전에 대비한
자동 장애조치를 위해 복제셋을 이용한다.

애자일 개발
애자일 개발(Agile Development)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애플리케이션
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셔터플라이(Shutterfly)나 뉴욕타임즈처럼 많은 개발 팀들이 MongoDB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여러 이유 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 MongoDB
에서는 고정된 스키마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키마를 적용시키고, 의논하고, 수정
된 스키마를 반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절약된다.
이에 더하여 관계 데이터 표현을 객체지향 모델로 끼워 맞추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을 다루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ORM에 의해 생성된 SQL을 최적화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절감된다. 따라서 MongoDB는 짧은 개발 사이클과 중간 크기의 애자일 개발
팀에 의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

분석과 로깅
앞에서 MongoDB가 분석과 로깅도 잘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MongoDB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기반이 안정된
회사가 분석만을 전용으로 하는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에 MongoDB를 사용함으로써
MongoDB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회사들로는 GitHub,
Disqus, Justin.tv, Gilt Group 등이 있다.
MongoDB가 분석에 적합한 것은 속도, 그리고 타깃 원자적(atomic) 업데이트와 캡드
(capped) 컬렉션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때문이다. 원자적 업데이트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카운터의 값을 효율적으로 증가하고 값을 배열에 푸시할 수 있게 된다.
캡드 컬렉션은 로깅에 유용한데,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오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다. 분석과 로깅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파일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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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볼 때, 데이터를 구조화하기가 더 쉽고 더 강력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rep이나 로그 검색 유틸리티를 쓰지 않고도 MongoDB의 질의어를 사용해서
로그 결과를 검사할 수 있다.

캐싱
더 빠른 질의어와 오브젝트를 보다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
는 장점으로 인해 좀 더 전통적인 MySQL/memcached 듀오 대신 MongoDB를 쓰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바대로 TBE에서는 memcached를 더 이상 쓰지 않고
페이지 요청을 MongoDB로부터 직접 처리한다.

가변적인 스키마
아래와 같은 예제 코드를 보자.1414
curl http://stream.twitter.com/1/statuses/sample.json -umongodb:secret
| mongoimport -c tweets

이 명령어는 트위터 스트림 샘플을 다운받아서 파이프를 통해 MongoDB의 컬렉션에
바로 입력한다. 스트림이 JSON 도큐먼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기
전에 가공할 필요가 없다. mongoimport 툴이 데이터를 BSON 타입으로 직접 변환한
다. 이것은 각 트윗이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컬렉션 내에서 개별적인 도큐먼트로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 인덱스, 맵－리듀스 집계 등 어느 것이든지
곧바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JSON API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JSON으로 쉽게 변환해
주는 시스템이 가치가 높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그 데이터의 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스키마 제약이 없는 MongoDB를 통해 데이터 모델이 매우 간단해진다.

1.5 팁과 한계
이 모든 특징과 함께 시스템의 장단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다. MongoDB로

주14 여기서 설명되는 아이디어는 http://mng.bz/52XI에 기인한다.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길 원한다면

<code>-umongodb:secret</code>를 자신의 트위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바꾸면 된다.

1.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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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되는 시스템으로 배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는 한계점이 몇 가지 있다. 이것들 대부분은 MongoDB가 메모리 맵
(memory-mapped) 파일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들이다.

첫 번째로, MongoDB는 보통 64비트 시스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32비트 시스템은 4GB
의 메모리만 쓸 수 있다. 이 중 절반은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파일을 매핑할 메모리는 2GB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MongoDB
를 32비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이라면 정의된 인덱스의 수가 적더라도 최대 사용 가능
한 크기의 데이터는 1.5GB에 불과하다. 실제 서비스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것보다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64비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1515
가상 메모리 매핑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결과는 MongoDB가 필요할 경우에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한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환경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진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와 같이 MongoDB
도 전용 서버에서 최적으로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MongoDB를 실행할 때는 복제를 사용할 것을 권하는데, 특히 저널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MongoDB에서는 메모리－맵 파일을 사용하
는데, 저널링이 사용되지 않고 실행 도중 불시에 셧다운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손상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조치를 위해 복제된 백업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데이터베이스라도 해당되는 좋은 권고사항이지만(어떤 MySQL
설정에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저널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MongoDB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1.6 요약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다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MongoDB는 오픈 소스, 도큐먼
트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오늘날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확장을 위해 설계된 MongoDB는 동적 질의어와 세컨더리 인덱스가 특징이
다. 그 외에도 빠른 원자적 업데이트와 복잡한 집계, 자동 장애조치와 복제, 수평적

주15 64비트 아키텍처는 이론적으로 163억GB의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

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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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위한 샤딩 등이 있다.
말을 많이 한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읽어왔다면 이런 성능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다. 어쩌면 당장 코딩을 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다음 두 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다. 우선은
MongoDB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유용한 자바스크립트 셸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드라이버를 실험해볼 텐데, MongoDB에 기반한 간단한 애플
리케이션을 루비로 작성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