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KTH 대표 서 정 수

KTH

가 주최하는 ‘H3’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1년 올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많은 뉴스가 있었던 해였습니
다. 아이폰으로 인해 시작된 모바일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타로 대변되는 새로운 개념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재조명해
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는
‘지식 공유의 부재’라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
식과 노하우를 개방, 공유하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토론할 때 우
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유와 토론의 문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변화
될 때 진정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
KTH는 그 변화의 물결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
하고 사용해보며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
생의 개발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와 모바일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번 H3 개발자 컨
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모바일/클라우드/웹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
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및 개발 경험으로
KTH가 구축해온 개발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더 나아가 개발자가 주축이 되는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개발자
간 교류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KTH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자사의 기술 역량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상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KTH의 지적 재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KTH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_04 _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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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봉(트위터 : @y8k, 페이스북 : http://fb.com/iOS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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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cent07@kthcorp.com)

H3 컨퍼런스 세션 내용

kth iOS앱팀 김윤봉입니다. 아임IN핫스팟 2.0 개발을 맡고 있으며,
iOS의 모든 Framework를 통달하고자 시간만 나면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연구 중입니다. 작은 팁이라도 공유하고자 블로그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틈틈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천성이 게을러서 같은 일

하이브리드앱의 미래, 앱스프레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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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저런 모듈 만들어두고 공개하기 부끄러워서 혼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은 어떻게든 써보고자 사고도 부단히 많이 치고 다니지만, 새로운 것을 적용
하는 재미에 만족감을 얻으며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SN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한기태(이메일 : to71eh@kthcorp.com)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운 개발자입니다.

어 효과적인 연동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앱스프레소 팀장을 맡고 있으며 앱스프레소로 오랜 꿈을 이루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AWS :
글로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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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트위터 : @5clee, 이메일 : mystery@kthcorp.com)
kth 공통플랫폼팀 팀장 이호철 입니다. 신기술 및 트렌드를 항상
서비스에 자의반 타의반 적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Disk Infra와

안드로이드의 SEAMLESS UX를 위한
ACTIVITY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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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P(Open Market Platform), 웹개발, Database에 관심이 많
았고, 최근에 Hybrid Application, Global Infra 및 MongoDB

오종인(트위터 : @ji5, 이메일 : ohjongin@kthcorp.com)

열공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코딩만 하고픈 1인입니다.~~

kth Android앱팀 팀장 오종인입니다. 휴대폰 제조사에서 모바
일 개발 10여년만에 참여했던 Windows Mobile 단말 프로젝트
가 Android로 변경되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받
았을 환희를 느꼈으며, Android 중심의 seamless n-device

GOOGLE을 통해 살펴보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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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experience로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
다. 불혹의 나이에 청춘의 열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kth에 입사했고, 최고의 앱을 개
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Android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주위에서 안드로이드빠
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쿼시를 좋아하고 노후 대비로 낮고 편안한 산 위주로 주말 산행을 즐깁니다.

김홍모(이메일: aadvarkk@kthcorp.com)
kth 분산기술랩 팀장 김홍모 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
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산 처리 시스
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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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gaarden, Gun Shooting, Japanimati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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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호(트위터 : @yonghosee, 이메일 : wizfromnorth@

새로운 웹 소프트웨어 시장의 롤 모델,
자바스크립트 ..................................................................... 183

kthcorp.com)
김양원(트위터 : @rhiokim, 이메일 : tizie@kthcorp.com)

'하용호' 라고 합니다. kth 기술연구소 분산기술랩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즘 파일 시스템'이라는 분산파일 시스템, 'iLock'이라

KTH 웹 애플리케이션팀 김양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고 자

이름 붙인 분산 동기화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검색엔진을 만들고 있습

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분산처리, 데이터마이닝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량의 자료를 다

니다. 최근에는 서버측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FRENDS 라는 프론트앤드 개발자 커뮤니티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프

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Data Scientist를 지향합니다.

론트 앤드 개발자들과의 개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바스크
립트 닌자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시대의 SEARCH ENGINE
OPTIMIZATION 전략 ........................................................ 138
흰머리 성성하게 개발하기 위해

................................................. 213

권정혁(트위터 ID : @xguru, 이메일 : xgurunet@kthcorp.
com)

임도형(트위터 : @dhrim00, 이메일 : dhrim@kthcorp.com)

kth 기술전략팀 팀장 권정혁 입니다. 모바일/클라우드/SNS 에 관련

KTH 분산기술랩의 임도형입니다. 다른건 잘 못하고, 개발만 재밌어

한 신기술 분석 및 기술전략로드맵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

하고. 삽질 증오, 제대된 개발 정도가 무식한 저의 개발 좌우명입니

사 내부/외부 개발자들에게 기술을 전도하고 소통하는 Developer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몇 년 째 화두로 삼으

Evangelist 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란 개발자 블로그의 편집장이기

며, 꼬득이고 부딛히고 해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산기술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삽질이 난무한 황량한 이곳을 어떻게 다듬어 볼까

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구루 또는 @xguru 라는 아이디로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활동하
며, 개발자의 생생한 시각으로 새로운 IT 기술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개발자
라고 불리는걸 좋아하며, 신기한거 만들어 먹기 좋아하는 초보요리사이자, 남자로선 보기 드문
쇼핑광 이기도 합니다.

분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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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H3 컨퍼런스 소개
http://h3.paran.com

는 스마트 모바일의 선두주자 kth 의 직원들이 외부 개발자들을 대상
으로 기술을 공유하는 지식공유 컨퍼런스 입니다.
kth 는 PC통신 Hitel 부터 웹 포털인 Paran 을 거쳐서, 최근에는 스마
트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디바이스, N-Screen, 클라우드 와 각종 콘텐
츠를 제공하는 유무선 융복합 인터넷 회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kth 는 내,외부적으로 계속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오픈한 kth 개발자 블로그 (
http://dev.paran.com ) 를 시작으로 외부 개발자들에게 내부의 기
술과 노하우들을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국내 개발자들이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 발전하는 IT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제 H3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외부 개발자분들과 좀 더 가깝게 다
가가고, 이를 통해 같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컨퍼런스 세션 내용

01 _ 하이브리드앱의 미래, 앱스프레소 1.0 – 한기태
02 _안드로이드의 SEAMLESS UX를 위한 ACTIVITY 활용전략 – 오종인
03 _아이폰 앱 개발자를 위한 IOS5 주요 변경부분 실전 적용사례 – 김윤봉
04 _클라우드 컴퓨팅 AWS : 글로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선택 – 이호철
05 _GOOGLE을 통해 살펴보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 김홍모
06 _(푸딩얼굴인식 앱을 통해서 본) 하이브리드앱 아키텍쳐 및 개발방법 – 장동수
07 _ PYTHON으로 클라우드 하고 싶어요 – 하용호
08 _모바일 시대의 SEARCH ENGINE OPTIMIZATION 전략 – 권정혁
09 _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방안 및 도입전략 – 박형준
10 _새로운 웹 소프트웨어 시장의 롤 모델, 자바스크립트 – 김양원
11 _흰머리 성성하게 개발하기 위해 – 임도형
12 _대형사이트 구축을 위한 MYSQL 튜닝전략 – 성동찬

하이브리드 앱의 미래,

앱스프레소 1.0
앱스프레소팀 한기태
to71eh@kthcorp.com
그림 1 모바일 플랫폼 시장 점유율 현황과 전망 (출처: Gartner)

이들 모바일 플랫폼들은 앱 개발에 제각기 다른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 iOS
의 경우 Objective-C 언어, Cocoa Touch 프레임워크와 iPhone SDK를 학습
해야 하며 Xcode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해야 한다. 반면 구글 Android의 경우에는

Java 언어, Android SDK를 학습해야 하며 Eclipse와 ADT를 이용하여 앱을 개
발해야 한다. 나머지 모바일 플랫폼들도 제각기 다른 언어와 SDK와 개발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한 사람의 개발자가 이 모든 기술들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
려 우리의 현실은 겨우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익히기도 벅찰뿐더러 가까스

모바일 플랫폼의 파편화

로 웬만큼 익혔다 싶으면 새 버전이 출시되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고 내뱉으

현재 모바일 시장에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Android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며 우리를 조롱하는 듯 하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

있으며 RIM의 BlackBerry 또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쫓아 Microsoft의 Windows Phone, 삼성 바다 등의 후발 주자들이

마찬가지로 한 기업이 모든 모바일 플랫폼들마다 빠짐없이 앱을 개발하고 유지/보

이들을 맹추격할 채비를 하고 있다.

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 소요된다. 심지어 구글

아래 그림은 Gartner에서 밝힌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2015년의 시장 상황
에 대한 예측이다. Symbian과 Android의 그래프가 ‘X’자를 그리며 교차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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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자님을 모셔다가 앱 개발을 한 번 시켜봤으면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마저도 비용 때문에 모든 모바일 플랫폼들을 위한 앱을 각각 개발하지는 못한다고
구글의 부사장인 Vic Gundotra는 밝히고 있다.

이 매우 인상적이며 2012년부터 Windows Phone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

애플 iPhone/iPad, RIM BlackBerry, 구글 Android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오

하여 2015년경에는 Android를 필두로 Windows Phone, iOS, BlackBerry 등이

픈 앱 마켓의 출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1강 3중 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이 시장을 분할하여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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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의 파편화 현상 속에서 개발자들과 기업들은 자연스레 한 번

등의 주요 브라우저 벤더들이 W3C를 박차고 나와 WHATWG(Web Hypertext

의 개발로 모든 모바일 플랫폼들을 위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라는 표준화 기구를 결성하고 기존

갈망하게 되었다.

HTML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플러그인 없이도 풍부하고 강력한 웹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면서 Web

Application 1.0 표준안을 제정해 나갔다.
결국 W 3C 는 XHTML 을 포기하고 2007년 WHATWG 의 표준안을 받아 들여

HTML 5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HTML 5는 순조롭게 표준안 제정 작업을 이어와
2011년 현재 작업 초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2012년 3월에 정식 권고안이 나올 예정
이다. 비록 아직 정식 권고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HTML5의 대부분의 규격들은

WHATWG를 주도했던 주요 브라우저 벤더들의 브라우저에 이미 탑재되었거나 탑재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2 Vic Gundotra. Vice-President of Engineering for Google

HTML5의 탄생에 얽힌 뒷얘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이유는 “알고 보니 HTML5와
CSS3가 친남매더라”는 막장 드라마를 전개하려는 것은 아니고 Flash나 Silverlight

차세대 웹 표준 HTML5와 웹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2010년 초 구글은 Gears의 개발을 중단하고 HTML5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으
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iPhone에서 Flash를 지원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며 Flash의 대안은 HTML5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애플, 구글, 모질라, 마
이크로소프트 등의 빅 플레이어들을 위시하여 가장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가장 활발하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웹이다. HTML5와

CSS3로 대표되는 차세대 웹 표준의 등장은 지금까지 문서와 컨텐츠를 위한 플랫폼에
머물러 있던 웹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을 뿐 아니라 third party
들에게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 다양하고 유용한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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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구현 가능했던 풍부하고 강력한 기능들이 이제 웹 표준
기술만으로도 구현 가능하다는 것과 이제 웹을 플랫폼 삼아 웹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HTML5는 앞으로도 보다 풍부하고 강력한 웹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술들을 추가해 나갈 것이며 웹 앱 개발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구글의 Chrome OS 와 (아쉽게도 HP 에서 중단을 선언했지만) HP webOS 도

HTML 5의 강력한 기능들과 플랫폼으로서의 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출시되
지 않았을 것이며 KT를 비롯한 전세계 이동통신사들과 삼성을 비롯한 전세계 주
요 제조사들이 모여 결성한 전세계 웹 어플리케이션 도매시장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도 출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1999년 HTML 4.01 표준안이 제정된 이래 10여년 동안 웹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기술

2010년 초 Youtube가 자사의 비디오 서비스를 Flash 기반에서 HTML5 기반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W3C는 XML 기반의 XHTML이라는 이상적인 그

방향을 선회한다고 밝히며 HTML5 video를 이용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표준안 제정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러한 시도는 시장

HTML5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HTML5에서 새로 도입된 audio와 video

의 외면을 받았다. 웹 표준 기술의 발전이 정체된 사이 시장에서는 Adobe의 Flash,

요소는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재생을 가능하게 해 준다.

Microsoft의 Silverlight, Sun의 JavaFX 등과 같은 비표준 플러그인 기술들이 득세

또한 Web Form은 input 요소의 type 속성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을 추가하

하기 시작했고 곧 웹 세상을 온통 뒤덮어 버렸다.

여 사용자가 폼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타이핑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인 UI를 통해 데이

이상만을 추구하는 W3C의 노선에 반발하여 2004년 모질라, 오페라, 애플, 구글

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 준다. 가령 type 속성에 datetime을 지정하면 달력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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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고를 수 있으며 range를 지정하면 슬라이더가 나타나고 color 속성을 지정하
면 색상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입력된 데이터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유효성을 검
증해 주므로 폼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반복적인 코딩과 디버깅 작업에서
개발자들을 해방시켜 준다.

그림 4 Touch UI 프레임워크 jQuery Mobile (좌), Sencha Touch (우)

앞에서 소개한 Touch UI 프레임워크는 엄청난 분량의 JavaScript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젠 웹 개발에 거의 필수 라이브러리가 되어 버린 jQuery 역시 만만치
않은 분량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쓸만한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몇 가
그림 3 Web Form 활용 예

지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웹 앱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JavaScript 코드로 비대해진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JavaScript의 실행 속도라는 것이 영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남아

Canvas 요소와 Canvas 2D API로 2D 그래픽을 immediate mode로 렌더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꺼림직할 수 밖에 없다.

있으며 Canvas 2D Context를 통해 canvas 요소 내에 있는 그래픽 객체를 회전, 변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JavaScript 엔진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

환하고 그래디언트 등의 다양한 효과도 줄 수 있다.

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각각 자신들의 JavaScript 엔진인 SquirrelFish와 V8으

HTTP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하여 서버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욱 빠

로 성능 경쟁을 벌이며 V8이 앞서면 애플에서 성능이 두 배로 향상된 SquirrelFish

른 통신을 가능케 하는 Web Socket, 서버에서 데이터를 푸시하기 위한 Server-

Extreme을 내 놓고 그러면 다시 V8이 역전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2008년을 기점으

Sent Events 등이 추가되어 이제 long polling과 같은 약간은 꼼수스러운 기법을 동

로 JavaScript의 실행 속도는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어 현재 JavaScript 엔진의 성능

원하지 않아도 된다.

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100배 가량 빨라졌다.

그 외에도 key, value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인 Indexed Database, 쓰레드와 동일
한 개념의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한 Web Worker, 크로스 도메인 제약을 풀어 주는

HTML5 Communications,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Geolocation API 등이 추
가되어 웹 앱에서도 네이티브 앱에서나 구현 가능했던 풍부하고 강력한 기능들의 구
현이 가능해졌다.

HTML5와 CSS3를 기반 기술로 하여 third party들이 쏟아 내고 있는 다양한 기술
들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Sencha Touch와 jQuery Mobile 등과 같은 Touch

UI 프레임워크이다. Touch UI 프레임워크는 웹 앱을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Look &
Feel로 꾸밀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touch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최적화시켜 주
어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UI/UX를 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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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와 CSS3로 대표되는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의 등장과 이를 기반 기술로 삼아

로 크로스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으며 HTML5와 CSS3 등의 최신 웹 기술을 활용하

third party들이 쏟아 내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이들

면 네이티브 앱 못지 않게 풍부하고 강력한 기능으로 무장한 웹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을 뒷받침해 주는 JavaScript 엔진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제 웹은 기존 플랫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기술 흐름 속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한 플랫폼들 중 하나가 되었다. 구글의 부사장인 Vic

새 버전이 출시되거나 또 다시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출현하더라도 웹 기술로 개발된

Gundotra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해 보면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기존 플랫폼들을

앱은 간단하게 이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우르는 위치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 기술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웹은 로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엄격
하게 금지되며 샌드 박스에서 실행된다. 즉 카메라, 중력센서, 주소록 등과 같은 모바
일 단말 특유의 로컬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록 웹의 엄격한 보안 정
책이 악의적인 사이트로부터 사용자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해 주긴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는 한 웹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들 고작 “오늘의 날씨”,
“오늘의 뉴스”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앱밖에는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모바일 웹 플랫폼은 device API로 통칭되는 추가적인 JavaScript API를 제공하여
웹 앱도 여느 네이티브 앱과 마찬가지로 로컬 자원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실행환

그림 6 Vic Gundotra. Vice-President of Engineering for Google

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웹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은 크게 제조사, 이동통신사,
프레임워크/솔루션 공급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
라 조금씩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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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의 등장

제조사들은 자체 OS를 보유하고 있거나 단말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OS 위

모바일 웹 플랫폼은 앞에서 설명한 모바일 플랫폼의 파편화에 따른 크로스 플랫폼에

Nokia의 웹 플랫폼은 WRT(Web RunTime)로 Symbian에 이어 Meego에 탑재되

대한 갈망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한 웹을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었다. 비운의 webOS는 Palm에서 개발되어 Palm Pre 단말과 함께 선보인 바 있으

하여 등장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 역시 모바일 웹 플랫폼의 한 갈래라고

나 ‘10년 5월 Palm이 HP로 인수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다가 ‘11년 7월 태블

할 수 있다.

릿 단말인 TouchPad와 함께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iOS와 Android가 선점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다름아닌 웹 브라우저로 웹 엔

한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았고 불과 출시 한 달 만에 HP는 전격적으로 webOS

진과 웹 브라우저가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스마

사업에서의 철수를 발표하였다. TouchPad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트 디바이스 시장은 데스크 탑 시장과 달리 웹 표준이 매우 잘 준수되고 있다. iOS와

수려한 UI와 UX를 제공하였으며 앱들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 주어 개인적으로는

Android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웹 표준의 우등생인 WebKit 엔진

webOS가 웹 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모바일 웹 플랫폼에 대한 비전과 기준을

을 탑재하고 있으며 Microsoft 역시 Windows Phone 7.5 망고에는 웹 표준의 모범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에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RIM은 BlackBerry DEVCON

생으로 변모하여 HTML5를 비롯한 최신 웹 표준까지 지원하는 IE9을 탑재하고 있다.

2010에서 오픈 소스로 운영되는 모바일 웹 플랫폼 WebWorks를 발표하였다. 이들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웹 엔진이 탑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웹 표준도 잘 준수되고 있

웹 플랫폼들은 device API로 각각 WRT API, webOS Service APIs와 webOS

기 때문에 웹 기술로 앱을 개발하면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하므

Application APIs, WebWorks API를 지원한다.

컨퍼런스 세션 내용

에 모바일 웹 플랫폼을 탑재하거나 웹 전용의 OS를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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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은 전략적으로 앱과 컨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자사 단말의 생태계 확대

프레임워크/솔루션 공급자들은 WAC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말이나 플랫폼으로부터

를 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직 자사의 단말만을 지원하며 비록 웹 표준을 준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모바일 플랫폼에 내장된 웹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

하고 있지만 device API는 각자의 규격에 의한 비표준 API이기 때문에 여타 웹 플랫

식이므로 대상 플랫폼이 오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 iOS를 비롯한 모든 모

폼들과의 호환성이 낮아 크로스 플랫폼은커녕 오히려 모바일 플랫폼의 파편화 현상을

바일 플랫폼들을 지원하는 가장 실용적인 모바일 웹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화시키고 있다.

Appspresso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규격에 의한 비표준

OMTP 진영과 JIL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던 전세계 이동통신사들은 MWC 2010에서

device API를 제공하고 있어 여타 모바일 플랫폼들과의 호환성이 낮으며 특정 업체

KT의 주도로 전세계 웹 어플리케이션 도매시장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의 기술에 종속되는 단점이 있다.

Community)을 출범시키고 OMTP의 BONDI API와 JIL API를 통합해 산업계 표준

해외의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해외에서는 “Hybrid”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

인 Waikiki API를 제정하였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체 OS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고 “bridge Framework”, “Mobile App Framework”, “Web View Application”

에 단말을 출시하기 전에 WAC 런타임을 미들웨어 형태로 선탑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에는 Rhomobile의 Rhodes , Appcelerator

있다.

의 Titanium, Nitobi가 오픈 소스로 개발해 오다가 얼마 전에 Adobe가 인수한

이동통신사들의 목적은 앱과 컨텐츠 유통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빼앗긴 지배력

PhoneGap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Waikiki 규격은 제조사들과는 달리 특정 단말과 플랫폼으로

이 중 Rhodes와 Titanium은 웹 표준 기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Rhodes는 JSP

부터 중립적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WAC 런타임의 선탑은 대상 플랫폼이 오

와 유사한 문법의 페이지에 Java 언어 대신 Ruby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페이지는 서

픈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현실적으로 당장은 Android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버가 아닌 단말에서 Rhodes의 런타임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이다. Titanium은 네이

는 Android 시장 내에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셈이 된다. 게다가 일순간에 모든

티브 기술로 개발된 window toolkit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Java의 AWT와 유사하다.

Android 단말에 WAC 런타임이 탑재되는 것은 아니며 차근차근 대상 단말을 늘려

비록 window toolkit을 웹 언어인 JavaScript로 제어할 수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나가게 될 텐데 문제는 기존에 이미 출시된 단말들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들웨어 형태의 또 다른 네이티브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 결과물이 네이티브 앱이

(한국형 WAC인 K-Apps가 ‘11년 11월 1일 문을 열었는데 현재 지원되는 단말은 갤럭

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Appcelerator의 기술에 종속

시 S2, 옵티머스 2X, 옵티머스 블랙, 옵티머스 빅 4종이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처음

되게 되며 표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따른다.

계획과는 달리 WAC 런타임을 선탑하는 방식이 아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
고 있다는 것이다.) WAC 측은 향후 삼성 바다와 Windows Phone도 지원해 나가겠
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아직 실망하긴 이르지만 가뜩이나 폐쇄적인 애플이 경쟁관
계에 있는 WAC을 위해 iOS를 오픈해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iOS는 끝내 지원하
지 못할 것이다.

PhoneGap 은 웹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iOS 와 Android 를 비롯하여
BlackBerry, webOS, Symbian, 삼성 바다 등 가장 많은 6종의 모바일 플랫폼을 지
원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용의 통합개발환경 없이 웹 리소스를
감싸기 위한 네이티브 앱의 소스를 그대로 제공할 뿐이라 개발자는 Xcode, Eclipse
와 ADT 등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개발환경의 사용법을 익히고 네이티브

프레임워크/솔루션 공급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에 내장된 웹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을

소스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약간의 네이티브 소스 수정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택하고 있으며 미리 제작한 (항상 동일한 소스의) 네이티브 앱으로 HTML, CSS, JS

등 개발 편의성이 낮으며 사실상 샘플 소스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iOS와

등의 웹 리소스 파일들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이브리드”란 용어는 바로 네티

Android를 제외한 나머지 모바일 플랫폼들에 대한 구현은 그다지 완성도가 높지 않

이브 앱과 웹 리소스가 결합되는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Device API는 미리 제작한

은데다 BlackBerry를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것

네이티브 앱 안에 구현되어 있으며 JavaScript에서 네이티브 앱 안에 포함된 device

들이다. PhoneGap은 W3C DAP(Device API and Policy) 규격을 일부 지원하고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웹 뷰와 네이티브 앱 사이에 bridge를 구현하는 것이 아키텍

있기는 하나 주요 device API는 비표준 API이다.

처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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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8월 W3C는 DAPWG(Device API and Policy Working Group)을 신설하

■ 웹 표준 기반의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

고 WAC의 전신인 OMTP의 BONDI API와 Nokia의 WRT API를 초안으로 하여

앞서 설명한 Rhodes나 Titanium과는 다르게 웹 표준 기반이다.

device API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 중에 있다. DAP 표준안이 제정되면 일반 모바일

■ 국내 최초의 범용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

웹 사이트에서도 단말의 로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모바일 웹 플랫폼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된 범용적인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이다.

비표준 API 문제도 차츰 해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최초로 통합개발환경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
Appspresso 1.0 beta1은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합개발환경을 지원하는 하이
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이다. (Appspresso의 출시 후 Appcelerator의 Titanium도 Aptana를

Appspresso 1.0 정식 버전
‘11년 3월 14일 Appspresso(앱스프레소) 1.0 beta1 버전이 Appspresso를 이용해

인수하여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유일”은 아니다.)
Xcode, Eclipse와 ADT 등 각 모바일 플랫폼별 통합개발환경을 사용해야 하는 PhoneGap
과 달리 항상 Appspresso Studio에서 원 클릭으로 iOS와 Android 앱을 빌드하고 실행해

개발된 국민 앱 푸딩얼굴인식 Android 버전과 함께 출시되었다. (후에 동일한 소스를

볼 수 있다.

기반으로 푸딩얼굴인식의 다국어 버전인 iPhone용 Korean Celeb Face Match도

■ 세계 최초/유일의 표준 device API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

출시되었다.)

Appspresso 1.0 beta1은 KT를 비롯한 전세계 이동통신사들과 삼성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WAC의 Waikiki API 2.0 beta를 지원하며 아직까지 유일하게 표
준 Device API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이다.
■ WAC 호환성
Waikiki API 지원을 통해 Appspresso에서 개발된 앱은 WAC과 호환성을 갖는다.
■ Appspresso 확장 API
Waikiki API외에도 Appspresso 자체 규격의 API를 지원한다. Appspresso 확장 API는
Waikiki API로는 많은 분량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간단한 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
며 Waikiki API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크로스 플랫폼 지원

그림 7 Appspresso 기반의 Android용 푸딩얼굴인식(좌), iPhone용 푸딩얼굴인식 다국어 버전(우)

iOS와 Android 지원

Appspresso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나름 폭발적인 것이어서 불과 출시 후 꼭 한 달째 되
던 날 누적 다운로드 1만회를 돌파했으며 ‘11년 10월 30일 현재 약 25,000회 가량의 누
적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Appspresso 강의를 진행하
면서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폭주하여 온오프믹스 서버가 약 한
시간 동안 다운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출시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디비딥 컨
설팅(http://dbdib.com/)이란 곳에서 골프장 앱인 EvenDale을 Appspresso로 개발해

Apple App Store와 Android Market에 나란히 등록하기도 하였다. 단일 소스로 iOS와
Android를 위한 2종의 앱을 동시에 개발했음은 물론이다.
Appspresso 1.0 beta1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추고 첫 선을 보였으며 이러한 특
징들은 Appspresso 1.0 정식 버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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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presso 1.0 beta1 버전을 출시할 때만 해도 Appspresso 1.0 정식 버전의 출

in에 포함된 custom API를 호출하면 Appspresso의 bridge 구조가 이를 적절히

시는 ‘11년 7월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유는 WAC과 완벽히 호환되는 정식 버전을 출시

dispatch해 준다.

하기 위해 ‘11년 5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한국형 WAC인 K-WAC의 출범 후 두 달
동안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WAC
의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Appspresso 1.0 정식 버전의 출시도 지연되었다.
드디어 K-WAC이 K-Apps란 이름으로 ‘11년 11월 1일 출범하였기에 Appspresso
1.0 정식 버전이 11월 30일에 출시된다. 비록 Appspresso 1.0 정식 버전의 출시는 당
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Appspresso 1.0 정식 버전에 탑재하겠다고 공언했던
기능들은 이미 RC 버전에 탑재되어 출시되었다.
우선 on the fly building 기능은 소스를 수정한 후에 재컴파일 과정 없이 즉시 실행
중인 앱에 수정된 소스를 반영하는 기능이다. 통상 하나의 앱을 완성하려면 수백, 수
천 번의 소스 수정과 테스트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마다 재컴파일과 새로 빌드된 앱

그림 9 Appspresso의 Architecture

을 에뮬레이터/단말에 재설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발 머신과 대상 단말의 종류나 사양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10초 ~
20초 가량이다.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증발해 버리기

한 기능들을 따로 구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Appspresso 1.0 정

에 충분한 시간인데다 문제는 테스트해야 할 화면이 여러 단계의 입력화면을 거쳐야

식 버전 출시 후 곧 유용한 Appspresso plug-in들을 소스 코드와 함께 공유할 수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수정한 화면에 도달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에 몇 분을 낭비하기

있는 Open Source Appspresso Plug-in Project를 개설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도 한다.

Appspresso 팀에서 몇 가지 plug-in들을 제작하여 소스 코드와 함께 공개할 예정

On the fly building 기능은 수정된 페이지를 실행 중이던 앱에서 즉시 reload해 주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 때문에 재컴파일과 앱의 재설치 과정을 건너 뛸 수 있을 뿐 아니라 입력화면을 다

특히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API나 서비스를 Appspresso plug-in으로 개발

시 거칠 필요도 없다. On the fly building 기능을 잘 활용하면 개발을 다 마칠 때까

하여 오픈하고자 하는 third party 기업이 있다면 더더욱 환영이다. 이러한 서비스나

지 딱 한번만 빌드하면 되므로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준다. On the fly

API는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홍보와 개발자들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building 기능은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Open Source Appspresso Plug-in Project가 third party 기업과 개발자들의 만

Appspresso PDK(Plug-in Development Kit) 역시 이미 RC 버전에서 선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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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마련인데 저마다 이러

남의 장으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 Appspresso의 런타임은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Appspresso 1.0 정식 버전은 Appspresso 1.0 beta1 출시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제공하며 네이티브 기술로 plug-in을 제작해 Appspresso 런타임에 추가 탑재함으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특징들과 기능들의 버그를 수정한 안정

로써 Appspresso를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Appspresso

버전이며 WAC 완벽 호환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Appspresso는 그 동안 Waikiki

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Waikiki API와 Appspresso API도 plug-in으로 제

API 2.0 beta 버전을 지원해 왔는데 한국형 WAC인 K-Apps가 WAC의 상용화 서

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외부 개발자들도 네이티브 기술과 Appspresso PDK를 이용

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K-Apps와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 Waikiki API 2.0 정

해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plug-in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JavaScript에서 plug-

식 버전을 지원하며 WAC 앱의 import/export 기능도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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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presso를 통해 개발된 앱은 iOS, Android 앱뿐 아니라 WAC 앱으로도 패키

이러한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연구기관들과 시장조사기관들의 보고서를 재삼 인용하

징하여 export할 수 있으며 역으로 WAC 앱을 import하여 iOS와 Android 앱으로

지 않더라도 미래의 플랫폼은 단연코 웹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단말 특유의

빌드할 수 있게 되었다.

로컬 자원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웹 플랫폼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Appspresso 1.0 정식 버전 출시 이후에는 Microsoft Windows Phone, RIM

있다.

BlackBerry , 삼성 바다 등으로 지원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그러나 제조사 중심의 모바일 웹 플랫폼은 자사의 단말만 지원하고 있으며 비표준

Appspresso로 개발된 앱은 현재 iOS, Android, WAC에 대응 가능하며 이후에

device API를 제공한다는 단점을, 이동통신사 중심의 모바일 웹 플랫폼인 WAC은 표준

는 아무런 추가 작업 없이도 위에서 나열한 플랫폼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AC 호환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를 위해 Waikiki API 3.0을 비롯하여
새로운 버전의 Waikiki 규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화된 API를 제공하는 반면 오픈된 플랫폼만 지원 가능하다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반
면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플랫폼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모바일 웹 플랫폼으로 당장은 물론 미래에도 그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웹 기술
의 지속적인 발전은 더욱 강력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의 미래
첫 페이지의 Gartner 자료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의해 시
장이 분할되는 파편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Morgan

그러나 현재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들은 비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웹 표준 기
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자체 규격의 비표준 Device API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약점
으로 지적된다. Appspresso는 웹 표준 기반의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인 동시에
유일하게 산업계 표준 Device API를 지원하여 양측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따라서

Stanley에 의하면 디바이스의 보급대수는 매 10년 마다 10배로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Appspresso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면 빅 플레이어들에 의한 표준기술의

추세라면 곧 10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혁신적인 디바이스의 출현

발전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도 있으며 단일 소스로 가장 유력한 모바일 플래폼인 iOS,

에 의해 디바이스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왔듯이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지

Android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속적으로 출현하며 이러한 성장 추세를 이끌어갈 것이다.

향후 Appspresso는 Microsoft Windows Phone, RIM BlackBerry, 삼성 바다 등도
추가 지원하여 표준 기술로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de facto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10 디바이스의 증가 추이 (출처: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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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초기에 수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 기획자와 개발자
역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PC 개발자 및 아이폰 개발자들이 대거 합류하면

안드로이드의
Seamless UX를 위한

서 PC와 비슷하거나 아이폰 아류의 독립적으로만 동작하는 application을 양산 함

Activity 활용전략

영원히 아이폰 아류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Android 앱팀 오종인
ohjongin@kthcorp.com

으로써 각각의 application이 융합되어 seamless하게 동작하지 못하고 camera나

setting 등의 단말에 기본 내장된 system application 위주로 연동 개발이 되다 보니

Application은 Activity의 집합체
안드로이드는 여타 다른 플랫폼과 달리 Activity라는 화면 단위로 application이 구성
된다.
아래 [그림1]과 같이 무선 및 네트워크 화면, 소리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 ... 등 동작
단위는 화면(=Activity)이다.

UI/UX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열풍(?), 환상(?)에 묻혀서 상당히
혁신적인 개념의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비록 UI/UX 전
문가는 아니지만 개발자로서 생각을 정리해본다.
안드로이드는 Activity 라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화면 단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림 1 Setting application을 구성하는 주요 화면 스크린 샷

application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나의 Activity는 독립적인 하나의 java class 파일로 구현이 되며, 코드 종속성이 없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개의 application이 각각의 process에서 동시에 구

는 java특성 상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림2]는 계산기 application

동이 되면서 각 application에서 제공하는 Activity를 동작시켜야 하다 보니 multi-

의 화면과 Calculator.java class source code로 연결되는 예제를 보여준다.

process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멀티태스킹이 기술적 근간이 되는 것인데 아이폰과 다
르다는 이유로, 아이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초기 안드로이드 단
말의 H/W적인 성능이 낮아서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느린 단말 동작 등의 이유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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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 동작에 의한 Activity 변화

① Application이 구동되어 Activity1이 화면에 보인다.
② 사용자가 [Start Activity2]버튼을 클릭해서 Activity2 화면으로 전환.
③ 동일하게 [Start Activity3]버튼으로 Activity3 화면으로 전환.
④ [BACK]키를 누르게 되면 Activity3 화면이 사라지고 Activity2 화면으로 되돌아 감.

Process vs. Task
그림 2 계산기 화면과 관련 java 소스 코드

낮은 H/W 사양을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던 C/C++
언어가 아닌 상대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java를 안드로이드가 선택한 것은 open

market의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개발자들이 양산하는 application이 system에 치
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를 VM기반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언어 특성상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dependency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동작에 의한 Activity의 변화
사용자가 Application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하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 4 Process와 Task 연관성

물리적으로는 Linux OS 기반에서 각각의 application이 서로 다른 process로 실
행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process 경계선을 넘나드는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하
는 경우 OS 내부에서 구동되는 process 단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즉, process(=application)의 경계 없이 여러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

Activity들을 조합하는 사용자 작업 단위인 Task로 묶인다.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application으로 묶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구분일
수 있겠으나 Windows나 아이폰 등의 기존 OS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Task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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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 Activity가 하나의 application처럼 인식 된다. Task 역시 사용자들에게

Launch mode 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가지 예를 들자면,

명시적으로 인지시켜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개발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

notification에 의한 기능 실행 시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notification에서

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안드로이드의 Seamless UX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기 때

pending intent로 기능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일 기능을 사용 중이라면 해

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 화면을 유지한 채 동일한 화면이 따로 중복 되어서 실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기
존 화면이 Task에서 맨 위로 올라오면서 notification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chatting이나 messaging application의 경우 대화 중에 다른 작업으로 화면이 변
경된 상태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서 push notification 처리를 하는 경우 대화
화면이 중복으로 사용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aunch mode가
“standard”가 아닌 “singleInstance” 등의 다른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Application 종료?
안드로이드에서 처음 만나는 어려움 또는 개념적으로 어렵다고 느낄만한 사항이 바로
그림 5 Activity와 Task

“종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 윈도우나 다른 OS에 익숙하다 보니 궁극적인 기능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

① [그림5]의 첫번째 화면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생성 가능.
ⓐA
 ctivity X가 보여지는 application이 실행된 이후에 Activity X가 Activity Y를 실행
☞ “Task B” 생성 (여기서 Activity Y는 Activity X와 같은 application 일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음)

고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명시적인 종료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기획적으로 또는 개발
단계에서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은 사용자가 하루 동안 다양한 application

ⓑ Home키에 의해서 실행 중인 작업이 Holding 된 이후 Activity 1이 실행

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용 패턴에 근거해서 작업 전환을 위해

ⓒ Activity 1이 Activity 2를 호출 ☞ Task A

application을 실행하는데 1초 이상이 소요되면 안 된다는 점과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②	Activity 2가 Activity Y를 호출하게 되면 Task switching에 의해서 Task B가

을 완료하더라도 해당 application을 종료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foreground 상태 (단, Activity Y가 “singleTask”일 경우, 다른 launch mode인 경우

이러한 점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종료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하다 보니,

에는 다른 동작)

권장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 예를들면, Process.killProcess(Process.myPid())로

③	만약 Activity Y가 Task로 묶이지 않았다면 [BACK]키를 눌렀을 때 Activity 2로 되
돌아 가야 하지만, Activity Y가 Task B로 묶여 있기 때문에 Activity X가 화면에 보임.
④	Activity X도 [BACK]키에 의해서 종료되면 Task B는 없어지고 Task A의 Activity 2
가 보여짐.
예시된 Task 동작은 특정 조건이며 launch mode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 가능.

process를 강제로 kill 하거나 system.exit(0) 같은 비 정상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등
초기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application은 언제 종료되는가?
답)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알아서 한다.

세부 내용은 launch mode( http://goo.gl/5jHTs ) 또는 managing task( http://goo.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는 사용에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application이 모바일 기

gl/5w5gA ) 항목 참고.

기에 맞도록 최적화되어서 구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application이 동시에 구
동되는 multi-tasking 환경에서는 메모리 부족 현상을 자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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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application의 중요도를 미리 정해진

& feel을 해치는 아이폰과 유사하게 상단 title바에 이전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나

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application을 강

메뉴 기능에 준해서 수행하는 디자인도 지양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로 종료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application의 기능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는

아이폰의 경우 홈키 외에 별도 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사용자가 수

경우에는 해당 application의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만

행할 수 있는 동작을 화면에 표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직관성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초기화해서 해당 application이 재시작되는 시점에 구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쉽다라고 인식되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MENU]키와 [BACK]키, Context Menu

“application은 항상 구동되어 있다”라는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등의 사전에 학습을 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서 초기에는 어렵다라고 인식될 수 있으나

Activity가 종료되어 application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application이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광고가 포함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유효

재구동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상태로 화면을 재구성해주는 것이 중

영역에 대한 손실이 전체화면 대비 작아서 광고를 포함한 무료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요하다.

있다.
[MENU]키와 [BACK]키는 기존 피쳐폰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한 [메뉴]/[이전]키와

Seamless UX를 위한 제언
Activity, Process, Task 등 안드로이드에서 seamless UX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짚었지만,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는 기술적으로 Application 간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application을 실행
시켜야 할지 기억하거나 launcher에서 실행할 기능이 포함된 application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application에서 사용자의 다음 동작으로 seamless
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Application을 개발할 때 Camera 기능을 모든 application이 각각 별도 구현해서
Embedding하는 것이 아니라 Camera application과 연동하여 동작하는 것처럼
전화번호부, Gallery 등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application은 전화번호부를 직접 읽어서 별도 화면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기존 전화
부와 유사한 화면 배치로 구성하는 것이라면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고 기존 전화부
와 완전히 다른 화면 배치를 한다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

동작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
외로 application별로 동작을 별개로 정의하면서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BACK]키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동작이다.
[BACK]키를 두 번 눌러야만 application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BACK]키에 의해
서 종료를 확인하는 팝업을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종료 확인 팝업에서 [BACK]
키에 대한 동작이 특정 앱에서는 종료 확인 팝업을 취소하는 용도로 동작하거나 또 다
른 앱은 종료 확인 팝업에서는 [BACK]키에 대한 동작이 무시되는 등 달라서 사용자
들에게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BACK]키의 경우 해당 Activity의 상태를 복원할 필요가 없거나 상태를 동일하게 복
원할 수 있다면 종료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재실행시에 적절하게
상태 복원을 통해서 Activity 종료에 대해서 추가 처리를 하면 되고, 무조건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경고
팝업을 띄워서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에 특별하게 더 직관적이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익숙한 화
면을 연동해서 제공하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최선이 될 수는 없다.

Case Study - facebook

Application이 완전히 독립 동작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앞

Seamless UX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facebook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서 설명했던 Task의 특성상 application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facebook은 open API를 통해서 로그인을 비롯한 각종 data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

시점에 어떤 application 화면을 구동했는지 구분되어 질 필요는 없으며 [MENU],

공하는데, facebook 공식 application이 설치되어 있다면 OAuth 인증 기능 개발이

[BACK]키에 대한 동작을 포함한 Context Menu, Quick Contact에 대한 안드로이

나 관련 화면 구성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드의 기본적인 사용성에 대한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안드로이드의 표준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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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ystem에 embedding된 기능에 대해서는 연동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
져 있지만, OpenIntents.org를 통한 공통기능에 대한 공유와 application의 상호
개방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데, application 개발 시에 모든 기능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OpenIntents.org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사용자에게 마켓 다운로드를 통한

application 다운로드 후 사용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지 않는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application이 사용자 입장에서 Seamless

UX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Activity open을 통해서 Seamless UX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
맺음 하고자 한다.
그림 6 facebook Single-Sign-On 화면

세부 내용은 facebook 개발자 페이지( http://goo.gl/B2wVo ) 참조

또한 facebook 공식 application은 android 표준 intent인 “android.intent.

action.VIEW” 과 “facebook:/”으로 시작하는 URI를 조합하여 대부분의 facebook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굳이 facebook과 연동되는 application을 개
발할 때 작업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facebook과 동일한 UI/UX를 제

References
Multitasking the Android Way
http://j.mp/sTFHav
The Developer’s Guide
http://j.mp/wubHo

공하는 장점이 있다.

OpenIntents.org

그림 7 OpenIntents.org

38

컨퍼런스 세션 내용

안드로이드의 Seamless UX 를 위한 Activity 활용전략

39

앱 다운현상까지 경험한 개발자분들고 계셨을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
다. 애플의 공식 도큐먼트보다 상세하진 않지만 iOS5 환경에서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 및 변경점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아이폰 앱 개발자를 위한
iOS5 주요 변경부분

실전 적용사례

iOS5의 새로운 기능과 추가된 Framework
iCloud

ios 앱팀 김윤봉
scent07@kthcorp.com

iOS 5 발표 당시 애플에서 가장 강조했던 서비스 iCloud . 기존에 서비스하던
MobileMe를 대체하면서 문서와 음악, 사진 등의 컨텐츠를 단말기가 아닌 Cloud에
저장하여 여러 단말기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iPad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을 iPhone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이미 유명한 서비스인 Dropbox, uCloud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2011년 10월 iOS5는 iPhone 4S의 출시와 함께 일반 사용자들에게 정식 배포되었다.

있지만 시스템 차원에서 Cloud를 지원하는 것은 앱 차원에서의 지원과 분명히 다른

2011년 6월 Beta 1을 시작으로하여 개발자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으며 beta 7과 GM

것이 될 것이다. 여러 앱에서 동일한 저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앱 차원에서는 생각하

을 거쳐 약 5개월만에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오랜기간 테스트된만큼 눈에 띄는 새로

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었지만 그보다 많은 API들이 변경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또한 컨텐츠 뿐만 아니라 앱 환경설정 값을 iCloud에 저장해두고 다른 단말기에서도

되었다. 이유는 iOS4까지 잘 사용하던 API들이 iOS5에서 정상동작을 하지 않는다던

동일한 환경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

가 경고를 보여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실행조차 되지 않는 앱들도 있

각된다. 단, 이는 iOS5 이상의 버전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여전히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OS 개발자들은 이렇게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API Diffs

iOS4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생각한다면 이의 적용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를 눈여겨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필자 역시 beta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자

iOS5 전용 앱을 만든다거나 iOS6가 정식 출시되는 시점 정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스레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구현된 프로젝트는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재컴파일 하는 순간
쏟아지는 경고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까지 뱉어내고, 디버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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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Automatic Reference Counting)

New Frameworks
5개의 주요 Framework가 추가되었다. C 기반으로 구현하였던 OpenGL ES가

Objective-C 기반으로 구성되어 GLKit.framework로 추가되었다. OpenGL ES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으나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어했던 Objective-C에 익숙한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 않
을까? 란 생각이다.
이미지 및 비디오의 필터 기능이 정의된 CoreImage.framework가 추가되었다.

Instagram과 같은 사진 관련 서비스 및 앱들이 인기를 얻으며 사진에 필터를 적용해
주는 앱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필터들은 모두 각각의 개발자 혹은 개발사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제 기본적인 필터들은 따로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
게 되었다. 즉, 손쉽게 이미지 및 비디오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앱들을 쉽
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애플 키노트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전세계 많은 이용자가 사용 중인 SNS인 트위

iOS앱 개발자라면 alloc, release, retain은 지겹게 타이핑 했을 것이다. 수학공식처

터가 내장되었다. 기존 앱들에서도 트위터 연동이 빠진 앱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럼 ‘alloc을 했으면 release를 해야한다.’ 라고 배웠을 것이고 코딩 중에 alloc을 한 후

많이 적용되었지만 이는 MGTwitterEngine, OAConsumer 등의 외부라이브러리를

release 시점부터 잡고 구현을 시작하는 개발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이용하여 구현이 되었다. 필자도 OAConsumer를 이용하여 트위터 연동을 적용하였

작업을 컴파일 레벨에서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ARC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자는 더이

다. 하지만 이 연동이 쉬워지고 계정 정보가 시스템에서 관리됨에 따라 개발자는 계정

상 release 시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xcode4.2 이상에

관리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앱에 저장되는 사용자 정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

서는 deployment가 4.0 이상이라면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함으로 하위 호환성 문

었다.

제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트위터 프레임워크와 함께 추가되고 함께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로 Accounts.

사실 이 ARC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생산성이 향상

framework가 있다. 이는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설정한 트위터 계정을 시스템 내의 저

되었고 심지어 앱 속도도 빨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반면에 오작동한다는 평가도 있

장소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 시 계정정보를 가지고 오고 인증까지 지원한다. OAuth

기 때문이다. 이 ARC의 적용은 개발자 스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다.

1.0을 비롯해 OAuth 2.0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 같지만 현재는 트위터 계정만 지원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후에 다른 서비스의 계정까지 저장 및 사용이 가능하였으

Storyboards
UI(User Interface)를 정의하는 Interface Builder가 진화하였다. 기존에는 각각의
View Controller를 각각의 파일로 구현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Storyboards에서는
UI Flow에 따라 연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MVC 모델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Flow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UI Designer가 따로 있다면 이 부분은

면 하는 바램이다.

UIKit에 UIPageViewController가 추가된 것이 개인적으로 환영할 만했다. 이 View
Controller는 iBooks에 적용된 페이지 넘김 효과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오픈소스에서 이 효과를 비슷하게 흉내낸 모듈들은 많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구
현한 소스는 찾기 힘들었는데 이런 개발자들의 아우성(?)을 들었는지 애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다.

아주 멋진 기능이 될 것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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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Container View Controller 등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MapKit의

WWDC 2011에 참여했거나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개발자들이 와~ 하고 탄

ReverseGeocode 등과 같이 API가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다. 그야말로 대규모 업

성을 내질렀던 개선점 가운데 UINavigationBar에 직접 BackgroundImage를 적용

데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였다. 각 View Controller마다 다른 배경이 지정 가능해짐에 따
라 디자이너와 다툴 일이 줄게 되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iOS5 이

iOS5 적용 프로젝트 사례
필자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인 아임IN핫스팟 2.0이 출시될 시기가 iOS5 정식 출시 이
후였다. 따라서 틈틈히 살펴보던 iOS5의 기능들 중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고
민하였고 적합한 기능 몇 가지를 적용하였다. 아래에 적용한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임IN핫스팟 2.0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현하였
다. 물론 iOS 버전이 5.0 미만인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
였다.
if([[[UIDevice currentDevice] systemVersion] floatValue] >= 5.0f)
{
[self.navigationController.toolbar setBackgroundImage:[UIImage imageNamed:@”tool_back.png”] forToolbarPosition:UIToolbarPositionBottom barM
etrics:UIBarMetricsDefault];
}

[[UIDevice currentDevice] uniqueIdentifier] 메소드의 deprecated
iOS 5에서 [[UIDevice currentDevice ] uniqueIdentifier ] 메소드를 살펴보면
deprecated 되었다고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deployment 4.x를 적용하면 컴파일
시 경고가 나오지 않지만 5.0일 경우 컴파일 시 경고가 나타난다. 이 의미는 곧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서 애플에서 정책적으로 앱 등록을 금지한다
던가하는 얘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아임IN핫스팟1.5의 경우 이 UDID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판단하였으나

Navigation Bar Background Image
iOS 4까지는 UINavigationBar 에 배경이미지를 직접 적용이 힘들었다. 따라서
drawRect 메소드를 categorized 하여 적용을 하는 방법, UINavigationBar를
Customizing 하는 방법, Layer를 이용하는 방법, 기본 NavigationBar를 숨기
고 별도의 View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꼼수(?)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drawRect
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UIMessageCompose 등 built-in된 View Controller
를 호출할 경우 호출된 View Controller에도 적용이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이 생겼으

2.0부터는 도큐먼트에서 권장하는 UUID를 이용하게 되었다. 최초 실행 시 UUID를
생성하고 앱 내부에 생성된 UUID값을 저장하여 앱이 지워지기 전에는 계속 그 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UUID의 생성법은 간단하다. CFUUIDCreate를 이용하여 CFUUIDRef를 생성하고
CFUUIDCreateString을 이용하여 UUID 문자열을 생성하면 된다. 아래 생성 메소
드를 구성해보았다.
+ (NSString *)createUUID

{

CFUUIDRef uuid = CFUUIDCreate(kCFAllocatorDefault);

며, Customizing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View Controller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

CFStringRef UUIDRef = CFUUIDCreateString(kCFAllocatorDefault, uuid);
NSString *UUIDString = [NSString stringWithString:(NSString *)UUIDRef];

겼을 것이다. iOS4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도의 View를 이용하여 navigation

bar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leftBarItem/rightBarItem을 이용하지 않고 버튼도

CFRelease(uuid);
CFRelease(UUIDRef);

일일이 좌표를 잡아 적용하다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구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을 것
이다.

return UUI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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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에서 트위터 계정 정보 가져오기

아임IN핫스팟에서는 친구들과 스팟 정보를 SM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이

최초로 AccountStore에 접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접근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

용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중 트위터의 경우 iOS5 미만의 버전에서는 종전과 동일하

오게 된다. 허용을 했을 경우와 허용하지 않았을 때 경우는 아래 코드에서 볼 수 있듯

게 OAConsumer를 이용하였으나 iOS5에서는 내부의 트위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

이 granted 값(BOOL)이 설정되며 두 경우에 대한 로직을 구현하면 된다. 사용자가

였다. iOS5에서 트위터 연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이

허용(승인)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아이디를 ActionSheet로 보

루어지는데, Account Storage에서 Account Type이 트위터인 객체들을 받아오고

여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TWRequst로 트위터 API를 호출할 때 credential 프로퍼티에 값을 입력해주면 완료
된다. 또한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계정정보를 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미 인증받은 계정 정보를 시스템(Account Storage)에 보내기

이미 인증받은 계정이 있다면 oauth_token과 oauth_token_secret를 앱에 보관하
고 있을 것이다. ACAccountCredential 클래스를 이용하여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법
은 아래와 같다.
ACAccountStore *store = [[ACAccountStore alloc] init];
ACAccountType *accountType = [store accountTypeWithAccountTypeIdentifier:ACAccou
ntTypeIdentifierTwitter];
ACAccount *account = [[ACAccount alloc] initWithAccountType:accountType];
ACAccountCredential *credential = [[ACAccountCredential alloc]
initWithOAuthToken:(oauth_token) tokenSecret:(oauth_token_secret)];

또한 시스템에 설정된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OS4일 때 사
용한 인증창을 이용하여 앱에서 인증을 받고 ACAccountCredential을 이용해 시스
템에 계정을 설정하도록 구현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설정 후 시스템 설정의 Twitter

account.credential = credential;

항목을 열었을 때의 화면이다.

[store saveAccount:account withCompletionHandler:^(BOOL success, NSError *error)
{
if (success) {
// 저장 성공
}
else

{
// 저장 실패

}
}];
[credential release];
[stor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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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로직은 아래와 같이 구현되었다.

- (void)actionSheet:(UIActionSheet *)actionSheet
clickedButtonAtIndex:(NSInteger)buttonIndex

{

ACAccountStore *store = [[ACAccountStore alloc] init];
ACAccountType *accountType = [store accountTypeWithAccountTypeIdentifier:ACAccou

if (buttonIndex == actionSheet.cancelButtonIndex) {

ntTypeIdentifierTwitter];

return;
}

[store requestAccessToAccountsWithType:accountType withCompletionHandler:^(BOOL
granted, NSError *error)

{

ACAccountStore *store = [[ACAccountStore alloc] init];

if (granted) {

NSArray *accountsArray = store.accounts;

NSArray *accounts = store.accounts;

ACAccount *selectedAccount = [accountsArray objectAtIndex:buttonIndex];

/* 사용자가 승인은 했지만 설정된 계정이 없는 경우 */
if ([accounts count] == 0) {

/* 선택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트윗 보내기 등 인증에 필요한 Request를 위한

dispatch_async(dispatch_get_main_queue(), ^{

identifier */

// 트위터 연동창 보여주며 연동을 유도

selectedAccount.identifier;

});

/* 선택된 트위터 계정의 username을 얻어오기 */

return;

selectedAccount.username;

}
[store release];
for (ACAccount *account in accounts)

{

}

dispatch_async(dispatch_get_main_queue(), ^{
/* 연동할 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ActionSheet로 보여주기 위한 로직 */
UIActionSheet *actionSheet = [[UIActionSheet alloc] initWithTitle:@"연동할 계정을 선택하세요." delegate:self cancelButtonTitle:nil
destructiveButtonTitle:nil otherButtonTitles:nil];
for (NSString *username in usernameArray)

얻어온 계정 정보(ACAccount)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글 공유하기

{

[actionSheet addButtonWithTitle:[NSString stringWithFormat:@”@%@”, accounts.username]];

트위터에 공유하는 방법은 T W T w e e t C o m p o s e V i e w C o n t r o l l e r

}

를 이용하는 방법과 T W R e q u e s t 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actionSheet addButtonWithTitle:@”취소"];

T W T w e e t C o m p o s e V i e w C o n t r o l l e r 는 트윗에 공유하기만 가능하지만

actionSheet.cancelButtonIndex = [accounts count];

TWRequest는 트위터 API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actionSheet showInView:[[UIApplication sharedApplication] keyWindow]];
[actionSheet release];
});
}
else

{
// 트위터 계정 접근 거부에 대한 로직 구현

}
}];
[store release];

선택된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인증이 필요한 트위터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ACAccount의 프로퍼티 속성 중 identifier가 필요하다. identifier를 가져
오는 로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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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현 방식은 기존의 MFMessageComposeViewController과 유사한

TWTweetComposeViewControlle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프로퍼티 설정만으로
쉽게 트윗에 글을 공유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른 클래스들과 달리 delegate를 사
용하지 않고 handler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GCD(Grand Central Dispatch)를 이
용하여 구현되어 더 효율적으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추가되는

UIPageViewController
iOS의 새로운 기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UIKit에는 UIPageViewController라고 명
명된 새로운 ViewController가 추가되었다. 아임IN핫스팟 2.0에서는 스팟 이미지 보
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 UIPageViewController를 적용해 보았다.

대부분의 클래스가 이런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import <Twitter/TWTweetComposeViewController.h>
if ([TWTweetComposeViewController canSendTweet])

{

TWTweetComposeViewController *twtComposer = [[TWTweetComposeViewController
alloc] init];
[twtComposer addURL:(공유할 URL)];

// NSURL type

[twtComposer setInitialText:(공유할 TEXT)];

// NSString type

[twtComposer addImage:(공유할 Image)];

// UIImage type

[self presentModalViewController:twtComposer animation:YES];
[twtComposer release];
twtComposer.completionHandler = ^(TWTweetComposeViewControllerResult res) {
switch (res) {
case TWTweetComposeViewControllerResultDone:

람을 느끼는 부분이었다. 이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View

// 공유가 완료되었을 경우

Controller가 필요하며, 보여줄 이미지와 페이지 번호가 정의된 View Controller와

break;

이를 컨테이너에 담고 이미지와 페이지 번호가 담긴 View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

case TWTweetComposeViewControllerResultCancelled: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멋진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iOS5 적용 후 보

// 공유가 취소되었을 경우

한 UIPageViewController가 정의된 View Controller가 그것이다.

break;
default:
break;
}

이미지가 담긴 View Controller 에는 NSInteger 등으로 페이지 번호가 정의
된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이미지를 로컬에서 얻어오거나 서버에서 받아오도록 정
의하였다. 그리고 UIPageViewController 가 정의된 View Controller 에서는

[self dismissModalViewControllerAnimated:twtComposer];
};
}

두 번째 방법은 TWReques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클래스를 이용하면 트위터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API 호출이 가능하다. 이는 OAuth request를 패키징한 클래스로
쉽게 트위터 API를 연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역시 GCD가 적용된 Handler를 이용
하여 구현된다.

UIPageViewController의 인스턴스를 정의하고 Child View Controller로 지정한
다. 여기서 스크롤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데 좌/우, 또는 위/아래로 정의가 가능하며
스핀 중심점도 지정이 가능하다. 아래 코드에서는 스핀 위치는 특별히 잡지 않았고 페
이지 전환은 PageCurl을 이용하였으며 좌/우로 페이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하
였다.
NSDictionary *spinDictionary = [NSDictionary dictionaryWithObjectsAndKeys:[NSNu
mber numberWithInt:UIPageViewControllerSpineLocationNone], @”UIPageViewControllerOptionSpineLocationKey”,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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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PageViewController *photoPageViewCntrlr = [[UIPageViewController alloc] initWi

/* 첫 페이지 */

thTransitionStyle:UIPageViewControllerTransitionStylePageCurl navigationOrientat

return nil;

ion:UIPageViewControllerNavigationOrientationHorizontal options:spinDictionary];

}

photoPageViewCntrlr.dataSource = self;
photoPageViewCntrlr.delegate = self;

_currentIndex = beforeNumber;

photoPageViewCntrlr.wantsFullScreenLayout = YES;

NSDictionary *photoDataDictionary = [_dataArray objectAtIndex:beforeNumber 1];

[self addChildViewController:photoPageViewCntrlr];
[self.view addSubview:photoPageViewCntrlr.view];

PhotoViewController *photoViewCntrlr = nil;
/* 이미 호출되어 Dictionary에 존재할 경우 */

또한 UIPageViewController는 1개의 delegate 메소드와 2개의 dataSource
를 가지고 있는데 UITableView 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은 없을 것이다. 아래는 delegate 메소드 내의 로직 구현이다. completed의 경

if ([_photoViewCntrlrDictionary objectForKey:[NSNumber numberWithInt:_currentIndex]]) {
photoViewCntrlr = [_photoViewCntrlrDictionary objectForKey:[NSNumber numberWithInt:_currentIndex]];
}

우 pageCurl 이 되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플래그이며, Curl 이 되었을 경우에

/* Dictionary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성 */

UIPageViewController의 ChildViewController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else

{
photoViewCntrlr = [[[PhotoViewController alloc] init] autorelease];

PhotoViewController의 포인터를 가져와 현재 화면의 VIew Controller에 적용하도

photoViewCntrlr.imageURL = (이미지 경로);

록 한다. 또한 이미 로딩된 View Controller는 인덱스를 키로 하는 Dictionary에 저

photoViewCntrlr.number = (인덱스);
}

장하여 재로딩을 하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return photoViewCntrlr;

- (void)pageViewController:(UIPageViewController *)pageViewController

}

didFinishAnimating:(BOOL)finished previousViewControllers:(NSArray *)previousViewControllers transitionCompleted:(BOOL)completed

{

- (UIViewController *)pageViewController:(UIPageViewController *)pageViewController viewControllerAfterViewController:(UIViewController *)viewController
NSInteger afterNumber =

if (!completed) {

{

[(PhotoViewController *)viewController number] + 1;

if (afterNumber > [_dataArray count]) {

return;

/* 마지막 페이지 */

}

return nil;

/* Photo VIew Controller 제어가 필요한 경우 로직 구현*/
}

}

다음은 data Source 정의이다. 이전 페이지의 View Controller , 다음 페
이지의 View Controller 를 가져오는 두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PhotoViewController를 생성한다. 사진 인덱스의 최초값은 아임IN핫스팟 데이터
구조에 따라 0이 아닌 1로 구성되었다. 인덱스는 PhotoViewController에 number
라는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다.

_currentIndex = afterNumber;
NSDictionary *photoDataDictionary = [_dataArray objectAtIndex:afterNumber 1];
PhotoViewController *photoViewCntrlr = nil;
if ([_photoViewCntrlrDictionary objectForKey:[NSNumber numberWithInt:_currentIndex]]) {
photoViewCntrlr = [_photoViewCntrlrDictionary objectForKey:[NSNumber num-

- (UIViewController *)pageViewController:(UIPageViewController *)pageViewCon-

berWithInt:_currentIndex]];

troller viewControllerBeforeViewController:(UIViewController *)viewController

}

{

else

{
photoViewCntrlr = [[[PhotoViewController alloc] init] autorelease];

NSInteger beforeNumber = [(PhotoViewController *)viewController number] - 1;

photoViewCntrlr.imageURL = (이미지 경로);

if (beforeNumbe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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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ViewCntrlr.number = (인덱스)
}
return photoViewCntrlr;
}

결론
새로운 기능들을 모두 다뤄본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분이라도 iOS5가 출시되는 시점
과 비슷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어 내 자신에게도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 나 스스로도
사용자지만 iOS앱이 iOS앱 다워야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부분이 아닐까? 작은 애니

클라우드 컴퓨팅 AWS :
글로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선택

메이션 하나에도 이 앱 좋다라고 지인에게 소개하는 것이 다반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플랫폼팀 이호철

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이렇게 공개하는 팁들이 여러 개

mystery@kthcorp.com

발자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짧은 길잡이라도 되길 바래본다. 다음 업데이트에
는 또 어떤 기능들을 넣어볼까 고민하고 또 어떤 자료를 공유해볼까 고민하면서 지속적
으로 회사 블로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글을 마친다.

가트너(Gartner, Inc.)가 발표한 2012년 10대 전략 기술과 트렌드 중에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이 있다. 그 중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도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몬스터는 AWS(Amazon Web Services)
라 할 수 있다. 또한, kth 에서는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기존 인프라를 버리
고 IaaS로 클라우드 몬스터 AWS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중에서도 AWS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
족하게 하는 요소 및 AWS에 대한 서비스 소개,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AWS
상에 구축할 당시 터득한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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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azon Web Services)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인터넷 오픈마켓인 아마존의

AWS(Amazon Web Services)를 들 수 있다. 대용량 서버나 스토리지를 자체적으

Certification, SAS70 Type II Audit)을 따르며, 그 외에도 SSL 지원, Object의 암
호화, Security Groups를 통한 가상 방화벽 등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가상의 사
설 클라우드, 즉 VPC(Virtual Private Cloud) 구성도 가능하다.

로 보유하기 힘든 소비자를 겨냥한 서비스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Simple Storage

Service)와 서버인프라 자원 서비스인 EC2(Elastic Compute Cloud) 등 다양한 서

AWS 제공서비스

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AWS 특징
Elastic
AWS는 몇 시간 또는 몇 일이 아니라 수분(in minutes)내 서버를 증설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즉, 용량이 필요한 시점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Flexible
AWS는 다양한 운영체제(리눅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
다. EC2의 경우 CPU, 메모리, 디스크, OS튜닝등 섬세한 제어가 가능하다.

Reliable

그림 1 AWS Overview (Source : aws.amazon.com)

AWS는 Amazon이 제공하는 네트웍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위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위 그림에서 AWS가 제공하는 EC2, S3, ELB, RDS 등의 인프라와 제공하는 플랫폼

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EC2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99.95% 이며,

및 모니터링, 접근제어, 접근도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S3(Simple Storage Service)는 99.99% 가용성을 제공한다. S3는 2011년 3Q 현재
5,660억 개의 Object를 가지고 있으며, 초당 37만 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Region)내 여러 개의 가용존(Availability Zone : 물리적으로 구분된
데이터센터)을 두어 한쪽의 Fail-Over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C2(Elastic Compute Cloud)
■ AWS의 웹콘솔을 통하여 가상의 컴퓨팅 환경을 생성, 관리할 수 있음
■	필요한 시점에 수분 만에 시스템 스펙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음(Scale -Up /

Down)

Pay-as-u-go
AWS 는 초기 인프라 구축 투자비용이 없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즉, 사용한 서버 종류에 따라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거나, 저장한 스토리지에 대한 기
가바이트당 비용을 지불하는 식이다.

Secure

■ 다양한 사이즈(CPU, Core, RAM 등)의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
■	C loudWatch , ELB 와 조합하여 서버대수를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함(Auto -

Scaling)
■	각각의 EC2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3개의 네트웍 자본을 할당 받으며, 아래 3개의

네트웍 주소사이에는 내부연결로 판단되어 별도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AWS의 보안은 국제적인 규격기준(PCI DSS Levle1 Service Provider, ISO 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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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P address



Private DNS name (*.internal)



Public DNS name (*.amazonaws.com)

■	공인 IP는 별도 요청으로 할당 받을 수 있음, 단, 할당 받을 공인IP 개수는(5개) 제

한되어 있음. 추가 필요시 별도 요청하여 추가 가능

S3(Simple Storage Service)
■	확장 가능한 무제한 데이터 스토리지
■	Object Size는 1Byte에서 5TB 까지 가능
■	2011년 3Q 현재 5,660억 개의 Object 저장
■	정적 웹콘텐츠의 경우 CloudFront와 결합하면 빠른 응답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CDN서비스가 가능

■	CPU Utilization, Latency, Request Counts

RDS(Relational Database Service)
■	MySQL, Oracle 및 MS-Sql 지원
■	웹콘솔을 통해 Scale-Up 가능
■	Multi-AZ 기능 제공 : Mirror 된 Stand-By 구성으로 HA구성이 가능
■	다중 가용성 존 세팅 가능 : Slave를 다른 AZ(가용성 존)에 분산 함으로써 Fail-

Over 대응 가능
기타
■	SimpleDB : Key/Value 기반의 Storage
■	ElastiCache : 아마존이 새로 오픈한 인메모리 캐시 웹서비스로 Memcache 기

반, DataBase의 로드는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이용

CloudFront
■	AWS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
■	특정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최접점(20개 이상의 Edge Locations) 에서 서

비스함으로써 빠른 응답시간 제공
■	원본 데이터는 S3 또는 EC2상의 데이터도 가능

■	그외 Elastic Map/Reduce, Simple Email Services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IT Solution : AWS
이번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AWS의 주요 서비스솔루션을 활용하여 IT 현장에서 나
타나는 Issue와 그에 대응하는 Solution에 대해 기술한다.

Elastic Load Balancing
■	ELB는 가용한 영역 내의 인스턴스로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거나 인스턴스들의

상태를 체크해 부하가 적은 쪽으로 부하를 배분함
■	특정 세션에 대해 강제로 하나의 인스턴스로 전달하는 Sticky Session 가능함
■	ELB는 고정IP(EIP)가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처리를 위해 CNAME과

Amazon R53서비스를 같이 활용해야 함
■	최소 5초 간격 Health Check, TCP Port는 25,80,443, 1024-65535 가능

CloudWatch

IT Issue
글로벌 서비스 구축에 직면한 국내 IT업체는 글로벌에 대응하기에는 해외 사용자들의
접속 Latency 해결을 하기에는 기존 국내 인프라 활용이나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또
는 AWS와 같은 IaaS 사이에서 많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
고 아래 세가지 정도의 IT Issue는 분명히 고민하게 된다.
적절한 용량 산정 요구
■	서버 용량 산정시 최대 피크치를 예측하여 서버장비 및 네트워크 대역폭을 준비함

으로써 비효율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	AWS의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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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서버 장비의 사용율이 40%미만임을 감안하면 60%비용이 세고 있는 셈이다.

EC2를 생성 후 신규 EC2는 활성화 -> 확인 후 ELB 등록으로 서비스 제공

■	적절한 용량의 서버 산정이 이루어지길 바랄 것이다.

-> 이후 기존 EC2는 정지
■	RDS Scale-Up 방안

높은 가용성 요구

	
RDS의 경우 AWS 콘솔상에서 옵션변경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다. 단,



■	급작스런 이슈화로 인한 방문자 급증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
■	대비하지 않을 경우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변경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1분정도) 동안은 서비스가 중지된다.
	
아래 그림과 같은 console 화면(Modify DB Instance)에서 DB Instance



■	갑작스런 이벤트 등 트래픽 및 사용자 접속이 많이 예측될 때 빠른 서버 확충이 필

Class만 수정해 주면 된다. DB Instance 종류는 Small DB Instance,

요함

Large DB Instance , Extra Large DB Instance , High Memory
Extra Large DB Instance 등 CPU나 메모리 사양에 따라 다양하다. 단,

업무 효율성 제고

Instance가 바뀌는 동안의 downtime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내부적

■	서버박스 임대 및 구매와 데이터센터 상면 확충 등에 필요한 1-2주 많게는 2-3달

인 동작원리는 사용하고 있는 Instance를 down시킨 다음, 붙어 있는 EBS

의 행정적인 시간
■	빠른 서버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수 분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스토리지를 새로운(console에서 선택한) Instance에 붙여서 부팅시킨다.
	
Scale-Out은 유지보수 일정주기에 실행되며, 즉시 적용이 필요하다면 아



래 그림의 Apply Immediately 옵션을 활성화 해야 한다.

Solution으로서 AWS
위 이슈는 확장성(Scalability),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성능(Performance) 최
적화로 해결할 수 있으며, AWS가 그 솔루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Scalability(확장성)
Scalability(확장성)에 대한 AWS의 최적의 솔루션은 Auto-Scaling 이다. 우선
Scale 확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Scale-UP
■	Scale-Up은 EC2나 RDS의 CPU, Memory 등 HW적인 사양을 높이는 방

안이며, AWS에서는 쉽게 Scale-Up이 가능하다.
■	EC2 Scale-Up 방안

	
EC2는 AWS 콘솔상에서 옵션변경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현재 운영



중인 EC2의 옵션만을 변경하여 처리되지는 않는다
	
EC2에 연결된 EBS에 스냅샷 생성 -> 기존 EC2 보다 높은 사양의 신규



그림 2 RDS Scale-Up

Scale-Out
■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긴급 서버 증설이 필요한 경우나 2대로 유지되던 서버

중 한대가 다운되었을 때 한 서버에 트래픽이 몰릴 경우 서버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수동으로 Scale-Out도 가능하며 AWS에서 제공하는 Auto-Scale 기
능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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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 Autoscaling

	
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커맨드 라인(CLI )가 필요하다. Auto



Scaling Commd Line Tool과 CloudWatch Command Line Tool 다
운로드 필요
	
Scale-Out, Down 조건을 감시하기 위해 Amazon CloudWatch에서 각



Instance들의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저장하여 모니터링
한다.

	
자동으로 생성될 Instance에 대한 Launch Config를 생성한다.



생성할 Instance의 type과 이미지(AMI)를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 Auto Scaling OverView (aws.amazon.com)

	
Auto Scaling Group를 생성한다.



위에서 설정한 Load Balancer 와 Launch Config 를 이용하여 최
	
AutoScale 조건



대 Instance 개수를 11개, 최소 Instance 개수를 3개로 설정한다. 즉,

CPU 사용율, DISK 공간, Network Traffic 등 HW 조건

Instance를 새로 생성하더라도 11개가 넘어가지 않게 생성하며, 3개로 인스

특정 기간 동안이나 특정일을 조건으로 가능

턴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가 다운되었을 경우,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

	
ELB(Elastic Load Balancing)을 적용하여 EC2를 묶어서 로드밸런싱 및



하여 최소 3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Fault-Tolerance)

자동으로 추가되는 EC2에 대한 처리를 하여 ELB에 새로운EC2의 HTTP

Request가 유입된다.
■	EC2 AutoScaling 해보기

	
Elastic Load Balancer를 생성한다.



아래의 명령은 80 port로 들어오는 request를 8080 instance 포트로

forwarding하는 “my-load-balancer”라는 이름의 load balancer를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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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cale Trigger를 생성한다.



CPU 사용률 기준으로 80% 이상일 때 Scale-Out을 수행하고, 20% 미만
일 때 Scale-In을 수행한다. Scale-Out을 수행할 때 Instance를 4개씩
증설하고, Scale-In 할때에는 2개씩 감소시킨다.

그림 4 RDS Replication 생성

	
RDS 제약 사항



	RDS Limit : DB replica는 5개로 제한 됨, 총 DB Instance 개수는 계

•

정당 20개로 제한

	
Auto Scaling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Command



	RDS에서는 제한된 Configuration 불가능, Multi-Master 등 구조 설정

•

Line Tool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AWS의 Auto Scaling

불가능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enStratus (http ://enstratus .

	EC2상에 직접 MySQL 설치 등으로 가능하며, RDS와 성능차이는 없음,

•

com/) 나 SCALR(https://scalr.net/) 같은 3rd Party 들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Muliti-AZ Deployment 즉, 자동 HA 구성은 할 수 없음

■	RDS Scale-Out

	
RDS의 Scale-Out은 Auto Scaling이 상당히 복잡하여, AWS에서도



RDS에 대한 Auto Scaling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존의 RDS 서비스는 Sharding 또는 partitioning 된 DB에 대해서는

High Availability(고 가용성)
서비스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높은 가용성을 필요로 한다. 높은 가용성
에 대한 방안 이전에 AWS의 글로벌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scaling out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Master-slave type의 Scaling
만을 지원한다.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웹 콘솔에서에서 쉽게 slave DB

Instance를 생성할 수 있다.

Amazon Global Physical Infrastructure
■ Regions : AWS는 물리적으로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2011년 10월 기준)

	
US East / US West / Europe / Asia Pacific - Singapore / Asia



	
다음 그림에서 Slave DB의 가용존을 Master DB가 위치한 지역 이외에 선



택이 가능하다. 가용성 유지를 위해 Slave들을 분산 위치하는 게 좋다.

Pacific - Japan
■ Edge Locations : Regions, AZ와 별개와 사용자 접점에서 보다 빠른 응답

속도 제공을 위해 20개 이상의 Edge Locations가 존재하며, CloudFront 및

Route 53이 이 Edge Locations을 기준으로 서비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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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용성(High Availability) 아키텍처
■ 일반적인 이중화 구조

그림 5 AWS Global (Source : aws.amazon.com)

■ Availability Zones : 각 Region 내 2개 이상의 AZ(가용지역)이 있다

	
Region 내 AZ 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별개의 데이터 센터 개념으로 보면 되



며, 각 AZ 사이에는 낮은 Latency를 지원한다. 즉,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
다.

그림 7 AWS : 이중화 구조

	
US-EAST Region 내 1a 라는 AZ에 존재함



	
ELB 는 수천 대의 EC2서버를 로드 밸런싱 해준다.



	
부족한 점 : 트래픽 증가 및 동시접속자 증가시 EC2 서버를 수동으로 증가



시켜야 함
■ EC2 Auto Scaling 구조

그림 6 AWS Region별 AZ(가용존)
그림 8 AWS : Auto Scalin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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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 이하의 EC2 서버를 부하에 따라 자동 증설하게 해주는 Auto Scaling



구조
	
Auto Scaling은 최소한의 EC2 Instance 구동을 보장한다.



	
신규 Instance는 30-120초 사이에 자동으로 런칭된다.



	
부족한 점 : 한 개의 AZ에 존재하여, AZ가 장애시 서비스 전체 중단됨



■ AZ 이중화 구조

그림 10 AWS : AZ이중화 및 RDS HA구조

	
EC2의 MySQL설치에서 AWS제공하는 RDS를 사용함



	
R DS Master 생성시 아래 그림과 같이 “Multi -AZ Deployment” 를



“Yes”로 선택하면 생성된 다른 AZ(가용존)에 RDS Standby가 생성이 되
어 HA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림 9 AWS : AZ(가용존) 이중화 구조

	
서버 그룹을 2개의 AZ(가용존)에 생성하여 Fail-Over에 대응



	
AZ 간은 낮은 Latency 네트워크 구간으로 연결되어 있음



	
부족한 점 : DB서버 부하 분산은 안되어 있어, DB서버 부하 시 응답속도 느



려지며, 심할 경우 전체 2개의 AZ(가용존) 서비스 모두 중단될 가능성 있음
■ AZ 이중화 및 RDS HA 구조

그림 11 RDS 생성하기 : Multi-AZ Deployment

68

컨퍼런스 세션 내용

클라우드 컴퓨팅 AWS : 글로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선택

69

	
RDS Replication 생성시 그림 9와 같이 AZ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지정할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서버 부하 분산 및 가용성 증대, 그리고, DB서버로의 부하



분산과 가용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아래 그림은 CloudFront의 아키텍처 이다. 원본 데이터는 S3에 있으며, 사



용자가 접근할 때는 Edge Locations 중에 하나에 접속하여 가져가며, Edge

Location에 Cache 데이터가 없을 경우 원본 서버인 S3에서 가져오는 구조이
다.

Performance(성능) 최적화
위 1), 2)를 통해 확장성과 고 가용성은 준비가 되었지만, 실제 접점의 사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
해 CDN, DB부하 절감 및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캐싱 등 성능 최적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 아래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사용한 AWS 솔루션들이다.
AWS CloudFront
■ 사용자에게 체감속도 향상 및 네트워크 지연(Latency)를 최소화 하기 위해 흔

히,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를 사용하는데 AWS에서는

CloudFront를 제공한다.
■ C loudFront 는 20여 개의 Edge Location 을 통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네트웍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EC2, S3는

그림 13 CloudFront 아키텍처 (Source : aws.amazone.com)

AWS Regions에 있지만,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곳은 가장 가까운 Edge
Location 이다.

ElastiCache
■ ElastiCache는 Database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Database 전단에 데이터

를 캐싱하는 솔루션으로 Memcached 기반이다.
■ 성능향상에 많은 역할

	
데이터 베이스 결과, 즉 Query 결과 Caching으로 DB접근 줄여서 DB서버



부하 절감 및 메모리에서 직접 Access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Dynamic한 페이지나 세션 결과를 메모리에 캐싱 함으로써 빠른 응답속도



를 제공할 수 있다.
	
아래는 ElastiCache의 아키텍처로써 DB에 접근하기 전에 분산 캐시인



ElastiCache에 먼저 확인 후 없을 경우 DB로 접근하는 방식, 가져온 데이
터는 다시 ElastiCache로 입력하여 다시 접근할 경우 ElastiCache로부터
그림 12 CloudFront 개념 (Source : aws.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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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Reference Architectures

	
Amazon EC2 / Auto Scaling



	
Elastic Load Balancing / Amazon Route 53



	
Amazon CloudFront / Amazon S3



	
Amazon ElastiCache / RDS



AWS Tip
앞 장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솔루션 구성에 대한 구축사례 외에 이번 장에서는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적용했던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Upload Latency Issue
그림 14 ElastiCache 아키텍처 (Source : aws.amazon.com)

■ 서버로부터 응답시간은 CloudFront, ELB 등을 통해 빠른 응답시간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테스트 결과와 같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서버로 업

최적의 방안
위 3가지 확장성(Scalability),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성능(Performance)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은 아래와 같다.

로드시 Latency 문제는 심각하다.
■ EC2 웹서버/WAS 및 RDS 등은 원격에 있더라도 업로드 Latency 크지 않다.
■ 이미지 등 큰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할 경우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 Latency 차이

가 발생한다. 아래는 한국에서 Japan, US East, Singapore 로 이미지를 업
로드 했을 때 평균 응답시간과 상대 비교 값이다. 즉, 젤 가까운 Japan 대비 미
동부는 2.2배, 싱가폴은 2.4배로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업로드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Upload 속도 비교
그림 15 AWS Bes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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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안

	
지역별 업로드 서버 분산 배치 : 지역별로 EC2+S3를 배치



1) TimeZone을 기준으로 업로드 서버 위치 지정
2) 이미지 업로드 후 결과 정보는 Main Server Group로 전송

사용할 도메인 예) hochul.paran.com
처리 예) hochul.paran.com CNAME MyLoadBalancer-123789123.us-

east-1.elb.amazonaws.com
	
Amazon Route 53 활용



DNS는 최상위 도메인에 CNAME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aran.
com 을 MyLoadBalancer-123789123.us-east-1.elb.amazonaws.com
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Route 53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DNS 서비스 이다. DNS
Zone 파일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며, 20개의 Edge Locations를 통해 라우
팅되는 고가용성, 고성능의 DNS 서비스 이다. 따라서, 위 최상위 도메인 처리
도 가능하다.

EC2 서버 용량 선택 Issue
■ EC2의 사양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7 Upload 분산 서버 구성

DNS Issue
■ 다운로드 속도향상을 위해 Amazon CloudFront를 사용한다. AWS에서는

각 CloudFront 별로 도메인을 부여한다.
■ 또한 로드 밸런싱을 위해 Elastic Load Balancing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별도 도메인이 부여된다.
■ 일반적으로 L4에 Static IP를 매핑함으로써 서비스 도메인을 설정하지만, 위의

경우에 Elastic IP(EIP)를 부여 받지 못한다.
■ EIP는 IPV4 관계상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ELB, CloudFront에 EIP가 할

당이 안되는 관계로 서비스에서 필요한 경우 CNAME, Route 53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NAME을 활용하여 도메인 처리

그림 18 EC2 인스턴스 타입

■ 서버 타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가 CPU Units 즉, ECU(EC2 compute

units) 이다.
	
1ECU는 PassMark-CPU 라는 성능점수로 400점이며, 쿼드코어 CPU 1개



의 PassMark-CPU 성능점수가 8800점.
따라서, 22개의 ECU가 kth에서 사용하는 쿼드코어 CPU1개와 동일.
일반적으로 웹서버가 평균 10% 미만을 사용한다고 할 때 2.2개의 ECU면 충
분하며, 피크치를 고려해도 10ECU정도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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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부여 도메인 예) MyLoadBalancer-123789123.us-east-1.elb.

*) PassMark - CPU Mark 참고 : http://www.cpubenchmark.net/

amazonaws.com

multi_cp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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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거로 kth 에서는 일반적인 WAS(Tomcat)는 타입을 Extra Large로



선택

4) Web서버와 APP Server 간은 HTTP(8080) 접근 허용(Web/App 서버가
동일 서버일 경우도 있음)
5) DB 서버는 App Server에서 각 DB포트(MySQL의 경우 기본 3306)만 오

보안 및 접근제어 Issue
■ AWS에는 EC2 및 RDS에 Security Groups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개의

Rule을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개발자에게는 사내에서 부여된 고정 IP를 통해 각 서비스군 별로 Security

Groups내 Bastion Server(GW서버)로만 SSH2 접근만 가능하게 오픈
■ Bastion Server 에서만 Security Groups 내 서버로 접근이 가능
■ S ecurity Groups 내 서버간은 IP Table 로 관리하거나, 각 서버그룹별

Security Groups 설정으로 가능함

픈
파일 업로드 Latency Issue
■ 대용량의 데이터를 AWS에 업로드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기존 HTTP, FTP 등

으로는 속도보장이 되지 않는다.
■ 적은 용량의 파일은 S3를 이용하거나, 큰 사이즈의 파일은 AWS Import/

Export로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유용한 도구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Tsunami UDP : UDP기반의 Open Source File 전송 프로토콜 / 원거리



네트워크 사이에도 높은 전송속도 제공
	설치 : 오픈소스 다운로드 및 Build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설치 됨)

•

cvs -z3 -d:pserver:anonymous@tsunamiudp.cvs.sourceforge.net:/cvsroot/tsunami-udp co -P tsunami-udp
cd tsunami-udp
./recompile.sh
sudo make install

	사용

•

- 서버 실행 (Start Tsunami Daemon)
cd <directory/where/outbound/files/kept>
tsunamid *

-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가져오기
tsunami

그림 19 AWS Security

connect <remoteserver>
get <filename>

1) Web 서비스를 위해 기본 80 및 443(SSL)포트만 오픈
2) 개발자 접근을 위해 Security Group내 Bastion Server 로만 22(SSH)포

	
Aspera :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AWS를 위한 데이터 전송 상용 소프트웨어



트만 오픈
3) Bastion Server에서 각 서버로 22(SSH) 포트만 오픈하여 각 서버로 접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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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인프라시스템의 통합관제시스템과 AWS에서 제공하는 CloudWatch 와 같은 솔
루션을 활용하여 서비스 오픈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서비스,인프라 운영에 대한 개발조직과 인프라운영 조직과 명확한 정리를 해
야 한다. AWS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툴로 인식되어 모호하게 운영에 대한 롤이 정리
되어 지지 않으면, 서비스 오픈 이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쉽게, 비용최
적화를 하여 원하는 글로벌 서비스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0 Aspera Overview (Source : http://asperasoft.com)

	
FedEX : IDC로 미디어를 직접 전송



마치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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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비스 구축에 있어 AWS는 손색이 없다. 다만 구축 관점과 이후 운영의 관점



http://j.mp/t94t3D

에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http://j.mp/ngOW6W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주제로, AWS에 대한 특징과 제공되는 서비스목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글로벌 서비스구축 등에서 IT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 해법
으로 3가지 솔루션, 즉 확장성(Scalability ),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 성능
(Performance) 최적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주제로, 주요 이슈에 대한 솔루션 이외에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적용했
던 작지만 유용한 다섯 가지 사례를 설명하였다.
위 내용으로 구축에 필요한 궁금증이 모두 만족되지 않는다. 구축될 서비스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구현방식 및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준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 될 수 있을 거 같다.
첫 번째,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장 유용한 속성은 인프라 내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
션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수평,수직으로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비스 별로 최적의 Scale 원칙을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통합모니터링, 즉, 인프라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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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거대한 저장소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존재하는 답이 있다.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
나의 거대한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거대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저장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Google을 통해 살펴보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KTH 클라우드연구소 분산기술Lab 김홍모
aadvarkk@kthcorp.com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Google File System이란 무엇인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색에 사용될 수집한 문
서를 저장할 대규모의 저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을 이용해서 색인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은 Google File System(이하

GFS)를 만들었다.
기존 웹 서비스의 저장소로 스토리지 공급자가 H/W와 S/W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솔
루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흔히 NAS나 SAN으로 불리는 이러한 솔루션들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어서 사
용이 편리한 반면 도입 및 운영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 서비스
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GFS라는 범용 H/W에서 구동되는 전용 S/W를
구현했다는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먼저 기존 스토리지 기술과 차별화 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GFS를 살펴본다.

Google 서비스 인프라의 핵심이며 IT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Google File
System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03년이다. 2011년 오늘 모바일 웹,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금의 IT 환경은 그 때와 다르다. Google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켜
왔을까? Google의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을 통해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자.

분산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업로드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모

그림 1 Google File System 구조, [1]에서 발췌

든 사용자들의 자료를 저장하려면 충분히 큰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대의 컴
퓨터에 무한히 많은 하드디스크를 설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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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장애 처리
GFS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저렴한 장비를 대량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장
비는 상대적으로 가용성1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장비가 고장 없이 동작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
로 저렴한 장비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장비가 고장 날 확률이 매우 높은 환경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가의 장비를 소량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형태

GFS는 다른 파일 시스템과 달리 자료의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자료를 갱신
하고 싶다면 저장된 자료를 지우고 새로 저장해야 한다. GFS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자료를 열람하고 갱신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작업을 하나의 작업 단
위로 처리하는 일괄 작업의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형태는 구현이 까다
로운 면이 있으나 색인 작업 등 검색 서비스를 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다.

의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단일 마스터 구조

(RAID)나 Backup 장치와 같은 전용 하드웨어 혹은 OS의 특화된 기능을 사용하는

분산 시스템이 정합성, 가용성 그리고 분할 내성(Partition Tolerance )을 동시

경우가 많다. 하지만 GFS에는 S/W 내부에 자료를 자동으로 복제해서 가용성을 확보

에 만족하도록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4 전통적으로 DBMS같은 시스템의 경우 정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물론 어떤 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 이를 복구하는 기능 역

합성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규모 분산 시스템의 경우 가용성 그

시 S/W로 구현되어 있다.

리고 분할 내성의 속성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GFS가 개발될 당시에 이미 P2P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이동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checksum 2 을 이용해
데이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H/W로 구현되어 있다. 고가의 서버 장비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지원되는 고가의 메모리(ECC 메모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
만 Google은 이러한 H/W와는 별개로 자료에 대한 checksum을 S/W로 처리해서
자료가 이동될 때 오염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방식의 비 집중, 비 공유 구조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었다.5

GFS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던 단일 마
스터 구조를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Google 은 이 선택을 통해 설계를 단순화 해
서 개발 및 서비스 적용 시간을 줄였다. 그리고 비 집중식과 달리 마스터 서버6
가 모든 자료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료의 위치를 결정할 때 이러한 마스터
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
통상의 스토리지 기술은 파일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잘 작동하도록 튜닝이 된다. 이런

Google File System의 한계

접근 방법은 범용 솔루션의 경우 타당하다. 하지만 GFS는 검색 서비스를 위해 대량의

GFS는 Google의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Google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 사업 영역이 검색 서비스 뿐 만 아니라 온라인 메일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등 다양

GFS 는 파일을 64MB 의 chunk 3 로 나누고 이를 여러 서버에 분산 배치한다.

한 분야로 확대되고 GFS가 이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GFS는 대용량의 데이

이러한 구조는 큰 파일의 경우 다수의 서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처리 용량을

터를 처리하는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다. 즉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용도가 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료를 읽을 경우 다수의 서버 중 Client와 지역적

니라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주로 검색기)들의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잘 수

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버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이러한 논의는 CAP 이론[7]으로 알려져 있다. 정합성, 가용성 그리고 분할 내성은 [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가용
성; 앞선 쓰기를 후속 읽기가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후속 읽기가 낡은 값을 돌려주지 않아야 한다. 2) 가용성; 시스템의 고장 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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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는 MTTF/(MTTF+MTTR)을 가용성이라 정의한다. MTTF는 Mean Time To Failure의 약자로 고장이 날 때까지의 평균
동작시간을 의미한다. MTTR은 Mean Time To Repair의 약자로 고장이 났을 때의 평균 수리시간을 의미한다.

Node가 받은 요청은 항상 정상적인 결과를 돌려줘야 한다. 3) 분할 내성; 특정 노드나 네트워크 링크가 망가지더라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송된 자료에 에러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추가적인 자료, CRC32등이 널리 사용된다.

5 Chord나 Pastry, Tapestry등의 Distributed Hash Table로 분류되는 기술들 [8] 참조

3 Chunk는 자료를 여러 덩어리로 분할 했을 때 한 덩어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6 GFS의 마스터 서버는 파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 정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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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온라인 메일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처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

리하므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목적 외에도 요청을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용량 및 성능 확장의 제한
GFS는 단일 마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에 따르면 GFS 마스터 서버는 성능상
의 이유로 메타 정보를 모두 메모리에 적재한다. 한 개의 파일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Chunk 메타 정보를 메모리에 기록하게 되는데 만약 크기가 작은 파일을 다수 저장해
야 할 경우 Chunk 서버의 디스크 공간은 충분하지만 마스터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IO 작업에서 마스터 서버가 참여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마스터 서버의 처리 능력은 그대로이므로 병목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메타 정보를 메모리에 모두 적재하는 등의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하
더라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Chunk 서버7 가 여유롭더라도 마스터 서버가 너무 바빠서
요청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 Chunk 서버가
다수의 마스터 서버를 사용하도록 하면 용량 확장의 문제는 해소되나 관리상의 어려
움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림 2 Google File System 읽기/쓰기 성능, [1]에서 발췌

GFS는 총 3개의 복제본을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방식은 디스크 및 Chunk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등 자원이 최대 3배까지 필요하다. 그림 2의 상대적으로 낮은
쓰기 성능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단순하게 자원을 더 사용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성능과도 관련된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발생한 Gmail 장애 사고8 로 Google의 자료 보호 정책의 일부가 노출되
었다. Google은 GFS의 삼중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사용자 자료의 경우 Tape

가용성의 제한
GFS는 사용자의 자료를 3벌 복제해 서로 다른 3대의 Chunk 서버에 배포한다. 잘 관

Backup 장치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Tape Backup을 위해 GFS의
Snap Shot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하다.

리되는 서버의 경우 해당 서버 3대가 동시에 고장 날 가능성이 낮으므로 GFS에 저장
된 사용자의 자료의 경우 가용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Google의 차세대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자

반면에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날 경우 GFS 전체 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록 마

G o o g l e 은 공식적으로 차세대 파일 시스템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

스터 서버의 자동 복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이는 장애 복구 시간을 앞당기는 수준

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모습도 어느 정도

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배치 처리가 주가 되는 Backend 작업의 경우 이

는 짐작할 수 있다[3][4]. Google 의 차세대 파일 시스템(이하 Colossus

러한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GFS의 자료를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

9 )는 GFS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

점은 크게 부각된다. Gmail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FS 두 벌을 구성해

정한다. 그리고 공개된 여러 정보는 이러한 추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구현했었다고 한다[2].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지나치게 비용이 높아지는 문
제가 있다.

7 GFS에서 사용자의 자료를 저장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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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1년 2월 27일) 34000명의 Gmail 사용자들의 메일, 주소록, 채팅 기록이 사라짐 ▶ 2011년 2월 28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 버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공지 ▶ 2011년 3월 1일) 전체 자료의 0.012%의 자료를 TAPE에서 복구하고 처리 중임을 공지 ▶ 2011년 3
월 2일) 복구 완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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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분할(Sharding)기능을 가지는 분산 메타 관리 체계
GFS의 단일 마스터 구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체 시스템의 용량, 성능 그리고 가용
성을 제한하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메타 공간의 유연한 확장 그리고 메타 관리 서버
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은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이다. [3]에 따르면 Colossus는 자동화된 분할 기능을 가지는 분산 메타
관리 체계를 가진다. Google은 GFS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메타 정보에 대
해서는 비 집중식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상업적 성공 사례를 우리는 Amazon Dynamo[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lossus의 메타 관리 구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

그림 3 DHT의 일종인 Chord에서 key와 Node의 사상, [9]에서 발췌

만. Dynamo와 같은 Distributed Hash Table(이하 DHT) 기반 분할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Erasure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보호
Colossus는 Erasure 코드의 일종인 Reed-Solomon 코딩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

DHT란 무엇인가?

터를 보호한다. Google에 따르면 Reed-Solomon 코딩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기존

DHT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드(혹은 장비)가 어떤 hash 값을 가질지를 결정하는 알

복제방식 대비 더 나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Figure 3을 보면 복제

고리즘이다. 이러한 사상 구조는 일반적인 HashTable과 유사하나 hash 값이 단일

의 경우와 Erasure Code 특히 Reed-Solomon Code를 사용 했을 때 가용성이 어

메모리 공간의 특정 영역에 사상되는 것과 달리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특정 노드에

떻게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례에 나타난 RS(X, Y)는 Reed-Solomon 코딩

사상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방법을 사용해서 원본을 X 조각으로 나누고 Y개의 코딩 조각을 생성한 방법이다. 만

DHT에 속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Chord를 통해서 DHT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그림 3을 보면 청록색으로 표시된 10개의 노드가 있다. 여기에 key 4개를 사상해 보
자. 먼저 전체 hash 값의 공간은 1부터 60이다. 각각의 Node는 자신의 id를 hashing

약 원본의 크기가 S라면 총 저장 공간은 S*(X+Y)/X가 된다. R=X로 표시된 것은 X개
의 복제본을 유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원본의 크기가 S라면 이 경우 총 저장 공간은

S*R이 된다. Y축의 MTTF는 길수록 신뢰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값을 이용해 hash 값의 공간에 자리를 잡는다. 그림에서 N32는 hash 값이 32임
을 나타낸다. 그리고 hash 값의 공간을 상대적인 위치로 해당 노드가 어떤 hash 값
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지 결정한다. N1은 [1,56) 구간을 소유하고 N56은 (51, 56]
구간을 소유한다. 그림에서 노드가 시계 반대방향의 공간을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다.

K54 즉 해쉬 값으로 54가 나오는 key는 N56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HT는 분산 시스템에서 다수의 시스템에 자원을 배분하는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key가 개별적인 자원(예를 들면 파일이름)이고

Node가 Meta 관리 서버로 생각할 경우 이러한 배분 문제에 대한 DHT의 응용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4 다양한 경우의 MTTF 비교, [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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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Erasure 코드를 사용할 경우 고 가용성과 저 비용 사이의 균형을 좀 더 유연하

춘 이상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이 Google 내에서 탄생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 잡을 수 있다. RS(20,10)의 경우와 RS(9, 4)의 경우 저장 공간 효율은 거의 차이가

Google의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서비스를

없지만 가용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 반면 R=4의 경우와 R=2의 경우는 가용성 차이가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 지금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

나기는 하지만 저장 공간 역시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Erasure 코드를 사용할 경우

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저장 공간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도 가용성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산 메타 관리 체계를 갖춘 기술들

Erasure 코드란?

분산 파일 시스템은 아니지만 Cassandra, Riak, 등의 NoSQL 기술들이 DHT에 기

Erasure Code 는 전송된 데이터가 손상되었더라도 전송된 데이터만을 이용

반한 자동화된 분할 기능을 지원하는 메타 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해 원본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송할 자료는 원본의 크

차별화된 가용성 및 확장성으로 기존 RDBMS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독자

기 k 보다 더 큰 n의 크기를 가진다. 이 때 추가되는 n-k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론을 Erasure Code라 부른다. Erasure Code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적화
된 Erasure Code의 경우 총 길이가 n인 전송된 데이터 중 임의의 n-k 분량이 손
상 되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k 데이터를 이용해 원본을 복원할 수 있다. RAID 5
그리고 RAID 6도 Erasure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Erasure 코드를 사용
할 경우 RAID 5는 m이 1인 경우이고 RAID 6는 m이 2인 경우이다.

Erasure 코드에 기반한 기술들
Erasure 코드에 기반한 기술은 닫힌 소스 그리고 상용 제품 군에서는 사례를 다수 찾
을 수 있다. 대표적인 Isilon의 OneFS 그리고 Cleversafe의 여러 제품들이 있다. 공
개 소스 진영에서는 FaceBook이 Hadoop에 Reed-Solomon 코드를 적용하고 있
다는 소식이 있다.

PrismFS
KTH에서는 분산 메타 관리 체계 및 Erasure 코드에 기반한 분산파일 시스템을
그림 5 Erasure Code는 원본 자료를 k 등분한 다음 이를 이용해 m개의 코드를 생성한다.

PrismFS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olossus가 알려지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Reed-Solomon 코드란?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통해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다.

Reed-Solomon Code는 최적화된 Erasure Code의 하나로 Irving S. Reed와
Gustave Solomon이 발명했다. 이 코드는 바코드에서부터 CD, DVD 그리고 위성
통신에 이르기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래
분산 메타 관리 체계와 Erasure 코드를 이용해 구현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지금의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Google의 Colossus를 통해 분산 파일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읽을 수 있고 이를

Web환경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공개될 분산 파일 시스템에 이런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인했다. 지금 확장성과 신뢰성 그리고 저비용 등의 장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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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C/C++ 등으로 만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웹 브라우저를 내장하는 방식은 “하
이브리드 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HTML5를 전면
에 내세운 웹 플랫폼(Web as a Platform)의 비약적인 발전, 모바일 단말 플랫폼 파
편화(fragmentation),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전횡(?)이 맞물리면서 케케묵은 기술이
새삼스럽게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일반론(정의, 특징, 장점, 단점..)을 다루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되니,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하이브리드 앱 아키텍처 유형들을 살펴보고, 필자가 개발에 참여한 푸
딩얼굴인식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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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앱 아키텍처
하이브리드 앱은 말 그대로 네이티브와 웹 기술을 혼합한(hybrid) 앱이다. 기존의 데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웹 페이지 안에 Active-X, 자바 애플릿, 플래시 등을 내
장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하이브리드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불
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안에 웹 브라우저를 내장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만을 다룬다.

Dropbox 앱의 도움말 화면

푸딩카메라 앱의 공지사항 화면		

아래의 예제는 앱 소개 화면을 about.html 파일로 앱에 포함시키고, 이를 내장한 웹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코드다. 물론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등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다.
◆◆정적인 웹 컨텐츠 불러오기(안드로이드)
네이티브 vs 하이브리드 vs 웹 앱 아키텍처 비교

...
WebView webView = (WebView)findViewById(R.id.webview);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앱은 위의 그림에서 크게 벗어날 수

...

없다. 다만,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변형

webView.loadUrl(“android_asset://www/about.html”)

된 아키텍처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네이티브의 비중이 높은 유형들을 살펴보자.

◆◆정적인 웹 컨텐츠 불러오기(iOS)
…
UIWebView *webView;
...

사실상 네이티브, 웹은 거들 뿐...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WebView *webView;

네이티브로 대부분을 만들고, 웹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내장하는 형

@synthesize webView;

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알게 모르게 널리 사용되는 유형이다.

NSString *path =

유심히 살펴보면 상당 수의 네이티브 앱들이 앱/제작사 소개(About ), 공지사항
(Notice/News), 도움말(Help), 제작사의 다른 앱 소개(More Apps)등의 메뉴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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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URLRequest *request = [NSURLRequest requestWithURL:url];
[webView loadRequest:request];

이 유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개발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단일 개발자/팀이 네이티브와 웹 부분을 모두 개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

이 유형도 (앱의 일부로 포함된)정적인 웹 컨텐츠만 표시하느냐, (웹 서버에서 받은)동

로, 네이티브와 웹이 연동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

적인 웹 컨텐츠도 표시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으면 버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UI에서 네이티브와 웹이 결합하는 부
분은 주의 깊게 기획하고 만들지 않으면 둘 간의 표현력과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웹도 아닌... 그러나 네이티브스러운...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고, 기존에 만들어진 (웹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웹 컨텐츠를 재활용하기 편리하므로 가장 널리 쓰이고 인기 있는 하이브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색한 UI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한지붕 두 가족이 행복하기란
시트콤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웹의 비중이 더 높은 유형들을 살펴보자.

드 아키텍처다.
앞의 유형과 거의 같지만, 네이티브와 웹이 연동(integrate)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으

사실상 웹, 무늬만 네이티브...

로는 조금 더 복잡하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네이티브가 주로 담당하며, 내장된 웹 브

모든 기능을 웹으로 만든, 사실상의 “웹 앱”이지만, 앱스토어(혹은 안드로이드마켓/T

라우저와 통신하기 몇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뒤에 설명할 하이브리드 앱 프레

스토어/올레마켓 등)에 등록하기 위해 네이티브 앱으로 감싸는(wrapping) 유형이다.

임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네이티브와 웹 브라우저가 통신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상단 헤더와 하단 푸터 등 화면의 일부만 네이티브로 구현하고, 컨텐츠는 내장된 웹

정리한 것이다.

브라우저를 이용해 보여준다. 기존에 구축된 웹 컨텐츠가 많다면 비교적 손쉽게 그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OAuth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면 웹 브라우저를 내

싸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네이버 앱의 네이티브/웹 혼합 화면		
FBConnect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페이스북

다음 앱의 네이티브/웹 혼합 화면

Google+ 앱의 구글 인증 화면

OAuth 인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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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앱의 네이티브/웹 혼합 화면		

아임인 핫스팟의 네이티브/웹 혼합 화면

푸딩얼굴인식의 순수 웹 화면		

뉴스프레소 순수 웹 화면

이 방식을 확장하여, 웹 서버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템플릿과 데이터로 분리하고, 템플
릿은 앱에 내장하고(혹은 별도로 내려받고), 데이터만 REST 등의 API를 통해서 내려
받아서 단말에서 템플릿과 병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앱의 성능도 향상되고, 서버 부
하도 줄일 수 있다.

푸딩얼굴인식 앱의 내부 구조
푸딩얼굴인식 앱은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앱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앱
도 아니지만, 분명히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하이브리드 앱 중의 하나다. 회사의 배

위에서 소개한 정적인 웹 컨텐츠를 표시하는 코드에서 URL 주소만 웹 서버 주소로 바

려 덕분에 (당시에는 회사 내/외 에서 인지도가 높지않았던) 앱스프레소를 이용하여 푸

꾸면 된다. 단, 이 유형의 앱은 애플 앱스토어 약관(2.12 조항)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딩얼굴인식 앱(안드로이드용)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생소한 일이라 고생

주의해야 한다.

도 많이 했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약 3MM),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
을 수 있었다. 이후에 푸딩얼굴언식 다국어 지원 앱(아이폰용)은 훨씬 더 짧은 시간(약

웹은 아니지만 네이티브도 아닌... 그러나 웹스러운...

1MM)에 개발할 수 있었다.

웹으로 대부분을 만들고, 웹만으로 안되는 부분은 네이티브로 해결하는 형태다. 이 글

푸딩얼굴인식은 5500여 줄의 자바스크립트와 2700여 줄의 CSS로 이루어진 200여

의 중심이 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인데, 단말 플랫폼 파편화가 심해지면서 주목받

줄의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진 앱이다. 제한된 지면에서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

고 있는 아키텍처다. 필자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앱스프레소를 비롯하여 폰갭, 티타

룰 수는 없으므로, 푸딩얼굴인식 앱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노하우 중에서 일반적인 하

늄 등은 이 유형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정형화하여 프레임웍(framework)으로 만

이브리드 앱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소개한다.

든 것이다.

단일 페이지 인터페이스(SPI; Single Page Interface)
SPI는 푸딩얼굴인식 앱의 근간이 되는 아키텍처다. 단어 그대로, 페이지 전환 없이 단
일 페이지 내에서 AJAX 등을 통해서 화면을 전환하고 컨텐츠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뿐 아니라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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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얼굴인식 앱의 SPI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PI

예를 들어, 첫 화면은 <section id=”mainPage”>, mainPage.css, mainPage.js로
구성되며, 설정 화면 <section id=”setupPage”>, setupPage.css, setupPage.js

단순히 웹으로 화면 전환 효과를 내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

와 setupPage.html로 구성된다.

만, 그 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관리 방식이 기존의 컨텐츠 위주의 웹 서비스/사
이트보다는 (데스크탑용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
점을 제시하는 아키텍처다. 쉬운 예로, 트위터나 GMail 같은 최신 웹 서비스들을 쓰
면서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유심히 보면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는(비록 hash(#) 이후가
바뀌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캘린더나 구글 문서 도구 같은 웹 어플리
케이션은 SPI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SPI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이 글 끝에 제시하는 참고 자료로 대신한다.

얼굴인식 결과 화면 HTML
<section id=”faceFoundPage” class=”jj-page”>
<header>
<button class=”jj-left jj-back”><span data-nls=”common.back”>이전</
span></button>
<button class=”jj-right jj-home”><span data-nls=”common.home”>홈</
span></button>
<h1><span data-nls=”faceFoundPage.title”>얼굴인식 결과</span></h1>
</header>

푸딩얼굴인식 앱의 모든 화면(시작 화면, 얼굴 인식 안내 화면, 얼굴 인식 결과 화면,
퀴즈 안내 화면, 퀴즈 결과 화면, 퀴즈 랭킹 화면, 설정 화면, … 등)은 하나의 html 파
일(index.html) 안에 들어 있으며, 하나의 화면은 <section> 태그 하나와 여기에 딸
린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세트로 구성된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일부 화면
은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 <section> 태그의 내용이 별도의 html 파일에 들어 있고,

<article>
...
</article>
<footer>
...
</footer>
</section>

AJAX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적재된다. 결론적으로, 앱이 실행되는 동안 window.
location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얼굴인식 결과 화면 스타일(faceFoundPage.css)
// 이 파일의 스타일은 #faceFoundPage 내에서만 유효하다
#faceFoundPage {
background-color:rgb(255,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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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던 기법이지만, 딱히 이를 지칭할 만한 용어가 없어 필자 나름대로 만들어낸 용어

}
#faceFoundPage > article, #faceFoundPage > footer {

다.

background-color:rgb(138,135,136);

자리 잡기 태그 사용 예

}

<div id="faceFound_starTemplate" class="jj-template"> <!-- A -->
...

<div class=”face jj_fastclick”></div>
<div class=”rank”></div>

화면 스크립트(faceFoondPage.js)
var FaceFoundPage = new jj.defclass(jj.ui.Page, {
onInit: function() {
$(this.pageNode).bind(‘onpagebeforeshow’, function() { … });
$(this.pageNode).bind(‘onpageaftershow’, function() { … });
$(this.pageNode).bind(‘onpagebeforehide’, function() { … });
$(this.pageNode).bind(‘onpageaftershow’, function() { … });
...
},

<p class=”rate”><span class=”rateText”></span><small>%</small></p>
<p class=”nameText jj_fastclick”></p>
<p class=”info”></p>
<p class=”descriptionText”></p>
</div>
<div id=”faceFound_star_wrapper”>
<div id=”faceFound_star_scroller”>
<ul>
<li class=”nomatch”> <!-- B -->

...

<div id=”faceFound_star_nomatch”>

});

<h5 class=”nls” nls-key=”0ah002”>닮은 연예인을 찾지 못했습니
다.</h5>

자바스크립트로 화면 전환
// 화면을 수동으로 초기화

<p class=”nls” nls-key=”0ah003”>얼굴이 가까이 나온<br />정면
사진으로 다시 시도해 보세.
<div>

var faceFoundPage = new FaceFoundPage(

<button id=”faceFound_retryBtn” class=”y jj_fastclick”>

$(‘#faceFoundPage’), // 화면을 구성하는 DOM 노드

<span class=”text nls” nls-key=”0ah005”>다시 찾기</span>

facePickerPage, // 화면내의 .jj-back 노드를 클릭할 때 전환될 페이지

</button>

mainPage); // 화면내의 .jj-home 노드를 클릭할 때 전환될 페이지

</div>
</div>

// 현재 화면이 왼쪽으로 사라지면서, 새 화면이 오른쪽에서(slideleft) 나타남
faceFoundPage.show(‘slideleft’);

</li>
<li>
<div id=”faceFound_star1” class=”jj-placeholder”></div> <!-- C -->

// 현재 화면을 유지한 채, 새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slideup) 나타남(modal)
faceFoundPage.show(‘slideup’, true);

</li>
<li>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때 주안점을 둔 것은,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디자인을 반영한
웹 페이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 설명할 Placeholder

HTML Markup과 Marker CSS Class 등의 기법을 활용했다.

<div id=”faceFound_star2” class=”jj-placeholder” data-template=”#faceFound_starTemplate”></div>
<div id=”faceFound_star3” class=”placeholder”></div>
</li>
<li>
<div id=”faceFound_star4” class=”jj-placeholder” data-tem-

Placeholder HTML Markup

plate=”#faceFound_starTemplate”></div>

“Placeholder HTML Markup”(이하 자리 잡기 태그)은 마크업 자체에는 아무런 컨

plate=”#faceFound_starTemplate”></div>

텐츠가 없고, 동적으로 바뀌는 컨텐츠를 위한 “자리 잡기”(placeholder) 역할만 하는,
말하자면 HTML을 위한 “변수” 역할을 하는 HTML 마크업이다. 웹 서버 측 개발에
서 널리 사용되는 템플릿 기법을 순수 클라이언트 측에 적용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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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는 얼굴인식 결과 화면의 일부인데, “jj-template”( )과 “jj-placeholder”(
) CSS 클래스와 “data-template” 속성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실행하면 자리
잡기 태그의 내용(innerHTML)이 템플릿의 내용으로 대체되는데, 템플릿 내부에 있
는 특정 태그의 내용이 서버에서 받아온 값으로 대체된다.

#faceFoundPage.match_2 #faceFound_star_scroller,
#faceFoundPage.match_3 #faceFound_star_scroller {
width:640px;/*320*2pages*/
}
#faceFoundPage.match_4 #faceFound_star_scroller,
#faceFoundPage.match_5 #faceFound_star_scroller {
width:960px;/*320x3pages*/
}

Marker CSS Class

마커 CSS 클래스를 활성화/비활성화하는 자바스크립트 예
if(matchingCelebs < 1) {

“Marker CSS Class”(이하 마커 클래스)는 CSS 클래스 자체에는 아무런 스타일이

$(‘#faceFoundPage’).addClass(‘nomatch’);

없지만,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스타일을 바꾸는 역할만 하는, 말하자면 CSS를

} else {

위한 “조건문” 역할을 하는 CSS 클래스다. CSS의 캐스케이딩 특성을 활용한 기법

}

으로, 이 역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법이지만, 딱히 이를 지칭할 만한 용어가 없어

Marker 디자인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필자 나름대로 만들어낸 용어다.

$(‘#faceFoundPage’).removeClass(‘nomatch’);

개발자 관점에서는 단순한 조건문이지만, CSS는 꽤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복잡한 CSS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완성된 웹 UI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

위에서 설명한 자리 잡기 마크업 태그의 사용 예 중에서 “nomatch” CSS 클래스가

에 프론트엔드 개발자(혹은 웹코더)들과 협업할 때 굉장히 할 요소를 줄인다는 측면에

사용된 태그( <!-- C -->)를 볼 수 있는데, 특정 조건(이 예에서는 일치하는 연예인

서 유용하다.

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태그의 내용은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보
이지 않기도 한다.
마커 클래스 사용 예
/* 일치하는 연예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내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
#faceFoundPage .nomatch {
display:none;
}
/* 일치하는 연예인이 없으면 그에 따른 안내문을 표시한다 */
#faceFoundPage.nomatch .nomatch {
display:block;
}

단말 플랫폼/해상도에 따른 스타일 최적화
하이브리드 앱이 주목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크로스플랫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처
럼 단순하지 않아서, 비록 웹이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특
정 단말 플랫폼이나 해상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푸딩얼굴인식 앱에서는 html 태그에 ios, android 등의 단말 플랫폼을 식별하기 위한
마커 클래스, res320x240, res480x800 등의 단말 해상도를 식별하기 위한 마커 클래
스, 단말 화면 방향을 식별하기 위한 마커 클래스를 html 태그(도큐먼트 루트)에 추가

/* 일치하는 연예인이 없으면 carousel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숨긴다 */

해 두고, 이를 활용해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단말 플랫폼/해상도별 예외적인 스타일

#faceFoundPage.nomatch ul > li {

을 적용한다.

display:none;
}
/* 일치하는 연예인이 없으면 하단의 공유 버튼들을 비활성화 */
#faceFoundPage.nomatch footer button {
opacity:0.5;

단말 플랫폼/해상도 마커 Cls = 뒤에 클래스 초기화 스크립트
var platformCls (/iOS/.test(navigator.userAgent)) ? ‘ios’ : (/Android/.
test(navigator.userAgent) ? android : ‘generic’);

}

var screenCls =‘screen’, screen.width, ‘x’, screen.height).join(‘’);

/* 일치하는 연예인 숫자에 따라 carousel 영역(iscroll)의 너비를 조절한다

var orientationCls = (screen.width < screen.height) ? ‘portrait’ : ‘land-

#faceFoundPage.nomatch #faceFound_star_scroller,

scape’;

#faceFoundPage.match_1 #faceFound_star_scroller {

$(window).addClass(platformCls, screenCls, orientationCls);

width:320px;/*320*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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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고유의 체크박스(on/off 스위치) 이미지를 사용 */

/* 갤러시탭에 해상도에 맞춰 미세 조정 */

input[type=”checkbox”] {

.screen600x1024 header {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size:100%;
}

height:80px;
}
...

.ios input[type=”checkbox”] {
background-image:@url(‘img/ios/check.png’);
}
.android input[type=”checkbox”] {
background-image:@url(‘img/android/check.png’);
}

CSS가 다소 복잡해서 만들기 어렵지만, 다양한 단말 해상도에서 만족스러운, 주요
대상 단말에서는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
다. 다만, 일관성 없는 레이아웃(앱 전체가 일관성 없는 수 십 가지 레이아웃을 사용
하진 않을 테니, 특별한 몇몇 화면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칙화하기보다는 단순

단말 해상도 마커 클래스를 활용한 스타일 최적화
/* 해상도 독립적인 레이아웃 */
section {

작업으로 CSS를 여러 벌 만드는 것이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말하자면 너무 개발자스
러운 욕심을 부려 정규화를 고집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디
자이너/기획자들이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width:100%;
height:100%;
}

다국어 지원

header, footer {
height:10%;
}
article {
height:80%;
}
article.noheader, article.nofooter {
height:90%;
}
article.noheader.nofooter {
height:100%;
}

푸딩얼굴인식 앱 다국어 버전은 앞에서 설명한 Placeholder HTML Markup과

Maker CSS Class를 활용하여 다국어 메시지를 지원한다. 현재 지원하는 언어는 영
어, 일어, 중국어(간체) 뿐이지만, 코드의 수정 없이 번역된 메시지만 추가하면 다른
언어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가 추가될 때마다, locales 디렉토리에 안에 디렉토리(en, ja, zh 등)가
추가되고, 이 디렉토리 아래 번역 텍스트 파일(messsages.json), 언어별 미세 조정

css(override.css), 그리고 언어마다 달라지는 리소스(이미지 등)가 들어 있다.

/* 아이폰 해상도에 맞춰 미세 조정 */
.screen320x480 header {
height:44px;
}
.screen320x480 footer {
height:49px;
}
.screen320x480 article {
height:387px;/*480-44-49*/
}
.screen320x480 article.noheader {
height:436px;/*480-44*/
}
.screen320x480 article.nofooter {
height:431px;/*480-49*/
}

다국어 리소스 디렉토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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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가 적재될 때, 현재 언어를 식별하여 html 태그에 “jj-nls-”로 시작하는 마커

번역 텍스트 식별자(message ID)는 ID만으로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주의 깊게 결정

클래스(jj-nls-en, jj-nls-ja, jj-nls-zh 등)를 추가하고, 현재 언어를 위한 번역 텍

해야 기획자/번역자들과 협업이 편해진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식별자”, “키”,

스트 파일을 읽어오고, 페이지 내에 data-nls 속성을 가진 모든 태그를 찾아서 내용

“해시 테이블” 같은 단어를 이해시키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innerHTML)을 번역된 텍스트로 치환한다.

다국어 처리에서 골칫거리 중의 하나는 텍스트가 자치하는 공간이 언어마다 달라서

다국어 지원 초기화 스크립트
var lang = navigator.language.substring(0, 2);

모든 언어에서 만족스러운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다(Bienvenue! Welcome! 歡迎!

Willkommen! Benvenuto! 환영! Seja bem-vindo(a)! Bienvenido!). 푸딩얼굴인

if(lang !== ‘en’ && lang !== ‘ja’ && lang !== ‘zh’) { lang = ‘en’; }

식 앱에서는 이 문제를 마커 클래스를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 없이 CSS만으로 처리

$.get(‘locales/’ + lang + ‘/messages.json’, function(messages) {

했는데, 언어별로 별도의 UI 스펙을 다 만들지 않고, 디자이너와 같이 앉아서 눈으로

$(document.documentElement).addClass(‘jj-nls-’ + lang);
$.each(document.documentElement).find(‘*[data-nls]’).each(function(index,
node) {
var key = node.attr(‘data-nls’);

보면서 기본 언어에 대한 스펙에 언어별 미세 조정(주로 위치, 여백, 글꼴 크기 조정)
을 했다. 필요하다면 기획자와 협조하여 번역 문장을 바꿔야 할 경우도 있다. 이 작업

var message = messages[key];

을 할 때는 체계적인 CSS를 고집하기 보다는 비표준이나 꼼수를 감수하고, 디자이너

if(message) {

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node.html(message);
} else {
console.error(’missing nls message:’ + key);
}

마커 클래스를 활용한 언어별 스타일 최적화
.jj-nls-zh #intro_title {
background-image:@url(‘../img/intro_title.png’);/*locales/zh/img/intro_

});

title.png*/

다국어 번역 텍스트 파일(locales/언어/messages.json)

}
.nls_zh #find_cameraBtn > .text,

{

.nls_zh #find_albumBtn > .text {
“common.back”: “Back”,

width:70px;

...

display:inline-block;

“setupTwitterPage.title”: “Setup - Twitter”,

}

…

...

}

다국어 지원 자리 잡기 태그

차일드 브라우저(Child Browser)

...
<button><span data-nls=”common.back”>이전</span></button>

푸딩얼굴인식 앱의 화면 그 자체는 WebView(UIWebView), 즉 내장된 웹 브라우저

...

지만, 또 다른 웹 브라우저가 필요할 때가 있다. <iframe>으로 대신할 수 있을 때도 있

<h1><span data-nls=”setupTwitterPage.title”>설정 - 트위터</span></h1>
...

다국어 번역 텍스트 치환 결과

이 글에서 가장 긴 아래의 예제 코드는 푸딩얼굴인식 다국어 앱의 트위터 인증 부분에

...

서 추출한 것이다. OAuth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코드는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button><span data-nls=”common.back”>Back</span></button>

앱스프레소 확장 API ax.ext.ui.addWebView()를 이용하여 트위터 인증 페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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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pan data-nls=”setupTwitterPage.title”>Setup - Twitter</span></h1>

차일드 브라우저로 열고, 차일드 브라우저의 URL 변화를 확인하는 부분은 생소할 것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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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requestToken()을 호출하면 트위터 OAuth 인증이 성공하면 트위터 개발
자 등록 시 지정한 콜백 URL로 리디렉트하면서 트위터 API 호출에 필요한 정보를 쿼

url: message.action, // oauth 서명을 포함한 url
params: OAuth.getParameterMap(message.parameters),
					

리 파라메터로 넘겨준다. 일반적인 서버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부분에서 서버

if(result.status >= 200 && result.status < 300) {

코드(jsp, asp, php 등)에서 쿼리 파라메터를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

var data = jj.util.decodeQueryString(result.data);

겠지만, 하이브리드 앱는 일종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므로 차일드 브라우저의

URL을 검사해서 동일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 oauth 서명된 파라메터

success: function(result) {

// oauth 인증 성공...
callback(data.oauth_token, data.oauth_token_secret, data.user_
id, data.screen_name);
} else { errback(result.status); }
},
error: errback,
});
};
twitter.requestToken = function(callback, errback) {
var accessor = {
consumerKey: ‘**트위터 개발자 등록 시 받은 키**’,
consumerSecret: ‘**트위터 개발자 등록 시 받은 비밀키**’,
};
var message = {
action:’https://api.twitter.com/oauth/request_token’,
method:’POST’
};
OAuth.completeRequest(message, accessor);
OAuth.SignatureMethod.sign(message, accessor);
ax.ext.net.curl({

차일드 브라우저를 이용한 트위터 OAuth 인증 화면

method:‘POST’,
url:message.action, //oauth 서명을 포함한 url

앱스프레소의 확장 API를 이용한 Twitter OAuth 예

params:OAuth.getParameterMap(message.parameters),
					

twitter.accessToken = function(token, verifier, callback, errback) {
var accessor = {

if(result.status >= 200 && result.status < 300) {

consumerKey: ‘**트위터 개발자 등록 시 받은 키**’,

var token = jj.util.decodeQueryString(result.data));

consumerSecret: ‘**트위터 개발자 등록 시 받은 비밀키**’,
token: token,

//oauth 서명된 파라메터

success: function(result) {

twitterPage.authorizeUrl = ‘https://api.twitter.com/oauth/
authorize?oauth_token=’ + encodeURIComponent(token);

tokenSecret: null

twitterPage.oauthCallback = callback;

};

twitterPage.oauthErrback = errback;

var message = {

twitterPage.show(‘slideup’, true);//화면을 modal 방식으로 표시

action: ‘https://api.twitter.com/oauth/access_token’,

} else { errback(result.status); }

method: ‘POST’,

},

parameters: { ‘oauth_verifier’: verifier }

error: errback,

};

}

OAuth.completeRequest(message, accessor);
OAuth.SignatureMethod.sign(message, accessor);

});
};

ax.ext.net.curl({
method: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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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기술과 아키텍처 사이의 괴리가 하이브리드 앱 개발의 첫 번째 난관이다. 네이티

init: function() {
var self = this;

브 앱 개발 경험이 없는 웹 개발자라면, 기본적인 네이티브 앱 개발의 기본적인 내용

var webview;
$(this.pageNode).bind(‘onaftershow’, function() {
var opts = {
top:43, left:0; width:320, height:417,
load: function(url) {
if(url.indexOf(‘**트위터 개발자 등록시 같이 등록한 콜백

만이라도 익혀두면 하이브리드 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웹서버가 없
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웹 개발 경험이 없는 네이티브 앱 개발자라면, 지금의 웹
기술이 그 옛날의 (슬쩍 맛만 봤던) 웹 기술이 아님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웹 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웹 개발이 단순 노동이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URL’) === 0) {
self.hide(‘slidedown’);//화면을 modal 방식으로 숨김
var data = jj.util.decodeQueryString(url.substring(url.
indexOf(‘?’)+1));
twitter.accessToken(data.oauth_token, data.oauth_veri-

비 개발자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앱의 가장 큰 장점은 크로스플랫폼이고, 가장 큰 단
점도 크로스플랫폼이다. 아래의 그림은 애플리케이션을 비용과 품질 측면에서 하이브
리드와 네이티브와 웹의 위치를 보여준다.

fier, self.oauthCallback, self.oauthErrback);
}
}
};
ax.ext.ui.addChildView(function(result) {
webview = handle;
}, self.authorizeUrl, opts);
}).bind(‘onbeforehide’, function() {
ax.ext.ui.removeChildView(function() {}, webview);
});
}
});
…
$(‘#twitterSigninBtn’).click(function() {
twitter.requestToken(
function(token, tokenSecret, userId, screenName) { alert(‘트위터 인증
성공: hello,’ + screenName); },
function(error) { alert(‘트위터 인증 실패:’ + error); }
);

하이브리드 앱 포지셔닝

});

모바일 단말기의 웹 브라우저에서 <iframe> 태그는 스크롤, 확대 등의 문제가 있으므
로 앱 소개, 공지사항, 도움말, 지원 정보 등의 정적인 컨텐츠를 표시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비용과 무관하게 최고의 품질을 원한다면 네이티브 앱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실용적
인 품질을 원한다면 웹 앱으로 개발하면 된다. 하이브리드 앱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
라 BEST가 될 수도, WORST가 될 수도 있다. “좋은”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기 위해
서는 적절한 품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 개발 조직
(기획, 디자인, 사업, ...)의 웹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웹의 한계, 장점, 단점

나가는 글

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네이티브 앱의 UI/UX를 흉내만 내려고 하면 모두가 만족하

개발자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웹 기술(HTML , CSS ,

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은탄환은 없다.

JavaScript, …)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요소 기술들은 웹이지만, 전체적인 아
키텍처 관점에서는 (데스크탑용) GUI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다. 별것 아닌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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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클라우드

푸 딩 얼 굴 인 식 다 국 어 앱 ( i O S ) h t t p : / / i t u n e s . a p p l e . c o m / u s / a p p /

분산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id378461555?mt=8

프로그래밍을 좀 하다 보면, 몇 개의 산을 넘으면서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어갑니

jQuery 홈페이지 http://jquery.com/

다. 동네마다 다른 산이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산이라면 ‘스

iScroll 홈페이지 http://cubiq.org/iscroll/

레드(thread)’가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머의 마음. 스레드는

JSLint 홈페이지 http://jslint.com/
YUICompressor 홈페이지 http://developer.yahoo.com/yui/compressor/

고성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조금 달라졌고 새로운 산맥들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에 CPU코어
가 하나 둘 늘어나 멀티코어 시대가 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빅
데이터 처리를 외치면서 한번에 수십 대, 수백 대를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 폼 나는 프
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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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산처리는 어렵습니다.

파이썬(Python) 이야기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산처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Hard to Learn
Hard to Write
Hard to Run

저는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시작 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21일 완성 시리즈와 함께

일단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병렬처리 등을 위해서 쓰이던 MPI등은 배우려

시작한 C는 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고 책을 펴면, ‘이걸 어느새 다 보나’, ‘아 배가 고픈데 벼를 심어야 하는 격이구나’ 같은

점에서 오랫동안 저를 매료시켰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어지럽게 하는 포인터와 작은

심경이 들게 합니다. 배우기가 쉽지 않으니 작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대에서 스

일을 위해서도 잔뜩 들어가야 했던 코드 라인 들은 역시 조금 안타까웠죠.

레드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만 해도 난무하는 각종 버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게 기억납

그러다가 파이썬을 만났습니다. C로 수백 라인을 작성해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니다. 분산 환경에 맞게 코딩을 하다 보면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스레드 시절보다 곱

을 몇 라인으로 재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죠. 높은 생산

절로 늘어납니다. 실행속도가 10배 빨라질지는 몰라도 코딩 속도는 확실히 100배 쯤

성뿐만 아니라, 괄호가 아니라 들여쓰기로 완성되는 구조 덕분에 누가 작성하더라도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겨우 겨우 코딩을 완성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높은 가독성을 보장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웬만한 기능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실행입니다. 이전엔 명령 한번만 실행하면 되었던 것을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접속해가

풍부한 라이브러리 역시 엄청나게 일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죠. 특히 C나 C++과 찰싹

면서 일일이 실행해줘야 합니다. 머신 마다 세팅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던가, “앗 이

잘 붙는 특성 때문에, 혹시라도 속도가 필요한 부분은 C언어 모듈로 작성해서 파이썬

머신은 라이브러리 버전이 안 맞아.”, “앗 나 돌리고 있었는데 컴퓨터 한 대 재부팅 해

에 붙이면 어지간한 속도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버렸어!”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힘들게 분산 처리하느니, 기다림의 미덕을 숭상
하겠다는 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비주류 언어였는데, 이제는 대표적인 주류
언어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인기에 왠지 제가 다 으쓱해졌습니

그래서 이 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그러나 좋은 시절도 잠시. 점점 머신의 코어가 늘어가고 병행성(Concurrency)

Easy to Learn

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오자 나의 소중한 파이썬이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

Easy to Write

썬은 분산처리를 하기에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리가. 나의

Easy to Run

파이썬이 이럴 리가 없어.

쉬운 방법들을 찾습니다. 복잡한 기법들보다 되도록 여러 머신을 쉽게 활용한다는 목
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쓸 예정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재
수정해서 바로 돌려보기도 좋습니다. 이 파이썬을 이용해 컴퓨터 한대에서 멀티코어
를 활용해보고, 수십 대를 활용해보고, 급기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실행해 볼 예정
입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우아하게.

충격적인 이야기
조금 충격적인 결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0부터 20,000,000까지를 (엄
밀히는 19,999,999까지) 더하는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스레드 딱 하나만 만들어서 계산을 돌려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스레드는

threading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스레드 딱 하나일 때는 스레드
를 만들 필요조차 없지만 앞으로의 실험을 위해 넣었습니다. 아. 실험은 듀얼코어의
노트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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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1 thread 코드

START, END = 0, 20000000
result = list()

from threading import Thread

th1 = Thread(target=do_work, args=(START, END/2, result))
th2 = Thread(target=do_work, args=(END/2, END, result))

def do_work(start, end, result):

th1.start()

sum = 0

th2.start()

for i in range(start, end):

th1.join()

sum += i

th2.join()

result.append(sum)
return

print “Result : “, sum(result)
$ time python 2thread.py

if __name__ == “__main__”:
START, END = 0, 20000000
result = list()
th1 = Thread(target=do_work, args=(START, END, result))

Result :

199999990000000

real

0m4.225s

user

0m3.465s

sys

0m1.688s

th1.start()
th1.join()
print “Result : “, sum(result)
$ time python 1thread.py
Result :

199999990000000

2thread.py에 대한 설명
이. 이럴 수가. 4.2초가 걸렸습니다. 듀얼코어에서 스레드를 썼는데 두 배 빨라지기
는커녕, 오히려 더 느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파이썬의 스

real

0m3.523s

레드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보여준 걸까요? 그 원인은 악명 높은 GIL 이라는 녀석

user

0m3.086s

때문입니다. 도대체 GIL은 뭔가요?

sys

0m0.430s

1thread.py에 대한 설명
네. 실행하는데 대략 3.5초 정도 걸렸군요. 자 이제 듀얼코어 이니까 CPU들 모두를

파이썬 GIL 이야기
GIL은 어떤 건가요?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스레드를 두 개를 쓰면 더 빨리 할 수 있겠군요. 코드를 약간 수

아까의 실험에서도 보았듯 파이썬은 스레드를 이용해 멀티코어를 활용하는데 어려

정하여 스레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실행하기 전에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스레드 1

움이 있어 보입니다. 파이썬을 구현하면서 도입된 GIL때문입니다. GIL은 Global

개일 때 3.5초 정도 걸렸으니 스레드 2개라면 1.8초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죠?

Interpreter Lock의 약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지요.

◆◆파이썬 2 thread 코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from threading import Thread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구현을 하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스레드를 구현할 때
스레드들 사이에 공유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프리

def do_work(start, end, result):
sum = 0
for i in range(start, end):
sum += i
result.append(sum)
return
if __name__ == “__main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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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잘한 락을 각 단계마다 세세하고 여러 개 만들어 컨트롤 하는 방법입니다. 큰
덩어리로 락을 구성할 수록 구현은 쉽지만 병행성(concurrency)은 떨어집니다. 작은

동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GIL때문에 스레드를 쓴 것이 더 느려지기도 합니다. 개별 스레드는 자신의 순

덩어리로 구성할 수록 구현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지만 병행성이 좋아집니다.

서를 얻기 위해 1.Signaling, 2. thread wake-up, 3.GIL 획득 이라는 절차를 밟아

파이썬은 Coarse-grained Lock의 극단을 추구했습니다. 인터프리터 전체를 관통

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커서, 초반부에 했었던 간단한 실험에서처럼 멀티

하는 Global Lock 하나를 도입한 것이지요. 파이썬을 처음 구현하던 시기는 1990년

스레드를 쓰는 것이 단일스레드보다 더 느려지는 신기한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 초반으로 이 때는 개인용 멀티코어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때입니다. 파이썬을

물론 이것은 오로지 CPU만을 쓰는 스레드들끼리 경쟁할 때의 이야기고, I/O가 섞이

구현하던 Guido 씨는 ‘자잘한 락을 여러 단계에 걸쳐 잡는 것보단 차라리 큰 락 하나

면 어떻게든 이득을 보긴 합니다. 어쨌거나 파이썬에서 멀티스레드를 써본 사람들은

를 잡는 것이 더 빠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때는 실제 물

실망합니다. 이게 뭐야 난 CPU가 여러 개인데 프로그램이 하나만 써! 본격 GIL 타박

리 CPU는 하나이던 시절이라, 설사 자잘한 락을 잡아서 스레드를 동시에 돌게 해도

시대가 열립니다.

결국 하나의 스레드만 실제로 돌게 될 테니, 그냥 한번에 콱 잡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런 전역 락의 도입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구현할 때 전체 구조를 간단히 만들어 주고,

GIL 타박 시대

상대적으로 이후 구현이 극단적으로 쉬워지는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인
지 ruby같은 언어도 GIL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기가 쉬워지거든요)
실제 GIL의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은 주어진 원본 소스를 실행에 앞서
파이썬용 VM에서 돌아가는 Virtual Instruction으로 이루어진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
고 차곡차곡 실행합니다. 파이썬 VM안에서 각 스레드는 자신의 차례가 오면 GIL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 했습니다. Guido도 GIL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쉽지
는 않았습니다. 2007년 9월에 기고한 “It isn't Easy to Remove the GIL” 라는 제목
의 글에서, ‘내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도는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
네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에서도 잘 기술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GIL을 없애기
위한 그 동안 파이썬 진영도 노력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파이선 1.5 버전 정도의 시

획득하고 100바이트코드를 진행할 수 있는 ‘틱(Tick)’이라 부르는 할당을 받습니다. 코

절에 Greg Stein이라는 사람이 GIL을 없애보려고 커다란 GIL을 작은 단위의 세밀한

드들을 진행하며 틱을 소진하다가 100바이트코드 틱을 모두 소진하면 GIL을 놓고, 다

Lock으로 대체해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굉장한 양의 작업을 하여 GIL을 없애고

음 GIL을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을 깨웁니다. 물론 바이트코드들을 수행해나가다가

멀티코어에서 속도 향상을 조금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를 쓰지 않는 보통의 프로

CPU가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명령(주로 저장장치나 네트워크 읽고 쓰기)을 만나면,

그램이 두 배 넘게 느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GIL일 때는 한번에 잡았다 놓을 수

어차피 장치로부터 다되었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바로 자기 틱을 다

있었던 락을 자잘하게 여러 번 잡아야 하게 되었으므로 더 느려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날려버리고, GIL을 놓고 다음 스레드에게 기회를 넘깁니다. 그렇지만 계산하는 명령

대부분 유저가 짜는 프로그램은 단일스레드 프로그램인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더더

이 대부분이라면 틱을 다 소모할 때까지 자신이 홀로 CPU를 점유합니다.

군다나 기존에 GIL을 믿고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고 편하게 짜여진 그 많은 C, C++
을 이용한 확장 모듈들이 새로 구현되어야 할 판입니다. 결국 열심히 짠 패치는 적용

GIL의 단점
한동안은 세상이 아름다웠지만, 2000년대 멀티코어 시대가 오면서 GIL이 타박 받기

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GIL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은 좀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마
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죠.

시작합니다.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싱글코어 시절엔 파이썬이 아닌 다른 멀티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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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도 시간 분할 방식으로 동작했습니다. 어떤 언어든 시간을 잘게 나눠서 한번

GIL에 자유로운 Python도 있기는 합니다.

에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멀티코어 시대가 되면서 스레

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파이썬이 무조건 GIL에 속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드들이 각 코어에 붙어서 정말로 동시에 실행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C로 구현한 CPython의 이야기이

썬은 여러 코어가 있더라도 하나뿐인 GIL을 얻으려고 스레드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고, 파이썬을 자바로 구현한 Jython은 JVM위에서 돌며, GIL을 없애는 데에 성공했

컨퍼런스 세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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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CPython GIL의 가장 주된 이유는 Garbage Collector를 별도로 구현하면
서 변수가 쓰이나 안 쓰이나를 reference count(쓰면 숫자를 올리고 안쓰면 내리고)
를 통해서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Jython에서는 이 부분을 JVM의 thread와 JVM

한 대 에서 분산하기
python multiprocessing의 소개

GC를 활용하면서 GIL을 fine-grained lock으로 대체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그렇다면 파이썬에서 multicore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해결

.NET 의 CLR(Common Language Runtime) 위에서 돌아가는 IronPython역시

책이 있습니다. Jesse Noller와 Richard Oudkerk는 생각했습니다. GIL때문에 스

GIL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파이썬 구현체에서는 스레드를 통해 멀티코어를 활용

레드가 안 된다고? 그럼 프로세스를 쓰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세스에 기반한 병행 도구들을 만들어 multiprocessing이라는 패키지

그렇지만 역시 가장 대중적인 파이썬은 C로 구현된 CPython이고, CPython은

를 만듭니다. 쉽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서로 통신하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API들

Python 3.x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GIL을 가지고 있습니다 (Python 2.x 대보다 좀 더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2.6부터 파이썬의 표준 패키지로 포함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Noller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 패키지가 배포되어 read-only가 되어 버린다니 버
그도 있을 텐데 떨려 죽겠어요.”라는 재미있는 글들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버그도 적

그럼 GIL은 악당인가요?
그렇다면 GIL은 정말 악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GIL때문에 파이썬 interpreter
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확장 모듈들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워질 수 있었습
니다. GIL을 통해 내부 객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이 오픈 소스 형태로 CPython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GIL이 자원에 대해

고, 매우 쓸만합니다. 이 아저씨 엄살은.

Multiprocessing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파이썬 multithread 라이브
러리와 API를 거의 같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멀티 프로세스 체계를 다
시 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의 일부 이름을 고치는 것만
으로 멀티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제에서 보여 드렸던
2thread.py를 고쳐볼까요?

한 스레드씩 접근한다고 보호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확장 모듈을 작성하던 사람들은
내 코드가 스레드로 동시에 돌 때 다뤄야 하는 복잡 미묘한 일로부터 자유롭고 편하게

◆◆python multiprocessing 코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매력인 간결한 인터프리터와 풍부한 확장 모

from multiprocessing import Process,Queue

듈들은 어쩌면 GIL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def do_work(start, end, result):

또 GIL이 있다고 하지만 파이썬 스레드가 무용인 것은 아닙니다. GIL때문에 확실히

CPU는 한번에 하나밖에 못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프로그
램은 CPU가 느려서 느린 게 아니라 디스크, 네트워크 등의 I/O를 하다가 느렸던 경
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스레드는 I/O를 병렬화 하는 것에는 매우 잘

sum = 0
for i in range(start, end):
sum += i
result.put(sum)
return
if __name__ == “__main__”: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듯 I/O를 만나면 잽싸게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넘기기

START, END = 0, 20000000

때문에, 예를 들어 파일 4개를 스레드 4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읽는 프로그램을 짠다

pr1 = Process(target=do_work, args=(START, END/2, result))

면, 확실히 4배가 빨라집니다.

pr2 = Process(target=do_work, args=(END/2, END, result))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코어를 활용해 CPU 계산을 스피드 업 시킬 수 없다는

pr2.start()

것은 여전히 단점은 단점입니다.

result = Queue()

pr1.start()
pr1.join()
pr2.join()
result.put(‘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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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 0

모든 것은 해결 된 것일까요?

while True:
tmp = result.get()
if tmp == ‘STOP’: break

그렇지만 multiprocessing 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역

else: sum += tmp

사에서 스레드가 나왔던 이유가 기억나시죠? 그건 프로세스가 무겁기 때문이었습니

print “Result : “, sum

다. 우리가 다시 프로세스를 쓴다는 것은 그 단점들을 다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

$ time python 2process.py
Result :

199999990000000

real

0m1.880s

user

0m3.282s

sys

0m0.402s

요. 기동하고, 내려가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불러놓고 잔심부름만 시키기 보
단 좀 굵직굵직한 일을 던져주는 편이 이득입니다. 또 threading의 동기화 도구들
을 모두 지원하긴 하지만, 모든 종류의 병렬프로그램이 그렇듯 shared 객체는 가급
적 적게 쓰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최대한 공유되는 자료를 피해서 궁극적으로는

2process.py에 대한 설명
Import 한 라이브러리가 threading에서 multiprocessing으로 바뀌고, Thread 객

shared-nothing 형태가 되어야, 개별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눈치를 안보고
자신의 능력껏 실컷 달릴 수 있을 겁니다.

multiprocessing의 가장 큰 한계는 이것은 ‘한 컴퓨터 안’에서의 local concurrency

체대신 Process객체를 만드는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결

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께서 컴퓨터를 여러 대 사주셨다면, 그에 맞게

과를 취합하기 위해 multiprocessing이 가지고 있는 Queue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확장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multiprocessing을

Queue는 Process간에 공유가 되는 편리한 녀석입니다. 속도는 1thread.py 일 때

파이썬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소개 글에서 (PEP 371) 이것은 local에서의 병행성을 얻

3.5초, 2thread.py 일 때 4.2초 걸렸던 작업이 multiprocessing을 쓰자 1.8초. 절반

기 위한 작은 발판이고 이것을 다른 MPI같은 분산 솔루션과 잘 조화시켜 사용할 수

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속도가 두 배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파이썬이 멀

있다면 더 좋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러 대로 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
시다.

multiprocessing에 대한 추가 설명
Multiprocessing 는 동기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매우 풍부하게 지원하고 있

여러 대로 분산하기

습니다. 기본적으로 threading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던 Semaphore, Condition,

Event, Lock 등을 거의 그대로 흉내 내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레드 프

기존의 방법들

로그램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프로세스간 통신을 위한 프로세스간

multiprocessing은 분명 굉장히 아름다운 방법이지만, 여러 대의 머신으로 확장하기

공유되는 Queue와 Pipe를 지원하고, Shared memory 를 이용해 만든 공유 객체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서버,

인 Value나 Array등을 제공합니다. 또 프로세스의 pool을 만들고, 그 pool에 원하는

클라이언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로 자료를 보내서 분산하는 형태라

함수를 던져서 결과를 받아오는 패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던가, 이것을 좀 더 표준화 해서 RPC(Remote Procedure Call) 형태로, A 머신에

형태는 스레드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Producer/Consumer 스타일의 코딩입

서 함수를 호출하면 B에서 수행되어 결과가 돌아오는 형태 등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니다. 작업해야 할 대상을 큐에 집어 넣고, 이를 다른 여러 프로세스가 뽑아가면서 실

파이썬에서는 rpyc나, pyro등의 RPC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

행하는 스타일 말입니다.

한 아이들은 프레임웍을 공부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기
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큰 신경 안 쓰고 간단히 분산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최우선 하
기로 합시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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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Python
Parallel Python은 멋있는 이름에 비해서 썰렁한 홈페이지가 더 인상 깊은 병렬 라

real

0m9.364s

user

0m32.629s

sys

0m1.361s

이브러리 입니다. 함수를 다른 컴퓨터에 전송해서 실행하고, 전송 받아 취합하는 프

위가 가장 전형적인 PP의 코드입니다. Server객체를 만들 때 일에 참여할 머신들의

로세스 기반의 병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는 Parallel Python쪽

주소를 ppservers로 받습니다. 여기 적힌 머신들을 무조건 다 켜놓고 준비해 놔야 하

이 multiprocessing보다 더 먼저 개발 되었습니다. 사실 multiprocessing이 이

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안된 서버는 PP가 알아서 지나갑니다. job을

Parallel Python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Server.submit() 함수로 밀어 넣으면 이 함수는 자신 또는 원격에 있는 서버에 코드
가 전송되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Server.submit()이 리턴 해준 객체에 () 를 뒤에

parallel python 샘플
자 먼저 한대에서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합시다. Parallel Python(이
하 PP)은 머신 한대에서 프로세스 기반으로 멀티코어 활용을 하는 것도 지원합니

붙여 함수 형태로 호출을 하면 원격에서 실행된 결과를 가져와 줍니다. 만약 원격의
작업이 아직 종료되고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block됩니다. (block을 피
하기 위한 callback 방식도 지원합니다. PP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다. 아까와 비슷한 덧셈 프로그램입니다만, 이번엔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숫자는

머신 하나에서 멀티코어만 활용해서 실행해 보았더니 9초가 걸렸습니다. 실행 중 모든

160,000,000, 16개의 일로 나누어 봅시다. IP가 172.168.1.2인 머신 하나에서 프로그

CPU코어들은 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펼쳐봅시다. 다른 머신들에

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Worker Server를 기동해봅시다. PP를 잘 설치했다면 해당 머신에서 ppserver.py

import pp

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얘는 Worker Server들로 동작합니다. 한대를 추가해 보겠습

def do_work(start, end):

니다.

sum = 0
for i in range(start, end):
sum += i
return sum

172.168.1.3 $ ppserver.py –d (-d는 화면에 로그 찍는 디버그 모드입니다)
2011-11-03 17:49:50,999 - pp - INFO - Creating server instance (pp-1.6.1)
2011-11-03 17:49:50,999 - pp - INFO - Running on Python 2.6.5 linux2
2011-11-03 17:49:52,439 - pp - INFO - pp local server started with 2 workers

if __name__ == “__main__”:
NUM_RUN = 16
TOTAL = 160000000
AMOUNT = TOTAL/NUM_RUN
result = list()
nodes = (“172.168.1.3”, “172.168.1.4”)
job_server = pp.Server(ppservers = nodes)
jobs = list()
for i in range(NUM_RUN):
jobs.append( job_server.submit( func=do_work, args=(AMOUNT*i,
AMOUNT*(i+1)) ) )
for j in jobs:
result.append( j() )
print “Result : “, sum(result)

2011-11-03 17:49:52,439 - pp - DEBUG - Strarting network server interface=0.0.0.0 port=60000

자 이제 소스 코드 중간을 약간 고쳐서 다시 똑같이 실행해보면
172.168.1.2 $ time python pp_sum.py
Result :

12799999920000000

real

0m5.105s

user

0m16.874s

sys

0m1.111s

9.3초이던 시간이 5.1초로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딱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
는 건 자료를 주고 받고 세팅하고 하는 등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 때문입니다. 이때 원
격 쪽 서버의 로그를 살펴보면

172.168.1.2 $ time python pp_sum.py
Result :

12799999920000000

2011-11-03 18:02:30,776 - pp - DEBUG - Control message received: STAT
2011-11-03 18:02:30,832 - pp - DEBUG - Control message received: EXEC
2011-11-03 18:02:30,843 - pp - DEBUG - Control message received: EXEC

124

컨퍼런스 세션 내용

PYTHON 으로

클라우드 하고 싶어요

125

2011-11-03 18:02:30,844 - pp - DEBUG - Task 0 inserted
2011-11-03 18:02:30,845 - pp - DEBUG - Task 1 inserted
2011-11-03 18:02:30,845 - pp - INFO - Task 0 started

를 바꾸어 되도록 Shared-Nothing을 만들어 각자 독립적으로 돌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정도 범위라면 Parallel Python은 충분히 잘 지원합니다.

2011-11-03 18:02:30,846 - pp - INFO - Task 1 started
2011-11-03 18:02:30,856 - pp - DEBUG - Control message received: EXEC
2011-11-03 18:02:30,856 - pp - DEBUG - Task 2 inserted

대량의 분산에선 원래 프로세스가 답

2011-11-03 18:02:30,878 - pp - DEBUG - Control message received: EXEC
2011-11-03 18:02:30,878 - pp - DEBUG - Task 3 inserted
2011-11-03 18:02:31,795 - pp - DEBUG - Task 4 inserted
2011-11-03 18:02:31,849 - pp - DEBUG - Task 1 ended

으로 본다면 스레드의 탄생은 프로세스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한 대’ 안에서

2011-11-03 18:02:31,849 - pp - INFO - Task 2 started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하고 싶은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고, 처음

2011-11-03 18:02:31,975 - pp - DEBUG - Task 5 inserted
2011-11-03 18:02:32,039 - pp - DEBUG - Task 0 ended

에는 프로세스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마다 프로세스를 새로 띄웠다 내리는 것은
꽤 비용이 드는 일이었고,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없기에, 프로세스들끼리 PIPE나 소

이하생략

와 같이 Job들이 네트워크로 날라와서 실행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Worker Server를 하나 더 추가해서 3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72.168.1.4 $ ppserver.py -d

켓 등의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로 통신해 나가는 것은 영 번거롭고
불편하고 느린 일이었죠.
그러다가 스레드가 각광받게 됩니다. Light Weight Process라는 스레드의 다른 이

2011-11-03 17:51:40,959 - pp - INFO - Creating server instance (pp-1.6.1)

름답게, 새로 하나를 만드는데 매우 빠르고, 주소 공간을 같이 쓰고 있기에 변수가 공

2011-11-03 17:51:40,959 - pp - INFO - Running on Python 2.6.5 linux2

유 되었고, 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복잡한 IPC를 쓰지 않아도 되었죠. 너

2011-11-03 17:51:42,459 - pp - INFO - pp local server started with 2 workers
2011-11-03 17:51:42,459 - pp - DEBUG - Strarting network server inter-

도나도 스레드를 쓰기 시작하고 이를 이용한 여러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

face=0.0.0.0 port=60000

다.

172.168.1.2 $ time python pp_sum.py

그리고 멀티코어 시대가 됩니다. 이제 스레드 패러다임이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입니

Result :

다. 비록 스레드가 있어도 물리 CPU가 하나였던 시절엔 시간 단위로 잘라서, 번갈아

12799999920000000

real

0m3.532s

가며 한 번에 한 스레드만 동작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하나가 여러 개의 물리 CPU

user

0m8.787s

sys

0m1.014s

를 가지게 되자, 스레드 들이 ‘정말로 동시에’ 돌 수 있게 됩니다. 스레드의 효율이 극

시간이 3초대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세배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머신을 소규모
로 확장하여 단발성 분산처리를 할 때 PP는 정말 편하고 유용합니다. 홈페이지에 가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활용예가 나옵니다.

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갔고, 머신 하나로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습
니다. 수십 수백 대를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
니다. 해결책이었던 스레드는 오히려 한계가 되었습니다. 스레드는 한 머신 안에서만

Parallel Python도 일을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

확장 가능 했거든요. 작업을 여러 머신에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작업 단위 개

이므로, 꼭 여러대가 아니라 한 머신 안에서 CPU코어를 활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별 개별을 서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단위로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변수 공유 보다는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머신에서 나뉘어져 도는 상황을 위한 범용성 추구 때문에

서로 통신하는 형태로 확장해야 했습니다. 다시 프로세스였습니다. 결국 파이썬이든

multiprocessing에서 지원하는 Lock이나, Queue같은 세세한 동기화 도구는 지원

아니든, 어떤 언어로든 정말 대형으로 scale out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프로세스 기반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쉽겠지만 원래 대형 분산에서는 이러한 동기화 도구는 가

으로 확장되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동기화는 서로를 기다리게 해서 전체의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일을 크게 분산해서 처리하려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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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분산하기

Hadoop

한 대에서 멀티코어 활용하기, 내 앞에 놓은 여러 대를 잘 활용하기 까지 해보았습니
다. 지금부터는 수십 대의 클러스터, 수백 대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소개 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MapReduce라고 하는 문제 풀이 방식입
니다.
이 MapReduce 방법론은 구글이 OSDI 라는 학회에서 2004년에

MapReduce - 나는 반장이다.

발표한 이래,

굉장한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구글님이 쓰신다
는 위엄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것은 Hadoop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apReduce 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용어이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Hadoop은 Google의 Google File System과 MapReduce 논문을 보고 Doug

비유를 통해 한번 더 되새겨 봅시다.

Cutting 아저씨가 만들어보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Doug Cutting아저씨는 오

자 여러분이 학교의 반장이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픈소스 검색엔진 라이브러리인 Lucene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Lucene

주시면서, 이 책에 있는 단어들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세어서 달라고 합니다. (대중

을 이용해서 웹을 담을 수 있는 검색엔진을 만들고 싶어서 Nutch라는 프로젝트를

적인 Word Count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책은 들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

진행했었습니다. 웹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검색엔진을 만들자니, 대용량 파일 시

고 무겁습니다. 이걸 반장인 여러분 혼자 다 한다면? 선생님 나빴어 하고 투덜투덜 하

스템과 분산처리가 필요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 구글의 Google File System

겠지요. 괜찮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이면 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 MapReduce 논문을 참고하여 만들기 시작한 것이 후에 Hadoop이 됩니다.

저기 눈을 말똥말똥 뜨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반 아이들 서른 명이 있군요. 책을 수

Hadoop의 MapReduce의 샘플 코드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Word Count라 불

십 등분으로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부분에서 (단

리는 단어 개수 세기 예제입니다. 이러한 단어 세기는 원래 검색엔진 색인기(Indexer)

어, 횟수)를 세어서 달라고 하고, 나중에 그걸 모으기만 하면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

를 구현할 때 필수적인 과정으로 Hadoop의 기원이 검색엔진을 잘 만들기 위한 것이

겠군요. (Map)

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정리한 결과 받으러 다니

물론 오픈소스로 전환된 이후 Hadoop은 아파치 오픈소스 재단의 가장 중요한 프로

는 것도 일입니다. 누가 대신 모아 주었으면 좋겠군요. 분단장 아이들 3명 정도를 고릅

젝트의 하나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현재는 성숙된 범용 분산 플랫폼으로

니다. ‘너희들이 애들이 한 것 대신 좀 모아줘.’ 라고 합니다. 겹치면 안되니까 ‘너는 ㄱ

완성되었습니다.

~ㄹ, 너는 ㅁ~ㅇ, 너는 ㅈ~ㅎ을 모아줘.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분단장 들이 외
칩니다. ‘어이 얘들아 너희들 정리한 것 중에 ㄱ 쓴 거부터 ㄹ 쓴 거는 나에게 가져다
줘.’ 이러면서 아이들은 자기 정리한 내용을 각 분단장 들에게 알려주고, 분단장들은
이 숫자를 더해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Reduce)

Hadoop이 내포하는 의미
Hadoop이 탄생하면서 분산처리는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아까 반장의 비유로 잠시
돌아가봅시다. 사실 그 많은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반장은 분단장 들의 종이만 거두면 완전히 정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의 일을 분배할 때부터 몇 페이지씩 나눠야 하는지, 나눈 페이지를 애들에게 어떻

이렇게 큰 작업을 잘게 나누기(Map)와 종류별로 모으기(Reduce)를 통해 분산 처리

게 전달해 줄지 등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더 문제입니다. 빨리 하는 아

하는 방식을 MapReduce라고 부릅니다.

이, 느리게 하는 아이. 작업 속도 차이가 있는 것 정도는 다행입니다. 도망가는 아이,
자는 아이, 지각해서 이제서야 들어온 아이 등등 이들을 모두 지켜보면서 제대로 시키
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Hadoop MapReduce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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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라서 머신들에게 나누어주고, 중간에 실패한 작업들은 다른 머신들에게 새로 수

이나 커피숍 등에서 방문한 가게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모아 사

행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일이 완성되기 위한 자잘한 관리들을 모두 해줍니다. 우리는

람들에게 적절한 가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딘가 맛집을 찾아

단순히 ‘일을 어떻게 나눌까?’, ‘일을 어떻게 합칠까?’ 만 고민하면 관리는 Hadoop이

나설 때는 Yelp를 뒤지는 것이 일상사라고 하더군요. 최근 애플이 발표한 음성인식 비

알아서 해주는 것이지요.

서 서비스인 siri에서도 인근의 맛집을 찾아줄 때 Yelp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니 이

MapReduce와 Hadoop이 나오기 이전에는 수십, 수백대 수준의 분산처리를 하기

미 완전히 대중화 되었나 봅니다.

위해서는 ‘신과 같은’ 개발자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정말

당연히 그렇겠지만 Yelp는 고객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 환경이 널리 보급된

을 수 있으니까요. 이 가게를 좋아한 사람은 저 가게도 좋아할까? 이번에 이곳을 간 고

이후에는 ‘꽤 괜찮은’ 개발자만 되더라도 분산처리를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에게는 어떤 집을 추천해야 할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지? 고

MapReduce와 Hadoop의 보급은 분산 처리의 기술장벽을 낮추어, 이를 널리 보급

객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Yelp는 방대한 로그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머신 러닝 시켜 보

되게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사이즈. 하루에도 100GB의 로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한 두 대의 컴퓨터로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들은 분산처리를 하기로 맘 먹었

HadoopStreaming
그런데 Hadoop은 Java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쓰고 싶습니다.

고, MapReduce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Hadoop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
니다.

Hadoop진영에서도 자신들의 플랫폼이 언어에 속박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고, 그

Yelp는 시작부터 파이썬을 굉장히 사랑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Hadoop에서도 파

래서 Hadoop의 I/O를 텍스트 스트리밍 기반으로 할 수 있는 HadoopStreaming

이썬으로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내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것을 좀 더 정제하여

기능을 추가합니다. STDIN(standard input)과 STDOUT(standard out)를 통해서

map, reduce 자료를 주고 받는 형식인 거죠. 텍스트 기반이므로 이제 python이든

mrjob 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말에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mrjob은 유명한 파이
썬 컨퍼런스인 Pycon에서도 2011년에 발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ruby든 어떤 언어든 붙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rjob을 이용한 Word Count
mrjob 소개
HadoopStreaming 이 나온 이후, 파이썬을 이용해 Hadoop 프로그래밍을 돕는 많

어디 한번 mrjob으로 분산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너무나도 대
중적인 word count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프레임웍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Hadoopy, Dumbo, mrjob 등이 있습

from mrjob.job import MRJob

니다. 이들은 보통 map, reduce 를 짜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와, Hadoop을 쉽게 기

class MRWordCounter(MRJob):

동하고, 거기에 지금 만든 job을 쉽게 태우는 도구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def mapper(self, key, line):
for word in line.split():
yield word, 1
def reducer(self, word, occurrences):
yield word, sum(occurrences)
if __name__ == ‘__main__’:

이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mrjob 입니다. mrjob은 미국의 맛집 추천 사이

MRWordCounter.run()

트로 유명한 Yelp사에서 만든 파이썬 라이브러리 입니다. Yelp는 고객들이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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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아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MRJob 을 상속받아 클래스를 만들고,

local에서 프로그램을 기동한 후, MapReduce를 통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

mapper와 reducer를 작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적용되는 mapper는 key

장하는 단어들을 세어서 data폴더에 결과를 저장해 놓는 실행 인자 들입니다. 실행 이

와 value 두 개의 인자를 받아 들입니다. mrjob을 쓰는 경우 mrjob이 STDIN으

후 data폴더에는 결과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각 단어 별로 횟수가 적

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DEFAULT_INPUT_PROTOCOL 변수 값에 따라 적절히

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실행되었습니다.

key, value로 변환해서 mapper에게 던져 줍니다. 기본 세팅은 ‘raw_value’로 key

…

는 None, value는 원본 STDIN 입력이 한 라인씩 들어갑니다. DEFAULT_INPUT_

“’Dinah’s”

PROTOCOL 값을 ‘json’등으로 바꾸면 STDIN으로 들어온 json데이터도 알아서 파

“’Does” 2

“’Do”

1

8

싱해서 map의 입력으로 key, value 쌍으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

“’Don’t”

습니다.

…

“’Drink”

4
1

위의 소스를 보면 들어온 line을 빈칸 기준으로 나눈 뒤(split) 각 단어를 횟수 1을 붙
여 key, value 쌍으로 yield를 통해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DIN으로 “go

dog run run” 같은 문장이 입력되었다면 (“go”, 1), (“dog”, 1), (“run”, 1), (“run”, 1)
같은 결과가 리턴되어 Hadoop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적용할 때, Hadoop 클러스터에서 실행하기
자 로컬에서 돌리는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Hadoop
클러스터에서 돌려볼까요? mrjob을 통해서 Hadoop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Hadoop으로 흘러 들어온 결과들은 Hadoop이 같은 key끼리 결과값들을 묶어서 다

정말 쉽습니다. 단지 실행 인자에서 --runner=local을 --runner=hadoop으로 바

시 reducer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결과물을 고려 한다면 reducer의 입력

꾸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프로그램이 Hadoop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으로 (“go”, (1)), (“dog”,(1)), (“run”, (1,1))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어가 출현

환경변수로 HADOOP_HOME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 때 마다 1을 붙이게 했으니, 이 단어를 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군요. sum을 통해
서 각 단어의 출현회수를 세어서 다시 key, value의 형태로 yield를 통해 리턴합니다.

$ export HADOOP_HOME=~~~~
$ python word_count.py AliceInWonderland.txt --runner=hadoop --output-dir=data

이 reducer의 결과물은 뒤에 또 다른 mapper또는 reducer의 입력으로 사용 할 수

이후 프로그램은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Hadoop내부의 파일 시스템인 hdfs에

도 있습니다. Hadoop은 이러한 형태의 Chaining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간단

복사하고, map과 reduce를 순차적으로 실행해 결과를 냅니다. 예제에선 입력과 출

한 map과 reduce를 복합적으로 엮어서 복잡한 일을 하는 게 MapReduce의 목적

력을 로컬 파일로 최종적으로 받았지만, hdfs://~로 시작하는 Hadoop 저장소를 이

이거든요.

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컴퓨터에서 실험도 할 줄 알고, 회사 내부의 머신들을

개발할 때, mrjob을 로컬에서 실행하기

Hadoop을 이용해 활용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되었나요? 아

자 위의 코드는 Hadoop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이지만 코드 한번 수정하고 디버

니요. 아직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깅 할 때 마다 Hadoop을 띄울 생각하시니 아찔하시죠? Mrjob은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굳이 Hadoop을 띄우지 않더라도 mrjob 라이브러리 만으로 자기 컴퓨터
에서 MapReduce를 실행하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python word_count.py AliceInWonderland.txt --runner=local --output-dir=data

본격 클라우드, mrjob을 이용해 Elastic MapReduce 쓰기
자 일을 하다 보니 양이 많아서 분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서
버에다가 Hadoop을 깔아서 단시간에 결과를 내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
버가 없습니다. ‘사장님 Hadoop 깔아 분산 처리하게 머신 백대만 사주세요.’ 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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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간, 향후 진로와 거취에 대해 사장님과 단독면담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데, 파일로 결과를 남기므로 —no-output을 통해 결과물을 콘솔에서 보는 것은 생략

희 사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 만세)

했습니다. 실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를 위해 아마존이 존재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서
비스 회사입니다. (물론 책도 잘 팝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가
상 머신 서비스인 EC2나, 저장 서비스인 S3 등은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다들 익숙하
실 겁니다. 이 아마존에서 분산처리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Elastic

MapReduce입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컴퓨터 수천대에 미리 Hadoop을 깔아놓고

no configs found; falling back on auto-configuration
using existing scratch bucket mrjob-2a2aa23a8d6b1931
using s3://mrjob-2a2aa23a8d6b1931/tmp/ as our scratch dir on S3
Uploading input to s3://mrjob-2a2aa23a8d6b1931/tmp/word_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input/
creating tmp directory /var/folders/v2/t63rb7x54f53_9mx4hmw_xqc0000gn/T/word_
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

여러분의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입니다.

writing master bootstrap script to /var/folders/v2/t63rb7x54f53_9mx4hmw_xqc-

Hadoop을 직접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adoop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도

Copying non-input files into s3://mrjob-2a2aa23a8d6b1931/tmp/word_count.yong-

원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배포 크게 머신 100대를 사주셨다고

Waiting 5.0s for S3 eventual consistency

해봅시다. 이 머신들을 일일이 포맷하고, OS깔고, Hadoop깔아야 한다면, 상상만 해

Creating Elastic MapReduce job flow

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귀농의 꿈이 자라납니다.

Amazon Elastic MapReduce(이하 EMR)를 사용하면, 우리는 Hadoop을 깔고,
관리할 필요 없이 오로지 Map과 Reduce만 작성하면 됩니다. EMR에 던저 주면 아
마존이 알아서 머신 세팅하고 Hadoop세팅하고, 여러분의 함수들을 실행시키고, 지
정한 장소에 저장까지 모두 해줍니다. 우리는 사용한 시간만큼의 돈만 내면 됩니다.
‘머신 백대 사주세요’는 기각 당하겠지만 ‘분산 처리하게 삼만 원만 주세요’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mrjob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인자를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 EMR에 바로 올려서

0000gn/T/word_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b.py
ho.20111104.053927.135643/files/

Job flow created with ID: j-3BPUCHHQ1T5PC
Job launched 32.2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63.5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94.4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125.3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156.4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187.2s ago, status STARTING: Starting instances
Job launched 218.1s ago, status BOOTSTRAPPING: Running bootstrap actions
Job launched 249.1s ago, status BOOTSTRAPPING: Running bootstrap actions
Job launched 280.0s ago, status RUNNING: Running step (word_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 Step 1 of 1)
Job launched 310.9s ago, status RUNNING: Running step (word_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 Step 1 of 1)

동작시킬 수 있는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아마존의 저장 서비스인

Job launched 342.2s ago, status RUNNING: Running step (word_count.yong-

S3에 올리고, 일을 만들고 수행하고, 결과물을 다시 S3에 내리는 복잡한 관리는 전부

Waiting 5.0s for S3 eventual consistency

mrjob이 대신 해줍니다. 방법은 실행 시에 --runserver=emr 을 세팅하는 것만으
로 끝납니다. 물론 AMAZON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정보인 AWS_ACCESS_KEY_

ID와 AWS_SECRET_ACCESS_KEY 환경변수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키
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port AWS_ACCESS_KEY_ID=~~~~
$ export AWS_SECRET_ACCESS_KEY=~~~~
$ python word_count.py AliceInWonderland.txt --runner=emr --output-dir=s3://
yongho/alice --no-output

ho.20111104.053927.135643: Step 1 of 1)
Job completed.
Running time was 68.0s (not counting time spent waiting for the EC2 instances)
Fetching counters...
counters: [{‘File Systems’: {‘Local bytes read’: 341091,
‘Local bytes written’: 682264,
‘S3N bytes read’: 170755,
‘S3N bytes written’: 70720},
‘Job Counters ‘: {‘Launched map tasks’: 2,
‘Launched reduce tasks’: 1,
‘Rack-local map tasks’: 2},
‘Map-Reduce Framework’: {‘Combine input records’: 0,

로컬의 AliceInWonderland.txt 를 EMR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결과는 S3에 바로

‘Combine output records’: 0,

yongho/alice 경로에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mrjob은 결과물을 화면에도 뿌려주는

‘Map input records’: 3735,

‘Map input bytes’: 167508,
‘Map output bytes’: 27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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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utput records’: 29460,
‘Reduce input groups’: 6017,
‘Reduce input records’: 29460,
‘Reduce output records’: 6017}}]
removing tmp directory /var/folders/v2/t63rb7x54f53_9mx4hmw_xqc0000gn/T/word_
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
Removing all files in s3://mrjob-2a2aa23a8d6b1931/tmp/word_count.yongho.20111104.053927.135643/
Removing all files in s3://mrjob-2a2aa23a8d6b1931/tmp/logs/j-3BPUCHHQ1T5PC/
Terminating job flow: j-3BPUCHHQ1T5PC

뭔가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정리하자면, 띄우고 세팅하는데 5분 정도, 실제로 계산하
는 데는 1분 정도 걸렸습니다. 데이터 양이 작을 경우 로컬 또는 로컬 하둡보다 성능이
더 않좋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EMR이 소 잡는 칼이라서 생기는 문
제입니다. 이런 작은 문제 말고, 수십 대 이상을 쓰고, 수 시간을 돌아야 하는 작업일

[가로축은 ‘계산량’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계산이 필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문제 빈도’로

때에는 확실히 이득을 봅니다. 이전에 배웠던 방법들이 닭이나 돼지 잡는 칼이라면 아

우리가 일상에서 그 정도 규모의 문제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 가’를 의미합니다. 문자 규모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

마존은 소 잡는 데에 써야 제격인 칼이거든요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대의 머신이나 클라우드 수준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살다 보면 잘하려고 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
머니께 등짝을 맞기도 합니다) 반장이 되어 아이들을 모아 일을 하는 예제에서도 마찬
가지 입니다. 뒤져야 할 책이 한두 페이지 라면, 반 아이들을 소집하고 일을 나누는 것
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혼자하고 말지요. 분산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

약간의 사고 실험만 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의 단어 세는 일을 10명이 나누
어서 한다면 큰 이득을 보겠지만, 이것을 천명이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별 이득이 없
을 겁니다. 일을 나누고 취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처리해야 할 책이 천 권이라면 사람을 늘릴수록 계속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얼
른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다. 기회비용과 분산 오버헤드를 잘 고려하지 않았다간 분산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

따라서 무조건 머신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마존

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양이라면 일을 나누고, 병렬화하고, 조율을 이루는 데에 더

EMR은 가장 큰 규모의 병렬화 방법이지만 시동 거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큰 계산이 필요한 일에 큰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고, 소규모로도 충분한 일에는 작

분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볼 때 겪는 몇 가지 일중의 하나가 분산을 해도 그다지 성
능 이득을 못 보는 경우 입니다. 컴퓨터를 추가해도 처음엔 이득을 보는 것 같다가 얼
마 안가, 머신을 늘려줘도 크게 성능 향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수행
하려는 계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병렬화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가는 우리

은 단위의 병렬 기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일을 하는 방법일겁니다. 문제의
크기를 잘 산정하고, 지금 수준에서 필요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생은 적게 하고 해답은 빨리 얻게 되는 가장 최적의 분산, 병렬
처리 방법입니다.

가 얼마나 큰 규모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와도 상관 있기 때문입니다.

멋집니다. 당신
문제를 가늠하는 예리한 눈과, 든든한 분산 도구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머신 수천 대
를 휘두르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아. 멋집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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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검색창에 OOO를 치세요” 라고 하는 광고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인데, 아주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
었다. 광고를 보는 시점과 검색을 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최근에

모바일 시대의

Search Engine Optimization
전략

모바일검색량이 많아지면서 효과가 좀더 올라가는 추세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검색
창에 OOO를 치세요”의 경우는 SEO 라기보다는 키워드 마케팅 또는 검색엔진 마케
팅 ( SEM , Search Engine Marketing ) 의 한 부분이다. 즉, 광고자가 비용을 지불
하여 검색엔진 결과의 상단에 오도록 키워드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SEO 는 이
런 비용없이 검색엔진 결과의 상단에 오도록 하여 추가 비용없이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용자 유입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법이다.

기술전략팀 권정혁
xgurunet@kthcorp.com

웹사이트가 많아질수록 사용자들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
에, 전세계적으로 검색량은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지난 몇년간 SEO 보다는 SEM 을
통한 키워드 광고만이 부각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9년 국내에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말 700만이었던 사용자가,
2011년 3월에 1000만 , 7월에 1500만을 넘어서서 2011년 말이 되면 약 2500만, 즉, 국
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0년 아이패드에 의해 촉발된 타블렛기기의 사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화
면이 작은 스마트폰에 비해 타블렛에서는 웹브라우징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검색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다. 이 스마트폰/타블렛상에서의 검색은 전세계적으로 구

인터넷의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웹에 저장됨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글이 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선인터넷과 달리 구글을 통한 검색

빠르게 찾는 것에 대한 기술이 점점 발전 되고 있다. Yahoo 처럼 인터넷 초창기에 웹

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지금까지는 키워드 마케팅만으로 국내 포털들을 통한 유입

디렉토리 형식을 제공했던 방식으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게

만을 신경써왔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SEO 를 통해 자신의 페이지가 검색엔진에서 상

되었으며, 초기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내세운 Google (구글) 은 인터넷의 빅브라더라

위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고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SEO는 개념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원하는 쇼핑몰 같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검색엔진이 아주 많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검색엔진들은 수작

중요한 것 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 중요

업으로 수정되었던 디렉토리 방식과 다르게 알고리즘적으로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에

한 개념이다. 정부기관/공공기관이라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이 더욱 더 쉽게

대해 더 정확한 정보들을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하게 된다. 이에 웹사이트 들은 검색엔

찾기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검색엔진에서 빨리 찾기쉽게, 좋은 정보를 보여줄

진을 통해 유입되는 사용자를 늘이기 위해, 이 검색엔진에 최적화된 형태로 웹사이트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회사라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볼만한 사람들, 즉, 투

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검색엔진 최적화(SEO , Search Engine Optimization )

자자/구직자/일반인 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수 있게 페이지를 구성하고 검색엔진에 등

라고 한다.

록해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많은 데이타들은 모두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기존 웹사이트나 새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기존
에 시행해오던 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 방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TV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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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SEO 의 중요성 및 웹사이트 개발자/기획자들이 어떻게 SEO를 할 수 있

“Who invented term ‘Search Engine Optimization’ ?”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http://j.mp/s9mbNt

검색엔진 최적화 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검색엔진에 잘 보이게 최적화하는 방

검색엔진최적화 개요 및 필요성
검색엔진 최적화 개요

법”을 의미한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검색 키워드를 구입하는 등으로 진행되는
검색엔진 마케팅 ( SEM, Search Engine Marketing ) 과는 달리, 따로 비용을 지
불하지 않고, 검색엔진이 페이지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되는 방

검색엔진 최적화 기법은 1990년대 중반, 웹상에 초기 검색엔진이 도입되었을때부터,
웹마스터 및 콘텐츠 제공자들로부터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웹 초기에는 웹스파이더 (

Spider , 크롤러 Crawler ) 라는 로봇이 각각의 페이지를 읽어서 분석하면서 그 페이

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검색엔진 마케팅은 사용자가 특정한 단어를 검색했을때, 내
사이트로 가는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관리자는 내 사이트와 맞는 키워드
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적절한 키워드 선정및

지에 있는 다른 링크들을 추적하며 페이지를 계속 읽어오고, 차후에 인덱서 ( Indexer

검색엔진에 보여질 광고문구를 잘 만드는 기본적인 마케팅 방식과 많이 비슷하다. 최

) 라는 프로그램이 이 페이지를 분석하여 중요한 단어들을 색인화(Indexing,인덱싱)

근에는 추가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 SMM , Social Media Marketing )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 물론 현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Crawler

해서,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웍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도 SEM의 일부로 얘

와 Indexer 가 동작한다. ) 이를 통해 잘 색인된 페이지는 검색결과에 빠르게 나타나

기하기도 한다.

게 되었고, 이때부터 검색엔진 결과에 상위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되었다. 실제로 검색엔진 최적화 ( SEO , Search Engine Optimization ) 이라는
용어는 199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검색엔진 최적화는, 이렇게 결과 최적화를 통해 검색결과 상단에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질 때 전체 페이지가 아닌, 페이
지의 일부정보만이 보이게 되므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사용자에게 정확한 결
과를 줄수 있는지 까지를 제시한다. 즉, 검색엔진을 속여서 내 페이지가 상단에 오는

1996: SEW started in April 1996 under a different name. Can't find any references
within archived versions of SEW relating to SEO or "optimization."
May 1997: First reference I find within SEW to the exact phrase "search engine
optimization," but only within a meta tag. It was on a page called "Search Engine
Design," which I used to summarize resources about what we'd now call search
engine optimization, getting listed better in a search engine's editorial results. It
suggests that something was going on to make me think of using this term, though
I don't see myself using it within body copy. I may have seen it in logs or posted
elsewhere, perhaps in some mailing lists.

것이 아니라, 검색사용자가 더 좋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
해 검색엔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검색 경험을 제공해주려는 검색엔진측과의 협업이
기도 하다.

검색엔진 최적화가 필요한 이유
먼저 검색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SEO 용어에서 Organic Search ( 기본검색

July 1997: First reference I can find in newsgroups to the phrase "search engine
optimization," from a company pitching these services.

) , Paid Search ( 유료검색 ) 라는 용어가 있다. Organic 은 한글로 번역하면 유기

October 1997: First reference I find to the word "optimization" in the body copy at
SEW. It was on the former Search Engine Design page. I renamed that no doubt
because something made me think that "Search Engine Positioning" was a better
term. Reference was:

이 나온 검색결과를 의미하며, Paid 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 키워드 광고를 통

농으로 종종 번역되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검색 단어에 가장 잘맞는 페이지들

해 보이는 광고성 검색결과들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December 1997: First reference I found to entire phrase "search engine optimization"
was in an ad that ran this month for ClientDirect, which was Paul Bruemmer'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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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은 Google Instant 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한글자 입력할때 마다 새
로운 검색결과를 보이는 빠른 검색방식을 선보였다.

http://j.mp/sT03wG

이 Instant Search 는 모바일에도 이미 적용이 되었으며, 검색당 약 2~5초의 시간을

위와 같이 구글 검색의 경우, 상단 2개와 우측 전체가 Paid Search 결과이며, 그외에

단축시켜준다고 한다. 즉, 이제 사용자는 더더욱 2번째 페이지를 볼일이 없게되었으

는 Organic Search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EO 는 이 Organic Search 결과의 상

며, 첫페이지에 나오도록 SEO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사용자들은 보통 검

단에 자신의 웹사이트/페이지가 올 수 있도록 최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색결과 앞 5개에 약 72%정도의 클릭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왜, 검색결과의 상단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 아래 검색엔진에 관한

Infographic 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검색결과의 첫페이지만 보기때문이다.

http://j.mp/rpchbZ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그것도 앞의 5개안에 노출이 된다면, 검색엔진으로부터의 유입
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SEO의 목표라고 볼수 있다.
검색엔진 최적화가 이루어지면, 내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검색엔진의
http://j.mp/t66s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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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특별한 광고비용없이 유입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키워
드광고와 같은 검색엔진 마케팅 기법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자 유입율을 높이
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결과를 낸다고는 볼수 없다. 하지만,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다시 또 이를
통해 내 페이지가 중요한 결과페이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비용 없이 계속
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해 광고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
물론, 검색엔진 최적화의 기본은 내가 가진 정보가 사용자들이 좋은 정보라고 인식될
만큼 유용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검색엔진들은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
해서 결과페이지중 하나를 방문하고나서, 다시 검색결과로 돌아와 다른 페이지를 방
문하지 않는다면, 첫번째 페이지의 결과가 그만큼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으
로 다시 그 페이지가 정말 유용한 페이지라는 것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http://j.mp/tLnWrS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은 인터넷트렌드 를 이용하여 ,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
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보면, 네이버가 66% , 다음이 24% , 구글이 4.3% , 네이트가

검색엔진 최적화는 단지 웹마스터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기획하고,만

2.5%, 야후코리아가 1.5%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와는 다르게 구글의 검색점

들고,운영하고,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웹사이트 초기 기

유율이 높지 않다. 이것은 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시작페이지로 네이버/다

획단계부터 최종 개발및 검수, 운영단계 전반에 걸쳐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음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검색을 할때 이들 포털을 이용한 검색이 많다는 것을 예상

기울여야 한다. 초기에는 물론 개발및 비용이 조금 더 들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비용

할 수 있다.

이 들어가는 검색엔진 마케팅에 비해, 검색엔진 최적화는 모든 관리자/개발자가 습관
처럼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훨씬 더 적은비용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을 알릴수 있는 가
장 큰 무기이다.

검색엔진 최적화 동향
국내외 검색엔진 현황
전세계 검색량은 comScore사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40%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
다고 한다. ( 2007 ~ 2009년 사이의 통계 ) 세계 검색엔진 점유율의 경우, 조사하는
회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seoMoz, Compete, Nielson-Net, Alexa 등

http://j.mp/vK7ysn

의 통계를 종합한 Karma Snack 의 점유율 조사에 의하면 아래 도표처럼 Google

StatCounter 의 자료를 인용한 Pingdom 의 발표 에 의하면 구글검색의 세계 점유

이 전세계 검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율은 90.57% 라는 통계도 나와있는데, 이 통계에서 눈여겨 볼점은 모바일에서의 검색
점유율이다. 모바일검색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8.29%로 거의 전세계를 독점하고 있
다는 것을 볼수 있다.
http://j.mp/tmSC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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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복잡한 랭크의 계산을 통해 이 랭킹들을 전파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
로 페이지에 대한 중요도를 매기게 된다.

PageRank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PageRank 논문은 한글
로 번역도 되어있다. http://j.mp/tQASUI
이렇게 계산된 PageRank 값은 보기쉽게 0부터 10까지의 레벨로 표시하게 되며, 보
통 PageRank 4 와 같은 형태로 부르게 된다.

구글 PageRank
SEO에 대해 자세히 알기위해선, 구글 검색엔진의 기본 알고리즘인 PageRank 에
대해 알아둬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검색엔진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바
가 없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구글 검색엔진의 점유율 및 정확도가 워낙 높아서 구글
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면 다른 검색엔진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볼수 있다.

PageRank 는 구글검색엔진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스탠포드 재학
시절에 쓴 논문인 “The 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에 게재된 알고리즘으로, PageRank 단어는 구글의 트레이드마크로 등록
되어 있다. PageRank 프로세스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만, 구글이 아니라 스탠포드

http://j.mp/vfVTL3

레벨10 사이트들은 Google.com 을 비롯하여 약 7억명의 사용자를 가진 Facebook
, CNN , usa.gov 와 같은 사이트들이며 전세계적으로 사이트 수가 많지 않다. 2011
년 8월 4일 현재 14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된다. 구글이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고 외부
단체에서 수집한 리스트이므로 몇개 사이트가 더 있을수도 있다.

대학이 가지고 있으며, 구글은 이 특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PageRank 는 “웹 문서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의
미한다. 즉, 인터넷에 있는 페이지들 중 더 중요한 페이지는 더 많은 사이트로 부터 링
크를 받는 다는 것( Backlink ) 에 기초하여, 마치 좋은 논문들의 경우 인용횟수가 많
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단순이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웹의 링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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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Rank 가 검색엔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직 한가지 요소는 아니고, 그외에도
아래처럼 도메인주소에 대한 신뢰도, 트래픽 , 키워드 사용 등 200가지 이상의 요인들
에 의해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도메인의 등록일자 같은경우, 10년
전에 등록된 도메인에 비교해서 어제 등록된 도메인은 혹시 스팸성 사이트가 될수도
있으니 당연히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http://j.mp/rIoTKW

최근까지 레벨10 이었던 백악관 ( whitehouse.gov ) 과 Adobe ( adobe.com ) 이
레벨9로 떨어졌다고 나온다. 그리고 2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SNS 인 트
위터가 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서비스들의 경우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포털서비스인 네이버와 다음이 레벨8이며, 네이트와 파란닷컴은 레벨7로 나온다. 이
페이지랭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는

PageRank 확장을 설치하면 각 사이트 방문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환경과 검색엔진 최적화
국내 모바일 검색에 있어선 역시 해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메트릭스의 발
표 에 의하면, 모바일검색점유율은 네이버 54.8% , 다음 18.5% , 구글 14.7% , 네이
트 8.4% 인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순위에 비해서 구글 검색이 약간 더 높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약간씩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
선 국내 포털들을 통한 검색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같은 조사에 검색만족도 결
과에 의하면 구글은 70.5% , 네이버는 67.1% 로 구글이 만족도 면에선 1등인 네이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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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올해 4월, 안드로이드폰에 구글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것에 대해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들에 구글 외의 다른 검색서비스를 스마트
폰의 기본 검색서비스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구글을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구글은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단말기 제
http://j.mp/uspnqf

토종 포털들이 강세를 가져왔던 데스크탑 인터넷 검색 분야와 달리 모바일이라는 새
로운 환경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작년말 700만명을 돌파
했던 스마트폰 사용자가 올해 3월 1000만명, 7월 1500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말이 되면 전국민의 1/2 인 2500만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
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 모바일에서의 웹이용 자체가 늘어나게 되

조사의 몫”이라며 “포털 측이 제시한 불공정행위는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는 위와 같이 제조사가 변경을 하거나 하는 옵션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기본검색엔진이 구글로 되어있으며, 사용자가 설정->Safari->검색
엔진 메뉴를 통해 Yahoo! 또는 Bing 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들이 이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구글은 기본검색엔진이 되기위해 애플에 거액
의 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Morgan Stanley 의 발표 - http://j.mp/rEuqqr 처럼 2014년이 되면 모바일 인

검색엔진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검색후 나오는 결과페이지에 나오는 광고들이 검

터넷 사용자가 데스크탑 인터넷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스마트폰을 대표

색엔진과 포털들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는 포털들이 구글을

하는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들이 모두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지

제치고 검색을 독점하면서, 이를 통해 각종 키워드광고를 하여 수입을 얻어왔다. 그런

정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글의 모바일 검색 시장 장악은 더

데, 이제 모바일검색이 점점 늘어나면서, 구글이 모바일검색에서 점점 확장하고 있어

확고해질 것이다.

서 국내 포털들과의 승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포털들이 검색을 독점해 와서, SEO 라는 것 자체
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다. 국내 검색엔진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문서를 상
위에 배치하는지 알 수가 없기에 주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만 웹페이지의 노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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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구글검색이 점점더
힘을 얻고 있고, 이제는 SEO를 통해 어떻게 내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잘 노출되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서의 Semantic 한 구조를 유지하여 의미를 살린 문서작성이 가능
■사람과 기계가 이해하기 쉽다.
■문서의 코드가 깔끔하다(문서 용량이 줄어들어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문서의 구조(html)와 표현(css)을 분리

웹표준과 SEO
미국의 유명 IT 웹사이트인 ReadWriteWeb 은 “2010년은 HTML5의 해” 이었다고

■확장 및 재사용이 쉽고, 자유롭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떤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에서도 같은 결과물을 볼수 있다.

발표를 한바 있다. 2010년초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난뒤, 아이패드가 Adobe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이 높아진다.

Flash 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벽한 웹브라우징이 어려운 것 아니냐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할수 있게 된다.

는 질타를 받자 애플의 스티브잡스가 “플래시에 대한 생각들 ( Thoughts on Flash )”

■유지보수 및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

라는 글을 발표하며, 기존에 플래시가 해왔던 대부분의 기능들은 HTML5로 대체될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HTML5는 웹 브라우저 업체 및 웹 개발 관련 커뮤니티들이 결성한 WHATWG (

검색엔진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SEO).

마지막 항목에 보는 것처럼, 웹 표준을 준수하여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SEO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HTML5 에 추가된 <article> 같은 태그를 통해 검색엔

Web Hypertext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 ) 에서 제안된 표준 (

진은 각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쉽게 찾을수 있게 된다. 검색엔진이

처음엔 Web Applications 1.0 이라는 이름이었음 ) 이었다가, 이를 W3C 에서 수용

하는 작업중 중요한 것이 웹 페이지내에서 정보들을 읽어내어 이를 색인화 하는 것인

하여 차세대 웹표준으로서 활발하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데, 웹 페이지가 위와 같이 웹표준을 잘 따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를 더욱 쉽

HTML5의 주요목적은 과거에 사용해왔던 HTML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게 잘 읽어내게 된다. 아직은 많은 검색엔진들이 HTML5 의 새로운 태그들을 검색엔

웹개발자들이 웹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겪어왔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 결과에서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HTML 문서를 좀더 의미론적으로 정리된 문서로 만드는데 있다. HTML5 는 실
제로 최근의 다양한 최신 웹기술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용어 ( Umbrella Term ) 로서

HTML 태그 및 다양한 Javascript API , 그리고 웹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한 CSS 까
지 묶어서 얘기하기도 한다. 즉, 최근의 웹사이트들을 봤을때, 이것이 HTML5 냐 아
니냐를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웹기술 전체를 총칭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좀더 많이, 상위에 오르게 하는 방
법을 알아본다.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와같이 최근 HTML5 가 최신 웹기술을 대표하는 단어로 부각되면서, 웹표준에 대

Site Map

한 관심이 다시 집중 되고 있다. 그러나, HTML5 관련한 기술데모들이 주로 CSS3

각 웹사이트들이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되면서,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나 Javascript API 로 만든 멋진 화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HTML5 의 Semantic

정보를 찾아갈수 있도록, 자신들의 사이트 전체에 대해 구조도를 보여주는 것을 사이

Markup ( Tag ) 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안되고 있다. 화면이 즉시 변경되는 CSS

트맵 (Sitemap) 이라고 부른다.

나 Javascript 와 달리, HTML 태그를 제대로 사용하여 웹표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많은 차이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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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s 를 사용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크롤링기반의 메커니즘이 동작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별도로 검색엔진들은 크롤러를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이

Sitemaps를 등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검색엔진이 이를 포함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검색엔진이 해당 웹사이트를 인덱싱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에만 사용된다고 봐야하
며, 이를 통해 검색엔진이 해당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크롤러의 동작스케줄에
포함하거나, 향후에 웹사이트를 더 효율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웹
사이트를 인덱싱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검색엔진이 판단하며 스팸방지등의
이유가 있어서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Sitemaps - http://www.sitemaps.org/ 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된 XML로 된
사이트의 정보파일로서, 한 파일당 최대 10메가, 5만개의 URL 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http://j.mp/vJndYv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맵이라고 할 수있고, 검색엔진들을 위한 사이트맵은 따
로 있다.
검색엔진들은 Web Crawler ( Web Spider , Web Robot , 웹크롤러, 수집로
봇 ) 라 불리우는 소프트웨어를 가동하여 조직적,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와이드웹
(WWW)를 탐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인덱싱(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와 분
석하고 키워드를 찾아 검색엔진의 결과리스트에 담는 것) 하고 각 페이지에 포함된 링
크를 통해 이동하며 새로운 사이트들을 찾는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웹초창기에는 수작업으로 웹 디렉토리에 등록을 하거나, 웹크롤러에 의해서 사이
트를 찾는 것 만으로 가능했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웹에 등록되어 사이트가 늘
어나고,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들은 크롤링 만으로는 찾아질수 없게되거나, AJAX (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 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웹
사이트들의 정보는 누락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구글이 2005년 6월에

Sitemaps 0.84 라는 스펙을 공개하여,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좀더 쉽게 웹사이트
가 가진 URL 들을 검색엔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Yahoo와

Microsoft 도 Sitemaps 지원을 발표 하고, 2007년 4월에는 Ask.com 과 IBM 도
지원하기 시작하여 사실상의 검색엔진을 위한 URL Submission ( URL 등록 ) 표준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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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할 URL이 5만개보다 더 많은 사이트의 경우는 Sitemaps 파일을 여러개로
분리하고, Sitemap Index 라는 파일을 통해 총 5만개의 Sitemaps 파일 연결이 가
능하여, 이렇게 되면 최대 2,500,000,000 개까지의 URL 등록이 가능해진다.

■ 뉴스 - http://j.mp/rFan3P


뉴스 특성상 , 다른 사이트맵들과 달리 더 빨리 크롤링됨

공개정보인지 여부 , 장르 , 발행일자 , 타이틀 , 키워드 , 주식코드 (Stock
	



Tickers)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http://j.mp/vFPgaM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소스코드 파일 타입 , 라이센스 , 확장자 , 패키지 URL , 패키지 Map

■	지리정보 - http://j.mp/trJcjQ


KML ( Keyhole Markup Language ) 파일 또는 GeoRSS 파일형식을 지원

자신의 사이트가 위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때, 위와 같은 해당형식의 메타데
이터를 제공하면 구글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웹페이지를 인덱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Sitemaps 파일은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래와
구글의 경우는 이 Sitemaps 표준을 확대하여 단순 URL만이 아닌 동영상, 이미지,
모바일 , 뉴스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지리정보 (KML) 와 같은 사이트의 특정 콘텐
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HTTP 요청 ( Ping ) : 자신의 웹사이트의 Sitemaps 파일주소를 HTTP 인자로 전달


■	동영상 - http://j.mp/uGwSV2

G o o g l e : h t t p ://w w w .g o o g l e .c o m /w e b m a s t e r s /s i t e m a p s /

ping?sitemap=http://xguru.net/sitemap.xml

	
필수사항 : 동영상 제목, 설명, 재생 페이지 URL, 미리보기 이미지 URL, 원





본 동영상 URL

Bing : http://www.bing.com/webmaster/ping.aspx?siteMap=http://

xguru.net/sitemap.xml

	
추가사항 : 동영상 길이 , 라이브 여부, 게시날짜 , 만료일자 , 등급 , 조회수 ,





태그 , 카테고리 , 가격 , 구독여부

Yahoo : ✓ http://search.yahooapis.com/SiteExplorerService/V1/update

Notification?appid=YahooDemo&url=http://xguru.net/sitemap.xml

■	이미지 - http://j.mp/vW1ktB
■ Robots.txt 파일에 명시


자막 , 지역 , 제목 , 라이센스


■	모바일 - http://j.mp/tHlw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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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 http://xguru.net/sitemap.xml

■ 검색엔진 자체 Submission 인터페이스 사용


Google : Google WebMaster Tools - http://www.google.com/

webmasters/


Yahoo : Yahoo Site Explorer - http://siteexplorer.search.yahoo.com/



Bing : Bing WebMaster Tools - http://www.bing.com/toolbox/

<title> 페이지 제목 ( Page Title )
<title> 태그는 html페이지의 <head> 안에 들어가는 페이지의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
이다. Internet Explorer 와 Safari , FireFox 의 경우는 브라우저의 타이틀바에 표시
되며, Chrome 브라우저는 탭의 제목에 표시된다. 웹 코드로는 다음과 같다.

webmaster/

이 제목은 HTML문서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브라우저에서의 위치상 일반적으
구글 웹마스터 툴스의 경우 Sitemaps 를 제출하면, 구글측에서 받아간 일자와 URL

로 웹페이지 방문자는 아주 신경써서 보는 항목은 아니지만, 검색결과에 있어서는 가

이 색인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장 중요한 값이기도 하다. 현재 문서가 검색결과에 나타날때 첫번째 행에 큰 글씨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위 예제는 “iPhone 4” 라는 단어를 검색한 경우이다. “Apple - iPhone 4 - 영상 통
화, 멀티태스킹, HD 동영상 등.” 라는 제목을 통해, Apple 이 만든 것이고 영상통화,
멀티태스킹, HD동영상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iPhone
4 라는 단어가 굵게 처리되어, 검색한 단어가 페이지의 제목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을 시도했을때 가장 크게 보여서 눈길을 끌게 되는 부분이므로,
이 제목은 단순히 제품명만을 노출하는 것 보다는, 그 제품이 가진 기능까지를 같이
보여주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제목은 다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각 페이지가 제
공하는 내용들은 다르고, 주요 키워드들도 다른데 제목이 모두 똑같이 나타나면 사용
자로서는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의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들이 이 페

SEO를 위한 HTML 태그

이지 제목 필드에 커뮤니티 명 또는 블로그 제목만을 써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SEO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페이지 제목이 모두 다르면서도

이번 장에서는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HTML Tag 들을 어떻게 정리 및 이용하여

그 페이지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너무 길면 일부분만

SEO 를 하는지를 알아본다.

표시되어 의미전달이 안될수 있기때문에, 검색엔진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자 내외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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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그가 없다면 검색엔진의 색인기능이 페이지 전체에서 알맞는 내용을 찾게되나,
제목과 URL이 매치되는 경우는 페이지의 앞부분 텍스트를 그냥 보여주게 되어 보통
은 웹사이트가 상단에 가지고 있는 로고 나 메뉴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인 Dropbox 의 경우 사진,문서,비디오를 쉽게 무료로 저장하
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위는 페이지제목을 잘 사용한 예. 제조사,제품명,제품의 간단한 특징이 페이지제목에
모두 들어있다. 사용자가 제품명으로 검색할 경우에 설명이 잘 보이도록 한 예이다.
국내의 Dropbox 경쟁서비스들인 UCloud ,다음클라우드,N 드라이브 의 경우

<meta description>
html페이지의 <head> 안에 들어가는 <meta> 태그중 description 태그는 그 페이지

Description 메타태그가 없어서 페이지의 최상단 내용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제목에
서 약간 설명이 되긴 하지만, 뒷부분에 쓸모없는 내용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수 있다.

에 대한 요약을 적는 태그이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보

Description 메타태그는 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문장을 짧게 닮아야하

여서, 많은 페이지에서 아예 입력이 안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SEO에서는

며, 사용자가 검색해서 결과페이지에서 보았을때 “이 페이지가 어떤 것을 담고 있으니

중요한 태그이다.

클릭해서 보시오” 라는 느낌이 들게, 관심을 유도하는 문구형태로 작성한다. 물론 전
혀 페이지와 상관없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되며, 단순하게 키워드를 나열하여도 안됩
니다. 이 Description 메타태그는 현재 내 사이트에 수많은 페이지들이 있을때 각 페
이지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페이지 제목과 마찬

이 내용은 사용자가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키워드가 해당 페이지의 제목이나 URL과

가지로 페이지별로 모두 다르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

매치되었을 경우, 검색엔진에 의해 기본으로 보여지는 그 페이지에 대한 요약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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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봤던 애플 사이트 사례에서 이번엔 페이지 제목말고, 밑의 설명부분을 보면, 페
이지 제목보다 조금 더 길면서도 명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를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다.
메타태그중 Description 외에 Keyword 라는 항목에, 현재 페이지의 키워드를 담을

<H1> ~ <H6>, <Strong> 태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많은 스팸사이트들이 자신의 페이지가 키워드

웹 페이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태그들중, <h1> ~ <h6> 태그들은 그 페이지의 소제목

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위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검색엔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무시되고 있다.

들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목들은 다른 글자들에 비해 큰 글씨로 표현
되어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이것은 검색엔진이 문서를 분석할

또한 Description 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cebook 과 Google+ 같은 소셜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페이지의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이 이 소제목에 들어가도록 작

네트워크에서 웹 페이지를 공유 할때도 사용된다.

성하는 것이 좋다. 즉, 우리가 책을 볼때 목차를 통해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듯이, 이 소제목들만으로 문서 전체의 구조가 보일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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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스패머 들이 각종 사이트들에 스팸형식의 글을 올리면서, 그 글내용에 자신들
의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포함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은 화면의 내용을 보고 그를 피할
수 있지만, 검색엔진과 같은 로봇들은 이 링크가 적절한 링크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
게된다. 이렇게 해서 검색엔진이 그 링크를 따라서 가게되면, 앞서 말한 PageRank
값을 스팸사이트에도 나눠주게 된다. 그래서 <a> 태그 작성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또한 <strong> 태그는 문서내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강조함으로써 검색엔진이 주요한

rel=”nofollow” 라는 값이 있다. 이 속성을 앵커에 추가하게 되면, 검색엔진이 링크를

키워드들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웹페이지에서 특정단어를 강조

수집할때 이 URL 은 추적하지 않게 된다.

하는데 <b> 태그를 사용하거나, CSS 를 이용하여 처리하는데, 문서적 의미상으로는
<strong> 을 쓰는 것이 맞다.

<img>
웹사이트에는 꽤 많은 수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화면을 멋지게 표현하
기 위한 이미지들 외에 정보성 이미지들은 SEO를 통해 검색엔진이 잘 파악할 수 있

<a> 태그

게 된다. 최근의 검색엔진들은 얼굴만 검색 해내거나 , 하나의 이미지로 다른 이미지
를 검색하는 기능 ( Google Search by Image ) 도 가능하다. 이것은 이미지내용을

웹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a> ( Anchor , 앵커 ) 태그의 내용

분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SEO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파일 이름

에는 연결하려는 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방문자가 탐색하

과 alt 속성이다.

기 쉽도록 하며, 검색엔진이 페이지의 외부링크들을 통해 이 페이지가 정확히 어떤 내
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 내용과 같이 블로그 글을 적으면서 “설악산 대청봉의 겨울” 이라는 alt 속성과 함께
“여기를 클릭” “다운로드 하기” 와 같이 실제 컨텐츠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버튼기능

파일이름도 “mountain_seorak_winter.jpg” 라는 형태로 그 이미지의 내용을 글자

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아예 설명없이 URL 주소 자체를 링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

로 표현하였다. 이경우 혹시 이미지를 못 불러왔을경우 “설악산 대청봉의 겨울” 이라

은 피해야 한다. 가능하면 현재 문서를 읽는 사람이 링크를 보고 어떤 링크인지 판단

는 alt 속성의 내용이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며, 마우스를 이미지 위로 올렸을경우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결하게 링크하는 페이지의 설명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

자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엔진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

또한, 외부와의 링크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 내부의 링크에도 정확한 주소와 설명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엔진이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Web 2.0 및 블로그/SNS 의 등장으로, 우리가 보는 많은 웹사이트들에는 의견을 적

게 됨으로써, 이미지 검색시 해당 이미지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만약 운영하는 사이트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앞서 얘기한

Sitemaps 를 통해 전체 이미지를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을수 있는 공간이 추가되고 있다. 댓글(Comment) ,답변(Reply) 등인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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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org
검색엔진이 보여주는 결과는 앞서 본 내용들과 같이 검색단어에 의존한 단순한 텍스
트 데이터만을 보이도록 되어있다. 이에 좀 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검색자
가 좀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논의되어왔는데, 2011년 6월에 구글,
빙,야후 3개 검색엔진이 협업하여 schema.org 라는 사이트를 공개하였다.

Schema.org 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문서형태인 HTML 로 발행되면서 원래의 구조

조리법 ( Recipe ) 적용예제

적인 의미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HTML 작성시에 , 미리 약
속된 필드명을 HTML 태그에 추가함 ( on-page-markup ) 으로써, 문서안의 특
정 문자열들이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의 필드 정보값이라는 것을 남기게 하여, 검색엔
진이 이 문서를 색인할때 이 정보들을 추출, 검색자에게 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Schema.org 의 내용들이 추가된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수집과 색인을 좀더 쉽게 하고, 나아가 검색결과의 표현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약 100개가 넘는 다양한 타입들에 대한 필드 들을
정의하고 있다.
주로 쓰는 타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창작물 : CreativeWork, Article, Book, Movie, MusicRecording, Recipe, TVSeries,
WebPage
■	웹페이지에 추가된 텍스트 이외의 객체들 : AudioObject, ImageObject, VideoObject
■	E
 vent 정보 : BusinessEvent, Festival , MusicEvent, SportsEvent, UserInteraction
■	O
 rganization : Corporation, EducationalOrganization, GovermentOrganization

현재 국내 검색엔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해외 엔진들에도 정확히 다 적용이 되어

■	Place : Airport, Restaurant, BusStation, Hospital, MovieTheater, Museum, Zoo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코드와 예제는 가상으로 만들어본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	Person , Product, Offer, AggregateOffer, Review, AggregateRating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에 적용을 한다면 검색엔진들이 점점 더 이 방식을 수용함에 따
라, 다른 사이트들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객체/장소들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웹 페이지를 작성
할때 아래와 같이 itemscope,itemtype,itemprop 이라는 속성을 통해 입력하면 된
다. 이것은 기존 태그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방문자들의 웹브라우저에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 결과 확인방법

특별한 처리를 해주지 않는한 볼수 없는 정보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면, 검색엔

앞서 논의된 방법으로 SEO 를 하고 나면, 이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진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된다.

다. 단순히 적용만 한다고 바로 상태가 나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
재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으로 부터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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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통계툴을 웹사이트에 적용해서 알아보게 된다. 웹사이트 통계

Google Analytics 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 및 분석 기능을 통해 아래와 같은

툴은 유료,무료,오픈소스등 다양한 제품들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

정보를 얻을수 있다.

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분석/통계 툴은 Google Analytics 이다.

■	하루,주간,월간,년간 방문자수 및 기간별 비교

Google Analytics 는 구글이 2005년 4월에 Urchine 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	평균 전환율 (Conversion Rate ) : 회원가입, 앱 다운로드 링크 클릭, 판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는 구글에서 광고를 하는 광

■	최다 방문 페이지

고주들에게 효율적인 광고를 위한 통계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
이 구글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띄고 있다. 국내에서도 Daum 의

Daum Inside 가 비슷한 목적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
된 상태이다.

Google Analytics 서비스에 가입하면, 간단한 Javascript 코드가 나오고, 이를 웹사이트
내의 모든 웹페이지에 보여줄수 있도록 헤더 부분에 추가하면 설정이 끝난다. 그럼 24
시간후부터 웹사이트에 대한 통계를 볼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코드는 방문자의 브라우

■	평균 방문 시간 , 재방문율
■	평균 방문 심도 ( Depth ) , Referer 별 편차
■	사이트 체류 시간
■	신규 방문자 대비 재 방문자의 ROI 차이
■	마케팅/캠페인에 따른 방문과 전환율 차이
■	Referer 에 따른 이탈율(Bounce Rate) 차이

저를 통해 쿠키를 생성하게 되고, 이 쿠키값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느 페이지를

■	사이트 내부 검색의 전환율 도움 여부

방문했는지를 구글 서버에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각종 통계를 생성하게 된다.

■	판매 수익 및 고객의 유입 출처

SEO 의 결과를 보기위해서는 검색엔진으로부터의 유입량 통계를 확인하면 된다.

■	최다 판매 제품 및 평균 주문 수량
■	방문자가 고객/회원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방문 횟수 및 소요시간

결론
전세계적으로 웹사이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에 맞는
정보를 찾기위해 점점 더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검색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검색엔진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는데, 모바일 환경이 도래하면서, 외산
모바일플랫폼위에 탑재된 외산 검색엔진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 검색
엔진 최적화는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국내의 모든 웹사이트 관리자가 고민하고 적용
해야할 필수 기술이 되고 있다.
검색엔진 최적화는 단지 웹마스터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만
들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웹서비스 나 웹사
이트 개발사라면 전사 SEO 가이드를 작성하여 기획자/개발자/디자이너/운영자가 공
유하고, 웹사이트 초기 기획단계부터 최종 개발및 검수, 운영단계 전반에 걸쳐서 SEO
를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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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최적화는 단발성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검색엔
진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았던 업체라면, 먼저 웹사이트 통계/분석 툴을 설치하여, 현
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분
석툴을 통해 현재 수준을 알고, 검색엔진 최적화를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 다시 또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활용방안 및 도입

참고 문헌

전략

영문 구글 SEO 가이드 - http://tinyurl.com/seo-guide-en
한글 구글 SEO 가이드 - http://tinyurl.com/seo-guide-ko

인프라기획팀 박형준
lurcker@kthcorp.com

Sitemaps.org - http://sitemaps.org
Schema.org - http://schema.org
History of Web Search Engines - http://j.mp/tDmRbE
http://j.mp/tQASUI
http://j.mp/ltjO0C
http://j.mp/rZdxny
http://j.mp/uVSobD
http://j.mp/vzRmR4
http://www.iclickmedia.com.sg/
http://j.mp/uF02qL
http://j.mp/vK7ysn
http://j.mp/tLnWrS

공신력 있는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주목 받는 기술 Top 10” 에 2008년 이후 매년 랭

http://j.mp/tmSCCX

크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IT업계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주

http://j.mp/vo1Le2

목 받는 기술임은 틀림이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

http://j.mp/w06JMA

시 정의하는 것도 본 세션을 참석하는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되어 간

http://j.mp/uGwSV2

략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http://j.mp/sCwJWe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해 왔

http://www.google.com/webmasters/

던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 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림.1] 에서 보듯이 과거의 인터넷 서

http://j.mp/s9mbNt

비스 환경에서 탄생 되었던 그리드 컴퓨팅(주1)에서의 장점(소규모의 컴퓨팅 파워에

http://j.mp/w2n6WY

서의 유휴자원을 통합하여 대규모 및 대용량의 트랜잰셕을 처리하는 특징)과 사용
자가 원하는 용량 대로 컴퓨팅 자원을 즉시 할당하여 주는 유틸리티컴퓨팅(주2)에서
의 “On-Demand” 특성, 그리고 현재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의 근간인 SBC(Server

Based Computing, 주3)에서의 특징이 바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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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 할 수 있었던 가장 괄목할 만한 점

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본 세션의 주제이므로 아

은 x86 CPU의 고성능(헥사 코어 등)화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평균대역폭(10 Gbps)

래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의 증가로 인하여 유휴 컴퓨팅 파워에 대하여 좀더 최적화하여 사용하려는 방안인 서
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	Private Cloud :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같은 특정 조직 내에서만 사용하는 클라우드 형태
■ Public Cloud :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클라우드 형태
■ Hybrid Cloud : Private Cloud 와 Public Cloud 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

그림 1 컴퓨팅 환경의 진화, From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와 동향, 2009

클라우드(CLOUD)라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고는 한다.
■ CLOUD means… Common, Location-independent, Online Utility on

Demand


Common : implies multi-tenancy, not single or isolated tenancy



Utility : implies play-for-use pricing



On demand : implies ~ infinite, ~immediate, -invisible scalability
※ Joe Weinman, On-Demand Enterprise, Nov. 2008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종류를 정의할 때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 From Wikipedia

서론에서 얘기하였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비용절감, 유연성, 복원력, 민첩성, 신속한 서비스 오픈, 얘기치 않는 사용량 증가에
대한 처리 능력 등등..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하여 종류별로 분류를 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즉, 각각의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아래와 같이 명
확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분

Private Cloud

장점

- 자체적으로 SLA 수립 가능
- 기존 개발 환경과 동일
- 법규(국내법 적용 가능)
- 장애 발생시 대안 존재

단점

- 초기 구축 비용이 높다
- 자체 기술력 확보 필요
- 구축규모에 따라 비용효과 상이
(규모의 경제)

형태로 나눈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국
립표준기술원)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의 형태를 구별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IT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즉, 기
업이 소유한 IT자산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용한다면 프라이빗 클
라우드가 되는 것이며 소유권이 외부(AWS, Rackspace, GoGrid)에 있다면 퍼블릭

Public Cloud
- 초기 구축 비용 없음
- 규모의 크기에 상관 없는 동일비용

- 클라우드 업체의 SLA 의존
- 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 오너쉽 부재
- 클라우드의 한계인 성능 이슈
-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 종속
- 고객정보 및 주요데이터 보안 이슈
- 업체 국적에 따라 국내법 적용 불가

표 1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장단점 비교

클라우드로 분류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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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클라우드 종류에 따른 채택 트렌드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와해성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에 따른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업계에서 채택하는 클라우드 종

(Disruptive Technology)이라는 것을 언급하려고 한다. 와해성 기술에서 초기에는

류 트렌드는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순서로 기업들의 클라

주력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의 성

우드 채택이 예상 된다.

능에 못 미친다. 그러나 와해성 기술이 발전하여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만족하는 시점
이 되면 기존 산업 자체를 전면 와해 시킬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급진적 기술
혁신에 촉매제가 된다. 와해성 기술에 반대 되는 존속성(Sustaining) 기술은 현재 시
장에서의 주력기술이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 할 때의 최소의 요구수준을 뛰어 넘

초기 시점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안정성 및 호환성 등이 고객의 최소 니즈에 부합 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규모가 되는 업체들은 프
라이빗 클라우드를 채택함으로써 IT자원에 대한 비용절감 및 신속한 할당, 그리고 자
동화를 꾀하려 들 것이다.

는 기술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만큼 규모가 되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 존속성 기술 (Sustaining Tech.)


주력시장에서 주 고객들이 중요시 여기는 기준에 따라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하여 IT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
스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지닌 한계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와해성 기술 (Disruptive Tech.)

이번 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방안 및 도입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하여
	대다수 고객이 중요시 여기는 기준에선 기존 제품 보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나



전혀 다른 기준/성능을 요구하는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기술

타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인큐베이터”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Incubator as a Hybrid Cloud)

IT서비스에 대하여 초기 IT인프라를 설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용량산정이다. 서
비스 런칭 후 어느 정도의 사용자가 유입될 것이며 또한 스토리지 기반의 서비스(KT

ucloud)의 경우 서비스 오픈전에는 디스크 증가량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용량산정에 대해서는 IT업계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나 대용량의 컴퓨팅(유
닉스, 메인 프레임)파워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나 맞는 프레임워크이다. 필자가 몸담
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용량산정 업무이므로 얼마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업무인지
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용량산정에는 수식계산법(주4), 참조법(주5), 시뮬레이
션(주6)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입력 데이터 자체가 가정(assume)이기 때문에 산정한 결
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사용량을 위하여 초기에 IT자원을 투자
그림 3 와해성 이론에 따른 와해성 혁신, From Clayton M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신규 서비스를 적용하여
인큐베이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화해성 기술에 비유한 까닭은 초기 클라우드 기술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성능, 보안, 품질 등 많은 이슈들이 있으므로 기존의 존속성
기술(레가시 시스템)에 비하여 주목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
팅이 와해성 기술이 이라는 점을 현재의 IT업계에서는 명확하게 인식 하였으며 하물며
유명IT벤더에서 조차 클라우드 기술을 “뜬구름” 이라고 얘기하였으나 현재는 적극적
인 자세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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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업체들은 적용을 꺼려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느정도 성
숙기에 접어 들면서 많은 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명확한 부분은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중에서도 가용성이다. 아마존의 EC2 경우에는
99.95% 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이 말은 년간 4.38시간(단일지역 기준)에 대해서는 장
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4월 아마존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포스퀘
어, 훗스윗, 징가 등 많은 업체들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때 문제점은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장애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림 4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From AWS

필자가 기고한 “아마존 EC2 장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시사점에 나와 있듯이 퍼
블릭 클라우드 장애 시 조직 내부적으로 비즈니스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은 “CityVille” 과 “FarmVille” 로 잘 알려져 있는 징가(Zynga)에서도 사용

대처 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업체로 유명한

하고 있다. 즉, 초기에 서비스를 오픈할 때에는 사용량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퍼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과금 및 정산등 매출에 직접 연관된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확

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다다르고 사용량

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징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자체 프라이빗클라우드로 이전하

터를 확보하여 퍼블릭클라우드 장애 시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을

여 서비스하는 방안이다. 물론 전제 조건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갖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참조문헌. 가]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서비스 설계 및 개발부터 퍼블릭에서 자체 프라이빗 클
라우드로의 이전을 고려하여 진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공식적인 SLA(Service Level Agreement) : 명확한 SLA 및 보상에 대한 규정 확인



KTH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 오픈을 위하여 인큐베이팅 용도



재해 복구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시의 복구 계획 여부

팅서비스를 통하여 KTH 자산의 투자 없이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확장 및 철수를 고



데이터 이중화 지원 :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지

려한 전략이었다. 때문에 트래픽과 스토리지만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고 기본 인프라



보안 표준 준수 : 법규로 의무화 되어 있는 표준(ISO 600005 등)을 지원하는지

로 외부 유틸리티컴퓨팅서비스를 사용했다. 최초 KTH의 전략은 외부 유틸리티 컴퓨

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여 향후 내부 인프라로의 이전을 고려하였다. 약 1년이 지
난 후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초기 예상 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시작하였

셋째. “클라우드 버스팅(Cloud Bursting)”으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 때문에 필자는 자체 구축비용과 외부 서비스 사용시에 대한 TCO(Total Cost of

처음에도 언급한 IT서비스에 대한 용량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한다.

Ownership) 분석을 진행하였다. 때마침 KTH 내부에 분산파일시스템을 도입하면서
TCO 분석결과가 자체 구축 방향으로 이루어져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전을 완료
한 사례가 있다. 물론 고정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음은 말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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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용량산정은 그림4에서 확인했듯이 피크치(최번시)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이 말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을 얘기한다. 평상시에 인프라활용률이
20% 미만이지만 실제 IT자원에 대한 구매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을 고려

둘째. “장애 발생시 대안(DR, Disaster Recovery)으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여 산정하므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2

상기 와해성기술 이론 및 클라우드 채택 단계에서 보듯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현재 완

백화점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주일 중에서 백화점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벽하지 않다.

시점은 언제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주말 오후시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고객이 가

퍼블릭 클라우드 초기 단계에는 성능 및 안정성 보안등 많은 이슈가 존재하므로 규모

장 많이 몰리는 시기가 예측이 된다면 백화점 측에서는 주말 오후에 대량의 고객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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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축, 관리해야 된다.

입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적용 한다면 평소에는 자체 클라우드(프라이빗)를 사
용하다가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세일기간, 수강신청기간, 이벤트기간 등)가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하여 외부 IT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고객이
많이 몰리는 짧은 시기에 대하여 내부 자원이 아닌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 함으
로써 평소의 워크로드에 비하여 불필요한 자체 인프라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시기에 클라우드를 버스팅(Bursting)용도로 사용하여 사용량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중요한 서비스(Mission-Critical)를 수용
하고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Non Mission-Critical)에 대
한 수용이다.

그림 5 클라우드 통합 관리툴, From Right Scal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방안

둘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호환성”

1. “인큐베이터”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겠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서비스 오픈시 사용량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오픈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 들어 사용량예측 가능 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전

2. 장애 발생시 대안(DR, Disaster Recovery)으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평소에 서비스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장애 발생시 “퍼블릭

프라이빗”, “프라이빗

퍼블릭”으로 장애 대처

3. “클라우드 버스팅(Cloud Bursting)”으로써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진행(Mission-Critica 서비스 적용)
사용량 급증 예상시기에는 퍼블릭클라우드(Non Mission-Critical 서비스적용) 함께사용

기본적인 요건은 플레이어들이 기량을 펼 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해당 플레이어 들이 펼치는 멋진 퍼포먼스에는 사용자가 기꺼이 지불을 한다. 쉽게 생
각하면 Apple 은 IOS 라는 무대를 제공하며 플레이어(App 개발자)들은 수많은 App
을 내놓으면서 공연을 펼친다. 결국 그 공연(App)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로 인하여
플레이어(App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Apple) 양측은 수익을 창출 하는 것이다. 여
기서 기존 Apple 사용자가 Android 라는 플랫폼(무대)로 옮긴 다고 할 때 가장 고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다. 여기서 전환 비용은 단
순히 Apple 플랫폼에서 구매한 유료 App 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Android 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

랫폼에 익숙해 지는 시간과 기존에 Apple 플랫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전환

펴보도록 하겠다.

비용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첫째. 내부 인프라와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관리도구”
기업에서 서버 가상화 도입을 검토할 때 가상화 기술에 대한 검토보다 더욱 어려운 부
분은 사실 관리툴이다. 기존의 물리적인 레가시(Legacy)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를 통
합하여 관리하는 툴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물리적인 서버가 논리적으로 가상화가 되
어 버리면 사실 IT운영자 입장에서는 인프라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더욱이 내부에 존재하는 레가시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 그리고 외부의 퍼
블릭 인프라까지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178

컨퍼런스 세션 내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방안 및 도입 전략

179

IT거버넌스의 의미는 “조직의 경영목표에 맞출 수 있는 IT에 대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
하고 통제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구조”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조직에서 IT를 통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COBIT, 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황
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국내에서 기존의 레가시 인프라를 활용
하여 서비스 하므로 국내법에 규제를 받았으나 해외의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시
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 인프라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했으나 외
부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으며 통제권이 미약하다.

그림 6 플랫폼 전쟁, From 21세기북스

다시 클라우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기존의 내부 로컬자원을 사용하다가 외
부 클라우드 채택 결정 시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락인(Lock-

in)이다. 결국 외부 클라우드 업체 플랫폼에 맞게 개발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자체
인프라로 윈백(win-back)하려고 할 때 인프라 및 플랫폼의 호환성과 데이터 이전 이
슈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외부 클라우드 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면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 징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Z Cloud” 라고 불리는 프
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징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의 특징은 아마존 EC2 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별도의 수정 없이 “Z Cloud”
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징가 자체의 “Z Cloud”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호
환성을 갖고 있는 인프라 라는 것을 추측 할 수가 있다. 해외 아티클에서는 징가 내부
적으로 “CloudStack” 및 “RightScale” 을 사용했다고 한다. (참조문헌. 라)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시 락인(Lock-in)을 피하기 위한 고려사항

결국 내부 및 외부 인프라를 둘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더욱 복
잡해 진다.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시 IT정책(SLA, 장애복구, 변경관리, 접근제
어, 서비스 모니터링, 백업, 보안 등 IT 업무 프로세스 등) 및 조직구조와는 상이한 퍼
블릭 클라우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정책 중에 하나를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것이 문제다.
본 세션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컬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2003년 하버
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경제 컬럼니스트인 Nicholas G. Carr 이 발표한 내용으로

	특정 업체에 존속되는 서비스 및 API 배제하여 개발 및 운영

제목은 “IT doesn’t matter” 이다.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결론은 IT투자/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용량 데이터 저장 시 이전 방안 및 비용 고려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 사항 세부 검토

과거에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우위(포지셔닝)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정확히는







셋째. “IT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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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T Governance Lifecycle, From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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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원)을 누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전략적 포지셔닝의 관건 이였다. 하지만 현
재는 IT에 대한 일용품화로 인하여 IT자원을 통한 경쟁우위가 미약해 졌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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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서의 전기(Electronic)라는 자원은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자원으로 경쟁우
위가 있는 자원 이였으나 현재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으로 경쟁우위가 없어
졌다는 점이다.
결국 클라우드의 발전으로 인하여 IT기술은 점점 소비재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은 IT업
계의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IT자원을 많이 확보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 및 벤처 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통한 동등한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
다. 즉, 앞으로 IT로 인하여, 좀더 명확하게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많은 비
즈니스 창출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웹 소프트웨어 시장의

롤 모델 , 자바스크립트

IT는 더 이상 “Cost Center”가 아닌 “Business Enabler” 로 거듭나고 있음을 명심

웹어플리케이션팀 김양원
tizie@kthcorp.com

하자.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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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서버 시스템과의 통합으로 프론트 앤드와 백앤드의 경계
와 기술 전환에 따른 제약을 없애주는 언어로 서버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1) Grid Computing :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대량의 컴퓨터를 추상화 하여 대용량 컴퓨터를 구성하여 대용량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

더 나아가 향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기술로 평가 받을 수 있을

주2) Utility Computing : 정액제 방식이 아닌 고객의 컴퓨팅 사용량에 따라서 종량제로 과금을 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

것입니다.

주3) Server Based Computing : 어플리케이션이나 IT자원의 배포, 관리, 실행이 모두 개인PC 가 아닌 서버에서 이루어 짐
주4) 수식계산법 : 용량산정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Factor(사용자수, 트랜잭션수, 운영시간, 데이터백업) 계산을 통한 방법
주5) 참조법 : 기존의 서비스에서의 컴퓨팅 파워사용량 데이터를 참조하여 유사 서비스에 대한 용량산정에 참조하는 방법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잠시 예측해 보았지만 과연 이런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주6) 시뮬레이션 :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하(Workload) 측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용량산정하는 방법
주7)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상서버자원

자바스크립트 표준 기술의 발전 동향

자바스크립트 표준 기술 동향과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의 과거 그리고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1996년 Netscape Navigator 브
라우저와 함께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들어진 언어였고 처음 출시될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많은 브라우저가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고유의 기
술이였습니다.

브라우저 벤더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그런데 MS 에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따라잡기 위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리고 최근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견을 수렴하여

JScript를 탑재하고, 상호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점점 표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서 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끝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현재에 웹 기술에서 자주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래밍

한 ECMA International 에 표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표준화는 현재

언어가 되기까지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꽤 많은 시

ECMA-262 5.1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 웹 산업에 충주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

그리고 현재 표준화 프로젝트는 동일한 목적하에 병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 매김하려면 보안적인 측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 시 성능 저하와 대규모 프로젝

ECMA-262 4th 실패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중인 ECMA-Harmony 그리고 차세대

트를 위한 언어적인 발전뿐 아니라 체계화라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표준 ECMAScript 6th 입니다. ECMA-Harmony 의

사실 과거에 자바스크립트는 고성능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탄생의 목적 자

성과가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될지 ECMAScript 6th 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체가 자바 애플릿과 같은 정적인 웹 페이지에 동적인 요소를 추가해 웹 페이지에 생명

ECMA 에서는 2013년 완료를 목표로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을 불어넣기 위한 일환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표준화에 굉장히 오랫

하지만 현재의 기술 발전과 웹 트랜드는 단순히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동안 논의해 온 TC39 그룹은 기업간의 마찰로 ECMA-262 4th 표준화를 실패하였고

않고 데스크탑의 경험을 웹에서도 경험하기 위한 니즈를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특히

그로인해 표준화에 참여한 기업들은 뼈 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HTML 의 진화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이 사용자들의 니즈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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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는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정적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

그래서 다음 표준화에서는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논의만 할
께 아닌 다양한 개발 커뮤니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런 성

점점 웹은 플랫폼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데스크탑 브라우저, 모바일, 타블렛 할것 없

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진영에서 기여한

이 모든 영역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환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CoffeeScript 는 Transpiler 형태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같은 형태로

컨퍼런스 세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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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Traceur 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Traceur 의 경험

Transpiler 의 어원은 transfer 라는 단어와 compiler 라는 용어가 합쳐져 만들어

을 바탕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 언어로 Dart를 발표하였

졌고 모질라 재단의 CTO 이자 자바스크립트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브랜든 아이크

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C 언어 스타일의 JavaScript++ 을 발표하였습니다.

(Brendan Eich)에 의해서 최초로 설명되어 졌습니다.

이런 시도들과 논의를 수렴해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표준화를 완성해 나갈 것이고 우

이런 Transpiler 형태를 띈 중에 그나마 잘 알려진 프로젝트가 CoffeeScript 와 구글

리는 이런 변화에 조금씩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 Tracuer 입니다. 이것들은 Transpiler 라고 하여 자바스크립트가 새로운 형태의
문법(Syntax)을 파싱하여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해할 수

ECMA Harmony
Web2.0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외 자바스크립트 관심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이때 표
준화에 참여한 기업들은 좀더 발전되고 대규모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감안한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실제로 웹 브라우저에서 적
용되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자바스크립트 2.0 에 대한 고민을 모두 털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혹시나 이런 프로젝트의 성과나 반응이 좋아 차세대 언어로 적용된다면 브라우저는

서 Adobe 는 자사의 플래시 플랫폼에 완성되지 않는 ECMA-262 표준을 적용하여

이를 수용하겠지만 사실 Transpiler의 목적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적인 발전을 위한 목

ActionScript 3.0을 발표하게 됩니다.

적보다 다른 진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유사한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
젝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기 위한 목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더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언어와 엄격한 타입등을 고려한 언어로 논의
가 진행되었고 기업간 마찰이 깊어지고 결론을 만들지 못하고 ECMA-262 4th 는 종
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 수년만에 ECMA-262 5th 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 최근에

단, Transpiler 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 템플릿 엔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자세히 Transpiler 의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5.1th 가 또 한번 발표되었으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요구되어지는 기술에 비해 표준화
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CoffeeScript

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웹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졌고 그와 더불어 기술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웹 트랜드의 변화만큼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
서 ECMA-Harmony 에 참여한 워킹그룹에서는 기업들만 앉아서 논의할게 아닌 웹
오픈 기술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자바스크립

CoffeeScript 는 자바스크립트 트랜스 컴파일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Ruby 와

트 표준화의 바람이 거세기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Python, Haskell 에서 영향을 받은 개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구문으로 자바스크

ECMA의 TC39 워킹 그룹도 주도적으로 메일링을 통해 논의하고 위키를 통해 정리해

립트보다 간결함과 가독성을 향상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내부적으로 배열 함축

가고 있으며 2년 후인 2013년에 완료를 목표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Array Comprehensions)기법과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과 같은 기능을 추

또한 실패의 경험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개발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컨퍼런스나 여러 활동을 통해 홍보하고 그 의견을 수집하고 있
는데 그중에 하나가 Transpiler 를 입니다.

Trans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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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게다
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무리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

CoffeeScript 는 또한 큰 성능 저하없이 짧은 코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면에서도 더 나은 언어로 설계되었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

자바스크립트에 비해 1/3 정도의 행 수를 줄일 수 있음.

들은 "Brightly" 라는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을 Dart로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

2011년 3월 16일부터 CoffeeScript 는 Github 에서 주시하고 있는 개발자가 가장 많

이 Dart 로 개발되어진 첫번째 브라우저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언어는 Ruby 커뮤니티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

구글은 Dart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웹 브라우저를 위해 Dart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

고 있으며 Ruby on Rails 3.1 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램을 ECMAScript 3 형태로 변환하는 크로스 컴파일러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브랜든 아이크는 자신의 포스팅과 JSConf.eu 를 통해 차세대 자바스크립트에 큰 영

뿐만 아니라 Closure 코드를 Dart 언어 변환 도구도 제공됩니다.

향을 준것으로 CoffeeScript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Dart 의 가상화 머신을 Chrome 브라우저에 통합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
도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Google's Traceur
Traceur Compiler 는 차세대 자바스크립트를 위해 디자인되어 오픈소스로 진행되어

구글의 의도

오다가 Dart 프로젝트로 현재는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구글 Dart에 대한 내부 메일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공개된 듯 한 메일이 있어 그

Transpiler 형태보다 좀더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형태의 차세대 자바스크립트의 언어

내용을 보면 구글이 Dart 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를 위한 다음의 시도들과 노력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자바스크립트는 중추적인 역할

Google Dart Language

■ 고질적인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문제 해결

Dart는 처음에 Dash 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Dart 로 개명하였습니다.

■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제약 해결

Dart는 구글에 의해 개발되어진 웹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이 문제는 약간은 개발자스러운 접근이 강하고 그외 Dart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개최된 “GOTO 컨퍼런스” 에서 최초 공개되었습

이유는 구글의 현 상황에서 충분히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니다. 이 언어는 웹 브라우저 내장 스크립트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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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ies

■	구글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언어 전환 비용 최소화



■	경쟁사간의 브라우저 기술 리더쉽을 확고히 하기 위함



■	크롬 OS 와 안드로이드를 웹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묶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기



반 작업

	Tooling

	지원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rome



■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인 Go 와 클라이언트측 스크립트 언어인 Dart 그리고 구글의 개방형
인프라를 통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

	Safari 5+



	FireFox 4+



하지만,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기나긴 Dart 프로젝트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화 단체인 ECMA 에 강한 경고 메세지나 다름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단체
는 W3C 처럼 활발하지 않고 또한 굉장히 움직임이 더딥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의

JavaScript++

발전이 늦어진 것도 이 표준화 단체의 게으른 활동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

JavaScript++ 가 Dart 와 같은 프로젝트로 오해하지만 절대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니다.

구조는 Transpiler 와 동일하지만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JavaScript++ 이 좀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이러한 시도는 어떻게 보면 웹의 발전에 긍정적 메세지라고 할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자사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만 움직
인다면 그것은 웹의 진화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JavaScript++ 프로젝트는 ECMA-262 3th 를 기반으로 하여 C 스타일의 프로그래
밍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래스와 같은 현대적인 언어 기능을 제공하며, 유효

물론 구글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겠지만, 현 시점(ECMA-Harmony 가 진

범위 블럭과 상수, 플러그 타입 시스템과 타입의 안정성을 보장, 패키지 및 모듈 그리

행중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대체에 대한 것은 반신 반의 상태인것 같습니다. 물론 공

고 향상된 정규 표현식과 PCRE 와 같은 향상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개된 내부 메일에서 Dart 로 인해 웹 생태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
민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Dart 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만 그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아보입니다. 아마도

Dart 로 개발되어진 "Brightly" 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때쯤 관심도가 급증하지 않을
까 예측해봅니다. 그외 좀더 자세한 언어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알고 있다면 JavaScript++ 문법
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학습 비용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성장은 웹 브라우저 이외의 범위로 확장되고 점점더 복잡하고 대규모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더 나은 언어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JavaScript++는 그러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였습니다.

코드 예제
간단하게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기능

	Classes



	Option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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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Scope



	Pluggable Type Systems and Type Safety



	Standard Library and Modules System



	Regular Expressions and PCRE.js



	Functional Programming



	And Lots More!



출처 : http://jspp.javascript.am/

표준 모듈 명세 CommonJS
아마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프로젝트 경험을 해본 개발자라면 common.js 라는 파

이는 웹 기반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할 수 있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Roger Poon 과 그의 팀이 리드하고 있으며 커뮤
니티와 함께 점점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한번쯤은 봤거나 파일을 직접 생성해서 프로젝트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코
드들을 작성해봤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야 어찌되었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코드” 를 작성하기

최근에 알파 버젼을 릴리즈하였고 github 저장소를 통해 오픈소스로 개발자들의 참여

위한 일종의 규칙이였다는 것입니다. CommonJS 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규칙을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세한 표준입니다.

■ 코드 예제
class foo {

무엇인가?

    protected var findMe = 100;
}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빠른 동적 스크립트 언어이고 인터프리트와 동작

class bar extends foo {

하는 강력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사양은 브라우저 기반의

    class baz extends foo {
        public function Constructor() {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몇 가지 객체에 대한 API 를 정의합니다. 하

            console.log(“baz: “ + findMe);

지만 공식적인 명세서에는 광범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
    }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public function Constructor() {

CommonJS API 는 궁극적으로 Python, Ruby 그리고 Java 와 같은 언어처럼 표

        findMe = 5;

준화된 도구들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수의 기능

        console.log(“bar: “ + findMe);

을 처리하는 API 를 정의하고 자바스크립트와의 차이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new baz();
    }
}

원래의 의도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CommonJS의 API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
램을 작성하고 다른 인터프리터와 호스트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

new bar();

■ 주요기능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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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응용 프로그램
2. 커맨드 라인 도구
3. 데스크탑 GUI 기반 애플리케이션
4.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타이타늄, Adobe AIR)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외에도 날로 복잡도가 높아지는 웹 서비스와 웹 기반 애플리

일한 기능을 자체 기술로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FireFox, Chrome, Safari, Opera 등의 브라우저가 앞다퉈 자사의
브라우저 기술을 향상시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 속도 경쟁

케이션들을 볼때 자바스크립트 모듈 표준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될 사항중에 하나입
니다.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속도 경쟁은 진화하는 웹앱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적인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은 각자의 기술로 구현

현재 이 CommonJS 모듈 표준 명세는 ECMAScript 에 제안된 상태이고 위에서 설
명한 ECMA-Harmony 프로젝트에서 논의중입니다.

된 엔진의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초창기 부터 최근 버젼까지 자바스크립트 엔진
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브라우저 기술의 진화에서 바라본 자바스크립트

출처 : http://j.mp/rBpGBU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2008년 9월 첫 릴리즈 이후 크롬 브라우저 10 버젼이 출시 된
2011년 3월까지 약 3년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엔진 성능은 8배 정도가 향상되었습니
출처 : http://j.mp/vpNryL

이 브라우저는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이때 당시의 브라우저는 현재처럼 복잡

다. 물론 다른 브라우저도 계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브
라우저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기술을 구현해 놓지 않았고 단지 구조적인 문서를 정의할 수 있는 마크업을 이용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표현하는게 기능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네스케이프는 WWW 를 사업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MS 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월드 와이드 웹의 사업화에 참여하여 서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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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HTML5 와 WebAPI 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HTML 은 단순한 링크
와 이미지 정도의 문서였으나 현재는 리치 웹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성
장하였고 그 중심에 HTML5 를 구현한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자리잡
고 있습니다.

출처 : http://j.mp/sJdPVG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출시 때마다 기존 엔진에 비해서 적게는 20~30% 에서 많게는
2배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개선되었다는 리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
터넷 익스플로러 9 RC1 에 탑재된 챠크라 엔진도 엄청난 속도 향상을 그대로 홍보하
였습니다.
하지만 웹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문서 객체 모델인 DOM 과 CSS 를
위한 셀렉터등의 다양한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능 자체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웹 상의 복잡한 그래픽 요소를 위
해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한다든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거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HTML5와 Web API 표준화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TML5, WebAPI 구현 전쟁
대규모 자바스크립트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더 혈안이 되어 자바스크립트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해 노
력합니다.

196

컨퍼런스 세션 내용

자바스크립트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197

도스는 윈도우로 진화하였고 더 복잡한 기능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과거에는 수백명이면 충분하던 회원 정보가 이제는 수십억명 아니 무한히 많은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pen API

Open Source

HTML5

JavaScript

Browser App Store

Web Database
Cloud

웹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Win32 APE or MSDN

출처 : http://j.mp/tL92RC

Form

이는 과거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고성능에 네이티브 응용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를 비롯해 3D, 웹 소켓, 데이터베이스까지 브라우저는 모든 기술을

Open Source

C# or .NET

MS-SQL/Oracle

HTML5 로 구현할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Download.com

이런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기존의 데스크탑의 성숙한 사용자 경험을 누가
먼저 웹으로 가져오느냐가 웹 시장의 리더십 우위를 선점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

Disk Storage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모두 표현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아키텍쳐를 기준으로 살펴

웹의 플랫폼화

보면 과거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 소프트웨어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컴퓨터와 관련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웹이 플랫폼화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웹상의 데이터를 잘 설계된 API 로 개발자에게 개방하였고 이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 베이스로 과거에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도스 시절에 우리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비디오 대여 프로그램을 개
발했었습니다. 이때에는 DBMS 라는 시스템은 없었고 파일에 일정 포맷으로 비디
오 대여 정보를 기록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 오기 위한 도스가 제공하는 파일 시
스템 API 를 호출하기도 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를 찾아 헤매였던 기억
들이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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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는 웹 이라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 와도 같습니다. ever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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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는 oAuth 를 통해 facebook, twitter 를 통해 신뢰할 수 있

하지만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거론하려면 그 제목만 적더라도 A4 용지 수십

는 회원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에 기록을 해야할 정도로 많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오픈소스가 있는지

윈도우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Win32 API 를 이용하거나 리눅스/유닉
스 머신에서 Perl 을 이용해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처럼
웹이라는 큰 플랫폼에서 Open API 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Open API 는 programmableweb.com 에서 제공 기준으로 4500 여개나 됩
니다. 물론 이것은 등록된 것이고 등록되지 않는 Open API 는 아마 4500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카테고리만 60가지이고 지난 60 일간
의 신규 API 등록 건수만도 400 여개입니다. 이것은 매일 6개 내지 7개 정도의 신규

API 가 매일 생긴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git 을 기반으로 하여 소셜 코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github.com 사이트를 기준으로
전체 리파지토리 개수는 2011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약 3백10만개 입니다. 이 중에
자바스크립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20%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약 62 만개의 소셜코딩과 오픈 소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github.com 을 의존하지 않는 오픈소스도 많기 때문에 그 수는 어마어
마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굳이 많은 고민없이 마치 레고 조각을 조립
하듯이 오픈 라이브러리와 Open API 를 조합한다면 멋진 서비스 혹은 웹 애플리케이
션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마련된 API 와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그리고 표준 웹 기술인 HTML5 와

CSS3, JavaScript 를 조합한다면 과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 우스개: IE6 대

우리에게는 웹 이라는 플랫폼에서 무수히 많은 API 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응과 ActiveX )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점에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 즉 API 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좋은 웹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팔수 없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윈도우에

면 그 환경은 시장에서 쉽게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 제공하는 API 보다,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API보다 웹에서 제공되는 API는 다양하
고 데이터의 종류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 벤더들의 웹의 사업화는 단순히 표준화 기술 구현을 통한 기술의 발전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웹 소포트웨어의 마켓 플레이스를 형성하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즉 프론트 앤드 개발자는 웹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과거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다양하고 제한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론트 앤드 기술의 원시적인 개발 방법으로는 그 기술을 백번 활용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웹은 기본이 오픈이
다보니 그 어떤 영역보다 오픈 소스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Web based App Market Place
아이폰을 위해 Objective-C 가 있고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Java 가 있다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렉베리, 노키아, 바다, 윈도우 폰을 위해서 JavaScript 가 있습니다.
물론 HTML와 CSS도 있습니다.
아이폰 앱을 위한 마켓 시장인 애플 스토어가 있고 안드로이드를 위한 안드로이드 마

Open Sources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소스는 나열해 보면 사실상 많지 않아 보입니다. Ajax 개발
을 위한 jQuery, Prototype.js, Ext.js 등의 굵직 굵직한 것들이 있고 크로스 브라우
징 HTML5, CSS3 기능을 구현한 Modernizr. 크로스 브라우징 WebSocket 을 구
현한 Socket.io, 강력한 모바일 웹 앱을 구현하기 위한 jQuery Mobile, Sencha

Touch. WebGL 을 구현한 three.js, Raphaël.js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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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플레이스가 있다면 JavaScript 로 개발된 웹 애플리케이션 시장에는 애플 스토어
와, 안드로이드 마켓 플레이스와 WAC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브라우저 기반의 웹 앱 스토어의 시장도 존재합니다. 프론트 앤드 개
발자도 상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기업의 대표가 주인이 아닌 개발자 개개인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여 앱 스토어에 올려 판매를 하거나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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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개발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One the fly building’ 기능은 앱스프레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전이

그리고 개발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한글화된 문서도 큰 장점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 아이폰과 함께 전세계가 스마트폰에 깊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수 많은 개

이러한 모바일 웹앱 개발 플랫폼은 HTML5, CSS, JavaScript 를 기본으로하여 네

발자들은 Objective-C 책과 안드로이드 서적을 구매해 개발에 뛰어들었고 국내 이

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곳 저곳에서는 엄청난 수요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

이러한 브라우저 기술과 자바스크립트의 기술 진화와 함께 주목해야할 것중에 하나가

다.

바로 서버 아키텍쳐의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 즉 한글이 미국에서도

이런 변화와 함께 찾아온 HTML5 는 모바일 시장의 또 다른 다크호스가 되었고

똑같이 통용된다면 어떨까? 뿐만 아니라 파리, 스위스, 인도, 중국, 일본에서 모두 동

HTML5 의 다양한 기술을 랩핑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연달아

일한 언어로 쓰일 수 있다면 어떤일이 생길까? 물론 미국, 파리, 중국, 일본 사람도 학

발표되면서 자바스크립트는 다시 한번 웹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습의 비용없이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Web2.0 이후 다시 한번 자바스크립트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한 주된 요인중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모바일 웹과 앱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웹 앱은 HTML5, CSS3 와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네이티브 앱 수준의 성숙한 UX, 그리고 Device API를 이용하
여 좀 더 네이티브 앱과 비슷하게 구현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Node.js 는 Single Thread 모델의 Non-blocking I/O 의 API로 JavaScript 라는

최초로 2009년 4월 Web 2.0 Expo 런치패드에서 우승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개발 환경입니다. 좀더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jQuery 는

개발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면서 현재에 이르러는 PhoneGap 을 이용하여 만

document 를 위한 프레임워크라면 Node.js 는 System 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든 애플리케이션이 350,000 번이 넘게 다운로드되고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하이브리드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출시되었습니다. 그외

물론 이 정도의 설명으로 Node.js 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에도 잘 알려진 Appcelerator 사의 Titanium 과 KTH 에서 개발한 Appspresso 등
이 있습니다.

Titanium 의 경우에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굉장히 탄
탄한 아키텍쳐를 이루고 있어 웹 소프트웨어 시장에 굉장히 비젼있는 플랫폼으로 발
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 Aptana 를 인수해 웹 애플리케이션 통합 개
발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H 의 앱스프레소(Appspresso)는 PhoneGap 과 유사한 아키텍쳐를 가지고 있
으며 현재는 iPhone, Android 만을 지원하지만 Windows Phone 7 을 비롯하여 점
차 더 많은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WAC Waikiki API 를 지원하여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모바일 시스템의 자원
을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수정된 소스를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도 실행중인 앱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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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웹 서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많은 웹 서버(특히 Apache)는 다중 접속
에 대한 처리를 위해 쓰레드를 많이 만들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버는 하나의
쓰레드에서 동시에 여러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쓰레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무거운 작업이므로 미리 동시 접속자수를 예상하고 쓰레
드를 생성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들은 웹 서버의 내부를 응용 프로그램 서버(memcached
등), 캐시서버, 데이터베이스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설계합니다. 하지만 다중 접속이
많아질 경우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응용 프로그램 서버는 고속이지만, 데이터베
이스가 부하가 생기면(복잡한 쿼리로 인해) 전체 응답이 느려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
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 접속자 수가 폭주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발생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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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서버를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HTML5로 인한 모바일 시장의 전이 그리고 서버까지 공략중인 자바스크립트의 발전

때문에 그 부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 미래의 웹 소프트웨어 시장에 분명 비젼을 제시해주는 개발자에게 새로운 롤이 충

그래서 서버 시스템의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 환경에 주목

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성숙과 소프트웨어

반면 Node.js 는 단일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드를 늘릴 필요가 없습

개발 체계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쉽지는 않지

니다. 이 말은 얼핏 1대의 서버에서 한명의 사용자밖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ode.js 는 한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과 작업의 차이입
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요청을 세분화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요청 분석 및 캐시 서
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쿼리 응답의 작성과 개별 작업을 말합니다. (혹은 이벤트
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Node.js 는 요청(연결)이 라는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세분
화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용자의 요
청이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하는 동안 두번째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결

웹 소프트웨어 개발의 체계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5, 6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언어가 자바스
크립트였습니다. 반면 자바 언어는 닷컴붐과 함께 웹에서 수십 억 달러의 시장을 만
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웹 시장에 꼭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고 개발자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과가 반환되면 사용자에게 바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I/O 처

그리고 이런 시장의 구조는 자바 기술의 고도화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체계화를 이끌

리를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자바의 유용한 기술과 체계화

또한 Node.js 는 Window, Linux, Machintosh, Solrais, FreeBSD, OpenBSD
와 유연하게 동작합니다. 더욱이 구글의 자바스크립트 V8 엔진은 IA-32, X64, ARM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핸드 핼드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백그라운드 프로세싱, 로우레벨 네트워킹, 파일 시스템 엑세스, 바이너리 데이터 프로
세싱을 포함한 강력한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HP webOS 2.0 - http://j.mp/srhrL7에 임베디드 되었습니다.

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자바스크립트는 jQuery, Prototype.js, Dojo 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출시 될 시
점에도 그런 준비는 전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언어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뿐 소프트웨어 체계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
니다.
하지만 점점더 복잡해지는 웹 소프트웨어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언어의 체계화와 설계, 개발, 품질관리, 유지보수등에 대한

왜 Node.js 가 주목을 받는지는 바로 효율성에 있습니다. 특히 Node.js 는 C++로
구현되어 있고 C/C++ 로 개발된 기존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달
리 말하면 서버측 자바스크립트로 시스템 리소스를 직접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Node.js 의 방식에도 문제는 있지만 Node.js 프로젝트는 몇일전 0.6.0 버젼
을 출시하였고 Python, Ruby, C/C++ 등의 서버측 언어 진영의 개발자들의 참여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더욱이 웹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서 특수한 사항과 제약적인
것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웹 소프트웨어의 체계화를 위
한 도구들이 점점 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개발환경은 과거에 비해 좀더 지능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가 눈부시기 때문에 향후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표준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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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이 굉

웹 애플리케이션의 디버깅은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디버깅 도구를 활용하거

장히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는 편리한 기능들과 도구들이 출시되어 효

나 플러그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디버깅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rebug 가 출시되기 전에는 굉장히 조잡한 도구들로 어렵게 디버깅을 해야했고
Firebug 의 경우에도 발전하기 전에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여서 경고창(alert) 을 이용

JSDT in Eclipse

해 line by line 으로 디버깅을 해야 했습니다.

이클립스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구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모든 브라우저가 Firebug 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더 뛰

미에 맞게 자바스크립트 웹 개발을 위한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난 기능들을 추가하여 빠른 디버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버젼관리, 테스팅, 빌드, 배포까지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유용한

IE 의 경우에도 최근 IE9 출시와 함께 Developer Tool 이 기본으로 탑재되었고 오페

도구입니다.

라의 경우에도 DragonFly 라는 크로스 플랫폼 디버깅 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이
어폭스의 Firebug, 크롬과 사파리의 WebInspector 가 디버깅 도구입니다.

IntelliJ IDEA, WebStorm

이런 도구들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류에 대한 전체 스택을 라인 단위, 유닛 단위 등으로

Java 개발을 위한 도구였지만 최근 몇년동안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능들이

상세히 탐색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환경, DOM 제어 및 탐색 등 거의 모든 디버깅

많이 추가되었으며 이 역시 플러그인 방식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
특정 기능(리펙토링, Git 지원, 테스트 등)에서는 Eclipse 보다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
고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름에 걸맞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에도 굉장히 인텔
리전트 함을 느끼게 합니다.

빌드 도구
과연 자바스크립트에서 빌드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을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빌드는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들에 대한 파일 병합, 소스 최
적화, 소스 압축, Gzip 압축, 난독화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Aptana
Aptana 의 경우 초기부터 프론트 앤드 개발 환경에 포커싱된 개발 도구로 형상관리
와 원격 개발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개발 테스팅과 코드 어시스터로 사랑을 받았습
니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최적화와 HTML, CSS 최적화도 추가되기도 합
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빌드라는 것은 이렇듯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여
엔드 유저에게 좀더 나은 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사용됩니다.

현재는 하이브리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인 Titanium을 개발한 Appcelerator

사실 이러한 방법도 과거에는 복잡한 과정을 수동으로 일일이 처리했지만 도구들의

사로 인수 합병되어 최근 모바일 앱 개발까지 추가된 통합 개발환경으로 발전해 가고

발달로 리소스를 최적화하는데 개발자가 들이는 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있습니다.

자동화와 도구들이 많이 출시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웹 개발 통합 도구들이 출시되면서 좀더 손쉽게 웹 애플리케
이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UglifyJS : http://marijnhaverbeke.nl/uglifyjs
UglifyJS 는 Node.js 기반으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서, 압축, 보기 좋은 소스로

디버깅

변환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커뮤니티들의 활발
한 활동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왔으며 현존하는 자바스크립트 압축 도구들 중에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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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웨어의 개념을 점점 갖으면서 테스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
니다.

YUICompress :

특히 자바와 같은 서버측 언어의 경우에는 갖춰진 시스템에서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YUICompress 는 야후에서 개발한 단일의 JAR 파일로 이루어진 자바스크립트 압축

입출력의 형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테스팅 도구들이 고도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

유틸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찍 출시되어 꽤 유명하였고 현재까지 자주 이용되는 압축

만 웹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

유틸입니다.

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Maven 플러그인을 적용하거나 Ant 에 추가해 빌드 자동화로 유연하게 연동시

자바는 JVM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기반에서 동작을 합니다.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등이 있

Google Closure :

습니다. 만약 자바가 구글에서 개발한 JVM, 모질라에서 개발한 JVM, 애플에서 개
발한 JVM, 오페라에서 개발한 JVM, MS 에서 개발한 JVM 이 있다면 아마 현재의

구글에서 개발한 클로져 툴중에 압축 도구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원격지 url 을 입력하

자바 언어의 위상은 찾기 어려웠을 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된 애

면 자동으로 압축된 결과를 export 해주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제

플리케이션 테스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다양한 도구들은 웹 소프트웨어 만의 제약을 현실적으로 대응하여 기

UglifyJS 나 YUICompress 에 비해서 환경을 만드는 비용인 학습 비용이 따로 없기

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도구들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때문에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Open API 도 제공합니다.

화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도구를 살펴봅니다.

최근 모질라에서는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빌드를 위해 걸리던 시간을 약
1/20으로 줄이는 테스트에 성공하였다는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From 80 Seconds to 6 : Optimizing Our Asset Compression

JSTestDrive : http://code.google.com/p/js-test-driver/
JSTestDrive 는 오픈 소스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IDE 인 이클립스 기반
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테스팅 도구로 최근까지 구글 그룹스와 프로젝트 사
이트에서 활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etbrains 사의 다양

테스팅 도구

한 IDE(IntelliJ IDEA, WebStorm 등) 에도 플러그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잡한 테

ref :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D%94%84%ED%8A%B8%E

스팅 환경 구축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C%9B%A8%EC%96%B4_%ED%85%8C%EC%8A%A4%ED%8A%B8

이 도구의 가장 큰 목적은 설명한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수행을 위한 목적으

“ 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시험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

로 개발되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빌드 시스템(Continuos build system)과 손쉽게 통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과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객관적이고 독

합이 가능하고 TDD 스타일 개발에서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를 빠르게 수행해 볼 수

립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사업주체가 소프트웨어 구현의 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있습니다.

하기 위함이다. 시험 기술에는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소프트웨어
의 오류와 버그를 찾는 절차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ScriptCover

우선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주된 목적과 필요성은 위키피디아 인용글에서도 쉽게 이해

ScriptCover 는 구글에서 발표한 크롬 브라우저 확장 기능으로 웹 페이지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생산성에 맞춰진 국내 개발 문화에서는 대부분이 많은 거

되는 자바스크립트에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웹 페이지에 특별한 처

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 문서로만 여겨졌던 웹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소프

리를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행단위 범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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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verage : http://siliconforks.com/jscoverage/

술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된 웹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

행위 주도 개발은 새롭거나 혁명적인 것이 아닌 TDD 에서 말하는 ‘테스트’라는 말 대

는 도구입니다.

신에 ‘해야한다(should)’ 라는 술어를 쓰는, TDD 의 진화적 곁가지에 불과하다.

JSLint

Jasmine

JSON 창시자인 더글러스 크록포드에 의해 개발되어진 자바스크립트 정적 결함분석

Jasmine 도 JsUnit 과 마찬가지로 Pivotal 랩에서 개발 유지보수하고 있는 자바스크

도구입니다. 여러 패턴의 잘못된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리포팅을

립트 애플리케이션 테스팅을 위한 행위 주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작성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개발자간의 코드 패턴을 일부 동일하게 유지하고 코드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매

JSSpec

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드 도구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미연

국내 강규영님이 개발하여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mootools 에 추가되

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은 웹 애플리케이션이면 더욱더 이 도구를 활용

면서 매우 유명해진 행위 주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하기를 권장합니다.

위에서 몇몇 개발 체계화를 위한 도구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자바라는 언어가 웹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엄격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에서 개발 체

테스트 주도 개발

계화를 빠르게 정립할 수 있었고 고도화된 도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플랫폼 중립성도 큰 장점입니다.

QUnit

웹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도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화된 도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주도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구와 방법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문제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

Qunit 은 jQuery 테스트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되어진 일반적인

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JUnit 과 같이 여러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와 비슷하지만 Qunit 은 브라우저 기반에

Conclusion

서 자바스크립트가 테스트 코드로 수행될 수 있도록 헬퍼 기능을 제공합니다.

JsUnit
JsUnit 의 경우 2001년 1월에 개발이 시작된 최초의 자바스크립트 유닛 테스팅 프레
임워크 입니다. 이것은 JUnit 을 자바스크립트로 포팅한 것입니다.
이것은 Pivotal 랩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테스팅 프레임워크로는 거의 사용되
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 주도 개발
행위 주도 개발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개발자간 협업시 강조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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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굉장히 더디게 진
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 밴더들의 WWW의 사업화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HTML5 의 표준화로 웹에서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웹 소프트웨어 시장에
서 자바스크립트의 중요성은 Web2.0 이후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표준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브라우저에서는 HTML5 구현과 자바스

흰머리 성성하게

크립트의 속도 경쟁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의 기술을 아이폰과 안드

개발하기 위해

로이드와 함께 모바일로 급속도로 전이되면서 웹 소프트웨어의 시장을 넓혀갔습니다.
모바일에서도 HTML5 기술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필수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고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출시로 성숙한 네이티브 UI 기술을

분산기술Lab 임도형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rim@kthcorp.com

더욱이 하이브리드 앱 개발 도구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HTML5 와 JavaScript 를 이
용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표준 웹 기술의 가능성을 확고
히 하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을 이용한 서버 아키텍쳐의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Node.js 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이 유연한 네트워킹 프로
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으로 국내외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습니
다.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자들도 Node.js 와의 통
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동작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굳이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전환을 위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원하는 플랫폼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어떤 플랫폼이 탄생하던 웹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기술은 HTML5 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많은 영역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HCI 관점에서
우리는 컴퓨터와 함께 살아오며 HCI(Human Computer Interface) 의 진화를 곰곰

우리는 기계와 키보드를 이용해 텍스트를 이용해 대화를 했었고, 마우스를 이용해 좌
표계를 이용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터치를 이용해 기계와
교감을 해왔습니다.
최근 음성인식 Siri 에 대해서도 잘 알 것입니다. 기계는 점점 인간이 갖는 센서와 인공
지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키보드로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마우스로 아이콘
을 클릭하거나 스킨쉽과 같은 터치로 기계와 대화를 할 것이고 디바이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생활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와 같은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
한 디바이스와 휴머니티가 강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플랫폼 중립적이고
인간에게 가까웠던 프로그래밍이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리드할 것입니다.

히 생각해보면 꾀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몇가지를 살
펴보면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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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저는 나이 42의 SW 개발자입니다. 여지 것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왔고, 계속 하고 싶
습니다. 정년이 있다면 꽉 채워 하고 싶고, 은퇴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제 주
변에는 흰머리 성성한 선배 개발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같은 업종의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세월이 흐르면 나도 저 나이 즈음에는 저분처럼 되겠구

절을 떠나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실무를 떠나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하려면 당연히 실무에 빠삭하여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실무의 경
험과 역량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전
부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 쪽의 비전을 가지고 그쪽을 하고
싶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이가 들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절에 남아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 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 봐도 같은 일을 하는 머리 성성한 분은 없습니다. 왜

SW 개발이야 말로 전문성을 아주 필요로 합니다. 벽돌 나르고 벽돌 쌓는 것처럼 인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력으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역량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개발자가

우선 SW 개발 산업이란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네요. 이 직업의 시작이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Apple II 혹은 IBM XT와 같은 PC가 있었을 때에서야 SW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 있는 개발자가 없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 식의 삽질과
체력만으로 커버해야만 합니다.

개발자라는 직업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네요. 그 때가 80년대 중반이고, 그렇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머리 성성한 개발자들을 종

다면 30년 정도 되었네요. 그 때 부터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55살 즈음 되었을 것

종 볼 수 있다, 개발자 컨퍼런스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꽤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같네요. 어떻게라도 찾아 본다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억지로 찾아 본다면. 하지

는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에서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어디서 듣기

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보다는 35살의 고민이라는 그것이 더 큰 이유일 것

로는 일본에서도 오래 전에는 우리와 같이 극심한 야근이 있었는데, 개선되어서 이제

같습니다.

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땠는 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초과 근무를

35살 고민은, 개발자가 35살에 하는 고민을 말합니다. 저는 SW 개발을 좋아합니다.
꽤나 재미있어 합니다. 단지 적성에 맞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
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꽤나 행복한 것이죠. 이렇게 SW 개발이 좋아 이쪽 일을 시작하

지양하고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젊어서 하던 SW 개발을 타의에 의해
서 덮도록 강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부럽습니다.

게 된 경우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에 뛰어 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어느

아니 많이 부럽습니다. 바라는 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제대

정도 경험과 역량이 쌓인 35살 즈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계속 해도 괜찮

로 된 결과를 보이고, 제대로 인정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계속 일하고

을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아니 계속 벌 수나

싶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 아니죠. 이러한 희망은 그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떠나 버립니다.

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량 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SW 개발을 하는 것
은 현명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수십 만의 지성이 내

고 경험 많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직이라면 산업 전체에서는 개
발 인력은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이직이 아니라 전직이라는 것이죠. 그 동안 쌓아 왔
던 경험과 역량을 묻어버리고 닭 배달하게 되는.

린 판단이니 충분히 유효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 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아
마도 비전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유망하다, 할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 힘들고, 근무시간 징하고, 대우도 좋지 않고, 자기 계발도 되지 않고,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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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도 바라고 회사도 바라고 그리고 산업 전체가 다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많이 받지 못하고, 등등. 어느 직업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 겠지만, 이 쪽 분야는 특

왜 그럴까 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개발자는 비전을 갖지 못하고, 회사는 개발자의

히 투덜거림이 많습니다. 단지 업무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닌 산업 자체의 한계에 기인

역량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 같습니다. 회사는 많은 경력의 개발자를 투입하여도 그만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한계는 개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절을

큼의 생산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력만을 사용하고, 개발자는 이러한 현실

바꿀 수는 없고 중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네요.

에 좌절하여 떠나 버리고.

컨퍼런스 세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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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투덜댑니다. 계속 개발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하여 비슷하게 구현하고 문서를 만듭니다. 업무를 완료했다고 하니 리뷰를 받으

회사 역시 투덜댑니다. 역량 있는 개발자에게 개발을 맡기고 싶다. 그러나 어느 나이

라 하네요. 리뷰하면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네요. 버그 수정 업무를 새

만 되면 전부 나가고 없다. 그리고 찾지도 못한다. 양쪽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다 맞습

로 받았습니다. 전달 받은 로그와 재현 정보를 살펴 보고 관련 모듈에 대한 문서를 찾

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아 봅니다. 모듈의 기능과 구현방식을 파악하고 버그를 찾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테

개발자 개인이나 회사 그리고 산업 전부 같은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쪽 나라의 예를 봐서도 어떻게든 바꾸어 보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
습니다.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민해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
꾸어야 할까.

스트 케이스 전부를 돌리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쪽에서 실패합니다. 아, 꼼수로 대
충 처리한 것을 꼼꼼하게 수정합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작
업 내용을 문서로 적어 두고 커밋합니다.
상상이었습니다. 저런 프로젝트와 저런 팀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지네
요. 온갖 쓰잘데 없는 것으로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개발 그 핵심에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되려
거부감이 드는 상상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고 말하기 조차 좀 그런 상상이네요.

상상을 해 봅니다. 이상적인 SW 개발이란 것이 어떤 모습일까? 잘 안되네요. 그럼 반
대로 접근해 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야근과 주말 근무, 형편없는
문서, 끊임 없는 버그, 여기를 수정하면 저기에서 다른 버그가 발생하고, 말도 안 되
는 일정, 뭘 바라는 지도 모르는 고객의 요구사항, 힘든 디버깅 환경, 자기 계발 보다
는 급급한 구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바심, 낮은 연봉. 아 많네요. 끝이 없을 것 같습
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 봅시다. 야근도 주말 근무도 없고, 잘 되어 있는 문서, 높은 품
질의 제품, 합리적인 일정, 충분한 요구사항 파악, 효율적인 디버깅 환경, 업무를 통한
자기 계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과 역량 향상, 적절한 연봉.

상상하는 김에 좀 더 가 봅니다. 갑자기 고객의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별로 비중 두지
않았던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하네요. 추가해야 할 기능이 많아 졌습니다. 신
규 기능을 리스팅하고 이를 고객과 논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네요. 이번 마일스톤에 있
던 몇몇 기능을 다음 마일스톤으로 변경합니다. 갑자기 팀원이 다쳤습니다. 한 달간
입원해야 한다네요. 모든 업무는 3일 미만으로 쪼개져 있었기에 그가 진행 중 이었던
업무도 3일짜리였고, 무시하기로 하네요. 평소에 업무 리뷰를 계속 진행해 왔기에 그
개발자 만의 암묵적 지식은 없고, 다른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데는 별

회사에 강하게 우겨 봅시다. 되든 안되든. 초과 근무 거부, 합리적인 일정, 충분한 요

문제가 없네요. 인력이 한 명 빠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비축했던 일정 버퍼로 대체

구사항 파악, 적절한 연봉. 어 그러고 보니 회사에 주장해 볼 것은 몇 개 안되네요. 만

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약 위의 사항이 받아 들여진다면 나머지는 그냥 해결 될까요? 문서, 제품 품질, 효율
적인 디버깅, 자기 계발, 역량 향상 등 이런 것들이 그냥 해결되나요? 이런 것들은 회
사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
도 아닌데.

좀 심한 상상이었나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팀 내의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별
문제가 되지 않네요. 프로젝트 자체가 내구성이 있네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도 개발자 개개인의 열정이나 체력
이 고갈될 것 같진 않네요. 이렇게 끝난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저 프로젝트

또 상상을 해 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일정은 합리적이고, 고객의

의 연장 정도 겠네요. 새로운 신규 기능 추가와 버그 픽스, 요건 원 프로젝트에서도 해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한 상태이고, 그리고 적절한 연봉에 초과근무는 없다고 합니

왔던 것이니까요. 일반적인 유지보수에서의 쓰레기 코드와 쓸모 없는 문서의 상황은

다. 와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네요. 팀에 속하고 보니 문서만을 가

아니겠네요.

지고 개발환경을 꾸리고, 제품 개요를 파악하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각 모듈의 기
능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네요. 원샷으로 소스를 다운받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까지 완료 할 수 있네요.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이미 있네요. 이슈 관리시스템에
서 업무를 정해서 기능을 구현합니다. 팀원이 기존에 해놓은 문서와 테스트 케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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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좀 허무해 집니다.

컨퍼런스 세션 내용

만약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부치지는 않
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일정으로, 초과 근무 없이, 적절한 연봉으로 프로젝트를 진
행시키지 않을까요. 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약속한 일정에 약속한 기능이 구현되는 것이겠네요. 보통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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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것을 염두 해 둔 것이고. 그리고 유지보수의 비용이 적고, 버
그가 적은 것은 당연히 원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상의 방식을 환영할 것 같습니
다.

인식을 넓히자
아마도 이제는 svn, git, cvs와 같은 소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
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만해도 파일서버의 공유 폴더를 사용해서 소스를 관리

바꾸어야 할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만 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cvs나 svn은 이미 있었고, 그

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해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고 충분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스 관

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가 그 생각에 태클을 강하게 겁니다. '팀 동료가,

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팀장이, 영업이, 회사가, 고객이' 하면서. 최소한 동료와 팀장은 이렇게 해보자고 설득

의 여부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소스 관리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영업과 부장을 생각하면 씁쓸해 집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입을 하고 사용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발 조직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방법론

해보고 그래서 직접 그 효용을 느끼지는 못하는 잠시 머리에 들어왔다 잊혀지는 것뿐

을 도입하고 툴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조직도 변경해 보면서 어떻게

이었죠. '그런 툴이 좋다고? 지금도 잘만 개발하는데'라고 무시했었죠. 삽질을 삽질이

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닥 효과가 보이지 않습

라 깨닫지 못하고, 어절 수 없는 상황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삽질이 아닌 효율적

니다. 여전히 일정은 못 맞추고, 개발된 제품의 유지보수 비용은 크고, 몇 년 경력 쌓은

인 개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지금 소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극심한

개발자는 나가버리기 일쑤이고, 영업은 언제나 개발팀과 싸우고만 있습니다. 제발 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효율적이라 착각했던 것이 이제는 삽질이라는 것을 깨달았

조직을 일할만한 곳으로 바꾸어 보고 싶지만 그 개발자 놈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데드락이라고 하나요? 저쪽이 움직일 때까지 나도 움직이지 않고, 저쪽은 내

svn뿐 아닌 모든 것이 마찬가지 입니다.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공부해야 하고, 실천

가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로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

해 보고, 실패해 보고, 동료에게 전파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업무이니까 프로젝트

니 그냥 제자리에서 투덜대기만 합니다. 이렇게 몇 년 투덜대다가 그저 비전 없다고

에서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이 해보고 좋으니까 팀 동료에게 너도 해봐

나가버리고, 회사는 별 그저 더욱 빡세게 돌리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며 간단히 소개해서 되지 않을 것들이 많습니다. 일정을 잡고 그리고 업무로서 진행

무언가를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민도 필요하고, 마음 씀씀이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헤딩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
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개선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허용
되지 않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지켜지지 않는 일정에 이런 여유를 줄 수가 없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용하려는 것이 효과를 볼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의지를 가지
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선을
하려면 아픔이 따릅니다. 그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업체 전반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요. 아니 여유를 주어도 그 여유를 빈둥거리는 개발자를 믿지 못하네요. 역시 데드락

많은 개발자들이 현 개발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보고 싶어 하지만, 곧 생각을 접어버립

입니다.

니다.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높으신 분들에게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자와 회사가 공감, 합의, 타협, 하여간 무언
가 소통되어야 할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호하네요. 개발자의 대표가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해 봤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잘못일까요? 또 반대로 회사에서도 생산성 있는 개발환
경으로 바꾸길 원하지만, 그 결과에 의문을 갖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강제로 해 봤
자 별 효과 없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개발자 잘못일까요?

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제가 앞의 상상에서 언급했던 하나하나들을 저는 개발습관이라고 칭합니다. 머리로

인식을 넓혀 보자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 아닌, 직접 해보고 느끼고 당연히 여기게 되어 몸에 베이는 개발습관. 예
를 들어 기능을 구현할 때 당연히 테스트 케이스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의 동작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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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케이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무리를 못 짓는 몸의 상태 같은 것이죠. 누가

뛰어나다면 흰머리 성성해도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불행히도 저는

시켜서 혹은 산출물이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개발 습관이 아닙니다. SW에

그저 개발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그리고 약간의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개발자일 뿐

서의 산출물은 개발자가 느끼는 그 자체의 효용에 따라 그 내용의 튼실함이 엄청나게

입니다. 주변에서 흰머리가 성성한 개발자를 흔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몇몇 업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 도입 시에는 아주 강한

뿐 아니라 산업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노년을 재밌

거부감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도입하자니 개인적인 기존 방식에 영

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껏 고민해서 내린 짠머리입니다.

향을 주게 되어 의식적으로 그 효용을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몇 번 그 효용을 느끼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할 수

되면 몸에 자연스럽게 베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습관 하나하나가 모인 상태를

있어야 한다고 개발자에게 회사에게 그리고 고객에게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발문화라고 칭합니다. 단지 특정 하나의 개발 습관을 도입해서는 개발자나 회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자신의 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

사 자체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발문화가 바뀌었을 때 만 진정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고 실천해 보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 개발팀을 지원하고 기꺼이 비용과 실패를 감수

많은 개발자들이 구글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개발문화 때문이라고

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음…, 일정 준수와 품

생각합니다. 구글에 속해 있을 때 얻는 이름값이나 연봉 혹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가

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전까지는 요구하기는 어렵겠네요. 산업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장 큰 가치는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그리고 가치가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일정과 단가일 때 일정이 지켜지고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퍼져야만 합니다.

이라 봅니다. 바로 구글의 개발문화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특정 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여기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

개인이나 조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행해지는 일

으로 Agile의 몇몇을 경험해 봤지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보다는 개발자 스

반적인 것들의 총합이 문화입니다. 언젠가 구글의 누군가와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그런 개발문화가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한국인인데, 어떻
게 그 한국인들을 교육시키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googley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존 개발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는
다는 거네요. 구인 면에서 보면 google은 행복한 회사 입니다. 그런 개발문화를 가지

스로가 방법을 찾고 동료와 얘기하고 팀장과 얘기하고 적용해 보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며 흰 머리 성성하려면 바꾸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SW 산업 자체
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인식도 변하고 있고 또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이를 확신하

고 있고, 또 그런 개발문화에 맞는 인력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google이 채용이 까다

고 있으며 회사도 점차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10년 전 5년 전과 비교

롭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자가 지원하는 그런 현상이

해 보십시오. 많이 변했습니다. 떠날 것이 아니라면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럽습니다.

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개선을 회사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해

google을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개발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단

옵는 SW 업체의 부장님들, 이사님들, 사장님들에게 크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힘 없

지 개발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할 예일 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발문

는 개인 개발자들이 무언가 잘 해보자 할 때는 밀어 주세요. 어차피 매번 못 맞추는 일

화를 지향하도록 SW 산업 전체가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고통을 기꺼이 감

정, 또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가 변해 보자는 그 움직임

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바꾸고자 할

에 기꺼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 회사가 맞장구 쳐주고, 반대로 회사가 바꾸고자 할 때 개발자가 실천하는 그런 모

반대로 생각하면 변하지 못할 회사는 일찍 망하는 게 낳을 수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

습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몇몇 업체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현입니다. 일찍 망하라고. 수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고,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1

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산업전체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흰머리가 성성해서

년 1년을 그저 생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할 수록 악순환이 더 징합니다. 생존

도 개발하려면 몇몇 업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W 산업 전체가 그래야만 합니다.

하기 위해선 마구잡이로 개발하여야 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 생산성이 없고

만약 제가 슈퍼개발자였다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정말

역시 생존하기 힘들고. 이런 과정 중에 개발자도 회사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개발
자는 그 비전 없음을 인식하고 떠나 버립니다. 이직이 아닌 전직을 해버립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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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은 아마도 가장 친숙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관계 형 DBMS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PM 패키지(Apache+PHP+MySQL)를 형식으로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쉽
게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꽤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로보드

대형사이트 구축을 위한

와 같은 강력한 오픈 소스 게시판도 MySQL을 DBMS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국내외
각지에서 MySQL을 메인 DBMS으로 활용하여 수많은 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습니

MySQL

다. 특히나 Google과 같은 대형 검색 업체에서도 MySQL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

튜닝 전략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오래 전 온라인 광고 서버를 구축하면서

형 SNS 서비스인 Twitter나 Facebook에서 조차 MySQL을 메인 DBMS로 대용량
처음 MySQL을 접하였는데, 대용량 데이터 수집에도 성능 저하 없이 무난하게 처리

공통플랫폼팀 성동찬
sdchan1@kthcorp.com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선스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 더욱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SUN이 Oracle사로 합
병되면서 라이선스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GPL라이선스 정
책을 따르고 있는 이상 당분간은 무료로 계속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는 또다시 개발자를 구해야 하고, 더욱 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존은 더 힘들어 집니다.
그런 생존이 과연 바람직할까 싶네요. 개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고객에게도 그리고

SW 산업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세요.

이처럼 현재 여러 분야에서 MySQL DB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DB이기 때문에 오히려 DBMS 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가 설

개발자로서 흰머리 성성하게 개발하기 위해 현 SW 산업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개

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MySQL 자체 교육에 관한 교육도 크게 활

발자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회사는 돈 많이 벌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작 중요한 서비스에는 무료인 MySQL보다
는 고가의 엔터프라이즈 급 상용 DBMS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MySQL DBMS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 몇 가지와 대형 사이트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MySQL DBMS 특성
MySQL이 가지는 많은 특징 가운데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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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에 투입할 경우 데이터가 적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대용량으로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DB 성능이 크게 저하
될 수 있습니다.

경우 limit옵션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인 알고리즘은 부분 범위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처리 데이터 건 수가
적을 때 사용됩니다. 기준 테이블(driving table)은 추출 건수가 최소인 것으로 선정해
야 하며, 인덱스 존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MySQL 쿼리 작성 시 반드

Nested-Loop Join

시 데이터 처리 건수를 최소로 유지하는 전략이 성능을 최대로 올리는 유일한 방안입

MySQL에서 데이터 처리는 Nested Loop Join Algorithm으로만 수행 합니다.

니다. 물론 인덱스도 적절히 구성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Inner Join, Outer Join, Sub Query 등 모두 Nested Loop Join으로 데이터 처리

하단 구문은 MySQL에서 Nested-Loop Join 처리를 하는 방식을 pseudo code

를 합니다. 물론 타 상용 DBMS 에서는 이 외에도 Hash-Join, Merge-Join 등 다

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연속적으로 내부 Looping거쳐서 JOIN이 처리되는 것을

양한 조인 기법을 제공하지만, MySQL에서는 Nested-Loop 방식으로만 JOIN을

보여줍니다.

수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Nested-Loop Join이란 무엇일까요? 조인 대상인 두 개의 테이블 중 하
나를 기준(driving) 테이블로 잡고, 이 테이블을 하나하나 스캔하면서 각 row에 대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row를 찾기 위해 다른 테이블(inner table)을 또다시 스캔하
는 looping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Nested-Loop

Join은 선행 테이블의 처리 결과를 하나씩 액세스 하면서 후행 테이블과 연결을 지으
며 조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http://j.mp/vK2ccL

여담이기는 하지만 MySQL에서 각각의 SQL은 단일 CPU에서만 수행합니다. 즉 병
렬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서 MySQL이 대용량 분석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상용 DBMS 중 Standard 솔루션인 경우 제약 사
항으로 병렬 SQL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ySQL에서 제공하는 조인이

Nested-Loop 방식 밖에 없기 때문에 대용량 통계 SQL 처리에서는 큰 성능을 발휘
예를 들어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할 때, A에서 1차적으로 검색(STEP 1)

할 수 없습니다.

을 하고 검색 결과 하나 하나를 B테이블에서 검색(STEP 2)을 하여 결과(RESULT

SET)를 찾는 방식입니다. 결국 선행 테이블의 처리 결과와 후행 테이블의 인덱스 구
조에 따라 전체 쿼리 수행 속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선행 테이블과
연관되는 후행 테이블 처리 건수에 따라 쿼리 수행 속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

Multiple Storage Engine
MySQL은 다양한 스토리지 엔진을 제공합니다. 저는 MySQL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스토리지 엔진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토리지 엔진 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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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적재 적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강력한 성능뿐만 아니라 장비 효율성 또

습니다. 다음은 각 스토리지 엔진 별 특성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높일 수 있겠죠. 반대로 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는 스토리지 엔진 적용을 사용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테이블 설계 또는 사용되는

MyISAM

InnoDB

Archive

스토리지 제한

256TB

64TB

None

SQL 작성보다 스토리지 엔진 선정 전략이 전체 쿼리 수행 시간 및 장비 사용 효율에

트랜잭션

No

Yes

No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Locking 레벨

Table

Row

Row

인덱스

B-Tree

B-Tree

NO

Cache

Index

Data/Index

NO

파티셔닝

YES

YES

YES

Cluster Index

No

YES

No

Foreign Key

No

Yes

No

MyISAM Storage Engine
MySQL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데이터 키 값은 메모리에 올려서 수
행하나, 데이터는 DISK에서 직접 읽고 쓰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트랜잭션을 지원
하지 않고, Table Level Lock으로 데이터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 데이터 변경
쿼리 발생 시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FULLTEXT Indexing과 미약
하게나마 Geometric Spatial 과 같은 좋은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단, 앞선 기능 사용
출처: http://j.mp/tM3r3m

시 테이블 파티셔닝이 적용되지 않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Prefix 인덱스 압축 기법
을 사용하여 인덱스 사이즈를 최소화 유도하나,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해야 인덱

위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토리

스 역할을 제대로 수행 가능합니다. 만약 역순으로 데이터 정렬 시 성능이 제대로 나

지 엔진입니다. 기타 Third-Party에서 제공해주는 기타 스토리지 엔진(MariaDB,

오지 않겠죠. 로그 수집 또는 단순 Select에서는 적합하나 동시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

SolidDB)을 플러그인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엔진 업그레이드

가 있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MySQL DB에서 사용 가능한 엔진 리스
트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명령어로 조회하면 됩니다.

Prefix 인덱스 압축 기법이란?
인덱스 블록의 첫 번째 값을 통째로 저장하고, 그 이후 변경 값을 순차적으로 인덱싱 하
는 방식
Ex) Perform, Performance 데이터 인덱싱
① Perform
② 7,ance

Perform에 해당하는 글자 수 저장 후 그 뒤 데이터 저장

InnoDB Storage Engine
저는 이 엔진 중 MyISAM, InnoDB, Archive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소개 드리겠

MySQL에서 유일하게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엔진으로 서비스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메커니즘(MVCC)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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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Level로 Lock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시성 데이터 처리에 적합합니다. MyISAM

사용하여 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인덱스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먼

은 인덱스만 메모리에 올리지만 InnoDB는 인덱스와 데이터 모두 메모리에 올린다

저 인덱스 블록을 읽고, 해당 블록에서 다시 데이터를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메모
리 사이즈가 DB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Primary Key는 Cluster Index
로 구성되고, 만약 Primary Key가 정의되지 않으면, Unique Key가 Cluster Index
로 구성됩니다. Primary Key와 Unique Key 모두 테이블 내에 정의가 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6Byte 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Primary Key로 사용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키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Replication 환경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 지원하는 유일한 엔진

MySQL기본 스토리지 엔진 중 유일하게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엔진입니다. MVCC
(multi-version concurrency control)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서비스 특성에 맞게

Isolation Level도 적절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MVCC란 데이터를 읽는 작업은 기
록작업을 절대 방해하지 않고, 기록작업은 읽는 작업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4가지 Isolation Level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UNCOMMITTED
다른 트랜잭션이 Commit 전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단, Clustered Index 중간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인덱스 키 값이 변경이 된다면 해
당 인덱스와 연관된 데이터 또한 모두 이동하게 되므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InnoDB에서 Primary key 선정은 순차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필드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Random하게 들어가는 데이터는 절대 Primary Key로 선정하지 말아
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Primary Key가 구성됐다고 가정하면, 아
래와 같이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 READ-COMMITTED
Commit된 내역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트랜잭션이 다르더라도 특정 타 트랜잭션이
Commit을 수행하면 해당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 REPEATABLE READ (MySQL Default)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SELECT 문장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에 Shared Lock이 걸리
는 레벨로 다른 트랜잭션에 의한 변경 사항을 볼 수 없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
랜잭션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 SERIALIZABLE
가장 높은 Isolation Level로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SELECT 문장이 사용하는 모든 데
이터에 Shared Lock이 걸리는 레벨로 다른 사용자는 해당 영역에 관한 데이터 변경뿐만 아
니라 입력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 그림에서 Primary Key값이 (21, 30)인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
Primary Key는 Clustered Key와 동일하며 PK 순으로 실 데이터가 저장

그림과 같이 데이터 이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InnoDB에서 Primary Key는 곧 Clustered Key를 의미합니다. Clustered Index란
정렬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도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말하며, Clustered Index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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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DB 성능이 나옵니다. 인덱스가 비대해져 인덱스 블록 관
련 디스크 I/O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Primary Key 선정
시 반드시 사이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Primary Key값을 문자열로
잡고, 해당 테이블에 2~3개 인덱스를 추가 생성한다면 금새 데이터 사이즈보다 인덱
스 사이즈가 더 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1 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4건이 이동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어
느 경우나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가 적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메모리 안에서 모든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동이 됩니다. 그러나 대용
량 데이터에서는 위 같은 상황은 대규모 디스크 I/O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

위에서 설명 드렸던 테이블에 Secondary Key 자료 구조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습

Row 평균 사이즈가 큰 테이블이라면, 더욱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일반 인덱스

니다.

처럼 Key와 관련된 자료 구조가 변경하는 것이 아닌, Row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니
비용이 더욱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mary Key를 UUID와 같은 Random 필드
로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음은 InnoDB에서 Random PK와 Sequectial PK(Auto_increment사용)으
로 각 수행마다 200만 데이터를 Insert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Secondary Key는 Primary Key를 Value로 구성

InnoDB에서 Primary Key를 제외한 모든 인덱스들은 Primary Key를 Value로 가
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사이즈는 인덱싱을 하는 필드 사이즈도 영향을 미치지만,

Primary Key 사이즈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덱스는 최대한 메모리 안에 전

Archive Storage Engine
로그 수집에 정말 적합한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데이터가 메모리 상에서 압축이 되
고, 디스크에 Flush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Row Level Lock을 지원합니다. 단, 한번

Insert된 데이터는 Update 또는 Delete가 불가하며, Index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로그 수집에 적합한 엔진은 아니지만, 원시 로그 즉 한번 가공이 필요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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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파티셔닝도

신 Master 서버에서만 데이터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Master 서버 장애

지원하므로, 일별 또는 월별로 주기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서비스에는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물론 Slave에도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게 설정은 가능하지만, 동일 데이터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막을 수 없습

Table Level Lock과 Row Level Lock의 차이
데이터 변경 시 어느 수준까지 Lock을 걸어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 못하게 유
지할 것인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Table Level Lock 은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수정/삭제 와 같은 변경 작업을 수
행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 전체를 Lock을 걸어 다른 사용자가 대기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동시 테이블 변경 작업이 있을 시에는 상당히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에 반해 Row Level Lock은 변경하고자 하는 Row에만 Lock을 걸고, 해당 Row를
제외하면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 변경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able Level
Lock과는 다르게 동시 테이블 변경 작업이 가능합니다.

니다. 결국 MySQL은 데이터 입력/변경/삭제와 같은 작업 입장에서 보면 “Active-

Passive 구조”라고 보심 됩니다. 물론 조회 입장이라면 “Active-Active구조”이겠죠
Oracle RAC는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나, 스토리지는 공유하는 방식으
로 모든 DB 서버에서 데이터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ctive-Active 구조”입니
다. 모든 서버에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터라는 개념이 없고 서버 중
한 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저
장을 공유 스토리지(SAN, iSCSI)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스토리지 장애 시 모
든 DB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O분산이 불가하므로, 특정 서
버 노드가 스토리지 부하를 발생시키면, 자연히 다른 노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ata Replication

MySQL Replication의 Master노드에 Oracle의 RAC 개념만 적용할 수 있다면,

MySQL은 Data Replication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의

아주 높은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을 듯 한데, 현재는 아직 제공이 안됩니다. 대신

저장 공간” 안에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Replication기술은

MySQL + DRBD 를 적용하여 마스터 서버의 디스크를 네트워크로 이중화할 수는

MySQL뿐만 아니라 다른 DB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장 공간 자

있습니다. 물론 Stand-by 서버는 마스터 부하 분산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는 없지만,

체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은 스토리지 장애 발생 당시에도 충분히 대

마스터 장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원본과 복제 서버 데이터 일관성이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MySQL Replication은 Oracle의 RAC(Real

Application Cluster)와 비교해보면, 두 개 이상의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장비로 구
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스토리지 구성 자체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Replication 데이터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서버로 전달되는 변
경 이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Binary Log(혹은 binlog)라고 하는데, 마스터에
서 수행한 모든 변경 이력을 마스터의 디스크에 기록을 합니다. 이 로그 파일은 서버
장애 시 특정 시점 복구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plication 구성 후 슬레이브
장비에서 하단과 같이 현재 접속 세션을 조회해 보면 두 개의 “system user” 세션이
추가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SQL 저장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DISK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만약 특정 서버가 예기치 않게 죽어서 데이터가 유실됐다고 하더라도, 다
른 장비에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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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Binary Log 포멧입니다. SQL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마스터는 다중 Thread로 데이터 변경을 수행하나, 슬

기반으로 기록되는 “STATEMENT format ”, 변경된 Row 자체를 Base 64로

레이브는 단일 Thread로만 데이터 변경 작업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리플리케이션

Encoding 하여 기록하는 “ROW format ” 그리고 두 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활용 시 반드시 마스터에 허용되는 데이터 변경 임계 값을 결정하여 데이터 동기화 시

“MIXED format” 등 세가지 입니다.

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Statement-based Type
MySQL 3.23 이후로 도입된 방식으로 실행된 SQL을 그대로 Binary Log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Binary Log사이즈는 SQL실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마스터에 무거운 데이터 반영이 한 트랜잭션에서 수행되는 경우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 데이터 동기화가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Row-based Type
MySQL 5.1부터 도입된 방식으로 변경된 행 자체를 BASE64로 Encoding하여 Binary
Log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Row가 많아지는 경우 Binary Log 사이즈가 비약
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Primary Key 또는 Unique Key가 없는 대용량 테이블에 많
은 데이터 변경 또는 삭제를 일시에 수행하는 경우 마스터 슬레이브 동작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ixed Type (Statement + Row)
Statement 방식으로 로그를 기록하나 기록이 불가한 경우 자동으로 Row 포멧으로 변
경하여 Binary Log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로그 사이즈와 서버 간 데이터 일치를 보
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이지만, 위 두 가지 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형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략
어느 서비스나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
다. 문제는 데이터 사이즈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거나, 데이터 변경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버 구성 전략
프로세서

단위 CPU단위 처리 퍼포먼스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MySQL은 SQL을 병렬로 처리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코어 개수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클럭이 높은 CPU를
채택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단 그래프는 Oracle 사에서 CPU
코어 수를 4개에서 16개까지 단계 별로 Read/Write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

데이터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단 이미지의 굵은 화살

니다. 5.1 버전(가장 하단)에서는 코어 수가 늘어나도 DB 성능 변화는 거의 없고, 8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OLTP RW Scalability (4->16 cores)

1. 마스터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면 Binary Log에 데이터 변경 기록 (Binary Log Event)
2. 각 슬레이브 IO_Thread는 마스터로부터 데이터 변경 이력을 전달 받아 Relay Log에 기록
3. 각 슬레이브 SQL_Thread는 Relay Log 변경 이력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출처: What's new in MySQL 5.5? Performance and Scalability Bench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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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메모리는 다다익선입니다. 허용되는 최대한으로 늘리세요. 충분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 처리를 디스크 I/O없이 메모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DB본연의 성
능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 그래프는 충분히 메모리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보다 크게
설정하여 SELECT 부하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디스크 배열에 상관없이 동일
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디스크 I/O가 급증하는 시점은 총 데이터 파일 사
이즈가 InnoDB Buffer Pool 사이즈보다 2배 커진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이
그렇다면 디스크 I/O가 얼마나 데이터 처리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 데이터 입력
테스트를 수행하여 간단하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테이블 내 인덱스 사이즈가 Buffer Pool 사이즈를 초과한 시점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위 그래프가 단순 데이터 입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메
모리 사이즈는 적어도 인덱스는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적어도 1시간 동안 사용 데이

InnoDB에서 인덱스와 데이터가 함께 올라가는 메모리 영역을 InnoDB Buffer Pool

터가 포함될 수 있는 용량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부

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를 4G와 8G 시 성능 비교를 하였고, 일반 테이블과 압축

CPU를 희생하더라도 테이블 압축을 적용하여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

(1/4) 테이블 간 성능 비교입니다. 단순 데이터 입력 테스트이기는 하지만 디스크 I/O

이는 것도 대안이겠습니다.

발생이 서버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단 그래프는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고, 하단 그래프는 디스크 I/O 현황을 나타냅니다. 디스크 I/O가 증가

디스크

함에 따라 처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일 디스크 성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DB의 영구적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만큼
단일 디스크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Raid 적용하여 디
스크 이중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Raid 방식에 따른 성능을 비
교한 자료입니다.
■ CPU : HP G7 (Intel(R) Xeon(R) CPU E5630 @ 2.53GHz Quad * 2EA)
■ 버퍼풀 사이즈: 4G , 데이터 사이즈: 5천만 건 (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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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환경 (4EA 디스크 배열)
•

 AID1 : 데이터/로그(iblog) 디스크 공유, RAID1(2) : 데이터/로그(iblog) 디스크 분
R

리
 AID5 : 데이터/로그(iblog) 디스크 공유, RAID10 : 데이터/로그(iblog) 디스크 공
R

•

유
■ 동시 접속(쓰레드) 수: 1, 5, 10, 15, 20, 30, 100

병목 현상이 디스크가 아닌 오히려 네트워크 부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GigaBit Network 장비를 구성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Bonding 구성을 하여 네트
워크 카드 또한 이중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버 안정성 측면에서 큰 이익입니다. 그
리고 만약 Replication 구성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용 NIC와 내부 통신 용 NIC를 구
분하는 것이 네트워크 병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Binary Log 포멧이

ROW인 경우에는 비약적으로 로그 사이즈가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
리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버퍼풀 사이즈를 전체 데이터의 용량의 35%로 할당하여 디스크 IO를 유도하여 테
스트를 시행하였고, 각 디스크 배열에 따른 성능 변화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스토리지 엔진 선정 전략
성능 저하는 무조건 장비 효율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쿼리 효율성, 인덱스
전략 이전에 단순히 스토리지 엔진 타입에 따라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엔진은 반드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결제와 같이 트랜잭션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서 MyISAM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위 테스트 결과는 5천만 건 데이터(11G) 데이터 전체를 무작위로 접근한다는 가정하

구축하게 되면 결국 서비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한 건 쓰기 실

여 나온 수치들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DML(Insert/Update/Delete)가 많이 발생하

패가 해당 트랜잭션 Rollback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는 서버에서는 Raid10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디스크 사이즈 면을 고려하자면

있습니다. 또한 동시성 데이터 처리가 많은 부분에서 MyISAM을 적용한다면, 데이터

Raid5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iad10 여건이 된다면 사용하면 좋겠지만, 전체

처리 병목 현상이 테이블 Lock Wait에서만 발생합니다.

투입된 디스크 용량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단, 일반적

이와 반대로, 단순 로그 수집 역할을 하는 테이블을 InnoDB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

인 상황에서는 Raid1(미러링)도 크게 나쁘지 않지만, 디스크 속도에 의존도가 높은 경
우라면 Raid10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트워크

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로그 테이블에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
려 InnoDB Buffer Pool을 모두 로그 수집을 하는 테이블이 선점하여 다른 서비스 테
이블에도 급격한 성능 저하를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
다. 서비스 데이터를 위한 공간이 로그 수집을 위해 사용되어 디스크 I/O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38

컨퍼런스 세션 내용

대형사이트 구축을 위한 MySQL 튜닝 전략

239

인덱싱 전략
인덱스 사이즈는 몇 번씩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MyISAM은 Prefix 인덱스 압
축 기법을 사용하여 인덱스 사이즈를 최소화 유지하지만, InnoDB경우는 인덱스를
압축하지 않습니다. 정의한 그 사이즈 그대로 구성합니다. 게다가 최근 캐릭터셋이

UTF8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문자열로 인덱스를 생성하면, 더욱 비대하게 증
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덱스 키 칼럼은 최대한 문자열은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세 가지 스토리지 엔진(MyISAM, InnoDB, Archive) 선정 기준

문자열을 어쩔 수 없이 인덱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CRC32 함수를 적용하여

을 서비스 테이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자열과 매칭되는 가상의 Unsigned INT 데이터 해시 값을 생성하여 회피할 수 있습
니다.
왼쪽 테이블 인덱스 사이즈를 최적화하기 위해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CRC 필드를 생
성하고, 해당 테이블에 인덱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사용하여 CRC 필
드에 Unsigned INT 값을 생성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원시 로그 수집(가공이 필요한 1차 로그 수집)에는 Archive 스토리지 엔진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앞서 드린 설명과 같이 해당 스토리지 엔진의 제약 사항이 분명
히 있기는 하지만, InnoDB 대비 최소 1/5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고, 다량의 데이터

Insert가 발생하더라도 MyISAM과 같은 테이블 Lock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 데

기존 테이블 Select 쿼리 실행 계획을 확인해보면 key_len이 보면 768Byte입니다.

이터 처리가 많아도 병목 현상을 발생하지 않고, 테이블 파티셔닝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스토리지 선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여 성능 저
하가 크게 발생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원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
는 저 사양 서버에서 발생했던 급격한 성능 저하가 InnoDB 스토리지 엔진 특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스토리지 엔진 선정 기준 중요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name_crc 필드를 사용하여 실행 계획을 확인해보면 key_len이 5Byte입
니다. 물론 select 쿼리 결과는 동일합니다. name_crc 인덱스로 1차 조회하고 남은
결과에서 name 값을 재 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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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과 같은 분포도에서 testField를 5로 검색을 할 때는 좋은 성능이 보이겠지만, 조
건을 6으로 조회한다면 과연 인덱스 성능이 제대로 발휘할까요? 서비스가 검색 조건
6으로 대부분 동작한다면, 하단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인덱스 전략
이 될 것입니다. 인덱스 블록을 읽고 데이터 블록으로 접근해야 하는 B-Tree 방식의
인덱싱 기법에서는 한번 발생할 DISK I/O가 오히려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느리다고

CRC32 용 필드 하나가 더 추가되었음에도 총 테이블 사이즈가 비슷한 것을 확인 가

무조건 인덱스를 추가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현재 인덱스 구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

능한데, 이는 인덱스 사이즈가 50% 이상 감소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아보도록 하고 최 후의 방법을 신규 인덱스를 생성하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인덱스 칼럼은 NULL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ULL이 허용 칼럼
에 인덱스 생성 시 NULL 관리를 위해 인덱스 필드 별 추가 1Byte 메모리 자원을 소
모하게 됩니다.

파티셔닝 전략
MySQL이 테이블 파티셔닝을 지원하면서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대폭 성능 향상이 이
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파티셔닝이랑 일정 기준에 의해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을 나
눠서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데이터 조회 시 분할된 데이터 중 몇 가지만 조회함으로
써 Select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InnoDB 경우 어쩔 수 없이 Primary

Key를 Random한 값으로 지정한 경우도 적절히 파티셔닝 구성하여 발생하는 시스
템 부하를 최소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사항이 많은 파티셔닝이기는 하지만,

Delete에만 의존하던 과거 데이터 관리에서 적절하게 파티셔닝을 적용하여 데이터 관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인덱스는 데이터에 빠른 접근을 위해 동작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인덱스가
많다고 성능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포도를 반드시 고려해서 인
덱스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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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구성을 예로 든 그림입니다. 파티셔닝 조건에 의하여 File01과 File02에 기존
데이터들이 분할 저장되고, 파티셔닝 조건이 포함된 조회가 발생하면 File01, File02
중 선별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덱스 및 데이터 블록 접근을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 전략 수립 시 반드시 다음 몇 가지 제약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파티셔닝 테이블 시 Foreign key 사용 불가하며, MyISAM에서는 Full-text인덱싱 및
Spatial 인덱싱 사용이 불가함
2. 파티셔닝 키에는 반드시 Primary key가 연관되어 있어야 생성할 수 있음
3. 파티셔닝 테이블은 각 파티셔닝 파일 별 Local Index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Select 절에는
반드시 파티셔닝 키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모든 파티셔닝 테이블을 확인하
므로 오히려 시스템 부하가 가중됨.

파티셔닝 사용에 관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외에도 Hash, List, Key 등 여러 가지
파티셔닝이 있지만,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네요.

리플리케이션 전략
MySQL Replication은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가 분리되어 있고, 마스터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 Select 부하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마스터 서버 장애가 발
생하여 전체 데이터를 유실한다고 하더라도, 슬레이브 데이터를 사용하여 복구 가능
합니다.
강력하지만, 한가지 문제는 Select 부하 분산은 가능하나, Insert/Update/Delete
부하 분산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데이터 변경이 적은 서비스에서 유용하다고 보시
면 됩니다.
Replication시 데이터 동기화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

마스터 서버는 다중 쓰레드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단순 데이
터 반영 작업 수행을 2만 QPS 넘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브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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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로 자신의 DB에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마스터 DB 에 데이터 변경 관련
트래픽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아래 그림처럼 마스터와 슬레이브 서버 간 데이터 동기
화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서비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슬레이브 장비가 단순 백업 용으로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동기화 시간은 통계성
쿼리 수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풀리겠지만, 만약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서
버라면 엄청난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특정 슬레이브에서 통계 질의를 수행 후 해당 값을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와서 다시 마스터에 결과값만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계 분석 세션에 Binlog 포멧을 변경하여 슬
레이브와의 동기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Binary Log가 Mixed로 동작하는 서버에서 CTAS(Create Table As

Select)를 수행하게 되면 동일 쿼리가 Binary Log로 기록되어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
어 집니다. 그러나 해당 세션에 binlog_format을 row로 변경하여 동일 쿼리를 수행
하게 되면 신규 테이블 생성 후 데이터는 ROW 포멧으로 기록되는데, 여기서 기록되
쿼리 타입에 따라 Binary Log 포멧을 세션 별로 변경하여 적용

는 값은 Select 이후 실제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 값들입니다. 즉 Master에서는 13초
가 넘는 시간 동안 분석하여 나온 결과값만 슬레이브에 전달이 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때로는 마스터 쪽에 데이터 변경 트래픽이 크지 않지만, 갑자기 마스터/슬레이브 간

데이터 동기화 지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시간 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 분석 쿼리와 같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SQL을 마스터에서 수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마스터에서 데이터 변경 완료
후 곧바로 슬레이브에서도 동일한 분석 쿼리가 수행됩니다. 문제는 슬레이브에서는
오직 한 개의 쓰레드에서만 마스터 데이터 변경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슬레
이브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동안 그 이후 데이터는 대기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단 그
림을 보면 새벽 시간에 마스터/슬레이브 간 데이터 동기화 시간 차가 최대 3000초까
지 발생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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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데이터 동기화 수행이 적절한 인덱스가 없는 1000만건 이상 테이블에서 동
시에 발생한다면, 결국 변경 또는 삭제할 이미지를 찾기 위해 전체 테이블 Full-Scan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plication 상태는 정상적이나, 데이터 동기화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에 반드시 Primary Key를 정
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OW 포멧 사용 시 반드시 테이블에는 Primary Key를 정의하여 사용

특정 데이터만 동기화하여 부하 분산 유도

최근에는 버그가 해결되었으나, 5.1.57 이전 버전에서는 Replication 관련 상당히 심

슬레이브에서는 단일 쓰레드로 데이터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각한 버그가 있었습니다. Primary Key(또는 Unique Key)가 없는 테이블의 NULL

가 않는 것 같습니다. MySQL Replication사용한다면 반드시 마스터-슬레이브 데이

이 허용된 필드에 데이터 변경 작업을 수행하면 ERROR #1032와 함께 SQL Thread

터 동기화를 위한 임계치 트래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버그입니다.

로그 테이블을 수집할 때 로그 데이터 이중화를 위해 오히려 실 데이터 동기화가 지

이 외에도 현재 Replication 구조 상 해결이 되지 않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로그 수집에 대한 전략을 다르

Row 기반으로 Binary Log가 기록되어서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할 시 발생하는 문제

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옵션이 Replicate_do_db,

입니다. Mixed로 설정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불특정 다수 Update/Delete 발

Replicate_ignore_db 입니다. Binary Log에서 받아온 로그 내용 중 특정 DB만 적

생 시 자동으로 ROW 포멧으로 Binary Log가 전환되어 기록됩니다.

용하거나 특정 DB만 무시하고 동기화 하는 옵션입니다.

하단과 같이 불특정 ROW에 관한 변경 쿼리가 들어오면, 정확한 데이터 동기화를 위
해 자동으로 Row Format으로 변경하여 Binary Log에 기록하는데, Update에서는

Before Image와 After Image를 기록합니다. Delete는 지울 대상에 관한 Before
Image를 사용해서 실제 슬레이브에서는 해당 Row를 찾아서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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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그림은 마스터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중 일부만 슬레이브에서 선별하여 데이터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슬레이브 서버 별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데이터 동기화 시간 차
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Replicate_do_db 옵션을 적용한 것이고, 이와 반대
로 특정 DB만 무시하고 구성할 때는 Replicate_ignore_db를 Slave에 적용하여 사

동시 접속 자 수가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지만, 대용량 환경에서

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캐시 모듈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DB 성능이 크게 저하가 되겠죠. 어플리케이
션 서버는 Scale-out이 쉬울 수 있겠지만, MySQL과 같은 RDBMS는 Scale-Up

슬레이브 장비를 고 스펙으로 유지하는 방안

슬레이브가 단일 쓰레드로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위 처리량이
많은 코어를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부하를 최대
한 데이터 동기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물론 MySQL은 Replication 구성하여 Slave 장비를 최대한
늘려서 Select 부하 분산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천적
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MySQL에서는 쿼리 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Select 실행 결과 자체를 메모리에 올
린 후 다음에 동일한 SQL요청 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메모리

캐시 전략
모든 처리를 DB에서만 수행하려고 하면 대용량 사이트 구축이 불가합니다. 단순 쿼리

에서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일 지라도 해당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

1) Query_Cache_Type = ON –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SQL결과를 메모리에 캐싱.

와 같은 단순 1건 데이터 조회를 하는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 24 단계의 과정을 거

2) Query_Cache_Type = OFF – 쿼리 캐시 기능 비활성화

쳐서 최종적으로 Client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3) Query_Cache_Type = DEMAND – 사용자 요청 시에만 캐싱 기능 사용

그리고 결과가 메모리로 캐싱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함수가 Select
에 포함이 되면, 해당 데이터는 메모리에 캐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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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dev.mysql.com/doc/refman/5.5/en/query-cache-operation.html

위 제약 사항은 일반적인 것이고 두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01 쿼리 자체 Hash 값을 키 값으로 사용하므로 쿼리 문이 변경되면 다시 실행하단 예는 쿼
리 문 변경으로 인하여 쿼리가 재실행 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동일 역할을 하는 쿼리에 일
부 공백을 추가하여 실행하니 쿼리 실행을 다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테스트에서 수행된 쿼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데이터 1건 삭제를 수행을 했으나, 기
존 쿼리 캐시들이 소멸되어서 다시 실행한 결과를 보입니다. 결국 테이블 변경이 빈번
한 사용자 데이터를 캐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캐시 관리를 위해 DB
리소스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나 쿼리의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캐싱 메모리 영역 경합으로 인하여 “Waiting for

query cache lock”으로 세션들이 대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Select 성능이 크
게 저하됩니다. 다음은 1000만 건 데이터를 무작위로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테스트

02 테이블에 한 건 데이터라도 반영이 수행되어도 해당 테이블과 관련된 모든 캐시 데이
터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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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통계 수집 서버 튜닝 사례
성능 저하 요소 분석

통계 분석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소요되는 현상과 데이터 저장을 위한 디스크
사용 효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스크는
사용량은 300G를 데이터 영역으로 사용 중이었고, 일부 테이블에서는 인덱스 파일
사이즈가 데이터 파일 사이즈보다 큰 현상도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전 테이블
이 사용하는 디스크 실제 크기입니다.

InnoDB특성을 고려하여 통계 DB의 성능 저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습니다.
1. InnoDB Cluster Index (Primary Key) 로 인한 디스크 I/O
2. InnoDB Secondary Index 구조 특성에 따른 인덱스 사이즈 거대화
3. 디스크 공간이 재사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저장 공간 낭비
4. 250G 한 개 파일로 inndb file이 생성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려움

DB 성능 최적화 적용
■ Monthly Partitioning을 Daily Partitioning으로 변경
Primary Key 순으로 데이터가 순차 저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DISK I/O가 크게 발생

가장 좋은 것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별도의 캐시를 구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쿼리 캐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캐싱 구현이 불가할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주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테이블에 쿼리 캐시를 적용하는

하였고, 기존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기는 불가했습니다. Partitioning 관리를 월별에서 일별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발생하던 DISK I/O이슈를 최소화하였습니다.자동 파티셔닝 관리를 위해
별도 Shell Script 작성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Primary Key 및 Secondary Key 재구성

그리고 무조건 한 쿼리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기 보다는 자주 변경이 되는 데이터

하여, 디스크 공간 사용 최소화(통계 처리 시 1일 단위로 처리되므로, 인덱스가 굳이 불필요함)

일별 Partitioning 적용된 로그성 테이블에는 Primary Key를 제거 및 날짜 관련 인덱스 제거

조회와 정적인 데이터 테이블 쿼리를 나눠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도 쿼리 캐시 Hit

Ratio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54

컨퍼런스 세션 내용

대형사이트 구축을 위한 MySQL 튜닝 전략

255

■ 로그 성 테이블 외 대용량 테이블은 Hash Partitioning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로그 성 테이블을 제외한 테이블(일자 별 관리가 어려운 테이블)은 Primary Key 값을 기준으
로 Hash Partitioning을 적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InnoDB Primary Key 유지를 위한
DISK I/O 발생 이슈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한 개 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innoDB file을 innodb_file_per_table 옵션을 적용
autoextend 옵션으로 innoDB file 유지 시 저장 공간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autoextend 옵션 없이 innoDB file 유지 시 추후 innoDB table space 공간 확장
시 DB를 shutdown 후 작업을 해야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innodb_file_per_table 옵
션을 활용하여 테이블 별로 저장 공간을 할당하였습니다.
■ Archive Storage 엔진 사용하여 과거 데이터 백업 관리
45일 이전 데이터는 다른 Database에 Archive Storage Engine 테이블에 백업 후 해당 일
자 파티션 삭제하여 디스크 비효율을 제거하였습니다. Archive Storage Engine을 사용하게
되면 InnoDB 대비 1/5 정도 용량을 차지고, 인덱스를 제거하여 백업 데이터 유지한 결과 기
존 대비 1/10 정도 Disk 공간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DB 성능 최적화 결과

파티셔닝 관리 스크립트
#!/bin/sh
MYSQL_HOME=”/usr/local/server/mysql”

EXECUTE_QUERY=”$MYSQL_HOME/bin/mysql -u아이디 -p패스워드 -e “
## 서버 목록 배열 “table명:파티셔닝필드” 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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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S=(

잘못된 사용 사례

“tb01:field01”
“tb02:field02”
“tb03:field03”
“tb04:field04”
“tb05:field05”
“tb06:field06”
)
new_sdays=$1

new_edays=`expr $new_sdays + 1`
del_sdays=$2

del_edays=`expr $del_sdays - 1`
new_sdate=`date -d “+$new_sdays days” +%Y%m%d`
new_edate=`date -d “+$new_edays days” +%Y%m%d`
del_sdate=`date -d “-$del_sdays days” +%Y%m%d`

테이블 생성을 가장 잘못 사용한 예를 모두 함축한 예제입니다.
■ Primary Key와 중복하여 Unique 정의

del_edate=`date -d “-$del_edays days” +%Y%m%d`

■ Primary Key를 문자열로 지정하여 인덱스 사이즈 비대화

for INFO in ${SERVERS[@]}

■ 인덱스 키 칼럼 선정을 문자열로 지정하여 인덱스 사이즈 비대화

do

tbl=`echo $INFO | cut -d: -f1`
col=`echo $INFO | cut -d: -f2`
## 신규 파티션 생성
query=” ALTER TABLE mstat.$tbl

■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은 인덱스 키 선정 (del_yn, top_yn, type)
■ 인덱스 키 칼럼에 NULL 옵션을 추가하여 추가 관리 비용 발생

결과적으로 테이블 인덱스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보다 큰 결과를 보입니다. 위 같이
테이블 정의를 하여 서비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인덱싱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REORGANIZE PARTITION P_MAX into (

PARTITION P_$new_sdate VALUES LESS THAN (TO_DAYS(‘$new_edate’)),
PARTITION P_MAX VALUES LESS THAN MAXVALUE
)”

$EXECUTE_QUERY “$query”
## 데이터 다른 DB로 복사

query=” INSERT INTO 백업디비.$tbl
select * from mstat.$tbl

where $col >= ‘$del_sdate’
and $col < ‘$del_edate’ “
$EXECUTE_QUERY “$query”
## 파티션 삭제
query=” ALTER TABLE 통계디비.$tbl DROP PARTITION P_$del_sdate”
$EXECUTE_QUERY “$query”

줄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체 join결과를 서브쿼리로 실행 후 결과에서 10건만 가
져오는 쿼리입니다. Oracle ROWNUM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JOIN 기법을 제
공해주기 때문에 큰 성능 저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MySQL은 JOIN을 오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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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Nested Loop 방식으로만 수행하기 때문에 서브 쿼리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많

UNIQUE_COL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매번 체크합니다. 특히나 DELYN 검색 결과

아지면 상당한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각 ROW 번호는 결과 값을 받아

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쿼리를 최대 10건이 나오

온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

는 테이블이 먼저 풀리도록 유도하여 Looping 횟수를 최소화 유도할 수 있습니다. 10

하고 LIMIT 문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건 데이터 선행 조회 후 결과 값에서 DEL_YN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COL_REGDATE에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어도 위 쿼리는 FULL 스캔 합니다. 검
색 칼럼에 DATE_FORMAT Fun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데이터
에 일일이 날짜 값을 대입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이기는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MySQL 에 다른 JOIN 기법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을 쿼리입니다.
MySQL에는 Nested Looping으로만 JOIN이 수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쿼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쿼리는 WHERE 첫 번째 조건 결과 모두를 IN 조
건 만족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Looping 횟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쿼
리입니다. IN 조건 절 안에 있는 서브쿼리 결과는 최대 10 건 수행되지만, 10 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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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 페이스북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따른 프로필 변경사 – 주용범
02 _마지막 남은 공짜 점심, FACEBOOK의 메모리 할당자 JEMALLOC

– 하용호

03 _ACTIVITY STREAMS, SNS시대의 RSS종결자 – 박민우
04 _포스퀘어가 MongoDB 를 선택한 이유 : Auto-Sharding – 이호철
05 _MongoDB 초보자를 위한 보안 관련 Tips – 윤희
06 _MongoDB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 김수보
07 _CASSANDRA DBMS에 대하여 – 안지현
08 _REDIS로 빠르고 가벼운 웹어플리케이션 만들기 – 박민우
09 _ GAMIFICATION 의 개념 및 용어정리, 그리고 FOURSQUARE – 주용범

2003년 Facemash : Facebook의 전신
주커버그는 하바드 입학 후 심심하던 차에 학교의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재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facemash.com이라는 사이트를 2003년 11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페이스북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따른

이 때가 미국나이로 그가 19살 되던 때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싸이월드”가

프로필 변경사

가 더 hot한지 투표하게 해서 랭킹을 매기는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보면 그다지 대단

모바일인터넷사업본부 주용범
abulaphia@kthcorp.com

거의 세계 최초의 Social Networking 서비스로 한참 맹위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아
래 그림과 같이 이 사이트는 방문자들에게 하바드 재학생의 사진 두장을 보여주고 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류의 Dating 사이트들이나 모바일 App.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재미”로 이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여 몇몇 친구들에게 이 사이트
의 링크를 보여 주고 의견을 구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하바드 커뮤니티 내에 급속하게
퍼진 결과 오픈한지 4시간 만에 450명이 방문해서 약 2만2천번의 vote를 남기는 등
트래픽이 폭주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하바드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긴 했지만 학내 많은 사람들, 특히 라틴이나 흑인 여학생 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커다란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의 프로필이 “위젯형식으로 시간에 따라 배열된 개인 컨텐트의 연대
기“, 즉 Timeline으로 획기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the Given)처럼 경험되
지만 과거를 되돌아 보면 페이스북 입장에서 Friendster나 MySpace, Twitter 등과
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고민하고 내린 중요한 전략적 선택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

facemash.com screenshot in the Movie “Social Network”

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프로필은 2004년 2월 하바드 재학생들

이에 대해 하바드 당국은 학교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재학생들의 증명 사진

을 위한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오픈한 이후 Social Network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

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unauthorized use of on-line facebook photographs),

으면서 해마다 업데이트되어 왔습니다. 페이스북의 프로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하자 주거커버그는

와 같은 구조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내가 하바드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배포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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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이슈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ssues about violating people’s

은 이게 뭐하는 걸지 엄청 궁금해 하면서 자기학교도 빨리 오픈되기를 기다렸을 것 같

privacy don’t seem to be surmountable). 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욕하는 리스크를 질

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커버그는 “커뮤니티의 안전성 확보(to create safe community)”와 “증가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자진해서 이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

하는 트래픽을 감당 (to handle the incresed use)”하기 위해 다른 대학으로 커뮤니

커버그는 ‘facemash’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 같습

티가 확산되는 속도를 느리게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증가 속도를 의도적으로

니다 (Facemash Creator Survives AD Board, [http://j.mp/tVL5Pw] 11월 19일,

통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thefacebook.com은 2005년 6월 오픈한지 1년 4개월만

Crimson).

에 840여개 대학교에서 2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철모르는 공대생이 학교 서버에 몰래 쳐들어가서 학생들의 사진을

적어도 초기에는 오늘날의 멤버쉽 클럽과 같이 학교 이메일 주소라는 엄격한 인증 수

마구 퍼간 후 조잡하게 만든 웹 사이트에 올려 놓고 투표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

단을 통해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등 “초기 커뮤니티의 물 관리“에 성공함으로써 전략적

니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도 감수해

으로 희소가치를 높여준 것이 페이스북의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 같

야 했을것 같습니다만 다행이도 주커버그는 근신(probation)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최근 Open Graph를 통한 Frictionless Sharing이 편리할 수
도 있겠으나 Privacy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보내준다는 유
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이 Privacy의 문제는 facemash.com
시절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페이스북의 핵심적인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커버그는 그의 말과 달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작부터 장벽으로 작용했던
“Privacy 문제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과 저항”을 계속해서 그리고 차근차근 극복해 가
면서 페이스북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갑니다.

2004년 2월 : thefacebook.com 오픈
주커버그는 Facemash.com를 폐쇄한 후 약 3개월만에 2004년 2월 그 당시 룸메이
트였던 Dustin Moskovitz와 Chris Hughes와 함께 하바드 재학생들의 온라인 디렉
토리 서비스인 “thefacebook.com”을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학생들
이 먼저 “.edu” 형태의 대학교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
진을 업로드하고 프로필을 생성한 후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서로 프로필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싸이월드와 비교하면 별로 대단치 않지만 어쨌든 오픈하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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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acebook.com login screenshot

자 이 서비스가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자 주커버그는 콜럼비아, 스탠포드, 예일 등 동

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thefacebook에서 User들은 “1) 같은 학교 사람들을 검색할

서부 명문 대학을 위주로 thefacebook.com의 문호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4개월만

수 있고 2)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3) 친구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

에 30여개 대학에서 1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그 당시 로그인

수 있고 4) 당신의 Social Network를 비쥬얼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학교 캠

화면에는 thefacebook.com에 회원가입이 가능한 대학교들의 리스트가 나열되어

퍼스내 Social Networking Service로서 페이스북의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었습니다. thefacebook.com에서 아직 수용하지 않는 다른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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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좀 허접해 보이기는

구의 프로필 페이지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두사람이 지금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친구들이 상호 연결되는 구조로 서비스를

한데 아마도 자기 남자친구의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나 봅니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 오픈시에는 “홈”과 “프로

다.

필”간 구별이 없이 로그인하면 디폴트 홈 화면이 곧 본인 프로필이었을 것 같습니다.

“Relationship Status” 아래에 Brian Moore와 19명의 친구들을 공유하고 있으

좌측의 Navigation 바에는 본인의 “프로필 편집” “친구 리스트” “그룹” “메시지” 등
의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계정”과 “프라이버시” 관리까지 “뉴스피드” 기능을 제
외하고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Social Network 사이트들에서 지원하는 기본 로직
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 Brian이 현재 자주 이용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 즉 실시
간 Web Presence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Page가

Refresh 되는 시점에 방문한 프로필 주인의 Logon/off 상태값을 업데이트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웹에서 그가 현재 “non-residential location”에서 로그인되
어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고 표시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로그인한 PC의

IP주소가 자주 로그인한 장소와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Brian Moore가 페이스북에서 사귄 Puget Sound 대학의 친구들이 썸네
일 사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친구 리
스트를 공개하는 것은 기존 메신저나 주소록과 같은 인맥관리 App.에서는 거의 상상
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SNS 초기에 페이스북은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도 처음에는 친구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파도타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이후 “Privacy Option”을 도입함에 따라 대부분 일촌을 감추고 사용하
게 되었습니다. 친구 리스트를 졸업앨범처럼 프로필 사진의 썸네일로 표시해 주는 방
식은 지금도 SNS와 주소록 등 많은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U/I 입니다.
프로필 영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Brian Moore이고, 2005년 5월 21
일에 회원가입을 했고 2005년 6월 19일 last update를 했고,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2005년 Facebook Profile With Online Display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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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주소 등 개인 연락처 정보, 남녀관계, 정치적 지향성, 관심사, 좋아하는 음
악 등 해당 유저에 관한 세부 개인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지금도

위 그림은 Puget Sound 대학에 다니는 Brian Moore라는 학생의 프로필입니다.

페이스북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날의 Privacy 정책과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의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필 사진 바로 아래에는 “메

자신의 프로필을 구성하는 세부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 비공개, 친구공개, 친구의 친

시지 전송하기“와 “poke” 기능이 있고 “Connection” 섹션에는 “당신은 Brian과 사

구 공개 등을 셋팅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귀는 관계 (You are in a relationship with Brian)” 라고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

방금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화면은 Rachel Buethe가 남자친구인 “Brian Moore”의

아 Brian Moore가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캡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가 캡

프로필을 방문한 페이지인 것으로 보아 thefacebook.com의 전체적인 Navigation

쳐한 화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오른 쪽 상세 프로필의 Relationship Status에

구조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Menu Naviation” Bar가 좌측에 고정되어 있기 때

는 “Rachel Buethe”와 사귀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캡쳐해서 인

문에 User가 선택한 메뉴의 컨텐츠가 오른 쪽 메인 바디 영역에 Refresh되도록 설계

터넷에서 지금까지 검색 가능하게 남겨 놓은 주역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rian의 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프로필을 방문하고 있든지 자신의 프로필 화면이나 친

자친구인 Rachel Buethe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남자친

구 리스트 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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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인기는 대단해서 볼티모어에 있는 로욜라 대학에서는 이 사이트가 오픈

대규모 현금을 지원받은 후 주커버그는 팔로알토에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에게 월급

되자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어떤 학생은 하루에 5번이나 로그인할 정도였습니다. 대

도 줄 수 있게 되자 하바드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 약 1,400여개에 달하는 4년제 대

학 졸업자들에게는 페이스북이 동창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용

학 전체로 페이스북을 확장시킬 계획을 수립합니다 (Student’s Start-Up Draws

한 수단(most useful as a means of keeping up with alumni) [http://j.mp/

Attention and $ 13 Million, [http://j.mp/sS9t52] 2005년 5월 26일, NYT).

sS9t52]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주커버그는 thefacebook.com을 오픈 한 후 Napster[http://www.napster.

에게 완전히 오픈될 때까지 자신의 문호를 미국내 대학교, 고등학교, 기업 네트워크로

com/]의 창업자이자 Plaxo [http://www.plaxo.com/]의 공동창업자인 Sean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페이스북은 미국내 어지간한 대학교

Parker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몇주간 페이스북이 스탠포드 대학을 휩쓸고 있

학생들을 거의 모두 회원으로 확보한 후( 882개 대학교 학생의 85%인 385만명을 확

다는 애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004년 여름 주커버그는 실리콘 밸리로 가서 Google

보) 2005년 9월 2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오픈되었는데, 고등학생들은 학교 이메일

과 같은 인터넷 회사에서 “인턴”으로 실무경험을 쌓던 중, Palo Alto의 길거리에

이 없기 때문에 Google+ 베타버전과 마찬가지로 이미 가입해 있는 친구들로부터 이

서 몇주전에 만난 Sean Parker와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그리고 Sean Parker

메일로 초대를 받아 가입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때까지 대학생 유저들 중 매일

는 2005년 여름까지 페이스북에서 President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주커버그를

로그인하는 유저는 60%, 매달 적어도 한번 이상 로그인하는 유저는 93%였다고 하니

PayPal의 창업자이자 벤쳐 캐피탈리스트였던 Peter Thiel에게 소개하는 등 초기 펀
딩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페이스북이 Thiel로부터 Seed Money로 50만 달러의 펀드를 유치하는데 성공하
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투자제안이 쇄도했습니다. 주커버그와 Sean Parker는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광고매출의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다만 Profitable하다고
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Accel Partner”라는 실리콘 밸리의 리딩 벤쳐캐피탈로부
터 2005년 5월 1,27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를 투자받는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의 강도와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네트워크의
사이즈보다 소수라도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2006년 4월 26일에 페이스북은 서비스를 기업 네트워크에도
개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학교/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들에게 한방에
오픈하지 않고 미국 내 가장 잘나가는 10개 기업들(Amazon, Apple, Miscrosoft,

Intel, Intuit, EA 등과 같은 잘나가는 IT 기업들을 포함해 PwC, Accenture, Pepsi
등)과 Teach of America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오픈합니다

이 회사의 Managing Partner인   Jim Breyer는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투자의

(Facebook Expands To Corporate Social Network : Again With Staggerd

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사업은 기초가 탄탄하

Rollout Strategy, [http://j.mp/uTfOao]2006년 4월 26일, Inside Facebook).

고(tremendous underlying)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organic growth), 이
팀 자체가 대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적으로 정직(intellectually

honest)할 뿐만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눈부시다(breathtakingly brilliant).”고 투자
의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갓 20살이 된 대학생들
이 페이스북 같은 것을 만들어 벤쳐캐피탈을 찾아갔다면 아마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
났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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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14일, HBR). 비슷한 시기 Economist 또한 페이스북은 대학교 커뮤니티 내
에 “익명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남성이 여성에 접근하여 폰번호를 딸 때까지 발생하는
마찰(Friction)을 극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도합니다 (Dating and the Facebook,
[http://j.mp/vWkWWG] 2009년 11월 6일, Economist).
실제로 2005년 9월 당시 대학생이 아니어서 페이스북에 별도로 데모계정을 요청해서
작성한 TechCrunch의 사용후기에는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이용은 데이팅인 것 같
다(The biggest use of the site appears to be dating)“라고 쓰고 있습니다(85%

of Collegae Student Use Facebook, [http://j.mp/sJKbc9]2005년 9월 7일). 그
러나 정작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데이팅을 목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
다. 주커버그는 2003년 하바드 선배들이 만들던 “ConnectU”라는 Dating 사이트의
개발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당
하기도 합니다. 이때 ConnectU는 페이스북과 같은 학생들의 온라인 Directory 서비
스라기 보다는 “Dating 서비스”였다는 주커버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스북이
남녀 대학생간 “Dating”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젊은 유저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 선남선녀 사진을 보고 다니면서 서로 엮어 보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
용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9월초 News Feed 오픈

2006년 9월 5일 : NewsFeed 오픈

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피드 화면에서 유저들은 친구들의 프로필 페이지

2006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여 동안 페이스북은 대학교 > 고등학교 > 기업순으로 새

성이나 가입, Relationship Status의 변화 등 페이스북 내부에서 발생하는 친구들

로운 영토를 단계적으로 점령해 가면서 2005년 10월 포토서비스를 추가한 것 이외에

의 모든 최신 소식을 “RSS”와 유사한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피

특별한 기능적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약 9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드는 프로필간 이동을 통해 Page View를 증가시키는데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

하고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완전히 오픈하기 직전인 2006년 9월 초에 오늘날 SNS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News Feed“ 기능을 먼저 도입합니다.

로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로그인하자 마자 “홈 화면” 한 곳에서 포토 업로드, 그룹 생

나 페이스북 내에서 발생하는 친구들의 의미있는 온라인 행적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자동으로 공개함으로써 친구들간 커뮤니케이션과 공유를 활성화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New Facebook Redesign More Than Aesthetic, [http://j.mp/

s9pykG]2006년 9월 5일, TechCrunch).
이와같이 뉴스피드는 독립된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친구들의 프로필을 하나씩 찾아
다니던 과거와는 달리 친구들의 최신소식을 시스템적으로 수집해서 유저에게 마치
뉴스리스트처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조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프로필과 프로필을
더 쉽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Bridge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유저 프로필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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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 감추어져 있던 유저들의 개인 컨텐트와 행적을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굳이 친구

이와 같이 페이스북은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의 중심 축을 ”

들의 프로필 페이지를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유저 프로필”에서 “뉴스피드”로 완전히 Redesign하는 모험을 감행한 결과, 서비스

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뉴스피드에서 친구들끼리 Status

의 속성 또한 그 동안 독립적인 “프로필”을 중심으로 학교 울타리내에 있는 친구들끼

Update와 코멘트를 통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친구

리 상호 연결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뉴스피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

들의 최신소식을 보고 그들의 프로필 페이지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될 수 있는 “개방적인 커뮤니티” 구조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피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 오픈되기 전 페이스북의 서비스 형상은 싸이월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은데, 바로 여

아래에서 보듯이 이전의 핵심 서비스였던 “프로필”은 뉴스피드 위주의 홈과 별도의

기에서부터 이 두가지 서비스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화면에서 “Welcome Mark”라는 메시지에서 알

그러나 유저들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처음 오픈시에 뉴스피드는 잘 조직된 서비스라

수 있듯이 로그인 후 디폴트 화면 또한 자신의 프로필에서 뉴스피드 화면으로 변경되

기 보다는 개발자 마인드로 서버에 찍혀있는 로그를 웹에다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경

었습니다. 프로필을 구성하는 유저 컨텐트들은 카테고리별로 여러개의 웹위젯 형식으

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 또한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로 박싱되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필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특

이와같은 변화를 단행한 이후 홈화면이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소식들로 폭주하자, 뉴

기할만한 것은 얼마전 오픈된 “Real Time Ticker”와 유사한 “Mini Feed”도 이때 도

스피드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정보들로 넘쳐 난다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뉴스피드의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온라인 청원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
다. 노쓰웨스턴 대학의 한 학생이 만든 “Students Against Facebook News Feed
(Official Petition to Facebook)“라는 그룹은 개설한지 불과 몇일만에 28만명이 넘
는 회원이 가입했고 이 숫자는 71만명까지 증가될 정도였으니, 지금은 모든 Social

Network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뉴스피드 기능이 그 당시에는 엄
청나게 생소하고 두려운 것으로 경험되어서 이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얼마나 심했
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뉴스피드”에 대한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은 페이스북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는 Privacy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하여 주커버그
는 이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사과하기는 커녕 “뉴스피드는 친구들의 생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Cool Way“라고 오히려 이를 홍보하는 태도를 취했습
니다(Inside the Backlash Against Facebook,[http://j.mp/vRA5CO] 2006년 9
월 6일, Time). 그리고 주커버그는약 이틀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면서 Privacy 설정에
유저가 원하지 않는 것은 친구들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과 유저 프로필의 공
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후 유저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함으로써 수백
만 유저들의 대규모 반발을 힘겹게 극복해 나갑니다. 아마 이 이틀간이 페이스북의 흥
망을 결정하는 가장 Critical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acebook Profile With Mini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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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주커버그는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을 뿐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뉴스피드” 의 도입으로 친구들과의 개방적인 공유를 지

만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가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피드의 오픈

향하는 “Sharing Platform“으로서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기본 문법이 갖

에 관한 페북 공식 블로그는 유저들의 경멸과 저주로 가득한 악플로 도배가 되어 있습

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모든 Social Networking

니다 (Facebook Gets a Facelift,[http://j.mp/uTVf5E] 2006년 9월 5일). 혁신이

Service의 핵심적인 요소는 1) Identity와 2) 이것을 바탕으로 한 프로필 3) 일방

항상 유저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혁신은 새롭고 낯설고 심지어

적이든 상호승인에 의한 것이든 관계의 형성 (메신저의 용어로 말하면 Presentity

공포스럽게 경험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유저의 반발도 그만큼 격렬할 수 있다는 것

와 Watcher 관계의 형성) 4) User 의 Online Activity 를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유저들은 페이스북을 바로 떠나지 않고 지금까

Publishing해 줌으로써 개별 유저의 프로필들을 상호 연결시켜 줄뿐만 아니라 이로

지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News Corp가 인수한 MySpace는 이미 1억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마도 이것은 페이스북이 대학이라는 실제 세계에서 형성된 실제 인간관계를 온라인상
에 Mapping시키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던 또는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인해 대규모 Social Communication을 촉발시키는 News Feed 5) 마지막으로 프
로필과 뉴스피드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Privacy 정책 등 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Facebook은 오픈 후 거의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뉴스피드 기능을 오픈함
으로써 오늘날 의미에서 SNS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
니다.
주커버그는 고객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왜 후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갔을
까요? 이것의 해답은 페이스북의 그 다음 행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킹의 핵심 서비스로서 “뉴스피드”의 런칭과 함께 이메일 계정을 가진 모
든 사람에게 동시에 오픈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Privacy” 문제에 직면하여
약 한달 후인 2006년 9월말에 가서야 외부세계로 완전히 오픈됩니다. ”기존의 많은
대학생 유저들이 페이스북을 좋아했던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
는 배타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 (Many Facebook users like the site because

of its traditional image of exclusivity)” 때문이었는데, 이제 우리 엄마하고도 친
구를 맺어야 하느냐면서 페이스북의 일반인 오픈에 대한 대학생 유저들의 반발은 계
속되었습니다 (Facebook Will Soon Be Available To Everyone, [http://j.mp/

tFGN9b] 2006년 9월 11일, USA Today).
이와같이 고립되어있는 대학생들의 프로필을 중심으로 형성된 “배타적 커뮤니티”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미리 바꿔 놓지 않는다면 포화상
태에 이른 시장을 더 큰 규모로 확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새긴 하지만 우리가 Social Networking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
는 것은 무엇에 관한 Social Networking인가를 먼저 정의한 후 위의 5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포지셔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명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별명을 사용할 것인지(Real Name vs.

Pseudonimity), 유저 프로필을 구성하는 정보를 얼마나 받고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
여줄 것인지 ? 페이스북과 같이 상호승인에 의한 대칭적인 관계로 할 것인지 또는 트
위터와 같이 일방적인 팔로잉에 의한 비대칭적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트위터와 같
이 친구들에게 피드되는 Status Update의 글자 수를 일정하게 제한할 것인지 또는

Google+나 페이스북 처럼 다소 긴 글도 쓸 수 있게 할 것인지, 프로필의 공개여부에
관한 Default Privacy 정책과 공유의 범위 등에 대한 옵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정책을 정하느냐에 따라 경쟁사 대비 자신의 포지셔
닝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뉴스피드는 유저의 연락처나 Status Update 등의

Presence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수집해서 (Presence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로서의 Presentity인) 나의 Subscribed Watcher들(상호승인에 의해 형성된

북은 이메일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기 전에 “뉴스피드”를 도입함으로써 페이스

친구들) 또는 일방적으로 Following하는 Fetcher들에게 실시간으로 Notify해 주

북의 커뮤니티를 미리 개방적인 구조로 바꿔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는 Instant Messaging의 Presence Service Model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그

것은 페이스북이 그때까지 구축해 왔던 Service Identity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러나 Presence 정보의 범위(Presence Tuple)를 Online/Offline, Availability,

것이었습니다.

Communication 수단, PR 메시지 또는 Status Update뿐만 아니라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유저의 Online Activity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는

276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페이스북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따른 프로필 변경사

277

점, (상태가 변경될 때 마다 휘발성으로 삭제되는 메신저의 Presence Information과

SNS의 뉴스피드를 통해 친구들과 점점 더 많이 Social Communication에 참여하

달리)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다 일일이 DB에 기록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게 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Value Chain에 커다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

것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신순에 따라 개방적으로 Publishing해 주기 때문에 그

니다. 즉, 그것이 없었다면 심심할 때 특정 친구들과 문자와 전화 등 통신 트래픽을 유

이력이 누적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Instant Messenger와는 근본적

발하는 Action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수요를 SNS가 대량으로 흡수해 가고 있는 것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입장에서 볼 때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나 트위터

입니다.

의 타임라인 등은 웹을 통해 개방되어 있는 Presence Data의 집적에 불과할 할 수도

그러나 이때까지도 SNS의 뉴스피드가 가지는 이러한 파괴적 속성에 대해 주커버그

있겠습니다.

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처음 오픈시만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뉴스피드는 1:1이든 1:N이든 SMS, MMS, 전

하더라도 뉴스피드는 지금과 같이 한 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

화, 이메일, 메신저 등 지금까지 모든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달리 수신자를

지는 “Social Communic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친구들의 프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텍스트, 포트, 동영상, URL 링크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

필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상호 연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

를 비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본인과 친구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방에

입니다. “Social Communication” 툴로서 뉴스피드의 이러한 파괴적인 속성은 트

전송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출현했음을 의미합니

위터의 User Interface를 차용해서 “Publish Bar”를 “홈”화면의 최상단에 배치하는

다. 기존 통신서비스의 프레임워크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이란 “누군가에게 특정 목적

방식으로 U/I를 변경한 2009년 3월 이후에야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006년

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그것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고 100% 수신이 보장되

이후 페이스북 발전의 중요한 축은 바로 뉴스피드를 현재와 같은 형상으로 업그레이

어야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인데 비해 뉴스피드는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

드시킴으로써 “Social Communication”의 형식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에 100% 수신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메시지든지 실시간에 가까운 피드

수 있습니다.

를 나와 친구관계에 있는 Watcher들에게 대량으로 발생시켜 준다는 점에서 지금까
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기존 통신 서비스와 달리 뉴스피드는 특정 수신자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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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목적없이 가볍게 메시지를 던지는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페이스북은 1) 뉴스피드의 도입을 통한 Social Networking의 기본 로직의

다시 말하면 뉴스 피드는 누군가는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람

완성과 함께 개방적인 커뮤니티로의 전환 2) 모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완전한 오픈

이 누구인지는 정해져 않은 상태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일

! 페이스북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이 2가지 중대한 역사적 과업

종의 독백”과 같이 던져지는 것인데 피드백이 별로 없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댓

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2007년 5월경에는 eBay를 제치고 미국에서 6번째로 높

글이나 Like 등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반향(engagement)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에

은 트래픽을 끌어 모으는 사이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주커버그는 2007년 F8행사에

서 기존 통신서비스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이제 Google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공언하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은 3년 후인 2010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테크놀로지일 뿐만 아니라 “공유”와 “개방”이라는 철

년에 월간 UV를 기준으로 Google을 추월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혁신은 여기에

학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일상에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천천히 추가 기능

Disruptive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시간 웹기술을 바탕으로 – 심지어는 모

이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면서 이런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일에서 조차도 – Social Networking 서비스에서 뉴스피드를 통한 Social

러나 주커버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갑니다.

Communication이 중요한 소통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Telco. 입

2007년 5월에 최초로 열린 F8 행사에서 주커버그는 외부의 서비스 자원을 페이스북

장에서 위협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은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군가

의 경계 내부로 끌어 들이기 위해 3rd Party 개발자들에게 API를 오픈합니다. 페이스

에게 전화를 하거나, SMS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MMS로 포토를 전송하기 보다는,

북은 2006년 8월부터 이미 3rd Party 개발자들에게 기본정보, 친구, 포토 등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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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유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F8행사에서 “Facebook

Platform ”이란 이름으로 정식화해서 출시합니다. 이 행사에는 Microsoft 와
Amazon, Digg, iLike 등 70여개 회사들이 참석해서 Facebook Platform을 활용하
여 자신들이 개발한 Facebook Application들을 시연했습니다.
이와같이 플랫폼 개방을 통해 페이스북은
■ 유저들에게는 3rd Party의 Web App.이나 컨텐트를 자신들의 프로필에 추가해 놓고 친구
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Social Graph를 사람관계뿐만 아니라 Web
이나 Application 등 사물로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저는
프로필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제세계의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는 Web Site 또는
App.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iLike)을 추가함으로써 그것과 유저간 직
접적인 Connection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스북은 F8 행사 이후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되는 Social Network라는 말과 함께 Social Graph라는 말을 공식적
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외부의 개발자들에게는 1) 페이스북 유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통해 App.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 유저가 사용중인 3rd Party의 Social Application
을 자신의 프로필과 친구들의 News Stream에 노출시킴으로써 이것이 유통될 수 있는 Viral
마케팅 채널을 제공했고, 3) 페이스북 내부에서 3rd Party App.들이 확보한 가입자와 트래픽
을 기반으로 발생한 (광고)수익의 100%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개방정책은 그 당시 경쟁사였던 MySpace와는 정반대의 입장

2007 Facebook Profile Change With 3rd Party Applications

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MySpace는 3rd Party Widget들을 폐쇄하거나 인수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했지만 페이스북은 모든 외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핵심 기능들

위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왼쪽의 Application 영역에는 Photo, Group,

(core functions)에 접근하여 다양한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

Event, Market Place 등 페이스북 내부에서 개발한 디폴트 App.들뿐만 아니라 유

했던 것입니다 (Facebook Launches Facebook Platform : They are the Anti-

저가 자신의 프로필에 추가한 qubox, coComment라는 3rd Party App.들의 리

MaySpace, [http://j.mp/vSgsZ3] 2007년 5월 24일, TechCrunch).

스트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프로필 사진 바로 아래에는 유저가 현재 사용중인

이와같이 플랫폼을 과감하게 오픈한 결과 페이스북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이 유저들
이 3rd Party가 제공하는 Application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
다. 2007년 페이스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3rd Party App.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Platform”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App. 목록이 아이콘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qubox와 coComment라는 3rd Party
App.들이 웹위젯 형태로 붙어 있어서 프로필 페이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디폴트 페이지인 “홈”화면도 아래와 같이 왼쪽 영역에 3rd Party

App.들이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인 영역에도 친구들의 App. 사용이력이 나에
게 자동으로 피드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친구가 사용한 App.이 무엇인지 궁금해
서 클릭하면 “가입자 동의절차”를 거쳐 해당 App.에 가입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프로
필에 추가되면서 피드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App.들이 입소문을 타고 페이스북
의 Social Graph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도 뉴스피드에는 아직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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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텐트를 포스트할 수 있는 “Publish Bar”와 “Like”와 “Comment” “Share” 버튼

■ Application 개발자에게 광고수익 등 100%의 수익을 보장해 준 결과 Facebook Echo

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저가 단순 텍스트 위주로 작성하는 Status Update는 오른

System이 형성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전용 App. 개발사와 전용 펀드 등이 출현했을 뿐만 아

쪽 영역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니라 10월에는 주커버그가 직접 페이스북 App. 개발 전용 펀드인 fbFund를 조성하기도 했
습니다.
■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협상이 결렬되자 Google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Social Network에서
동작이 가능한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는 Open API를 지원하는 “Open Social API”를
발표하나 오늘날까지 큰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 때 Social Network는 유행에 불과하다면서 페이스북을 폄훼했던 MS의 Steve Balmer
는 2007년 10월에 페이스북의 기업가치를 150억불로 계산해서 2.4억불을 투자합니다 (지
분 약 1.6% 확보). (이 투자의 결과로 전세계 상위 메신저였던 MSN의 초기화면이 페이스북
의 뉴스피드로 변경되거나 Bing과 연동하여 Social Search를 출시하거나 Skype와 연동하
는 등 후속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10월에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검색엔진에 오픈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자신의 프로필
이 검색엔진에 노출되는 것을 Opt-Out하기 위해 Privacy Setting 페이지에 대한 유저 트래
픽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 11월에 페이스북은 Beacon이라는 광고상품을 출시, Beacon 파트너 사이트들에서 유저의
off-Facebook Activity를 해당 유저의 뉴스피드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로 인해 Privacy 침해에 대한 유저의 반발이 거세지자 12월 초에 유저가 Opt-Out을
하면 어떤 Beacon Partner Site들에서든지 페이스북으로 유저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유저의의 온라인

2007 Facebook News Feed With 3rd Party Applications

행적을 뉴스피드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도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소멸하지 않고 2008년말 페
이스북 플랫폼, 2010년 Like API,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Open Graph”의 Frinctionless

이와 같이 Core Platform을 3rd Party에게 오픈한 결과 페이스북은 수많은 어플리
케이션들을 동작시키고 유통시키는 “Social Operating System”으로 또 한단계 도
약하게 됩니다. 플랫폼 개방의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Top 10 Facebook Story
2007, [http://j.mp/rP6Bdz] 2007년 12월 8일, Inside Facebook)

■	 11월 “Social Graph”를 수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한 Facebook Fan Page는
Marketer들에 의한 Customer Engagement Tool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의 플랫폼 개방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7년 가을부터 스탠

■ 2007년 연말까지 약 1만개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런칭되었습니다.

포드 대학에서는 “Facebook Class”가 개설되어 학생들이 직접 페이스북App.을 개

■ 페이스북은 웹상에서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한 최강의 viral 유통 플랫폼(the most viral

발한 결과 하루 3천달라가 넘는 광고수익을 올리면서 교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선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ever)으로서 실제로 기능한 결과, iLike는 오픈한지 2주만

수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The Class That Built Apps and Fortunes, [http://

에 1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3주만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App.도 10여개가 탄
생합니다.

j.mp/tanLyi] 2011년 5월 7일, NYT).

■ 반드시 플랫폼 개방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페이스북의 가입자수는 2007년 1월 1,500

왜 주커버그는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플랫폼 개방을 위한 업그레이

만명, 4월 2천만명에서 플랫폼 개방 후 6월 3천만명, 12월 5천 8백만명으로 Exponential하

드에 주력했을까요 ? 요즘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나 Open API를 통해 플랫폼을 개

게 증가합니다. 즉 6개월만에 지난 2년 반 동안 확보한 가입자 수의 거의 2배나 많은 가입자

방해야 한다고 애기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개방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처럼 성공적이

를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282

Sharing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선 학교 이메일 인증을 통해 상당히 의미있

페이스북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따른 프로필 변경사

283

는 규모의 가입자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위는 좁지만 “대학”이라는 Real

World Community 내에서 형성된 실제 인간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하는 “Social
Graph”를 구축하는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확보된 양질의 ”
Social Graph”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돈이 아니더
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가치를 외부에 증명해 보여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
을 위해서는 자본, 인력, 기술 등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7
년 페이스북의 매출규모는 5,200만 달러 (한화기준 570억) 정도로 제한적이어서

M&A를 하거나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이것을 내부에서 다 개발해서 보여 주기엔 턱없
이 자원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즉 페이스북이 구축한 “Social Graph”를 활용해서 그
것의 내재적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해 외부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끌어 들이는 것이 필
요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내부에서 개발했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신

2008년 7월 : Facebook Connect,
외부에 식민지를 개척하다
2007년 F8이 주로 3rd Party의 App.과 컨텐츠를 페이스북 내부로 끌어 들이는데 초
점을 맞춘 것이라면, 2008년 7월에 열린 F8은 페이스북의 유저들이 외부의 3rd Party

Website에서 Facebook Platform에 접근하여 자신의 프로필 데이타를 이 웹사이
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Announcing Facebook

Connect, [http://j.mp/vXvDJ4] 2008년 5월). 이제부터 유저들은 페이스북 내부에
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외부에 존재하는 3rd Party Web Site에서도 “Facebook

Connect“를 호출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Identity로 회원 인증을 받기만 하면 페이스
북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친구 리스트, 포토 등의 유저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Facebook Connect를 발표하기 이전인 2008년 3월에 이미 페이스북은 Picassa,

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Flickr , Yelp , Delicious 등 3rd Party 웹사이트들을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의

로부터 이민정책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처음 시작부터 “차별없

“MiniFeed ” 위젯에 플러그인시킬 수 있는 API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그당시

는 이민정책”과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내부의 Core Platform에 대한 접근

FriendFeed의 “Life Cast” 또는 “Life Stream”을 자신의 모델에 맞게 수정해서 모

허용, Viral 마케팅 채널 제공, 이로 인한 발생하는 매출보장 등  3rd Party에게 충분

방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업로드, 북마크, 투표 등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발생하

히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개방적

는 다양한 유저의 행적을 MiniFeed로 import해서(import stories into minifeed)

인 이민정책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자신의 시민들이 자국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유저 자신

내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구축된 “독립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데 초

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의 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고 여기

점을 맞춰 자신의 얼굴에 해당하는 프로필의 User Interface까지 바꾸었던 것입니다.

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Facebook Launches LifeCasting

2007년 플랫폼 오픈을 계기로 Facebook은 이제 스스로 Social OS로 발전하기 위

Feature : Auto Import To MiniFeed, [http://j.mp/t0QePM]2008년 4월 16일,

한 첫단추를 꿰는데 성공했습니다. 플랫폼 개방을 통해 페이스북이 거둔 이러한 성공

Mashable).

은 우연히 성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커버그는 약 2년 반 기간동안 영토확장에만
주력한게 아니라 이미 향후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사전 Roadmap
을 수립한 후 1) 2006년 9월 뉴스피드 기능을 도입해서 개방적인 체계로 먼저 전환한
후 2)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오픈하고, 3) 약 7개월이 지난 2007년 5월에 플랫폼을
개방해서 3rd Party의 컨텐츠를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를 정확한 Timing에 맞춰서 단
계적으로 실행해 나간 것 같습니다.

Import 3rd Party Web Site Stories Into Mini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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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국가에 비유한다면 이전의 Facebook Identity는 페이스북 내부에서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CitySearch라는 파트너 웹사이트에서 Facebook Connect

인정되는 “주민등록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를 호출하면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이 팝업창에서 Facebook ID와 패

있는 “여권”의 자격까지 취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S가 Passport라는 프로젝트

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을 받으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와 친구 List가 CitySearch

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든 유저들은 “여권”

로 가고 CitySearch에서 유저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스토리를 페이스북의 담벼

에 해당하는 “Facebook의 Identity”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페이스북이라는 국가

락과 뉴스피드로 자동으로 공유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 시민”이라는 신분을 입증하기만 하면 “Facebook Connect” 프로토콜(API)을 수
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유저
는 그 나라의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친구들, 사진, 그룹, 이
벤트, 활동내역 등 많은 필요한 정보를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꺼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페이스북을 “로마”나 “미국”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비유한다
면 자국의 시민들이 페이스북 프로토콜의 구속을 받는 식민지들에서 더 편리하고 안
전하게 여행하고 비즈니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 셈입니다. 게다가 유저들이 들
고 다니는 여권에는 Auto Tracking Tag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들이 식민지에서 무엇
을 하고 다니는지 본국인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리포트될 뿐만 아니라 뉴스피드를 통
해 거기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송되는 방식까지 제공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서 Facebook Connec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설명한 그림이 있
어서 첨부해 봅니다.

How To Work Facebook Connect At CitySearch

이 프로젝트의 Senior Manager였던 Dave Morin은 “Facebook Connect”를
통해 유저 프로필 데이타를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Data

Portability 의 비전이 유저의 일상 세계에 실제로 구현되었다면서 “향후 Data
Portability는 유저들이 자신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동시에 Privacy 셋팅에
의해 항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자
신의 (Facebook) Identity와 친구 리스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전 Eric Schmidt가 “Google+는 Identity Provider”라고
How To Work Facebook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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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에 열린 F8 행사에서는 Digg, CitySearch, Six Apart 등 24개 파트
너사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Facebook Connect”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Facebook

Connect”의 기능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 T rusted Authentication : 어떤 파트너 사이트들에서든지 페이스북 계정(Facebook
Account)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 Real Identity : 실명과 실제 identity에 의해 대표되므로 페이스북 유저들은 어느 사이트에서
든지 프로필 기본정보, 프로필 사진, 친구, 포토, 이벤트, 그룹 등 다양한 자신의 Real Identity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Friends Access :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페이스북의 친구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의 개발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풍부한 Social Contex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심
지어 유저들은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누가 자신이 방문한 3rd Party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Dynamic Privacy : 페이스북에 설정한 유저의 Privacy 셋팅은 최신 상태로 다른 웹사이트
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페이스북에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거나 친구를 삭제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자신의 변경된 사진이 적용되고 삭제된 친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 Social Distribution :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행한 유저들의 활동은 뉴스피드를 통해 페이
스북의 친구들에게 공유됩니다.

그러나 외부 사이트의 개발자들은 Facebook Connect의 Full Functional API에
2008년 12월에 가서야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7년 Facebook Platform 오픈

2008 Facebook Profile Redesign

시 만큼 그해 당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Facebook Connect는 2009
년 2월에 “Like” API를 공개함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플랫폼의 외부 사이트 개방에 맞춰 페이스북 프로필 또한 아래와 같이 유저
간 Interaction과 공유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7년 페이스북은 3rd Party App.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
는데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개편한 결과 불과 7개월만에 약 1만여개의 App.들을 확
보함으로써 자신이 구축한 “Social Graph”의 유용성과 가치를 전세계에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8년도 들어 페이스북의 프로필 구조는 3rd Party App.의 활
용보다는 유저들에 의한 컨텐트의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친구들간 커뮤니케이션을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변화됩니다. 이리하여 왼쪽 영역에 있던 3rd Party의

Application 메뉴들을 상단의 글로벌 메뉴로 이동시켰고, 이전의 위젯형식으로 쌓여
져 있던 컨텐트의 박스들을 해체시켜 프로필의 “Wall” “Info” “Photos” “Boxes” 4가
지 디폴트 탭으로 변경했습니다. Boxes Tab에서는 기존 유저 프로필의 메인 영역에
자리잡고 있던 페이스북App.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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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개발자 입장에서 유저에게 App.의 노출기회가 더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프로필 변경은 유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발자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버튼을 누르고 유저가 자주 사용하는

도 큰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뉴스피드 도입시 수백만명이 반발했

3rd Party App.을 선택하면 해당 App.에 대한 전용 TAB이 생성되도록 보완되었습

던 2006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은 서비스 개편을 점진적으로 적용했습니

니다. 그리고 싸이월드의 방명록과 유사한 “Wall, ” 즉 담벼락이 추가되면서 Status

다. Facebook은 먼저 2008년 봄부터 언론을 통해 프로필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

Update, Write Note, Add Photo, Video 등 유저 자신이 컨텐트를 자기 프로필 또

라는 것을 계속 홍보한 후 F8 행사가 끝나고 7월 부터 기존의 프로필과 변경된 프로

는 방문한 친구의 프로필에 쉽게 포스팅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필, 2가지 버전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User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프로필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TAB U/I는 지금도 Facebook 모바일 App.
의 프로필에 “담벼락” “정보” “사진” Tab 형태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Google+에서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구성하는 U/I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 담벼락의 메인바디 영역은 친구들의 최신 소식과 Wall Post가 시간순
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싸이월드”의 방명록이라기 보다는 “홈”의 디폴트 화면

하고 변경된 프로필을 Global하게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보다는 덜했지만
“People Against the New Facebook“이라는 그룹이 생성되어 7만명 정도가 가입
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Optional Beta 기간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35%의 유저들은 기
존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 News Feed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포스트를 볼 것인지 담벼락에 남긴 글만 따

웹이든 전용이든 새로운 기능이나 정책의 적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

로 볼 것인지를 User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Profile 구조를

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User뿐만 아니라 3rd Party 개발자까지 업데이트의 결과

개편한 이유에 대해 주커버그는 Facebook 개발자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

로 영향받은 범위가 크면 클수록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많은 이견들이 노출될 수 있기

습니다(Improving Your Ability To Share and Connect, [http://j.mp/t2xyJQ]

때문에 동일한 정책과 기능을 한순간에 Gloabl하게 적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2009년 3월 5일, Mark Zuckerberg).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Facebook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님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최신 정보를 쉽게 찾을 수있는 방식에 대한 Need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에 잘 변화하지 않던 정보를 담고 있는 박스 스타일의 프로필
을 Wall –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의 흐름 (stream of
information) - 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것입니다.
■ 이것은 Facebook의 진화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인데, 왜냐하면 이번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이러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Facebook 의 가입자는 2008년말 1억명으로 1년전
5,800만명 대비 약 2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 줍니다. 2008년도 특기할 만한 것은
3월에 “You May Know“라는 친구추천 기능이 오픈되었고, 4월에 Facebook Chat
기능이 오픈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SNS를 기획할 때 –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생각, 상태, 사진, 노트, 감정 등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즉각적으

럼 – 정교한 기계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떻게 User가 알고 있는 친구를 정확히

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share immediate experience with one another).

추천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

현재 입장에서 보면 3rd Party 위젯들로 도배가 되어 있던 이전의 프로필 U/I에 비
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지금은 “What’s On Your Mind?”로 변경되었지만
“What are you doing?”이라고 표현된 담벼락의 Publisher Bar를 상단에 위치시킴
으로써 자신의 프로필 또는 친구의 프로필을 방문하여 글이나 사진, 비디오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U/I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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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Facebook은 6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후에
야 “You May Know”라는 친구추천 기능을 오픈했군요. 최근에는 회원가입시 입력
한 고객정보와 폰 주소록, 그리고 Facebook, Twitter, Google API 등 활용할 수 있
는 Source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 “친구추천”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
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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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Twitte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뉴스피드를
“Social Communication” 매체로 완성
2009년도에 F8은 열리지 않았으나 “Twitter”와 “FriendFeed”의 영향을 받아 페이스
북의 미래 형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기능 즉 “Status Update”와 “Like”

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When Twitter Met Facebook : The Acquisition Deal

That Fail Whaled,[http://j.mp/v7HCY4] 2008년 11월 24일, AllThingD)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9년 2월, 3월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를 통한 유저들간 실시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프로필과 뉴스피드를 개편합니다.

기능이 오픈됩니다. 이 두가지 서비스를 통해 페이스북은 오늘날과 같이 “뉴스피드 화

페이스북은 우선 FriendFeed 로부터 외부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유저들의 Off -

면”을 통해 유저들간 실시간 “Social Communication”이 이루어 지는 체계가 완성

Facebook Activity를 자신의 뉴스피드로 Import할 뿐만 아니라 피드 아이템별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관심

로 “Like”와 “Comment”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FriendFeed의 거의 모든

사, Page, 3rd Party Web Site 등 User들이 실제세계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Unique한 컴포넌트들을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통합시켜 냅니다.

Connection들을 반영하고 있는 Social Graph를 통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

(Facebook Clones Friendfeed’s Like Feature,[ http://j.mp/usNhns] 2009년

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 즉각적인

2월 10일, Mashable). 2009년 가을에 Facebook이 FriendFeed를 인수한 후 그 회

Interaction이 가능해 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사의 CEO였던 Bret Taylor가 2010년 4월 현재 폭발적인 위력을 떨치고 있는 “Like”

이를 위해 주커버그는 먼저 트위터 인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Comment” 등 Social Plug-In과 Open Graph를 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2007년도 10월에 MS로부터 150억 달러의 시장

다.

가치에 2.4억 달러(한화 약 2,46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이리하여 페이스북은 트위터의 Real Time Web의 속성을 모방하여 1) 친구들의 포

1년이 지난 2008년 11월에 페이스북은 5억 달러에 해당하는 페이스북의 주식과 5천만

스트를 실시간으로 Streaming 해 주는(streaming of posts from your friends in

달러에서 1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으로 트위터를 인수합병하는 협상을 약 3주간 진행하

real time) 방식으로 뉴스피드를 변경하고, 2) Publisher Bar를 뉴스피드 화면의 최

나 트위터 이사회의 거부로 결렬됩니다. 그 당시 트위터는 2006년도 창업한 후 SNS

상단에 위치시킨 후 이전에 담벼락에 적용되었던 Status 프롬프트의 메시지를 “What

시장에서 소위 “Micro Blogging”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돌풍을 일으킨 결

are you doing right now?”에서 오늘날과 같이 “What’s On Your Mind?”로 변경

과 2008년 10월까지 6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년대비 600%나 성장하는 성과를 보

했으며 3) Page와 Profile간 구별을 폐지하고 과거 5천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친구 숫

여줍니다. 이와같이 트위터는 그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하는 Social

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Fan과 Page간 Interaction의 수준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Networking Site로서 시장의 이슈로 급부상합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유저들간 그리고 Fan과 Brand간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던 트위터

Web 2.0 인터뷰에서 주커버그는 트위터의 우아한 모델 (Elegent Model)에 “진짜

의 로직과 U/I를 그대로 수용함임으로써 지금까지 프로필의 담벼락을 통해 이루어지

로 감명(really impressed by what they’ve done)”받았다고 말하면서 페이스북이

던 User간 소통을 홈화면의 News Feed에서 바로 가능한 구조로 변경합니다 (With

지배해야만 하는 시장에서 트위터가 들어와서 세간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에 좌절감

Twitter Envy, Facebook Adds Near Real Time Web Capailities,[http://j.mp/

까지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주커버그는 우선 트위터가 Google, Yahoo, MS 등

rD04bQ] 2009년 4월 3일 Gigaom).

에 의해 인수되는 것이 싫어서 두번째로는 Real Time Web 기술을 페이스북에 적
용하고 싶은 욕심으로 Jack Dorsey 대신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취임한 Evan

Williams – Google에 2003년 인수된 Blogger의 창업자 – 와 인수협상을 벌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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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소통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는 새로운 형식의 Real Time Web 기반의 ”Social

Communication”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Robin Dunbar에 따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뉴스피드를 통한

Social Communication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유인원의 털고르기, 즉 집단의 위계질
서와 멤버들간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Social Grooming”

Tool이라고 합니다. Status Update를 통해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Feed 되는 일상
의 “사소한 이야기들(Small Talks)”야 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끈끈하게 연결시키고
(maintain connection),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keep in touch)”는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사람들이 Social Networking을 하
는 이유)[http://j.mp/t4RO3x]
아울러 페이스북의 프로필 또한 아래와 같이 최신 소식 (Recent Activity Log)을 상
2009년 3월 Facebook News Feed의 변화

단에 모아서 보여주되 유저들이 포스트한 컨텐트를 훨씬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방식
의 U/I로 변경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페이스북은 Twitter와 FriendFeed의 핵심기능들을 뉴스피드에 통합시
킴으로써 오늘날과 동일한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좌측의 메뉴들을 먼저 살펴 보면
얼마전 출시된 Smart List 처럼 Friend List를 통해 수많은 피드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별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U/I가 추가되었고 – 그러나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거의 없자 2009년 10월에 이 리스트 기능을 눈에 안보
이게 감춰버립니다 – 2008년 개편시 상단의 Global Navigation Menu로 옮겨졌던
“Applications”를 다시 좌측면 메뉴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프로필 담벼
락에 붙어 있었던 Publish Bar를 “홈화면”의 최상단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트위터처럼
유저들이 로그인하자 마자 이 화면에서 쉽게 컨텐트를 포스팅할 수 있는 구조로 변
경했습니다. 뉴스피드 화면에는3rd Party Web이나 App.들에서 가져온 User Activity
리스트, 포토, 비디오, 웹 URL Posting 등 개별 컨텐트 아이템별로 Comment와

Like, Share 버튼을 달아 놓음으로써 다른 곳으로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이 화면에서
바로 유저들간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홈화면으로 피드되는 User Activity의 링크를 클릭한 후 친구들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루어 지던 모든 상호작용이 “뉴스피드” 한 곳에서 집중
적으로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2006년에 페이스북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저들의 모든 Activity 로그를 홈화면에서 자동으로 Feeding해

2009 Facebook Profile_Bill Gates Engaged By Steve Jobs

줌으로써 친구들의 프로필간 연결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뉴스피드는 이제 유저들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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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은 Bill Gates가 생성한 페이스북의 프로필 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방문

케이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Social Information

하여 캡쳐한 화면입니다 (참고로 사이즈상 우측의 광고영역을 삭제하면서 상단 우

Overload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Social Graph를 통

측 Global Menu 의 Logout 옆에 실제로는 존재하는 검색창이 보이지 않고 있

해 트위터와 같이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가 Feeding됨에 따라 자신이 관심있는 친

습니다. ※ 참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 사항, 제일 위해 “Bill Gates Just Bought

구들의 뉴스 스토리를 못읽고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Azerbaijan!”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진짜가 아니라 Bill Gates의 Fake Profile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페북 프로필이 어케 변경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위 화면을 보면 Bill Gates와 Steve Jobs가 페이
스북에서 아마도 서로 친구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주고 받는 메
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 Bill Gates가 먼저 “스티브 ! 나는 당신보다 훌륭
합니다. 그 이유는 400억가지가 넘습니다.”라는 도발적인 자기 소개로 Steve Jobs
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에 Steve Jobs가 Bill Gates의 프로필 페이지를 방문하
여 담벼락에 “당신이 만든 OS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당신처럼 별로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0월경에는 아래와 같이 “Top News”
와 “Recent Activity”를 탭으로 구별해서 유저가 로그인하면 디폴트로 노출되는 Top

News에는 이른바 “EdgeRank”[http://j.mp/vZfeR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신
과 관련성이 높은 포스트만을 선별적으로 필터링해서 노출시켜 주고, Recent News
에는 변경 전 트위터와 같이 최신 포스트가 실시간으로 리스팅되는 방식으로 변경
합니다. 이와 같은 뉴스피드의 기본 U/I는 2011년 9월 Smart List, Top Story,

Subscribe 기능들이 도입될 때까지 약 2년간 유지됩니다.

라고 봐요”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Jobs의 친구이자 Apple 컴퓨터의
개발자인 Steve Wozniak에게 ”뉴스피드”를 통해 전송되었고, 그는 자신의 홈으로
피드된 Steve Jobs 글에 “Like” 버튼을 눌러서 Jobs를 편듭니다. 그러자 Bill Gates
가 Jobs의 글에 “시장 점유율이 88.9%나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그나저나 당신이
만든 iPOD 셔플을 봤는데 꼭 생리대처럼 생겼더군요.”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저속하고 무례한 말싸움을 하는 Case
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주커버그가 MySpace의 창업자인 Tom

Anderson을 열받게 해서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주고 받기도 했습니
다) 이와같이 프로필의 담벼락에 남긴 메시지와 코멘트는 두사람의 Social Graph를
통해 친구들의 뉴스피드로 신속하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전에 친구들의 activity feed와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웠던 담벼락의 기
능은 다른 사람들이 프로필 페이지를 방문하고 주인장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싸이월드
의 방명록과 더 유사해 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담벼락에 나 또는 친구들이 메시지를
남기면 나의 홈화면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친구들에게도 피드가 발생
함으로써 Social Graph를 통해 Like, Comment, Share 등의 실시간 Action이 연
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확립됩니다.

Facebook Profile_Top News & Recent News

이와같은 변화로 인해 페이스북은 이제 오늘날의 의미에서 “Social Networking 서
비스”로서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긴 했으나 “뉴스피드”를 통한 유저간 커뮤니

296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페이스북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따른 프로필 변경사

297

2008년 말에 Facebook Connect가 외부 개발자들에게 완전하게 오픈되고, 두차

를 개발한 Bret Taylor와 “Don’t Be Evil”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한

례에 걸쳐 서비스를 개편함으로써 페이스북은 2009년도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

Paul Buchheit 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FriendFeed에서 개발한 혁신적

록하게 됩니다(Facebook The Most-Visited Site On Christmas,[http://j.mp/

인 서비스들을 페이스북의 2.5억명의 유저들에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언론에 발

vazay5] 2009년 12월, Mashable).

표합니다 (Facebook Acquires FriendFeed,[http://j.mp/uUiLf5] 2009년 8월 11

■ 오픈 후 1년간 하루 평균 16만명이 신규로 외부 Web Site에서 Facebook Connect를

일, Mashable) . 즉 페이스북은 FriendFeed라는 다리를 통해 Twitter라는 강을 건

호출한 결과 2009년 연말 기준 6천만명의 Facebook User들이 8만개의 외부 웹사이트

너 “Real Time Web” 기반의 “Social Communication” 서비스를 발전시킴으로써

를 Facebook에 연결시킵니다. 그 당시 Google, Twitter, MySpace 등 외부의 Web Site

Sharing Platform이라는 비전에 한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경쟁사의 혁신을 미래의

를 연결시키기 위한 경쟁 플랫폼들이 존재했으나 페이스북이 가장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사장
을 석권합니다.
■ 2009년 한 해에만 2억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여 페이스북의 전체 유저는 연말에 3.5억명

비전에 맞게 통합하다[http://j.mp/vjDyNg] 2011년 9월 7일, Tom Anderson의 글
번역) .

으로 증가합니다.
■ 2009년 크리스마스날에는 구글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됩니다.
■ Friend Feed의 인수를 발표한 날 30일치에 해당하는 News Feed Activity, 그중에서도 특
히 친구의 프로필과 페이지에서 발생한 Status Update, 포토, Vidoe, Link 등을 크롤링해서
검색하는 Real Time Search를 발표합니다. (FriendFeed는 인수합병을 발표하기 얼마전에
Real Time Search를 이미 오픈한 상태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유저들이 그것을 통해 나머지 웹사이트들을 경험하는 창문이 되고
자 했습니다 (Facebook wants to be the window through which you experience the
rest of the web in 2010).

2010년 4월 : Facebook Connect를 Social Plugin,
Open Graph Protocol, Graph API로 세분화하다.
2010년에는 페이스북의 프로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F8에서 발표된 페이스북
의 플랫폼의 변화를 위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열린 F8 행사에서 FriendFeed의 공동창업자였던 Bret Taylor는 2008
년에 발표된 “Facebook Connect”를 보다 정교하게 정리해서 오늘날 250만개 웹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Social Plug-In (login, like, activity feed 등), Open

2009년도 또 한가지 특기할만 한 것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열심히 Copy 해 왔

Graph, Graph API 등을 발표합니다. 페이스북의 CTO로서 Bret Taylor는 웹은

던 FriendFeed 를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FriendFeed 는 Facebook , Twitter ,

사람들간 연결 그리고 사람과 그들이 care하는 모든 것의 연결(Connection)을 바

Delicious, Flickr 등 외부의 Social Networking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RSS/Atom

탕으로 하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연결의 그래프는 유저들과 개발자들이 모두

을 지원하는 블로그들로부터 업데이트되는 컨텐트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Real Time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F8의 핵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Core

Feed Aggregator로 2007년 10월에 창업했으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폭발적

Concepts)[http://j.mp/ttXsCY].

인 성장세를 보여 주진 못했습니다. FriendFeed의 목적은 “기존 Social Network를

1) Social Plugin : Like Button으로 수백만개의 Web Site를 Facebook과 연결하다.

재미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툴로 사용함으로써 웹상의 컨텐트들을 보다 관련성있

■ Like Button : 페이스북 유저가 3rd Party Web 사이트를 방문하여 좋아하는 컨텐트

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http://j.mp/sNwCKL]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FriendFeed의 주요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에 통합시켰음에도 불

를 발견하고 Lik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컨텐트의 사진 썸네일, 제목, 일부 본문 내용, 그
리고 URL Link 등이 본인의 프로필에 자동으로 게시되며, Facebook 친구들에게는 뉴
스피드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2011년 2월 Comment 옵션 추가). ”Like”는 자신이

구하고 주커버그가 FriendFeed를 인수한 이유는 1) FriendFeed의 실시간 웹기술

Bookmark한 어떤 웹페이지가 페이스북 Social Graph를 통해 공유되는 일종의 “Social

을 적용해서 트위터를 이기고 2)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

Bookmark”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습니다. Google에서 뛰쳐 나와 FriendFeed를 창업한 4명 중에는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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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 페이스북의 Comment 플러그인을 사용중인 3rd Party의 Web 사이트에서

3) Graph API : 인증 성공시 발급받은 Access Token으로 페이스북의 모든 유저정보에

페이스북 유저가 “코멘트”를 게시하면 해당 코멘트와 함께 소스페이지의 URL이 나와 친

접근 가능

구들 또는 이 페이지를 Like한 사람들의 페이스북 뉴스피드로 자동 게시되고, 뉴스피드로

■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Facebook Connect 호출시 1) 유저가 ID, P/W로 인증을 요청

전송된 코멘트에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바로 댓글을 달면 원래 소스 사이트의 User가 입

하는 User Authentication 절차 2) 페이스북에서 3rd Party 웹사이트로 전달되는 개인정

력한 코멘트에 답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게 됩니다. 페이스북 유저들은 Comment Plug-

보 제공 동의, 즉 Request For Permission을 해 주는 App. Authorization 절차 3) 눈에

in을 사용하는 다른 3rd Party Web사이트에서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있는 친구들과 어떤

보이지 않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성공하면 인증서버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에 접

특정 컨텐트에 대해 실시간으로 Comment와 Reply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Access Token”을 발급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Activity Feed : 현재 내가 방문중인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Facebook의 친구들 또는

■ 기존 Facebook Connect에서는 페이스북의 어떤 유저 정보가 3rd Party 웹 사이트로

친구가 아닌 Facebook User들이 최근에 그 사이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지 User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OAuth 2.0이 적용되고 난 후 “ID, P/W 인

■ 기타 Recommendation, LikeBox, Login Button, Registration, PaceFile, LiveStream 등

증절차”와 “고객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분리되어 User 인증이 성공한후 페이스북에 저장
되어 있는 어떤 유저 정보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3rd Party 웹사이트로 제공되는지에

2) Open Graph : 외부의 웹사이트와 프로필간 직접적 Connection을 형성

관해 유저의 사전 동의 절차를 Explicit하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3rd Party 웹 사이트에 Like Button만 달면 뉴스피드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들과 한번만
공유되지만
■ Open Graph Tag가 삽입된 3rd Party 웹페이지에 Like Button을 달면, 이 사이트
의 방문자가 Like Button을 누르는 순간 해 당 웹페이지가 페이스북 유저 프로필의
Info Section에 관심사로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이 웹사이트와 유저 프로필간 직접적인
Connection이 형성되기 때문에
■ 마치 Twitter에서 누군가를 Following을 한 것처럼 이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컨텐트
Update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Like한 사람에게 페이스북으로 피드를 보내줍니다. 즉
Open Graph Tag가 삽입된 페이지를 Like한다는 것은 페이스북 내부에 있는 어떤 Page
를 Like함으로써 내가 그 Page의 Fan이 된 것과 동일하게 이 페이지가 자신의 프로필에
등록되어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이 나에게 뉴스피드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Open Graph Tag란 Real World Entity를 Representation하고 있는 특정 Web
Site에 관한 정보, 즉 Title of Entity (예를 들면, Avartar), Type (music, book, movie,
city, company, politician 등 페이스북 유저 프로필의 Favorite 섹션에서 정의하고 있
는 관심사 분류 카테고리), Open Graph Tag가 삽입되는 Page의 URL (www.imdb.
com), 이 Web 페이지의 대표적인 이미지 URL, Site Name (imdb), Page 관리자의 ID

Facebook OAuth 2.0 User Authentication & App. Authorization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Open Graph Tag를 정의한 후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Copy & Paste하면, 여기를 방문한 페이스북 유저들은 이 사이트와 Direct
Connection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와같이 Open Graph Protocol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저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관한
웹사이트를 페이스북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Social Graph”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간
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Facebook의 Core는 Social Graph인데 Open Graph Protocol에서 살펴 보았듯
이 Social Graph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Care하는 모든
Object들 (포토, 이벤트, Facebook Page, Open Graph Tag가 삽입된 Web 페이지를
Like한 경우도 포함됨), 그리고 이러한 Object들간의 Connection으로 구성됩니다.
■ Social Graph내에 통합되어 있는 모든 Object들은 숫자나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Unique
한 ID를 가지게 되는데, 이 ID를 안다면 “https://graph.facebook.com/ID”와 같은 형식의
간단한 html quary로 이 object들에 대한 모든 public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Graph API는 이것을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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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arty Web 사이트에서 OAuth 2.0을 통해 인증이 성공했을 경우 Facebook의 인증서

■ 오늘부터 페이스북은 “Privacy Setting”에 Non-Facebook Web Site들과 데이타를 공

버에서 발행하는 Access Token을 활용하여 Graph API를 호출하면 페이스북에 저장된 거

유할 수 있는 “Instant Personalization”에 관한 옵션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허

의 모든 유저 정보를 3rd Party 웹사이트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

용 (Allow)”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정 > 프라이버시 >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Allow”를

graph.facebook.com/username?access_token=…” 형식으로 페이스북 인증서버에서

uncheck하고 이 메시지를 당신의 프로필에 리포스트하세요.

발급한 “Access Token”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특정 유저에 관한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부 유저들이 2010년 5월 31일을 “Quit Facebook Day”로 지정하고 “페
이스북 회원탈퇴운동 (Delete-Your-Facebook Movement)을 전개한 결과, 페이

Facebook Connect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를 페이스북과 연결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2008년말에 정식으로 오픈되었으나 그 기능들이 다소 미분화된 형태
로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2010년 F8에서는 2009년 한해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모
았던 Facebook Connect를 폐지하는 대신 이것을 Social Plugin, Open Graph

Protocol, Graph API 등 3가지로 좀더 세분화시킴으로써 웹 전체를 “개인화된

스북 계정 삭제방법 (“how do I delete my facebook account”)이 한동안 Google
의 최상위 검색어로 등록되기도 했고, 페이스북의 대안을 만들려는 NYU 학생들은 수
천명의 지지자들로부터 13만7천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Facebook Exodus

Planned For May 31 : Will You Quit ?, [http://mashable.com/2010/05/14/
quit-facebook/] 2010년 5월 15일, Mashable).

Social Web“으로 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데이타와 나의 친구들이 모두 페이스북에 존재하고, 그것을
1. Social Plugin : 2007년 11월 Beacon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FriendFeed로
부터 영향을 받아 3rd Party Web Site에서 발생하는 Facebook User Activity를 뉴스피드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

로 긁어오거나 반대로 페이스북의 친구 리스트 등 Social Graph를 3rd Party 웹사이트에 쉽

했습니다. 심지어 이 운동을 전개했던 주역이었던 Matthew Milan[http://twitter.

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식 (Like Button으로 시작석권)

com/#!/mmilan]마저도 4억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2. Open Graph Protocol :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와 직접적인 Connection

에서 실제로 페이스북을 탈퇴하는 유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을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Real World Entity를 반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므로 더 나은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

를 페이스북의 Social Graph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기도 했습니다 (Had Enough Already ? Quit Facebook Day is May 31,[ http://

3. Graph API : OAuth 2.0 인증체계와 Graph API를 통해 페이스북에 저장되어 있는 유

j.mp/sCuTw2] 2010년 5월 14일, ReadWriteWeb).

저 프로필, Social Graph를 구성하고 있는 Object들, 친구 List나 News Feed 등 Object들
간 Connection Type 등 3rd Party 웹사이트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2010년 Facebook Platform 업그레이드는 유저들이 직접 대면하는 페이스북의 서비

만 취사선택해서 쉽게 가져올 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페이스북 프로

그러나 Open Graph API 를 통해 나머지 웹들을 페이스북에 연결된 “개인화된

Social Web“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또한번 많은 유저들의 심각한 저항
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새로운 공유 기능”을 Opt-Out시킬 수 있는

필은 Global Navigation에 친구리스트 조회, 메시지, 알림 메뉴 추가 및 검색창이 크
게 강조되는 등 User Interface가 개선됐으며, 여러장의 프로필 사진을 상단에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프로필의 미적인 요소를 강화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방법이 아래와 같이 유저들의 Status Update를 통해 들불처럼 전파되기도 했습
니다(Facebook backlash has begun,[http://j.mp/tcIeS8] 2010년 4월 23일,

ReadWrite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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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범위 설정 : 유저가 Status Update 입력창에서 메시지, 포토/동영상, 링크 등 컨텐트
를 포스트할 때 Public, Friend, Custom, Smart List 등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을 Inline
Control로 바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공개범위의 변경 지원
■ Tag Location : 유저가가 컨텐트를 포스트할 때 장소와 사람에 관해 Tag를 달 수 있도
록 변경

이와같이 프로필 및 Sharing에 관한 Privacy의 셋팅뿐만 아니라 그동안 페이스북의

Identity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로 오픈됩니다.
■ Smart List : Google +가 선별적인 공유를 지원하는 Circle을 통해 User들로부터 좋
은 반응을 얻자 이를 모방하여 유저가 입력한 프로필 정보를 기초로 친구들을 자동으로
Grouping해 주는 Smart List가 출시되었습니다. Smart List는 관심있는 사람들하고만
“공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스피드 화면의 정보과부하로 인해 자신이 관심있는 사람
들의 소식들이 밑으로 파묻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Real Time Ticker : 트위터를 모방하여 친구들의 Activity Log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티커가 추가됩니다.
2010 Facebook Profile

■ Top Story : 뉴스피드 화면은 2009년 11월 이후 분리되어 있던 Top News와 Recent
탭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유저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이 알아서 판단한 Top

2011년 9월 : Open Graph를 통해 원형감옥으로 발전 ?
2011년 9월 F8에서 “Open Graph”와 “Timeline”의 도입 발표와 함께 뉴스피드와 프
로필 화면은 또 한번 획기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아마도 유저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F8 발표가 있기 한달 전
에 먼저 유저가 쉽게 Privacy를 셋팅할 수 있는구조로 U/I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이
로써 그동안 깊숙히 감춰져 있던 Privacy 설정 메뉴를 특정 Action이 발생하는 시점
에 바로 지정(direct privacy options right on the page)할 수 있는 구조로 User

Interface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Story들을 상위에 노출시켜 줍니다.
■ Subscribe : 트위터의 팔로잉과 같이 상대방의 승인 없이도 Subscribe만 하면 자신이
관심있는 사람으로부터 최신소식을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관계의 대칭
성에 초점을 맞춰 왔던 페이스북의 친구 정책이 비대칭적인 관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이스북의 홈화면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Subscribe한 사람들
이 보내 주는 정보로 가득차 있는 “뉴스피드”와 페이스북 내부와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친구들의 최신소식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Real Time Ticker” 등으로 훨씬 더 복
잡해지게 되었습니다.

■ Inline Control을 통해 지금까지 User가 입력한 프로파일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셋팅
■ Profile Tag Review : 누군가 올린 사진에 자신에 관한 Tag를 달 경우 사전승인을 거쳐
프로필 사진으로 추가
■ View Profile As : 자신의 프로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 수 있는 메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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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ook News Feed With Real Time Ticker

이와같이 페이스북이 Privacy 설정을 위한 User Interface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
고 왜 Subscribe와 Real Time Ticker까지 도입했는지는 2011년 9월 22일에 열린

F8 행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Facebook Profile Change Into Timeline

페이스북은 유저 프로필을 역사책의 맨 뒷장에 나오는 연대기처럼 극적으로 변경하면

페이스북은 프로필에 “타임라인”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다른

서 “프로필”이라는 용어 자체도 “Timeline”으로 변경됐습니다. 아마도 트위터의 전매

모든 SNS에서 제공해 왔던 “프로필”의 고정관념을 깨고 컨텐트 접근의 “편의성”과

특허였던 “타임라인”이라는 용어에 페이스북의 칼러를 입히고 싶었나 봅니다. 이와같

“미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User Experience를 제공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즉 타

이 프로필이 타임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이전에는 유저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컨텐트

임라인을 통해 페이스북 프로필은 개인 삶의 일대기를 과거 신문과 유사한 Feed 형

를 볼려면 “more” 버튼을 누르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야 했으나 1) 이제부
터는 페이스북에 누적되어 있는 나와 친구들의 개인 컨텐트를 위젯형식으로 Boxing
해서 연도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2) 화면 상단에 큼직한 대문 사진을 올릴

식에서 Visual Slideshow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y Facebook’

s Hybrid News Feed Inspiring More Interaction, [http://j.mp/thCqtO]2011년
10월 3일, ReadWriteWeb).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프로필을 훨씬 이뿌게 꾸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으로 인해 페이스북 내부와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유저가 남긴 흔
적들이 과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파묻혀 있던 과거의 발자취를 연도에 따라 훨씬 쉽게 들춰낼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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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을 향한 페이스북의 열망은 3rd Party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유저들의

주커버그는 유저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Activity를 자동으로 친구들과 다양한

Activity를 “Real Time Ticker”를 통해 자동으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것을“Fictionless Sharing”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Open Graph”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 화면에서 “Log In and Add To Timeline”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Open

전에는 유저가 재미있거나 의미있는 웹컨텐트를 발견하고 페이스북 친구들과 의도

Graph를 통해 외부 사이트를 자신의 Timeline에 등록함으로써 User와 그 사이트간

적으로 공유하고 싶을 때에만 “Like” 버튼을 눌렀지만, 이제부터는 아래 그림과 같

Connection이 형성되어 이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해당 User의 Actvitiy를 자동으

이 Washinton Post, Spotify, Netflix 등 3rd Party Web App.을 유저가 타임라인

로 수집하고 Social Graph를 통해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Open Graph

에 추가하면서 최초에 한번만 고객동의를 받으면 굳이 Like Button을 누르지 않더라

의 주요 파트너로서 음악, 영화, 뉴스 등 디지털 미디어 업체를 선택한 것도 Social

도 이 웹사이트에서 내가 무엇을 읽고 듣고 보고 있는지 자동으로 친구들에게 실시간

Graph를 디지털 컨텐트의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내 친

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피드되는 컨텐트를 누가 무

구들이 즐기고 있는 영화를 나도 보고 싶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적인

엇을 “Like”한다는 동사 하나만을 사용하여 표현했으나 이제부터는 “Read” “Listen”

관점에서 볼 때 Open Graph는 컨텐트를 구전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Social Graph

“Watch”뿐만 아니라 “Drive” “Walk” “Eat” 등 다양한 동사의 사용이 가능해 졌습

의 마케팅 파워를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영화, 음악, 신문 등 주로 디지털 미디어산업

니다. 주커버그는 어떤 Event를 “주어 + [모든 동사] + [모든 명사]“로 표현하는 방

을 필두로 하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페이스북의 지배하에 두려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

식을 Facebook Gesture[http://j.mp/sbxsqJ]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유저의 On/

다는 점에서 타임라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Offline Life를 페이스북에서 표현하는 정형화된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적인 위치정보만 결합되면 “누가 언제 (어디
에서) 무엇을 하는지“라는 표준화된 기사체 양식으로 유저의 온라인 때로는 오프라인
행적을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리포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Real Time Ticker와 타임라인은 Open Graph에 의해 수집된 컨텐트를

publishing 해 주는 툴로서 페이스북 입장에서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Open
Graph에 의한 자동 공유 로직이 잘 동작하려면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런 소식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기존 홈의 News Feed를 통해 이것을 수용할 경
우 너무 많은 실시간 컨텐트들로 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MiniFeed처럼 Real

Time Time Ticker를 별도의 U/I로 분리해서 초기화면의 챗 리스트 View와 함께 우
겨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수집된 유저의 히스토리
를 슬라이드 쇼처럼 비쥬얼하게 보여 주기 위한 기록물인 동시에 친구들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Publishing Tool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유저들간 “ S o c i a l

Communication”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초기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진
결과 이러한 Frictionless Sharing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미디어의 비판적 Reveiw를 요약해 보면,
■ Feature Creep : 과거에 MySpace에 비해 Simple하고 Clean한 Interface로 정보
를 잘 조직화해서 인기를 끌었던 페이스북이 현재에는 Feature Creep, 즉 너무 많은 기
능으로 초기화면이 겁나게 복잡해져서 유저의 시선과 attention이 크게 분산되고 있
Washinton Post Social Reader Automatically Shared To Friend Via Reatime 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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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http://j.mp/twQ7SC] 2011년 9월 23일 Gigaom) / Facebook is About To
Feature Creep Itself Into A Usage Turn,[http://j.mp/urQp2S] 2011년 9월 21일,
VentureBeat).
■ Information or Noise : 내 친구가 Spotify에서 Lady Gaga의 음악을 듣고 있다거나
Washinton Post에서 Steve Jobs의 사망기사를 보고 있다는 정보가 나에게 그렇게 중
요한지 ? 오히려 이것은 정보 공해가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 Real Time Information Overload : Real Time Ticker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저의 수
용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수 많은 Activity Stream들이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정
보 공유”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Is More Real Time Information a
dream or a nightmare, [http://j.mp/tGggwR]2011년 10월 7일, Gigaom / Will the
New Facebook Lead To Information Overload,[ http://j.mp/tbCJKH] 2011년 10
월 8일, Mashable)
■ Privacy 침해 : 프라이버시 셋팅을 통해 공유의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잊어 버릴 경우 내가 Netflix에서 19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Privacy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
지가 많고(Facebook Users Beware : Facebook’s New Feature Could Embarrass
You[http://j.mp/svinRu] 2011년 9월 29일)
■ Not For User But For Facebook :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더 많은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3rd Party App.
들에게 수익발생의 기회를 극대화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발생하게 됩
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User Experience까지 훼
손한다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Facebook Class

이와같이 Open Graph를 통해 유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저가 잘 인지하지도 못한

다음 Mashable Comic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능과 그것의 효

상태에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Real Time Tick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과를 학생들에게 강의해야 할 정도로 복잡해 졌다는 것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개하는 것에 대한 유저의 거부감과 반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가 이런 걸 현실세계에서 언제 쓰긴 쓸까?“라는 어떤 학생의 질문으로 페이스북의 새

Leading하는 Echo System에 집중되어 있는 Social Graph와 유저를 온라인에서

로운 기능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군요.

대표하는 Identity로서의 기능으로 인해 당장 그만둘 것처럼 반발하는 유저들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을 당장 중지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계 8억명의 사람들과
많은 웹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Social Web”의 세상에서 어떤 Action을 할 때마다
페이스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없다면 너무 불편
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N o , Y o u A r e n ’ t G o i n g T o Q u i t F a c e b o o k , [ h t t p :// m a s h a b l e .

com/2011/09/27/you-wont-quit-facebook/] 2011년 9월 28일, Mashable). 즉
여권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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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Open Graph”에 의한 “Frictionless Sharing”을 통해 온라인 상에 구축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페이스북 입장에서 “Open”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된 자신의 울타리를 스스로 거의 제거해 감으로써 외부로 팽창하고 있으며, 실제세계

있습니다.

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Action을 까 놓고 Tracking해서 자신의 시스템에 일일히 기록

■ Offline 시장의 확장 : 우선 하바드 대학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미국내 전체 대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마치 이미 주

학교> 고등학교 > 기업 > 전세계로자신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Open하는 전략을 성공적

어져 있는 것처럼 자명하게 여기게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른 바 SF 영화에 나오

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과 가입자 기반을 확장해 왔으며

는 벤담의 “원형감옥”과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Platform Open을 통한 Echo System 구축 : 시장이 확장되는 단계에 맞춰 외부의 웹
사이트를 페이스북 코어 플랫폼과 연결시키기 위해 2007년 이후 플랫폼을 계속해서 업
그레이드해 왔습니다. 맨처음에는 “차별없는 투자유치” 정책에 기초하여 “Facebook

글을 마치며
원래는 지난 9월말 F8 행사에서 “타임라인”이 출시를 발표한 후 페이스북 프로필이 어
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상으로 변화, 발전해 왔는지라는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보려 했으나 점점 자료를 찾아
볼 수록 페이스북 프로필 변경이 플랫폼의 진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 마치 페이스북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 장문의 블로그가 써졌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현재와 같은 형상으로 발전한 것은 시작부터 페이스북 서비스 자체에 내
재되어 있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탄생한 필연적인 귀결, 또는 주커버그의 머
리 속에 들어있던 혁신의 씨앗의 발아되어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도
록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페이스북은 “Sharing”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경쟁사에서 먼

다음에는 “Facebook Connect“를 통해 페이스북의 경계 외부에 있는 나머지 웹사이트들
을 페이스북과 연결해서 식민화시키고, 세번째는 Facebook Connect를 종료하는 대신
이것을 Social Plug-In과 Open Graph Protocol, Graph API 등으로 기능적으로 세분
화시켜서 더 쉽게 플랫폼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Open Graph
를 통해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페이스북의 행적을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 더 많은 유저 정보의 오픈 :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실제 인간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Social Graph를 통해 더 많은 유저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프로필 정보가 친구들에게 오픈되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유저 Activity가 친구들에게 오픈되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내부와 외부에 있는 3rd
Party 웹사이트에 User 정보를 오픈해 주는 동시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User Activity 정
보를 뉴스피드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오픈하고, 그 다음에는 굳이 Like Button이
나 Comment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외부 사이트에서 유저가 무엇을 하는지를 자동으로
Tracking해서 “Facebook Gesture”라는 형식으로 오픈시켰습니다.

저 시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자신의 시스템으로 통합

그 다음에는 무엇을 오픈시킬까요? Smart TV 나 Smart Car 에 장착된 모바일

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iendFeed로부터 3rd Party 웹사

Device를 통해 내가 TV에서 무엇을 보는지, 현재 어디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이트를 자신의 Social Graph로 통합시켜 내는 방법과 뉴스피드 아이템별로 “Like”

또는 NFC를 활용한 Tagging Application에서 Facebook API를 사용함으로써 내

와 “Comment”를 달아 유저간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트위터

가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마셨다는 등 Real World에서 벌어지는 User Activity

의 실시간 웹의 개념을 받아들여 뉴스피드를 “Social Communication”과 Real Time

도 자동으로 공개돼는 차원으로 발전할까요 ?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User들의 온/오

Ticker로 발전시켰고, 최근에는 Google+의 Circle 개념을 따라하며 이전에 있었던

프라인 정보들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검색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Friend List를 Smart List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와같이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많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항상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염두에

발생한 혁신을 내부의 코어 플랫폼으로 통합시켜 가면서 원래 캠퍼스 내에서 시작되

두고 현재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었던 대학생들의 소규모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전세계 8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Open 커뮤니티로 성장시켜 왔으며, 유저와 3rd Party의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플랫폼
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세분화/정교화시킴으로써
전세계 250만개가 넘는 웹사이트들을 페이스북과 직접 연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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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을 출시함으로써 3rd Party Web App.을 페이스북 내부로 먼저 통합시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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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항의와 저항을 무릅 쓰고도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 나갔습니다. 역시 로마는 하루

이와같이 페이스북이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우연”이나 “땜빵”이라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기 보다는 페이스북의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혁신과 유저들과 파트너들을 설득하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페이스북 Open의 역사는 많은 유저들의 반발을 수반하

는 주커버그의 리더쉽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커버그는 좋

는 Privacy 해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 News Feed : 2006년 9월 이전에 독립된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Facebook의 User
Profile을 News Feed로 연결시키고 개인 프로필에 감춰져 있던 User의 행적을 겉으로
드러내고자 했을 때 수백만명의 User들이 Facebook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
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 Beacon : 2007년 11월에는 광고주의 Site에서 Facebook User의 행적을 자동으로
News Feed로 알려주는 “Beacon” 프로젝트에 대한 User의 반발로 인해 결국은 얼마
후 이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외부의 자원을 수혈해 가면서 Facebook
Connect를 거쳐 Like를 포함한 Social Plug In과 Open Graph로 발전합니다.
■ Open Graph Protocol : 2010년 4월 Graph API를 통해 “고객동의 하에” User 정보

은 말로 하면 “더 편리하게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출시
해 온 동시에 나쁜 말로 하면 “상대방을 웃기면서 뺨 때리는 기술”까지 발전시켜 온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지난 몇년 간 페이스북을 운영해 오면서 ”Open을 통한 공유”와
“Privacy 보호”라는 상호 모순적인 가치들간 지속적인 균형을 맞춰감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로 페이스북을 더 크게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와같은 전략을 통해 스스로를 넘어서 웹 전체를 “Social Web”으로 혁신해 왔던 ”
페이스북의 글로벌 리더쉽”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해서 성공적으
로 동작하여 10억명이 넘는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그들의 일상을 더 넓고 더 깊숙하게
엮어내는 Sharing Platform으로 발전할까요 ? 아니면 Yahoo가 AOL을 대체하고,

를 3rd Party WebSite에 넘겨 줄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User들이 Facebook

Google이 Yahoo를 대체하고, Facebook이 Google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처럼 또

탈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까요 ?

■ Open Graph : 2011년에는 기사체로 표준화된 형식의 “Facebook Gesture”라는 문법
으로 3rd Party WebSite에서 User의 행적을 자동으로 공유하는 “Frictionless Sharing”
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Privacy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Google+ 경우 유저들의 모든 인맥을 Circle로 엮어 내고, 이 서클을 중심으로 자
신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공유(Selective

Sharing)” 체계를 갖추는 등 ”Privacy” 강화에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외에도 “Photo Tagging” “Facial Recognition” “Place” “Like” 등 많은 서비

Google+의 책임자인 Horowitz는 Jaiku, Buzz, Wave 등 잇달은 SNS 실패경험에

스가 Privacy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이곤 했습니다(Facebook Privacy : 6 Years

서 Google+가 배운 것은 극단적으로 Privacy에 대해 민감하고 사려깊어야만 한다는

of Controversy, [http://j.mp/rVziUI] 2010년 8월 26일 Mashable / Privacy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 Facebook vs Google +, [http ://j .mp /sEMHuy ] 2011년 10월 4일, All
Facebook). 대학교 웹사이트의 해킹에서 부터 시작했던 주커버그의 DNA에는 더 많
은 정보의 “Share”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pen”만 있고 “Privacy”는 다만 이것
을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페이스북
에서 프라이버시가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Privacy Setting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한 후 타임라인과 Open Graph를 나중에 도입함으로써 결과

(Inside Google+, [http://j.mp/v4hFnn]2011년 9월 27일, Wired). 그러나 최근

Google+는 SNS 자체의 성공보다는 검색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엔
지니어링 관점에서 Social Signal을 수집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글이

Product는 잘 만들지만 페이스북에 비해 유저와 3rd Party 개발자들이 쉽게 App.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전략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

적으로는 유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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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신의 데이타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당신이 허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

(Has Google Really Learned That Much From Buzz and Jaiku, [http://j.mp/

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고객을 설득하는 중요한 툴로 적극 사용하고

rPfdSt] 2011년 10월 14일, Gigaom). 구글 역시 플랫폼 레벨에서 지난 수년간 발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 온 페이스북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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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페이스북도 완벽하지는 않은 만큼 최근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

그러나 변화는 원래 아무도 모르게 오는 법, 모든 사람이 이제 인터넷을 Yahoo가

다. 2005년 페이스북의 President로서 초기 펀딩에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페이스북

재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

의 주주이기도 한 Sean Parker는 최근 Web 2.0 Summit에서 “페이스북의 가장 큰

지 조차도 모르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07년도

문제는 프라이버시라기 보다는 가장 Active한 파워유저들이 트위터 또는 구글로 옮겨

Facebook Platform을 오픈하면서 주커버그가 향후 Google을 이길 것이라고 했을

가고 있는 점인데, 그 이유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럼 페이스북도 “공유”를 향한 과도한 욕망에 사로 잡혀 초심을 읽고 Privacy와 UX를

(Sean Parker : Facebook Power Users Have Gone To Twitter or Google+,
[http://j.mp/uNBf0Q] 2011년 10월 18일, Mashable). 또한 얼마 전에는 이 모든 난
잡한 변화 (scattershot change)로 인해 페이스북의 Identity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
며 서비스가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졌다며,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겉으로는 계
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달 미국, 카나다, 영국, 러시아 등 페이

훼손하면서 까지 점점 더 Feature Creep에 빠져 들고 있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제
기되고 있는 이 때, 그리고 Google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페이스북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때, 유저들이 공유도 좋지만 Privacy도 존중해 달라고 더이
상 요구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 페이스북도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혁신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북 Bandwagon에 최초로 올라 탄 주요 국가들에서 방문자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이야 말로 페이스북 몰락의 징후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Why Facebook is

the New Yahoo, [http://j.mp/ta5gCN] 2011년 9월 15일, Datamation).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페이스북에서 노출되고 있는 이런 저런 문제들은 별
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 랭키닷컴에서 국내 페이스북 유저가 싸이월드
를 추월하고 있다는 통계치가 발표된 바와 같이 최근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 유저들이
크게 증가한 결과 가입자수도 5월 380만명에서 10월 427만명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 대비 보급율은 약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Social Bakers) [http://j.mp/vVFKWW].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아직 보급율
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Social Web은 이제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Open Platform”
과 “검색”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전세계 시장을 석권해 온 구글도 페이스북을 이기
기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이제 Social을 그만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Social

Networking은 이제 완성되었으니 뒤늦게 이 대열에 뛰어든 사람은 투자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이미 60%의 유저들은 새로운 SNS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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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oc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려 하든,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받아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 받는 malloc은

마지막 남은 공짜 점심,
Facebook의

메모리 할당자
분산기술Lab 하용호
wizfromnorth@kthcorp.com

C, C++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call 입니다. 효율적인 malloc을 만들고
자 하는 대가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 수십, 수
백만 번 이상 불리기에, 소스를 고치지 않고 빠른 malloc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Malloc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
malloc은 원래부터 중요했습니다만, 최근의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작하
는 서버 프로그램에서 다음 측면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속도 – 최근에는 프로그램 하나가 많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하고, 각 스레드가 여
러 CPU에 분산되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분
배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스레드를 다루게 되면 기존 malloc

library의 성능이 주저 앉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리눅스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glibc
malloc의 경우 스레드 8개 이상을 돌리기 시작하면 최고 성능의 60% 수준으로 떨어
져 버립니다. 당연히 그것을 쓰는 프로그램도 성능이 뚝 낮아져버리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공간 효율성 – malloc은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구역을 따오는 것과 비슷합
니다. 도화지에서 중구난방으로 영역을 가져오면,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

Facebook이 소개한 jemalloc은 Google의 tcmalloc과 함께 요즘에 뜨는 메모리

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게 되면, 전체 도화지에서 아직 칠할 수 있는 전체 면

할당자(malloc) 입니다. 둘 다 기존 바이너리를 고치지 않고, 실행 전 한 줄 추가하

적은 많지만, 단일 덩어리로서의 큰 여백이 점차 사라져서, 있어도 못쓰는 현상이 발

는 것만으로 수십 퍼센트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테스트하고 사용해보

생합니다(fragmentation). 오랜 시간 동작하는 서버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은 특히나

도록 합시다.

치명적입니다. 메모리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다고 시스템이
죽는 현상을 겪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영역을

소개

할당 받고 해제하더라도 큰 면적을 잘 보존하는 malloc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초에 Facebook에서 Jason Evans씨가 쓴 “Facebook은 메모리 할당자를 jemalloc을

사실 속도와 공간 효율성은 두 마리의 토끼와 같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만, 소

써서 속도향상을 얻었다” [http://j.mp/urlLMQ]는 글이 개발자들의 트위터 타임라인을

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둘 다 쫓을 수 있는 malloc이 점차 나오고

한창 돌아다녔습니다. 무엇을 하든 화제가 되는 기업이 Google에서 Facebook으로 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jemalloc이 바로 그 예입니다.

어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들이 쓰는 jemalloc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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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malloc 들

그럼 이제 정말 jemalloc을 살펴봅시다.

jemalloc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malloc개발 역사 계보를 따라

올 초에 “Facebook에서 쓴다!” 해서 유명해진 jemalloc이지만, 사실 malloc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과거의 역사를 제외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malloc들은

는 (이런 계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전부터 유명한 malloc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 초에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jemalloc을 만든 Jason Evans 씨는 FreeBSD 운영

dlmalloc – Doug Lea 아저씨가 만들었던 malloc입니다. 빠르지는 않고, 예전

체제 진영의 유명한 개발자였습니다. 이 분이 2006년에 낮은 malloc성능으로 고생하

에 만들어져서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개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던 FreeBSD를 위해 만든 malloc이 jemalloc입니다. 2007년부터 FreeBSD 표준으

malloc의 베이스가 됩니다. 참고로 doug Lea 씨는 Java Concurrency의 대가 입

로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은 전통적으로 FreeBSD쪽 진영에

니다.

서 많이 나왔습니다. FreeBSD에서 선구적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후에 Linux에 많

이분이 2006년에 쓰신 Java Concurrency in Practice [http://j.mp/uQOvzz]는

이 도입되곤 합니다.

자바로 서버 쪽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매우 강력히 추천되는 서적입

현재 jemalloc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FireFox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FireFox2에서

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와있습니다.)

메모리 단편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FireFox3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Safari,

ptmalloc – glibc에 포함된 malloc입니다. 리눅스의 사실상 표준이란 이야기

Chrome등에서는 Google의 tcmalloc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죠. dlmalloc기반에 멀티코어와 멀티스레드 개념이 고려되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jemalloc의 arena 개념도 ptmalloc2에 먼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일 빠른 malloc

jemalloc의 기술적 특성

은 아니지만, 범용적인 사용에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기에 아직까지 리눅스 glibc 기

jemalloc은 이전의 malloc들에서 시도되고 검증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모여 있습니

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고지식한 모범생 같은 녀석입니다.

다. 자잘한 부분보다 아키텍처 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꼽자면 역시 arena와

tcmalloc – 구글의 Sanjay Ghemawat [http://j.mp/rJOus5] 아저씨가 만든

thread cache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는 tcmalloc의 아키텍처와도 거의 같습니다.

malloc입니다. “구글이 만들면 malloc도 다릅니다.”를 천명하며 많은 이들을 열광

jemalloc만의 독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

시킨 malloc입니다. 이름부터 thread caching malloc으로 thread에 대한 고려

다.)

가 매우 크게 되었고, ptmalloc대비 굉장히 빠릅니다. 덤으로 이 malloc을 쓰면 구
글의 여러가지 프로그램 분석도구, 튜닝도구 [http://j.mp/vmrOVh]들이 제공 됩

Arena

니다. 이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가 Google File System도 만들고

최근의 malloc들은 메모리를 통짜로 관리하기 보다는 그보다는 작은 덩어리 여러 개

MapReduce, BigTable 도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인프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

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각 스레드에게 덩어리들을 할당해 주는 거지요. 이

보다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덩어리를 arena라 부릅니다. 아이들 여러 명에게 도화지 하나를 주고, 각자 원하는 위
치에 점을 찍으라고 시키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통짜 도화지라면, 너는 여기 찍고 나
는 여기 찍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Synchronization) 찍어야 할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미리 도화지에 금을 그어 주면, 자기 영역에서 눈치 안보고 신나게 빠른 속도로 점
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바로 aren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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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cache

실제 jemalloc의 성능은?

작은 단위의 잦은 메모리 할당의 경우, arena를 참조 하지 않고, 바로 malloc을 할 수
있도록, 각 스레드에게 thread cache라는 영역을 줍니다. 이 아이디어는 Google의

tcmalloc의 핵심 부분인데 jemalloc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번에는 공통의 도화지에 추가로, 아이들 각
자에게 A4용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작은 점을 찍을 경우, 도화지
까지 달려가서 자기 영역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No Arena Seeking). 자기 손의
종이에 잽싸게 점을 찍었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Using Thread Cache) 남들 눈치
전혀 안보고 (No Synchronization, No Locking)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아래 그림은 jemalloc 구조의 핵심 layout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glibc의 malloc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jemalloc
의 성능이죠. 기본 대비 거의 두 배가 넘게 성능이 좋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성능차
이죠. 이것을 쓴 서버 프로그램이 굉장히 빨라질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바로 옆에

tcmalloc은 jemalloc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Google도 만만
하지 않습니다. tcmalloc의 성능은 jemalloc 2.1.0보다 4.5% 느립니다. 다만 비교된

tcmalloc의 버전이 1.4인데, 현재 tcmalloc의 최신 버전은 1.6이고, 이것이 1.4 보다
좀 더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실제 최신 버전의 두 malloc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jemalloc의 개발자인 Jason Evans도 이를 의식했는지 ‘비슷해
보이지만 CPU core가 8개가 넘는 서버 컴퓨터에서는 jemalloc이 더 빠르다’ 라고 했
습니다. 다만 보통의 실 서버들은 딱 코어가 8개가 많은 지라(Quad * 2), 아직은 큰
이득을 보기가 어렵겠군요.

322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마지막 남은 공짜 점심 , Facebook 의 메모리 할당자

323

프로그래머들에게 남은 마지막 공짜 점심 – kth 분산 기술 Lab의 사례
“공짜점심의 시대는 끝났다” [http://j.mp/vsqWYi]라는 글이 2005년에 발표되었습
니다. 이전엔 프로그래머들이 가만히 있어도 CPU의 클럭 속도가 올라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PU는 클럭속도가 올라가기 보다, core
의 개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멀티 프로세서, 멀
티 스레드 환경을 숙지하고, 거기에 맞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현재 분산기술 Lab에서는 jemalloc보다는 Google의 tcmalloc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이유는 둘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지만, tcmalloc의 경우 Googl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분석툴 [http://j.mp/un9C19] (Heap profiler, Cpu profiler)등이
제공되고 있고, 이들이 performance critical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
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 이런 새로운 malloc을 써보시려는 분들도 관련 문서와 지
식을 얻기에는 tcmalloc쪽이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이야기는 완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CPU의 속도는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한다!

3Ghz대에서 멈추었고, 개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멀티스레딩,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마지막 악장 악보에서)

분산처리에 익숙해져야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프

최신의 malloc을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로그래밍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낑낑대며, 멀티스레드 코드를 튜닝 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주어진 마지막 공짜 점심이
바로, tcmalloc, jemalloc과 같은 malloc library입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코
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스레드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과 어울릴 경우 수십
퍼센트 수준의 성능 향상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저는 kth 클라우드 연구소 분산기술Lab에서 iLock이라
는 ‘분산 동기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분산환경에서의 동기화
를 위해 쓰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같은 녀석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
은 Google Chubby [http:/j.mp/tDMHXG]를 참고하세요.) iLock에 Google의

tcmalloc을 적용한 결과, 앉은 자리에서 18~22%의 성능 향상을 얻었습니다. (적용에
걸린 시간은 겨우 몇 초!)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을 적용해 보기 위해, 복잡한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스를 재 컴파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바이너리를 실행하기
전에 커맨드 라인에서
$ LD_PRELOAD=”tcmalloc이 설치된 폴더/libtcmalloc.so”

을 지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 실행된 프로그램은 g l i b c 표준

malloc(ptmalloc)대신 tcmalloc 또는 jemalloc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성능 20% 향상이라니! tcmalloc, jemalloc등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공짜 점심과
같은 녀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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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으로 RSS와 Atom이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를 구독하기
위한 간단한 XML 규약이지요. RSS 1.0 (또는 0.91), RSS 2.0 은 각각 별개의 규약

Activity Streams,
SNS시대의

이고 약 10년된 포맷입니다. Atom은 IETF표준(RFC 4287)[http://j.mp/u86Z2G]이

RSS종결자

을 공유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알

기술전략팀 박민우

고 더 최근에 확정된 규약이지만 모두 좀 오래되었죠. 위 표준들은 XML형식이라서

parsing 하는데 많은 cost 가 들고, 블로그/ 뉴스 등과 같은 제한된 형식의 컨텐츠만
려진 RSS 2.0은 각 item의 title, description, link, guid, pubDate 등을 포함하고 있어
뉴스/블로그 컨텐츠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ebica@kthcorp.com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SNS들이 등장하면서 글 뿐만이 아닌 사진, 사람, 위치
정보,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feed 가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Activity Streams는 여러 가지 정보를 Atom 버젼(XML 형식 이죠)
뿐 아니라 XML보다 더 쉽고 빠르게 parsing 할 수 있는 JSON 버전까지 두 가지 버
젼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Activity Streams란 무엇인가?
“actor-verb-object” (“주어-동사-목적어”) 형식으로 표현된 여러 종류의 정보들
을 표현할 수 있는 feed 로서 Atom 형식 또는 JSON 형식을 따릅니다.
최근의 SNS들은 글 뿐만 아니라 사진, 위치, 동영상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
다. Blog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는 RSS/Atom을 사용하면 되지만

RSS/Atom은 뉴스/블로그에만 적합할 뿐 사진, 위치, 인물 등의 정보를 표현하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feed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Activity

나타낼 수 있는 object 의 type[http://j.mp/s480vN]들 (현재 draft 상태)을 보면 18
가지로서 오디오, 비디오, 사람, 장소, 노트, 파일, 서비스, 북마크 등이 있습니다. 또
한 verb(동사) [http://j.mp/uWhpXr]들도 정의 되어있습니다.

Streams 라는 것이 대두되었는데요. 최근에 JSON 형식 버젼의 1.0이 공개 [http://

예를 들어 “철수가 Facebook 에 ‘바둑아 여름 조심해’ 라는 새로운 글을 남겼다” 라던

j.mp/viH9ow]되었습니다. (Atom 형식으로는 예전에 이미 공개) 그렇다면 Activity

지 “영희가 자신의 사진을 푸딩카메라에 올렸다” 라던지 하는 내용들을 “주어-동사-

Streams라는 것은 무엇이며 기존의 RSS/Atom 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어”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규약을 정할 때에는 Facebook, Myspace, Microsoft, Google등이 참여 했구요
현재 JIRA, BBC, Gowalla, Socialcast 등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실 예제를 한번 보시죠

326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Activity Streams, SNS 시대의 RSS 종결자

327

Atom예제

"width":250,
"height":250

아래 예제(Activity Streams 사이트 공식예제)[http://j.mp/uHv2GC] 를 보시면

},
"displayName":"Martin Smith"

entry 가 Atom 이면서 동시에 Activity Streams로 정의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

},

다. 또 와 도 보실 수 있습니다.

"verb":"post",
"object":{

<entryxmlns=http://www.w3.org/2005/Atom

"url":"http://example.org/blog/2011/02/entry",

xmlns:activity="http://activitystrea.ms/spec/1.0/">

"id":"tag:example.org,2011:abc123/xyz"

<id>tag:photopanic.example.com,2009:activity/4859/4352</id>

},

<title>Geraldine posted a Photo on PhotoPanic</title>

"target":{

<published>2009-11-02T15:29:00Z</published>

"url":"http://example.org/blog/",

<linkrel="alternate"type="text/html"

"objectType":"blog",

href="http://example.com/geraldine/activities/4352"/>

"id":"tag:example.org,2011:abc123",

<activity:verb>post</activity:verb>

"displayName":"Martin's Blog"

<activity:object>

}

<id>tag:photopanic.example.com,2009:photo/4352</id>

}

<title>My Cat</title>
<published>2009-11-02T15:29:00Z</published>
<linkrel="alternate"type="text/html"
href="http://example.com/geraldine/photos/4352"/>
<activity:object-type>photo</activity:object-type>
</activity:object>
<contenttype="html">

질문 1.
Atom과 Activity Streams 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tom은 기본적으로 블로그 글을 공유하기위한 feed 포맷이지만 기본tag 이외의

<p>Geraldine posted a Photo on PhotoPanic</p>

XML들을 포함할 수 있는 등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ctivity Streams는 추가적

<imgsrc="/geraldine/photos/4352.jpg">

인 activity 데이터를 Atom 형식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한 XML규약 입니다.

</content>
</entry>

질문 2.
내가 원하는 verb나 object를 Activity Streams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JSON예제
아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JSON 예제입니다.

actor, verb, object 보이시죠? JSON 의 장점과 특징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니 넘
어가기로 하겠습니다.
{

새로운 verb 나 object 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신청 [http://j.mp/ugtHn6]해보세요
질문 3.
기존의 Atom feed를 Activity Streams 가 지원되게 할 수 있나요?

"published":"2011-02-10T15:04:55Z",
"actor":{

간단합니다. article이나 note 중에 하나 를 선택해서 각 entry 마다 삽입하면 됩니다.

"url":"http://example.org/martin",
"objectType":"person",
"id":"tag:example.org,2011:martin",
"image":{

<object-type xmlns="http://activitystrea.ms/spec/1.0/">
http://activitystrea.ms/schema/1.0/note
</object-type>

"url":"http://example.org/martin/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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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RSS가 없는 블로그는 생각 할 수 없듯이 이제 수많은 SNS에서 넘쳐흐르는 정보를
쉽게 구독하기 위해서 Activity Streams의 사용이 점점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퀘어가 MongoDB를
선택한 이유 :

레퍼런스
원문 : http://j.mp/viH9ow

Auto-Sharding

http://j.mp/uFQMTn
http://j.mp/sqqugM

공통플랫폼팀 이호철
mystery@kthcorp.com

http://j.mp/tc7sKF

Why MongoDB
MongoDB @ foursquare / Biggest reason : Auto-sharding 포스퀘어의 Harry
Harry Heymann 이 직접
발표한 동영상,
[http://j.mp/vY3Du5],
발표자료 슬라이드
[https://j.mp/v34Nwe]

최근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한 서비스인 Foursquare. Foursquare는 매일 300만
건의 checkins 과 총 7억5천만 건의 checkins 데이터가 쌓여 있다. Foursquare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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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환경은 Amazon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위에 40대의 장

■ Replica set은 자동 장애 넘김 기능이 있는 Master-Slave 클러스터

비, 그리고, 8 Clusters – Sharding과 Replica Sets – 로 구성된 mongodb로 가

■ 장애 시 자동 처리

동되고 있다.Foursquare에서 mongodb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Auto-Sharding

•	주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보조서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서버가 자동으로주 서
버가 됨

(오토샤딩)이라고 한다.
Why MongoDB ? Biggest reason (by far): auto sharding

•	우선순위는 Priority 가 0이 아닌 노드들 중 높은 순으로 선택 동일 우선순위 일 경우
최신의 데이터 복제본을 가진 서버가 우선

이 글에서는 MongoDB의 아래 2가지 특징 에 대해 알아보겠다.
■ Replication (Replica Sets) : 안전성과 높은 가용성(safety and high availability)을 위한

• 장애난 서버는 복구 후 보조서버로 다시 편입
■ Priority 가0 인노드 : 절대 주 서버가 될 수 없음, 백업/복구 등의 용도로 사용

■ Auto-sharding : 분산확장(scale-out)을 위한

MongoDB에서 Slave 활용
■ 데이터 유실이나 마스터 노드에서 장애 발생시 요청 넘김

Replication, Replica Sets
기존 DB들에서 Master-Slave 구조를 통한 Replication을 제공한다. 복제를 통한

■ 백업
■ 읽기 부하 분산

안전성과 높은 가용성을 확보했다.

■ 통계 등 데이터 처리용 업무 수행

Master/Slave Replication

이 경우에도 마스터 노드로의 쓰기(DB Write) 부하는 줄일 수 없다. 이 쓰기 부하를
■ 일반적인 개념의 Master/Salve Replication 구조
■ 읽기 부하 분산 : Slave들은 Read 전용

줄이기 위해 Auto-Sharding 을 통한 분산확장(Scale-Out)이 가능하다.

■ 단점
• Master에 Write 부하증가 가능성 높음
•	Master Fail시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치 필요 (예,
그림 1 Master/Slave Replication

Replica Sets

HA구성, 멀티Node Master 구성)

Auto-Sharding
샤딩(Sharding)은 데이터를 분할해 다른 서버에 나누어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
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할함으로써,Scale-Up을 하지 않고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
처리 가능하게 한다.샤딩은 거의 모든 DBMS가 지원한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처
리, 관리하는 수동 샤딩의 어려움을 MongoDB에서는Auto-Sharding(자동 샤딩)을
제공으로 해결한다.

Sharding 구조
■	샤드 키로 설정된 칼럼의 범위를 기반으로 각각의 값에 맞는 Shard에 저장이 된다.필요 시
Shard를 추가하여 Migration 하여 확장이 가능하다(그림 3).
그림 2 Replica Sets

■	사용하는 Application 단에서는 MongoS라는 라우팅 프로세스로만 연결함으로써 Shard
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구조변경에 따른 수정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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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

Fragmentation
■ 단편화, 조각화 문제
■	빈번한 삭제나 업데이트는 단편화를 발생시키고, 실제 데이터 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사
용함
■	데이터 삭제 또는 이전해도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 -> repairDatabase를 통해 복구 해야
함
■	Foursquare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후 토의 참고(http://j.mp/shLEZ8)
그림 3 Sharding 개념

Sharding을 사용해야 할 때
■ 쓰기(DB Write)가 빈번 할 경우
■ 현재 장비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
■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가하는 부하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장비 추가. 즉,
Scale-Out

Monitoring
■	최선은 Monitoring : Monitoring is your friend
■	메모리 상주 크기, 디스크 입출력 속도, 쿼리 입력/수정/삭제 비율, 클라이언트 대기열

준비할 사항
■	kth 내부에서도 mongodb, cassandra 등 서비스별로 NoSQL 적용중/준비중에 있음
■	Scale-out을 위한 Configuration 가이드 및 운영 전담 필요

효과적으로 MongoDB를 사용하기 위해

■	운영실과 Monitoring 공조체제 구축 필요

Replica Sets + Auto-Sharding 구성
대용량 처리를 위한 분산확장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높은 가용성 보장을 위해 Auto-

sharding과 Replica Sets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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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 document 는 key/value 쌍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key는 string이며,
values는 data type의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MongoDB
초보자를 위한

보안 관련 Tips

feature

Agility & Scalability
스키마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발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uto sharding을 통해
수평 확장이 가능하며 단순 Master/Slave 구조를 넘어 replica set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를 감지하고 복구합니다.

공통플랫폼팀 윤희
Fiona@kthcorp.com

mongoDB
Stand-Alone
단독설치… 다 아시죠? ^^
Replica-Set
Master/slave 구조보다 좀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Master와 같은 역할을 하는 Primary서버
에 장애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Primary 서버를 선정하고 동작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1.6 버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ding
range 파티션 기법으로 shard key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여러 shard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
하는 방식이며 shard 서버들간의 데이터 balancing 도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고가용

2011 platformday 에서 mongoDB 적용 사례가 소개되면서 mongoDB 를 시작하

성을 위해 Replica-set 과 shrding 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려는 개발자분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 mongoDB에 대한 학습을 이제 막 시

이외에도 많은 기능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소개는 이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알

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mongoDB 설치 직후 확인해야 할 보안관련 내용을 공유할까

려드리고 싶은 보안 관련 Tips 을 소개하겠습니다.

합니다.
우선 mongoDB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mongoDB 를 학습하고자 stand-alone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제일 먼저 든 의문이
‘root 계정은 어디에서 설정 하는걸까?‘ 였습니다. MySQL 을 설치해 본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실겁니다.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몇

mongoDB?

가지 보안관련 내용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마에 제약 없이 json 형태의 Document 를 저장하는 오픈소스 NoSQL DB 입
니다. schema-free ?collection(= table) 에 저장할 documents(= row,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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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에 대해 미리 정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collection에 다른 구조를

mongoDB 는 설치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가진 document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replica-set 이나 sharding 방식에서는 몇가지 설정 과정이 더 필요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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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stand-alone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mysql의 설치 과정 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설치 후에 꼭 확인해야 할 보안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 db.user.find()
{ “_id” : ObjectId(“4df97549e53741341c1d8b72″), “name” : “yhee” }
>

계정 설정 후 DB에 접속해보면 여전히 인증절차 없이 user collection (= table) 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1. Configuring Authentication

인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uth parameter 를 추가하여 DB 인스턴스(bin/

mongoDB 는 설치 후 누구나 DB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mongod)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설치과정 중에 인증과 관련해 설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d –auth
Thu Jun 16 15:54:19 [initandlisten] MongoDB starting : pid=18189 port=27017

mongoDB 에서도 허가된 사람만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및 패스워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dbpath=/data/db/ 64-bit
Thu Jun 16 15:54:19 [initandlisten] db version v1.8.1, pdfile version 4.5

물론 MySQL과 마찬가지로 DB인스턴스(bin/mongod)를 실행할 때 인증 정보를 사

다시 mongo (mysql에서 bin/mysql 과 같은 client 프로그램) 를 통해 DB 접속을

용하겠다는 파라미터(–auth)를 포함해야 합니다.

합니다.

database 별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추가합니다. 아래는 admin 과 test2 라는 데이터

test2 DB에서 find (= select ) 를 실행하자 에러가 납니다.

베이스에 계정을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db.auth 구문을 통해 인증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MongoDB shell version: 1.8.1

MongoDB shell version: 1.8.1

connecting to: test

connecting to: test

> use admin

> use test2

switched to db admin

switched to db test2

> db.addUser(“admin”, “1234″)

> db.user.find()

{

error: {
“user” : “admin”,

“$err” : “unauthorized db:test2 lock type:-1 client:127.0.0.1″,

“readOnly” : false,
“pwd” : “08ccdf34dbb3ca05dcc195e30994b628″

“code” : 10057
}

}

> db.auth(“test2user”, “test2pass”)

> use test2

1

switched to db test2

> db.user.find()

> db.addUser(“test2user”,”test2pass”)

{ “_id” : ObjectId(“4df97549e53741341c1d8b72″), “name” : “yhee” }

{

>
“user” : “test2user”,
“readOnly” : false,
“pwd” : “94cb14434128765982f33b2a5256fc28″

}
> exit
bye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test2

DB에 접속후에 db.auth 커맨드로 인증을 하는 과정은 MySQL 을 사용했던 개발자
들에겐 다소 어색한 방법이긴 합니다.

MySQL 과 같이 DB접속시 commandline parameter 를 통해 인증 하는 방법도 가
능합니다.

MongoDB shell version: 1.8.1
connecting to: t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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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test2 -utest2user2 -p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admin

MongoDB shell version: 1.8.1

MongoDB shell version: 1.8.1

Enter password:

connecting to: admin

connecting to: test2

> show dbs

> db

Thu Jun 16 20:08:45 uncaught exception: listDatabases failed:{

test2

“assertion” : “unauthorized db:admin lock type:-1 client:127.0.0.1″,

> db.user.find()

“assertionCode” : 10057,

{ “_id” : ObjectId(“4df97549e53741341c1d8b72″), “name” : “yhee” }

“errmsg” : “db assertion failure”,

>

“ok” : 0
}

각 DataBase별로 계정정보는 system.users 라는 namespace에 저장됩니다.

db.removeUser(username) 구문으로 계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 show collections
Thu Jun 16 20:08:49 uncaught exception: error: {
“$err” : “unauthorized db:admin lock type:-1 client:127.0.0.1″,
“code” : 10057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 test2 -utest2user2 -p
MongoDB shell version: 1.8.1

}

Enter password:

> db.shutdownServer()

connecting to: test2

Thu Jun 16 20:09:04 DBClientCursor::init call() failed

> show collections

Thu Jun 16 20:09:04 query failed : admin.$cmd { shutdown: 1.0 } to: 127.0.0.1

system.indexes

server should be down…

system.users

Thu Jun 16 20:09:04 trying reconnect to 127.0.1

user

Thu Jun 16 20:09:04 reconnect 127.0.0.1 failed couldn’t connect to server

> db.system.users.find()

127.0.0.1

{ “_id” : ObjectId(“4df9a62a56a9d7ada79dd403″), “user” : “test2user”,

Thu Jun 16 20:09:04 Error: error doing query: unknown shell/collection.js:150

“readOnly” : false, “pwd” : “94cb14434128765982f33b2a5256fc28″ }

>

{ “_id” : ObjectId(“4df9a9cd223b76afab6d4e74″), “user” : “test2user2″,
“readOnly” : false, “pwd” : “d0c70872c885f082c5b64c0e71367b61″ }

매뉴얼에서는 admin DB에서 인증한 경우에 shutdown 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 db.removeUser(“test2user”)

제가 설치한 1.8.1 버전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db.system.users.find()
{ “_id” : ObjectId(“4df9a9cd223b76afab6d4e74″), “user” : “test2user2″,

mongod (DB인스턴스)는 –auth 파라미터와 함께 구동 된 상태입니다.

“readOnly” : false, “pwd” : “d0c70872c885f082c5b64c0e71367b61″ }
>

admin DB에 접속을 했을 뿐 인증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db.shutdownServer()

이외에도 패스워드 변경이나 데이터 조작 권한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가 동작했습니다. 물론 mongod 는 shutdown 되었습니다.

Tip2. Stopping Mongo

마찬가지로 이전 버전인 1.6.5 버전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DB인스턴스(mongod) 를 안전하게(clean exit) 종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

그런데 1.6.5 버전에서는 a d m i n 계정에 대해서 인증이 된 경우에만

다.

db.shutdownServer()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1.8.1 버전에서의 문

첫 번째.DB인스턴스를 위와 같이 foreground 로 실행한 경우는 간단히 “Ctrl-C” 를

제로 보입니다.

이용하며“kill -2 PID,” or “kill -15 PID” 로 도 가능합니다.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6.5/bin/mongo test
MongoDB shell version: 1.6.5

두 번째.mongo 쉘을 이용하여 admin database 에서 db.shutdownServer() 커
맨드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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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Jun 16 20:45:48 uncaught exception: error: {

로그를 보면 shutdown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rr” : “unauthorized db:test lock type:-1 client:127.0.0.1″,
“code” : 10057

Thu Jun 16 21:29:09 [initandlisten] waiting for connections on port 27017

}

Thu Jun 16 21:29:09 [websvr] web admin interface listening on port 28017

> db.auth(“test_1.6″, “1234″)

Thu Jun 16 21:29:18 [initandlisten] connection accepted from 127.0.0.1:47439 #1

1

Thu Jun 16 21:29:18 [conn1] end connection 127.0.0.1:47439

> db.shutdownServer()

Thu Jun 16 21:34:33 [initandlisten] connection accepted from 127.0.0.1:47226 #2

shutdown command only works with the admin database; try ‘use admin’

Thu Jun 16 21:34:33 [conn2] terminating, shutdown command received

> use admin

Thu Jun 16 21:34:33 dbexit:

switched to db admin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going to close listening sockets…

> db.shutdownServer()

Thu Jun 16 21:34:33 [conn2] closing listening socket: 5

assert failed : unexpected error: “shutdownServer failed: db assertion fail-

Thu Jun 16 21:34:33 [conn2] closing listening socket: 6

ure”

Thu Jun 16 21:34:33 [conn2] closing listening socket: 7

Thu Jun 16 20:46:23 uncaught exception: assert failed : unexpected error:

Thu Jun 16 21:34:33 [conn2] closing listening socket: 8

“shutdownServer failed: db assertion failure”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going to flush oplog…

> db.auth(“admin_1.6″,”1234″)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going to close sockets…

1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waiting for fs preallocator…

> db.shutdownServer()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closing all files…

Thu Jun 16 20:46:50 query failed : admin.$cmd { shutdown: 1.0 } to: 127.0.0.1

Thu Jun 16 21:34:33 closeAllFiles() finished

server should be down…

Thu Jun 16 21:34:33 [conn2] shutdown: removing fs lock…

Thu Jun 16 20:46:50 trying reconnect to 127.0.0.1

Thu Jun 16 21:34:33 dbexit: really exiting now Thu Jun 16 21:34:33 ERROR:

Thu Jun 16 20:46:50 reconnect 127.0.0.1 failed couldn’t connect to server

Client::~Client _context should be null but is not; client:conn

127.0.0.1

[kthserver]$

Thu Jun 16 20:46:50 MessagingPort say send() errno:9 Bad file descriptor
127.0.0.1:27017
Thu Jun 16 20:46:50 Error: error doing query: unknown (anon):1526
>

마지막으로driver를 통해서 { “shutdown” : 1 } 커맨드를 이용하여 shutdown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php 에서는 아래와 같이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1.6.5 버전의 mongoDB 를 테스트 한 경우입니다.
<?php
// connect
$m = new Mongo();

마찬가지로 1.8.1 버전을 테스트 한 경우에

mongo shell에서 인증과 상관없이 db.shutdownServer() 가 동작했듯이 driver를
통해서도 인증 없이 shutdown이 진행되었습니다.
1.6.5 버전에서는 인증절차를 통해 shutdown 이 동작하지만 1.8.1 버전에서는

shutdown 과 관련한 버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j.mp/vTZoYF

현재 사용하는 버전이나 또는 사용 계획이 있는 버전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select a database
$db = $m->admin;
// authentication
$db->authenticate(“admin_1.6″,”1234″);

Tip3. HTTP interface Security

// shutdown

mongoDB 는 db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http interface 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db->command(array(“shutdown”=>1));

mongod DB인스턴스가 사용하는 port+1000 번을 사용합니다. mongd 인스턴스를

……

defult 27017 port 로 구동했다면 HTTP interface 는 아래와 같이 28017 port 로 확
인 합니다. –auth parameter 없이 mongod 를 구동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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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HTTP interface 역시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localhost:28017 or http://1.2.3.4:28017

http://j.mp/rSqH2r

현재 사용하는 버전이나 또는 사용 계획이 있는 버전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Http interface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mongod 인스턴스 시작시 –-nohttpinterface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kthserver]$ ./mongodb-linux-x86_64-1.8.1/bin/mongod –auth –nohttpinterface

이상 세 가지 보안 관련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1.	mongoDB 설치 후 admin 계정과 각 DATABASE 별로 접근을 허용할 계정을 설정하시
기 바랍니다. –-auth parameter 와 함께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하시기 바랍니다.
2.	DB 를 shutdown 하는 것은 관리자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uth parameter 와 함
께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계획이 있는 버전에 대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누구나 Http interface 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auth parameter 와 함께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mongod 인스턴스 구동시 disable 할 수 있습니
다.
편집자 주 : 저희 개발자블로그에 올라왔던 “공간 데이터베이스(Spatial DB) 란 무엇인가?”
[http://dev.paran.com/2011/06/15/what-is-spatial-db/]글에도 많은분들이 mongoDB
에 관심가지고 계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mongoDB 가 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
게 사용되는지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뉴얼에서는 보안을 위해 -–auth 옵션으로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한 경
우에는 http interface 접근시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1.8.1 버전에
서는 계속해서 인증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mongdb 1.8.1 버전의 버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j.mp/uH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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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ergei Tulentsev는

mySQL DB 5억 건을 mongoDB로 옮기려다가 auto-sharding에 성공하지 못하
고 cluster를 해체하여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http://j.mp/scmV7v]하고 있

MongoDB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고 하는군요.

mongoDB 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 특징을 잘 분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적용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mongoDB 특징
로컬플랫폼팀 김수보
manwali@kthcorp.com

No Schema :
no schema 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schema는 RDBMS 의 relation 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no schema란 foreign key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JOIN query 사용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mongo db는 “humongous”해지기 위
해서 “Relation”을 포기하고, “Performance”와 “Scalability”를 선택했다는 뜻입니
다.
관계형 연산이 필요한 CRM, 데이터마트 구축에는 RDBMS을 사용하세요.
“즉, code table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data modeling 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
다.”

mongoDB는 왜 만들어졌을까?
우스갯소리이지만, mongoDB는 몽고에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wikipedia 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MongoDB (from “humongous : 거대한”) is an open source, high-performance,
schema-free, document-oriented database written in the C++ programming

문서기반의 데이터 구조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 설계를 “종이문서” 설계하듯이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장의 document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one query로 모
두 해결이 되게끔 collection model 설계를 해야 합니다.

language.[1] The database is document-oriented so it manages collections of
JSON-like documents.

“대용량”을 지향하면서, “Document”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오픈 소스이다 보니 사용법이 까다롭습니다.

mongoDB 가 인기있는 NoSQL의 대표주자이다 보니, 아예 러시아에서는 모든 DB
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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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harding
자세한 구성방식과 그림은 포스퀘어가 MongoDB를 선택한 이유 : Auto-Sharding
[http://j.mp/oKjUs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auto-sharding은 mongoDB 의 핵심기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상의 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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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이 sharding 입니다.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Disk에
집어넣는 거죠. 중요한 것은 Disk Error 가 뜨면, 그 부분의 데이터 유실이 발생됩니
다.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ㅠㅠ 꼭, 그래서 Replica set 을 구성해야 합니다.

sharding 와 replication 은 1 set 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ap Reduce

단편화된 저장공간을 모으는 것이 offline mode 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개씩 disk를 offline 으로 떨구어 가면서 repair를 해야 합니다. 불편할 것
같네요. PC환경에서 테스트 시에는 1GB에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장블럭은
2G씩 늘어나는데, 삭제가 많은 환경이면 Disk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요.
빈번한 delete, insert 가 반복되는 환경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도 delete, insert 형식으로 데이터를 update하지 마세요.

Auto-sharding, Replica, Map Reduce 는 하나의 set 입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읽거나 쓸 것인가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구성이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detail 하게 만질 수 없습니다.

관리툴이 미흡해서 운영이 불편할 것 같네요.
많은 disk 를 repair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듯. 손토매틱(반대말 오토매틱)으로 하던

무엇이 불편한가?
config server 에 부하 집중
document에는 sharding 관련해서 file index 가 config server 에 구성된다고 써
있습니다. config server에 병목이 발생되면, 대용량 분산 서버 구성도 말짱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Auto-sharding을 구성하면서 반드시 config server 부하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
니다. 병목이 발생된다면, Hadoop 등으로 분산형 스토리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Spatial query 는 “Near”, “Box”, “Center” 연산만 지원합니다.

Near 연산은 기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출력해줍니다. Box 연산은 사각형 내의
poi 를 출력해줍니다. Center 연산은 원형의 반경내 poi 를 출력해줍니다.
polygon 내의 poi 검색은 현재 개발자 버전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Indexing 생성이

지, 별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ongoDB 어떤 곳에 써야 하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table(collection)이 무한정 커지는 경우
collection 설계하고, shard 에 태우면 됩니다. 쉽죠? 오라클은 partitioning table,
archive backup, hot backup/recovery 이런거에 신경써야 하는 반면, mongo
db는 disk 하나를 더 끼우고 configuration에 더해주면 끝입니다.
어떤 경우가 하나의 table 이 무한정 커지는 경우일까요?
“로그 데이터”에 적용하면 좋겠네요. 파일로그를 분석 하려면 어차피 DB에 넣어야 하
는데, 기가급이 넘어가도 Handling 이 쉽지 않죠.
“회원정보 테이블”에 좋겠네요. 물론 회원수가 일정하면 상관없겠지만, Foursquare
나 Facebook 같은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는 회원수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듯.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징 데이터 테이블”도 좋겠네요. 하루에도 수억 건씩 쌓이니까요.

저장블럭이 2G 단위로 커집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삭제가 적은 경우

아직까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큰 불편은 아니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delete가 많은 거대 데이터라면 주기적으로 repair 를 해야 하는데, 서버 환경이나 운

64M, 128M, 512M,1G,2G,2G,2G…. 이렇게 블럭이 늘어납니다.

영에 드는 손 씀씀이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삭제가 적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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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음원 DB”를 만들 때는 좋겠군요. 값싼 Disk 에 오랫동안 많이 넣어두면 보관
하기 좋고, read/write 성능도 떨어지지 않을 듯. CDDB나 bugs 같은 곳은 좋을 듯.
“poi” 나 “check-in” 데이터를 넣어두기 좋겠네요. 많은 상점들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겠지만, foursquare 와 같은 user check-in 데이터들은 거의 삭제할 이유가 없으
니(데이터가 재산인 사업환경), 정말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imple Test
mongoDB upload test
jdbc를 이용하여 mongoDB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poi 400만건에 대한 insert를 수
행하였습니다. 데이터 량 대비 insert 시간이 정비례 하고 있으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mySQL비해서는 100배 정도 빠르니 성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Box” Spatial Query
두 개의 모서리 좌표점만 주면, Box 를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poi를 리턴합니다.
1600개를 리턴하는데 0.3초 걸렸으니, 발군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Near” Spatial Query
insert된 poi를 가지고 mongoDB의 Spatial Query기능을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Near 연산은 좌표점으로부터 가까운 poi 부터 일정개수를 리턴합니다. php 로 호출
을 해보았는데요. 적정부하 테스트를 해보아도 안정적으로 순식간에 결과를 리턴해줍
니다. Foursquare 가 왜 mongoDB를 사용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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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andra DBMS에
대하여
API플랫폼팀 안지현
lemo2000@kthcorp.com

맺음말
오픈 소스형 패키지들은 불완전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맞
게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합한 프로젝트를 골라 mongoDB를 적용해봅시다.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Computing 환경은 그 대상이 되는

Data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Data 는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에 의해 관리되며 대부분의 설계자/개발자는 이러한 DBMS가 해줄 수 있
는 것, 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 많은 수고를 덜게
됩니다.
따라서 DBMS 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문제
를 어떻게 또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개발자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RDBMS(Relational DBMS) 에 익
숙할 것입니다. MySQL, Oracle, MSSQL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일을 해줍니다. 자료만 넣어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
게”라는 고민을 무색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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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우리가 가진 문제는 조금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적어 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Cassandra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Cassandra 는 Key-Value 구조의 DBMS 입니다. Amazon

■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대용량이라고 해서 점점느려지면 안됨

의 Dynamo (Amazon 의 고객 정보, 상품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대용량 처

■	실제 서비스 중인 환경에 추가로 서버를 붙이면 저장 공간이 커지고 따라서 처리 성능 또

리 환경)을 디자인 한 사람 중 한명인 Avinash Lakshman (현재는 Facebook

한 분산되어 유지보수 비용을 줄임

의 infrastructure 를 담당)과 Facebook 의 Prashant Malik 가 최초 만들었고

■ 혹시 서버가 다운되거나 디스크가 망가져도 데이터 유실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 안됨

Facebook 에 적용해서 쓰다가 2008년 Google Code 를 통해 오픈 소스로 배포되

■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모든 개체(Object) 가 모두 같은 기준의 속성으로 바라보기 힘

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몇가지 요구에 의한 단순한 DBMS 에서 보다 다양한 요구

든 경우가 있다. 즉 개체의 개성이 중시되는 경우가 있음
■	서비스,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스키마가 바뀌게 되는데 스키마를 기반으로 Constraints 를
구성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RDBMS 의 경우 유연하지 못함
■	Relation 모델의 Table, Tuple 규칙이 모든 처리 환경에 있어서 최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서 구조, 그래프 구조를 이용하면 더욱 좋을 환경이 있음

위의 문제에 대해 RDBMS 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하에서의 처리 환경을 가
지기 위해 다양한 기능 요소(예: 캐싱, 독립된 클러스터링 환경)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2009년 3월 아파치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가 되었고 불과 1년만인 2010년 2월 Top-

level 아파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Amazon 의 Dynamo 의 특정인 Hash 알고리즘을 이용한 Key-Value 스토리지,
Eventual Consistency (아래에서 따로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논리 구조로
Google 의 Bigtable 구조인 계층적 Column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초 소스 공개 이후 오픈 소스로 개발되다 보니 빠른 기능 추가, 문제 해결, 개

또한 모든 데이터는 Relation이라는 틀 속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

선이 이루어 지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문제점 파악이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느리다/잠

및 처리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중 대표적으로 JOIN, 다양한 구간

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assandra 를 실제 환경에서 이용한다면 해

및 조건하에서의 복합 질의 등이 있습니다.

당 버전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그 버전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RDBMS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원하진 않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 더
욱 중요한 경우 바로 NoSQL(Not SQL) 또는 NRDBMS(Not-RDBMS) 계열의

어떨때 쓸까요?

DBMS 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DBMS는 RDBMS 처럼 일반적 목적을 태생의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각
기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대표적인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Document-Oriented DBMS : 문서를 속성화 하고 문서의 내용(속성)을 다양하게 접
근하기 위한 방법(예: Secondary Index)을 제공 (MongoDB, OrientDB, CouchDB …)
■	Key-Value Based DBMS : DHT(Dynamic Hash Table)의 키와 값을 저장하고 이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Cassandra, Amazon Dynamo …)

Cassandra 는 대용량 자료의 저장과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높은 가용성을 가지게 합
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링을 배경으로 Key 구간 설정으로 서버(노드)의 추가 및 제거만으로 전체 저장 공간이
유연하게 확장/축소 됩니다.
■	다른 서버(노드)에 데이터 복제본을 구성하여 특정 노드 장애시에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 유실되지 않도록 합니다.

■	G raph DBMS : 개체(Node, Vertex)와 그에 대한 연결(Edge) 를 기반으로 하며
Semantic Web DBMS 들이 주류를 이룸, 개체(Node, Vertex)간 Traverse 제공 (Neo4j,
OrientDB, GraphDB, Bigdata, …)

자 여기서 저는 DHT 기반의 Cassandra 를 소개할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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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Value 구조로 Hash 알고리즘을 통한 O(1) 접근으로 빠른 엑세스 성능을 보여줍니

논리 스토리지 구조

다.
■	Write(수정/추가/삭제)시 실제 스토리지 구조에 적용하기 전 CommitLog 에 변경사항을
먼저 기록하므로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MySQL 대비 8~15 배)
■	RDBMS 의 엄격한 Schema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Row 마다 속성을 다르게 정의 가능)
■	RDBMS 에서 제공하는 산술/자료 처리 함 수들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극히
일부만 제공, 점진적 확장)
■	RDBMS 에서 사전에 정의해 놓은 Entity 에 대한 JOIN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응용 환경
에서 구현해야 함)
■	특이하게도 1차 인덱스는 Column Family 의 Column 이름을 기반으로 합니다. (2차 인
덱스는 Column 의 Value)
■	RDBMS 처럼 주요 접근에 대해 Order by 를 수행 할 경우 수행 시점에서 정렬이 이루어
지지만 Cassandra 의 경우 사전 정해진 인덱스(1차 à Column 명, 2차 à Column 값)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
■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로 Thrift 를 이용합니다. Thrift 는 Facebook 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인데 Cross-Language를 지원합니다. 사실상 언어에 의존성 없이 모든 환경에서 이용가

“Column ” 은 name (이름), value (값), timestamp (시간) 을 가지고 있습니다.
“Column Family ” (타입이 같은 Column 의 모임, 이하 CF ) 은 RDBMS 의

Relation(비공식: Table) 과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CF 는 바로
Column 을 하위 구조로 가질 수도 있고 Column 의 모임인 Super Column 을 하
위 구조로 가질 수 있습니다.
“Keyspace” 는 CF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음악” 이 Keyspace 고 사
람 또는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구분지어 놓으면 CF 가 되는 것이지요.

능합니다.
■	물리 파일 저장 구조로 SSTable 을 사용합니다. SSTable 은 구글에서 제안한 것으로

“Cluster” 는 최상위 개념으로 이러한 Keyspace 의 모임입니다.

Bigtable 의 구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Sorted String Table 의 약자인
만큼 물리 파일 저장 구조 자체가 1차 정렬 조건에 맞추어 사전 정렬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Cassandra의 경우 CF 의 Column의 이름)

물리 스토리지 구조

\따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고 정렬에 활용되는 속성이 제한되며
데이터 변경이 잦은 경우(예: 메일 및 쪽지의 Inbox)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본래 Cassandra 는 Facebook 의 Inbox 처리 문제에서 시작함)

자료는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나요?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를 얘기하기에 앞서 논리, 물리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Node (노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서버에서 구동되고 있는 Cassandra 서버 프로세스
하나가 바로 Node 입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노드를 구현도 가능하지만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서버를 안사주나요?ㅎ)
위의 구조는 Seoul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2개, Busan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2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실제 논리 스토리지에서는 Cluster 라는 확장(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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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무결성은 어떻게 유지 하나요?
RDBMS 의 경우 ACID 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Constraints (제약 조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까요?

을 적용합니다. 성능저하의 대표적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Cassandra 와 같은

NoSQL 의 경우 보통 CAP(Brewer의 이론) 로 무결성 유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 C : Consistency (무결성)
■ A : Availability (가용성)
■ P : Partition tolerance (분할에 대한 내구성 à 분할 처리)

보통 이 중 2가지를 만족하고 1가지는 상황에 의해 만족하게 됩니다. Cassandra 의
경우 AP 를 만족합니다. C의 경우 Eventual Consistency 에 의해 만족하게 됩니다.
즉 노드 구성 및 읽고 쓸때의 Consistency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ventual Consistency 는 성능을 중시하기 위해 낙관적 기대에 의해 무결성
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보여지지만 결국은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Token ring(0~2^127 의 자연수로 구성) 을 구성하고 노드 수에 따라 구간

Cassandra 는 쓸 때 읽을 때 각각 Consistency 레벨을 부여합니다.

을 나눔니다. 이후 데이터의 키를 해싱(보통 MD5)하여 해싱된 값을 바탕으로 어느 노

■ T : 전체 노드수

드에 데이터가 위치할 지를 결정합니다. 사전에 노드간에 자신의 영역을 결정하고 적

■ N :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노드수

용하기 때문에 해싱된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Hashing 에 들어가는 비용과 구간 결정 비용만 존재)
따라서 Data 가 입력되고 Data 의 Key 가 해싱 후 Node 1 구간에 있을 때 위의 그

■ W : 정상적으로 Write 되어야 하는 노드 수
■ R : 정상적으로 Read 되어야 하는 노드 수

림과 같이 Node 1 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Partitioner 를 Random 으로

W+R > N 일 때 무결성이 유지됨

한 경우 실제 키의 값하고는 상관없이 Random 으로 Node 별로 위치하게 됩니다.

수식과 조건이 들어가니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Order 방식으로 한 경우 키를 중심으로 일정 크기만큼 하나의 노드에 위치하게 됩니

3개의 노드가 있다고 할 때 2개의 노드에 정상인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다. (하지만 Node 추가/삭제 등에 비효율적임)

세우고 쓰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해봅니다. 이후 읽어낼 때도 2개의 노드

이후 복제본 구성을 위한 정책(기본 설정은 옆 노드에 저장)에 따라 저장되는 노드 위

에 저장된 복제본을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고 두 복제본이 같다면 이는 정상인 데이터

치가 다르게 되고 저장/조회시 Consistency 레벨에 따라 저장 시점 및 복구 시점이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2개를 정상적으로 찾는데 읽어낸 데이터가 다르다면 둘 중 어떤게 진짜인지는 정

위의 그림은 기본 설정일 때로 Node 1 에 저장된 값이 저장 Consistency 가

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timestamp 속성을 가지지만 완전하다 보기는 힘든, 노드

QUORUM (기본, N/2+1 노드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성공)으로 설정된 경우 옆 노드

별 시간차도 존재)

인 Node 2에 복제본이 저장되게 됩니다. (Node 4의 옆 노드는 Node 1)

반대로 쓸 때 2개의 노드에 정확히 써졌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는 이후 데
이터가 정상인지를 판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358

KTH 개발자 블로그 BEST

Cassandra DBMS 에 대하여

359

N/2 + 1 만큼의 노드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쓰고 읽는 시점에서 N/2 이상의 데이터가
같으면 무결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N/2는 모두 같은데 마지막 1개가
다른 경우 다른 값들이 맞다고 보고 이를 복구)

캐싱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각 CF 마다 Row Cache 와 Key Cache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Row Cache 는
실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해놓는 것을 의미하고 Key Cache 는 Key 를 캐싱해 놓
는 것을 의미합니다. 0.8 이후 부터는 캐싱된 데이터에 대한 LifeCycle 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BlogEntries 에는 블로그 게시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성자의 키(Key), 제목,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캐싱을 지원하는데요. Hit 되면 주고 없으면 가져다 놓습니다.

내용, 태그, 등록일이 Column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SON 형태로 보면 다음과

(Max 로 설정된 값까지)

같습니다.), 카산드라는 해싱 알고리즘을 통한 Key 접근을 하고 이후 1차 인덱스로 구
성된 인 CF 의 Row Key 를 접근합니다. (이 Index 의 경우 순서를 가짐), 마지막으

어떻게 사용하나요?

로 2차 인덱스를 통해 각 Row 의 Column 의 값을 기준으로 Sort 를 할 수 있습니다.
(버전 0.7 이상)

설계는 어떻게?

<!–

먼저 Keyspace 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실 세계에서 상위 개체 단위가 바로 이 구분

Keyspace : Blog

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블로그를 Cassandra 로 설계 해 봅시다.

BlogEntries : { // CF

■ 단순한 하나의 블로그

ColumnFamily: BlogEntries
		

“Blog_Key_1″ : {

// 일반 CF
// Columns (Row) & Their Row key (1차 인덱스)

			

title: “Test Title”, // Column

			

content: “테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author: “김C“,

■ 여러명의 Author 가 있을 수 있음

			

tags: “Test,김C”,

			

regDate: “1024152313″

■	모든 게시물은 특정 태깅이 되어 있으며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__NoTag__ 라는 태

		

},

		

“Blog_Key_2″ : {

■ 모든 게시물은 “제목”, “내용”, “날짜” 를 가짐

그로 태깅
■ Author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Comment 를 게시물에 대해 남길 수 있음
■ 모든 게시물은 시간에 대해 반정렬 순서로 보여짐

// Authors CF 의 key
// 콤마로 구분된 태그 리스트
// 등록 날짜(Timestamp)

			…
		

},

		

…

}
–>

■ 태그 안의 모든 게시물은 시간에 대해 반정렬 순서로 보여짐

또한 작성자는 별도의 Keyspace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

이 블로그에서 Keyspace 단위로 구분 될 수 있는 건 “블로그 게시물”, “Author” 일

습니다. 게시물 수, 트위터 정보, 위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Column

것입니다.

의 값들을 모아 2차 인덱스(보조 인덱스, Secondary Index, 버전 0.7 이상)를 구성

즉 각각의 Keyspace 에 블로그 게시물 및 Comment 에 대한 내용, 작성자에 대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담겨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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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댓글 CF 를 구성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에 대해 다양한 댓글이 담길 수

<!—
Keyspace : Authors
ColumnFamily: Authors

// 일반 CF

Authors : { // CF
		

“김C” : { // Columns (Row) & Their Row key

			numOfPosts: 91,
			twitter: “kimC@twitter”,
			location: “Seoul”
			

//2차 인덱스를 구성하여 나중에 Seoul에 사는 사람을 조회

		

},

		

“someone” {

			…
		

}

있으므로 2차원 CF 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의 게시물에 대해 여러 개의 Row
를 가짐) 마찬가지로 SSTable 에 사전 정렬된 형태로 저장됩니다. (기준은 Super

Column 의 이름)
<!–
ColumnFamily: Comments
게시물에 대한 Comment 데이터를 저장
Comments : {
		

“Blog_Key_1″ : { // Key

			

{time_uid_1} : { // Super Column (사전 정렬 기준)

				

}

commenter: “윤은혜”,

				 email: “eh@paran.com”,

–>

				

comment: “오빠 왜케 잼없어요”

실제 이용자는 리스트 형태로 볼 것입니다. 반순서의 시간 기준이 정렬 조건일 것이구

			},

요. 또한 이러한 리스트는 각각의 태그별로 보기도 하고 전체 리스트를 보기도 합니

				

다. 이러한 리스트 View 를 저장하는 CF 를 구성합니다. 또한 키만 가지고 있게 되며

				 email: “cj@nate.com”,

실제 게시물 내용은 BlogEntries 에서 가져옵니다.

			},

<!–
Keyspace : Blog
ColumnFamily: TaggedPosts
TaggedPosts : { // CF
		

test : { // 태그명

			

{time_uid_1} : “Blog_Key_1“,

			

{time_uid_2} : “Blog_Key_2″,

			

{time_uid_1} : {

				
		

},

		

…

commenter: “춘자”,
comment: “나는 오빠가 좋던데”

}
–>

위의 CF 들을 통해 아주 간단한 Blog 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고 비
효율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구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이는 중심으로 미리 저장해 놓는다는 점과 Write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

		

all : { // 전체 게시물

			

{time_uid_1} : “Blog_Key_1″,

기준으로 RDBMS 와의 차이를 요구사항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좋습니다. (RDBMS

			

{time_uid_2} : “Blog_Key_2″,

는 Read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캐싱 매커니즘 이용, Write 속도는 떨어

			

{time_uid_3} : “Blog_Key_3″,

		

},

		

__NoTag__ : { // 태그가 없는 게시물

			
		

{time_uid_3} : “Blog_Key_3″,

}

짐, 예를 들면 일반 블로그는 RDBMS 가 좋겠지요. Read 가 절대적이니 만큼, 하
지만 실시간으로 짧은 메시지를 등록하고 공유할 때에는 Cassandra 가 좋습니다. à

Twitter)

}
–>

여기서 중요한 점은 {time_uuid_1} 이라는 Column 의 이름으로 사전 정렬 되어 있게

자료 처리는? 또 DBMS 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각의 태그에 대해 모든 게시물을 저장해 놓았

현재는 기본 CRUD 와 집계는 Column Count 만 지원 (앞으로 다양해질 예정)

습니다. RDBMS 와는 달리 완전히 반정규화 된 형태이지요. 게시물 하나를 쓰게 되

Read 의 경우 Column 의 이름으로 구성된 1차 인덱스, 사전에 정의된 Column

면 BlogEnties 에 쓰고, TaggedPosts 에도 2개의 Row 를 써야 합니다. (전체, 해

Value 로 구성된 2차 인덱스에 의해서만 정렬이 가능하며 해당 인덱스에 대해 Range

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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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가져옴 (예: 특정 값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값을 가진 데이터 10개를 가져

■	flush : 앞서 Cassandra 는 write 성능을 위해 Commilog 를 유지하게 됩니다.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threshold 에 도달하면 실제 파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flush 라고

옴)

하는데 별도의 명령어로 현재 상황에 관계 없이 강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DBMS 의 Sequential 속성이 최근 추가되었습니다.(0.8) 즉 기존에는 Cassandra
DBMS 에서 읽어온 후 가감을 하고 다시 저장해야 했지만 현재는 가감을 DBMS 에

■	r epair : Cassandra 는 기본적으로 Read 시점에서 복구를 수행합니다.(위의
Consistency 관련 정책 참조).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repair 명령어를 통해 전체 데이터에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한 검사와 복구를 서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
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	compact : Cassandra 는 SSTable 로 파일에 기록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쪼개져 있
게 됩니다. 즉 최근의 데이터를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고 일정 시간 이전 자료는 하나의 파

Cassandra 는 nodetool 과 clustertool 을 제공(0.8 에서 제거)하며 이 툴은 다음과

일로 합쳐 놓습니다. 이 과정을 compact 라고 하는데 이를 서버에 강제 요청하게 됩니다.

같은 명령어(기능)을 제공합니다.

(보통은 데이터 크기, 유휴 시간 등을 바탕으로 결정), 강제 요청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	move : 실제 운영 도중 하나의 노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이전합니다. 이
전을 위해 0.7 버전 이하에서는 anti-compact 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다

■	streams : 위에서 노드 추가/제거/이동 등 다양한 명령어에 의해 노드간 데이터가 이동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동되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른 노드로 복사 합니다. 이후 복사가 완료되면 소스 노드는 클러스터에서 빠지게 됩니
다.(decommission + bootrap)

■	cfstats : CF(Column Family) 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적재된 Row/Key 캐

■	removetoken :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제거시 해당 노드의 데이터를 다른 노
드로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노드에 복사본이 있다면 그것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
다.
■	cleanup : 해당 노드에 할당된 키영역을 제외한 불필요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노드 추가
에 의한 분할 등을 수행하고 난 후 다른 노드로 이동된 데이터를 보통 정리(삭제)하지 않는

쉬, 데이터 수등)
■	tpstats : 처리에 대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각종 Stage 별로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이외에도 Cassandra 는 물리 파일 구조인 SSTable 에 대한 Import / Export 를
지원합니다. (JSON 포멧)

데 이 경우 읽는 시점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b ootstrap : 새로운 노드가 추가 될 경우 해당 노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과정을
bootstrap 이라 합니다. 즉 새로운 노드가 추가된 경우 자동으로 수행되거나 (옵션에 따
라) 이 명령어를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전체 데이터 중 새로운 노
드에 할당될 영역을 정하게 되고 다른 노드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노드는 자신이
가져야할 데이터가 아닌 부분을 때어내어 각각의 노드에 스트림으로 전송합니다. 이 과정
동안에 새 노드는 클러스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결국 새로운 노드에
는 자신의 영역에 할당되어야 할 데이터를 다른 노드들에게서 받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집니다.(노드들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전송 후에도 실제 서
비스는 유지 됩니다. 또 전송 후에 불필요 데이터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à cleanup 을 통
해 정리) 전송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고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decommission : removetoken 과 유사하게 클러스터에서 해당 노드를 제거합니다. 하
지만 다른점은 제거되기 전에 자신의 데이터를 재구성될 클러스터의 노드들에게 분산 전
송합니다. 전송이 완료되어 다른 노드들이 데이터를 모두 가지게 될 때 실제로 클러스터에
서 제거 됩니다.

최근 동향은?
2011년 6월 현재 0.8 버전까지 나옴

CQL (Cassandra Query Language ) 지원 (>=0.8) : SQL 과 비슷한 형태로
Cassandra Storage 이용
Column 의 Value 에 대한 인덱스 지원 (>=0.7) : Column 의 Value 를 기반으로 정
렬, Range Query 가 가능해짐
증가 감소 기능을 가진 속성 추가 (>=0.8) : DBMS 가 증가 감소를 직접 관리하는 속
성이 추가됨 (기존 버전의 경우 Read à Update à Write 에 의해 응용소프트웨어가
수행)

CF 밑의 구조 대해서는 Schema-less 이지만 (Row 마다 다른 구조) CF 이상의 구
조는 최근 실시간 변경을 지원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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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이용 최적화(mmap 사용이 일부 환경에서 적용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
지만 최근 인덱스만 mmap 을 이용하도록 함,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환경에서 메모
리 이용 최적화가 이루어짐)
버그&문제점 개선 (예: snapshot 구성시 compaction 과 경쟁하는 문제 해결)

Redis로 빠르고 가벼운
관련하여 어떤 좋은게 있나요?
■	OCM (Object Cassandra Mapping)
환경 속성 및 인덱스 등을 정의한 메타 파일을 구성하면 이를 Java Object 로 만들어 줌, 이
Object는 Save, Delete 등의 DBMS 엑세스 메소드와 속성에 대한 Setter/Getter를 포함함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기술전략팀 박민우
tebica@kthcorp.com

■	Hector
Cassandra Java Client 로 여러 노드에 대한 접속을 관리하고 접속 Pool 을 통해 Failover,
Load-balance 를 수행
■	CQL
Cassandra 를 Query Language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0.8 버전부터 자체 제공
되는데 아래 링크에서 문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대체적으로 RDBMS 의 Selection/
Projection 을 그대로 따릅니다. DDL 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CF 단위 이상의 구조에 대
해 실시간 변경이 지원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Order by/Group by 와 같은 별도의 유
연한 정렬/그룹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s://j.mp/vkmD8j
Cassandra 홈페이지 : http://cassandra.apache.org

고가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수많은 request를 디스크 I/O 없이 빠르게 처리하
기 위해서 in-memory key-value store (또는 in-memory key-value DB)가 각

마치며..
이 문서는 Cassandra 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Cassandra 의 처리 매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 메일주소인 ahn.jihyun@gmail.com 으로 메일을 주세요.
모두 모두 같이 Win! Win!

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memcached 가 Twitter, Facebook,

Wikipedia 등의 사이트에서 사용되며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Redis[http://redis.io/]
가 더 많은 기능과 다양한 data type 지원 등을 무기로 github, craigslist, blizzard,

digg 등의 커다란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dis[http://redis.io/]는 vmware 가 지원하고 있는 오픈소스(BSD 라이센스) 프
로젝트로서 200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메모리를 주 저장영역으로 사용하고 디스크
는 보조적으로만 지원하며, key-value 형식의 데이터 저장을 지원합니다. 최근 각광
받고있는 node.j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ANSI C 로 되어
있어 포팅이 용이하기 때문에 언어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버전 2.0
대로 진입하면서 많은 개선이 되어서 memcached 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비슷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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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Memcached 에서 replication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패치를 해야 하는 반면, Redis는 기본적으로 vertical, horizontal replication 을
지원하여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쿼리로 첫페이지와 “전체보기”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이 입력될 때마다 id를 Redis list에 추가한다.
LPUSH latest.comments <ID>

Redis가 5000 개의 글만 가지도록 특정길이 이상은 잘라 없앤다.
LTRIM latest.comments 0 5000

글이 필요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가져올 수 있다. (pseudo 코드)
FUNCTION get_latest_comments(start,num_items):
id_list = redis.lrange(“latest.comments”,start,start+num_items-1)
IF

id_list.length < num_items

id_list = SQL_DB(“SELECT ... ORDER BY time LIMIT ...”)
END
RETURN

id_list

END

Redis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DB를 Redis로 완전히 갈아 탈 수 있기때문에 특정한 기
능을 위해서나 쓰기속도 등을 위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Redis를 주 DB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dis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data set 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데이타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Redis를 보

이렇게 Redis를 사용해 최신의 cache 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art/count 파라메
터가 Redis 가 저장하고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에만 주DB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메
인페이지나 댓글 첫페이지에서는 절대 주DB에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삭제가 필요할
시에는 LREM 명령으로 코멘트를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속도문제를 개선하고, 예전에는 불가능 했던 새로운 것을 하거
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is를 기존환경에 추가하
여 Redis의 장점을 취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item의 랭킹 관리하기 (게임 / 뉴스 등)
■	현재 게임의 랭킹 순위를 100등까지 보여주기
■	현재 user 의 순위가 몇 등인지 보여주기

홈페이지에서 최근 글 보여주기
SELECT * FROM foo WHERE … ORDER BY time DESC LIMIT 10

위과 같은 쿼리 익숙하지 않나요?
“사용자에의해 추가된 최근 아이템” 등과 같은 최근 item을 보여주어야 하는 일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최근 20개의 댓글을 보여주고 싶은

■	인기뉴스 페이지 관리하기

와 같은 작업을 Redis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점수를 땄을 때에는
ZADD leaderboard <score> <username>
(leaderboard가 key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처에는 20개 이상의 글을 보고싶은 사
람들을 위한 “모두보기” 링크가 있고, “모두보기” 페이지에는 페이징을 보여주는 부분
이 있어서 페이지를 이동하며 전체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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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user 의 순위를 보여주려면
ZRANK leaderboard <username>

Browser 에서 직접 따라하는 Redis tutorial
http://try.redis-db.com/
Redis와 memcached 의 속도 벤치마크 (memcached 가 더 빠르다는 벤치마크에 대한

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박글)
http://j.mp/sesLbS

이 방법은 조금 응용하여 인기 뉴스기사를 보여주는데 등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최
신 뉴스기사 1000개를 리스트에 유지하면서 (LPUSH + LTRIM 사용) 그 결과를 사

In-memory database 소개
http://j.mp/tBdomG

용하여 ZADD를 하면서 인기뉴스의 목록을 관리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등 응용 방법
은 무궁무진 합니다.

기타 기능들
최신기사들만 뉴스 메인페이지에 보여주는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Redis 의 EXPIRE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item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할 수도있고 unix

timestamp 를 value로 가지는 리스트에서 ZRANGE … WITHSCORES 로 최신
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Redis는 유용한 counter 관련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Redis의 atomic 한
(원자성을 보장하는) 카운터 함수들을 사용하여 카운터를 빠르게 관리하고, expire 를
이용하여 특정시간후에는 만료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tack 과 Queue 관리, 캐싱이나 자동완성(auto-complete) 기능구현,

Pub/Sub 기능 [http://redis.io/topics/pubsub]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가기 때
문에 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통계나 스팸관리 기능 등을 부하없이 빠르게 구현하는 데
에 Redi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Redis의 응용방법은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볍고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Redis의 다양한 기능[http://

redis.io/commands]과 data 형식을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
How to take advantage of Redis just adding it to your stack
http://j.mp/s9HooF
Redis 홈페이지
http://red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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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옹호자이지만 Gamification에 대한 그의 개념과 이해는 부분적이거나 잘못 해석
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심리학자의 이론을 엉뚱한 컨텍스트에 잘못 인용하거나 마치
자기 자신의 이론인 것처럼 표절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Gamification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명한

Gamification의
개념 및 용어정리,

그리고 Foursquare
모바일인터넷사업본부 주용범
abulaphia@kthcorp.com

심리학자들의 글을 계속 인용하면서 Gamification에 대한 Zichermann 개념이 얼
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Review하고 비판하고 야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Gamification에 관한 재미있는 논문과 이론적 모델, 실무적용 사례에
대한 많은 Reference를 찾는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자주 나오는 Gamification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는 차원에
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한 후, Gamification에 관한 Amy Jo의 개념적 모델과

FourSquare에 대한 그녀의 분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Gamification의 정의
Gamification은 비게임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서 User Experience와 User
Engagement 를 개선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
는 포괄적인 용어 (An umbrella term for the use of video game elements –

rather than full-fledged games – to improve user experience and user
engagement in non-game services and applications)입니다. “비게임적인 컨
FourSquare의 성공 이후 Gamification에 관한 수많은 전문가 커뮤니티의 관심
과 논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Badgeville, Bunchball, Bigdoor Media,

GetGlue 등 포인트, 뱃지, 레벨, 리더보드 등과 같은 보상과 평판시스템을 서비스 레
이어로 공급하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Review of Gamification By Design”[http://j.mp/rsNAYh]이라는 글

텍스트에서 게임 디자인 요소를 사용한다 (the use of game design elements in

non-game contexts)는 Gamification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게임이란 참여자들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과 룰에 의해 특징지워 집니다.
게임은 Play와는 다르지만, Gamified Application 디자인은 Playful한 Behaviour와
Mindset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을 Review하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Gamification”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

■	Element란? 게임과 게임요소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FourSquare는 게임일까요 또는

고자 합니다. 이 글은 Gabe Zichermann과 Christopher Cunningham이 쓴

Gamified Applicaation일까요 ? Foursqaure 자체가 게임은 아니지만 친구 4명이 광화

“Gamification By Design”이라는 책을“Gamification Research Network”라는
연구기관에서 비판한 글입니다.Gamification은“비게임적인 컨텍스트에서 게임 디자
인의 요소를 사용하여 어떤 활동을 더재미있고 Engaging하게 만드는 것”(the use of

문 스타벅스에 가장 나중에 체크인하는 사람이 커피를 사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
람들이 사용하는 Context에 따라 게임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와 규칙 등 게임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요소란 “게임에 특
징적인 요소 (characteristic to games)” 정도로 정의합시다.

game design elements in non-game contexts to make activities more fun
and engaging)”입니다. Zichermann은 공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Gam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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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Game Context란 Entertatinment를 위한 일반적 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

즉, 어떤 행동의 동기를 유발함에 있어서 그 행동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만족감 (난관

해 게임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Training Gamification, News Gamification, Health

의 극복, 선행 그 자체, 어려운 과업의 완수 등), 즉 intrinsic Motiviation이 그 행동의

Gamification 등

결과로 주어지는 외부 보상 (명성, 사회적 지위, 돈 등 Extrinsic Motiviation) 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게임의 재미 ?
User들은 왜 게임을 하고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Core Psychology는 무엇일까요 ?

“Gamification” Modelled by Amy Jo

Zichermann은 무엇인가 성취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면 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

2010년 Gamification Conference에서 Amy Jo는 Gamification에 대해 다음과 같

어 낼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인용하여 텍스트와 무관하게 슬롯머신과 같은 방

이 “Gamification” “Player” “Jouney” “Mechanics” “Dynamics” “Aesthetics”

식으로 성취에 보상을 해 주면 게임이 재미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취의 대

“Social Action”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로 어지는 Reward란 Status, Access, Power, Stuff 등입니다.
그러나 반에서 1등하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해서 시험이 게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기
심리학의 모든 실증연구와 이론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의 재미 (fun of video game)
는 어려운 과업을 정복하는 것 (mastering challengs)에 있습니다. 우리는 퍼즐풀기,
깊은 골짜기 건너뛰기, 몬스터 때려 잡기 등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정복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Zichermann이 게임의 재미요소라고 지적하는 포인트, 뱃지, 리더보드는 게이머가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피드백 메커니즘
(feedback mechanism)으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Gamification Glossary

01 Gamification은 어떤 활동을 보다 참여적이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게임 테크닉을 사용

즉, 즐거움은 플레이어가 재미있는 도전을 극복하는데서 생기는 것이지 포인트, 뱃지,

하는 것 (using game techniques to make activities more engaging and fun)으

리더보드와 같은 외부적 보상(extrinsic reward value)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

로서 보다 Engaging하고 Fun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내재적

다.

인 동기와 외부적인 동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Gamification 설계시 주로 마케팅적

Zichermann이 게임의 재미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성취에 대한 인정, 명성 등 “사회

인 관점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외부적 동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으

적 지위(Social Status)”를 위한 경쟁 또한 과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 제

나, 특정 액션 자체 – 예를 들면 체크인 – 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고

도”에 열정적인 이유는 사회적 지위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 축소, 편안
한 라운지, 특별한 대우 때문입니다.

객에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IMIN에서 발도장을 찍는 행위는 콜럼부스가 되거나
뱃지를 받기 위한 이유도 있겠으나 내가 특정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저장/기록하
거나 그 “장소를 정복”했으면 다음에는 아직 한번 가보지 않은 더 좋은 장소를 정복하고 싶은 내

뱃지나 리더보드와 같은 Status Indicator 가 의미를 가지고 동기를 유발할려면

재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meaningful and motiviating) 개인적 관련성과 커뮤니티 등 선결조건이 필요합니
다. Status Indicator를 붙이기만 한다고 마법처럼 재미를 불러 들일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TV Talkus에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에게 “SF Movie Mania”
라는 뱃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영화를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만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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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By Gamification

Player Jouney, Progression Over Time

02 Game 또는 Gamification에서 Player는 게임을 즐기는 고객입니다. 누가 이 게임

Player Journey를 가이드하고 동기화 (guide and motivate)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임 테

을 플레이할지, 그들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들이 왜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그들이 어떤 문

크닉은 크게 Dynamics, Mechanics, Aesthetics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플레이어가 자랑, 조롱, 도전 등 경쟁적인

디자이너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서비스에 바로 이 3가지 요소를 위의 성장 단계에 적합하

(Competition) 스타일인지? 공유, 도움, 선물하기, 인사하기 등 협조(Cooperation)를 좋

게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는지? 또는 Customizing, Selecting, Designing, Creating 등 자기표현(Self-

04 Dynamics는 당신의 게임에서 시간에 따른 패턴과 시스템(time-based patterns and

Expressing)에 능한지 ? 등에 핵심고객의 스타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systems)을 의미하는데, Pacing, Appointments, Progressive Unlocks, Reward

재미있게 “Gamification”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시 아임인을 예로 든다면, 매력

Schedules, Dynamic Systems 등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따라 진전되는 패턴들은 게임

적인 장소의 콜럼부스가 되기 위해 User들은 경쟁할 수도 있게지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

시스템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해 감에 따라 해결해 하는 Challenge가 단계적

유하는 협조적인 행위도 기대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이뿌게 스타일링된 사진을 포스팅함으로

으로 어려워 지거나 (Progressive Unlock), 단계별로 Reward 스케쥴이 정해져 있어서 플

써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의 습관이나 놀라움, 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3 Player Journey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플레이어의 경험과 진보 (a players

05 Mechanics는 진보를 가시화하는 시스템이나 기능 (the systems and features that

experience and progression over time)입니다. 초보자에게 너무 어려운 미션을 던지면

make progress visible)을 의미합니다. 포인트와 레벨, 리더보드, 뱃지, Virtual Goods,

게임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성장 단계별로 Skill과 Challenge간 균형을 맞

아이템 등 주로 미션 달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Game Mechanics에 속합니다. 앞

춤으로써 Player를 “Master”를 향한 여행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규칙과 목

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임 자체의 내재적인 논리 보다는 게임

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미션을,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컨텐트를, 마스터에게는 마스터만

Mechanic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누릴 수 있는 Exclusive Activity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Skill의 진보에 따라 Challenge
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단계적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06 Aesthetics는 정서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전반적인 경험 (The overall experience
that yields emotional engagement)을 의미합니다. 게임의 미학에는 호기심, 만족, 놀
라움, 기쁨(delight), 부러움, 재미, 자존감, 연결(connection) 등이 있습니다. Emotion
은 플레이어의 Action과 Engagement를 더 유발합니다. 좋은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플
레이어를 정서적인 여행으로 이끌어 들입니다 (A good game takes the player on

an emotional journey over time). 아임인에서도 어떤 장소에서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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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e), 제주도에 발도장을 남긴 친구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이러한 친구와 연결된 느낌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FourSqaure에서 친구가 특정 장
소에서 체크인한 후 얻은 “뱃지”가 나의 페이스북으로 피드되었고, 이것을 내가 “Like”한다고
정서적으로 반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riend’s Earning Badge in the Facebook Feed

07 Social Action 이제 마지막으로 Social Action 에 대해 정의해 봅시다. Game
Dynamic와 Mechanics, Aesthetics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거꾸로 플레이어간 Social Action은 게임의 내재적인 로직을 강화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누구랑 플레이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Social Action By Player Type

아임인에서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발도장만 찍고 다니는 사람은 Achiever일까요?

Explorer일까요? 개념은 Clear하지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
다. 다소 억지를 부린다면발도장 찍기 자체가 사람이 아닌 외부 세계에 대한 View,

Review, Rate 등의 액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plorer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장소에 발도장을 남겼다는 알림을 수신하고 모바일에서 아임인에 굳이
접속해서 그 발도장에 Review나 Like를 자주 남기는 사람은 Socializ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 발도장에 악플이나 야유를 남기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속
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발도장을 찍는 사람은 Kill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막으로 태권V 뱃지를 받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체크인을 하는 행위, 어떤 장소에 대
한 콜럼부스를 빼앗기(win) 위해 롯데백화점에 매주 쇼핑 가서 발도장 찍고 Show-

Off 하는 아줌마들은 Achiever 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의 경우 Game
Mechanic의 일부로 뱃지와 콜럼부스를 도입함으로써 Social Action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Case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Game Technique과 Social Action간 상호작용

지금까지 Gamification의 구성요소와 작동방식에 대한 Amy Jo의 이론적 모델을 정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yer는 Action이 일방적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적이냐
그리고 Action의 대상이 사람이냐 또는 외부의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1) 외부세계와

interaction을 좋아하는 Explorer, 2) 외부세계에 대한 일방적인 Action을 좋아하는
Achiever 3) Player들에 대한 일방적인 Action을 좋아하는 Killer 4) Player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좋아하는 Socializer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좋아하는 Social Action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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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을 실제 Gamified Application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위 그래프에
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ocial Action 중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Gamified

Application”에서 기대되는 최상위 Action을 3~5가지 정도 추린 다음에 중요도에 따
라 랭킹을 매기고, Player Journey에 단계별로 매핑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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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 Points : 미션의 완수를 의미하는 Score나 Rank, Level, Leaderboard 등으로 표
시됩니다.
■	Social Points : Reputation과 Rating 등 다른 Player의 Action에 의해 얻은 점수, 사
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Reputation과 Influecne 등. 예를 들
어 나의 Status Update를 트위터에서 누군가 RT하거나 페북에서 Like 했다면 Social
Point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래는 개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식인” 비슷한 서비스인 StackOverFlow의 리더
보드입니다 (참고로 StackOverFlow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Excel을 개발했고
Social Action Mapped Into Player Journey

나중에 “Joel On Software”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Joel Spolsky가 만든 서비스
입니다)

“아임인”에서 초보자들은 남들의 발도장을 구경하고 눈팅을 주로 하다 아주 가끔 어떤
장소에 발도장으로 수줍게 흔적을 남기면서 “Explore“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좀 더 성장해서 전문가가 된 경우 자기과시를 얻기 위해 발도장을 찍는 Achiever
로서의 Action을 더 많이 할 것 같구요. 실제로 아임인에서 우연히 이웃을 맺은 어떤
여대생은 백화점, 비싼 술집, 명품점 등을 전전하면서 12시 넘어서까지 시시콜콜하게
발도장을 찍고 다녀서 전형적인 Achiever로서 모습을 보여줘서 이웃관계를 끊은 적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증나니까요. 아임인의 Aesthetics에는 “Envy”도 있는 것이
죠 ). 아임인에서마스터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Action도 존재합니다. 발도장을 많
이 찍은 사람에게만 주는 뱃지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비게임 컨텍스트들에 도입된 게임 테크닉들은 Player 유형에 따라 성장

StackOverFlow Leaderboard

단계별로 다양한 Social Action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저가 얼마나 성
장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이를 위해 Player Journey에서 특정 Player
가 얼마나 진전(progressing)했는지를 점수로 측정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Keep

“FourSquare” Case Study by Amy Jo

Scoring). Player Progressing 측정방법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이론적 모델을 적용해서 FourSqaure를 분석한 AmyJo의

■	Experience Point : 플레이어의 액션으로 직접 획득한 포인트로서 누적적으로 상승. 즉
아임인의 발도장이나 뱃지 갯수, 트위터로 치면 트윗 갯수 등
■ Redeemable Point : OK Cashbag과 같이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 발도장의 대
가로 아임인 머천트가 쿠폰을 발행해 준다면 Redeemable Point가 될 수 있겠습니다.

Case Study를 Review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01 FourSqaure의 Game Dynamics에서 Core Activity는 바로 Check-In입니다. 콜럼부스
나 뱃지 등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유저가 특정 장소에 Check-In하는 것은 분명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	Currency : 실제 화폐로 구입한 아이템, RPG 게임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구입하는
게임 아이템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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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Square Check-In

Progression Over Time By Badeges

02 Game Mechanics : Venue에 체크인을 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 Aesthetics : 뱃지는 디자인이나 상징을 통해 Personality, Attitude, Humor를 전달해 줍니
다.

Point Earning By Checkin

Badges, A Vehicle To Carry Aesthetics

03 Progression Over Time : Player Journey에서 뱃지는 Progress를 표시하고 목표를 제
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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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ompetition : Loyalty와 Recency에 대한 보상으로 Mayorship을 제공함으로 써플레이
어간 경쟁이 유발됩니다.

■	Progress Mechanics가 앞길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Prgress Mechanics Light The
Way). 뱃지는 플레이어의 액션과 미션을 완수하도록 가이드해줄 뿐만 아니라 surprise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Mayorship은 실제세계의 역학을 반영함으로써 로열티와 경쟁을
자극합니다.
■	탐험하기(Explore), 과시하기(Show-Off), 공유 (Share), 비교하기 (Conmpare), 경쟁하기
(Compete) 등 Social Action은 사회적 필요와도 부합합니다.
※ Source : A Review of Gamifiacation By Design
[http://j.mp/rsNAYh]
※ Source : Gamifiaction Workshop 2010 By Amy Jo Kim
[http://j.mp/vhSnta]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배운 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면,
■	서비스 기획자로서 흔히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핵심 고객가치가 무엇이냐?”
또는 “고객들이 당신의 Application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Mayorship Drives Competition

06 Social Action 체크인과 뱃지를 공유하면 Social Engagement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경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명쾌한 해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명쾌하게 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왜”라는 추상적인 질문에
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질문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목적을 묻
는 것일 수도 있고, 사용동기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것이
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자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하
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	FourSquare를 예로 든다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기록하지
는 않는데 FourSquare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들과 “특정 장소에 남겨진 자신의 족적”
을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매일 장소에 관한 에피소드를 더 자
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Mastering Challenge”로서 장소를 정복한다는 느낌이야 말로
FourSqaure의 Intrisic Motivation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상호
Review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크인의 내재적인 가치는 상승합니다. 사실 Facebook의
Place는 여기까지만 제공합니다.

Sharing Promotes Social Engagement

■	FourSquare는 Check-In Activity에 뱃지와 Mayor라는 외부적인 동인, 그리고 Specail
을 통한 할인쿠폰을 제공함으로써 User를 Game Player로 체계적으로 바꿔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적 모델에 비추어 Amy Jo는FourSquare가 왜 효과적으로 동
작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핵심적인 활동인 Check-In에는 내재적인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작용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체크인 자체로 가벼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동시에 사
회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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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저들은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기록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Mayor”라는 Social
Status를 유지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 Check-in을 하게 됩니다.
■	내재적 동인의 또 한가지 예로 “편한가계부” 어플은 유료로 결제해야 하는 어플이지만 꽤
오랫동안 유료 어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어플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은 카드결제 내역
이나 통장 입출급 내역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은 통장의 입출금 및 카
드 결제내역이 SMS로 통보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단순히 Copy & Paste로 편리하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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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를 기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도 결제 Event가 발생한
시점에 손으로 수첩에 기록을 해 놓고 나중에 엑셀로 정리하는 것은 엄청난 고역일 수 밖
에 없는데, 이러한 불편을 이 어플을 현장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 바로 이 어플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	만약 “편한 가계부”에 입출금이나 결제 이벤트를 기록할 때마다 FourSquare처럼 뱃지라
는 외부적 동인을 제공한다면 더 기록을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를 이 뱃지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게 한다면 가계부 기록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Social
Status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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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바일 사업 영역

KTH 소개
KTH는 아임IN, 푸딩, TV토커스 등 전략 서비스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이루어 냈습니
다. 향후 과감한 Open Platform 전략을 통해, 서비스들을 Social 기반의 platform
으로 확대/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컨텐츠 사업 영역

KTH는 N-Screen 환경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유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KTH 의 사업영역
KTH는 모바일 빅뱅시대를 맞아 고객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윈도우를 통해 다양한 컨
텐츠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결된 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생활’로 자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인 ‘Playy’를 출시하였
습니다. 향후 컨텐츠 유통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선 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N-Screen
의 강자가 되고자 합니다.

▣ 그룹 시너지 사업 영역

리잡은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KTH는 고객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모바일 라이프의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KTH는 ‘Seamless Experience Provider’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서
비스를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만나는 모든 윈도우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끊김 없이 KTH를 만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모바일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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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는 링고, olleh존 등 Value Added Service 개발/운영뿐 아니라, Software

별첨 : 서비스 현황

Engine & Platform Enabler로서 KT 그룹의 Ecosystem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KTH의 기업문화

KTH는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와 자부심, 성장 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BCD라
고 하는 독특한 기업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BCD는 일에 대한 열정과 주인 의식을 갖춘 문화를 뜻하는 Basic(베이직), 수평적이
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협업 문화를 뜻하는 Chorus(코러스), 그리고 프로 정신으로
끊임 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문화를 뜻하는 Detail(디테일). 이렇게 3가지 문화가 유
기적으로 결합 된 KTH만의 기업 문화 입니다.
시작은 BASIC하게, 과정은 CHORUS하게, 마무리는 DETAIL하게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때로는 창조적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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