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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최근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당연히 Oracle, MS-SQL, DB2, MySQL 등으로 대표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 DBMS)를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NoSQL(Not Only SQL) 제품들이 많이 출시

되고 보편화되어 기업에서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RDBMS와 NoSQL 제품 등을 두
루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
화와 사용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분산 NoSQL 문서 데이터베이스 제품입니
다. 강력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스케일 아웃(scale-out) 아키텍처라서 클라우드
나 범용 하드웨어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JSON 기반의 유연한 데이
터 모델,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고성능, 간편한 확장성과 무중단 24x365 가용성 제공 등
은 카우치베이스가 자랑하는 장점입니다. 또한, 오픈 소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로
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품의 성숙도를 높이려는 끊임
없는 노력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과 성능은 물론 안정성과 확장성 등에도
사용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 유수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도 카우치베이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
지만, 해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과 사용 증가 추세에 비하면 국내 확산은 다소 느린 측면
이 있었습니다. 이는 카우치베이스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책
자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와 같은 아쉬움을 갖던 중
다년간 카우치베이스를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 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

추천사

한 박선용 님으로부터 카우치베이스 책을 출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카우치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실제 개발에 적용하고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우치베이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론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분
들에게도 유용한 서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우치베이스 서버 제품뿐만 아니라 모바
일 플랫폼을 위한 Couchbase Mobile, Couchbase Sync Gateway, 그리고 NoSQL
Query Language인 N1QL까지 다루고 있어서 카우치베이스 제품군에 대해 알고자 하
는 모든 분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훌륭한 책을 집필해 주신 저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본 책의 출판을
계기로 많은 분께서 카우치베이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배우시고 사용하셔서 더욱 근사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형진
카우치베이스 한국총판 ㈜엔투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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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베이스를 통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여
러 NoSQL 시스템 중에서 장점이 많은 훌륭한 솔류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에
서는 활발하게 실무에 적용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몽고디비 등 다른 NoSQL 제품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과 기존
RDBMS 시스템에 익숙한 환경, 사용자 트래픽이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손쉽게 참고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없다는
점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 카우치베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무척 생소한 시스템이라 과연 괜
찮을까 하는 의심이 매우 컸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NoSQL 적용 여부를 고민하는 대
부분의 사례에서 RDBMS, 예를 들어 MySQL과 같은 솔루션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효율
입니다.
스마트폰과 SNS로 대변되는 제2의 IT 혁명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몰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개발 언어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분산 서버 시스템의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보다 큰 근본적인
변화는 대응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는 PC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앱 스토어를 통
해 개발자는 바로 사용자와 연결되었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되는 대규모의 소프
트웨어 개발 조직만이 아니라 한 명의 개발자도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공을 거
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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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용자 요구와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른 빠르고 최적화된 리소
스 대응입니다. 서비스를 이루는 모든 분야, 기획-개발-시스템에서 민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최소의 노력으
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효율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만약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어서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민첩하게 그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확
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경쟁자와의 경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
해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서비스를 개발/확장/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더해 응
답 속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의 열악한(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은 열악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경에도 PC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는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명의 개발자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발을 모두 하
고, 여러 개발 언어와 환경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으로 자바, Node.js, 안드로이드, 오브젝티브-C 등을 모두 다
룰 수 있고, 동시에 서버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NoSQL에 대한 관심의
증가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NoSQL 솔루션은 무척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솔루션 중에서 쉬운 확장, 개발 편의, 빠른 성능, 손쉬운 관리가 가능하면서 동시
에 MySQL을 대신할 만한 범용적인 기능을 갖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현재로는 카우
치베이스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면서 사용하
면 할수록 카우치베이스의 장점을 느끼게 되었고, 개발자뿐 아니라 운영자 관점에서 모
두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솔루션임에도 국
내에서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쉽
고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초기 카우치베이스의
개념을 잡는 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일단 개념이 잡히고 나서 보니 카우치베이스의 장점
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최근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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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여러분에게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분의 프로젝트에서 카우치베이스가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설계와 개발을 해나
가시면서 IT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기 바랍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양한 개발에서 데이터 저장소로 카우치베이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능 좋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
• 일반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게임 서버 개발자
•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운영자
• 소프트웨어/시스템 아키텍트

독자 A/S 안내

이 책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스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에서 궁금
한 것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소스코드 다운로드: https://github.com/baida21/couchbase_example
• 독자 Q&A: 저자(seanpark7109@gmail.com), 출판사(jeipub@gmail.com)

감사의 글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10년 넘게 옆에서 고생해 온 아
내와 부모님, 장인, 장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캐리커처를 그려준 큰 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사 동료들과 건강을 지키도록 도움을 주시는 기천의 선생님과 수련 동
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사
장님과 편집부 임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용

베타리더 후기

김태경(다음카카오)

Node.js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카우치베이스를 함께 선택해도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일 겁니다.
CouchDB를 한 5년 전에 CRUD 정도만 해 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활용 방법을 잘 찾
지 못한 채 MongoDB나 Redis를 좀 더 선호했는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활용 부분을 보
면서 카우치베이스도 관심 목록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성모(CJ올리브네트웍스)

쿠키런의 백엔드로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NoSQL인 카우치베이스에 대해 배워 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현(프리랜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인 Node.js로 RESTful 서비스를 구축하며 카우치베
이스를 접할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보았네요.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차
근차근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베타리딩 때는 저자와 다른 개발 환경이라
세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독자들과 만날 때는 읽기 더 편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아름

카우치베이스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 실무서라 그런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책인 것 같습
니다. 여담이지만, io.js에 관한 기사가 나온 뒤에 베타리딩을 하게 되어 ‘혹시 이 책의 제
목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라는 약간 장난스러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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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재(예티소프트)

Nodejs, Express 예제와 함께 수록되어 있어 하나씩 따라 하면서 간단한 웹 서버 구축
및 NoSQL DB 연동을 쉽게 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의 사용법
을 알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Nodejs로 웹 서버 구축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쉬운 예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에 대한 예비지식
들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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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카우치베이스 소개
이미 여러분은 NoSQL이란 용어에 친숙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몽고디비(MongoDB),
버클리 디비(Berkeley DB) 등 꽤 많은 NoSQL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카우치베이스
(CouchBase)도 이러한 NoSQL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카우치베이스 서버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
을 담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서버 3.0 버전이 출시되면서 클라
이언트 SDK도 모두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사용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는 맨 마지막 장에서 자세하게 따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기본적
인 개념만 잡고 바로 실무 코드를 작성하면서 응용법을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용

2

CHAPTER 1 카우치베이스 소개

1.1

개괄

카우치베이스(CouchBase)는 쉽게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고성능의 매우 유연한 문서
(document) 기반의 NoSQL 솔루션입니다.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르며, 대량의 동시 사용자

를 처리할 수 있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365일 가동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솔루션입니
다. JSON 문서 객체를 지원하기에 정보 저장과 변경도 매우 유연하면서 쉽습니다. 또한,
성능 확장 시 서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추가하면서 서비스 용량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
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매우 편리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본다면, 문서 기반의 유연한 데이터 구조와 다운타임이 없는 고가용성
(high availability)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서버 확장이 필요할 때

매우 빠르게 수평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작업 시에도 서버를 중단시키지 않고도
서비스를 진행하며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도 한 가
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처럼 몇 주 사이에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해 봅시다.
• 한 달 안에 사용자 수가 15만 명 이상 증가
• 피크 시 초당 수천 건의 접속 및 요청
• 하루 수백만 건의 사진 데이터 저장 등

이와 같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려 할 때 카우치베이스가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습
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draw something’이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앱인데, 사용자의 트래픽이 매우 많은 앱 중 하나입
니다. 물론, 이미 카우치베이스 서버는 많은 사이트에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
니다. 근래 페이팔(PayPal)에서의 적용사례도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
은 성능을 요구하는 서비스에서 카우치베이스는 훌륭한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1.2 카우치베이스 기본 개념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카우치베이스 서
버는 여러 서버로 구성된, 소위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서버 노드가 상호 복제 기능을 지
원하므로 페일오버(failover, 대체복구) 기능도 매우 뛰어나며, 실시간 운영환경에서 서버
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평 확장이 매우 쉬워서 사용자가 급격
히 증가하는 환경에서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
실시간 서버 제거와 추가

그림 1-1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 개념도

1.2

카우치베이스 기본 개념

11장에서 카우치베이스의 아키텍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
용은 11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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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베이스는 클러스터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각 클러스터의 노드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노드 안의 소프트웨어와 세팅이 완전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
다. 단, 데이터의 경우는 노드별로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들은
서버 세팅에 따라 한 개 이상에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모든 문서는 고유한 ID가 부과되어 저장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어느 노드
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공되는 클라이언트용 라이브러리와 카
우치베이스 서버가 분산된 데이터를 관리하며,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복잡한 조회를 위해서 뷰(view)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뷰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맵리듀스(MapReduce)를 이용하여 제공되게 됩니다. 통
상 맵리듀스는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카우치베이스는 점진적 맵리듀스
(incremental MapReduce)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리소스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1.2.1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우리는 카우치베이스가 JSON이라는 스타일로 문서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말을
수 없이 들을 것입니다. JSON 객체 스타일은 배열과 그 외 복잡한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이 구조로 데이터 저장을 가장 우선적으
로 추천합니다.
물론, 카우치베이스는 JSON 문서 객체만이 아니라 단순한 바이너리나 정수, 문자열로
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우치베이스는 JSON 객체를 우선적으로 지
원하므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 스타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2 노드와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통상 복수 개의 노드(node)로 구성됩니다. 클러스터(cluster)의 경우는 한 개 이
상의 노드로 구성되는데, 모든 노드는 기능적으로나 인터페이스나 모두 동일합니다.

1.2 카우치베이스 기본 개념

노드란, 하나의 카우치베이스 서버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의 노드는 통상 물리적으로 구
분되는 서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상화 시스템이라면 하나의 가상 서버 인스
턴스도 하나의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 서버는 가상화 머신으로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면 더 편리한데, 그 이유는
확장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시스템 자원을 손쉽게 추가하거
나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1.2.3 데이터 버킷
버킷(bucket)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논리적인 컨테이너입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여러 서버

를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입니다. 이때 데이터 버킷(data bucket)은
클러스터 안에서 동일한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영역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 버킷은 클러
스터 시스템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데이터 버킷은 모든 클러스터 시
스템에서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 버킷 안의 데
이터와 그 안에 존재하는 뷰 등의 기능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별 혹은 서비스별로
버킷을 별도로 구성해서 서비스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하나의 서비스에 대
한 버킷은 하나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이상의 버
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카우치베이스 시스템에 여러 게임을 올
려 서비스하고 싶은 경우, 하나의 게임에 각각의 버킷을 만들어 할당하면 하나의 시스
템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멀티 테넌트(multi-tenant)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서비스에 두 개 이상의 버킷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그를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싶으면 로그용 버킷을 선언하고 그곳에 문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버킷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각의 버킷은 생성 시 다른 RAM 용량
을 할당받거나, 복제되는 노드 개수나 디스크 용량 등의 설정도 모두 다르게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버킷별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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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한 개 이상의 버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킷 간의
데이터 연동(예를 들어, JOIN 혹은 뷰 등)은 퍼포먼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데이터가 서
로 연계되는 형태로 버킷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앞에서의
예처럼 로그용 버킷을 따로 관리하고 싶다면, 가능한 데이터의 상호 연동이 필요 없게 독
립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4 vBucket
카우치베이스 서버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 버킷과 더불어 vBucket
이란 것이 있습니다. 버킷이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적인 데이터 저장 영역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버킷이 실제 클러스터 노드에 저장될 때는 버추얼 버킷(virtual
bucket)이라고 불리는 1024개(현재로는 1024개입니다)로 이루어진 vBucket에 나누어져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서버 노드가 4개이면 256개의 vBukcet이 노드별로 존재하게 됩
니다.
구체적으로, vBucket은 서버 메모리에 존재하는 해시 테이블(hash table)입니다. 실
제 버킷의 데이터는 해시된 키 값에 따라 저장될 적절한 vBucket이 선정되고, 다시 이
vBucket은 해시 맵(hash map)이라는 매핑 정보에 따라 실제 노드로 연결이 됩니다.
vBucket은 카우치베이스 서버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아키텍처입니다. 개개의 vBucket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종종 ‘재균형
(rebalance)’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위치가 노드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vBucket과 노드를 매핑해 주는 해시 맵의 정보도 모두 변경되어 각 노드와 클
라이언트에게 업데이트됩니다.

1.2.5 키와 메타데이터
카우치베이스 안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키(key)를 가집니다. 키는 문서 혹은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유일한 값을 의미합니다. 기존 RDBMS에서의 주 키(primary key)와 의미
가 같습니다.

1.2 카우치베이스 기본 개념

키 값은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데, 생성시키는 방법은 4.5절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장되는 모든 문서는 세 가지 메타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
게 됩니다. 이 메타 정보는 문서가 생성될 때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며, 어떻게 문서를
조작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CAS 값
일명 CAS ID 혹은 CAS 토큰이라고 불립니다. 이 값은 카우치베이스 서버가 값을 변경하
거나 삭제할 때 참조하는 값입니다.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입니
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문서를 읽은 후 업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순간의 CAS 값이 다르다면(즉, 누군가가 거의 동시에 먼저 수정했다
면) 이를 수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TTL
데이터가 존속할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TTL(Time To Live) 값을 지정하지 않고 디폴트
로 저장하면 문서 데이터는 소멸하지 않고 TTL은 무한 값을 가집니다. 만약 TTL 값이
설정되면 카우치베이스 서버는 정기적인 관리 주기 때 TTL을 초과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플래그
플래그(flag)는 클라이언트 SDK에서 부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옵션 값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이를 통해 저장될 때의 데이터 포맷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6 데이터 저장 및 읽기
NoSQL 솔루션을 접할 때 기존의 DBMS에 익숙한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QL과 같은 구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가 테이블
구조로 저장되는 일반 DBMS와 달리 카우치베이스는 구조화된 형식인 문서(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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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조회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는 매우 단순해서, 말 그대로 CRUD에 대한 각각의 오퍼레이션만 존재하

게 됩니다. 다음 표에 나타난 것이 카우치베이스의 CRUD 오퍼레이션의 전형적인 예입
니다.
표 1-1 카우치베이스의 CRUD 예

CRUD

사용 예

Create

set()

Read

get(ID)

Update

replace()

Delete

delete()

모든 문서는 유일한 ID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카우치베이스 서버는 문서 ID를 해시
(hash)하고 그 해시 값에 따라 서버 노드에 문서를 저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값에 해당

하는 value는 JSON만이 아니라 바이너리, 직렬화된 객체 등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인 조작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말은 개발자 관점에서 프로그래
밍이 극도로 간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API가 매우 간단해지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데이터 모델링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는 장점이 되기
도 하고 때로는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CRUD 조
작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CRUD 조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별 조작이 모두 원자적(atomic)이란 점
입니다. 이 말인즉슨, 조작은 성공과 실패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읽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작에 대한 응답은 성공이나 실패한 값 두 가지만 존재하고, 그 사이
에 다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조작은 메모리에 반영되면 결과를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
다. 아마 위에 예시한 단순한 CRUD가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1.2 카우치베이스 기본 개념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조작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보다 다양한 메소드와 옵션을 가진 향상된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서트(Insert) 조작에서 데이터가 디스크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메모리 객체에
반영되고 나면 성공 메시지를 되돌려 줍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되고, 이 데
이터가 다시 복제 설정된 개수만큼 다른 노드로 복사되게 됩니다. 조작의 성공 결과를 받
는 시점을 디스크에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되거나 복사본에 복사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
도록 옵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의 상세한 예는 6장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입니다.

1.2.7 데이터 동일성과 동시성
클러스터 시스템인 카우치베이스에서는 노드 간 상호 복제가 일어나는 서버에서 어떻게
문서의 동일성을 보장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버 간의 데이터 동일성(data
consistency)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아키텍처는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하나
의 활성(active) 서버에서만 입력, 업데이트 등과 같은 일련의 조작이 발생하고, 복사본은
오직 문서의 복사본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는 ID에 의해 해시가 되고,
해시된 문서는 특정 vBucket 안에 존재합니다. 설정에 의해 최대 세 개까지 복사본을 가
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성 상태의 vBucket은 문서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복제 상태의 vBucket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활성 vBucket에서 get, set 조
작이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동일성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조작이 하나의 노드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해시 값에 의해 서버 노드에 일정하게 널리 배분됩니
다. 따라서 사용자가 많아지더라도 특정 ID를 가진 문서에 오퍼레이션이 집중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vBucket은 재균형(rebalancing) 작업을 통해 서버 노드에서의 위치
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데이터 동시성(data concurrency) 이슈입니다. 전통적인 DBMS에서의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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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션 문제와 같이 카우치베이스 서버도 데이터에 대한 동시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문제
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문서 A에 대해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려
고 한다고 해 봅시다. 사용자 1이 문서 A에 대해 정보를 읽고, 이어서 사용자 2가 문서 A
를 읽고, 다시 사용자 1이 A를 갱신하고, 연이어 사용자 2가 갱신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A의 결과는 이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CAS(Check And Swap 혹은 Compare And Swap)라는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한 마디로, 각 문서에 업데이트될 때마다 특정 CAS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위 경우
는 사용자 2가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자 1에 의해 문서 값이 변경되었으므로 문
서는 다른 CAS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2는 문서를 읽었을 때와 저장 시의
CAS 값이 다르므로 데이터 변경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락(lock) 개념이
되므로, CAS를 이용하는 경우 성능은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1.2.8 뷰, 인덱스, 쿼리
문서는 JSON 형태로 저장됩니다. 여러 문서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조회를 하고
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라면 사용자 ID로 조회를 한다든가, 지역 주
소만으로 사용자들을 조회해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DBMS는 SQL 문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건의 조회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SQL 서버들은 SQL 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뷰(view)를 통해서 인덱스 검색과 유사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뷰의 작동
방식은 전형적인 분산 애플리케이션 처리 패턴인 맵리듀스(MapReduce)를 통해서 작동
합니다. 성능을 위해 점증적(incremental) MapReduce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새로
갱신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재인덱싱을 해서 인덱스(index)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
서 이 방식은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전체를 모두 재인덱싱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
니다. 데이터는 생성된 인덱스를 통해서 쿼리(query)되고 결과 세트를 얻게 됩니다.
맵리듀스는 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두 단계의 조작입니다. 뷰에는 맵 함수를 정의

1.3 전통적인 DBMS와의 비교

하는 부분과 리듀스 함수를 지정하는 기능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뷰가 맵리듀
스 모두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뷰는 오직 맵 함수 기능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1.3

전통적인 DBMS와의 비교

이미 여러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개념에 익숙할 것입니다. 카
우치베이스 서버는 RDBMS와 매우 비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 1-2 카우치베이스 서버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카우치베이스 서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수백만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

수만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

구조적, 비 구조적인 데이터 구조 지원
(문서 기반)

정규화되어야 함

데이터는 JSON 기반이나 바이너리로 저장 가능

반드시 미리 정의된 테이블 구조가 필요

SQL 쿼리 언어는 필요 없음

SQL 쿼리 언어가 필요함

높은 출력량을 내는 비동기 조작 등에 최적화됨

데이터 정합성과 정규화를 위한 제한이 존재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응답 특성을 가짐

이러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선택은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
니다. 만약 필요한 요구가 높은 확장성과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 빠른 성능을 원하는 것
이라면, 카우치베이스와 같은 NoSQL 솔루션이 훌륭한 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높
은 신뢰성, 롤백과 같은 트랜잭션에 특화된 관리 등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전통적인
RDBMS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1

1 NoSQL과 RDBMS 비교: URL http://goo.gl/43ud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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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차이는 저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RDBMS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
면(물론, 요즘에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문서라는
정형/비정형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저장의 단위로 삼습니다. 정규화된 데이터에

비해 이러한 문서 기반의 데이터 입출력은 데이터에 대해 매우 편리한 입출력 조작을 제
공합니다. 또한,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으로 인해 데이터 저장의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 구조가 기존의 RDBMS 개발에 익숙한 사람에게 처
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만 경험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설계보다 훨씬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고, 입출력에 대한 로
직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문서 구조로 관리되기에, 다시 말하면 스키마 기반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수평 확장이 매우 쉽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는 데이터는 key-value의 구조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key-value 구조 덕
택에 데이터 저장 구조가 데이터 설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수평 확장 시 매우 유
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카우치베이스 서버만의 특징이 아니라 비슷한 구
조를 취하는 다른 모든 NoSQL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구
조는 4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다른 NoSQL 솔루션과의 비교

사실 NoSQL 분야의 솔루션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솔루션마다 특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같은 종류로 보고 비교하는 건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2

2 NoSQL 벤치마크: URL http://goo.gl/2r8vb

1.4 다른 NoSQL 솔루션과의 비교

카산드라(Cassandra), 몽고디비(MongoDB), 레디스(Redis), 에이치베이스(HBase) 등 많은

NoSQL 솔루션 중에서 카우치베이스와 가장 흡사한 기능을 가진 것은 몽고디비라 할 수
있습니다.3
몽고디비(MongoDB) 역시 JSON 방식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와 대

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SQL 문의 동적 쿼리(dynamic query)와 유사한 쿼리 문법을 가지
고 있습니다. 또한, 카우치베이스가 멀티 마스터(사실, 모든 노드가 동일)인 반면에 몽고디
비는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구조로 이루어진 복제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읽는 동작은 모든 노드에서 할 수 있지만, 쓰기 동작은 마스터 노드에서만 수행해
야 합니다. 만약 마스터 노드를 여러 개로 하려면 소위 샤딩(sharding)이라는 방식으로 데
이터를 분할해서 여러 마스터 노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에 비해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한 읽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확장성에서 매우 유리합
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데이터 안정성이 몽고디비에 비해 우수합니다. 마스터-마스터
(master-master)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원본 데이터에

대해 최대 세 개의 노드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실시간 서비스 중에도 사실상 노드 추가와 같은 관리 작업을 할 수 있
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저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데이터에 대한 갱신은 사실상
과거의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지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저장 방식 때문에 높은 부하(high load)의 쓰기 조작에서 몽고디비가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실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우치베이스는 앱의 데이터와 자동적으로 카우치베이스 서버와 동기화를
수행해 주는 모바일용 카우치베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NoSQL 특성 정리: URL http://goo.gl/qMY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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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카우치베이스와 몽고디비와의 비교4

기 능

카우치베이스

몽고디비

복제 방식

멀티 마스터

마스터-슬레이브

확장성

매우 뛰어남

뛰어남

동적 쿼리

지원 안 함

지원함

데이터 안정성

매우 뛰어남

뛰어남. 높은 부하의 쓰기에는 부적합

앱 지원

존재. 서버와 자동 동기화

없음

바이너리 데이터 읽기

상대적으로 느림

매우 빠름

복제 필터 기능

뛰어남

미약

만약 빠른 확장과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 앱 데이터를 서버로 자동 복제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카우치베이스가 답일 것입니다. 반면에 동적 쿼리를 사용해야 하
고,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해 빠른 읽기 기능이 필요하고, 데이터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면 몽고디비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1.5

카우치베이스 라이트와 그 외의 솔루션

2014년 10월 14일에 카우치베이스 3.0이 발표되었습니다. 3.0은 기존 버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클라이언트 SDK도 2.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
다. 물론, 사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 이외에도 기
존 버전부터 지원되던 외부 확장에 대한 다양한 플러그인 역시 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표적으로 일래스틱서치(ElasticSearch)와의 연계, 하둡(Hadoop)과의 연동 등을
지원했는데, 새롭게 솔라(Solr)라는 LucidWorks 커넥터가 추가되었고, 다른 플러그인들도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동 플러그인으로는 Spring Data라는 스프링 프

4 몽고디비와의 비교 자료: URL http://goo.gl/b5NQGc

1.6 응용 분야

레임워크 커넥터가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서버 이외에 카우치베이스 라이트(Couchbase Lite)란 솔루션도 제공합니
다. 이는 모바일에서도 카우치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메
소드로 로컬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로컬 데이터는
Couchbase Sync Gateway라는 서버사이드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동기화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모바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저장하고 동시에 서버와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 모바일 앱이 많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 할 수 있
겠습니다.

1.6

응용 분야

카우치베이스는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며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 적합합
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야나 게임 분야, 세션 서버 등이 그 예입니다. 반면, 전통적으
로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어야 하는 금융 및 결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
합합니다. 그보다는 데이터 중요도가 조금 낮으면서도 대용량, 고성능이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블로그, 트위터, 포털 서비스, 온라인 게임, 채팅, 로그 디비 등에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
다. 특히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데이터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사실상 아주 중요한 트랜잭션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제외한 거의 전 부분(mysql로 대용량
데이터를 취급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 분야로 부각되

고 있는 빅 데이터(Big Data)에서도 데이터 저장 장치나 기초 분석 데이터 마트(data mart)
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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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으며 :
빅 데이터란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양의 증가뿐 아니라 한 기업이 처리해
야 할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의 종류는 과거와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파일, 텍스트,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포맷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그 양이나 종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 앱과 모바일 앱들의 출현은 이러한 빅 데이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구조화된
데이터와 더불어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큰 화
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물인터넷(IoT)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서비스에서 처
리가 요구되는 양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됩니다.
카우치베이스 서버는 이러한 정형-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 높은 가용성과 성능, 확장
성의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요구되는 수많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휼륭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Chapter

2

카우치베이스
설치 및 시작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카우치베이스 서버를 설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설치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관리자 콘솔을 제
공하기 때문에 관리 편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우치
베이스 서버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 박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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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종류

앞 장에서는 카우치베이스가 대략 어떤 시스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실제 시
스템을 사용해 보고 싶으시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우치베이스 서버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카우치베이스의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카우치베이스를 시작할 때 이 공
식 사이트는 꽤 유용합니다. 각종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매뉴얼이 있으므로 깊이 있게 공
부하시려는 분은 이 사이트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URL http://www.couchbase.com

그림 2-1 카우치베이스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NoSQL 솔루션 중에서 카우치베이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download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국 공

2.1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종류

식 사이트도 존재하는데, 다운로드 사이트로 바로 가시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면 됩
니다.
URL http://www.couchbase.com/kr/download/

우리나라에는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총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솔루션 라이선
스를 구매하려면 한국 총판에 의뢰하신 후 그에 따른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1.1 지원 플랫폼 종류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면 여러 플랫폼별, 버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 서
버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리눅스
레드햇(RedHat) 기반과 우분투(Ubuntu) 기반의 호환 리눅스(Linux)를 지원합니다. 레드햇

호환으로는 센트오에스(CentOS)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서버를 CentOS 기반
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레드햇 호환들은 확장자가 rpm으로 끝나는 패키지를 다운로
드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우분투 호환은 확장자가 dpkg로 끝나는 패키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리눅스 버전의 경우, 특히 설치 시에는 각 OS의 버전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설치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OS 버전을 설치한 후 카
우치베이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는 Ubuntu 12.04, 10.04 버전과 Red Hat
6, Red Hat 5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리눅스 버전에 민감하다는 것은 서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설치 후 서버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각 패키지가 추천하는 OS 버전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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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즈
윈도우즈(Windows)는 msi 인스톨러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셋업을 진행시킵니다. 윈도

우즈 버전은 64비트와 32비트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맥
맥(Mac)은 서버보다는 개발 시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현재는 64-bit Mac OS X 버전

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맥에서 주로 개발한다면,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하면 됩니다. 맥 OS용 패키지는 다운로드해서 맥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폴더에
넣기만 하면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림 2-2 카우치베이스 서버 다운로드 종류

2.1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종류

책의 설명은 주로 맥 OS 환경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윈도우즈나 리눅스 개발 환
경이라도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이 맥 화면에서 캡처한 것이라 보
기에만 좀 달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로 볼 대상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
한 이클립스(Eclipse) 화면이 대부분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우치베이스 자체
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관리자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실행되는 OS와는 무관하게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버 세팅 시에는 실제로 서비스하려는 개발자를 위해 리
눅스에서의 서버 세팅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2 서버의 라이선스 종류
사이트를 보면 크게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버전과 커뮤니티(community) 버전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여러 기술적인 지원 등이 가능한 유료 버전이며, 커뮤
니티 버전은 개발자용 버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발견된 버그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충분한 QA 테스트가 이
루어집니다. 또한, 기술적 지원도 이루어지므로 기업에서 대형 서비스에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커뮤니티 버전은 최신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며(그래서 버전이 낮습니다), 버그가 새
로 발견되어도 적용이 안 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커뮤니티 버전도 개발자용 실습이나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
제는 없습니다. 라이선스상 커뮤니티 버전이라도 상업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
닙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점(2015.1)에서 커뮤니티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모두 동
일하게 3.0.2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버전은 리눅스 계열로는 우분투와 레드햇, 그리고 윈도우즈, 맥
OS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닉스 계열은 다른 리눅스들과도 호한이 되므로 설치할 수
있는 리눅스 버전은 더 많습니다. 필자는 주로 CentOS를 서버용으로 사용합니다. 따라
서 그에 맞는 레드햇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호환되는 플랫폼을 자세히 보려면 다
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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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goo.gl/JKdvQv

표 2-1 각 플랫폼별로 추천하는 버전

플랫폼

버 전

32/64비트

개발자/기업 버전

추천 버전

REHEL

5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RHEL 5.8

REHEL

6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RHEL 6.3

CentOS

5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CentOS 5.8

CentOS

6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CentOS 6.3

Amazon Linux

2011.09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Ubuntu Linux

10.04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Ubuntu Linux

12.04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Ubuntu 12.04

Windows 2008

R2 with SP1

64비트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Windows 2008

Windows 2012

64비트

개발자와 기업
버전 모두 가능

Windows 7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 버전만

Windows 8

32비트와 64비트
모두 가능

개발자 버전만

Mac OS

10.7

64비트

개발자 버전만

Mac OS

10.8

64비트

개발자 버전만

Mac OS 10.8

위 표를 보면 CentOS 6에서는 6.3 버전을 카우치베이스 3.0 버전용으로 추천하고 있습
니다.

2.2 설치 진행

2.2

설치 진행

표 2-1을 참조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 각 리눅스에서 적합한 설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매우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설치는 리눅스 계열마다 명령어가
다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매우 충실
히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URL http://goo.gl/43QJM5

2.2.1 레드햇 계열
레드햇 계열은 기본적인 rpm용 패키지에 대한 설치 명령으로 rpm을 사용합니다. 설치

시에는 root 권한 계정으로 진행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OpenSSL 관련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다음의 명
령어로 패키지를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패키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먼저 pkg-config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yum install –y pkgconfig

yum install openssl098e

만약 루트로 로그인해서 작업하기를 꺼린다면, sudo 명령어를 사용해서 루트 권한을 임
시로 사용해 명령을 실행시켜도 됩니다.
sudo yum install openssl0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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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패키지 설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앞의 패키지가 없는 경
우에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위 패키지가 설치되었다면 다음 명령어로 카우치베이스 서
버를 설치합니다.
rpm –install couchbase-server-xxxxx_ _xx.rpm

xxx로 표시된 것은 다운로드한 패키지에 제품과 버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파일명이 couchbase-server-community_2.2.0_x86_64.rpm이라면 다음과 같
은 명령어가 됩니다.
rpm –install couchbase-server-community_2.2.0_x86_64.rpm

이렇게 설치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다음과 비슷한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모두
마치고 나면 서버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Minimum RAM required : 4 GB
System RAM configured : 2173364 KB
Minimum number of processors required : 2 cores
Number of processors on the system
: 2 cores
Starting couchbase-server[

OK

]

위와 같이 서버 시작에 OK가 나오면 서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OS 버전부터 시작해서 앞서 말한 부분을 잘 확인
하면서 다시 설치하기 바랍니다.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설치 시스템의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입
력하면 됩니다.
URL http://localhost:8091

2.2 설치 진행

물론, 외부 시스템에서 해당 서버에 접근하려면 그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2.2.2 우분투 계열
우분투 계열도 앞에서와 같이 OpenSSL에 대한 의존성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apt-get install libssl0.9.8

dpkg -i couchbase-server-xxxxx_xxxx.deb

그 다음에는 dpkg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한 deb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xxx
는 플랫폼과 버전별로 달라지는 패키지의 버전명입니다. 받은 파일이 couchbaseserver-community_2.2.0_x86_64.deb라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가 됩니다.
dpkg –i couchbase-server-community_2.2.0_x86_64.deb

2.2.3 윈도우즈
윈도우즈에서는 인스톨러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설치 시 포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

시지가 뜨면서 숫자를 늘릴 것이냐고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예(Yes)’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6,000개로 설정함).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면 됩
니다.
URL http://support.microsoft.com/kb/19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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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맥 OS
맥 OS에서는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푼 다음, 폴더 안에 있는 Couchbase Server라는

파일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폴더에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설치됩니다.

그림 2-3 맥 OS에서의 카우치베이스 설치

설치를 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치된 카우치베이스를 더블클릭해 실행하면 화면
상단의 트레이에 카우치베이스 아이콘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4 맥 OS에서 카우치베이스 서버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화면

2.3 서버 셋업

그림 2-5 트레이의 가장 좌측 상단에 작은 카우치베이스 아이콘이 올라온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우클릭하면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Open Admin
Console을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가 뜨면서 자동으로 서버에 연결이 됩니다.

그림 2-6 메뉴 화면

2.3

서버 셋업

이제까지 과정은 서버 설치만 끝냈을 뿐입니다. 아직은 내부에 구체적인 저장 방식이라
든가, 앞서 이야기한 버킷이란 저장 단위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는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최초 설치 시에 한 번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셋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를 본격
적으로 설정할 때 중요한 값들이 됩니다. 학습용으로 설정할 때는 기본값으로 설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설정 값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하므로 각 내용을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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