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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IT 업계는 클라우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를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굴지의 후발 주자

들이 그 뒤를 쫓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대량의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저장,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최근 구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넥스트(Google Next)’에서 2020년 초 서울에 구
글 클라우드 플랫폼 리전을 가동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의 참여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과 함께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
지는 많은 기업이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락인(lock in)을 피하기 위해 점차 멀
티 클라우드 업체를 선택하는 추세다. 따라서 한 가지 클라우드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은 컴퓨트 엔진, 쿠버네티스 엔진,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빅테이블, 클라우드 spanner, 빅쿼리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구글은 10억 명이 넘
는 이용자를 가진 서비스를 다수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인프라를 통해 운용한 노하우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았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저자 제이 제이 지웍스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내부 동작 원리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책에는 서비스 구축의 기초부터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
러닝과 같은 최신의 기술까지 망라되어 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좋은 입문서로 활용되기
를 기대해 본다. 다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지금도 계속 최신의 기술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하고 있어 이 책이 출간된 시점에서부터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xiv

옮긴이 머리말

번역과 편집 과정 중에 꼼꼼히 챙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이종무 팀장님,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김형일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홍승민: 먼저 업무와 번역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번역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언제나 본인을 지지해 주는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책이 완성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
조민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언제나 큰 힘이 되는 사랑하

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_ 홍승민, 조민현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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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초창기 시절,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구글의 검색 결과를 좋아
했지만, 많은 검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서버가 필요했고, 그 당시의 서버는 가
상화가 아닌 실제 서버였다. 트래픽이 매주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며칠마다 새로운 기록
을 세우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할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리고 밑바닥부
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만 했다.
인프라와 관련한 도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경쟁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까지는 해당 인프라가 독점적으로 우리에게만 제
공되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지난 15년 동안 구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과 우리가 다년
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인프라 성과가 자연스럽
게 확장되었음을 말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가 없도록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데이터 일관성을 생각해 보
자)를 해결하는 제품 및 서비스 모음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고쳐 나가는
것이 구글에서는 일상생활의 일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저 작동되는” 것만을 기대한다. 잘못 구성된 서버 또는 일관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해결해야
할 재미있는 퍼즐이 아니라 혼란일 뿐이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액션》은 GCP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실제 GCP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Compute Engine 같은 GCP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쿠버네
티스 엔진 및 다양한 머신러닝 API 같은 최근 추가 사항 중 일부를 강조하였고, GCP가 제공
하는 폭넓은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수록했다.

xvi

추천사

되돌아보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엄청나게 성장해 왔다. 2008년 App Engine에서 2012년

Compute Engine, 그리고 2017년 여러 가지 머신러닝 API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
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책과 함께라면 다음에 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_ Urs Holzle(SVP, 구글 Technical Infrastructure)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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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운 좋게도 1997년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과 사랑에 빠졌다. 비주얼 베이직(이크!) 또
는 HTML(그렇다. 때때로 <blink> 및 marquee 태그가 등장하는) 토이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결
국 C#, 자바 및 파이썬과 같은 “좀 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런 프로젝트를 호스팅하는 인프라는 무료 정적 호스팅에서 시작하여 가상 사설
서버 또는 코로케이션 시설의 전용 호스트 같은 “성숙한” 호스팅 옵션으로 이동하며 비슷하게
발전했다. 분명히 발전은 있었지만 스케일 업다운은 불만스러웠으며(여러분은 명령을 내리고 잠시
기다려야 했다), 최소 구매는 대개 1년 단위였다.

하지만 그때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 아마존의 새로운 EC2(Elastic Compute Cloud)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웹 기반 API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켜고
끄는 기능 때문에 갑자기 이전보다 인프라를 좀 더 제어할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
라 일 년 전체가 아닌, 컴퓨터가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은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스택의 상위로 이동하고, 일반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로 확장되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그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념하는 조직을 만
들게 되었으며,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제품을 도구 상자에 추가했다. 이러한 제품은 시간당
임대하는 가상 서버를 훨씬 뛰어넘었지만, 원칙은 항상 같다. 소프트웨어 또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동 작업을 제거한 다음,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기술에 이 원칙을 적용한 구글도 그러한 회사 중 하나였다.
오늘날로 빨리 돌아와 보면 우리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종 도구 상자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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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는 놀랍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도
구 상자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이드북은 많지 않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도구 상자인 경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액션》은 높은 수준의 개념(올바른 저장소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세부사항(저장소는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이
해하는 것과 같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_ 제이 제이 지웍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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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
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액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 및 API를 모두 사

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클라우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여 한 번에
하나씩 빌드하고, 다른 제품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예제를 이용하여 필요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액션》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거나 호스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

람들을 위한 책이다.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아도 되지만, SQL 데이터베이스, API 및 명령줄
도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의 기본 지식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
고, 클라우드를 가장 잘 사용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자.

로드맵
이 책은 5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각 섹션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1
부는 특정 클라우드 제품을 파고들기 전에 바탕이 되는 내용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무
엇인지, 그리고 플랫폼 자체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 1장에서는 클라우드 및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요를 설명한다. 또한, GCP에 기대하
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가입, 시작 절차 및 상호작용
과정을 안내한다.
• 2장에서는 실제 GCP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
랫폼의 무료 티어를 사용하여 워드프레스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 및 데
이터베이스 저장소 설정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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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살펴보고,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스토리지 중심 제품을 다룬다.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므로 이 섹션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옵션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각 장에서 표 0.1에 요약된 각 저장소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살펴본다.
표 0.1 스토리지 시스템 속성 요약

측면

예시 질문

구조

얼마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규칙에 맞게 만드는가?

쿼리 복잡성

데이터에 대한 쿼리는 얼마나 복잡한가?

속도

주어진 요청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야 하는가?

처리량

얼마나 많은 쿼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가?

가격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4장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MySQL을 실행할 때 관리 오버헤드를 최소
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5장에서는 MongoDB와 비슷한 Cloud Datastore를 사용하여 문서 지향형 저장소를 탐색한다.
• 6장에서는 Cloud Spanner를 사용해서 대규모의 관계형 데이터를 관리하여 글로벌 복제
와의 강력한 일관성을 제공하는 NewSQL의 세계를 소개한다.
• 7장에서는 원래 구글의 검색 색인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Cloud Bigtable을 사용하여 대규
모 키-값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8장에서는 고가용성, 높은 내구성 및 낮은 대기 시간 콘텐츠 배포로 임의의 청크를 추
적하기 위해 Cloud Storage를 도입하여 스토리지 관련 섹션을 마무리한다.

3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코드를 실행하는 다양한 방
법을 살펴본다. 스토리지 섹션과 마찬가지로 많은 옵션이 존재하므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섹션은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목표를
가진다. 각 장에서는 표 0.2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추가로 Cloud

DNS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생성하는 모든 컴퓨팅 리소스
에 인간 친화적인 이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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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 컴퓨팅 시스템 속성 요약

측면

예시 질문

유연성

이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축할 때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가?

복잡성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

성능

전용 하드웨어와 비교하여 시스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가격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9장은 Compute Engin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10장은 추상화 스택을 한 단계 위로 이동하고 컨테이너를 탐색하며, 쿠버네티스 및 쿠버
네티스 엔진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11장은 Google App Engine의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탐색한다.
• 12장은 Cloud Functions를 통해 서비스 지향 애플리케이션의 세계를 탐색한다.
• 13장에서는 VM 또는 기타 컴퓨팅 리소스에 친숙한 이름을 제공하여 인터넷의 분산 이
름 지정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loud DNS를
살펴본다.

4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14장은 Cloud Vision API를 사용하여 시각적 세계에 인공지능을 가져오는 방법에 중점
을 둔다.
• 15장은 Cloud Natural Language API를 사용하여 주석이 있는 문서를 풍부하게 하고,
전체적인 감정을 감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16장은 기계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오디오 스트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17장은 다른 방법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은 신경 컴퓨터 번역을 사용하여 여러 언어 간
텍스트 번역을 살펴본다.
• 18장은 TensorFlow에 관해서 다른 참고 도서와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적으로 머신러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를 이용하여 일반
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5부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살펴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프라를 사용
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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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은 구글의 BigQuery를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탐색하여 수 테라바이트 이
상의 데이터를 몇 초만에 스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20장에서는 Apache Beam과 Google Cloud Dataflow를 사용하여 보다 발전된 대규모 데
이터 처리를 설명한다.
• 21장은 Goolge Cloud Pub/Sub로 대규모 분산 메시징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코드에 관하여
이 책에는 번호가 매겨진 목록과 일반 텍스트의 양쪽에 많은 소스 예제 코드가 포함되어 있
다. 두 경우 모두 예제 코드는 일반 텍스트와 분리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고정폭 글꼴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 때로는 굵은 글씨로 새 기능이 기존 코드 행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
의 이전 단계에서 변경된 코드를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대부분은 원본 소스 예제 코드가 다시 포맷되어 있다. 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공간에
수용하기 위해 줄 바꿈과 수정된 들여쓰기를 추가하였다. 드물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을 경우 목록에 줄 연속 마커를 추가했다( ). 또한, 코드가 텍스트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 예
제 코드의 주석이 종종 리스트에서 빠져 있다. 코드 주석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는 많은 리
스트와 함께 제공된다.

북 포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액션》을 구매하면 Manning Publications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웹
포럼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Manning Publications에 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기술
적인 질문을 하거나 저자 혹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ttps://forums.
manning.com/forums/google-cloud-platform- in-action을 통하여 포럼에 접속할 수
있다. Manning Publications의 포럼 및 행동 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forums.
manning.com/forums/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nning Publications의 독자에 대한 헌신은 독자 간의 의미 있는 대화, 독자와 저자 간의 대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무료로) 운영
되는 포럼에 기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저자가 관심을
잃지 않도록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있는 한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포럼과
이전 토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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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웠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성과 가성비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별로 접속 방법, 활용법
과 예시가 있어 그대로 따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서비스별 요금도
설명되어 있어 독자를 위한 배려가 담긴 책입니다.

xxvi

베타리더 후기

이정해(베스핀 글로벌)
전체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능한 필수 서비스를 모두 설명해 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빅테이블이나 빅쿼리 등 빅데이터 서비스를 다룬 것도 좋았고, 예제 코드와 그에 따른
친절한 설명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호준(유라코퍼레이션)
개인 프로젝트나 업무상 파일럿 프로젝트가 많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에 관심이 많
았습니다. 우선, 예제 화면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 시스템
의 사례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을 비교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내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바이블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추
천합니다.
최용호(넥슨코리아)
개인적으로 책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제가 아쉬운 책들도 많이 봐왔는데 예제도 너무
좋았고, 하나씩 따라 하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번역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반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술술 읽히며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었던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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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이 책의 1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GCP)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1장에서는 “클라우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마주치게 될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구글 Compute Engine
을 사용하여 워드프레스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테스트 작업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작동 방법과 클라우드 세상에서 의미하는
지역적인 위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즉, 1부는 향후 개별 제품에 대한 깊은 탐구와 제품 조합 방법의 이해를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PART

I

Getting started

1
CHAP TER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룬다.
■ “클라우드”의 개요
■ 클라우드 호스팅을 사용하면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점
■ 클라우드 비용 원리에 대한 설명
■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 빌드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해 보기

“클라우드(Cloud)”라는 용어는 여러 정의로 다른 많은 환경에서도 사용되어 왔으므로 적어도
이 책에서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클라우드는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프라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서
비스 모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EC2나 구글 Compute Engine(GCE)과
같이 고객이 API를 사용해 가상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컴퓨팅, 스토리지, 분석, 네트워킹 등이 모두 컴퓨팅 스택의 상위에 놓여 있는 인
프라의 추상화된 계층이다. 이 구조는 개발자가 데이터 저장이나 질의 같은 고수준의 조작
을 위해 CPU나 RAM이 아닌 API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저수준의 도구를 제공하기보다는 문제를 대신 스스로 해결하는 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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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상당히 유연하여 대부분 프로비저닝 계약이나 장기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통지나 프로비저닝 없이도 자유롭게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으
며, 해당 월에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1.1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랙스페이스(Rackspace), 디지털오션(DigitalOcean) 등 많은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다. 이 회사들은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작동
방식과 구현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구글 내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제품 모음이다. 이 모음에는 구글 Compute Engine을 통한 주문형 가상 머신이나 Google

Cloud Storage를 통한 파일 저장용 오브젝트 스토리지같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Bigtable, Cloud Datastore 또는 쿠버
네티스와 같은 구글이 만든 고급 기술에 대한 API도 포함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언급할 만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구글에는 훌륭한 신기술을 창안하고 연구 논문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해 온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MapReduce(Hadoop을 만들어 내고 빅데이터를 처리
하는 방법에 변화를 준 연구 논문), Bigtable(Apache HBase를 탄생시킨 논문) 및 Spanner가 포함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기술 중 많은 부분이 더 이상 “구글 직원만을 위
한” 것이 아니다.
둘째, 구글은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지는 대규모 운영 환경을 갖고 있고, 이는 결국 저렴한 가
격이라는 형태로 이어진다. 구글은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다. 즉, 대규모 인프라
에 맞는 맞춤형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구축하여 전반적인 가격을 낮추었고, 때로는 향상된 성
능도 제공한다. 이는 마치 코스트코가 144개의 감자칩 꾸러미에서 한 봉지를 꺼내 1/144의 가
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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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 클라우드를 사용할까?
그렇다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클라우드 호스팅은 많은 유연
성을 제공하므로 컴퓨팅 성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혹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매우 적
합하다. 아침에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지만, 밤에는 거의 필요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다.
둘째, 클라우드 호스팅에는 여러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클라우드 호스
팅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및 자체 하드웨어(코로케이션1 호스팅 제공 업체의 경우)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보다 시스템 호스팅을 위한 최소한의 추가 작업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
리를 원하지 않는(또는 관리할 수 없는) 유형에 클라우드 호스팅은 최선의 선택이다.

1.2.1 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분명 이 책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클라우드 호스팅이 사용자
에게 적합한 옵션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호스팅을 원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확
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 모든 옵션 중 가장 저렴할지라도 클라우드가 최선이 아닌 경우
도 있다.
극단적인 예인 구글 자체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구글의 인프라 내부에는 엑사바이
트2의 데이터, 수십만 개의 CPU,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작업 부하가 있다. 게다가, 구
글은 공격(예: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service attacks))이나 정부 첩보 활동의 대표적인 표적이
며, 대규모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과 경험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구글을 클라우
드 호스팅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한다.
그림 1.1은 클라우드 호스팅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 및 비용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컴퓨
팅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하위 라인), 회사는 요구보다 앞서 지속적으로 추가 용량을
프로비저닝하고 있다는 점(물결 모양의 위쪽 라인)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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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기업은 자체 전산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
은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데이터 센터의 일정 공간과 회선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가 생
겨났는데, 이를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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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B = 1,135,899,906,842,624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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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리소스 소비의 일정한 증가

이것을 예측할 수 없이 급격히 성장하고 예고 없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 인터넷 시대의 전형
적인 회사의 그림 1.2와 비교해 보자. 이 경우 회사는 급격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컴퓨팅 용량(위쪽 라인)을 선행 투자로 구입했다. 그러나 트래픽이 감소(아래쪽 라인)하게 되면
과도한 초과 용량 문제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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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리소스 사용에 대한 예상치 못한 패턴

요약하면, 컴퓨팅 요구의 지속적인 성장(코어,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비 등에서 측정)과 자체 데이
터 센터(재난, 잠재적인 재해,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한 복구 포함)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
고 있다면 클라우드 호스팅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회사이거나(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 것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대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가지는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전문 지식
을 갖지 않은 경우가 클라우드 호스팅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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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모든 논의는 넓은 의미에서 클라우드에 관한 것이었다. 잠깐 시간을 내어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클라우드가 다른 호스팅 방
식과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자.

1.3.1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상 사설(Virtual Private), 공동 배치(Colocated) 또는 사내 구축형 호스팅
(On-premise Hosting)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다. 그럼, 이제는 클라

우드 컴퓨팅의 세계로 뛰어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머신을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다. 공동 배치나 사내 구축
형 호스팅과 비교해 훨씬 더 빠르다. 실제로 버튼을 클릭하고 보안 셸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다. 가상 사설 호스팅에 익숙하다면, 프로비저닝 시간은 거
의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클라우드 VM(호스트 가상 머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다. 지금

VM을 시작하면 지불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해진 가격에 동의하고 1년 동안
VPS(Virtual Private Server, 가상 사설 서버)를 구입하여 월별로 지불(즉각적인 첫 번째 요금 지불 및
선불 결제에 대한 할인)하는 일반적인 VPS와 비교해 보자. 구글은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컴퓨터를 가동시킬지 모르므로 얼마의 비용을 청구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로 요금 지급을 언급하지 않는다. 매월 말이나 VM을 껐을 때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
다. 표 1.1은 호스팅 선택의 비교 정보를 보여준다.
표 1.1 호스팅 선택 비교

호스팅 선택

…라면 최고

…와 비슷한 경우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대규모로 꾸준히 장기적인 요구가
있다면

자동차 구입

공동배치 시설에서 자신의 하드웨어
사용

소규모로 꾸준히 장기적인 요구가
있다면

자동차 임대

가상 사설 호스팅 사용

천천히 변화하는 요구가 있다면

자동차 렌트

클라우드 호스팅 사용

급변하는(또는 알려지지 않은)
요구가 있다면

우버 탑승

1.3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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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스토리지
스토리지(Storage)는 컴퓨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작업을 마쳤을 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에서의 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컴퓨팅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으로 물리 리소스 관리를 추상화한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데이
터 저장은 복잡한 일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에지 캐시가 필요한가? 처리량이나 지연시간을 최적화하고 있
나? “첫 번째 바이트 전송까지 시간”이 수 초가 걸린다면 만족스러울까? 데이터 가용성이 얼
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구축할 서비스는 크게 바뀌게 되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
상화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성능, 내구성, 가용성 및 비용에 맞춰 스토리지 메커니즘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데이터 저장의 실패가
보통 보이지 않게 된다. 즉, 누군가로부터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나고 데이터가 손실되었다는
알림이나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낮은 가용성 때문
에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수준의 스토리지는 다
른 스토리지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가상 디스
크는 용량(GB 단위)과 성능(일반적으로 초당 입출력 작업(IOPS)으로 측정)에 있어 데이터 저장 방법
에 따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 그리고 가상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클라우드에
서의 컴퓨팅같이 친숙한 것으로 느껴진다.
반면, Cloud Datastore와 같은 일부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구글이 만들고 사용하는 거대한 고확장성의 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며, 여러 면에서 클라우드 호스팅에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Cloud Datastore는 메가스토
어(Megastore)라는 내부 스토리지 시스템을 외부화한 것으로, 최근까지 Gmail(지메일)을 비롯한
여러 구글 제품의 기반 저장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호스팅된 스토리지 시스템은 때로는 독점적
인 API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코드 기반과 저장소 계층 간에 적절한 추상화 계층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확장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클라우드 호스
팅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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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분석(빅데이터라고도 함)
분석(Analytics)은 일반적으로 “인프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호스팅 영
역이다. 이 영역을 소위 “빅데이터”라고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거의 모든 것을 로깅하고 저장
한다. 따라서 새롭고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분석 데이터의 양은 매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Apache Spark(아파치
스파크), HBase(에이치베이스) 및 Hadoop(하둡)과 같이 새롭고 흥미로운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짐작하듯이, 클라우드 호스팅을 제공하는 많은 기업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렇다
면 분석이나 빅데이터 영역에서 클라우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4 네트워킹
클라우드에서 많은 다양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인프라의 각 부분이
서로 데이터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격리된
시스템 더미가 되고, 이 시스템은 누구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네트워
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상 사설 호스팅에 가입하여 서버에 접
속할 때,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충분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고속 네트워
크 연결이나 고급 방화벽 기능(일부 IP만 특정 포트와 통신하는 경우), 부하분산(요청을 여러 개의 서
버로 나누어 처리함) 및 SSL 인증서 관리(요청은 암호화되지만, 개별 가상 서버마다 인증서를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해서 개발할 때 나타난다.

요컨대, 전통적인 호스팅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보통은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분야에 깊은 배경
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컴퓨팅 스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예: VPN 구성,
iptables로 방화벽 설정, HAProxy를 사용하는 서버 간의 부하분산)이 모두 가능하다. 구글 클라우

드의 네트워크 기능은 이런 일반적인 요구를 단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HAProxy
를 사용하여 별도의 VM을 실행하는 대신 구글의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Cloud Load Balancer)
를 사용하여 요청을 라우팅할 수 있다.

1.3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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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가격 책정
그동안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계량적인 지표들을 찾아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계량화된 지
표를 유일한 의사결정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
상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프라의 총비용을 산정하고 실제 제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공급 업체로부터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을 단지 클라우드 호스
팅 제공 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공급 업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없다. 그
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인프라 호스팅 비용을 비교할 때는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비용) 또는 총 소유 비
용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측정 기준은 실제 하드웨어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하드웨
어 관리자 또는 경비원과 같은)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전기나 냉각)과 같은 부수적인 비용과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야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대기 직원 및 지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TCO에는 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단일 하드 드라이
브의 장애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시스템 구성뿐만 아니라 이
구성을 위한 시스템 설계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드라이브 비용보다는 높다. 요컨대,

TCO는 호스팅에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호스팅을 위한 TCO는 가상 사설 호스팅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비용과 비슷하다. 클라우드 호스팅 제공 업체의 경우 TCO는 지불할 비용에 더 비슷해진다.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가진 규모 외에도 어떻게든 운영 도구를 구축하고 보조 노동력을 고용
해야 하므로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TCO를 기존 비용보다 낮출 수 있으며, TCO 절감으로 더
큰 이윤을 만들어 낸다.

1.4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 빌드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무엇이며, 전통적인 호스팅 방식 대신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개발자에
게 클라우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로 논의해 보았다. 지금부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시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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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란?
클라우드용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면에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들과 유사
하다. 주요 차이점은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에 대한 가정에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애플
리케이션에서는 실행할 바이너리를 특정 서버별로 다르게 배포하는 경향이 있다(예: MySQL 데
이터베이스를 한 서버에 실행하고, Apache를 mod_php로 다른 서버에서 실행). 전형적인 클라우드 애

플리케이션은 어떤 서버가 어떤 것을 처리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한 호스팅 또는 관리
서비스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를 사용하듯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훨씬 유연해지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다.
잠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예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는 어
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1.4.2 사진 제공의 예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토이 프로젝트
(예: 페이스북처럼 프로필 사진을 저장)를 만들어 본 적

이 있다면 업로드된 데이터를 다루고 저장하는 것
에 익숙할 것이다. 처음에는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profile_photo라는 BINARY 또는 VARBINARY 칼럼
을 추가하고, 업로드된 모든 데이터를 해당 칼럼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할 지도 모른다.

웹 서버

위의 예를 아키텍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그림 1.3과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고 누군가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싶을

그림 1.3 웹 서버를 통한 동적인 사진 서비스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웹 서버를 통해 전달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좋지 않은 방식이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프로필 사진에는 보통 필요 없는 트랜잭션 지원이 작동된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이너리 사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추

1.4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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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룬다.
■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위치
■ 데이터 센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 지역, 영역 및 재난 격리

이전에 웹 호스팅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 웹 호스팅에 사용된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데이
터 센터 내에 위치했을 것이다. 1장에서 배웠듯이 클라우드에 배치하는 것은 기존 호스팅과
비슷하다. 가상 머신을 켜거나 파일 업로드에 사용할 클라우드 리소스는 데이터 센터에 있다.
그럼,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 안전할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을 신뢰할 수 있
을까? 누군가가 데이터나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훔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타당성이 있고, 그 대답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누군가의
집 지하에 있다면 해당 서버에 은행 정보를 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데이터 센
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센
터의 일부 세부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는 그림 3.1과 같은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패션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시스템이 다운되서는 안 되는 중
요한 작업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도록 결정하기 전에 아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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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구글 데이터 센터

이 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 알아볼 많은 것들은 업계 표준이다. 따라서 훌륭한 기능들은
(예: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엄격한 보안) 아마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아마존
웹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여기서는 구글에 특화된 것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를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펼치
는 것에서 시작하자.

3.1 데이터 센터 위치
클라우드 세계에서 위치를 약간 모순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이것은 마케
팅 담당자가 클라우드를 무정형의 수수께끼로 만든 부작용 중 하나다. 모든 리소스는 단일 장
소에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존재한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일부 서비스는 위치 정보를
추상화하여 리소스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도록 하지만, 많은 서비스(예: Compute Engine)의
경우 리소스는 단일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고객 근처로 위치를 선택하고 싶을 것이다.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려면 먼저 선택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구
글 클라우드는 미국, 브라질, 서유럽, 인도, 동아시아 및 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5개 지역
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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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구글이 몇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졌는지와 데이터 센터가 있는 도시

(흰색 풍선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진행 중”임을 나타냄)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각 도시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
다. 표 3.1은 데이터 리소스가 존재할 수 있는 실제 장소를 보여준다.
표 3.1 구글 클라우드의 영역 개요

지역

위치

Total

데이터 센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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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US

South Carolina, USA

3

Eastern US

North Virginia, USA

3

Central US

Iowa, USA

4

Western US

Oregon, USA

3

Canada

Montréal, Canada

3

South America

São Paulo, Brazil

3

Western Europe

London, UK

3

Western Europe

Belgium

3

Western Europe

Frankfurt, Germany

3

Western Europe

Netherlands

2

South Asia

Mumbai, India

3

South East Asia

Singapore

2

East Asia

Taiwan

3

North East Asia

Tokyo, Japan

3

Australia

Sydney, Australia

3

3.1 데이터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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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호스팅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비교해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공급자별 데이터 센터 현황

공급자

데이터 센터

Google Cloud

44(15개 도시에 걸쳐)

아마존 웹 서비스

49(18개 도시에 걸쳐)

애저

36(19개 도시에 걸쳐)

Digital Ocean

11(7개 도시에 걸쳐)

Rackspace

6

이 숫자를 보면 구글 클라우드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비해 꽤 괜찮아 보인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위치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둘 다 네트워크
지연시간으로 초점을 맞춰보자.
• 서버와 고객 사이의 지연시간이 매우 짧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단타거래에서는 경쟁
업체보다 1밀리 초의 느린 응답이라도 거래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증권거
래소로부터 마이크로초 단위로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이 있다. 일반적인 예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옵션조차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호주에서의 비즈니스와 같은 경우다. 즉, 호주에
서는 웹 페이지 로드와 같이 단순한 작업조차도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느릴 수 있다.
NOTE 세 번째 이유는 3.3.3에서 법적 문제에 근거해 설명한다.

요구사항이 덜 엄격하다면,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 선택에 큰 차이를 주지
는 않는다. 그러나 지연시간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지리적 위치가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그림 3.3).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그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다
양한 격리 수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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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캐롤라이나와 대만 사이:
200ms
미 동부
(남 캐롤라이나)
a

< 1ms

동아시아
(대만)

200ms

b
a

데이터 센터

< 1ms

b

데이터 센터
200
ms
200ms
250m
ms

같은 도시 안의
데이터 센터 간:
<1ms

시드니에 있는
고객

그림 3.3 서로 다른 도시와 데이터 센터 간의 지연시간

3.2 격리 수준 및 내결함성
도시, 지역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리소스가 존
재할 수 있는 장소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3.2.1 영역
영역은 리소스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다. 때로는 이것을 (단일 데이터 센터 같이) 많은
컴퓨터를 보유한 단일 시설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다. 즉, 같은 영역에서 두 개의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해당 리소스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물리적 건물 내의 리소스로
생각할 수 있다. 가끔은 단일 영역이 많은 건물일 수 있으나, 요점은 지연시간 관점(예: ping 시
간)에서 두 리소스가 서로 가깝다는 점이다.

즉, 마을을 관통할 수 있는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토네이도는 건물의 절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일 구역의 리소스 전부가 오프라인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전 등의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zone(또는 location)을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다양한 API에서는 us-east1-b와 같은 형식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고
유 식별자인 영역 ID를 지정해야 한다.

3.2 격리 수준 및 내결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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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역
더 상위의 개념으로 영역의 모음을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략 미국 아이오와주의 카운실
블러프스(Council Bluffs)와 같은 도시에 대응된다(표 3.1에서 보았다). 동일한 지역이지만, 다른 영
역 즉, us-east1-b 및 us-east1-c에 각각 두 개의 리소스를 켜면 리소스는 대략 가까이 위
치한다. 즉, 리소스 중 하나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경우보다 지연시간이 짧다. 그러나 같은 물
리적 시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보장된다.
이 경우 두 리소스는 영역별 오류(정전 등)로부터 격리될 수 있지만, 재해(예: 토네이도)로부터는
격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3.4를 참고하라. 영역의 마지막 문자를 삭제하여 축약된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역이 us-central1-a이면, 지역은 us-central1이 된다.

A 지역

B 지역

a

b

us-east-1 지역
A 지역

B 지역

a

b

us-central-1 지역

= 격리

그림 3.4 지역과 영역 비교

3.2.3 내결함성을 위한 설계
영역과 지역에 대해 이해했으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격리 수준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자. 이를 네트워크 세계의 용어인 제어 평면(Control Planes)으로 묘사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격리 수준 또는 제어 평면의 유형을 언급할 때는 서비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
엇이 종료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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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적(Zonal): 이 예에서 언급했듯이, 영역적 서비스는 속해 있는 영역이 다운될 경우 같
이 다운된다. 이는 단일 VM을 켜기만 하면 영역별 서비스가 되므로 구축하기 가장 쉬
운 유형의 서비스이자 가용성이 가장 낮은 서비스다.
• 지역적(Regional): 지역적 서비스란 단일 지역의 여러 영역에 걸쳐 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us-east1-b에 MongoDB 인스턴스가 있고, us-east1-c에 상시 장애 극복
(hot-failover)을 구성하는 경우 지역적 서비스가 된다. 한 영역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영역의 인스턴스로 전환된다. 그러나 도시 전체에 발생되는 지진의 경우는 두 영역 모두
다운되고 서비스도 내려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지역적 서비스가
장애를 겪을 확률도 훨씬 적다. 그럼에도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충분한 중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다중지역적(Multiregional): 다중 지역적 서비스는 여러 다른 지역으로 구성된 서비스다. 전
체 지역을 차지하는 일종의 재해가 발생해도 서비스는 최소한의 중단 시간에 계속 실행
될 수 있다(그림 3.5).
• 글로벌(Global): 글로벌 서비스는 다중 지역적 서비스의 특별한 경우다. 글로벌 서비스에
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관할 구역과 네트워크 제공 업체를 넘어 전 세계 지역으로 확산된
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의 클라우드 제공자(예: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아마존 웹 서
비스)를 사용하여 회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하고자 한다.

us-east-1에
있는 머신은
토네이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괜찮을
것이다.
토네이도로 인해
us-central-1(모든 영역)에 있는
머신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림 3.5 토네이도 같은 재난은 대게 한 번에 한 지역에 영향을 준다

3.2 격리 수준 및 내결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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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지역적 또는 영역적 구성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고객에게 좀 더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중 지역적 또는 글로벌한 내결함성 구성을 고
려해야 될 것이다. 서비스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용성이 가장 높은 구성을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내결함성 및 격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의 일부
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적어도 중복 배포가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리소스가 필요
한 부분은 알아야 한다. 9장의 Compute Engine에서 중복성 및 고가용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2.4 자동 고가용성
수년 동안 고가용성이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정 공통 패턴이 나타났다. 이
런 패턴을 기반으로 많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자동으로 높은 가용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설
계했다. 즉, 다중 지역 스토리지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는 대신 같은 수준의 결함 격
리(다른 요소들 중에)가 기본 스토리지 요구사항인 Google Cloud Storag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을 따르는 시스템들로는 5개의 다른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중 지역적 비관계
형 저장소 시스템인 Google Cloud Datastore와 요구에 따라 2개의 다중 지역 배포 옵션(하나는
미국에, 다른 하나는 유럽)을 제공하는 구글 App Engine 등이 있다. App Engine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하거나, Google Cloud Storage에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Google Cloud Datastore
에 레코드를 저장한다면, 지역 전체가 폭발하여 모든 영역을 망가뜨리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레코드는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여러분과 고객은 여전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제품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Google Cloud Datastore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질의가 항상 최신 데이터를 반환하게 할지,
아니면 많은 수의 질의가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을지를 선택하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다음 몇 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가용성 시스템을 직접 구축
해야 하는 일부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가 가지는 제약사항에 맞춰 관리한다면 이를 대신 수
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결함성, 지역, 영역 및 기타 흥미로운 모든 것
을 이해했으므로 다음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때로는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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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Cloud Datastore: 문서 저장소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룬다.
■ 문서 저장소란 무엇인가?
■ Cloud Datastore란 무엇인가?
■ Cloud Datastore와의 상호작용
■ Cloud Datastore가 적합한지 여부 결정
■ 호스팅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 간의 주요 차이점

문서 저장소는 4장에서 논의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비관계형 저장소
의 형태다. 이 유형의 저장소에서는 행이 모여 만들어진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직각의 그리
드로 유지하는 대신 문서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및 문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문서
는 키-값 쌍의 임의의 집합이며,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 유일한 사항은 컬렉션과 일치하는 문
서 형식이다. 예를 들어, 문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서가 포함될 수 있는

Employees 컬렉션이 있을 수 있다
{"id": 1, "name": "James Bond"}
{"id": 2, "name": "Ian Fleming", "favoriteColor": "blue"}

이를 비슷한 데이터의 기존 테이블(표 5.1)과 비교하면 그리드 형식이 문서 콜렉션의 들쭉날쭉
한 형식(표 5.2)과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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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직원 기록 그리드

ID

이름

좋아하는 색

1

"James Bond"

Null

2

"Ian Fleming"

blue

표 5.2 직원의 들쭉날쭉한 컬렉션

키

데이터

1

{id : 1, name : "James Bond"}

2

{id : 2, name : "Ian Fleming", favoriteColor : "blue"}

언뜻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것으로 이 문서를 쿼리하는 것
에 대한 몇 가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가 어떻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SELECT * FROM Employees WHERE favoriteColor != "blue"

일부 문서 저장 시스템에서 이 쿼리에 대한 대답은 빈 집합임을 알면 아마도 놀랄 것이다. 제
임스 본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blue"는 아니지만, 해당 쿼리의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누락의 이유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누락된 속성은 null 값을 갖는 속성과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되는 유일한 문서는 favoriteColor라는 키를 명시적으로 가지는 문
서다.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동작은 이러한 시스템이 대규모 스토리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설계자는 모든 쿼리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조인하거나, 때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고급 기능을 포기해야 한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단일 키로 조회하는 것과 데이터를 간편하게 스캔하는 작업
에는 완벽하지만, 기존 SQL 데이터베이스만큼 완벽한 기능을 갖춘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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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loud Datastore란 무엇인가?
이전에 App Engine Datastore라고 불렸던 Cloud Datastore는 원래 구글에서 제작한 메가스토
어(Megastore)라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글 App Engine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 기본 방법으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부로 독립형 스토리지 시스
템으로 성장했다. 예상해 볼 수 있듯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문서
저장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많은 절충점을 만들었다.
데이터스토어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이터스토어에서 사
용된 설계적 측면에서의 결정 및 절충 사항 중 일부를 살펴본다.

5.1.1 Cloud Datastore의 설계 목표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의 좋은 사례 중 하나는 Gmail이다. Gmail을 만들고 모든 사용자의
편지함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데이터 지역
먼저 메일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계정의 모든 이메일을 저장해야 하지만, 여러 개의 계정을 검
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해리와 샐리의 이메일에서 한꺼번에 검색을 실
행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서버에 모든 사람의 이메일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스토리지 세계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의 개념을 데이터 지역성(data locality)이라고 한다. 데이터스토어는 동일한
문서 그룹에 배치하여 다른 문서 근처에 있는 문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집합 QUERY SCALE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또 다른 요구사항은 이메일을 더 많이 받을 때 받은 편지함이 느려지
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착한 이메일을 색인화하여 받은 편지함을 검색할
때 검색어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예: 특정 이메일을 검색하거나 수신된 마지막 10개의 메일을 나
열하는 등)은 일치하는 이메일의 수(전자 메일의 총 수가 아님)에만 비례한다.

5.1 Cloud Datastore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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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의 결과 수만큼 시간이 걸리게 하는 이 아이디어는 종종 결과 집합의 크기에 따른 스케일
링이라고 불린다. 데이터스토어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색인을 사용하므로 쿼리에 일치 항
목이 10개 있으면 1GB 또는 1PB의 이메일 데이터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동 복제
마지막으로 서버가 죽거나, 디스크가 고장 나거나,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항상 이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메일 데이터를 여러 곳
에 두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여러 물리적 서버에 자동으
로 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자 메일은 하드 드라이브가 하나인 단일 컴퓨터에 저장되
지 않는다. 대신, 각 이메일은 많은 장소에 분산되어 있다. 이 구성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소프
트웨어에서 시작하면 어렵지만, 구글의 기본 스토리지 시스템은 이 요구사항에 매우 적합하
며, Cloud Datastore가 이를 처리한다.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선택사항에 대해 이해했으므로 몇 가지 주요 개념과 사용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자.

5.1.2 개념
문서 저장소가 관계형 저장소와 다른 점에 대해 조금 배웠지만, Cloud Datastore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의논해 보자.

키
먼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키의 개념이다. 이는 Cloud Datastore가 저장된 항목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이와 가장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표에서 첫 번째 열로 자주 표시되는 고유한 ID이지만, 데이터
스토어 키는 표 ID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주요한 차이점은 데이터스토어에는 동일한 개념의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스토어
의 키에는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의 고유 식별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MySQL에
직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패턴은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만
들고, 고유한 정수인 id 컬럼을 테이블에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직원을 삽입하고, ID를 1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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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Cloud Datastore에서는 테이블을 만든 다음 행을 삽입하는 대신 키가 Employee:1인 위
치에 데이터를 삽입한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 유형(Employee)을 kind라고 한다.

두 번째 주요 차이점은 키 자체가 계층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 지역
개념의 특징이다. 키는 부모키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있는 것들을 같은 지역에 둔다는
것이다. “나를 부모 가까이 놓아주세요”라는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첩된(또는 계
층적) 키의 예는 Employee:1:Employee:2로 employee #2를 가리키고 있다.

2개의 키가 같은 부모를 가지는 경우는 같은 엔티티 그룹에 있는 것이다. 즉, 부모키는 데이터
스토어가 데이터를 근처에 저장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이다(그것들이 같은 부모를 갖도록 하라!).
이는 같은 종류의 중첩된 키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대신 서로 하위 키
를 내포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까다로워진다. 키는 경로나 계층에 있는 여러
가지 kind를 나타낼 수 있으며, 데이터의 kind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첩은 완벽하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직원 기록을 회사의 자식(Company:1:Employee:2)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키의
종류는 Employee이고, 상위 키는 Company:1(Company라는 종류의)이다. 이 키는 employee #2
를 말하며, parent(Company:1)로 인해 동일한 회사의 다른 모든 직원 가까이에 저장된다. 예
를 들면, Company:1:Employee:44가 근처에 있다.
또한, 예제에서 숫자 ID만 보았지만, Company:1:Employee:jbond 또는 Company:apple.
com :Employee:stevejobs와 같이 키를 문자열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엔티티
Cloud Datastore의 기본 스토리지 개념은 데이터스토어가 문서를 작성하는 항목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엔티티는 키라고 하는 고유한 식별자와 결합된 속성 및 값의 모음일 뿐이다. 엔티티
는 다음과 같은 원시형(primitives)이라고도 하는 모든 기본 사항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 Booleans(true 또는 false)
• 문자열(Strings) ("James Bond")
• 정수(Integer) (14)
• 부동 소수점 수(Floating-point number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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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또는 시간(Date 또는 times) (2013-05-14T00 : 01 : 00.234Z)
• 이진 데이터(Binary data) (0x0401)
여기 원시 형식으로만 구성된 엔티티의 예가 있다.
{

}

"__key__": "Company:apple.com:Employee:jonyive",
"name": "Jony Ive",
"likesDesign": true,
"pets": 3

기본 유형 외에도 데이터스토어는 다음과 같은 고급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 문자열 목록을 가질 수 있는 리스트(Lists)
• 다른 엔티티를 가리키는 키(Keys)
• 하위 엔티티 역할을 하는 임베디드 엔티티(Embedded entities)
다음 예제 엔티티는 고급 유형을 포함한다.
{

}

manager 속성은 다른 엔티티를 가리키는
키다. 이 엔티티는 가능한 한 외래키에 가
"__key__": "Company:apple.com:Employee:jonyive",
까이 있게 된다.
"manager": "Company:apple.com:Employee:stevejobs",
"groups": ["design", "executives"],
그룹 속성은 문자열 목록이지만, 정수, 키 등의
목록일 수 있다.
"team": {
"name": "Design Executives",
팀 속성은 임베드된 엔티티이며, 데이터스토어에 저장
"email": "design@apple.com"
된 다른 엔티티처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이 구성에는 몇 가지 고유한 속성이 있다.
• 다른 키에 대한 참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외래키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 참조가 유효하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참조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키를 삭제한 경우 참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값 목록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 피벗 테이블을 사용한다. 데이터스토어에서 원시형의 리
스트는 이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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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래키를 사용하여 다른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
장한다. 데이터스토어에서 구조화된 데이터가 테이블에서 자체 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임베디드 엔티티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다른 엔티티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베디드 엔티티가 유용하다. 어떤 면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이름을
함수로 지정하고 이름으로 호출하는 대신, 함수의 내용을 인라인으로 넣는 익명 함수와
비슷하다.
엔티티와 키를 이해했으므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업
Cloud Datastore의 작업은 매우 간단하다. 엔티티에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다. 기본 작
업은 다음과 같다.
• get: 해당 키를 사용하여 엔티티를 가져온다.
• put: 키를 사용하여 엔티티를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한다.
• delete: 해당 키로 엔티티를 삭제한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는 엔티티의 키가 필요하지만, put 작업에서 키의 ID 부분을 생략하면 데
이터스토어가 자동으로 키를 생성한다.
이러한 각각의 작업은 Redis 또는 Memcached와 같은 키-값 저장소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동
일하게 작동하지만, 추가한 데이터를 쿼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부터 복잡해지는 부분이다.

색인 및 쿼리
이제는 문서 저장소의 기본 사항을 다루었으므로 두 가지 개념, 즉 색인과 쿼리를 모두 논의해
야 한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는 SELECT * FROM employees와 같은 SQL 문에 불
과하다. 데이터스토어에서 이것은 GQL(SQL과 비슷한 쿼리 언어)을 사용하여 가능하다. 쿼리를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며, 5.3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데이터스토어가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스토어가
답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쿼리가 있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색인이 쿼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 데이터스토어는 색인을 사용하여 쿼리를 가능하게 한다
(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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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쿼리와 색인, 관계형 vs 데이터스토어 비교

기능

관계형

데이터스토어

쿼리

SQL, 조인 GQL

조인 없음. 어떤 쿼리는 불가능하다.

색인

쿼리를 빠르게 만든다.

고급 쿼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색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색인을 사용하여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되는 쿼리 유형은?
그 대답은 꽤나 놀랍다. 쿼리에서 필터링을 할 때마다(예: WHERE 절을 사용하여) 쿼리가 결과 집
합을 가지고 오기 위해 색인을 사용한다.
스티브(steve@apple.com)의 모든 이메일을 찾아야 할 때마다 모든 이메일을 검토하고 각자
의 발신자 속성을 확인하여 "Steve"를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
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이메일을 받을수록 이 쿼리가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
로 분명히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최신 상
태로 유지하고, 일치하는 이메일을 찾기 위해 검색할 수 있는 색인을 만드는 것이다. 색인은
조회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정렬되고, 관리되는 데이터 세트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메일의 경우 보낸 사람 필드의 색인은 표 5.4와 같다.
표 5.4 발신자 필드를 통한 색인

발신자

키

eric@google.com

GmailAccount:me@gmail.com:Email:8495

steve@apple.com

GmailAccount:me@gmail.com:Email:2441

이 색인은 보낸 사람 필드를 전자 메일에서 가져와 특정한 보낸 사람 값이 있는 모든 전자 메
일을 쿼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쿼리가 끝나면 모든 일치하는 결과를 보장한다. 스티브
(SELECT * FROM Email WHERE sender = 'steve@apple.com')의 모든 전자 메일에 대한

쿼리는 일치하는 첫 번째 항목을 찾기 위해 색인을 사용한다. 일치하지 않는 항목 (tom@
example.com)을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한다. 보다시피 스티브의 이메일이 많을수록 이 쿼리

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실행 중인 쿼리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은 이 쿼
리를 실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간단한 필터링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 색인을 만들어야 할
까? 다행히도 아니다! 데이터스토어는 각 속성(간단한 색인이라고 함)에 대한 색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검색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속성을 함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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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치시키려면 색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릭이 참조할 수 있는 스티브의
모든 이메일을 찾으려면 다음 목록과 같은 색인이 필요하다.
SELECT * FROM Emails WHERE sender = "steve@apple.com"
AND cc = "eric@google.com"

이 쿼리와 일치하는 이메일의 결과 집합으로 확장되도록 하려면 보낸 사람(sender)과 참조(cc)
에 표 5.5와 같은 색인이 필요하다.
표 5.5 발신자 및 참조 필드에 대한 색인

보낸 사람

참조

키

eric@google.com

NULL

GmailAccount:me@gmail.com:Email:8495

steve@apple.com

eric@google.com

GmailAccount:me@gmail.com:Email:44043

steve@apple.com

jony@apple.com

GmailAccount:me@gmail.com:Email:9412

tom@example.com

NULL

GmailAccount:me@gmail.com:Email:1036

이 색인을 사용하면 두 개의 속성이 포함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한 것처럼 더 간단한 쿼
리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종합 색인(composite index)이라고 부르며, 이는 여러분
이 직접 정의해야 하는 색인의 예다. 이와 같은 색인이 없으면 쿼리를 실행할 수 없다. 이 쿼리
는 실행되겠지만, 색인이 없어서 느려질 것이다.
이제 색인의 작동 방식과 사용 방식을 이해했으므로 데이터가 변경될 때 쿼리 성능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의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해당 데이터를 복제
한 모든 색인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해 훨씬 더
큰 의문이 생길 것이다.

5.1.3 일관성 및 복제
이전에 배웠듯이 Gmail과 같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은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 세트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데이
터를 복제해야 할뿐만 아니라 쿼리의 색인을 만들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 복제는 구현이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된 문제이며, 많은 프로토콜이 있고, 각각
은 자체적인 절충점을 가지고 있다. Cloud Datastore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2단계 커밋(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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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mmit)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방법은 저장하려는 변경 사항을 준비와 완료의 두

단계로 나눈다. 준비 단계에서는 변경 사항을 기술하고, 복제본에 적용 준비 요청을 보낸다.
모든 복제본이 변경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면, 모든 복제본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라는 두
번째 요청을 보낸다. 데이터스토어의 경우 이 두 번째 커밋 단계가 비동기적으로 완료되며, 일
부 변경 사항은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엔티티 또는 색인 항목이 오래된 상태에서 광범위한 쿼리를 실행할 때 최
종(궁극) 일관성(eventual consistency)을 가져온다. 매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쿼리(예: 엔티티 가져
오기)는 먼저 복제본에서 리소스에 대기 중인 커밋을 실행한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일관성 있

는 결과를 얻는다. 보다시피 분산 시스템에서 엔티티 및 색인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훨씬 복
잡한 작업이다. 동일한 저장 조작으로 변경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색인에 저장을 포함시
켜야 하기 때문이다(색인을 복제해야 하므로 여러 위치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것은 데이터스토어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의미다.
• 엔티티와 색인을 모든 곳에서 동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특히, 더 많은 색인을 추가할 때
는 작업이 이유없이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 모든 복제본에서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요청 대기 시간을 훨씬 낮추어 백그라
운드에서 엔티티 자체와 색인을 업데이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스토어는 비동기식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추
가한 색인의 수와 관계없이 엔티티를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put
작업을 사용할 때 데이터스토어는 꽤 많은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5.1).
• 엔티티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한다.
• 변경해야 할 색인을 결정한다.
• 변경 사항을 복제본에 알려준다.
• 가능한 시점에 복제본이 변경사항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 일관성 있는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한다.
• 영향을 받는 엔티티 그룹에 대한 모든 보류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쿼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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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

{...}
엔티티

프런트엔드 저장소

1. 저장

{...}
{...}

복제 1

4. 비동기 커밋

복제 2

2.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인덱스는 무엇인가?

복제 N

그림 5.1 Cloud Datastore에 엔티티 저장

또한, 쿼리를 실행할 때 데이터스토어는 이러한 색인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결과의 수에 비례하
여 쿼리가 제 시간에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쿼리가 다음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그림 5.2).
• 데이터 저장소로 쿼리를 보낸다.
• 색인에서 일치하는 키를 검색한다.
• 일치하는 각 결과에 대해 키를 기준으로 엔티티를 최종 일관성있게 얻는다.
• 일치하는 엔티티를 반환한다.
2. 대기 중인 변경사항
적용
복제 1

쿼리

프런트엔드 저장소

1. 가져옴

3. 쿼리 실행
복제 2

(강력한 일관성)

4. 결과

복제 N

그림 5.2 Cloud Datastore의 엔티티 쿼리

언뜻 보기에 이것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색인의 수를 유지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비정상적인 결과를 숨기는 장단점을 가진다. 여기서 중
요한 점은 색인이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되므로 색인이 업데이트될 시점에 따라 실제로 결과
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최종 일관성이라고 한다. 즉, 엔티티에 저장된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최신(일관된) 상태
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배웠던 것처럼 작업은 항상 최종의 정확한 값을 돌려주지만, 실
행하는 모든 쿼리는 색인을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결과가 최종값보다 약간 뒤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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