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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RDBMS의 대안으로 등장한 NoSQL, 그중에서도 MongoDB는 초기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었다. 하지만 옮긴이가 MongoDB를 처음 접했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NoSQL의 주류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
었다. MongoDB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국내에서도 활용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늘어난 MongoDB 관련
기술 문의에서도 느낄 수 있다.
클라우드의 시대를 넘어 빅 데이터 시대에서도 ‘데이터 저장’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며,

MongoDB는 어느덧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원하는
최근의 요건에 MongoDB만큼 적합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MongoDB in Action》은 MongoDB 관련 서적과 정보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기에 많은 도
움을 주었던 감사한 책이었다. 이렇게 개정판의 번역을 맡을 수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은 3.0.x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WiredTiger 엔진과 text search에 대한 장이 추가되었다. 그 외 나머지 장에서도 내용이 업데
이트되어 많은 분에게 좋은 참고 서적이 될 것이다. 부디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민하는
분, 다양한 데이터 저장 기술 대안을 찾는 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의 글
개인적인 사정으로 번역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이해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
워 주신 장성두 대표님께, 그리고 교정/교열을 책임져 주신 배규호 님과 본문 디자인을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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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황혜나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새로운 관점의 영감을 주는 MongoDB Korea 커뮤니티 분들과 전제우 님, 박민경 님께 고
마움을 전합니다.
마음속 가장 가까운 이웃인 김용덕 & 이미지 부부와 번역하는 기간에 탄생한 조카 김이안에
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을 주시는 통신인프라서비스 팀원 분들께(특히 엄, 쏭, 웅, 조형)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유명환 대표님과 윤종민 님, 정우준 님, 황학범 님께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솔한 대화와 애정으로 큰 힘을 주시는 임선영 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과 철없음을 사랑으로 안아 주시는 부모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김인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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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시대의 워크호스(workhorse)로서 마치 지도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
지털 세계를 눈에 띄지 않게 지원한다. 코멘트를 남기고 트윗을 날리는 것부터 검색과 정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디지털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이다. 나는 데이
터베이스의 이러한 근본적이면서도 감춰진 기능을 생각할 때마다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현
수교 다리를 걸어서 지나갈 때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종의 경외감을 항상 느낀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예전에 Perl 프로그래머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작
성했던 특별한 구조의 텍스트 파일이나, 한때 도서관에 있던 책의 인덱스와 카드 카탈로그 역
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현재 가장 합당한 데이터베이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
교하고 수익성 높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일 텐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세계의 많은 부분을 떠
받치고 있다. 이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상적인 3차 정규 양식과 표현력이 풍부한 SQL 인
터페이스를 통해 오래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들의 존경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대안으로 떠
오르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내가 MongoDB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
를 표현하기 위해 JSON과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JSON은 간단
하고, 직관적이며, 인간 친화적이다. 또한, JSON에 기반을 둔 질의어를 통해 이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JSON과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인터페이스를 접한
후에 복제와 샤딩이 쉽게 된다는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되었고, MongoDB로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해 본 후로는 MongoDB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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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계기를 통해 이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주도한 10gen에서 일
하게 되었다. 2년 동안 다양한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개선하는 일과 MongoDB 배포와 관련
하여 여러 고객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이 이 책의 내용에
충실하게 녹아들었을 것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작업으로서의 MongoDB는 아직 완벽하
지 않다. 하지만 MongoDB는 크건 작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서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MongoDB는 많은 개발자에게
경이로움을 안겨 주고, 심지어 행복감까지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일어나길 희망해 본다.
이제 《MongoDB in Action》의 제2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즐겁게 읽어 주길 바란다.
카일 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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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MongoDB를 처음부터 배우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를 위한 책이다. MongoDB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적당한 빠르기로 진행되는 튜토
리얼과 같고, 이미 MongoDB를 사용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 실려 있는 좀 더 자세한 설
명을 통해 MongoDB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책 내용의 깊이는 고급 사용자를 제외
한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다. 이 책은 저술 시점 기준으로 3.0.x의 최신 버전을 다루고 있지만,
바로 이전의 안정화된 버전인 2.6 버전까지도 다루고 있다(출판사주_번역서는 3.6.x 버전의 내용까지
포함하였다).

코드 예제는 MongoDB 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인기 스크립트 언어인 루비로 작성되었다.
예제는 간단하고 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자바스크립트와 루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다. 예제 코드의 주된 목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MongoDB API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해 본 독자라면 이 책의 예
제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언어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독자 중에 “왜 이 책은 ○○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MongoDB 드
라이버는 일관적이고 유사한 API가 특징이다. 즉, 어떤 특정 드라이버에서 기본적인 API를
배우고 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드라이버로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부분적으로 튜토리얼이고 부분적으로 레퍼런스다. MongoDB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
면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접 작성하고 실행해 봄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예제 코드가 많다. 최소한 MongoDB 설치는 해야 하고, 루비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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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의 설치는 옵션이다. 부록 A에 설치 절차가 나와 있다.
이미 MongoDB를 사용해 본 독자라면 어떤 특정 주제에 좀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8장부
터 13장, 그리고 부록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4장부터 7장에는 기본적인 내
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실제적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별도로 읽
어도 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는 MongoDB에 대한 상세한 서론에 해당한다. 1장
은 MongoDB의 역사, 특징, 사용 예에 대한 개관이다. 2장은 명령어 셸 상에서의 튜토리얼을
통해 MongoDB의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3장은 백엔드에서 MongoDB를 사용하는 간단
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한 MongoDB API를 좀 더 자세히 다룬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네 장에 걸쳐 전자상거래에서의 스키마와 연산
을 점진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는 MongoDB에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도큐먼트를 자
세히 살펴보고,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스키마를 설계한다. 5장, 6장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스키
마를 이용해서 질의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 이 파트의 각 장에는 그 장의 주
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는 절이 있고, 여기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세 번째 파트는 MongoDB를 마스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8장
에서는 인덱싱과 쿼리 최적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9장의 주제는 MongoDB에서의 텍스
트 검색이다. 10장은 이번 2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MongoDB v3의 특징인 WiredTiger
스토리지 엔진과 플러그형 스토리지에 관한 것이다. 11장에서는 복제를 다루는데, 높은 가용
성과 읽기 확장을 위해 MongoDB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12장은 MongoDB에서
수평적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샤딩을 설명한다. 13장은 MongoDB의 배포 및 구성, 관리, 설
치 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세 개의 부록이 실려 있다. 부록 A는 MongoDB와(드라이버 예제를 위한) 루
비를 리눅스, Mac OS X,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다룬다. 부록 B는 일련의 스키마와 애
플리케이션 설계 패턴을 제시하고 안티 패턴도 역시 살펴본다. 부록 C에서는 MongoDB에서
이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과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모든 드라이버에서 구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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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FS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코드 형식과 다운로드
리스트와 텍스트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는 고정 크기 폰트를 사용해서 일반 텍스트와 구
분한다.
일부 리스트에서는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코멘트를 달았다. 어떤 경우에는 원 안의 번
호를 통해 본문에서 설명되는 부분을 연결한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10gen은 MongoDB의 버그 트랙커를 대체로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있
다. 책의 몇 군데에서, 특별히 각주에서 버그 리포트에 대한 레퍼런스와 예정되어 있는 개선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풀-텍스트 검색 기능의 추가에 대한 요
청은 SERVER-380이다. 그러한 요청 사항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려면 브라우저로 http://jira.

mongodb.org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요청 티켓 ID를 입력하면 된다.
이 책의 소스 코드와 샘플 데이터는 https://github.com/bakks/mongo-in-action-code(원서)나

https://github.com/Jpub/MongoDB2nd(번역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필요 사항
이 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자신의 시스템에 MongoDB 를 설치해야 한다.

MongoDB의 설치 절차는 부록 A에서 찾아볼 수 있고, MongoDB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다(http://mongodb.org).
루비 드라이버 예제를 실행하려면 루비 또한 설치해야 한다. 루비 설치 역시 부록 A를 참고하
기 바란다.

저자 온라인
이 책을 구매하면 매닝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포럼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데, 여기
서는 책에 대한 코멘트 혹은 기술적인 질문을 하거나 저자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럼에 액세스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https://www.man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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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mongodb-in-action-second-edition을 방문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는 등록을 한 후에
포럼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포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관
한 정보가 제공된다.
매닝 출판사는 개별 독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자와 독자 간에 의미 있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저자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순전히
자발적으로(그리고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도록 어려운
질문을 하길 바란다!
저자의 온라인 포럼과 이전의 토론에 대한 자료는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을 것
이다.

책 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인물은 ‘Le Bourginion’, 즉 프랑스의 북동부에 있는 부르군디 지방의
주민이란 뜻이다. 화보는 19세기 많은 예술가들의 컬렉션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루이 커머가
편집하고 1841년 파리에서 발표한 것이다. 컬렉션의 제목은 《그들 자신이 그린 프랑스인(Les
Français peints par euxmêmes)》이다. 각각의 그림은 손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색칠되었으며, 컬렉

션에 있는 다양한 그림은 불과 200년 전의 세계 도시와 지방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생
생하게 보여 준다. 서로 격리된 사람들은 다른 방언과 언어를 사용했는데, 대도시나 시골 등
사람들이 살던 지역과 삶의 방식을 옷차림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입는 방식은 바뀌었고, 지역별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제는 다른 도시, 지역
또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대륙의 주민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어쩌면 보다 빠르게 변
화하는 기술에 따른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개인 생활과 문화 다양성을 희생한 것 같다.
컴퓨터 서적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매닝 출판사는 2세기 전의 풍부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여
주는 책 표지로 IT 서적의 창의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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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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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goDB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책 전체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MongoDB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복
제, 샤딩, 배포 등 고급 주제까지 MongoDB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책에 나오는 코드
도 실습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MongoDB에 관한 거의 모두를 섭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혁(엔씨소프트)
기본적인 구문이나 초심자를 위한 책이므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실제 동작하는 코드와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볍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책 전반에 걸
쳐 루비와 자바스크립트가 혼용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언어
혹은 모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의 경우 어떤 언어인지 혹은 예제 파일의 이름을 명시해 준다
면 독자가 더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곤(Favorie)
몇 해 전, MongoDB를 처음 접했을 때 데이터 모델링의 어려움을 이 책의 1판 덕분에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MongoDB v3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고, 모델링에 대한 내
용도 보강되었습니다. MongoDB를 즐겨 사용하신다면 이 책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판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추가되고, 모델링 부분의 예제도 풍부해져서 굉
장히 좋았습니다만, 다음 개정판에는 예제가 루비가 아니라 파이썬이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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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시작하기

1부에서는 MongoDB(몽고디비)에 대한 실제적이고 폭넓은 소개를 한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셸(shell)

과 루비(Ruby) 드라이버를 소개하는데, 둘 다 이 책의 예제에서 사용된다.

이 책은 개발자 관점에서 제작되었지만, 일반적인 MongoDB 사용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주
로 MongoDB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은 예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업무를 수행해 봤다면 더욱 좋다! 종종 이를
MongoDB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집필 시점 기준으로 MongoDB는 3.0.x가 가장 최신 버전이지만, 대부분의 주제들은 이전 버전의
MongoDB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다(3.0.x 이후 버전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
는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MongoDB의 자바스크립트 셸이 간편한 쿼리(query) 수행에 도움을 주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바스크

립트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루비는 MongoDB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언어이고, 예제에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루비가 어떻게 MongoDB를 사용하는지 보여 줄 것이다. 루비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에서 대체로 똑같이 MongoDB에 접근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

1장에서는 MongoDB의 역사, 설계 목표, 애플리케이션 사용 예를 살펴본다. 또한, MongoDB가
NoSQL의 떠오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2장을 통해 MongoDB 셸 언어에 익숙해진다. MongoDB의 기본적인 쿼리 언어(query language)에

대해 배우고, 도큐먼트의 생성, 질의, 수정, 삭제를 통해 연습해 볼 것이다. 셸의 몇 가지 고급 기술과
MongoDB의 커맨드로 이 장을 마무리한다.

3장은 MongoDB 드라이버와 MongoDB의 데이터 포맷인 BSON에 대해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루

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MongoDB의 유연성과 쿼리
언어 성능을 보여 주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루비로 작성해 본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제시되는 예제들을 따라 시도해 보도록 한다. 아직 MongoDB 설치를 하
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기에서 MongoDB를 구동하는 방법을 부록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T

1

Getting started

1
CHAP TER

최신 웹을 위한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1장 주요 내용
■ MongoDB의 역사, 설계 목표, 핵심 기능
■ 셸과 드라이버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사용 예와 한계
■ 최근의 MongoDB 변화

최근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적이 있다면 일차적인 데이터 저장소로는 아마 관계 데이터
베이스(relational database)를 사용했을 것이다. SQL에 친숙하다면 정규화가 잘된1 데이터 모델
의 유용함과 트랜잭션(transaction)의 필요성 그리고 견고한 저장 엔진을 통해 얻는 확신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충분히 발전되고 잘 알
려져 있는 기술이다. 개발자들이 데이터 저장 기술의 대안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새
로운 기술들의 실현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들 새로운 데이터 저장 시스템
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할 것인가? 누가 그리고 왜 실제 서비스상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1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통 우리는 중복을 줄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며 정규화를 언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SQL 데이터베이스상에
서 사용자 이름(usernames)의 중복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users)와 주문(orders)같이 데이터를 그들 자신의 테이블로 분
리할 수 있다.

3

비관계 데이터베이스(nonrelational database)로 옮기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으면 된다. 개발자들은 왜 MongoDB에
관심을 갖는가?

MongoDB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기반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데이터 모델과 지속성 전략은 높은 읽기/쓰기 효율과 자동 장애조치(failover)를 통한 확장의 용
이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하나거나 혹
은 그 이상이거나에 관계없이 MongoDB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 준다. 관계 데이
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뉴스가 될 것이다. 하지
만 모든 경우에 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필요한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MongoDB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개발자들이 MongoDB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확장성 때문이 아니라 직관적인 데이터 모
델 때문일 것이다. MongoDB는 그 정보를 행(row) 대신에 도큐먼트(document)에 저장한다. 도
큐먼트가 무엇일까?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자.
{

}

_id: 10,
username: 'peter',
email: 'pbbakkum@gmail.com'

매우 단순한 도큐먼트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몇 개의 필드(field)로 저장했다. 이와 같은 모
델의 장점은 무엇일까?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경우를 생
각해 보자. 관계 모델에서는 서로 조인(join)을 하기 위해 이메일(emails) 주소와 사용자(users) 테
이블을 각각 만들어야 할 것이다. MongoDB는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

_id: 10,
username: 'peter',
email: [
		'pbbakkum@gmail.com',
		'pbb7c@virginia.ed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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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배열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발자로서 여러분은 데이
터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스키마(schema)를 맞춰야 하는 걱정 없이 구조
화된 도큐먼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유용함을 느낄 것이다.

MongoDB의 도큐먼트 형식은 임의의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 스키마로 잘 알려진 JSON에
기반한다.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어다. 방금 본 것처럼 JSON 구조는 키

(key)와 키에 대한 값(value)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첩에 제한이 없다. JSON은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 사전(dictionary)이나 해시 맵(hash map)과 유사하다.
도큐먼트 기반의 데이터 모델은 풍부하고 계층적인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여러 테이블 간의 복잡한 조인 연산이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상품을 모델링한다고 가정해 보자. 완전히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
에서 한 상품의 정보는 아마도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뉘어 저장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셸에
서 한 상품에 대한 레코드를 얻기 위해서는 조인 연산으로 가득 찬 복잡한 SQL 쿼리를 만들
어야만 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도큐먼트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상품 정보를 하나의 도큐먼트로 표현할 수 있
다. MongoDB의 자바스크립트 셸을 열어서 상품 정보를 조회해 보면 JSON과 같은 형태의 계
층 구조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큐먼트에 대해 질의도 할
수 있고 조작 연산도 할 수 있다. MongoDB의 쿼리 언어 기능은 특별히 도큐먼트 구조의 조
작을 위해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MongoDB로 옮겨 온 사용자들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수준의 쿼리 언어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
발자들은 현재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객체에 잘 매핑(mapping)되는 데이터
저장 구조를 원한다. MongoDB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한 객체가 그대로 저장되므
로 객체 매퍼(mapper)의 복잡성이 사라진다. 만약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경험해 봤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적인 능력을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한다는 관점으로 MongoDB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와 객체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생소한 독자라면 많은 의문
점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이 끝날 때까지 MongoDB의 기능과 설계의 목표들을 살
펴볼 예정이니 안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MongoDB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기능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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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NoSQL2에 속하는 다른 몇 개의 대안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을 살
펴보고, MongoDB가 어떻게 NoSQL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ngoDB가 적합한 영역과 MongoDB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대안적인 데이터 저장 시스
템이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MongoDB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때로는 공정하게, 때로는 불공정하게 비판받아 왔다.
MongoDB는 그저 다른 데이터베이스처럼 개발자 도구상자(toolbox)에 있는 도구일 뿐이며, 우
리는 그 한계와 장점을 알아야 한다. 몇몇 작업에 대해서는 MongoDB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조인과 다른 형태의 메모리 관리를 요구한다. 반면에 도큐먼트 기반 모델은 특정 작업
에 특히 잘 맞을 수 있고, 스키마가 없는 것은 MongoDB가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빠르게 개발
하고 반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목표는 독자들이

MongoDB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1.1 인터넷에서 태어나다
MongoDB의 역사는 간단하지만, 좀 더 야심 찬 프로젝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007년 중반 뉴욕에 위치한 10gen이라는 신생 기업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하고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서비스
로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as-a-service)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다. 구글의 앱엔
진(AppEngine)과 같이 10gen의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관리와 확장성을 자
동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
계되었다. 10gen은 기술 계층을 제어할 수 없는 점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사
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용자들은 10gen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원했다. 이는

10gen으로 하여금 이후에 MongoDB가 된 데이터베이스에만 집중해서 개발하도록 만든 계기
가 되었다.
그 후 10gen은 회사 이름을 MongoDB로 바꾸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데이터베이스 개
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코드는 공개되어 있고,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거

2

포괄적 용어인 NoSQL은 200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에 인기를 끌고 있었던 많은 비관계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묶어서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SQL과는 다른 쿼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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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버그 리포트를 올리고 패치를 제공한다. 여전히

MongoDB의 모든 핵심 개발자들은 MongoDB의 설립자이거나 직원이고, 프로젝트의 로드맵
은 사용자 커뮤니티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키-값(key-value) 분산 저장 시
스템의 가장 좋은 기능들만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라는 주요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MongoDB의 비즈니스 모델은 잘 알려진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 회사들과 다르지 않
다. 오픈 소스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MongoDB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ongoDB는 매우 간단하지만 유연하고 웹 애플리케
이션 계층의 일부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 예는 MongoDB 개발을 선택하도록 만
들고, MongoDB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2 MongoDB의 핵심 기능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 모델에 의해 정의된다. 이번 절에서 우리는 도큐먼트 데이
터 모델을 살펴보고, 이 모델에 대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MongoD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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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큐먼트의 개념
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다. JSON 도큐먼트는 숫자 값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쌍따옴표( " )를 필요로 한다. 다음은 쌍따옴표가 필요하지 않은 JSON 도큐먼트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보여 준다.
리스트 1.1 소셜 뉴스 사이트에서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내는 도큐먼트

{

_id: ObjectID('4bd9e8e17cefd644108961bb'),
_id 필드가
title: 'Adventures in Databases',
프라이머리 키
url: 'http://example.com/databases.txt',
author: 'msmith',
vote_count: 20,
tags: ['databases', 'mongodb', 'indexing'],
태그는 문자열의
image: {
❶ 배열로 저장
		url: 'http://example.com/db.jpg',
		
caption: 'A database.',
속성이 또 다른
		type: 'jpg',
❷ 도큐먼트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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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75381,
		data: 'Binary'
},
comments: [
		{
			user: 'bjones',
			text: 'Interesting article.'
		},
		{
			user: 'sverch',
			
text: 'Color me skeptical!'
		}
]
}

코멘트는 코멘트 객체

❸ (도큐먼트)의 배열로 저장

리스트 1.1은 소셜 뉴스 사이트(예를 들면, 레딧 또는 트위터)의 기사를 나타내는 JSON 도큐먼트

의 예를 보여 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큐먼트(document)는 본질적으로 속성의 이름과 값
으로 이루어진 쌍의 집합이다. 속성의 값은 문자열이나 숫자, 날짜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 타입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값은 또한 배열이나 심지어 다른 JSON 도큐먼트가 될 수도 있다(❷).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 하나의 도큐먼트로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예로 든 도큐먼트에서 tags라는 속성의 값이 그 기사에 대한 태그를 배열로 저장한 것을 볼 수
있다(❶). 더 흥미로운 것은 comments 속성인데(❸), 이 속성의 값은 다른 도큐먼트로 표현한
코멘트 도큐먼트들의 배열이다.
내부적으로 MongoDB는 Binary JSON 혹은 BSON의 형태로 도큐먼트를 저장한다. 다시 말

하면 MongoDB가 도큐먼트의 모음과 같이 데이터를 컬렉션(collection)에 도큐먼트로 저장하는
반면, MySQL(인기 있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은 데이터를 테이블에 행으로서 저장한다. 컬렉션은

MongoDB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는 디스크로 저장되고, 대부분의 쿼리
에서 여러분은 찾고자 하는 컬렉션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MongoDB 컬렉션과 일반적인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도록 하자.
그림 1.1은 같은 데이터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 준다. 테이블들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구조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위의 예제에서와 같은 뉴스 기사의 도큐먼
트 내에 존재하는 일대다(one-to-many) 대응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뉴스 기사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posts 테이블이 우선 필
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세 개의 테이블이 필요한데, 각각의 테이블에서는 post_id라는 필드가
있고, 이것은 원래의 뉴스 기사에 대한 레퍼런스다. 이와 같이 한 객체(object)의 데이터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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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테이블로 나누어 표현하는 기법을 정규화(normalization)라고 한다. 정규화를 통해 (다른 무
엇보다도) 하나의 단위 데이터를 오직 하나의 테이블로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화를 너무 많이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는 곧 데이터를 모으는 작
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기사를 보여 주기 위해서 post와 comments 테이
블에 대한 조인 연산이 필요하다. 결국 정규화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모델링하는 데이터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 독자들에
게 환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도큐먼트 지향적인 데이터 모델에서는 객체를 자연스럽
게 모아 놓은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객체를 전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comments부터 tags까지 기사를 표현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림 1.1 소셜 뉴스 사이트에서 각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 데이터 모델. 십자 표시처럼 보이는 줄 끝은

일대일(one-to-one) 대응 관계를 표현하며, 따라서 images 테이블에서 오직 하나의 행만이 posts 테이블의
한 행과 관계를 맺는다.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진 줄 끝은 일대다 대응 관계를 표현하며, comments 테이블의
여러 개의 행은 posts 테이블의 하나의 행과 관계를 맺게 된다

1.2 MongoDB의 핵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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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 외에도 도큐먼트에는 미리 정해진 스키마
가 없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열을 테이블에 저장한다. 각 테이블은 각각의 칼럼
에 대해 허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다. 그 테이블에서 한 데이터 열에 필드 하나를 더 추
가해야 할 경우는 테이블의 구조 전체를 명시적으로 바꿔 줘야 한다. MongoDB에서는 도큐먼
트를 컬렉션으로 모아 놓는데, 어떤 종류의 스키마도 필요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컬
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도큐먼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컬렉션 내에서 도큐먼트들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어, posts 컬
렉션의 모든 도큐먼트들은 title, tags, comments와 같은 필드를 가지고 있다.

스키마가 없는 모델의 장점
이렇게 스키마가 없다는 것(schema-less)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애
플리케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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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상품 카탈로그를 만든다고 해보자. 하나의 상품
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가변적인 속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스키마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통적인 방법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개체-속성-값 패턴3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1.2는 오픈 소스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모델의 일부를 보여 준다. 각 테이블의
값은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 나머지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 상품의 타입과 속성을 추가로 정의할 수는 있겠으나 복잡성은 증가
한다. MySQL 셸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상품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조인 연산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다. 반면에 도큐먼트
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조인이 필요 없고, 새로운 속성은 한 도큐먼트에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모든 관계 모델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않지만, 말하고 싶은 사실은 MongoDB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후에 필요할 데이터 필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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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스키마의 일부. 이러한 테이블 구조로
인해 상품에 대해 속성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1.2.2 애드혹 쿼리
시스템이 애드혹 쿼리(ad hoc query)를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시스템이 받아들
일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이 기능을 제공
하는데, 질의가 어떠한 조건을 갖더라도 올바른 구조이기만 하면 SQL 쿼리가 실행된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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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해 봤다면 애드혹 쿼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데
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동적 질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키-값 타입의 저장 시
스템은 하나의 차원, 즉 하나의 키-값으로만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시스템에서와 같
이 키-값 저장 시스템 역시 간단하고 확장성 높은 모델을 위해 풍부한 쿼리 기능을 포기한다.

MongoDB의 설계 목표 중 하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우 필수적인 쿼리 언어 성능
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다.

MongoDB에서 쿼리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posts와 comments에 관련된 예를
들어 보자. 추천수가 10이상의 ‘politics’라는 용어로 태그된 모든 포스트를 찾으려면 SQL 쿼리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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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리 언어는 다음과 같이 일치 조건을 도큐먼트에 표현한
다. 여기에서 ‘greater than(보다 큰)’ 조건을 위해 $gt라는 특별한 키를 사용한다.
db.posts.find({'tags': 'politics', 'vote_count': {'$gt': 10}});

위의 두 쿼리 언어는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을 가정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SQL 쿼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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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
이 애드혹 쿼리의 본질적인 강점이다.

1.2.3 인덱스
애드혹 쿼리의 위험 요소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값을 찾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도큐먼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더할수록 값을 찾는 비용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계속 확장하는 건초 더미 속에 있는 바늘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인덱스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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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책
에는 키워드와 페이지 번호를 연결해 놓은 인덱스가 있다. 요리책에서 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아마 집에 배가 많이 있고 상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요리책의 모든 페
이지를 넘겨 가면서 요리 재료에 배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덱스에서 ‘배’를 찾아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인덱
스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다.

MongoDB에서 인덱스는 B-트리(B-tree)로 구현되어 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
로 제공되는 기능인 이런 종류의 인덱스는 범위를 스캔하거나 정렬을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쿼리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WiredTiger는 LSM(Log-Structed Merge-trees)를 지원하며,

MongoDB 3.2 정식 배포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도큐먼트 또는 각 행에 기준을 위한 고유의 식별자로서 프라이머
리 키(primary key)를 부여한다. 프라이머리 키는 자동적으로 인덱스되어 각 기준은 유니크 키
(unique key)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억되며, MongoDB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모

든 데이터베이스가 행 또는 도큐먼트에 대한 인덱스 작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세
컨더리 인덱스(secondary index)라 부른다. HBase와 같은 많은 NoSQL 데이터베이스는 키-값
저장소(key-value store)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 어떤 세컨더리 인덱스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는 MongoDB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 개의 세컨더리 인덱스를 허용함으로써

MongoDB는 사용자가 넓은 범위의 쿼리를 최적화하도록 허용한다.
MongoDB에서는 한 컬렉션에 64개까지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 오름차순, 내림차
순, 고유(unique), 복합 키(compound-key), 해시, 텍스트, 심지어 지리공간적 인덱스4와 같이 관
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덱스가 가능하다. 인덱스에 대해 MongoDB와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지므로 어느 한쪽에서 인덱스를 관리하기 위한 권
고사항은 다른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장부터 인덱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 데이터베
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8장 전체를 할애하
여 인덱스를 다룰 것이다.
MongoDB v3.6

WiredTiger 엔진은 v3.0부터 도입되었으며, v3.0에서는 MMAPv1이 디폴트 엔진이다. 단, v3.0에서는
WiredTiger 엔진을 별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v3.2부터는 WiredTiger 엔진이 디폴트
엔진으로 지정되었다.

4

지리공간적 인덱스는 효과적으로 위도와 경도를 질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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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복제
MongoDB는 복제 세트(replica set)라고 부르는 구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복제(replication) 기능
을 제공한다. 복제 세트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복성과 장애조치
자동화를 위해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한다. 복제는 데이터베이스 읽기에 대한 확장
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웹에서와 같은 읽기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읽기를
복제 세트 클러스터 내의 여러 서버에 분산할 수 있다.
복제 세트는 많은 MongoDB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각각의 MongoDB 서버는 분리
된 물리 장비에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노드(node)라 부른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의 노드는
복제 세트의 프라이머리 노드(primary node)로 존재하며, 더불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컨더
리 노드가 존재한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므로 익숙할 수도 있는 마스터-슬레이브
(master-slave) 복제에서와 같이 복제 세트의 프라이머리 노드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지만, 세컨더리 노드는 읽기만 가능하다. 복제 세트의 고유한 기능은 자동 장애조치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만일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클러스터는 자동으로 세컨더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프라이머리로 설정한다. 이전의 프라이머리 노드가 복구되면 세컨더
리 노드로 작동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그림 1.3에 설명되어 있다.
복제 세트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세컨더리

세컨더리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1. 작업 복제 세트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2.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고
세컨더리 노드가 프라이머리 노드로
승격한다.

3. 원래의 프라이머리 노드가 세컨더리
노드로 복구된다.

그림 1.3 복제 세트의 자동 장애복구

1.2.5 속도와 내구성
MongoDB에서 내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
해 봐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쓰기 속도와 내구성 사이에 역관계가 존재한다. 쓰
기 속도(write speed)는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삽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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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MongoDB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3장 주요 내용
■ MongoDB 루비 API 소개
■ 드라이버 작동 방식의 이해
■ BSON 포맷과 MongoDB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이용
■ 샘플 애플리케이션 작성

이제 실질적인 예제를 다뤄 볼 시간이 왔다. MongoDB 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지만, DB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 후에라야 이 데이터베이스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MongoDB의 드라이버를 처음으로 살펴보자는 뜻이다. 이전에도 언급
했듯이 MongoDB는 아파치 라이선스를 통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드라이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루비 드라이버를 예제로 사용하지만, 설명하는 원리
는 특정 언어에 관계없이 일반적이며, 다른 드라이버에도 쉽게 적용된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MongoDB를 사용하는 예
제는 루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 단계에 걸쳐 MongoDB 프로그래밍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MongoDB의 루비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기본적인 CRUD 오퍼레이션을 소개한다. 이 단계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뿐더러 드라이버 API가 자바스크립트 셸과 상당히 비슷하므로 친숙함을
느낄 수도 있다. 다음으로 드라이버가 어떻게 MongoDB와 연결되는지 설명하면서 드라이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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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너무 하위 계층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서도
드라이버가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모니터링하
는 간단한 루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것이다. 실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함으로
써 MongoDB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장은 2부에 나올 많은
자세한 예제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루비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루비는 인기가 많고 가독성이 높은 스크립트 언어다. 코드 예제는 최대한 명확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루비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루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본문에서 설명할 것이다. 단 몇 분만 투자해서 루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알고 싶다면 20분짜리
공식 튜토리얼인 http://mng.bz/THR3 를 읽어 보기 바란다.

3.1 루비를 통해 보는 MongoDB
드라이버라고 하면 보통 하위 계층의 비트 조작과 난해한 인터페이스가 떠오른다. 감사하게도

MongoDB의 프로그래밍 언어 드라이버는 그렇지는 않다. 대신에 모든 드라이버는 직관적이
고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합한 API로 설계되었으므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MongoDB
에 대한 유일한 인터페이스로 드라이버만 사용할 수도 있다. 드라이버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
에 상관없이 상당히 일관적인데, 이것은 개발자가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꿀 수 있음을 뜻
한다. 즉, 자바스크립트 API로 할 수 있는 것은 루비 API로도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라면 MongoDB의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하더라도 하위 계층에서의 구현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을 알 필요 없이 드라이버 사용에 익숙해지고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MongoDB의 루비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기본적
인 CRUD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다.

3.1.1 설치와 연결
루비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루비젬(RubyGems)을 사용해서 MongoDB의 루비 드라이버를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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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새로운 운영체제는 이미 루비를 내장하고 있다. 셸에서 ruby --version을 실행하여
루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루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www.ruby-lang.org/
en/downloads에서 자세한 설치 안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루비 패키지 매니저인 루비젬이 필
요할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이미 설치되었을지도 모른다. gem --version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루비젬의 설치 절차는 http://docs.rubygems.org/read/chapter/3에 있다. 루비젬을 설치하
고 나서 다음을 실행해 보자.
gem install mongo

위의 명령은 시스템에 mongo와 bson1 젬을 설치하는데, 다음과 같이 결과가 출력될 것이다(아
마 독자의 출력 내용은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버전일 것이다).

Fetching: bson-3.2.1.gem (100%)
Building native extensions. This could take a while...
Successfully installed bson-3.2.1
Fetching: mongo-2.0.6.gem (100%)
Successfully installed mongo-2.0.6
2 gems installed

비록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bson_ext 젬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bson_ext는

BSON의 C 구현을 포함하고 있는 공식적인 젬으로, MongoDB 드라이버에서 더욱 효과적인
BSON 핸들링을 제공한다. 이 젬은 디폴트로 설치되지는 않는데, 이는 설치 조건으로 컴파일
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son_ext를 설치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할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MongoDB에 연결해 보자. 먼저 셸에서 mongo를 실행시켜 mongod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connect.rb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다음의 코드를 입력해 보자.
require 'rubygems'
require 'mongo'
$client = Mongo::Client.new([ '127.0.0.1:27017' ], :database => 'tutorial')
Mongo::Logger.logger.level = ::Logger::ERROR

1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BSON은 MongoDB가 도큐먼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이너리 포맷으로 JSON과 비슷하다. bson 루
비젬은 루비 객체를 BSON으로, 그리고 BSON으로부터 루비 객체로 시리얼라이즈(serializ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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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 $client[:users]
puts 'connected!'

처음 두 줄의 require문은 드라이버를 로드(load)한다. 그 다음의 세 줄은 로컬호스트로 향하는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tutoria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뒤 users 컬렉션에 대한 레퍼
런스를 $users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그러고 나서 connected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된다.

connect.rb 스크립트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변수 앞에 $를 붙여 해당 변수를 모두
전역변수화하였다.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해 보자.
$ ruby connect.rb
D, [2015-06-05T12:32:38.843933 #33946] DEBUG -- : MONGODB | Adding
127.0.0.1:27017 to the cluster. | runtime: 0.0031ms
D, [2015-06-05T12:32:38.847534 #33946] DEBUG -- : MONGODB | COMMAND |
namespace=admin.$cmd selector={:ismaster=>1} flags=[] limit=-1 skip=0
project=nil | runtime: 3.4170ms
connected!

아무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루비에서 MongoDB로의 연결이 성공한 것이며, 여러분은
셸에서 connected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
르지만, 어떠한 언어를 쓰든지 간에 DB에 연결하는 것이 MongoDB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이용하여 도큐먼트를 삽입해 보자.

3.1.2 루비에서 도큐먼트 삽입
MongoDB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뭔가 만들어 보도록 하자(이
는 CRUD 중 C에 해당된다). 모든 MongoDB 드라이버는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자연스

러운 방법으로 도큐먼트를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SON을 사용하는 것
이 당연한데, 그 이유는 JSON이 도큐먼트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이다. 루비에서는 해시 데이터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다. 루비의 해시는 몇 가지 사소한 점에서만 JSON 객체와 다른데, JSON
에서는 키와 키 값을 콜론으로 구분하지만, 루비에서는 해시 로켓(=>)으로 구분한다.2

2

루비 1.9에서는 hash = {foo: 'bar'}와 같이 콜론도 키-값 구분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해시 로켓
이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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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계속해서 connect.rb 파일에 코드를 추가해 보자. 다른 좋은 방법은
루비의 대화형 셸인 irb를 사용하는 것이다. irb는 REPL(읽고(Read), 평가하고(Evaluable), 출력하
는(Print) 과정을 반복(Loop)) 콘솔로, 동적으로 실행되는 루비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기에 최

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irb에 작성한 건 뭐든지 스크립트에 넣을 수 있으므로 새로
운 것을 배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프로그램에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것들
이 있다면 미리 작성해 둔 여러분만의 명령어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irb를 –r의 매개변
수 값으로 connect.rb를 주고 시작하면 연결,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객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런 후 루비 코드를 실행시키면 결괏값을 바로 얻을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irb -r ./connect.rb
irb(main):017:0> id = $users.insert_one({"last_name" => "mtsouk"})
=> #<Mongo::Operation::Result:70275279152800 documents=[{"ok"=>1, "n"=>1}]>
irb(main):014:0> $users.find().each do |user|
irb(main):015:1* puts user
irb(main):016:1> end
{"_id"=>BSON::ObjectId('55e3ee1c5ae119511d000000'), "last_name"=>"knuth"}
{"_id"=>BSON::ObjectId('55e3f13d5ae119516a000000'), "last_name"=>"mtsouk"}
=> #<Enumerator: #<Mongo::Cursor:0x70275279317980
@view=#<Mongo::Collection::View:0x70275279322740 namespace='tutorial.users
@selector={} @options={}>>:each>

irb는 >로 시작되는 커맨드라인 셸을 제공한다(이는 독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위의 코드 같은 경우는 사용

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해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 두었다. irb상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반환
값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명령어로 인해 반환되는 값을 보여 준다. 즉, after => above와 같이
보여진다.

users 컬렉션에 대해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자. smith와 jones라는 두 명의 사용자를 각각 나
타내는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자. 루비 해시로 표현되는 각 도큐먼트는 다음과 같이 각 변수에
할당한다.
smith = {"last_name" => "smith", "age" => 30}
jones = {"last_name" => "jones", "age" => 40}

도큐먼트를 저장하기 위해 컬렉션의 insert 메서드에 이 도큐먼트를 넘겨준다. 각각의 insert는
고유한 ID를 반환하는데, 나중에 검색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 값을 저장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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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_id = $users.insert_one(smith)
jones_id = $users.insert_one(jones)

도큐먼트가 잘 저장되었는지는 간단한 쿼리로 확인할 수 있으며, users 컬렉션의 find( ) 메서
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irb(main):013:0> $users.find("age" => {"$gt" => 20}).each.to_a do |row|
irb(main):014:1* puts row
irb(main):015:1> end
=> [{"_id"=>BSON::ObjectId('55e3f7dd5ae119516a000002'), "last_name"=>"smith",
"age"=>30}, {"_id"=>BSON::ObjectId('55e3f7e25ae119516a000003'),
"last_name"=>"jones", "age"=>40}]

코드를 irb상에서 실행할 경우 쿼리의 반환값이 프롬프트에 보인다. 루비 파일을 통해 코드를
실행할 경우 결과를 스크린에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루비의 p 메서드를 앞에 붙이면 된다.
p $users.find( :age => {"$gt" => 20}).to_a

루비에서 두 개의 도큐먼트를 성공적으로 추가했다. 이제 질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1.3 쿼리와 커서
이제 도큐먼트를 생성했고, MongoDB에서 제공하는 읽기 연산을 살펴볼 차례다(CRUD 중 R).
루비 드라이버에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대부분의 상세한 사항들을 다루는 풍부한 인터페이스
가 정의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 보여 줄 쿼리들은 거의 간단한 검색 쿼리이지만, MongoDB는
뒷장에서 소개될 텍스트 검색이나 집계와 같은 복잡한 쿼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
란다.
표준적인 find 메서드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두 가
지의 find 연산은 다음과 같다.
$users.find({"last_name" => "smith"}).to_a
$users.find({"age" => {"$gt" => 30}}).to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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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쿼리는 last_name이 smith인 모든 사용자 도큐먼트를 찾아주고, 두 번째 쿼리는 age
가 30보다 큰 모든 도큐먼트를 찾는다. irb에서 두 번째 쿼리를 입력해 보자.
2.1.4 :020 > $users.find({"age" => {"$gt" => 30}})
=> #<Mongo::Collection::View:0x70210212601420 namespace='tutorial.users
@selector={"age"=>{"$gt"=>30}} @options={}>

Iterable을 확장하고 결과를 쉽게 반복할 수 있게 한 Mongo::Collection::View 객체에 결괏값
이 반환된다. 커서에 대해서는 3.2.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동안에 $gt 쿼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ursor = $users.find({"age" => {"$gt" => 30}})
cursor.each do |doc|
puts doc["last_name"]
end

위 예제에서 루비의 each 반복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각 결괏값을 코드 블록에 넘겨준다.
코드 블록에서는 last_name을 콘솔에 프린트한다. 쿼리에서 사용된 $gt는 MongoDB 연산자
이며, 이때 $ 문자는 $users와 같은 전역 루비 변수 앞에 놓이는 $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컬
렉션 내에 last_name이 없는 도큐먼트가 있다면 nil(루비의 null값)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값이 부족함을 알려 주는 것이며, 종종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장의 셸을 통한 예제를 감안하면 드라이버에서조차 커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놀
라울 수도 있다. 하지만 셸 역시 드라이버와 같은 방식으로 커서를 이용한다. 차이점은

MongoDB 셸은 find( )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커서를 20회 반복하여 결과를 반환한다는 점이
다. 나머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it 명령어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야 한다.

3.1.4 업데이트와 삭제
이전 장에서 살펴본 업데이트는 최소한 두 개의 매개변수, 즉 쿼리 셀렉터와 업데이트 도큐먼
트가 필요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루비 드라이버를 이용한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다.
$users.find({"last_name" => "smith"}).update_one({"$set" => {"city"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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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데이트는 last_name이 smith인 사용자를 찾아서 그 사용자의 city값을 Chicago로 수정
한다. 이 업데이트에는 $set을 사용한다.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쿼리를 실행해
보자.
$users.find({"last_name" => "smith"}).to_a

업데이트는 쿼리 조건이 일치할 경우 하나의 도큐먼트를 수정할지 아니면 조건에 맞는 모든
도큐먼트를 수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위의 예제에서 smith라는 성을 갖는 사용자
가 여러 명이라고 해도 오직 첫 번째 도큐먼트만 업데이트된다. smith를 성으로 갖는 도큐먼트
중에 특정한 사용자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쿼리 셀렉터에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 성이

smith인 모든 도큐먼트를 업데이트하려면 update_one 대신 update_many를 사용하면 된다.
$users.find({"last_name" => "smith"}).update_many({"$set" => {"city" =>"Chicago"}})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하다. 우리는 MongoDB 셸과 루비 드라이버상에서의 작
동 원리가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remove 메서드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메서드에 도큐먼트 셀렉터를 매개변수로 넘겨주면 셀렉터의 조건에 해
당되는 도큐먼트만을 삭제한다. 셀렉터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도큐먼트가 삭제된다. 이제 age
가 40보다 크거나 같은 사용자 도큐먼트를 모두 삭제하고자 한다.
$users.find({"age" => {"$gte" => 40}}).delete_one

위와 같이 실행할 경우 조건에 부합되는 첫 번째 도큐먼트만이 삭제된다. 기준에 맞는 모든 도
큐먼트를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실행해 보자.
$users.find({"age" => {"$gte" => 40}}).delete_many

매개변수가 없이 drop을 실행하면 남아 있는 모든 도큐먼트가 삭제된다.
$users.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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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이전 장에서는 stats 명령어와 같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살펴봤다. 여기서는

listDatabases 명령을 통해 드라이버에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명령어는 admin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데,

admin은 인증이 사용될 때 특별하게 취급된다. 인증과 admi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보기 바란다.
먼저 admi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는 루비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하나 만든다. 그
러고 나서 command 메서드에 명령의 쿼리 스펙을 매개변수로 넘겨준다.
$admin_db = $client.use('admin')
$admin_db.command({"listDatabases" => 1})

이 코드는 이전의 connect.rb 스크립트에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의존적인데, 이는 $client에

MongoDB 연결 정보가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코드를 실행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디스크상의 용량에 대한 정보를 루비의 해시로 보여 준다.
#<Mongo::Operation::Result:70112905054200 documents=[{"databases"=>[
{
"name"=>"local",
"sizeOnDisk"=>83886080.0,
"empty"=>false
},
{
"name"=>"tutorial",
"sizeOnDisk"=>83886080.0,
"empty"=>false
},
{
"name"=>"admin",
"sizeOnDisk"=>1.0, "empty"=>true
}], "totalSize"=>167772160.0, "ok"=>1.0}]>
=> nil

irb와 MongoDB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쉽다. 도큐먼트를 루비 해시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셸 API와 드라이
버 API는 별 차이가 없다.

3.1 루비를 통해 보는 Mong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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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주요 내용
■ 인덱싱의 기본 개념과 이론
■ 인덱스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
■ 복잡한 쿼리에 대한 복합 인덱스 사용
■ 쿼리 최적화
■ 모든 MongoDB 인덱싱 옵션

인덱스는 매우 중요하다. 인덱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MongoDB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인덱스는 그 반
대의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쿼리의 처리가 느려지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MongoDB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
려면 인덱싱을 이해해야만 한다.
인덱스는 많은 개발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베일에 가려진 주제이긴 하지만, 이 장을 끝내고 나
면 인덱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다. 인덱스를 소개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적절
한 예제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인덱스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MongoDB의 인덱스를 내부에서 구현하고 있는 B-트리(B-tree) 데이터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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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덱싱을 실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고유 인덱스, 희소 인덱
스, 다중 키 인덱스를 논의하고, 인덱스를 관리하는 데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에는 쿼리 최적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텐데, explain( )을 사용하는 방법과 쿼리 옵티
마이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MongoDB는 2.0, 2.4, 2.6 그리고 3.0 버전을 거치면서 고급 인덱싱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대
부분의 쿼리는 필드의 값 또는 값의 범위와 일치하는 인덱스만 필요하다. 그러나 주어진 단어
와 유사한 단어를 쿼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9장에서 다룰 텍스트 인덱스가 필요하다.
또는 공간 인덱스를 사용하여 주어진 지점 근처의 위도값과 경도값을 가진 도큐먼트를 찾고
싶을 수도 있다. 이 장은 인덱싱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여러분은
쿼리 최적화를 위한 인덱스 작성 및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8.1 인덱싱의 이론적 고찰
폭넓은 비유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인덱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MongoDB에
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중
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예를 보여 줄 것이다. 복합 키 인덱스, 가상 메모리, 인덱스 데이터 구조
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이 절이 아주 유용할 것이다.

8.1.1 개념 실험
인덱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요리책 하나를 생각해
보자. 하지만 이 요리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종류별, 계절별로 온갖 맛있는 요리법을,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재료와 함께 5,000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분량에 실어
놓은 요리책이다. 이 요리책은 한마디로 모든 요리책의 종결자다. 이것을 《요리책 오메가(The
Cookbook Omega)》라고 부르도록 하자.

비록 이 책이 가장 좋은 요리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요리책 오메가》는 두 가지 작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요리법에 특별한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475페이지에는 호주의
오리 찜 요리법이 있는가 하면, 2페이지에는 자카테칸 타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인덱스가 없다는 점인데, 만일 인덱스가 있다면 첫 번째 문제점이 크게 문
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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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다. 인덱스 없이 《요리책 오메가》에
서 어떻게 로즈메리 감자 요리법을 찾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그 요리법이 나올 때까지
요리책을 처음부터 훑어나가는 것이다. 그 요리법이 3,973페이지에 있다면 3,973페이지까지 봐
야 한다. 최악의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요리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모든 페이지를 다
넘겨봐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은 물론 미친 짓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단순 인덱스(simple index)
요리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법의
이름으로 찾는 것이다. 요리책 끝에 각 요리법의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해
놓는다면 그 책은 요리법의 이름에 의해 인덱스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인덱스에는 다음
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다.
■■ 티베트 야크 수페: 45
■■ 구운 소금 덤플링: 4,011
■■ 터키 알라킹 : 943
요리법의 이름을 알거나 혹은 그 이름의 처음 몇 글자만이라도 안다면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리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요리법은 이름으로만 찾는다면 이 인덱스로 충분하다.
하지만 요리명에 의한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데, 왜냐하면 식료품 그릇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찾거나 지역에 따른 요리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
우에는 좀 더 많은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한다. 요리법의 이름에 대한 인덱스만 가지
고 있는 상황에서 닭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적합한
인덱스가 없으므로 또다시 5,000페이지를 다 넘겨가면서 닭 요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재료
나 지역에 따른 요리법을 찾을 때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또 다른 인덱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재료에 대한 인덱스다. 이 인덱스에는
재료를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고, 그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법에 대한 페이지 번호를 모두 나열
한다. 재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인덱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8.1 인덱싱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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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슈: 3; 20; 42; 88; 103; 1,215…
■■ 콜리플라워: 2; 47; 88; 90; 275…
■■ 커런트: 1,001; 1,050; 2,000; 2,133…
이 인덱스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덱스인가? 이것은 유용할까?

복합 인덱스(compound index)
주어진 재료에 대한 요리법의 리스트만 필요하다면 이 인덱스로 충분하다. 하지만 요리법에
관한 어떤 다른 정보를 찾고 있다면 여전히 이 리스트에 나오는 요리법을 일일이 살펴봐야 한
다. 일단 콜리플라워가 들어간 요리법이 나와 있는 페이지 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페이지로 가
서 요리법의 이름과 어느 지역 음식인지를 알아낸다. 이것은 물론 모든 페이지를 다 넘겨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몇 개월 전에 《요리책 오메가》에서 근사한 닭 요리법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이 요리
법의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여러분이 요리법을 봤을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요리법 이름에 대한 인덱스와 재료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 인덱스를 같이 이용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 닭 요리법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요리법 이름에 대한 인덱스를 먼저 찾아본다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
으므로 책을 처음부터 모두 훑어보는 것보다 크게 나을 바가 없다. 반면에 재료에 대한 인덱
스로 시작한다면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 번호의 리스트는 있지만, 이 페이지 번호를 요리법
이름에 대한 인덱스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어느 하나의 인덱
스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두 인덱스 중에서 재료에 대한 인덱스가 더 유용하다.

쿼리당 하나의 인덱스
두 필드에 대해 검색할 때 각 필드에 대한 두 개의 인덱스를 별도로 만들면 검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은 이렇다. 각각의 필드에 대한 인덱스에서 검색어와 일치
하는 페이지 번호를 찾고, 이 페이지 번호들의 교차 지점에 대한 리스트를 스캔하면서 두 검색어와 일
치하는 요리법을 찾는다. 많은 페이지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찾아봐야 할 아이템의 총 개수를 줄
일 수는 있다. 인덱스 교차(index intersection)는 MongoDB 2.6부터 지원되었다. 복합 인덱스의 사용이
나 인덱스 교차의 사용이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특정 쿼리 및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쿼리당 하나
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질의하려고 한다면 그 필드들에 대한 복합 인덱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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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다행히도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었던 콜리플라워 요리법을 찾
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합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든 두 개의 인덱스는 단일 키에 대해 생성한 인덱스였는데, 각 요리법에서 오직 하
나의 데이터만으로 정렬했다. 이제 요리책 오메가에 대한 또 다른 인덱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
는데, 이번에는 인덱스에 대한 한 가지의 데이터 아이템만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의 데이터
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 이상의 키를 사용하는 인덱스를 복합 인덱스(compound index)
라고 부른다.
복합 인덱스는 재료와 요리명을 재료, 요리명의 순서로
사용한다. 이런 인덱스를 ingredient-name이라고 표기하
자. 이 인덱스의 일부분은 그림 8.1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 인덱스의 가치는 명백하다. 재료
로 검색할 수 있고 이름을 앞부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고 해도 재빨리 원하는 요리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계에 대해서도 이 인덱스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데, 재
료에 대해 나열한 모든 요리법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서 스캔할 필요가 없다. 이 복합 인덱스는 《요리책 오메
가》에서처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콜리플라워 요리법
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유용하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
는가?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복합 인덱스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name-ingredient라는 순서가 뒤바뀐 복합 인

캐슈
캐슈 매리네이드
1,215
캐슈를 곁들인 닭고기
88
로즈마리에 볶은 캐슈
103

컬리플라워
베이컨 컬리플라워 샐러드
875
레몬에 구운 컬리플라워
89
매운 컬리플라워 치즈수프
47

건포도
건포도를 곁들인 크림스콘
2,000
구운 오리와 페투치니 파스타
2,133
건포도 샤프론 쌀밥
1,050

그림 8.1 요리책에 대한 복합 인덱스

덱스를 생각해 보자. 이 인덱스가 위에서 살펴본 복합 인
덱스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이 새로운 인덱스에서는 일단 요리법 이름으로 찾고 나면 검색은 하나의 요리법,
즉 요리책에서 한 페이지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 인덱스가 ‘캐슈 매리네이드’라는 요리법과 ‘바
나나’라는 재료에 대한 검색에 사용된다면 그런 요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반대의 경우로, 재료를 알고 있지만 요리 이름은 모른다.

8.1 인덱싱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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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책은 이제 요리법 이름(recipe), 재료(ingredient), 재료-이름(ingredient-name), 이렇게 세 개의
인덱스를 갖게 되었다. 이들 중 재료에 대한 단일 키 인덱스는 없어도 된다. 왜 그럴까? 왜냐
하면 재료만 지정해서 검색할 때는 재료-이름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
료를 알고 있다면 복합 인덱스를 탐색하면서 해당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 번호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인덱스에 대한 샘플 엔트리를 그림 8.1에서 다
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인덱싱 규칙
이 섹션의 목적은 확장된 비유를 통해 인덱스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비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 몇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1.

인덱스는 도큐먼트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작업량을 많이 줄인다. 적당한 인덱스가
없으면 질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모든 도큐먼트를 차례로 스캔해야만 하고, 이것은
종종 컬렉션 전체를 스캔하는 것을 뜻한다.

2.

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키 인덱스만 사용할 수 있다.1 복합 키를 사용
하는 쿼리(예를 들면, 재료와 요리법 이름)에 대해서는 복합 인덱스가 적당하다.

3.

재료-이름 대한 인덱스(ingredient-name)를 가지고 있다면 재료에 대한 인덱스(ingredient)
는 없앨 수 있고 또 없애야만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a-b에 대한 복합 인덱
스를 가지고 있다면 a에 대한 인덱스는 중복이고, b에 대한 인덱스는 중복이 아니다.

4.

복합 인덱스에서 키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요리책 비유는 여기까지만 다루기로 하자. 이것은 인덱스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지

MongoDB의 인덱스가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규칙과 MongoDB의 인덱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8.1.2 인덱싱 핵심 개념
앞서 살펴본 개념 실험은 인덱스의 핵심 개념을 은연중에 많이 보여 준다. 여기와 이 장의 나
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핵심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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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외는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질의할 때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MongoDB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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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 인덱스
단일 키 인덱스(single-key index)에서 인덱스 내의 각 엔트리는 인덱스되는 도큐먼트 내의 한 값
과 일치한다. _id에 대해 디폴트로 생성되는 인덱스가 좋은 예인데, 각 도큐먼트의 _id는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스에 저장된다.

복합 키 인덱스(compound-key index)
비록 MongoDB 2.6부터 쿼리에 하나 이상의 인덱스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단일 인덱스만 쓰
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질의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고, 그러한 질의
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전자상거래 예에서 products 컬
렉션에 대해 두 개의 인덱스를 생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인덱스는 제조사(manufacturer)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price)에 대한 인덱스다. 이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
터 구조를 생성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탐색을 할 때 그림 8.2에서 보는 리스트와 같이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다.
탐색

제조사와 디스크 주소

판매 가격과 디스크 주소

그림 8.2 단일 키 인덱스 탐색

이제 다음과 같은 쿼리를 살펴보자.
db.products.find({
'details.manufacturer': 'Acme',
'pricing.sale': {
		$lt: 7500
}
})

이 쿼리는 가격이 75달러보다 싸고 제조사가 ‘Acme’인 모든 상품을 찾으라는 것을 뜻한다. 이
쿼리를 제조사와 가격에 대한 단일 키 인덱스에 대해 실행하면 두 개의 인덱스 가운데 하나만
사용된다. 쿼리 옵티마이저는 두 인덱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덱스를 선택하지만,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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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진 않는다.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인
덱스를 따로 탐색해서 일치하는 디스크 위치의 리스트를 합쳐서 교차점(intersection)을 계산해
야 한다. 현재 MongoDB는 이런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복합 인
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복합 인덱스는 각 엔트리가 하나 이상의 키로 구성된 인덱스다. 제조사와 가격에 대해 복합 키
(compound-key)를

생성하면 그림 8.3에서와 같은 순서를 갖게 된다.
탐색

제조사-가격, 디스크 주소

그림 8.3 복합 키 인덱스 탐색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 쿼리 옵티마이저는 인덱스 내에서 제조사가 ‘Acme’이고 가격이 7500인
첫 번째 엔트리를 찾아야 한다. 그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제조사의 값이 Acme가 아닌 엔트리
를 발견할 때까지 인덱스 내의 엔트리를 스캔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덱스와 쿼리가 함께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인덱스
의 키 순서는 중요하다는 점이다. 만일 이 복합 인덱스에서 가격이 첫 번째 키이고 제조사가
두 번째 키였다면 쿼리는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왜 그럴까? 그림 8.4에서 그러
한 인덱스의 엔트리 구조를 살펴보기 바란다.
탐색

가격-제조사, 디스크 주소

그림 8.4 키의 순서가 바뀐 복합 키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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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HAP TER

WiredTiger와
플러그형 스토리지
10장의 주요 내용
■ WiredTiger
■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 MMAPv1과 WiredTiger의 비교

버전 3.0에서 MongoDB는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API(Pluggable Storage Engine API)를 주요 변
경 사항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MongoDB에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MongoDB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플러그형 스
토리지 엔진인 WiredTiger에 대해 이야기하고, MongoDB가 버전 3.0까지 사용했던 기본 스토
리지 엔진과 비교해 보겠다. 우리는 속도, 디스크 사용 및 대기 시간 측면에서 두 엔진을 비교
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다른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을 소개한다. 고급 독자를 위해 우리는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의 기술을 밝혀보고자 한다.

10.1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
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루틴, 프로토콜 및 도구 세트다. 예를 들어, 지금쯤은 MongoDB가

MongoDB 셸의 사용 없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MongoDB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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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I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MongoDB 드라이버
는 MongoDB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기능을 추가한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MongoDB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도큐먼트에 대한 기본

CRUD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스토리지 엔진은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다. 스토리지 엔진은 셸 또는 드라
이버에서 쿼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클러스터 수준에서 MongoDB에 개입하
지 않는다. 그러나 스토리지 엔진은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 디스크에서 삭제 및 디스크에서
읽는 방법과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데이터 구조에 간섭하게 된다.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API를 사용하면 타사에서 MongoDB용 스토리지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API 이전에 Mongo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엔진은

MMAPv1뿐이었다.
MongoDB는 여전히 MMAPv1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며 버전 3.0 이상에서는 여전히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다. MMAPv1 스토리지 엔진은 메모리 매핑을 기반으로 하며, MongoDB에
대한 안정적인 솔루션이다.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눈에 띄는 MMAPv1의 한 가지
단점은 데이터 세트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2GB 블록을 사전 할당하는 정도까지 엄
청난 양의 디스크 공간을 빠르게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할당은 대부분의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에서 수행되며, MongoDB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작업은 처음에는 작게 커지지
만, 2GB보다 커지면 다음 2GB마다 2GB가 미리 할당되므로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의 디스크
공간을 관리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버전 3.0부터 MongoDB에 다른 스토리지 모듈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API의 기능이다. MongoDB가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ongoDB 3.0에는 MMAPv1에 대한 대안,
즉 WiredTiger가 번들로 제공된다. 우리는 WiredTiger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의 뒷부분에서

WiredTiger를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MongoDB가 다
른 저장소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10.1.1 왜 다른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할까?
두 가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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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와 같은 뉴스 사이트
■■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
뉴스 사이트에서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다. 허핑턴 포스트는 하루 평균 1,200편의 기사를 썼
지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읽었다.1 뉴스 기사보다 훨씬 짧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
들이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대조를 이룬다. 트위터 트윗은 최대 140자이며, 페이스
북 또는 구글플러스 상태 업데이트도 짧다. 이 두 가지 유스 케이스(ues case)는 표 10.1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액세스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뉴스 사이트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비교하여 조사할 데이터가 훨씬 적으며, 많은 방문객에
게 첫 페이지는 동일하게 보인다. 반면에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셀 수 없이 수많은 트윗이나
상태 업데이트를 거쳐야 한다. 모든 방문자는 자신의 피드(feed)를 가지고 있으며, 방문자에게
중요한 트윗과 업데이트만 표시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방문자마다 수백만 회의 상
태 업데이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일 수백만 개의 새로운 트윗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2
표 10.1 다양한 케이스/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뉴스 사이트

소셜 미디어 사이트

도큐먼트 수

수천 개의 기사

수백만 건의 업데이트

평균 크기

몇 킬로 바이트

수십 바이트

동적 콘텐츠

없음 ― 모든 방문자에 대해 동일

방문자에 따라 다른 콘텐츠

뉴스 사이트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에 뉴스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동
일한 기사를 반복해서 수집해야 한다.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몇 분 전에 동일한 쿼리
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쿼리 캐시가 있다. 이러한 뉴스 사이트 애플리
케이션은 멤캐시디 또는 Redis와 같은 외부 메모리 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요청된 데이터가 방문자마다 매번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엄청난 양의 레코드에서 필터
링된 데이터를 읽을 때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는 매일 수백만 개의 새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우수한 쓰기 성능을

1

디지데이(DigiDay)의 2013년 기사 http://digiday.com/publishers/whos winning-at-volume-in-publishing/ 참고.

2

도모(Domo)에 따르면 2014년에 매분마다 240만 개가 넘는 콘텐츠가 페이스북에서 공유되었으며, 27만 개의 트윗이 트위터에서 전
송되었다. 이 숫자는 하루에 35억 개 이상의 공유, 하루에 4억 개의 트윗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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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뉴스 사이트는 쓰기 작업 수가 수천에 불과하므로 이런 종
류의 성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 MongoDB는 플러그형 스토리지 엔진 개념을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제
공하는 스토리지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절에서는 MongoDB에 번들로 제공된
스토리지 플러그인 WiredTiger를 소개한다.

10.2 WiredTiger
WiredTiger는 멀티 코어 확장성과 최적의 램 사용에 초점을 맞춘 고성능의 확장 가능한 오픈
소스 데이터 엔진이다. 멀티 코어 스케일링은 hazard pointers3 및 lock-free algorithms4와 같
은 최신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체 엔진보다 각 CPU 코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WiredTiger는 키스 보스틱(Keith Bostic)과 그의 아내가 설립한 Sleepycat Software의 두 아키텍
트인 마이클 캐힐(Michael Cahill)과 보스틱에 의해 개발되었다. Sleepycat Software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임베디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인 Berkeley DB를 설계하고 개발했다.

10.2.1 WiredTiger로의 전환
WiredTiger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64비트 OS가 설치된 64비트 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 이
는 대부분의 최신 컴퓨터 장비에 해당된다. 또한, WiredTiger를 사용하기 위해 MongoDB를
설정할 때 새로운 dbPath 디렉터리에서 WiredTiger 구성으로 MongoDB 서버를 시작하는 것
이 중요하다. MMAPv1 구조에 있는 dbPath로 서버를 시작하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MMAPv1의 저장 구조가 WiredTiger의 저장 구조와 호환되지 않으며, 저장 구조 간에 사용
가능한 on-the-fly 변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mongodump와 mongorestore를 사용하여

MMAPv1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WiredTiger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3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메모리 블록이 스레드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레드가 액세스하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hazard pointer는 스레드가 액세스하는 메모리 블록에 대한 포인터의 목록이며, 다른 스레드는
hazard pointer 목록에 있는 한 포인터와 해당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블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4

리소스 잠금(resource locking)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lock-free 알고리즘은 여러 스레드가 서로 잠금을
해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추는 상황을 피하고, 프로그램 전체가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래
밍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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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및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ngoDB 설치에서 WiredTiger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본 YAML 설정 파일
(YAML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 A 참고)에 스토리지 구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storage:
dbPath: "/data/db"
journal:
		enabled: true
engine: "wiredTiger"
wiredTiger:
		engineConfig:
			cacheSizeGB: 8
			journalCompressor: none
		collectionConfig:
			blockCompressor: none
		indexConfig:
			prefixCompression: false

이는 MongoDB 설치를 위해 WiredTiger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압축(noncompressed) 기본 설정
이다. 표 10.2는 옵션의 기능을 보여 준다.
표 10.2 MongoDB 설정 파일의 다양한 옵션들

옵션 이름

상세 설명

dbPath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된 경로다
기본값은 /data/db

journal.enabled

저널링 사용 여부. 정전시 손실되어 디스크에 동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64비트 시스템에서는 기본값이 true

engine

사용할 스토리지 엔진. 기본값은 mmapv1
WiredTiger를 사용하려면 wiredTiger로 설정하자

wiredTiger

WiredTiger 관련 옵션이 설정된 곳

engineConfig.
cacheSize

이것은 WiredTiger가 인메모리 데이터용으로 비축해야 하는 램 메모리의 양이다. 그러면
메모리 데이터가 캐시로 사용되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기본값은 시스템의 물리적
램의 절반으로, 최소 1GB이다

engineConfig.
journalCompressor

저널링 데이터에 사용할 압축기의 종류를 WiredTiger에 알려 준다. snappy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지만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none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collectionConfig.
blockCompressor

이것은 WiredTiger에게 수집 데이터에 사용할 압축기의 종류를 알려 준다. 지원되는 세 가지
옵션은 none, snappy 및 zlib이다. 벤치마크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설정은 snappy

indexConfig.
prefixCompression

WiredTiger가 인덱스 데이터에 압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 준다. 기본값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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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데이터베이스를 WiredTiger로 마이그레이션
MMAPv1 형식의 데이터 디렉터리에 WiredTiger를 설정하여 MongoDB를 실행할 수는 없으
므로 데이터베이스를 WiredTiger로 설치하고 마이그레이션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덤
프를 생성하고 복원하여 수행된다(자세한 정보는 13장 참고).
1.

MMAPv1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MongoDB 덤프를 생성한다.
$ mkdir ~/mongo-migration
$ cd ~/mongo-migration
$ mongodump

위를 통해 홈 디렉터리에 mongo-migration이라는 덤프 디렉터리가 생성하게 된다.
2.

mongod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실행 중인 mongod 프로세스가 없는지 확인하라.
$ ps ax | grep mongo

3.

이전 절에서 설명한 대로 MongoDB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WiredTiger를 사용한다.

4.

MMAPv1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멀리 이동한다. dbPath가 /data/db로 설정되었다고 가
정한다.
$ sudo mv /data/db /data/db-mmapv1

5.

새로운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MongoDB user/group(user와 group 모두 mongodb라고 가정)
에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 mkdir /data/db
$ chown mongodb:mongodb /data/db
$ chmod 755 /data/db

6.

WiredTiger가 활성화된 MongoDB 인스턴스를 시작한다.

7.

덤프를 WiredTiger가 활성화된 MongoDB 인스턴스로 가져온다.
$ cd ~/mongo-migration
$ mongorestore dump

이제 새로 구성된 MongoDB 환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WiredTiger 기반 /data/db
를 살펴본 후 이전 MMAPv1 기반 /data/db-mmapv1과 비교해 보면 관리 방식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두 디렉터리의 디스크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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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다. 다음 섹션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WiredTiger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MMAPv1로 변환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 되
지만, 이제 WiredTiger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덤프하고, MongoDB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MMAPv1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변경하고, 이 구성으로 MongoDB 인스턴스를 시작한다. 그
리고 데이터 덤프를 MMAPv1이 활성화된 인스턴스로 복원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WiredTiger 구성으로 두 번째 MongoDB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이 인스턴스를
기존 MMAPv1 인스턴스와 함께 복제 세트에 추가하는 것이다. 복제 세트는 11장에서 다루게
된다.

10.3 MMAPv1과의 비교
WiredTiger의 성능은 MMAPv1을 사용하는 MongoDB 인스턴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 및 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MMAPv1에 대해 세 개의

WiredTiger 구성을 테스트한다. 다음 구성을 테스트할 것이다.
■■ MMAPv1을 사용한 기본 구성
■■ 일반 WiredTiger, 압축 안 함
■■ snappy 압축이 있는 WiredTiger
■■ zlib 압축이 있는 WiredTiger

zlib과 snappy는 압축 알고리즘이다. zlib은 Huffman 코딩을 사용하는 LZ77의 변형인
DEFLATE 압축 알고리즘의 추상화다. zlib은 많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gzip 파일 압축 프로그램의 기초가 된다. snappy는 구글에서 개발했으며 BigTable과 같은 구
글 프로젝트에서 널리 사용된다. snappy는 중간 수준의 솔루션에 가까우며, 최대한의 압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압축을 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채우기 위해 삽입 성능을 테스트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읽기 성능을 측정한다. 다음 절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러한 테스트 결과에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 테스트
의 데이터 세트는 실제 사례보다 훨씬 작으며, 실제 사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검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되는 압축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실

10.3 MMAPv1과의 비교

341

제 예제의 데이터 구조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장의 테스트는 일반적인 아이디
어를 제공하기 위한 간단한 예제일 뿐이다. 또한, MongoDB 인스턴스를 자신의 데이터와 애
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필터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10.3.1 구성 파일
서로 다른 스토리지 구성의 디스크 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스토리지 구성 파일에서 다른 데이
터베이스 경로를 사용하자. 그러나 상용 시스템에서는 결국 MongoDB 설치를 위한 공통 데이
터베이스 경로가 될 것이다.

mmapv1.conf라는 MMAPv1 인스턴스의 구성 파일은 YAML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storage:
dbPath: "./data-mmapv1"
directoryPerDB: true
journal:
		enabled: true
systemLog:
destination: file
path: "./mongodb-server.log"
logAppend: true
timeStampFormat: iso8601-utc
net:
bindIp: 127.0.0.1
port: 27017
unixDomainSocket:
		
enabled : true

WiredTiger 구성의 경우 스토리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전 코드와 동일하다. 비압축 버전의 경
우 WiredTiger에 다음과 같은 wiredtigeruncompressed.conf라는 이름의 스토리지 구성을 사
용한다.
storage:
dbPath: "./data-wt-uncompressed"
directoryPerDB: true
journal:
		enabled: true
engine: "wiredTiger"
wiredTiger:
		engineConfig:
			cacheSizeG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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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Compressor: none
		collectionConfig:
			blockCompressor: none
		indexConfig:
			prefixCompression: false

snappy 인스턴스의 경우 스토리지에 다음 구성을 사용한다. 압축되지 않은 WiredTiger 인스
턴스와 다른 점은 굵게 표시된다. 이 파일은 ‘wiredtiger-snappy.conf ’라고 한다.
storage:
dbPath: "./data-wt-zlib"
directoryPerDB: true
journal:
		enabled: true
engine: "wiredTiger"
wiredTiger:
		engineConfig:
			cacheSizeGB: 8
			journalCompressor: none
		collectionConfig:
			blockCompressor: snappy
		indexConfig:
			prefixCompression: true

마지막으로 zlib 인스턴스의 경우 wiredtiger-zlib.conf라는 이름의 다음 스토리지 구성을 사용
한다.
storage:
dbPath: "./data-wt-snappy"
directoryPerDB: true
journal:
		enabled: true
engine: "wiredTiger"
wiredTiger:
		engineConfig:
			cacheSizeGB: 8
			journalCompressor: none
		collectionConfig:
			blockCompressor: zlib
		indexConfig:
			prefixCompression: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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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디렉터리에 기존 MongoDB 설치가 존재하고 configs 디렉터리에 이러한 구성 파일이 있
는 경우, 예를 들어 MMAPv1 구성에 대해 다음을 실행하여 이러한 구성에서 MongoDB 설
치를 사용할 수 있다.
$ bin/mongod --config configs/mmapv1.conf &

이는 주어진 설정으로 백그라운드에서 MongoDB 인스턴스를 실행해야 한다.

10.3.2 삽입 스크립트와 벤치마크 스크립트
다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네 개의 필드가 있는 도큐먼트, 네 개
의 다른 형식의 필드가 있는 여덟 개의 도큐먼트 요소가 있는 배열 필드 및 각각 네 개의 다
른 형식의 필드가 있는 여덟 개의 하위 도큐먼트로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를 채운다. 이는 결
코 실제 상황이 아니며, 압축 알고리즘은 이 테스트 데이터보다 이기종(heterogeneous)인 다른
데이터 세트와 다르게 동작한다.
for (var j = 0; j < 10000; j++) {
var r1 = Math.random();
// 2000년 무렵의 멋진 날짜
var dateFld = new Date(1.5e12 * r1);
var intFld = Math.floor(1e8 * r1);
// 대략 40자의 멋지게 랜덤화된 문자열
var stringFld = Math.floor(1e64 * r1).toString(36);
var boolFld = intFld % 2;
doc = {
		random_date: dateFld,
		random_int: intFld,
		random_string: stringFld,
		random_bool: boolFld
}
doc.arr = [];
for (var i = 0; i < 16; i++) {
		
var r2 = Math.random();
		// 2000년 무렵의 멋진 날짜
		
var dateFld = new Date(1.5e12 * r2);
		
var intFld = Math.floor(1e8 * r2);
		
var stringFld = Math.floor(1e64 * r2).toStrin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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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ool Field = intFld % 2;

		
if (i < 8) {
			doc.arr.push({
				date_field: dateFld,
				int_field: intFld,
				string_field: stringFld,
				bool_field: boolFld
			});
		
} else {
			
doc["sub" + i] = {
				date_field: dateFld,
				int_field: intFld,
				string_field: stringFld,
				bool_field: boolFld
			};
		}
}

}

db.benchmark.insert(doc);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insert.js에 저장되어 1만 개의 도큐먼트를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한다. 이 스크립트는 네 가지 구성을 모두 거치며, 각 구성에 대해 동일한 삽입 작업을 16
번 수행하는 다음 배치 스크립트에 의해 실행된다.
#!/bin/bash
export MONGO_DIR=/storage/mongodb
export NUM_LOOPS=16
configs=(
mmapv1.conf
wiredtiger-uncompressed.conf
wiredtiger-snappy.conf
wiredtiger-zlib.conf
)
cd $MONGO_DIR
for config in "${configs[@]}"; do
echo "===== RUNNING $config ====="
echo "Cleaning up data directory"
DATA_DIR=$(grep dbPath configs/$config | awk -F\" '{ print $2 }')
rm -rf $MONGO_DIR/$DATA_DIR/*
echo -ne "Starting up mongod... "
T="$(dat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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