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해 동안 크거나 작은 문제 전반에 
걸쳐 관계형(relational) 모델이 사실상의 선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스키마가 없거나 대안적인 
데이터 구조를 갖는, 복제가 쉽고, 높은 가용성을 가지며, 수평적인 확장이 용이하고, 새로운 
쿼리  방법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느라  사람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런 가능한 선택들을 통틀어 NoSQL(Not only 

SQL)1이라고 하며, 이 책의 대부분에서 그것을 다룬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양한 범주의 데이터베이스 7가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각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다양한 기능성과 장단점 및 각자의 용도에 맞게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1 질문으로 시작하자

“어떤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들의 어떤 조합이 우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가?” 

1 역자 주  NoSQL은 No, SQL의 의미가 아니다. Not only SQL, 즉 SQL 기반의 RDBMS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비용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등)로 RDBMS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에 잘 맞는 데이터베

이스(넓은 의미의 데이터 스토어) 시스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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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와 자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7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모두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의 CRUD(Create(생성), Read(조회), Update(갱신), 
Delete(삭제))를 사례를 통해 배우고 스키마를 익히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관계형(relational), 키-값(key-value), 컬럼형(column-oriented), 문서형(document-

oriented), 그래프(graph) 등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많이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런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각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와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배울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부류의 데이터베이스 7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개의 관계형 
DB(PostgreSQL), 2개의 키-값 DB(Riak, Redis), 1개의 컬럼형 DB(HBase), 2개의 문서형 
DB(MongoDB, CouchDB), 1개의 그래프형 DB(Neo4J)이다.

• 출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데이터베이스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설계된다.  R DBM S 
데이터베이스들은 유연한 스키마보다는 쿼리의 유연성이 더 중요한 세계에서 출현하였다. 
이와 달리, 컬럼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데이터 간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린 반면, 여러 
머신에 걸치는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에 잘 맞도록 만들어졌다. 이 책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예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이 책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양한 연결 
옵션을 지원한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대화식 명령행 인터페이스(명령을 입력하면 바로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준다)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그 방법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책에서는 대부분 루비(Ruby)나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를 사용했지만, 이따금 PL/pgSQL(PostgreSQL DB)이나 Gremlin(Neo4J 

DB)과 같은 다른 언어를 쓰기도 한다. 또한 REST(CouchDB와 Riak DB)나 Thrift(HBase 

DB) 같은 저수준의 프로토콜도 거론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Node.js(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의 자바스크립트 구현에 의해 결합되는 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보여줄 것이다.

세븐.indb   2 13. 3. 12.   오후 10:46



1.2  데이터베이스 유형 3

•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는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데이터를 쓰고 그것을 다시 읽는 것을 
지원한다. 그 외의 일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은 임의의 
필드에 대한 쿼리를 허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스를 제공한다. 
스키마의 유연성은 어떨까? 데이터베이스가 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 엄격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유로이 재조정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능력과 제약을 잘 
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것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기능하며, 소요 비용은 얼마인가?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파티션으로 분할 처리하는 샤딩(sharding)을 
지원하는가? 복제 기능은? 일관된 해싱(hashing)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하는가, 
아니면 유사 데이터를 모아서 함께 유지하는가? 읽기와 쓰기 및 그 외 오퍼레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최적화를 제어할 수 있는가? 

•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확장성(scalability)은 성능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확장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확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책은 그런 상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이 얼마나 수월한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수평적 확장이 좋게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들로는 Mongo 
DB, CouchDB, HBase, Riak이 있고, 종전처럼 수직적 확장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들에는 
PostgreSQL, Neo4J, Redis가 있다.

이 책의 목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의 기능을 샅샅이 훑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 데이터베이스당 한 권의 책은 족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으면 각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이해함은 물론, 그것들 간의 차이점도 잘 알게 될 것이다.

1.2 데이터베이스 유형

음악처럼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노래는 다른 노래와 같은 
악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거기에 더 적합한 노래가 있다. 예를 들어, 오픈카에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바흐의 나단조 미사곡을 요란하게 틀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데이터베이스들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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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5가지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각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직면할 데이터 관련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우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의 문제 영역과 사용 패턴 및 가용 자원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한지 예측하는 
기법을 배울 것이다.

관계형

일반적으로 관계형(Relational)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델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은 집합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며, 행(row)과 열(column)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로 구현된다. RDBMS를 
사용하는 표준 방법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다. 
데이터 값은 숫자, 문자열, 날짜, BLOB, 또는 그 외의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서 타입에 맞춰 데이터를 처리한다. RDBMS에서 중요한 것은, 테이블들이 
조인되어 새롭고 더 복잡한 테이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집합) 이론의 
수학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상용이 아닌 오픈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MySQL, 
H2, HSQLDB, SQLite 및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2장의 
PostgreSQL이다.

PostgreSQL

PostgreSQL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는 SQL 표준을 
준수하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SQL의 일부 특성과 PostgreSQL만의 장점도 
살펴볼 것이다. 그 내용들은 SQL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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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값 스토어

키-값(Key-Value) 스토어(store)2는 이 책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간단한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KV 스토어는 키와 값을 한 쌍으로 저장하며, 많이 알려진 
프로그래밍 언어의 맵(map) 또는 해시테이블(hashtable)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일부 KV 
구현 시스템에서는 해시나 리스트와 같은 복잡한 값의 데이터 타입을 허용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장된 키들을 순환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것 역시 보너스로 
생각하면 된다. 만일 파일의 경로는 키로, 파일의 내용은 값으로 생각한다면, 파일 시스템을 
키-값 스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V는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자원 등)이 거의 
없어서 이런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에서 놀랄 만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쿼리나 집합 연산이 필요할 때는 그리 도움이 안될 것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버전들이 많이 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memcached(그리고 이것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memcachedb와 membase)와 Voldemort 및 
이 책에서 설명할 Redis와 Riak이 있다.

Riak

키-값 스토어 기능뿐만 아니라, Riak(3장 참조)은 HTTP와 REST 같은 웹 구축 기능도 
완벽하게 갖고 있다. Riak은 Amazon의 Dynamo NoSQL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게 구현한 
것이며,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을 위한 벡터 클럭(vector clock, 여러 개의 복제된 데이터 

중 어느 것이 새로운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같은 진보된 특성을 갖고 있다. 
Riak에 저장되는 값은 평범한 텍스트부터 XML이나 이미지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키들 간의 관계는 링크(link)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 처리된다. 
Riak은 이 책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mapreduce 
(맵리듀스)를 통해서 진보된 쿼리를 지원한다.

Redis

Redis는 발행(publish)/구독(subscribe)이나 블로킹 큐와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 패턴은 
물론이고, 정렬 셋(set)이나 해시(hash)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타입들도 제공한다. 또한 KV 

2 역자 주  NoSQL에서는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데이터 스
토어(stor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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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의 가장 강력한 쿼리 메커니즘 중 하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디스크로 
쓰기(committing) 전에 메모리에 캐싱함으로써 놀랄 만한 성능을 얻는다. 대신에 하드웨어 
장애 시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성은 커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Redis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의 캐싱과 메시지 브로커 역할에 적합하다. 따라서 Redis와 다른 것이 함께 동작하는 
다중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8장에서 Redis를 살펴볼 
것이다. 

컬럼형

컬럼형(columnar 또는 column-oriented) 데이터베이스는 2차원 테이블의 열(컬럼)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행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유지 관리한다. 
이런 차이는 별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설계한 데 따른 영향은 크다. 컬럼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열의 추가는 그 비용이 저렴하며 행(row) 단위로 처리된다. 각 행은 
서로 다른 열들을 가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null 값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없이 테이블을 유지할 수 있다. 구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컬럼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과 키-값 스토어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현재 나와 있는 컬럼형 데이터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키-값 스토어에 비해 경쟁 
제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장 많이 알려진 3가지로 HBase(4장 참조), Cassandra 및 
Hypertable이 있다.

HBase

이 컬럼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구글의 BigTable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 HBase는 대량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위한 Hadoop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었으며, 하드웨어의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HBase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서 관리하면서도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행과 
열로 된 테이블의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 SQL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 HBase는 
버전 관리나 데이터 압축에 대한 지원이 뛰어나서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영역에서 
돋보이는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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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베이스 유형 7

문서형

문서형(Document) 데이터베이스는 이름 그대로 문서를 저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문서는 
어떤 다양한 타입도 될 수 있는 고유한 id 필드와 값들로 된 해시 같은 것이다. 문서는 중첩된 
구조를 포함할 수 있어서 가변적인 도메인을 허용하는 고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데이터가 문서로 표현 가능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여러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싱, 애드혹(ad-

hoc) 쿼리, 복제, 데이터 일관성 등 기타 다른 설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려면 그런 것들의 차이점과 용도에 따른 영향을 
알아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두 개의 주요한 오픈 소스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책 5장에서 다루는 
MongoDB와 6장에서 설명하는 CouchDB가 있다.

MongoDB

MongoDB는 거대하다(humongous)는 말에서 유래된 몽고(mongo)라는 이름 그대로 그 
규모가 크다. MongoDB 서버들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즉, 우리가 
뭔가를 DB에 쓰면(데이터 포함), 다음 번 변경 전까지 그 이후의 어떤 읽기에서도 같은 값을 
받게 된다. 이런 특성은 RDBMS로부터 비롯된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MongoDB는 값의 
증가와 같은 원자적(atomic) 읽기/쓰기 연산을 제공하며, 중첩된 문서 구조의 쿼리도 
제공한다. 그리고 쿼리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간단한 쿼리와 복잡한 mapreduce 
작업 모두를 지원한다. 

CouchDB

CouchDB는 데이터 센터부터 데스크톱 및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배치 
시나리오를 목표로 한다. CouchDB는 Erlang(얼랭)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 거의 손상되지 않으므로, CouchDB는 간혹 연결이 끊기거나 하드웨어 장애에 
직면하더라도  고가용성을  유지한다.  MongoDB처럼  Couc h DB의  쿼리  언어도 
자바스크립트이다. CouchDB의 뷰(View)는 mapreduce 함수들을 포함하며, 다른 데이터와 
같이 각 노드(분산된 서버)에 걸쳐 문서로 저장되고 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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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형

가장 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유형 중 하나인 그래프형(Graph) 데이터베이스는 상호 
연관된 데이터의 처리에 뛰어나다.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는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노드와 노드 관계는 모두 키와 값이 한 쌍으로 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노드 관계를 따라서 각 노드를 순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다. 이 책의 7장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Neo4J를 설명한다. 

Neo4J

상호 순환 참조되거나 복잡하게 연결된 데이터를 따라 처리하는 연산은 다른 데이터 
베이스들이 잘 못하는 것 중 하나이다. 바로 이런 경우 Neo4J의 진가가 발휘된다.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노드와 노드 관계를 빠르게 순회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는 유연성이 좋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폴리글롯

실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러한 시도를 폴리글롯 

퍼시스턴스(polyglot persistence)라 하며, 9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1.3 진보와 증가

우리는 데이터 저장 방식(전략)이 다양하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전략(관계형 또는 다른 방식)의 
일방적인 우세는 아닐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대신에 특정 문제 영역에 적합하도록 
더욱 더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가(DBA)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있듯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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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보와 증가 9

프로그래밍 언어나 라이브러리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훌륭한 목수라면 자신들의 공구 벨트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문 개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언제든 선택 가능한 것들에 익숙해야 
한다.

이 책을 실무 속성 강좌로 생각하자. 이 책에서 여러분은 해머를 두드리고,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네일 건으로 못을 박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새집보다 훨씬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을 한껏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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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은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해머이다. 많이들 알고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하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도구를 모른다면 전문 
개발자가 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PostgreSQL은 집합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데이터 행(row)과 엄격한 타입의 열(column)로 구성된 이차원 테이블로 구현되어 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보급된 이유는, 방대한 툴킷(트리거, 저장 프로시저, 진보된 

인덱스)이나 ACID3 준수에 따른 데이터 안전성 및 마인드 쉐어(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관계형 

형태로 말하고 생각함)는 물론이고 그것의 쿼리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데이터 스토어와 
달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처리 절차와 방법)을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관계 스키마 
(schema)가 잘 정규화되어(normalized) 있다면 쿼리의 유연성이 좋아진다. PostgreSQL은 
가장 뛰어난 오픈 소스 RDBMS이다.

3 역자 주  ACID는 Atomic(원자성), Consistent(일관성), Isolated(독립성), Durable(지속성)의 네 가지를 말하며, 
트랜잭션 단위의 데이터 변경에 따른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약이다.

C H A P T E R

PostgreSQ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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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ost–greS–Q–L 개요

PostgreSQL은 가장 오래되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리고 자연어 
분석 플러그인, 다차원 인덱싱, 지리적 쿼리, 커스텀 데이터 타입 및 그외의 더 많은 특성과 
기능들을 갖고 있다. 또한 정교한 트랜잭션 처리와 여러 언어를 위한 저장 프로시저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된다. PostgreSQL은 유니코드를 지원하고, 시퀀스와 테이블 
상속 및 서브 쿼리 기능을 갖고 있으며, ANSI SQL을 가장 잘 준수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또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좋으며 테라바이트(terabyte)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실무 프로젝트(예를 들어 Skype, 프랑스의 

CNAF(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미국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실행 능력이 입증되었다.

PostgreSQL은 운영체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4. 기본적인 설치가 끝난 
후에는 다음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PostgreSQL의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tablefunc, dict_xsyn, fuzzystrmatch, pg_trgm, cube다. 설치 방법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5

PostgreSQL의 설치가 끝났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해서 book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하자.

$ createdb book

4 http:/www.postgresql.org/download/
5 http:/www.postgresql.org/docs/9.0/static/contrib.html

이름의 유래

PostgreSQL은 1995년 이후로 현재까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지만, 나온 지는 훨씬 오래 

되었다. 1970년대 초에 버클리(Berkeley)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그 당시 이름은 Interactive Graphics and 

Retrieval System(또는 줄여서 “Ingres”)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post-Ingres(줄여서 Postgres)라는 

이름으로 더 발전된 버전이 나오게 되었다. 버클리 프로젝트는 1993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후로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Postgres95가 되었으며, 1996년에 새로운 SQL 지원을 

의미하는 PostgreSQL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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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첫째 날: 릴레이션, CRUD, 조인 13

book 스키마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명령을 실행 
시켜서 위에서 추가로 설치한 패키지들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psql book -c "SELECT '1'::cube;"

만일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앞에서 알려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찾아보길 바란다.

2.2 첫째 날: 릴레이션, CRUD, 조인

여기서는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과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 접해봤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다면 더욱 좋다. 
우선 우리의 스키마를 생성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쿼리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하게 해주는 
테이블 조인을 알아볼 것이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처럼, PostgreSQL도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실행 중인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명령행 쉘을 갖는 백엔드 서버를 제공한다. 서버는 5432번 포트를 통해서 
통신하며, 우리는 psql 쉘을 사용해서 서버와 연결할 수 있다.

$ psql book

PostgreSQL의 명령행 쉘에서 관리자로 실행할 때는 해시 마크(#)를,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달러 기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프롬프트로 보여준다. 쉘에서는 또한 명령어 등을 
설명하는 잘 작성된 도움말 문서를 가지고 있다. \h를 입력하면 SQL 명령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를 입력하면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psql 특유의 명령어들을 보여준다. 각 SQL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세한 용법을 볼 수 있다.

book=# \h CREATE INDEX
Command: CREATE INDEX
Description: define a new index
Syntax:
CREATE [ UNIQUE ] INDEX [ CONCURRENTLY ] [ name ] ON table [ USING method ]
    ( { column | ( expression ) } [ opclass ] [ ASC | DESC ] [ NULLS { FIR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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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 ( storage_parameter = value [, ... ] ) ]
    [ TABLESPACE tablespace ]
    [ WHERE predicate ]

PostgreSQL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도움말을 보는 것에 친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SELECT나 CREATE TABLE 같은 몇몇 명령어들은 먼저 살펴볼(또는 복습) 필요가 있다.

SQL 시작하기

PostgreSQL에서는 SQL 협약에 따라 릴레이션(Relation)을 테이블(TABLE)로, 속성을 
열(COLUMN)로, 튜플을 행(ROW)으로 부른다. 간혹 수학적인 용어인 릴레이션, 속성, 튜플을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SQL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더 
자세한 개념은 아래에 나오는 수학적 릴레이션(Mathematical Relations)을 참조하자.

테이블 사용하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은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데이터 스토어이다. 즉, 
스키마를 먼저 설계 및 생성한 다음, 그 스키마의 정의를 따르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테이블 생성 시에는 테이블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갖는 열 목록 및 생략 가능한 제약조건 
(constraint) 정보를 정의한다. 또한 각 테이블에는 특정 행을 찾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본 키(PRIMARY KEY)라 한다. countries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은 다음과 같다.

CREATE TABLE countries (
  country_code char(2) PRIMARY KEY, 
  country_name text UNIQUE
);

수학적 릴레이션(Mathematical Relati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릴레이션(테이블)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튜플(tuple, 행)들의 집합이며, 튜플의 속성(attribute, 열)들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분해될 수 없는 원자 값과 연관된다(예를 들어, {name: 'Genghis Khan', p.died_at_

age: 65}). 속성들은 도메인 또는 제약 타입에 연관되는 헤더 튜플에 의해 정의된다(예를 들어, {nam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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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age: int}). 이것이 관계형 구조의 골자이다.

어찌 보면 너무 수학적인 것 같지만, 실제 구현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름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수학을 기반으로 ‘관계적’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키(foreign key)를 통해서 테이블 상호 간에 ‘연관’된다.

수학적인 것이 많이 감춰져 있지만, 관계형 모델의 능력은 분명히 수학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강력한 쿼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는 사전 정의된 패턴을 기반으로 그 쿼리를 

최적화한다. RDBMS는 집합 이론의 한 갈래인 관계 대수(relational algebr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관계 대수는 셀렉션(WHERE ...), 프로젝션(SELECT ...), 커티션 곱(JOIN ...) 등과 같은 집합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에서는 관계 대수와 SQL Select 명령의 관계를 보여준다.

릴레이션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테이블(데이터베이스 관련 클래스들에서 끝없이 반복 처리되는 배열의 

배열)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예를 들어, 모든 행을 반복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처럼). 그러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는 그보다 훨씬 더 서술적이라서 사용이 용이하며, 관계 

대수로 변환될 수 있는 튜플 관계 해석(tuple relational calculus)이라는 수학의 한 갈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PostgreSQL 및 다른 RDBMS들은 그런 변환을 수행하여 관계 대수로 단순화함으로써 쿼리를 

최적화한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는 관계 해석과 SQL Select 명령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위의 

다이어그램과 아래는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속성인 name을 갖는 변수 t

투플 x가 있을 때

변수 t의 결과 값

속성인 name과 

died_at_age를 갖는
People 릴레이션에 

있는 튜플 x
그리고 died_at_age가 

null이면

그리고 튜플의 name 

속성 값들이 같으면

name만을 반환한다

died_at_age의 값이 

null인 것을 셀렉션한다

People을 x로  

이름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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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이블에는 2바이트의 문자 코드로 식별되고, 국가명이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행(데이터)들이 저장될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개의 열 모두 제약조건을 갖고 있다. 기본 키 
(PRIMARY KEY) 제약조건에서는 country_code 열에 중복된 국가 코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us나 하나의 gb만 있을 수 있다. country_name 열의 경우는 기본 키는 
아니지만, 기본 키와 유사한 UNIQUE 제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countries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행들을 추가할 수 있다.

INSERT INTO countries (country_code, country_name)
VALUES ('us','United States'), ('mx','Mexico'), ('au','Australia'), 
       ('gb','United Kingdom'), ('de','Germany'), ('ll','Loompaland');

그러면 unique 제약조건을 시험해보자. 아래와 같이 중복된 국가명을 country_name 열에 
넣으려고 하면 제약조건에 위배될 것이므로 행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Postgre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법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제약조건이다.

INSERT INTO countries
VALUES ('uk','United Kingdom');

ERROR: duplicate key value violates unique constraint "countries_country_name_key" 
DETAIL: Key (country_name)=(United Kingdom) already exists.

다음과 같이 SELECT...FROM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올바른 행들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SELECT *
FROM countries;

 country_code | country_name
------------- + -------------
 us | United States
 mx | Mexico
 au | Australia
 gb | United Kingdom
 de | Germany
 ll | Loompaland
 (6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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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좋은 지도를 봐도 Loompaland라는 국가는 없다. 국가명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테이블에서 그 행을 삭제할 것이다. 어떤 행을 삭제할 것인지는 WHERE 
절(clause)에 지정한다. 다음의 SQL 명령에서는 country_code 열의 값이 ll인 행이 삭제될 
것이다.

DELETE FROM countries 
WHERE country_code = 'll';

실제 존재하는 국가들의 데이터만 countries 테이블에 남았으므로, 이제는 cities 테이블을 
생성해보자. 이 경우 추가되는 country_code 값이 countries 테이블에도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REFERENCES 키워드를 넣어야 한다. 이때 country_code 열은 다른 테이블(countries)의 
키를 참조하므로, 그것을 외부 키(foreign key) 제약조건이라 한다.

CREATE TABLE cities (
  name text NOT NULL,
  postal_code varchar(9) CHECK (postal_code <> ''),
  country_code char(2) REFERENCES countries,
  PRIMARY KEY (country_code, postal_code)
);

여기서는 도시명(name)에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우편번호(postal _

code)에는 값이 없는 빈 문자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하는 제약조건이 지정되었다(<>는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 키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이므로 중복 값이 
생기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합 키(country_code + postal_code)를 기본 키로 
지정하였다. 이 경우 두 열의 값이 합해져서 고유한 값을 갖는 기본 키가 된다.

PostgreSQL은 또한 풍부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다. 방금 cities 테이블에서 보았듯이, 

CRUD에 관하여

CRUD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연산인 생성(Create), 조회(Read), 갱신(Update), 삭제(Delete)를 

나타내는 유용한 약어이다. 이러한 연산들은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생성), 기존 레코드 변경(갱신), 더 

이상 필요 없는 레코드 제거(삭제)와 부합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외의 모든 다른 연산은 

조회(Read) 연산이다. 즉, CRUD를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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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에도 세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이 있다. 예를 들어, text(어떤 크기도 가능한 문자열), 
varchar(9)(아홉 개의 문자까지 가능한 가변 문자열), char(2)(정확히 두 개의 문자로 된 문자열) 
등이다. 스키마가 생성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Toronto, CA 데이터를 추가해보자.

INSERT INTO cities
VALUES ('Toronto','M4C1B5','ca');

ERROR: insert or update on table "cities" violates foreign key constraint 
   "cities_count ry_code_f key"
DETAIL: Key (country_code)=(ca) is not present in table "countries".

Toronto, CA 데이터 추가 시 나온 에러는 좋은 것이다! country_code 열에서 countries 
테이블을 참조(REFERENCES)하므로, country_code의 값은 반드시 countries 테이블에 
존재해야 한다. 이것을 참조 무결성(referential integrity)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림 1에 있듯이, 
REFERENCES 키워드는 외부 키 열(들)의 값을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값으로 제한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데이터가 항상 올바른 것이 되게 해준다. 여기서는 cities.country_code의 
값으로 NULL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NULL은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country_code의 값으로 NULL을 허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cities 테이블의 country_
code 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된다. 

country_code char(2) REFERENCES countries NOT NULL.

그림 1 REFERENCES 키워드는 외부 키 열의 값을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값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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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해보자. 이번에는 미국의 도시이다.

INSERT INTO cities
VALUES ('Portland','87200','us');

INSERT 0 1

당연히 잘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Portland의 올바른 우편번호(postal_code)는 97205인데 
실수로 잘못된 우편번호를 넣었다. 이때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된다.

UPDATE cities
SET postal _code = '97205'
WHERE name = 'Portland';

테이블의 조인과 조회

이 책에서 설명하는 다른 모든 데이터베이스들도 CRUD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나 
Postgre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테이블을 조인(join)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차별화된다. 본질적으로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반환하는 연산이다. 기존 단어들의 스크래블(글자 만들기) 
조각들을 섞어 맞추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조인의 기본적인 형태는 내부 조인(inner join)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일치시킬 두 개의 열(각 테이블당 하나)을 ON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정한다.

SELECT cities.*, country_name
FROM cities INNER JOIN countries
  ON cities.country_code = countries.country_code;

 country_code |   name   | postal_code | country_name
--------------+----------+-------------+---------------
 us           | Portland | 97205       | United States

이 조인에서는 cities 테이블의 모든 열들의 값과 countries 테이블의 country_name 값 
(cities 테이블의 country_code 값과 countries 테이블의 country_code 값이 일치하는 행의 값)을 
갖는 하나의 테이블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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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기본 키를 갖는 cities와 같은 테이블도 조인할 수 있다. 이런 조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소(venue: 콘서트, 스포츠, 회담 등의 장소) 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해보자.

장소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우편번호)에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 키는 cities 테이블의 기본 
키 열 모두를 참조하는 두 개의 열이 되어야 한다(MATCH FULL은 두 열의 값이 모두 있거나, 모두 

NULL이 되도록 해주는 제약조건이다). 

CREATE TABLE venues (
  venue_id SERIAL PRIMARY KEY,
  name varchar(255),
  street_address text,
  type char(7) CHECK ( type in ('public','private') ) DEFAULT 'public',   
  postal_code varchar(9),
  country_code char(2),
  FOREIGN KEY (country_code, postal_code)
    REFERENCES cities (country_code, postal_code) MATCH FULL
);

여기서 venue_id 열은 기본 키이면서 그 값은 자동 증가하는 정수(1,2,3,4,...)가 된다. 이는 
SERIAL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MySQL RDBMS에서는 AUTO_INCREMENT 키워드를 

사용한다). 다음 예를 보자.

INSERT INTO venues (name, postal_code, country_code) 
VALUES ('Crystal Ballroom', '97205', 'us');

이처럼 venue_id 열의 값을 주지 않아도 행을 추가할 때 자동으로 1이 증가된 값으로 
채워진다.

다시 복합 키 조인을 알아보자. venues 테이블을 cities 테이블과 조인하려면 외부 키의 두 
열이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명령을 입력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실제 테이블 이름 대신 테이블 
별칭(alias)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AS 키워드는 생략 가능하다(예를 들어, venues v 또는 

venues AS v).

SELECT v.venue_id, v.name, c.name
FROM venues v INNER JOIN cities c
  ON v.postal_code=c.postal_code AND v.country_code=c.country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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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ue_id |        name      | name
----------+------------------+--------
        1 | Crystal Ballroom | Portland

INSERT 명령의 끝에 RETURNING 키워드를 주면 지금 추가된 열들의 값을 PostgreSQL에서 
알려준다.

INSERT INTO venues (name, postal_code, country_code)
VALUES ('Voodoo Donuts', '97205', 'us') RETURNING venue_id;

 id
- - - -
 2

이렇게 하면 자동 생성되는 venue_id 값을 별도의 쿼리 없이 알 수 있다.

외부 조인

내부 조인과 더불어 PostgreSQL은 외부 조인(Outer Join)도 할 수 있다. 외부 조인도 내부 
조인처럼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는 방법이지만, 일치하는 열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있든 
없든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결과가 항상 반환되어야 할 때 사용된다.

사용 예를 보는 것이 제일 알기 쉽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새로운 테이블인 events를 
생성할 것이다. 이 테이블은 다음의 열들을 갖는다(생성은 각자 해보기 바란다). SERIAL 정수 
타입의 event_id, varchar 타입의 title, timestamp 타입의 starts와 ends, venue_
id(venues의 venue_id를 참조하는 외부 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모든 테이블의 스키마를 
정의한 다이어그램은 다음의 그림 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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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vents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는 다음 값을 갖는 데이터를 추가하자(timestamp 타입의 열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2012-02-15 17:30과 같은 문자열로 값을 지정하면 된다). 공휴일 2개와 1개의 
클럽 이벤트이다.

     title      |        starts       |         ends        | venue_id | event_id
----------------+---------------------+---------------------+----------+---------
LARP Club       | 2012-02-15 17:30:00 | 2012-02-15 19:30:00 |        2 |        1
April Fools Day | 2012-04-01 00:00:00 | 2012-04-01 23:59:00 |          |        2
Christmas Day   | 2012-12-25 00:00:00 | 2012-12-25 23:59:00 |          |        3

우선 내부 조인을 사용해서 이벤트 제목(events 테이블의 title)과 개최된 장소(venues 

테이블의 name)를 반환하는 쿼리를 해보자(내부 조인 시에 INNER 키워드는 생략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SELECT e.title, v.name
FROM events e JOIN venues v 
  ON e.venue_id = v.venue_id;

  title   |      name
----------+----------------
LARP Club | Voodoo Do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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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인에서는 두 테이블의 조인 열 값이 일치하는 행들만 반환한다. 바로 앞의 events 
테이블에는 venue_id가 NULL 값(이벤트 개최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인 데이터가 두 개 있다. 
venues.venue_id에는 NULL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두 데이터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 조인의 결과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모든 이벤트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외부 조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기준 테이블을 
왼쪽에 두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왼쪽 외부 조인(LEFT OUTER JOIN, 줄여서 LEFT JOIN)을 
하면 된다.

SELECT e.title, v.name
FROM events e LEFT JOIN venues v 
ON e.venue_id = v.venue_id;

      title     |      name
----------------+----------------
LARP Club       | Voodoo Donuts
April Fools Day | 
Christmas Day   |

만일 이와 반대로 모든 개최 장소가 나와야 한다면, 기준 테이블인 venues가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쪽 외부 조인(RIGHT OUTER JOIN, 줄여서 RIGHT JOIN)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완전 외부 조인(FULL OUTER JOIN, 줄여서 FULL JOIN)이 있다. 이것은 왼쪽 외부 조인과 오른쪽 
외부 조인의 결과에 대해 합집합(union)을 만드는 것이다. 즉, 조인 열의 일치 여부와 관계 
없이 양쪽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된다.

인덱스를 사용한 빠른 검색

PostgreSQL(과 다른 RDBMS)의 성능은 데이터 블록의 효율적인 관리, 디스크 읽기 횟수 
줄이기, 쿼리의 최적화, 그 외 다른 기법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그런 기법들은 결과를 빨리 
가져오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 만일 events 테이블에서 Christmas Day라는 title 열의 값을 
쿼리한다면, 아래와 같이 모든 행을 차례대로 읽어서 그것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이것을 테이블 스캔(scan)이라 한다). 일치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인덱스(index)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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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es "Christmas Day"? No.   LARP Club       |     2 |     1

matches "Christmas Day"? No.   April Fools Day |       |     2

matches "Christmas Day"? Yes!  Christmas Day   |       |     3

인덱스는 쿼리를 수행할 때 테이블 전체 스캔을 피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데이터 구조이다. 
예를 들어, CREATE TABLE 명령을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CREATE TABLE / PRIMARY KEY will create implicit index "events_pkey" \ 
for table "events"

PostgreSQL은 다음과 같이 기본 키의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인덱스의 키는 기본 키 
열의 값이 되고, 인덱스의 값은 디스크의 데이터(행)를 가리킨다. UNIQUE 키워드를 사용해도 
테이블 열의 인덱스가 생성될 수 있다.

SELECT * FROM events WHERE event_id =         2;

   "events.id" hash Index      "events" Table

                    1     LARP Club       |     2 |     1

                    2     April Fools Day |       |     2

                    3     Christmas Day   |       |     3

CREATE INDEX 명령을 사용하면 해시(hash)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인덱스의 
키가 되는 열의 값은 중복된 것이 없어야 한다(hashtable이나 map처럼).

CREATE INDEX events_title
  ON events USING hash (title);

‘크거나 작거나 같은 것’을 찾는 경우는 B-tree와 같은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간단한 
해시보다 유연성이 좋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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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쿼리에서 B-tree 인덱스는 지정된 범위의 데이터 일치 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201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이벤트를 찾는 쿼리를 생각해보자.

SELECT *
FROM events
WHERE starts >= '2012-04-01';

이런 경우 트리(tree) 구조가 딱 좋은 데이터 구조이다. B-tree를 사용해서 starts 열의 
인덱스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CREATE INDEX events_starts
  ON events USING btree (starts);

이후로 어떤 날짜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벤트 데이터를 쿼리하면, 테이블 스캔을 하지 않고 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테이블의 수많은 행들을 스캔할 때와는 성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di 명령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인덱스 목록을 알 수 있다.

인덱스 스캔

인덱스

테이블

테이블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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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i

FOREIGN KEY 제약조건을 지정하면, PostgreSQL에서 참조 목표가 되는 열(들)의 인덱스를 
자동 생성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설사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제약조건들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외부 키를 통한 테이블 조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조인 열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첫째 날 요약 복습하기

첫째 날이지만 진도가 많이 나갔고 여러 가지 용어들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열(column) 특정 타입의 도메인 값으로, 속성(attribute)이라고도 한다.

행(row) 열 값들이 모여서 구성된 개체(데이터)로서, 튜플(tuple)이라고도 한다.

테이블(table) 같은 열들을 갖는 행들의 집합으로서, 릴레이션(relation)이라고도 한다.

기본 키(primary key) 특정 행을 나타내는 고유한 값

CRUD 생성(create), 조회(read), 갱신(update), Delete(삭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공통 언어다.

조인/내부 조인 

(inner join)

조인 열(조인 조건에 지정한 두 테이블의 비교 열)의 값이 일치하는 두 테이블의 행과 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 단, 일치하지 않는 행들은 제외된다.

왼쪽 외부 조인 

(left outer join)

조인 열의 값이 일치하는 두 테이블의 행과 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왼쪽 테이블의 모든 행은 항상 포함된다. 단, 이때 오른쪽 테이블에서 결합되는 

열들의 값은 NULL이 된다.

인덱스(index) 특정 열들의 값 선택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구조로서, 빠른 데이터 검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B-tree 인덱스 구현에 최적이며, 인덱스 값들이 트리 데이터 구조로 저장되고, 유연성이 매우 좋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40여년 동안 사실상의 표준 데이터 관리 전략이 되어 왔으며,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발전 과정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SQL 
쿼리를 통해 관계형 모델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다. 둘째 날부터는 그런 근간이 되는 
개념들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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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과제

알아보기

1. 인터넷에서 PostgreSQL FAQ와 문서들을 찾아 즐겨찾기로 등록한다.

2. 명령행에서 \?와 \h를 입력하여 출력되는 내용을 숙지한다.

3. 외부 키에 관한 내용 중 MATCH FULL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서에서 찾아 파악한다.

실습하기

1. 그림 2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생성한다.

2. 1에서 생성한 모든 테이블을 조인하되, LARP Club 이벤트(event)가 개최되는 국가를 찾는 
Select 쿼리를 작성한다.

3. venues 테이블에 active라는 이름의 boolean 타입 열을 추가하고, 디폴트 값을 TRUE로 
갖도록 한다.

2.3 둘째 날: 고급 쿼리와 실행 코드 및 룰

첫째 날에서는 스키마 정의, 데이터 추가, 행의 갱신과 삭제, 기본적인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PostgreSQL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볼 것이다. 유사한 값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뷰(view)와 룰(rule)을 사용해서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PostgreSQL의 패키지 중 하나를 사용해보고 둘째 날을 마무리할 것이다.

집계 함수

집계 쿼리에서는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여러 행들을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는 테이블에 
있는 행들의 개수, 또는 숫자 타입 열들의 평균 값과 같이 간단한 것이 될 수 있다. 집계 
함수(Aggregate Function)들은 강력한 SQL 도구들이면서 매우 흥미롭다.

그러면 몇 가지 집계 함수를 알아보자. 그러려면 우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countries 테이블에는 국가를, cities 테이블에는 도시를, 그리고 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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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는 이벤트가 개최되는 장소를 각자 나름대로 추가하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events 테이블에 몇 개의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한다.

잠깐, 간단한 SQL 팁 하나가 있다.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 venue_id 열의 값을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만일 Moby 이벤트가 Crystal Ballroom에서 개최된다면, 
venue_id 열의 값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INSERT INTO events (title, starts, ends, venue_id)
  VALUES ('Moby', '2012-02-06 21:00', '2012-02-06 23:00', ( 
    SELECT venue_id
    FROM venues
    WHERE name = 'Crystal Ballroom'
  )
);

그러면 events 테이블에 다음의 데이터를 추가하자(INSERT 명령에서 열의 값을 줄 때 Valen-

tine’s Day와 같이 중간에 아포스트로피 부호(’)가 있을 때는 Valentine’’s Day처럼 하나를 더 

추가해주어야 한다).

      title     |        starts       |         ends        |     venue
----------------+---------------------+---------------------+--------------
Wedding         | 2012-02-26 21:00:00 | 2012-02-26 23:00:00 | Voodoo Donuts
Dinner with Mom | 2012-02-26 18:00:00 | 2012-02-26 20:30:00 | My Place
Valentine’s Day | 2012-02-14 00:00:00 | 2012-02-14 23:59:00 |

자, 그러면 추가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몇 가지 집계 쿼리를 해보자. 가장 간단한 집계 함수는 
count()로서 이름 그대로 매우 알기 쉽다. 예를 들어, title 열의 값이 Day인 행의 개수를 
조회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LIKE의 %는 와일드카드 문자이다). 쿼리 결과는 3이 될 
것이다.

SELECT count(title)
FROM events
WHERE title LIKE '%Day%';

Crystal Ballroom에서 개최되는 모든 이벤트의 가장 빠른 시작 시간과 가장 늦은 종료 
시간을 알아보려면 min()(가장 작은 값 반환)과 max()(가장 큰 값 반환) 집계 함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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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min(starts), max(ends) 
FROM events INNER JOIN venues
  ON events.venue_id = venues.venue_id
WHERE venues.name = 'Crystal Ballroom';

         min         |         max
---------------------+---------------------
 2012-02-06 21:00:00 | 2012-02-06 23:00:00

집계 함수들은 유용하지만 그 나름의 한계가 있다. 만일 개최되는 모든 이벤트의 개수를 각 
장소별로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각 venue_id마다 쿼리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SELECT count(*) FROM events WHERE venue_id = 1;
SELECT count(*) FROM events WHERE venue_id = 2;
SELECT count(*) FROM events WHERE venue_id = 3;
SELECT count(*) FROM events WHERE venue_id IS NULL;

이벤트 개최 장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식의 쿼리는 지루하고 사용하기도 힘들 것이다. 바로 
이럴 때 GROUP BY 절을 사용한다.

그룹으로 분류하기

GROUP BY를 사용하면 바로 위의 쿼리들을 단 한 번의 쿼리로 할 수 있다. 즉, 그룹별로 행들을 
분류하고 각 그룹에 대해 집계 함수(count() 등)를 실행하도록 PostgreSQL에게 알려준다.

SELECT venue_id, count(*) 
FROM events
GROUP BY venue_id;

 venue_id | count
----------+-------
        1 |     1
        2 |     2
        3 |     1
          |     3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런데 count() 함수에 조건을 주어 원하는 결과 행들만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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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능하다. GROUP BY 조건에는 필터링(조건에 맞는 행을 구함) 키워드인 HAVING을 
사용할 수 있다. HAVING은 WHERE 절과 유사하다. 단, 집계 함수에 의해 집계된 결과 행들에 
대해서 필터링한다는 점이 다르다(이와 달리 WHERE는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필터링한다). 

다음 쿼리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이벤트가 개최된 유명한 장소들을 알려준다.

SELECT venue_id, count(*)
FROM events
GROUP BY venue_id
HAVING count(*) >= 2 AND venue_id IS  NOT NULL;

 venue_id | count
----------+-------
        2 |     2

집계 함수 없이 GROUP BY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열에 대해 SELECT... 
FROM...GROUP BY를 사용하면, 그 열의 모든 고유한 값들을 알 수 있다(중복된 값들은 하나로만 

나온다).

SELECT venue_id  FROM events  GROUP BY venue_id;

이런 식의 그룹 분류는 흔히 사용되므로, SQL에서는 아예 DISTINCT 키워드를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LECT DISTINCT venue_id  FROM events;

두 개의 쿼리 결과는 동일하다.

MySQL의 GROUP BY

GROUP BY에 없는 열을 SELECT 절에 지정한 쿼리를 MySQL RDBMS에서 실행시키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윈도우 함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MySQL에서 반환하는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계된 행의 개수(count)와 더불어 전혀 의미가 

없는 행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반환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처리는 유용하지 않다(그리고 지극히 

위험스럽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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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함수

과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집계 함수에 익숙할 것이다. 
SQL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윈도우 함수(Window Function)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PostgreSQL은 그런 함수를 구현하는 소수의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윈도우 함수들은 GROUP BY 쿼리와 유사하며, 여러 행에 걸쳐 집계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단, 그룹으로 분류되는 열의 값 하나가 하나의 행으로 되지 않고도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title 열을 GROUP BY에 지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쿼리하면 에러가 날 것이다.

SELECT title, venue_id, count(*) 
FROM events
GROUP BY venue_id;

ERROR: column "events.title" must appear in the GROUP BY clause or \ 
       be used in an aggregate function

이 쿼리에서는 venue_id별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그런데 LARP Club과 Wedding 

이벤트의 경우에는 똑같은 venue_id 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PostgreSQL에서는 어떤 
이벤트의 title을 보여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 행을 집계한 
결과와 각 행의 열 값을 하나의 행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GROUP BY 절에서는 그룹 값별로 하나의 레코드만 반환하는 반면, 윈도우 함수에서는 각 행에 
대한 별도의 레코드를 반환할 수 있다. 조금 뒤에 나오는 그림 4를 참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윈도우 함수의 사용에 적합한 예를 하나 보기로 하자.

윈도우 함수는 일치하는 모든 결과를 반환하며, 어떠한 집계 함수의 결과도 같이 결합해서 
반환한다.

SELECT title, count(*) OVER (PARTITION BY venue_id) FROM events;

PARTITION BY는 GROUP BY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SELECT 절의 속성 목록과 
별도로 결과의 그룹을 만드는(그럼으로써 결과를 소수의 행들로 만듦) 것이 아니라, 그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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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을 SELECT 절의 다른 필드로 반환한다. 즉, 분류된 결과 셋(파티션)에 대해 집계 함수의 
결과를 반환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4 윈도우 함수는 그룹별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결과를 내준다.

트랜잭션

트랜잭션(Transaction)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방어벽이다. ‘모 

아니면 도(또는 전부 아니면 제로)’가 트랜잭션의 모토이다. 즉, 트랜잭션은 한 집합(실행 단위)의 
모든 명령들이 함께 실행 또는 취소되도록 보장해준다. 만일 그 중 어떤 명령이라도 실행에 
실패하면, 없었던 일처럼 모든 명령들이 롤백(roll back)된다.

PostgreSQL의 트랜잭션은 ACID 규약을 따르는데, 이것은 원자성(Atomic, 한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이 성공 또는 실패함), 일관성(Consistent, 트랜잭션 단위의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가 항상 일치하는 

상태가 됨), 독립성(Isolated, 트랜잭션들이 상호 간섭하지 않음), 지속성(Durable, 설사 서버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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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후라도 커밋된 트랜잭션은 안전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ACID의 일관성은 CAP의 일관성6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자(이 내용은 부록 B에서 설명한다).

트랜잭션은 BEGIN TRANSACTION 블록으로 둘러싼다. 원자성을 보장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OLLBACK 명령을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트랜잭션을 취소시킬 것이다.

BEGIN TRANSACTION;
  DELETE FROM events; 
ROLLBACK;
SELECT * FROM events;

결과를 보면 events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트랜잭션은 동기화가 필요한 두 개의 테이블 데이터를 변경할 때 유용하다. 전형적인 예가 
은행의 예금 입출금 시스템에서 돈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이다.

BEGIN TRANSACTION;
  UPDATE account SET total=total+5000.0 WHERE account_id=1337; 
  UPDATE account SET total=total-5000.0 WHERE account_id=45887; 
END;

만일 두 개의 UPDATE 사이에서 일이 잘못되면 이 은행은 5000달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6 역자 주  CAP는 2002년 버클리대학의 Eric Brewer 교수가 발표한 분산 컴퓨팅 이론이다. 분산 컴퓨팅 환경은 일관

성(Consistancy), 가용성(Availability), 파티셔닝(Partitioning)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어느 두 가지

만 만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실제로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일관성은 분산

된 노드 중 어느 노드로 접근하더라도 데이터 값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용성은 클러스터링된 노드 중 하나 이
상의 노드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티셔닝은 클러스터링된 노드 간에 
통신하는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트랜잭션 처리

PostgreSQL 쉘(psql)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명령은 자동으로 트랜잭션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만일 

DELETE FROM account WHERE total < 20;과 같은 명령을 실행시켰는데, 삭제하는 도중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면, 테이블 데이터의 일부만 삭제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다시 시작하면 그 명령은 롤백될 것이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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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트랜잭션 블록으로 감싸주면, 설사 은행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첫 번째 
UPDATE는 롤백되므로 데이터는 안전하다.

저장 프로시저

지금까지는 모든 명령을 쉘의 명령행에서 실행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코드로 작성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코드를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측에서 저장된 형태로 실행할 것인지다.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는 비용 대비 고성능의 장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많은 
행(데이터)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코드가 저장된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밀접하게 결속된다. 따라서 저장 
프로시저의 사용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

일단 주의 사항은 제쳐두고, 지금부터는 프로시저(또는 함수)를 생성해보자. 이 프로시저 
에서는 새로운 이벤트 데이터의 추가를 간단하게 해준다. 즉, 이벤트가 개최되는 장소 
(venue_id)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먼저 venues 테이블에 생성한 후 events 테이블에 
새로 추가하는 이벤트에서 참조하게 한다. 또한 이 프로시저의 사용자를 배려하여 새로운 
장소가 추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boolean 값을 반환한다. 여기서는 함수 코드를 
add_event.sql 파일에 저장하였다.

postgres/add_event.sql

CREATE OR REPLACE FUNCTION add_event( title text, starts timestamp, 
  ends timestamp, venue text, postal varchar(9), country char(2) ) 
RETURNS boolean AS $$
DECLARE
  did_insert boolean := false;
  found_count integer;
  the_venue_id integer;
BEGIN
  SELECT venue_id INTO the_venue_id
  FROM venues v
  WHERE v.postal_code=postal AND v.country_code=country AND v.name ILIKE venue 
  LIMIT 1;

  IF the_venue_id IS NULL THEN
    INSERT INTO venues (name, postal_code, country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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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S (venue, postal, country)
    RETURNING venue_id INTO the_venue_id;

    did_insert := true; 
  END IF;

  - - 참고: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처럼 “에러”가 아니다

  RAISE NOTICE 'Venue found %', the_venue_id;

  INSERT INTO events (title, starts, ends, venue_id) 
  VALUES (title, starts, ends, the_venue_id);

  RETURN did_insert; 
END;
$$ LANGUAGE plpgsql;

다음과 같이 명령행 인자로 파일명을 주면 위의 외부 파일 코드를 현재의 스키마로 가져와서 
실행시킬 수 있다.

book=# \i add_event.sql

이 코드가 실행되면 t(true)를 반환할 것이다. Run’s House라는 장소는 이벤트에서 처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시저 코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두 개의 
SQL 명령(select, 그리고 insert) 대신, 다음과 같이 하나의 프로시저만 실행하면 된다.

SELECT add_event('House Party', '2012-05-03 23:00', 
  '2012-05-04 02:00', 'Run''s House', '97205', 'us');

위의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언어를 PL/pgSQL(Procedural Language/Postgre 

SQL)이라 한다. 이 언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에 벗어난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PostgreSQL 문서에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7

PL/pgSQL과 더불어, PostgreSQL에서는 프로시저 작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언어를 
추가로 지원한다. Tcl과 Perl 및 Python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Ruby, Java, PHP, Scheme 
등의 다른 언어를 지원해주는 확장 모듈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음의 쉘 명령을 
실행해보자.

7 http://www.postgresql.org/docs/9.0/static/plpgsq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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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lang book --list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설치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 목록이 나올 것이다. 또한 
createlang 명령은 새로운 언어를 추가할 때도 사용된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문서8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트리거

insert나 update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트리거(Trigger)가 자동으로 저장 프로시저의 
실행을 촉발시킨다. 따라서 데이터의 변경에 대응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events 테이블의 이벤트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역을 기록하는 새로운 
PL/pgSQL 함수를 생성해보자(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이벤트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변경되더라도 나중에 그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우선 이벤트 데이터 변경을 
저장하는 logs 테이블을 생성한다. 여기서 기본 키는 필요하지 않다. 로그(log) 데이터로 그냥 
기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REATE TABLE logs (
  event_id integer,
  old_title varchar(255),
  old_starts timestamp,
  old_ends timestamp,
  logged_at timestamp DEFAULT current_timestamp
);

다음에는 변경되기 전의 이벤트 데이터를 logs 테이블에 추가하는 함수를 만든다. 여기서 
OLD 변수는 곧 변경될 행을 나타낸다(반면에 NEW 변수는 새로운 값으로 변경되는 행을 나타낸다). 
그리고 변경되는 이벤트 데이터의 event_id 값을 함수의 실행이 끝나서 복귀하기 전에 
콘솔로 출력한다. 

8 http:/www.postgresql.org/docs/9.0/static/app-createla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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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log_event.sql

CREATE OR REPLACE FUNCTION log_event() RETURNS trigger AS $$ 
DECLARE
BEGIN
  INSERT INTO logs (event_id, old_title, old_starts, old_ends) 
  VALUES (OLD.event_id, OLD.title, OLD.starts, OLD.ends);
  RAISE NOTICE '누군가가 방금 변경했음 event #%', OLD.event_id;
  RETURN NEW;
END;
$$ LANGUAGE plpgsql;

마지막으로, events 테이블의 행이 변경된 후에 그 내역을 logs 테이블에 추가하는 트리거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CREATE TRIGGER log_events
  AFTER UPDATE ON events
  FOR EACH ROW EXECUTE PROCEDURE log_event();

자, 그러면 트리거가 잘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벤트 데이터를 변경해보자. 여기서는 
House Party 이벤트의 종료 일자를 원래보다 더 빠른 날짜로 변경할 것이다.

UPDATE events
SET ends='2012-05-04 01:00:00' 
WHERE title='House Party';

DB 코드 실행 방법의 선택

이 책에서 이런 주제를 보는 것은 여기가 첫 번째일 것이다. 이는 실행할 DB 코드(SQL 명령 포함)를 

애플리케이션에 두느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느냐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즉,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그 나름의 답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이라면, 10배까지도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스텀 

코드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특유의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일 그 연산에서 많은 

행들을 처리한다면, DB에 저장된 코드인 저장 프로시저가 좋은 선택이 된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에 수많은 행들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비용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애플리케이션과 코드 및 테스트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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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누군가가 방금 변경했음 event #9

그러면 원래의 종료 일자는 logs 테이블에 수록된다. 과연 그런지 다음 쿼리를 해보자.

SELECT event_id, old_title, old_ends, logged_at 
FROM logs;

 event_id |  old_title  |      old_ends       |          logged_at
----------+-------------+---------------------+------------------------- 
        9 | House Party | 2012-05-04 02:00:00 | 2011-02-26 15:50:31.939

트리거는 또한 update 전이나 insert 전후에 생성될 수도 있다.9

뷰

복잡한 쿼리의 결과를 마치 어떤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다. 바로 그것이 VIEW가 있는 이유이다. 저장 프로시저와 달리 뷰는 실행되는 함수가 
아니고 쿼리이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events 테이블에서 모든 축제일은 title 열 값에 “Da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개최 장소는 없다. 따라서 이벤트 중에서 축제일만 조회하는 뷰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다.

postgres/holiday_view_1.sql

CREATE VIEW holidays AS
  SELECT event_id AS holiday_id, title AS name, starts AS date 
  FROM events
  WHERE title LIKE '%Day%' AND venue_id IS NULL;

뷰의 생성은 쿼리를 작성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쿼리의 제일 앞에 CREATE VIEW 뷰이름 AS만 
붙이면 된다. 이제는 holidays 뷰를 테이블처럼 쿼리할 수 있다. 기존 events 테이블의 
부분집합인 셈이다. 과연 그런지 증명하기 위해 2012-02-14일인 Valentine’s Day(발렌타인 

데이)를 events 테이블에 추가하고 holidays 뷰로 쿼리해보자.

9 http://www.postgresql.org/docs/9.0/static/trigg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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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name, to_char(date, 'Month DD, YYYY') AS date 
FROM holidays
WHERE date <= '2012-04-01';

       name     |          date 
----------------+-----------------------
April Fools Day | April    01, 2012
Valentine’s Day | February 14, 2012

뷰는 복잡한 쿼리 데이터를 간단한 방법으로 얻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뷰 내부의 
쿼리는 복잡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테이블로 생각하고 사용하면 된다. 

만일 새로운 열을 뷰에 추가하고 싶다면, 그것의 근간이 되는 테이블에 그 열을 먼저 
추가해야 한다(만일 없다면). 이벤트와 연관되는 색상들을 갖는 배열을 다음과 같이 events 
테이블의 열로 추가해보자. 

ALTER TABLE events
ADD colors text ARRAY;

그리고 축제일은 자신과 연관된 색상을 가져야 하므로, 뷰의 결과가 색상 배열을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뷰의 쿼리를 변경한다.

CREATE OR REPLACE VIEW holidays AS
  SELECT event_id AS holiday_id, title AS name, starts AS date, colors 
  FROM events
  WHERE title LIKE '%Day%' AND venue_id IS NULL;

이제는 색상을 나타내는 문자열 값들을 다음과 같이 해당 축제일 행의 colors 열에 
변경해보자. 그러나 애석하게도 테이블 데이터의 update 시에는 뷰를 사용할 수 없다.

UPDATE holidays SET colors = '{"red","green"}' where name = 'Christmas Day';
ERROR: cannot update a view
HINT: You need an unconditional ON UPDATE DO INSTEAD rule.

에러 메시지의 힌트를 보면 알겠지만, 룰(RULE)을 정의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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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이란?

룰(RULE)은 분석된 쿼리 트리(query tree)를 변경하는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다. Postgre 
SQL은 SQL 명령문을 실행할 때마다 그것을 분석하여 쿼리 트리(일반적으로 추상 구문 

트리(abstract syntax tree)라고 한다)로 만든다.

연산자와 값들은 트리의 가지 노드와 잎 노드가 되며, 트리는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참조되고 
수정된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 쿼리 플래너(planner)로 보내지기 전에 PostgreSQL의 룰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작성된다(최적화된 쿼리로 실행되도록 쿼리 플래너에서도 트리를 재작성한다). 아래의 
그림 5를 참조하자. 더욱 중요한 것은 holidays와 같은 뷰가 룰이라는 것이다.

그림 5 PostgreSQL에서 SQL 명령이 실행되는 절차와 방법

다음과 같이 EXPLAIN 명령을 사용해서 holidays 뷰의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출력된 결과에서 Filter는 WHERE 절을, 그리고 Output은 열의 목록을 의미한다).

psql 클라이언트 결과

SQL

명령(문자열)
postgres 서버

파서(Parser)

사용자 정의

재작성

룰

뷰

플래너 실행
쿼리
트리

쿼리 트리

(새로운)
쿼리
트리

SQL 문자열을

쿼리 트리로 

변환한다

룰을 기준으로 

쿼리 트리를

수정한다

실행에 앞서

쿼리가

최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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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 VERBOSE SELECT *
FROM holidays;

QUERY PLAN
--------------------------------------------------------------------------
Seq Scan on public.events (cost=0.00..1.04 rows=1 width=57)
  Output: events.event_id, events.title, events.starts, events.colors
  Filter: ((events.venue_id IS NULL) AND ((events.title)::text ~~ '%Day%'::text))

다음과 같이 holidays 뷰의 쿼리에 EXPLAIN VERBOSE를 넣어서 실행한 것과 비교해보자.  두 
가지 모두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EXPLAIN VERBOSE
  SELECT event_id AS holiday_id,
    title AS name, starts AS date, colors 
  FROM events
  WHERE title LIKE '%Day%' AND venue_id IS NULL;

QUERY PLAN
--------------------------------------------------------------------------
Seq Scan on public.events (cost=0.00..1.04 rows=1 width=57)
  Output: event_id, title, starts, colors
  Filter: ((events.venue_id IS NULL) AND ((events.title)::text ~~ '%Day%'::text))

따라서 holidays 뷰를 통해 events 테이블의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게 하려면, UPDATE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 PostgreSQL에게 알려주는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이 
우리가 만들 룰에서는 holidays 뷰를 통한 update가 요청될 때 update events를 실행시키는 
대신, NEW와 OLD로부터 값을 가져올 것이다. 기능적으로 NEW는 update 문에서 변경하는 
값들을 갖는 테이블처럼 동작하며, 반면에 OLD는 쿼리된 기존 값들을 갖는다. 

postgres/create_rule.sql

CREATE RULE update_holidays AS ON UPDATE TO holidays DO INSTEAD 
  UPDATE events
  SET title = NEW.name,
      starts = NEW.date,
      colors = NEW. colors
  WHERE title = OLD.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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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이 생성되었으므로 이제는 holidays 뷰를 사용해서 테이블 데이터를 직접 update할 수 
있다.

UPDATE holidays SET colors = '{"red","green"}' 
where name = 'Christmas Day';

마찬가지로, holidays 뷰를 사용해서 테이블 데이터를 직접 insert하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룰을 생성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다.

CREATE RULE insert_holidays AS ON INSERT TO holidays DO INSTEAD 
  INSERT INTO ...

RULE에 대해 더 파악할 겸, 기왕이면 각자 DELETE RULE도 만들어보기 바란다.

crosstab( ) 함수

더 뒤에 나오는 둘째 날 실습 문제에서는 각 월의 이벤트 횟수를 알려주는 이벤트 캘린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처리는 주로 피벗 테이블(pivot table)로 하는데, 다른 출력 
결과(여기서는 월 목록)를 그룹으로 분류 및 집계하여 생성된다. 우리는 crosstab() 함수를 
사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이다.

우선, 각 연도에 대해 월별로 이벤트 횟수를 알려주는 쿼리를 만들어보자. Postgre 
SQL에서는 date나 timestamp 타입의 열에서 부분적인 필드(연도나 월)의 값을 반환하는 
extract() 함수를 제공하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연도와 월별로 그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SELECT extract(year from starts) as year,
  extract(month from starts) as month, count(*)
FROM events
GROUP BY year, month;

crosstab() 함수를 사용하려면, 쿼리에서 다음의 세 가지 열을 반환해야 한다. 각 행을 
분류하는 ID와 카테고리(category) 및 값(value)이다. 여기서는 ID로 year를, 월은 카테고리로, 
각 월의 이벤트 횟수는 값으로 사용할 것이다.

crosstab() 함수는 월(1월부터 12월까지)을 나타내는 값들의 집합을 필요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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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서는 각 월이 하나의 열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월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임시 
목록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자.

CREATE TEMPORARY TABLE month_count(month INT);
INSERT INTO month_count VALUES (1),(2),(3),(4),(5),(6),(7),(8),(9),(10),(11),(12);

이제는 두 개의 쿼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crosstab()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SELECT * FROM crosstab(
  'SELECT extract (year from starts) as year, 
    extract (month from starts) as month, count(*) 
   FROM events
   GROUP BY year, month',
  'SELECT * FROM month _count'
);

ERROR: a column definition list is required for functions returning "record"

앗, 그런데 에러가 발생했다.

에러 메시지가 조금 난해하지만, 이런 얘기이다. 즉, 이 함수에서 레코드(행)들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의 라벨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월을 카테고리로 사용하지만, 각 월은 단지 정수 값일 뿐이다. 따라서 각 
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된다.

SELECT * FROM crosstab(
  'SELECT extract (year from starts) as year,
    extract (month from starts) as month, count(*) 
   FROM events
   GROUP BY year, month,
   ORDER BY year, month',
  'SELECT * FROM month _count'
) AS (
  year int,
  jan int, feb int, mar int, apr int, may int, jun int, 
  jul int, aug int, sep int, oct int, nov int, dec int 
) ORDER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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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각 행의 ID인 연도를 하나의 열로 가지며, 월을 나타내는 12개의 열을 추가로 
갖는다.

year | jan |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
2012 |     |   5 |   1 |   1 |   1 |     |     |     |     |     |     |    1
2013 |     |   1 |     |     |     |     |     |     |     |     |     |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다른 연도의 또 다른 이벤트를 추가하고, crosstab() 함수를 다시 
실행해보자.

둘째 날 요약 복습하기

여기서는 PostgreSQL의 기본 사항을 마무리하였다. PostgreSQL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해주는 서버의 역할만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엔진으로서,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재구성하고, 배열과 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저장하고, 프로그램 로직을 
실행할 수 있으며, 쿼리를 분석 및 재작성하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한다.

둘째 날 과제

알아보기

1. PostgreSQL 문서에서 집계 함수들의 내역을 살펴본다.

2. PostgreSQL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Navicat과 같은 G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실습하기

1. venues 테이블의 데이터를 DELETE 할 때, 첫째 날 과제에서 추가한 active 열의 값을 
FALSE로 변경하는 룰을 생성한다.

2. 우리가 만들었던 이벤트 캘린더 피벗 테이블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시 
테이블만은 아니다. generate_series(a, b)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함수는 a부터 
b까지의 레코드 집합을 반환한다. 이 함수를 사용하여 month_count 테이블의 SELECT 
쿼리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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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의 모든 날을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을 생성한다. 마치 표준화된 달력처럼 그 달의 각 
요일은 피벗 테이블의 행이 되고, 각 날은 열(7일이며, Sunday(일요일)로 시작해서 

Saturday(토요일)로 끝남)로 구성한다. 각 날은 그 날짜의 이벤트 개수를 포함하거나, 아무 
이벤트도 없다면 비어 있어야 한다.

2.4 셋째 날: 전문(全文, fulltext)과 다차원 큐브

셋째 날에서는 영화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문자열 검색을 사용해서 배우 및 영화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부터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에 유사한 장르의 영화들을 기준으로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생성하여 cube 
패키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내용들은 표준 SQL의 일부분이 아니며, PostgreSQL에만 
특별히 구현된 것들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체  다이어그램(e nt i t y 

diagram)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도 그림 6에 모델링된 것처럼, 영화와 영화의 장르 및 
배우들을 기록 관리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림 6 우리의 영화 추천 시스템

첫째 날에 PostgreSQL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했었다. 여기서는 그 모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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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것들을 다시 요약해보면, tablefunc, dict_xsyn, fuzzystrmatch, pg_trgm, 
cube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자. 역방향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외부 키에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이 좋다(여기서 역방향이란 외부 키가 참조하는 기본 키 값으로 외부 키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검색할 때이다). 또한 movies_
actors와 같은 테이블을 조인할 때는 조인된 값들의 중복을 막기 위해 UNIQUE 제약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postgres/create_movies.sql

CREATE TABLE genres (
        name text UNIQUE,
        position integer
);
CREATE TABLE movies (
        movie_id SERIAL PRIMARY KEY,
        title text,
        genre cube
);
CREATE TABLE actors (
        actor_id SERIAL PRIMARY KEY,
        name text
);

CREATE TABLE movies_actors (
        movie_id integer REFERENCES movies NOT NULL,
        actor_id integer REFERENCES actors NOT NULL,
        UNIQUE (movie_id, actor_id)
);
CREATE INDEX movies_actors_movie_id ON movies_actors (movie_id);
CREATE INDEX movies_actors_actor_id ON movies_actors (actor_id);
CREATE INDEX movies_genres_cube ON movies USING gist (genre);

이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movies_data.sql 파일은 출판사 웹 사이트10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파일에는 각 테이블의 데이터와 insert 명령이 있으므로 psql에서 
실행시키면 된다. 그리고 movies 테이블의 genre cube에 대해서는 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10 http://pragprog.com/titles/rwdata/source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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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검색

시스템에서 텍스트 검색을 할 때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언제든 잘못 입력될 수 있다. 
따라서 “Brid of Frankstein(Bride of Frankenstein)”과 같은 오타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J. Roberts”와 같은 전체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냥 이름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텍스트 검색을 쉽게 해주는 몇 가지 
PostgreSQL 패키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패키지를 통한 문자열 매칭이 Lucene11과 같은 
검색 프레임워크와 관계형 쿼리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fulltext) 검색과 같은 특성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기능의 패키지들을 접목하여 얻는 성능과 관리상의 
장점들이 생길 수 있다.

표준 SQL의 문자열 검색

PostgreSQL은 텍스트 검색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두 개의 
기본적인 방법은 LIKE와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이다.

LIKE와 ILIKE

LIKE와 ILIKE(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LIKE)는 텍스트 검색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이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척 많이 사용된다. LIKE는 열의 값을 주어진 패턴 
문자열과 비교한다. %와 _ 문자는 와일드카드 문자들이다. %는 문자와 문자의 개수에 
관계없이 일치하며, _는 정확히 하나의 문자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ELECT title FROM movies WHERE title ILIKE 'stardust%';

       title
-------------------
Stardust
Stardust Memories 

만일 부분 문자열인 stardust가 문자열의 제일 끝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_ 문자를 사용하면 된다.

11 http:/lucene.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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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itle FROM movies WHERE title ILIKE 'stardust_%';

       title       
-------------------
Stardust Memories 

이것은 기본적인 검색에 유용하다. 그러나 LIKE는 간단한 와일드카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규 표현식

더 강력한 문자열 검색은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regex))이다. 정규 표현식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책 전반에 걸쳐 종종 나타난다. 정규 표현식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강력한 정규 표현식의 작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책들이 따로 있을 정도다. PostgreSQL은 POSIX 스타일을 따른다.

PostgreSQL의 경우 정규 표현식의 일치는 ~ 연산자로 나타내며, !는 불일치, *는 대소문자 

무시를 의미한다(!와 *는 선택적이다). 따라서 the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영화의 개수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대소문자 무시 쿼리를 하면 된다. 여기서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들이 정규 
표현식이다.

SELECT COUNT(*) FROM movies WHERE title !~* '^the.*';

다음과 같이 text_pattern_ops 연산자 클래스의 인덱스를 생성함으로써 위 쿼리와 
일치하는 패턴 문자열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단, title 열의 값은 소문자이다).

CREATE INDEX movies_title_pattern ON movies (lower(title) text_pattern_ops);

title 열이 text 타입이므로 여기서는 text_pattern_ops를 사용하였다. 만일 varchar, char, 
name 타입에 대한 인덱스가 필요하다면, 각 타입과 관계 있는 ops를 사용하면 된다. 즉, 
varchar_pattern_ops, bpchar_pattern_ops, name_pattern_ops이다.

리벤슈타인 알고리즘

리벤슈타인(Levenshtein)은 문자열 비교 알고리즘으로서, 두 문자열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한다. 이때 하나의 문자열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데 얼마나 많은 단계(step)가 
필요한지에 의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변경 또는 제거 또는 추가되는 각 문자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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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카운트된다. 그리고 전체 단계 수를 간격(distance)이라고 한다. PostgreSQL에서는 
fuzzystrmatch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levenshtein()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문자열인 bat와 fads가 있다고 해보자.

SELECT levenshtein('bat', 'fads');

리벤슈타인 간격은 3이다. 왜냐하면, bat를 fads로 만들려면 두 개의 문자를 변경하고(b=>f, 

t=>d) 하나의 문자를 추가해야(+s) 하기 때문이다. 이때 각 변경이나 추가는 간격을 
증가시킨다. 즉, 단계가 적을수록 간격도 가까워진다. 전체 간격 수는 두 문자열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0이 될 때까지 내려간다.

SELECT levenshtein('bat', 'fad') fad,
   levenshtein('bat', 'fat') fat,
   levenshtein('bat', 'bat') bat;

 fad | fat | bat
-----+-----+-----
   2 |   1 |   0

대소문자 변환도 간격이 증가하므로, 쿼리에서 비교할 모든 문자열을 동일한 것(대문자 또는 

소문자)으로 변환해주는 게 좋다.

SELECT movie_id, title FROM movies
WHERE levenshtein(lower(title), lower('a hard day nght')) <= 3;

 movie_id |        title
----------+--------------------
      245 | A Hard Day’s Night

이처럼 비교할 두 문자열을 소문자로 통일시키면 간격이 줄어들어 그만큼 비교가 빨라진다.

트라이그램

트라이그램(Trigram)은 문자열로부터 추출된 연속된 세 개의 문자들 그룹을 말한다. Postgre 
SQL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인 pg_trgm에서는 최대한으로 가능한 수의 트라이그램으로 
문자열을 분할한다.

세븐.indb   49 13. 3. 12.   오후 10:47



CHAPTER 02 _ PostgreSQL50

SELECT show_trgm('Avatar');

            show_trgm
---------------------------------
{" a"," av","ar ",ata,ava,tar,vat}

일치하는 트라이그램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일치하는 문자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일치하는 문자열이 가장 유사한 것이다. 스펠링이 살짝 틀렸거나, 심지어는 소수의 단어가 
누락된 경우의 문자열 검색에 유용하다. 문자열이 길수록 트라이그램 개수가 많아지며, 
일치하는 개수도 많아진다. 이 방법은 영화 제목과 같은 문자열 검색에 아주 좋다. 그런 
문자열들은 대체로 비슷한 길이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과 같이 영화 제목에 대한 트라이그램 인덱스를 생성할 것이다(여기서는 Postgre 

SQL에서 사용 가능한 인덱스 API인 GIST(Generalized Index Search Tree)를 사용한다).

CREATE INDEX movies_title_trigram ON movies 
USING gist (title gist_trgm_ops);

이제는 스펠링이 약간 틀린 문자열에 대해 쿼리하여 꽤 쓸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ELECT title
FROM movies
WHERE title % 'Avatre';

 title
--------
 Avatar

트라이그램은 와일드카드와 같은 복잡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좋은 방법이 
된다. 

전문(fulltext) 검색

다음으로는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에게 단어들의 일치 여부를 근간으로 하는 전문 검색을 
허용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영화 제목에서 특정 단어들을 찾고자 하는데, 일부 단어들만 
기억하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PostgreSQL은 간단한 자연어 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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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Vector와 TSQuery

night와 day 단어를 포함하는 영화를 검색해보자. 이런 텍스트 검색에는 @@ 전문 쿼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딱 좋다.

SELECT title
FROM movies
WHERE title @@ 'night & day';

              title
-------------------------------
 A Hard Day’s Night
 Six Days Seven Nights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이 쿼리에서는 A Hard Day’s Night와 같은 영화 제목을 반환한다. Day라는 단어는 
소유격이고, 두 단어의 순서가 다른데도 그렇게 해준다. @@ 연산자는 비교할 열의 문자열을 
tsvector로 변환하고, 쿼리는 tsquery로 변환한다.

tsvector는 문자열을 토큰(token)으로 분할하여 배열(또는 벡터(vector))로 만드는 데이터 
타입이며, 주어진 쿼리 대신 검색된다. 반면에 tsquery는 영어나 불어와 같은 몇 가지 언어로 
쿼리를 나타내는데, 각 언어는 딕셔너리(dictionary)와 대응된다(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만일 시스템의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다면 위의 쿼리는 아래와 
동일하다.

SELECT title
FROM movies
WHERE to_tsvector(title) @@ to_tsquery('english', 'night &amp; day');

다음 쿼리의 결과를 보면, tsvector와 tsquery가 전체 문자열에 대해 변환 함수들을 
실행하여 어떻게 문자열 값을 분할하는지 알 수 있다.

SELECT to_tsvector('A Hard Day''s Night'), to_tsquery('english', 'night &amp; day');

         to_tsvector        |    to_tsquery
----------------------------+-----------------
'day':3 'hard':2 'night':5  | 'night'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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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vector의 토큰을 어휘소(lexeme, 하나의 의미를 갖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단어를 어휘소라 

한다)라 하며, 주어진 구문에서의 위치를 같이 갖는다.

A Hard Day’s Night의 tsvector는 어휘소 a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자. a와 같은 
간단한 영어 단어는 아예 쿼리에서 제외된다.

SELECT *
FROM movies
WHERE title @@ to_tsquery('english', 'a');

NOTICE: text-search query contains only stop words or doesn’t \ 
      contain lexemes, ignored

영어 구문에 흔히 나오는 a와 같은 단어를 스톱 워드(stop word)12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쿼리 수행 시에는 유용하지 않다. 우리의 문자열을 유용한 영어 어휘소로 만들기 
위해, 여기서는 파서(parser)가 영어 딕셔너리를 사용하였다. 스톱 워드들의 출력 내역은 
다음과 같이 tsearch_data 디렉터리에서 볼 수 있다.

cat `pg_config --sharedir`/tsearch_data/english.stop

a를 어휘소 목록에서 빼거나, 스톱 워드와 같이 검색에 의미 없는 단어를 배제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열을 토큰으로 분리한 후 소문자로 변환하는 simple()과 같은 다른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쿼리를 통해 두 가지 벡터를 비교해보자.

SELECT to_tsvector('english', 'A Hard Day''s Night'); 

         to_tsvector
----------------------------
 'day':3 'hard':2 'night':5

SELECT to_tsvector('simple', 'A Hard Day''s Night'); 

                  to_tsvector
----------------------------------------
 'a':1 'day':3 'hard':2 'night':5 's':4

12 역자 주  검색 색인 단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관사, 접속사, 전치사, 조사 등의 단어를 스톱 워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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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어휘소 a를 포함하는 어떤 영화도 검색할 수 있다.

그 외의 언어들

여기서는 PostgreSQL이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가 다르면 거기에 맞는 
구성을 사용해야만 의미가 있다. 설치된 모든 구성 내역은 다음 명령을 사용해서 볼 수 있다.

book=# \dF

딕셔너리는 tsvector 어휘소를 생성하기 위해 PostgreSQL이 사용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우리 시스템의 딕셔너리 내역은 다음 명령으로 볼 수 있다.

book=# \dFd

ts_lexize() 함수를 호출하면 딕셔너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 Day’s 문자열의 어간(용어가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는 쿼리는 다음과 같다.

SELECT ts_lexize('english_stem', 'Day''s'); 

 ts_lexize
-----------
 {day}

마지막으로, 앞에 나왔던 전문 검색 명령은 다른 언어에서도 동작한다. 만일 독일어 
딕셔너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SELECT to_tsvector('german', 'was machst du gerade?'); 

     to_tsvector
--------------------
 'gerad':4 'mach':2

독일어 딕셔너리에서 was(what)와 du(you)는 스톱 워드인 반면, machst(doing)와 
gerade(now)는 어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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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소의 인덱스 만들기

전문 검색은 강력하다. 그러나 테이블의 인덱스를 만들지 않으면 검색 또한 느려진다. 
EXPLAIN 명령은 내부적으로 쿼리의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EXPLAIN
SELECT *
FROM movies
WHERE title @@ 'night & day';

QUERY PLAN
--------------------------------------------------------------------------
 Seq Scan on movies (cost=10000000000.00..10000000001.12 rows=1 width=68)
   Filter: (title @@ 'night & day'::text)

Seq Scan on movies에 주목하자. 그것은 쿼리에서 달갑지 않은 신호이다. 테이블 전체를 
스캔한다는, 즉 모든 행을 다 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적합한 인덱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GIST같은 인덱스 API인 GIN(Generalized Inverted iNdex)을 사용해서 쿼리 시 
사용될 수 있는 어휘소의 인덱스를 생성할 것이다. 만일 Lucene이나 Sphinx와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역 인덱스(inverted index)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역 인덱스는 전문 검색의 인덱스(색인)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이다.

CREATE INDEX movies_title_searchable ON movies 
USING gin(to_tsvector('english', title));

방금 인덱스를 만들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색을 다시 해보자.

EXPLAIN
SELECT *
FROM movies
WHERE title @@ 'night & day';

QUERY PLAN
--------------------------------------------------------------------------
 Seq Scan on movies (cost=10000000000.00..10000000001.12 rows=1 width=68)
   Filter: (title @@ 'night & da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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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것일까? 아무 변화가 없다. 인덱스는 있는데, PostgreSQL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가 생성한 GIN 인덱스는 tsvector를 만들기 위해 
english(영어) 구성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쿼리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쿼리의 where 절에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EXPLAIN
SELECT *
FROM movies
WHERE to_tsvector('english',title) @@ 'night & day';

QUERY PLAN
--------------------------------------------------------------------------
Bitmap Heap Scan on movies (cost=4.26..8.28 rows=1 width=68)
  Recheck Cond: (to_tsvector('english'::regconfig, title) @@ '''day'''::tsquery)
  -> Bitmap Index Scan on movies_title_searchable (cost=0.00..4.26 rows=1 width=0)
       Index Cond: (to_tsvector('english'::regconfig, title) @@ '''day'''::tsquery)

EXPLAIN은 우리 의도대로 인덱스가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인덱스를 만들었지만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메타폰

지금까지는 명확성이 떨어지는 입력 문자열의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LIKE와 정규 표현식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확하게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는 패턴을 필요로 한다. 리벤슈타인 알고리즘에서는 사소한 스펠링 오류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으나, 비교하는 문자열에 거의 근접해야 검색이 가능하다. 트라이그램은 
스펠링이 약간 틀렸거나, 소수의 단어가 누락된 문자열을 검색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검색은 자연어의 유연함을 반영하여 a나 the와 같이 검색에 의미가 없는 스톱 
워드를 무시할 수 있으며, 복수형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단어의 스펠링은 
정확히 모르지만,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브루스 윌리스(Bruce Willis)를 좋아해서 그가 출연한 영화를 알고 싶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발음에 가장 근접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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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FROM actors
WHERE name = 'Broos Wils';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대신 %를 사용하는 트라이그램조차도 검색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SELECT *
FROM actors
WHERE name % 'Broos Wils';

바로 이런 경우에 단어의 발음대로 문자열 표현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인 메타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발음되는 문자(메타폰)의 개수를 우리가 정의하면 된다. 예를 들어, Aaron 
Eckhart의 메타폰 문자는 7개이며 ARNKHRT이다.

이름이 Broos Wils처럼 발음되는 배우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찾으려면, 메타폰과 비교하는 
쿼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 조인(NATURAL JOIN)은 ON 키워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조인 열들을 비교하는 내부 조인(INNER JOIN)이라는 것에 주목하자(예를 들어, movies.

actor_id=movies_actors.actor_id처럼).

SELECT title
FROM movies NATURAL JOIN movies_actors NATURAL JOIN actors 
WHERE metaphone(name, 6) = metaphone('Broos Wils', 6);

        title
-------------------
 The Fifth Element
 Twelve Monkeys
 Armageddon
 Die Hard
 Pulp Fiction
 The Sixth Sense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보면, 다른 함수들을 포함하는 fuzzystrmatch 모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함수들은 dmetaphone()(이중 메타폰), dmetaphone_alt()(이름의 발음을 

나타내는 메타폰 방법), soundex()(미국인의 흔한 성씨를 비교하기 위해 미국 통계국에서 1880 

년대에 만든 정말 오래된 알고리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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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쿼리하면, 이 함수들이 문자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다.

SELECT name, dmetaphone(name), dmetaphone_alt(name),
  metaphone(name, 8), soundex(name)
FROM actors;

     name     | dmetaphone | dmetaphone_alt | metaphone | soundex
--------------+------------+----------------+-----------+--------
50 Cent       | SNT        | SNT            | SNT       | C530
Aaron Eckhart | ARNK       | ARNK           | ARNKHRT   | A652
Agatha Hurle  | AK0R       | AKTR           | AK0HRL    | A236
:

모든 경우에 적합한 함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데이터에 따라 최적의 검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열 검색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기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문자열 검색 방법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메타폰의 가장 유연한 측면 중 하나는 출력이 문자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문자열 검색 
방법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etaphone() 출력에 대해 트라이그램 연산자를 사용한 후, 가장 작은 리벤슈타인 
간격 값의 순서로 그 결과를 정렬시킬 수 있다. 즉 “Robin Williams와 가장 유사한 발음의 
이름들을 찾아서 순서대로 알려달라”는 의미가 된다.

SELECT * FROM actors
WHERE metaphone(name,8) % metaphone('Robin Williams',8)
ORDER BY levenshtein(lower('Robin Williams'), lower(name));

actor_id | name
---------+---------------
    2442 | John Williams
    4090 | Robin Shou
    4093 | Robin Williams
    4479 | Steven Williams

세븐.indb   57 13. 3. 12.   오후 10:47



CHAPTER 02 _ PostgreSQL58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자. 가장 정확도가 높은 Robin Williams가 세 번째로 
나왔다. 이처럼 검색 방법의 유연성만 믿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actors WHERE dmetaphone(name) % dmetaphone('Ron');

 actor_id |      name
----------+ ----------------
     3911 | Renji Ishibashi 
     3913 | Renée Zellweger
:

이런 식의 조합은 검색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효성이 없다.

다차원 하이퍼큐브

마지막으로 살펴볼 패키지는 cube다. 여기서는 영화의 장르와 연관되는 다차원(Multidi-

mensional)의 벡터로서 cube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사한 영화들의 
내역을 알기 위해 하이퍼큐브(Hypercube)의 경계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점들을 효율적으로 
쿼리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셋째 날 앞 부분의 영화 관련 테이블들을 생성할 때, cube 타입의 genres라는 이름의 열을 
만들었었다. 장르의 각 값은 n차원 공간의 한 점이 되며, 각 차원은 하나의 장르를 나타낸다. 
그런데, 영화 장르들을 n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영화의 분류는 
정확성을 요하는 과학이 아니며, 많은 영화들이 어느 한 장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르에 걸치기 때문이다(한 영화가 100% 희극이나 100% 비극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시스템에서 각 장르는 0부터 10까지의 숫자(모두 임의의 수)가 부여되며, 각 숫자는 해당 
영화가 그 장르의 범위에 어느 정도로 속하는지를 나타낸다(0은 해당 없음이고, 10은 속하는 

정도가 가장 클 때이다).

영화 ‘스타 워즈(Star Wars)’는 (0,7,0,0,0,0,0,0,0,7,0,0,0,0,10,0,0,0)의 장르 벡터 값을 
갖는다. genres 테이블에는 각 차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position 열이 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장르 값은 각 genres.position 열의 값을 사용해서 cube_ur_coord(vector, 
dimension)로부터 추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리고 0의 값을 갖는 장르들은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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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name,
  cube_ur_coord('(0,7,0,0,0,0,0,0,0,7,0,0,0,0,10,0,0,0)', position) as score 
FROM genres g
WHERE cube_ur_coord('(0,7,0,0,0,0,0,0,0,7,0,0,0,0,10,0,0,0)', position) > 0;

   name    | score
-----------+-------
 Adventure |     7
 Fantasy   |     7
 SciFi     |    10

여기서는 가장 근접한 점을 찾음으로써 유사한 영화들을 찾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 아래의 그림처럼 두 개의 영화를 2차원 장르 그래프상에 둘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가 ‘동물 농장(Animal House)’이라면, 희극적인 스토리가 결여된 
‘오이디푸스(Oedipus)’보다는 ‘40세 노총각(The 40 Year Old Virgin)’을 보길 원할 것이다. 
이처럼 2차원 공간에서 가장 인접한 이웃을 검색하면, 일치 가능성이 큰 것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므로, 이 방법을 2나 3, 또는 18까지의 더 많은 차원(더 많은 장르)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장르 공간에서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점들에 대해 가장 인접한 
이웃이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르가 될 것이다.

장르 벡터에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점들은 cube_distance(point1, point2)를 사용하여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하면 스타 워즈의 장르 벡터에 대한 모든 영화들의 
간격(distance)을 알 수 있다(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나온다).

비
극

희극

오이디푸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0세 노총각

 동물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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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cube_distance(genre, '(0,7,0,0,0,0,0,0,0,7,0,0,0,0,10,0,0,0)') dist 
FROM movies
ORDER BY dist;

셋째 날의 앞 부분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movies_genres_cube라는 큐브 인덱스도 
생성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인덱스를 생성했는데도 이 쿼리는 여전히 처리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 테이블 전체 스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쿼리에서는 모든 행의 간격을 
산출한 후 그것을 정렬한다.

모든 점의 간격을 연산하는 대신, 바운딩 큐브(bounding cube) 방법을 사용해서 일치 
가능성이 큰 점들에만 집중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우리나라 도시를 찾을 때 세계 
지도보다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는 것이 더 빠른 것과 마찬가지로, 바운딩 큐브를 사용하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 점들의 개수를 줄여준다.

18차원의 큐브를 생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cube_enlarge(cube,radius,dimensions)를 
사용한다.

간단한 예를 보자. 만일, 점 (1,1) 주위에 2차원의 정방형 1개를 만든다면, 하단의 제일 왼쪽 
점은 (0,0)이 될 것이고, 상단의 제일 오른쪽 점은 (2,2)가 될 것이다.

SELECT cube_enlarge('(1,1)',1,2); 

  cube_enlarge
---------------
 (0, 0),(2, 2)

이와 동일한 원리가 모든 차원에 적용된다. 바운딩 하이퍼큐브의 경우에는 포함(contains)을 
의미하는 특별한 큐브 연산자인 @>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쿼리에서는 스타 워즈의 장르 
점으로부터 5개 큐브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점의 간격을 찾는다.

SELECT title, cube_distance(genre, '(0,7,0,0,0,0,0,0,0,7,0,0,0,0,10,0,0,0)') dist 
FROM movies
WHERE cube_enlarge('(0,7,0,0,0,0,0,0,0,7,0,0,0,0,10,0,0,0)'::cube, 5, 18) @> genre 
ORDER BY dist;

세븐.indb   60 13. 3. 12.   오후 10:47



2.4  셋째 날: 전문(全文, fulltext)과 다차원 큐브 61

                     title                      |        dist
------------------------------------------------+------------------
 Star Wars                                      |                0
 Star Wars: Episode V - The Empire Strikes Back |                2
 Avatar                                         |                5
 Explorers                                      | 5.74456264653803
 Krull                                          | 6.48074069840786
 E.T. The Extra-Terrestrial                     | 7.61577310586391

다음과 같이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 영화 제목별로 장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별칭을 
사용해서 그 장르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SELECT m.movie_id, m.title
FROM movies m, (SELECT genre, title FROM movies WHERE title = 'Mad Max') s 
WHERE cube_enlarge(s.genre, 5, 18) @> m.genre AND s.title <> m.title
ORDER BY cube_distance(m.genre, s.genre)
LIMIT 10;

movie_id |            title
---------+ --------------------------
    1405 | Cyborg
    1391 | Escape from L.A.
    1192 | Mad Max Beyond Thunderdome
    1189 | Universal Soldier
    1222 | Soldier
    1362 | Johnny Mnemonic
     946 | Alive
     418 | Escape from New York
    1877 | The Last Starfighter
    1445 | The Rocketee

이런 방법으로 영화를 찾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작으로는 훌륭하다. 다차원 쿼리의 더 
많은 내용은 다른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ongoDB의 2차원 지리적 검색 
(geographic search)과 같은 것이다.

셋째 날 요약 복습하기

셋째 날에서는 문자열 검색과 관련한 PostgreSQL의 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차원 검색 
패키지인 cube를 사용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ostgreSQL을 오픈 소스 RDBM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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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 올려 놓은 비표준 확장 패키지들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패키지들(암호화 함수들과 커스텀 데이터 타입 및 언어 확장 등)이 수십 개 이상 
있다. SQL의 핵심적인 능력 이상으로 PostgreSQL을 빛나게 하는 것이 그런 패키지들이다.

셋째 날 과제

알아보기

1. PostgreSQL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패키지들의 온라인 문서를 찾아보자.

2. POSIX 정규 표현식의 온라인 문서를 찾아보자(다른 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실습하기

1.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을 입력으로 받아 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및 그 
영화와 유사한 장르의 영화를 기준으로 상위 5개를 반환하는 저장 프로시저를 생성한다.

2. movies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사용자 의견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키워드(영어의 스톱 워드 제외)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배우의 성씨를 찾는다.

2.5 마무리 

만일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를 배우기 전에 PostgreSQL이나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더 깊게 파악할 것을 
적극 권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40년 이상의 학교 연구와 업계 개선에 관련해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리고 PostgreSQL은 그런 노력과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최고의 
오픈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PostgreSQL의 장점들

PostgreSQL의 장점은 어떤 RDBMS 못지않게 많다. 거의 모든 컴퓨팅 분야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와 실제 업무에서의 사용, 유연한 쿼리 능력,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데이터 보장 등이 
그렇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전 테스트된 PostgreSQL의 드라이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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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RM(Object-Relation Mapping, 객체 관계 매핑)과 같은 여러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근간이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PostgreSQL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인의 
유연성이다. 실제로 우리 모델을 어떻게 쿼리해야 할지 알 필요가 없다. 조인, 필터, 뷰, 인덱스 
작업을 언제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 추출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

PostgreSQL은 이른바 ‘스텝포드(Stepford) 데이터(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스타일과 본질에서 

한결 같은 코네티컷 주 스텝포드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 The Stepford Wives(스텝포드 와이프)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라고 할 만큼 훌륭하고, 구조화된 스키마를 잘 따르는 동질적인 데이터를 
보장한다.

더욱이 PostgreSQL은 일반적인 오픈 소스 RDBMS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스키마 
제약 메커니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 나름의 언어 확장을 작성할 수 있고, 
인덱스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으며, 커스텀 데이터 타입을 생성할 수 있다. 심지어는 
파싱되는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은 복잡한 라이선스 
협약을 가질 수 있지만, PostgreSQL은 순수한 오픈 소스이다. 어느 누구도 코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해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개발과 배포는 
커뮤니티에서 지원한다. 만일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발, 수정, 배포하는 자유 
소프트웨어(free(dom) software) 지지자라면, 그런 놀라운 제품을 개발하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내 PostgreSQL 서버를 

NoSQL 솔루션으로 바꿨어!

그럼 40년간 

축적된 업계의 

경험을 폐기 처분한 

거네, 왜 그랬니?

이제는 1만 노드 이상으로 

웹을 확장할 수 있거든!

멋지다, 그런데 사용할 

고객이 얼마나 되니? 

글쎄… 너와  

우리 엄만가?

그래? 음… 솔직히 
나는 안 쓸 건데. 

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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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의 단점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해 동안 가장 성공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파티셔닝(Partitioning)은 Postgre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아닐 수 있다. 
만일 스케일 업(scale up, 하나의 서버 머신을 더욱 고성능으로 확장함)이 아닌 스케일 아웃(scale 

out, 횡적으로 여러 개의 분산 처리 서버 머신과 데이터 스토어를 늘려서 전체적인 성능을 확장함)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데이터 요구사항이 너무 
융통성이 강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엄격한 스키마 요구사항에 쉽게 맞출 수 없거나, 또는 
대용량의 BLOB 데이터만을 필요로 한다면, 다른 형태의 데이터 스토어가 더 적합할 수 
있다.

2장을 마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쿼리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훌륭한 선택이다. PostgreSQL에서는 
데이터의 설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데이터의 중복이 생기지 않게 스키마가 잘 정규화된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어떤 쿼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에 필요한 올바른 모듈들이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서버)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인덱스가 잘 생성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수 테라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도 잘 처리할 것이다. 끝으로, 데이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경우를 위해서, 
ACID를 준수하는 PostgreSQL의 트랜잭션에서는 우리가 커밋한 데이터의 원자성(atomic), 
일관성(consistent), 독립성(isolated), 지속성(durable)을 완벽하게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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