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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철수 교수님(카이스트 기술경 전문대학원)이 출연한 모 방송을 보면서 그가

말하는‘기업가(起業家) 정신’과중소/벤처기업의역할에대해공감하고다시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신,

이를실천하는행동이곧기업가정신이라는것,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유독기업가정

신이 사라지고 있고 성공한 중소/벤처 기업이 손꼽을 정도라는 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변변치않은서버한대에서서비스를시작해서수백, 수천대를거쳐이제는수만

~수백만 대의 서버에서 대규모 서비스를 운 하는 초대형 인터넷 기업이 된 Google

과 Facebook에 대해 기업 환경적인 면에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

술적인면에서그들의서비스운용방식에대해호기심을느끼기도했다.”

이책은하테나인턴십강의내용을한권의책으로정리한것이다. ‘하테나’

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시작 전에 하테나

소개 페이지를 준비하 고, 강의 1에서는 하테나의 주요 서비스 및 서비스 규

모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으니참고하기바란다.

하테나 인턴십의 전반부는 하테나의 엔지니어가 웹 기술 전반에 대한 내용

을 강의하고, 후반부에는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게 되

는구성으로되어있다. 이책은그중전반부강의내용을중심으로해서일부

실습 과제를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대규모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웹 서비스 개발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메모리나 디스크, CPU와

I/O 부하, DB 분산등의서버및하드웨어에대한기초지식과대규모데이터

에적합한알고리즘, 데이터구조,인덱싱등의웹서비스개발및구현에관련

된지식, 그리고서비스개발에만초점이가지않도록 OS, 하드웨어, 네트워크

옮긴이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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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개발자가의식하지못할수있는인프라부분까지도잘담아내고있다. 

이러한 기술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인프라 엔지니어까지 웹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가 알아두어야 하는 기술들이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어떤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지 또는 자신이 구성한 시스템 상에서 어떤 코드

가동작하는지’와같은문제의기초를이해해두는것은서비스전체의질을향

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하테나 정도의 중

대규모의서비스를구축, 구현하기위한기초를배울수가있다.

이와같은기본지식외에도하테나의서비스개발현장에서엔지니어간의

사소통방법과활용도구에대한사용이유, 목표도소개하고있어서개발뿐아

니라팀운 면에서도굉장히도움이될만한정보들이가득차있다. 또한앞

으로서비스전체를클라우드로의이전여부를선택할경우에있을수있는문

제나 자체 서버를 사용하려는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및 전망, 로벌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에 대한 설명도 중대규모 서비스를 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다.

아무쪼록이책을선택한독자여러분이대규모서비스에대한감을익히고,

이를 지탱하는 각각의 요소 기술을 체득해서 안정적으로 중대규모 서비스를

개발 및 운용하고, 나아가 Google과 Facebook 같은 초대규모 서비스로 발전

해가는데일조할수있는기술참고서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2011년 2월

진명조

옮긴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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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웹 서비스의 규모가 앞으로 거대해지더라도 시스템은 괜찮을

까?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서 웹 서비스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이다. 또는매일매일시스템이비명을높여가고있는데어떻게하면이런상황

을 간파할 수 있을까? 성장한 웹 서비스를 앞에 두고 난감해하는 기술자도 있

을것이다. 필자도동일한경험을해왔다.

월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하테나라고 하는 사이트. 이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 운용하는 일에 필자들은 몰두하고 있다. 1,000대의 호스트가 그 부하를

잘 처리해내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블로그와 소셜 북마크에 계속

해서 작성하고 있는 데이터는 매일 늘어가면서 서버 리소스를 핍박하고 있다.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량이 기술자들을 고민에 빠뜨린다. 그

래도트래픽의파도는그칠줄을모른다.

일찍이하테나가아직조직으로서도미숙했던시절, 대규모화하는시스템을

앞에 두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적도 있었다. 거대한 데이터로 대량의 트래픽

이 어닥쳐서버가다운되고, 서비스는중지,황급히심야에달려가서재기동.

어찌어찌 해서 안정되었다고 판단돼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서버

다운. 이런사태가일상이었던적도있었다.

어떻게하면이괴물같은대규모서비스를꼼짝못하게할수가있을까? 수

많은시행착오를거듭한끝에손에넣은기술과노하우들이이책에들어있다.

이책은대규모서비스를개발, 운용하는기술자를위한입문서다. 계속해서

성장하고있는웹서비스가간단히처리할수없는규모의데이터를떠맡게되

었을때, 이것을어떻게요리하는게올바른것일까? 자신이작성한코드가시

스템을다운시키지않기위해서는어떤점에주의해야할까? 확장성을고려해

서시스템을설계하려면어떤것을확보해두어야할까? 이책에서는이러한것

지은이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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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명하고있다.

하테나에서는 매년 여름에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체험을 목적으로 한 인턴

십을 개최하고 있다. 이 인턴십에서는 학생들을 하테나의 실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 개발 경험이 적은 학생이더라도 사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서대규모시스템개발의성공체험을가지고돌아갈수있도록하고있다. 이

것이하테나방식이다. 그학생들이개발에앞서알아두었으면하는것은무엇

일까? 우리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체득한 대규모 서비스 개발과 운용에 관한

지식, 바로그것이었다.

인턴십 기획을 통해 하테나에서는 대규모 서비스 기술에 관한 교육 방법이

체계화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 인턴십에서 했던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서비스기술에대한설명을시도하고있다. OS와컴퓨터의동작원리를시작으

로 DB 분산방법, 실전적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내장하는 원리, 대규모 데이터

를요리하는검색엔진의구조, 그리고시스템전체를조망하기위한인프라설

계지식등다방면에걸쳐있다.

실제로 1,5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테나이기 때문에

전달할수있는실전적이고리얼한기술과현장감. 경험이적은학생을불과며

칠동안의교육으로대규모서비스개발현장으로이끌어야한다는필요로부터

얻어진 지식의 체계화. 이것들을 섞고 융합함으로써 재미있고 질리지 않게 읽

을수있고, 아울러본질적인지식을얻을수있는책이될수있도록힘썼다.

부디 이 책이 웹 서비스 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엔지니어가 언제나 펼쳐 볼

수있는필수도구가되기를바란다.

이토나오야_㈜하테나CTO

지은이 서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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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이책은하테나인턴십강의내용을기반으로수록한장과새로집필한장으

로구성되어있다. 상세한구성과집필담당자는아래와같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부하의 관점에서 OS 레벨의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이에 대한 보충 정보로, 『서버/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술』(제이펍, 2009)

의 4장‘성능향상, 튜닝’으로부터 일부 요약해서 이 책의 컬럼 코너에 수록했

다(33쪽, 41쪽, 47쪽, 63쪽, 71쪽). 관심있는분은꼭참조하기바란다.

이책의구성

장 내용 구분 집필담당

제1장 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전체 그림 파악하기

새로 집필

㈜하테나
이토 나오야
(id:naoya)

제2장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입문
메모리와 디스크, 웹 애플리케이션과 부하

강의 기반

제3장 OS 캐시와 분산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리

강의 기반

제4장 DB 스케일아웃 전략
분산을 고려한 MySQL 운용

강의 기반

제5장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실전 입문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급소

강의 기반

제6장 [과제] 압축 프로그래밍
데이터 크기, I/O 고속화와의 관계 인식하기

강의 기반

제7장 알고리즘 실용화
가까운 예로 보는 이론ㆍ연구의 실전 투입

새로 집필

제8장 [과제] 하테나 키워드링크 구현
응용으로 가는 길 깨닫기

새로 집필

제9장 전문 검색기술 도전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노하우

강의 기반

제10장 [과제] 전문 검색엔진 작성
기초, 상세부분 작성, 속도와 정확성 추구

강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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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이 책의 구성

제11장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탱하는 서버/인프라 입문
웹 서비스의 백엔드

강의 기반

㈜하테나
다나카 신지
(id:stanaka)

제12장 확장성 확보에 필요한 사고방식
규모 증대와 시스템 확장

강의 기반

제13장 다중성 확보, 시스템 안정화
100%에 근접한 가동률을 실현하는 원리

강의 기반

제14장 효율향상전략
하드웨어의 리소스 사용률 높이기

강의 기반

제15장 웹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강의 기반

특별편 현대 웹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실전 기술
대규모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집필

※웹지원페이지안내

이 책의웹 지원 페이지에서는샘플코드다운로드를제공하는한편, 하테나 인턴십의 리포트

기사(최초공개『WEB+DB PRESS』(Vol.53)의‘Special Report’) 등 스페셜콘텐츠를게재하

고 있다. 실제 강의 모습이나 커리큘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강의 기간 중 하루 동안의

스케줄등을소개하고있으므로관심있는분은꼭참조하기바란다. 

•스페셜콘텐츠 :  http://gihyo.jp/magazine/wdpress/plus (일어로제공)

•샘플코드다운로드 :  http://gihyo.jp/book/2010/978-4-7741-4307-1/support  

•이책의공식태그 : hugedatabook(하테나북마크, 트위터등에서사용바랍니다.)

•Q & A : 제이펍출판사(jeipub@gmail.com)  역자(chinmun@hanmail.net)

● 도움(제9장, 제10장): ㈜하테나쿠라이류타로(id:k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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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

하테나(hatena, はてな)는‘지식 커뮤니티’인력검색 서비스와 다이어리(블로

그) 호스팅 서비스,소셜 북마크 서비스 등을 개발해 운 하고 있는 일본의 인

터넷 기업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매력적인 두 가지 요소인‘Fun’과

‘Creativity’를함께추구하는서비스, 생활파트너로서존재하는서비스를제

공하고있다.

● 주요 서비스

● 하테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나뉘어 있다.

하테나소개

하테나 다이어리

광고 없는 심플한 블로그 서비스
웹 브라우저나 휴대전화로 자신만의 웹 다이어리(블로그) 작성 가능. 누군가에 의해서 등록
된 키워드의 해설이 일기 내용 중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링크되는‘키워드 링크 시스템’과
사용자가 CSS를 편집해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테나 하이쿠 키워드에 따라 언제든지 업데이트 가능한 미니 블로그

하테나 그룹 스케줄러, 게시판, 작업 관리, 파일 공유, 키워드 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춘 그룹웨어 서비스

우고메모 하테나 움직이는 메모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험 서비스

하테나포토라이프 촬 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앨범 서비스

하테나 북마크 자신의 북마크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소셜 북마크 서비스

하테나 안테나
사용자가 등록한 웹사이트를 자동 방문하면서 사이트의 갱신 상황을 리스트로 표시해주는
서비스

하테나 키워드 단어(키워드)와 블로그를 연결하는 공유사전 서비스

인력검색 하테나 ‘인력에 의한 검색’에 중점을 둔 지식 커뮤니티 서비스

대규모인 기본 서비스 중규모인 개별 서비스

•알파벳 첫 자가 서브도메인으로 덧붙여짐
•많은 사용자들에게 기본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개발
되고 있음
예⃝ d.hatena.ne.jp

h.hatena.ne.jp
b.hatena.ne.jp
a.hatena.ne.jp

•서브도메인이 복수 문자열로 되어 있음
•기본 서비스의 보조적 역할, 용도가 한정된 서비스
예⃝ graph.haetna.ne.jp

search.hatena.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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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웹서비스로의초대
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는세계

대규모 웹 서비스의 세계에 온 것을 환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이 대규모 데이터를 보

유한웹서비스를개발할때의기본방침과전체그림(지도와 컴퍼스)을 손에 얻기까지인도하는데있

다. 이를 위해 월간고유사용자수 1,500만 명을 넘는㈜하테나(http://www.hatena.ne.jp/)의 웹 서비스

개발을소재로대규모웹서비스를운 하는데필요한기초지식과노하우를설명한다.

대규모 웹 서비스란, 요컨대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하는 웹 서비스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축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화제를 거론한다.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하테나 다이어리(http://d.hatena.ne.jp/)’와 일본 내 최대의 소셜 북마

크인‘하테나북마크(http://b.hatena.ne.jp/)’등의 구체적인예를바탕으로설명해가도록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이 책의 테마인‘대규모’의 전체 그림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개발에 관한 내용을 섞어가면서 대규모 서비스의 규모

감, 대규모데이터를다루는데있어어려운점, 개발 모습등을설명해가도록하겠다.

대규모웹서비스개발
오리엔테이션
전체그림파악하기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웹 서비스 개발의 기본 방침과 전체 그림

•이 책의 근간(➞ 강의 0)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 강의 1)
•계속 성장하는 서비스와 대규모화의 벽(➞ 강의 2)
•서비스 개발의 현장(➞ 강의 3)

C H A P T E R 01

필자 이토나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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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강의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2

이책의근간이책에서설명하는것과설명하지않는것

이 책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하테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인턴십

(internship)의 강의 내용이다. 하테나에서는 매년 대학생들의 취업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인턴십을개최하고있다.

이인턴십에서는최종적으로학생들이실제동작하고있는하테나의대규모서

비스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서비스에 변

경을 가할 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구현해서 적용하다 보면, 어이없

게도아주간단히시스템정지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하테나에서는경험이풍

부한선배사원이학생들에게 2주동안강의를실시해서대규모데이터처리에관

한 핵심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이 책의 근간(根幹)이다.

실제 몇몇 장은 강의 내용 자체를 다듬어 작성되기도 하 다. 대화형식의 강의에

서만 가능한‘실제로는 어떻죠?’와 같이 이른바“속 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

냈다.

강의의 경우에는 매일 강의가 끝날 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서 이해도를 테스

트하는것이하테나의방식이다. 이책에서도강의를바탕으로한장에서는실제

로 출제했던 과제 또는 응답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

다.

대규모서비스개발에관련된대학생대상의하테나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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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는 대규모 서비스/대규모 데이터, 바탕은 인턴십 강의로 되어 있어, 그 구

성이약간특이한이책은주로다음의것들을설명하고있다.

•대규모웹서비스개발이란?

•대규모데이터를다룰때의과제, 다루기위한기본적인사고방식과요령.

예를들어OS의캐시(cache) 기능이나대규모데이터를전제로한 DB 운용방법

•알고리즘과데이터구조선택의중요성. 대규모데이터를예로생각해본다.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로 모두 다룰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처
리방법. 그 예로전문(全文) 검색엔진만드는법을살펴본다.

•대규모서비스가될것을전제로한서버/인프라시스템의예와개념

대규모데이터처리를위해꼭설명해야할사항은여러분야에걸치므로, 예를

들어미들웨어설정방법이나프로그래밍언어의구문(syntax) 등세세한부분까지

설명해서는 하루가 금방 저물게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 매뉴얼 같은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대규모 서비스,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경우를 대비한 기본

적인 사고방식이나 개념, 개요에 한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뿐

만 아니라 기술습득에서도 중요한 것은 How-To 습득이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전체그림을파악하는것이다.

이책에서는제2장~제15장까지의강의에걸쳐이런내용을정리해가고있다. 주

로제2장~제5장, 제6장~제10장, 제11장~제15장으로크게세파트로되어있다.

제2장~제5장은데이터가많을때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확장성에문제가있

는코드가있어서시스템이멈춰버리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기본적

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와 같은 내용이 주제를 이룬다. 주로 대규모 데이터

를다루는애플리케이션개발에필요한지식편으로서의자리매김을하고있다. 구

체적으로는하테나의서비스설계로보는‘대규모데이터처리방법’. 제2장은‘도

대체대규모데이터란어느정도를말하는가’에대해언급하고, 제3장에서는대규

모 데이터 처리의 밑바탕인 OS 캐시에 관해 얘기한다. 또한 하테나에서는

강의 0 이 책의 근간 _이 책에서설명하는것과설명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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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을많이사용하고있는데, 제4장에서는 MySQL을대규모환경에서운용

할 때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대규모 데

이터를다루는애플리케이션을개발할때핵심이되는내용을설명한다.

제6장~제10장은 좀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다시 말해 구현단계와 관련된

파트다. 제6장에서는먼저데이터압축기법에관한개요를배우고데이터를컴팩

트하게유지하는의미와속도감각을자세히설명하고넘어간다. 제7장이후는좀

더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운 알고리즘에 관한 얘기를 한다. 제7장에서는 하테나의

각종 기능 중 알고리즘다운 요소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론. 제8장은 하테나 키워드의 구현을 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구현단계로 발을

내딛는다. 제9장과 제10장에서는 전문 검색 엔진을 실제로 개발함으로써

RDBMS에서 다룰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도록한다.

제11장~제15장은하테나의인프라구성등을다루면서오픈소스중심의대규모

환경으로확장성을갖게하기위해서인프라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를보도록

한다. 인프라구성은프로그램을작성할때에도해당시스템구조가애플리케이션

설계에힌트가되므로확장성을알기위한일환으로배워두면좋을것이다.

아래와같은사항은설명하지않는다.

•웹애플리케이션개발과관련된기본적인 How-To. MVC 프레임워크나 O/R 매퍼(mapper)
사용법등

•각종소프트웨어사용법. 아파치(Apache), MySQL의설정방법이나명령등

•Perl이나 C++의구문이나기법등프로그래밍언어에대한설명, 노하우

•기본적인알고리즘이나데이터구조(예를들어정렬, 탐색, 리스트, 해시등)에 대한세세한설명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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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스럽게도 하테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서비스를 운 하는 회사로서 어

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획방법’과 같이 기술 이외

의테마에대해서는이책에서언급하고있지않다.

위와같은사항에대한설명은하고있지않으며, 너무전문가적인지식을요구

하지도않는다. 애초에기업에서의웹서비스개발경험이전무한학생들을대상으

로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취미로라도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경험이 다소

있다면무리없이읽어나갈수있는구성으로되어있음을밝힌다.

‘자신이관련된웹서비스의규모가미래에성장해있다면어떻게해야좋을까?’

웹서비스개발자라면누구나이러한불안감을한번쯤가져봤을것이다. 혹은이미

거대해진웹서비스를마주하고고군분투하고있는분도있을것이다. 이책이이러

한 분들 모두의 불안을 없애 자신감을 주고, 또한 대규모 서비스를 운용하는 데 도

움이되기를바란다.

강의 0 이 책의 근간 _이 책에서설명하는것과설명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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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서비스를 마주하게 될 여러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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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실제적인 대규모 데이터 공략, 대규모 서비스 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대규모, 대규모’라고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대규

모’인지를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있게 실제 하테나의 서비스 규모를 살펴보도

록하자.

이책의근원이되고있는 2009년여름의인턴십강의시점에서의하테나서비

스의규모는대략다음과같은수치로나타났다주1. 참고로그림 1.1이실제서버와

데이터가놓인데이터센터의모습이다.

•등록사용자는 100만명이상, 1,500만 UU(Unique User, 고유사용자)/월

•수십억액세스/월(이미지등으로의액세스는제외)

•피크(peak) 시 회선트래픽양은 430Mbps

•하드웨어(서버)는 500대이상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블로그를 쓰거나 북마크를 등록하고 있고, 월간

1,500만명이상이방문하고있다. 이방문자수에의해월간수십억액세스가발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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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서비스와소규모서비스

1강의

하테나의 서비스 규모

주1 여기서 소개한 것은 인턴 강의 시점(2009년 8월)의 수치다. 그 후 일부 서비스가 히트하면서 2010년 4월
원고 집필시점에는 규모가 좀 더 늘어났다(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 하드웨어는 600대, 가상화해서
1,300대정도로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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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이 정도의 액세스가 되면 일일 액세스 로그는 기본적으로 기가바이트

(gigabyte) 크기가 되며, DB 서버가 저장하는 데이터 규모도 대략 기가바이트 수

준, 많을때는테라바이트(terabyte) 정도가된다.

이런 액세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는 당연히 1대로는 불가능하고 500대 이

상이된다. 서버가 500대가되면서버를놓는랙은 20랙이상을사용한다. 20랙이

면서버이동시카트가필요하고체력이꽤나필요한작업이다.

500대라는것은어디까지나하드웨어대수로, 실제로는이책후반부에설명하는

가상화기술에의해1대의서버내에복수의호스트가가동되고있다. 결과적으로호

스트수는 1,000대를넘는다. 1,000대정도되면어떤서버가어떤역할을하는지,

하테나다이어리에몇대, 하테나북마크에몇대와같은호스트정보를파악하는데

는기억력만으로는곤란해서호스트정보를관리하기위한툴등이필요해진다.

피크시회선트래픽은 430Mbps. 하테나의서비스는텍스트를주로하고있으

므로 유튜브(YouTube)나 니코니코 동 상(ニコニコ動 )역주1처럼 동 상 전송을

강의 1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

7

● 그림 1.1  데이터 센터의 모습

역주1 일본 NIWANGO에의해운 되는동 상공유사이트

http://www.nicovide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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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으로 하는 서비스에 비해 트래픽은 상당히 적은 듯하지만, 반대로 텍스트 전

송이중심임에도이정도의트래픽이발생한다면그유통량은상당한것이다.

여기까지가하테나의규모다. 대략이나마이미지를떠올릴수있게되었는가?

주위의다른사이트와비교해서살펴보도록하자.

하테나는 각종 인터넷 트래픽 조사에서 대략 일본 내에서 상위 20위 이상에는

항상랭크인하는사이트다. 웹사이트의통계정보를공개하고있는 Alexa의일본

내 Top 사이트 랭킹주2에서 1위는 Yahoo! JAPAN, 그 뒤로 Google,블로그 서비

스를하고있는 FC2 등이뒤를잇는다. 20위내에드는곳은유튜브, 라쿠텐( 天

天), 믹시(mixi), 트위터(Twitter), 니코니코 동 상, 2채널(2Channel) 등의 메이저

사이트들이다.

하테나와비슷한정도이거나하테나보다몇배정도의트래픽이발생하는사이

트의 규모감은 아마 그다지 하테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의 규모는 서버

대수등으로개략적으로파악되는경우가많은데, 이런관점에서볼때백대에서

수천대정도가대규모서비스라고할수있을것이다.

Google 및해외에서인기있는 SNS로최근구 의트래픽을앞질 다고뉴스

가된페이스북과같은세계의 Top 클래스사이트는서버대수가수백만대규모

이고, 처리하는데이터는테라바이트~페타바이트(petabyte)급의초대규모서비스

다.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직원이 작업을 위해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

고데이터센터내를이동할정도다주3. 이동수단은농담과도같은진실이지만, 기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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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나는 대규모, 구 및 페이스북은 초대규모

주2 http://www.alexa.com/topsites/countries/JP

주3‘Facebook on bandwidth’ http://link.brightcove.com/services/player/bcpid1701276884?bclid
=1622640422&bctid=40363249001, ‘3억명의사용자를지닌페이스북의데이터센터. 이동은자전거, 희
망은 100Gb 이더넷’ http://www.publickey1.jp/blog/09/3facebook100g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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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면으로도운용면에서도초대규모가되면또다른어려움이있으리라는것은쉽

게상상할수있다. 구 의규모감에대해보다상세히알고자하는분은『구 을

지탱하는기술』(니시다케이스케저/김성훈역, 멘토르, 2008) 등도참고하기바란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모바일 사이트에도 대규모/초대규모 사이트가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수년 만에 급

격하게 성장한 소셜 게임 사이트인 GREE나 모바게 타운 등이다. 이 사이트들도

서버대수가수천대이상되는거대한서비스다.

서버몇대정도의소규모서비스에는없는, 대규모서비스에만있는문제나어려

움에는어떤점들이있을까?

확장성확보, 부하분산필요

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확장성과부하분산일것이다.

대량의액세스가있는서비스에서는서버 1대로처리할수없는부하를어떻게

처리할것인지가가장큰문제다. 최근 10년동안의트렌드로는이른바‘스케일아

웃(scale-out)’이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의 기초가 된다. 스케일아웃은 서버를 횡으

로 전개, 즉 서버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대수를 늘림으로써 시스템의 전체적인 처

리능력을높여서부하를분산하는방법이다. 반면스케일업(scale-up)은하드웨어

의성능을높여처리능력을끌어올리는방법이다.

알다시피 하드웨어의 성능과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대량생산되고 있는‘일

용품’성격의하드웨어일수록저가에구할수있다. 저가의하드웨어를횡으로나

열해서확장성을확보하는것이스케일아웃전략이다. 스케일아웃전략을채용한

경우는비용이절감되는반면에다양한문제가발생한다. 서버가 1대 을때에는

전혀생각지않아도될문제가나타난다. 몇가지예를살펴보자.

강의 1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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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서비스와 대규모 서비스의 차이

 01장  2011.2.17 7:38 PM  페이지9   ^ ̂PDF_IN 2540DPI 150LPI



예를들면사용자로부터의요청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 해답으로는로드밸런

서를사용한다는것인데, 서버 1대일때에는애초에로드밸런서를도입하는것자

체를생각할필요도없을것이다.

데이터 동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DB를 분산시켰을 때 한쪽에 저장된 갱신

내용을다른한쪽 DB가알지못한다면애플리케이션에비정상사태가발생한다.

네트워크통신의지연시간(latency)을어떻게생각해볼수있을까? 작은데이터

라도 이더넷(Ethernet)을 경유해서 통신한 경우는 리초(ms) 단위의 지연시간이

있다. 리초라고하면사람이체감하기로는그다지긴시간이아니더라도마이크

로초(μs)나 나노초(ns)에 작동하는 컴퓨터에 있어서는 매우 긴 시간이다. 통신의

오버헤드를최소한으로줄여가면서애플리케이션을구성해갈필요가있다. 그밖

에스케일아웃에동반하는문제는다방면에걸쳐있다.

다중성확보

시스템은 다중성을 지닌 구성, 즉 특정 서버가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더라

도서비스를계속할수있는구성으로할필요가있다.

스케일아웃을 해서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서버의 고장률도 필연적으로 올라가

게 된다. 그러므로 어딘가 잘못되면 서비스가 전부 정지해버리는 설계는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 웹 서비스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서버가 고

장 나더라도 혹은 급격하게 부하가 올라갈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대규모화되면 될수록 시스템 정지의 사회적 충격도 늘

어나므로더욱더다중성확보가중요해진다.

2001년 9월미국의동시다발적인테러발생시에상황을알고자하는사람들이

일제히야후(Yahoo!)에액세스해서야후 Top 페이지가다운돼버리는사태가일어

났다고 한다. 유사시에 즉시성 측면에서 가장 의지할 곳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서

비스를사용할수없게되었다. 사회적충격의크기를말해주는예인것이다. 야후

는이때 CDN 서비스인 Akamai에컨텐츠를캐싱해서트래픽을우회시킴으로써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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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복구했다고한다주4.

웹 서비스는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고장에 대해 견고해야 한다. 그렇다고는 해

도이는상당히어려운태스크다. 시스템이고장나면그걸로끝이어도괜찮은시

스템구축과고장나더라도다른시스템이자동적으로처리를인계받는시스템구

축간에는기술적으로나비용면에서상당히큰차이가있다.

효율적운용필요

서버가 1대라면 때때로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서버 대수가 100대를 넘어서면

어떤서버가무슨역할을하고있는지기억해두는것조차곤란해진다. 또한각서

버가어떤상황에있는지파악하는것도상당한고생거리다. 부하는괜찮은지, 고

장난부분은없는지, 디스크용량은아직충분한지, 보안설정에미비한점은없는

지등등…이를모든서버에대해여기저기잘살펴야하므로큰일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툴을 사용하

는등자동화를하게된다. 그러나이감시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정보를보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일손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시스템을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계속유지해갈수있을것인가? 이를위한효율적운용을수행해야만한다.

개발자수, 개발방법의변화

대규모서비스가되면당연히혼자서는개발이나운용이어려워지므로여러기

술자가역할을분담하게된다. 사람수가늘어나면역시나고려해야할과제가늘

어난다. 예를들면개발표준화는어떻게할것인가? 애플리케이션을각각의기술

자가 제멋대로 구현한 시스템의 전말은 생각도 하기 싫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

일하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통일하고, 코딩 규약을 정해서 표준화하고,

강의 1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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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관리를버전관리시스템으로제대로하기. 이런사항들이올바르게실행

되기시작해야여러사람이작업할때좋은효율이나타난다. 여러사람이제각기

작업해서는사람이늘어나도생산성은오르지않는다.

이러한 표준화는 툴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누군

가가 전체를 조정할 필요도 생긴다. 개발자 개개인과 팀에서 표준화 규칙이 지

켜지고있는지, 기술자간능력차이에따라효율이나쁜부분은생기지않는지,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등등… 팀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책에서가장큰테마가바로데이터량이다.

컴퓨터는 디스크(하드디스크, HDD)에서 데이터를 로드해서 메모리에 저장, 메

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CPU가 패치(fetch)해서 특정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메

모리에서 패치된 명령은 보다 빠른 캐시(cache) 메모리에 캐싱된다. 이처럼 데이

터는 디스크 → 메모리 → 캐시 메모리 → CPU와 같이 몇 단계를 경유해서 처리

되어간다.

각단계간에는속도차가매우크게나는것이현대컴퓨터의특징이다. 하드디

스크에서데이터를읽어들이는데에는그특성상헤드이동이나디스크원반의회

전이라는물리적동작이수반된다. 따라서전기적으로읽어들이기만하면되는메

모리나캐시메모리와비교하면 106 ~ 109배나되는속도차가나게된다.

이속도차를흡수하기위해 OS는이런저런방법을사용하게되는데, 예를들면

디스크로부터읽어들인데이터를메모리에캐싱해둠으로써전반적으로디바이스

간속도차가체감속도에 향을주지않도록하고있다. DB를비롯한미들웨어도

기본적으로이러한속도차를의식한데이터구조, 구현을채용하고있다.

하지만 OS나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구조를 통해 분발한다고는

CHAPTER 01•••대규모 웹 서비스 개발 오리엔테이션 _전체그림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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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당연히한계는있다. 데이터량이많아지면처음부터캐시미스(cache miss)가

많이발생하게되고, 그결과로저속의디스크로의 I/O가많이발생하게된다. 디

스크 I/O 대기에들어선프로그램은다른리소스가비어있더라도읽기가완료되

기까지는 다음 처리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시스템 전체의 속도저하를 초래

한다.

대규모웹애플리케이션을운용할때대부분의어려움은이러한대규모데이터

처리에집중된다.

데이터가 적을 때에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모두 메모리에서 처리할 수 있

으며, 복잡한알고리즘을사용하기보다간단한알고리즘을사용하는편이오버헤

드가적기때문에더빠른경우도종종있으므로 I/O 부하는일단문제가되지않

는다. 그러나서비스가어느정도이상의규모가되면데이터는증가한다. 이데이

터량이분수령을넘어서면문제가복잡해진다. 그리고응급처리로는쉽사리풀리

지않는다. 이점이대규모서비스의어려운점이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적게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 서버로 분산시킬 수 있을

까,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한의 횟수로 읽어들일 수 있을까 등등… 이것이 본질적

인과제가된다.

강의 1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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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데이터처리의어려운점
메모리와디스크

5강의

대규모데이터를다룰때어려운점이라고생각되는포인트를살펴보도록하자.

제1포인트는‘메모리내에서계산할수없다’는점이다. 메모리내에서계산할

수없다는점이어려운점인이유는메모리에올리지않으면기본적으로디스크를

계속읽어가면서검색하게되어좀처럼발견할수없는상태가되기때문이다. 데

이터건수가많으면그만큼입력데이터건수가늘어나므로계산량이많아진다는

점도당연한이유지만, 이점보다도문제가되는것은‘디스크를읽고있다’는점

이다.

다시말해대규모데이터의어려운점을단적으로말하면, ‘메모리내에서계산

할수없다’는것이다. 메모리내에서계산할수있다면, 아무리무식한방법으로

하더라도그런대로계산은빨리이뤄져서 200초나기다리는일은없을것이다. 그

러나 강의 4에서 본 예 정도의 규모가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메모리 내에서

계산할 수 없으므로 디스크에 두고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게 된다. 그리고 디스크

는메모리에비해상당히느리다. 결국앞의그림 2.2 정도의시간이걸린다. 바로

이점이어렵다는것이다.

대규모 데이터는 어떤 점이 어려운가?
─ 메모리 내에서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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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메모리와 디스크의 속도차에 대한 퀴즈를 내겠다. 메모리 내의 특정 번

지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데이터 탐색과 디스크의 특정 원반 내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것은얼마의속도차가날까? 대략적이라도상관없다.

학생: 107배?

10의 7승. 그럼만약을위해 10의 7승은얼마나될까?

학생: …1,000만배?

그렇다, 적정한선이다. 나쁘지않은답이다. 정답은‘105~106’정도의차가난

다. 10만~100만배. 이런수치감각은꽤중요하다.

대규모 데이터의 어려움은 메모리 내에서 계산할 수 없다는 점

•메모리 내에서 계산할 수 없게 되면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스크는 느리므로 I/O(Input/Output)에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연구 대상

메모리는 디스크보다 105~106배 이상 빠르다.

메모리와디스크의속도차 ─메모리는 105~106배 이상고속

 02장  2011.2.17 7:37 PM  페이지33   ^ ̂PDF_IN 2540DPI 150LPI



CHAPTER 02•••대규모 데이터 처리 입문 _메모리와디스크, 웹 애플리케이션과부하

34

디스크상의탐색이왜느린가에대해좀더설명하겠다(그림 2.3). 이는간단하게

라도알아두면도움이된다.

우선 메모리(momory)는 전기적인 부품이므로 물리적 구조는 탐색속도와 그다

지 관계없다. 실제로는 그림 2.3과 같은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

2.3 1⃞의 메모리 그림에서, 예를 들어 그림 2.3의 ❶부분에 1바이트‘5’라는 숫자

가들어있다고하고그림 2.3의❷에‘0’이라는숫자가들어있을때, ❷부분을탐

색하다가❶부분을확인하고자할때에도마이크로초(10-6초) 단위로포인터를이

동시킬수있다.

한편 그림 2.3 2⃞와같은그림을 본적이있겠지만, 디스크는 동축상에‘원반’

(disk)이쌓여있다. 이원반이회전하고있고여기서데이터를읽어낸다. 즉, 메모

디스크는 왜 늦을까? ─ 메모리와 디스크

     
©©

©©

©©©

● 그림 2.3  메모리와 디스크(그리고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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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는달리회전등의물리적인동작을수반하고있다. 이물리적인구조가탐색

속도에 향을준다. 예를들면그림 2.3 ❹부근에데이터가 1바이트저장되어있

다고하자. 물론실제는이렇게크지않을것이다.

그옆(그림의좌측)에자기(磁氣)를읽어들이는‘헤드’가있다. 이헤드가달라붙

는지아닌지에따라자기를읽어내데이터를읽어내는구조로되어있다. 먼저이

헤드를 ❹의 원반 상의 바깥쪽 위치에서 원반 안쪽, 즉 읽어야 할 데이터가 놓여

있는 위치인 ❸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초(μs),

리초(ms) 세계의얘기이므로헤드의움직임이빠르다고할수는없겠다.

더구나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들일 때 ❺와 같이 회전하고 있다고 하면 원반상

의❸위치가이미헤드보다조금앞으로가버려서원하는위치를읽기위해원반

을한바퀴더돌려야한다.

탐색속도에 향을주는다양한요인

디스크에서는 ❹헤드의 이동과 ❺원반의 회전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하지만, 역시나오늘날의기술로도원반의회전속도를빛의속도까지근접시

킬수는없다. 디스크에서는❹, ❺각각 리초(10-3초) 단위, 합해서수 리초나

걸린다. 메모리는 1회 탐색할 때 마이크로초면 되지만, 디스크는 수 리초가 걸

리는것이다.

다음으로 ❻과 같이 데이터가 뿔뿔이 흩어져서 배치되어 있고 이분탐색 등 여

기저기에서찾아야하는알고리즘을사용한다고하면, 한바퀴회전해서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한 바퀴 회전해서 저쪽으로, 또다시 회전해서 이쪽으로와 같이 원반

을빙 빙 돌려야한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헤드도움직여야한다. 결과적으

로상당한시간이걸리게된다. 그러나데이터가메모리상에있다면탐색할때물

리적인동작없이실제데이터탐색시의오버헤드가거의없으므로빠른것이다.

탐색에사용되는것이 CPU의캐시에올리기쉬운알고리즘이나데이터구조라

면메모리내용이그림 2.3 3⃞의 CPU 캐시에올라가므로더욱빨라져나노초(10-9

초) 단위로처리할수있다.

여기까지가디스크와메모리의탐색속도차이다.

강의 5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어려운 점 _메모리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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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느리지만 OS는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작용을 한다. 그림 2-3

❼과 같이 OS는 연속된 데이터를 같은 위치에 쌓는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읽

을 때 1바이트씩 읽는 것이 아니라 4KB(kilobytes) 정도를 한꺼번에 읽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해서비슷한데이터를비슷한곳에두어 1번의디스크회전으로읽는데

이터 수를 많게한다. 그결과로 디스크의 회전횟수를 최소화할 수있게 된다. 이

러한작용을해서디스크를가능한한회전시키지않아도되도록하고있다. 그렇

지만결국회전 1회당 리초단위이므로역시메모리와의속도차를피할수있는

것은아니다.

지금까지는 탐색속도 측면에서 메모리가 디스크에 비해 105~106배 이상 빠르다

는얘기 는데사실은이것뿐만이아니다.

이제 전송속도 차이도 살펴보자. 메모리나 디스크 모두 CPU와 버스로 연결되

어있다(그림 2.3 ❽, ❾). 이버스의속도에서도상당한차이가있다. 먼저‘탐색’과

‘전송’의차이에유의하기바란다. 앞서본것은메모리혹은디스크상에있는임

의의데이터를탐색할때의속도차. 여기서살펴보고자하는것은전송속도다. 찾

은데이터를디스크에서메모리로보내거나메모리에서 CPU로보내는등컴퓨터

내부에서전송하기위한속도다. 그림 2.4가그예로, hdparm이라는 Linux 툴을사

용하면그속도차를알수있다. 그림에서‘Timing cached reads’는메모리에있

는캐시데이터의전송속도이므로실질메모리전송속도, ‘Timing buffered disk

reads’는디스크의전송속도로생각하기바란다. 대략 100배정도차이가나고있

다.

OS 레벨에서의 연구

전송속도, 버스의 속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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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와 CPU는상당히빠른버스로연결되어있으므로 7.5GB/초정도나오

지만(그림 2.4 ❶), 디스크는 58MB/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그림 2.4 ❷). 따라

서전송해오는중에도시간이걸린다. 데이터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디스크와메

모리의차이도나타나게되므로전송속도에서도디스크는늦어진다.

최근 SSD(Solid State Drive)가 나오고 있다. SSD는 물리적인 회전이 아니므로

Seek(탐색)은빠르지만버스속도가병목이되거나그밖에구조에기인하는면이

있어서역시나메모리만큼의속도는나오지않는다.

* * *

이와 같이 현대의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와 디스크 속도차를 생각하고 애플리케이

션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확장성을 생각할 때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

이다.

강의 5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어려운 점 _메모리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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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속도에서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메모리: 7.5GB/초
•디스크: 58MB/초

% sudo /sbin/hdparm -tT /dev/sda

/dev/sda:
Timing cached reads: 15012 MB in  1.99 seconds = 7525.03 MB/sec 
Timing buffered disk reads: 176 MB in  3.02 seconds =  58.37 MB/sec

● 그림 2.4  디스크와 메모리의 전송속도 차이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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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단일 호스트의 부하『서버/인프라를지탱하는기술』요약 (OS 레벨의기초지식 1편)

‘부하분산’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복수의 호스트로 처리를 나누어 담
당시키는, 문자 그대로의‘분산’이다. 그러나 원래 한 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하를 서버 10
대로 분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단일 서버의 성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복수 서버에서의 부하분산이 의미를 갖는다.

추측하지 말라, 계측하라 …… 단일 호스트의 성능 끌어내기

단일 호스트의 성능을 끌어내는 데에는 서버 리소스의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계측작업이야말
로 단일 호스트의 부하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프로그램의 세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추측하지 말라, 계측하라”

부하분산의 세계도 예외 없이 이에 해당한다. 계측함으로써 시스템의 병목을 규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병목 규명작업의 기본적인 흐름

병목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Load Average 확인
•CPU, I/O 중 병목 원인 조사

아래에서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한다.

Load Average 확인

우선, 부하 규명의 시작이 되는 지표로 top이나 uptime 등의 명령으로 Load Average를
확인한다. Load Average는 시스템 전체의 부하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Load
Average만으로는 병목의 원인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 없다. Load Average 값을 시초로 해
서 병목지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Load Average는 낮은데 시스템의 전송량이 오르지 않을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설정이나 오류, 네트워크, 원격 호스트 측에 원인이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CPU, I/O 중 병목 원인 조사

Load Average가 높은 경우, 다음으로 CPU와 I/O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sar(51쪽, 68쪽의 컬럼에서 설명)이나 vmstat로 시간 경과에 따라 CPU 사용률이나 I/O 대기율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해서 규명한다.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CPU 부하’가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조사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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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하테나북마크의기사분류를예로특정알고리즘으로새로운문제

에 대응하는 예를 살펴보자. 앞에 나온 그림 5.4에서 스크린샷을 소개했는데, 그

림 5.4와같이하테나북마크에서는새로도착한기사를해당기사의내용을기반

으로 자동으로 분류해서 사용자에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

하고있다.

예를 들면‘과학·학문’이나‘컴퓨터·IT’의 카테고리에 기사가 분류된다. 그

밖에도‘정치·경제’나‘생활·인생’등 전부 합쳐서 8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하

테나북마크에새로운기사가사용자에의해작성되면하테나북마크의시스템은

해당 기사를 HTTP로 얻어서 본문 텍스트의 내용으로부터 분류해서 카테고리를

판정한다.

베이지안필터에의한카테고리판정

이카테고리판정에는베이지안필터라는원리를사용하고있다.베이지안필터

는머리말에서언급했듯이, 스팸필터등에도응용되고있으므로이름을들어본사

람도많을것이다.

베이지안필터는텍스트문서등을입력으로받아들이고거기에나이브베이즈

(Naive Baye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확률적으로 해당 문서가 어느 카테

강의 21 하테나 북마크의 기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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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나북마크의기사분류
21강의

기사 분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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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에속하는지를판정하는프로그램이다. 특징적인것은미지의문서의카테고

리판정을수행함에있어서과거에분류가끝난데이터의통계정보로부터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베이지안 필터는 사전에‘이 문서는 이 카테고리, 저 문서는

저 카테고리’라고 수동으로 정답이 되는 데이터…‘정해(正解) 데이터’를 주고 프

로그램을‘학습’시켜두면최종적으로수동으로개입하지않아도정해를알수있

게되는프로그램이다.

이와같이학습데이터를미리부여해두고미지의입력에대해특정계산을수행

하는처리는‘기계학습’분야의연구성과다. 또한베이지안필터와같이문서를기

존의예…다시말해패턴에따라분류하는것은‘패턴인식’이라고하는분야다. 기

계학습과패턴인식분야의알고리즘을잘응용함으로써카테고리자동분류와같이

좀처럼다른곳에서는볼수없을법한소프트웨어를개발할수가있는것이다.

많은 기계학습 태스크에는 베이지안 필터와 같이 정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정해데이터를입력으로서부여한학습엔진은사람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정

도로특정문제를해결할수있게된다.

베이지안필터에는그렇게까지대량의정해데이터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지

만, 기계학습의태스크에따라서는데이터가많으면많을수록정 도가향상되는

경우도드물지않다. 대규모웹서비스가안고있는대량의데이터는확장성관점

에서는운 을고민하게하는원인이되기도하지만, 한편으로연구개발분야에서

는몹시탐이나는데이터이기도하다.

하테나북마크의관련엔트리

하테나 북마크에는‘관련 엔트리’라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특정 기사와 매우

비슷한 다른 관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이다. 그림 7.5는 하테나 북마

CHAPTER 07•••알고리즘 실용화 _가까운예로보는이론ㆍ연구의실전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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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과 대규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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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Google Chrome 확장기능의릴리즈기사에관한관련엔트리인데, 그럴듯

하게관련된다른 Google Chrome 확장기능의화제들이추출되고있다.

이 관련 엔트리 기능은 하테나 북마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4,000만 건 이상의

사용자 손으로 입력된‘태그’라는 분류용 텍스트를 입력으로 기사추천 알고리즘

을 사용해서 실현하고 있다. 기사추천 알고리즘의 구현은 ㈜Preferred

Infrastructure주9의엔진을이용하고있다.

이관련엔트리기능은수천만건에달하는태그데이터를이용해서수건의기

사를꺼내오는것이므로사람에게는좀처럼어려운작업이라할수있다. 이와같

이대량데이터로부터의미가있는데이터를추출해서보여주는것은대규모데이

터를갖는웹서비스에서만할수있는일일것이다.

대규모데이터와웹서비스라고하면역시나 Google에관한얘기를조금해두

는편이좋을것이다. 구 검색을사용해보면잘못된검색쿼리에대해‘이것을찾

으셨나요?’라고해서정확한쿼리를추천해주는기능을본적이있을것이다. ‘이

강의 21 하테나 북마크의 기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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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  하테나 북마크의 관련 엔트리

주9 http://preferred.jp/

대규모 데이터와 웹 서비스 ─ The google Way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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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찾으셨나요?’기능은과거에사용자가검색한쿼리로그를정해데이터로해

서‘이렇게 잘못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검색한다’라고 학습을 해서 정해 데

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Google은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새로운 기능으

로잘피드백하는기술을잘알고있다.

원래 구 검색이라는 검색엔진 자체가 대량의 웹 문서 중에서 입력과 관계된

문서를추출하는엔진이므로그들이이분야에주력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최근에는 Google이 대규모의 검색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발히진행하고있는것도잘알고있을것이다. 지구규모의데이터량을저장하

고 있는 Google이 그 전례없는 데이터량을 이용해서 미지의 연구성과를 내려고

하고있으니주목을모으는것도납득이간다.

‘The google Way of Science’주10라는전『와이어드(Wired)』의 Kevin Kelly의

칼럼에서는‘대량의 데이터와 응용수학이 다른 모든 도구를 대신한다’라는 주된

취지로 Google의이러한노력을고찰하고있다. 예를들어‘Google은이패턴이

오면이언어로변환하려는기계학습의원리에대량의데이터를쏟아부어번역엔

진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중국어를 할 수 없는데도 중국어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와같은일화도소개되고있다. 즉, 이론적으로‘무엇이옳은지’는몰라도응

용학습(대개의경우, 이는통계분야의응용)을구사해서기계학습에전례없는규모의

대량데이터를쏟아부으면이블랙박스에서정답이나온다는, 종래의과학상식을

뒤집어엎는결과가여기저기서나오고있다는것이다.

상당히 흥미롭고 앞으로의 연구개발의 본질과 시류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도

재미있는칼럼이므로꼭읽어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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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http://www.kk.org/thetechnium/archives/2008/06/the_google_way.php

일본어역‘Google 방식의과학’ http://memo7.sbli.jp/article/25170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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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조금다른데로벗어났는데, 다시베이지안필터로돌아오도록하자. 여

기서는베이지안필터의구현까지는파고들지않겠지만, 어떤원리로이알고리즘

이동작하는지만간단히설명해두도록하겠다주11.

앞서 언급했듯이 베이지안 필터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나이브 베이즈라는

알고리즘이다주12.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는 베이즈의 정리라는 공식을 기반

으로하고있는알고리즘이다.

나이브베이즈에근거한카테고리추정

이제부터수식이조금나온다. 자세하게는모르더라도괜찮으므로적당히읽어

나가기바란다. 나이브베이즈에서카테고리추정은, 다시말해특정문서 D가주

어졌을때이문서가확률적으로어떤카테고리 C에속하는게가장그럴듯한가

를구하는문제다. 즉, 문서 D가주어졌을때카테고리 C인조건부확률을구하는

문제다.

•P(C|D)

여러 카테고리 중에 이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C가 최종적으로 선택되

는카테고리가된다.

이 조건부 확률 P(C|D)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베이즈의 정

리’에따라계산가능한식으로변형할수있다. 베이즈의정리그자체가원래그

렇다라고하기보다잘알려진수리로확률식을변형할수있다는점이포인트다.

강의 21 하테나 북마크의 기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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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필터의 원리

주11 구현까지 파고든 설명은『WEB+DB PRESS』(Vol.56), 연재‘실전 알고리즘 교실’의‘제1장: 베이지안 필터
개발에도전’에서설명하고있다. 관심이있는사람은꼭읽어보기바란다.

주12 하테나 북마크의 카테고리 분류에서는 나이브 베이즈를 더욱 발전시킨 Complement Naive Bayes라는
방법을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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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 = P(D|C) P(C) / P(D)

변형하면위와같이되고, 우변의각확률 P(D|C), P(C), P(D)를구하는문제로

생각할수있다.

카테고리추정에서원하는것은구체적인확률값이아니라각카테고리로비교

해서 어떤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나타낸 순위뿐이라는 것에 주목하자. 그러면 분

모인 P(D)는문서 D가발생할확률인데, 이는모든카테고리에대해동일한값으

로결과를비교할경우에는무시할수있다.

결과적으로생각해봐야할값은아래두가지로좁혀진다.

•P(D|C)

•P(C)

카테고리를 추정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값을 학습 데이터의 통계정보로부터

산출해내면된다. 그리고이두가지를구하는것은사실간단하다.

P(C)는 특정 카테고리가 출현할 확률이므로 학습 데이터 중 여러 데이터가 어

떤카테고리로분류되었는지그횟수를저장해두면나중에계산할수있다.

반면, P(D|C)는문서 D라는것은임의의단어 W가연속해서출현하는것으로

간주하고, P(D|C) ➞ P(W1|C) P(W2|C) P(W3|C) … P(Wn|C)와같은식으로근

사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서 D를 단어로 분할해두고 그 단어마다 어느 카

테고리로분류됐는지그횟수를보존해두면P(D|C)의근사값을구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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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즈 정리

•P(B|A) = P(A|B) P(B) / P(A)
➞ 베이즈 정리는 위 확률공식과 같은 구성으로 나타낸다.

이 식은 P(B|A), 즉 사상 A가 일어난 다음에 사상 B가 일어날 확률을 직접 구하기가 어
려울 때 도움이 된다. 베이즈 정리로 변형하면 P(B|A)를 구하는 문제에서 P(A|B), P(B),
P(A)를 알면 되는 문제로 변형된다.
본문 중에서 본 바와 같이 P(A)는 다른 값과 비교했을 때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결과적으로 P(A|B), P(B)만 알면 되는 문제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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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6에서는 역 인덱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9장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역 인덱스의 내부구조는 크게 Dictionary와 Postings라는 두 파트로 나뉜

다. 먼저역인덱스란무엇인지예를살펴본후에두파트를하나씩나누어살펴보

기로하자.

그러면 역 인덱스의 예로 그림 9.3을 보자. 위쪽에 있는 1⃞이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 문서라고 하자. 각 문서에는 번호가 달렸는데 왼쪽부터 1, 2, 3, 4…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서는 문장을 담고 있으며, 예를 들어 그림 9.3에서 가장 왼쪽‘하

테나의마스코트인시나몬은도쿄에없다’가문서이고이러한문서를검색하려는

것이다.

문서를 인덱스화한 것이 아래쪽에 있는 2⃞다. 인덱스에서 좌측 사각형에 나열

되어있는단어를“term”이라고한다. 여기서는‘하테나’, ‘시나몬’, ‘교토’, ‘도쿄’,

‘홋카이도’, ‘kurain’이 term이다. 이 term 전체, 즉 term의집합이Dictionary다.

강의 26 검색엔진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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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내부구조
26강의

역 인덱스의 구조 ─ Dictionary+Pos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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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각 term을포함하고있는문서는몇번인지를나타낸것이우측에있는

배열이다. 이것이 Postings다. 1, 3, 4번째문서는‘하테나’라는단어를포함하고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위쪽에 놓여 있는 5개의 문서에서‘하테나’를 포함하고 있

는 문서는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보면 term의 열, 즉 Dictionary에서‘하테나’를

찾아서 이에 연결되어 있는 Postings를 얻는다. 그러면 Postings 내에는 1, 3, 4

번 문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하테나’라는 단어로 검색했다라는 행위 그

자체다.

이것이역인덱스다. 역인덱스 = Dictionary + Postings. ‘교토’로검색하면 3

번만 포함되어 있다거나, 인덱스를 보면 바로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알수있다.

term은 문서 내의 단어이고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단위다. 역 인덱스는 term

을포함하는문서를즉시발견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

학생: 왼쪽단어는어떻게만드나요? 문서에서단어로바꿔주는부분은어떻게하나요?

문서에서 단어로 변환하는, 즉 Dictionary를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

다. 뒤에바로나오므로거기서설명하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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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  역 인덱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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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Dictionary 만드

는법을설명하고, 그다음에 Postings 만드는법을설명하기로한다.

Dictionary를만들때에는앞서질문에있었듯이 term을어떻게선택하느냐라

는문제가 있다. 한가지 방법은일본어 단어 또는 어도상관없지만, 언어의 단

어를 term으로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당 단어를 찾을 수 있을 지

가 문제인데, 이는 미리 정해놓은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 제8장의 과제에서 만든

AC법과 같은 것으로 단어를 분리하는 방법,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단어가 아니라 n-gram이라는 기법으로 문자를 적당한 단위

로나누고, 이를 term으로다루는방법이다.

이두가지방법에대해각각설명하도록하겠다.

강의 26 검색엔진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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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덱스

•term과 문서 연관짓기
•term
·문서 내의 단어

•역 인덱스 = Dictionary + Postings
·term을 포함하는 단어를 즉시 발견

Dictionary 만드는 법 ─ 역 인덱스 작성법 #1

Dictionary의 구성

•단어를 term으로 해서 다룬다.
·사전 + AC법으로 단어를 분리한다.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n-gram을 term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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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단어를 term으로하는두가지방법

우선은언어의단어를 term으로해서다루는경우에대해살펴보자. 이때문제

가되는것은어떻게해서검색하고자하는대상문서에해당단어가있는지를찾

을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어라면 많은 경우에 단어별로 공백(space)으로

구분해서 문장이 쓰이므로 공백으로 구분하면 문서를 단어로 분해할 수 있다. 반

면, 일본어의 경우는 공백이 없고 게다가 단어의 분기점이 있는지 모른다는 문제

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본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❶사전 +

AC법을사용하는경우와❷형태소분석을사용하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❶사전과 AC법을이용하는방법

이 경우에는 사전이 곧 검색 시스템의 단어공간이 된다. 즉, 사전에 들어 있는

단어만검색할수있다. 이사전으로는무엇을사용할지에따라달라지는데, 예를

들면하테나키워드는 27만정도의단어가있는데이것으로 27만단어로검색가

능한 검색엔진이 된다. 혹은 Wikipedia가 배포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Wikipedia의 표제어만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Wikipedia는강의하고있는시점인 2009년 8월에 60만정도의어휘가있는데, 예

를들면하테나키워드 + Wikipedia의표제어를합쳐서사용하면 100만, 중복되는

게있으므로조금줄어들겠지만이단어를대상으로한검색엔진을만들수있다.

앞서소개한하테나키워드의‘포함하는블로그’기능은하테나키워드를사전

으로해서하테네다이어리의모든블로그기사에서단어를추출해 Dictionary로

사용한시스템이다.

❷형태소분석을이용하는방법(형태소를단어로간주해서 term으로한다)

Dictionary를만드는또하나의방법은❷형태소분석을이용하는방법이다.

형태소 분석을 이용해본 사람이 있는가? 요즘은 MeCab이 유명하다. MeCab

을사용해본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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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절반이상의인턴학생들이거수)

절반이상. 형태소분석기는꽤역사가있어서오래전엔 Namazu에서사용되

던 KAKASI나 교토대학에서 만들었던 JUMAN, 최근에는 Chasen, MeCab 등

의형태소분석기가있다.

형태소분석기는실제로무슨기능을하는것일까? 여러기능이있지만가장요

구되는 것은‘유형파악과 분리’기능이다. 예를 들면‘すもももももももものう

ち’라는 텍스트를 명사나 부사로 분할해서‘すもも’, ‘もも’등으로 품사를 분해

하는것을‘유형파악과분리’라고한다. 이원리에따라세세하게나눈각단어를

‘형태소’라고 한다. ‘유형파악과 분리’에 의해 텍스트를 형태소로 분할하는 것이

형태소분석기의주된기능중하나다.

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기는 문장을 형태소로 나눠서 그 품사를 추정한다. 품사

를 어떻게 추정하느냐는 구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에

형태소분석용사전을가지고있어서, 위예의경우‘もも’라는단어가나오면대

개의경우‘이건명사’라고사전에서판별한다. 형태소분석기의종류에따라서는

사전에없는단어도예상할수있고기계학습등으로‘이단어는여기부터여기까

지가하나의단어’라고예측한다.

예를 들면‘ホリエモン’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와서 등장한 단어이므로‘ホリ

エ’, ‘モン’으로 나눌지 아니면‘ホリエモン’이라는 하나의 명사인지는 사전으로

•すもももももももものうち

·すもも 명사
·も 조사
·もも 명사
·も 조사
·もも 명사
·の 조사
·うち 명사

강의 26 검색엔진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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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알수없지만, 이것도예측할수있는게있다. 이것은단어의배열을고려해서

‘명사 다음에는 조사가 온다’거나‘조사와 동사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사

일수있다’와같은패턴을기계학습으로학습시켜긴텍스트내에어디가명사이

고어디가동사인지, 어느정도길이의단어가있는지등을판별할수있도록하고

있다고한다.

형태소분석기의사전은직접커스터마이징할수있다. 예를들어하테나키워

드를 사전에 추가하고, 하테나 키워드로 MeCab을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튜닝을

통해하테나키워드를최우선으로꺼내도록조정하면앞에서본‘すもももももも

もものうち’는위와같이분해되어처음‘すもももももも’가명사로, 그다음‘も

も’라는 명사가 된다. 이것은‘すもももももも’라는 이름의 만화가 있어서 이 만

화가하테나키워드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すもももももも 명사(만화)
·もも 명사
·の 조사
·うち 명사

CHAPTER 09•••전문 검색기술 도전 _대규모데이터처리의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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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분석

•품사를 추정한다.
•사전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없는 단어도 예측가능(한 것도 있다)
•단어 배열을 고려한다.
•단어 배열을 기계학습(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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