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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백엔드)팀  언어 선택 

 Node.js 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1.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후보군

JSP

실행시 javax.servlet.http.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바 소스코드로 변환되어 
컴파일된 후 실행된다. 따라서 .jsp 파일을 클래스로 변환시켜서 컴파일 후 실행시키는 과
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Java Servlet Conainer이다. 이 프로그램도 Java로 만들어진 프
로그램이기 때문에 플렛폼에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장점

큰 규모의 서버에서 사용된다면, 클래스 설계가 잘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안
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

여러 스레드간의 리소스 공유가 쉬우므로 수행 성능이 향상한다. 

이미 존재하는 JAVA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보안이 좋아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채택하여 사용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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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배우는 데에 진입 장벽이 있다.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할 경우 Java 코드의 논리적 구조를 알아보기 힘들다.

생산성이 나머지 언어에 비해 좋지 않고 높은 기술 장벽이 있다.

Ruby

Ruby는 동적 객체 지향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순수 객체 지향 언어이다. 즉, 정수
나 문자열 등을 포함한 데이터 형식 등 모든 것이 객체이다. 

장점

코드가 간단해 배우기 쉬우며 MVC 모델이 거의 완벽히 구현되어 있다.

확장성과 이식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확장성이란 시스템(하드웨어, 소
프트웨어)의 용량을 변경해도 그 기능이 계속 잘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식성이란 하나 이상의 운영체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유지보수에 쓰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주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언어로 개발딘 라이브러리를 Ruby 위에 쉽게 구현 가능함을 의미한다. 

단점

속도가 느리다.(C > Python > Ruby)

대규모 서비스에 이용하기에 실행 속도 측면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우며, 
협업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쓰이기에 부적합하다.

국내 사용률이 저조해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Go

구글에서 처음 발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C의 복잡함이 싫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
다. 

장점

학습 속도가 빠르다. Go는 공식 튜토리얼만 읽으면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Go의 튜토리얼 문서가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냥 Go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 기능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https://tour.golang.org/welco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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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기반 언어Go는 대표적인 채널 기반 언어이다. 스레드라는 것을 명시적
으로 주지 않고 goroutine을 생성하면 알아서 스레드를 생성해주고 적절한 스
레드에 goroutine을 할당한다. goroutine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채널을 
통해서 한다면, 귀찮은 동기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나온다.결과를 배포하는 입장에서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나
온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요즘은 대부분 서버에 파이썬이나 JVM이 설치
되어 있지만, 역시 배포는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컨벤션이 통일되어 있다.Go는 컨벤션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다. go에는 컨벤션
에 맞춰서 코드를 수정해주는 go fmt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개발자는 그저 
go fmt을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스타일 논쟁이 발생할 일이 없다. 
코드를 올리기 전에 go fmt을 돌리는 것조차 귀찮은 사람을 위해서 vim-go 같
은 플러그인이 있어서 개발자는 스타일을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기만 해
도 컨벤션에 맞출 수 있다.

Go는 장점이 분명하다. 러닝 커브가 완만하므로 팀원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 다만, 지금까지 
썼던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나오는 언어 중에서 가장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
요한 요구 사항이라면 Go를 고려해볼 만 하겠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Go를 사
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단점

Go는 템플릿도 매크로도 없다. 이는 Go의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템플릿도 매크로도 없어서 단순한 코드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한국 Go 개발자 커뮤니티가 다른 언어 커뮤니티만큼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interface{}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예를 들어 list 
같은 자료 구조의 경우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타입의 값을 담는 
자료구조를 만들 수 없어서 interface{} 타입의 값을 추가하고 interface{} 타입
의 값을 리턴하는 자료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구조 때문에 type 
introspection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동적 타입 언어에서나 볼법한 코드
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Go에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명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하
고 있던 라이브러리가 버전업을 해서 인터페이스가 변경되거나 버그가 발생하거

https://github.com/fatih/vi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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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서 옛 버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라이브러리뿐 아니라 모든 라
이브러리의 버전업을 할 수 없다.

Javascript나 Python만큼 많은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고성능 연산에 사용하기에는 C/C에 비해 느리며, 저 수준 시스템 개
발에서는 가비지 컬렉션과 고루틴을 지원하기 위한 무거운 런타임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에 가깝다. 

PHP

Php Hypertext Preprocessor의 약자로 C언어 기반의 웹 개발에 특화된 언어이다. 

장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이고 운용 비용도 저렴하다.  

윈도우나 리눅스 계열의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빠른 생산성을 자랑하며 개발자의 입장에서 배우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적게 소요된다. 

클래스 생성 및 상속이 가능해 코드를 모듈화 시키기 용이하다. 파일 업로드, 메
일 전송 등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DB 연결에 함수를 사용하므로 직관적이고 간결하다. 

MySQL과 연동성이 매우 좋다

컴파일러, 배치, JAR 파일, 전처리기가 필요없어 개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C언어로 작성되어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프레임워크도 타 언어에 비해 
적용이 단순하다.

단점

오직 웹 개발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간단한 사이트 제작에 
최적화 되어 있어 방대한 웹을 만들 경우, 개발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 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

주력으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환경을 선정함에 있
어 어렵다.

객체 지향적 설계가 힘들어서 유지 보수에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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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Active Server Pages의 약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에서 동적 웹 
페이지 생성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엔진이다. 확장
자는 .asp 를 사용한다. 

장점

빠른 생산성과 편의성을 들을 수 있다. 윈도우 환경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쉽게 
윈도우 운영체제를 유지보수 할 수 있다. 

MS의 지원을 받아 유지보수에 굉장한 강점이 있으며,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원
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

높은 비용이 들고 특정 기능을 구현하려면 컴포넌트를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한다

 Window 플랫폼 서버에서만 동작한다는 단점도 존재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개발환경이 윈도우에 최적화 되어 있어서 다른 플랫폼에서의 호환이 좋지 못하
다.

Python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이며 오픈소스
이다.

장점

코드 자체가 가독성과 단순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배우기에 상당히 쉽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코드를 간소화시켜서 가독성 측면에서도 좋아진다.

Python이 가진 엄청난 생산성(개발속도)이 웹에 적용되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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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의 사용자에게서는 프로그래머의 코딩 스타일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
다.

이진 파일을 만들어주는 C/C등의 언어에 비해 수행 속도가 느리다.

한국에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아직 점유율이 낮아서 인프라가 약하다.

Node.js

Node.js는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특히 서버 사이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 플랫폼이다. 작성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며 Non-blocking I/O와 단일 스
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

Node.js는 Chrome V8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으로 주로 서버 사이
드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장점

JavaScript를 기반으로 하는 Node.js는 JSON 사용, 손쉬운 비동기 프로그래
밍 등을 가능하게 해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Non-blocking I/O와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어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활
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많다.

npm(node package manager)을 통한 다양한 모듈이 제공되기 때문에 반복
적인 코드 작성의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개발자의 많은 시간을 절약 해주며 개발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Node.js는 JavaScript로 작성 되었으며, Goodle의 강력한 Chrome V8 엔진
으로 구동 되므로 매우 빠른 수행 시간을 보여주며, realtime app에 적합하다.

단점

이벤트 기반 비동기방식이라 서버단 로직이 복잡한 경우 콜백함수의 늪에 빠질 
수 있다.예를 들어, 한번의 요청에 대해 DB에서 조회한 결과값에 따라 다른 로직
을 처리해야 하며, 이런 로직이 여러개인 경우 콜백함수 늪 (Callback Hell) 에 
빠진다.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를 보내고, 응
답(이벤트)이 오면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java 개발을 했던 방식으로 설계
하고 프로그래밍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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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쓰레드(Single Thread)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 자체가 많이 걸리는 웹서
비스에는 어울리지 않다. 게시판형태와 같이 가벼운 I/O가 많은 웹서비스에 어울
린다.

코드가 수행되어야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에러가 날 경우 프로세
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다. 반드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소스
코드를 검증해야 한다.

2. 언어 선택 이유 및 선택하지 않은 이유
 JSP

선택하지 않은 이유

- 생산성이 나머지 언어에 비해 좋지 않고 높은 기술장벽이 존재한다. (러닝커브 문
제)

- 메모리 누수 등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 따라서, 잘만 만들면 정말 좋지만 자칫 실수하거나 부 주의하면 최악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Ruby

선택하지 않은 이유

- 다른 언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러닝커브 문제가 있다.( 단 한 번
도 사용을 해 본 적이 없다)

 Go

선택하지 않은 이유

- 다른 언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러닝커브 문제가 있다. (단 한번
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

- 라이브러리 버전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버전이 바뀔 시, 모든 라이브러리의 버전 업그
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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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선택하지 않은 이유

- 다른 언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러닝커브 문제가 있다.( 단 한 번
도 사용을 해 본 적이 없다)

- 문법이나 구조 등이 체계적이지 않고 보안 문제가 있다. 등장 배경이 개인의 페이지
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 만큼 규모가 큰 사이트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

 ASP 

선택하지 않은 이유

-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들며 개발 환경이 윈도우에 최적화 되어 있다. 

 Python

선택하지 않은 이유

- 타 언어에 비해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수행 속도가 느리다.

- real time web application에 적합하지 않다.(채팅 기능 적용하게 되면)

-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적합하다.

- NodeJS만큼 사용해보지 않았다.

- 백엔드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Node.js

선택한 이유

- 가볍고 생산성이 높은 웹 개발 프레임 워크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대 용량과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절.

- JSON 사용, 손쉬운 비동기 프로그래밍 등을 가능하게 해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어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활용
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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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적인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Non-blocking I/O와 단일 스
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 npm(node package manager)을 통한 다양한 모듈이 제공됨으로써 개발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 적은 양의 스크립팅이 필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
하다.

NodeJS 동작 원리

Node.js는 Chrome V8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으로 주로 서버 
사이드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Node.js는 브라우저 외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내장된 API모듈, 
파일 시스템, HTTP 등)를 제공하고, 비동기 방식으로 Non-blocking I/O와 단일 스
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해 높은 Request 처리 성능을 가진다.

Node.js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여 잦은 I/O가 발생하는 SPASingle Page 
Application)에 적합하며 CPU 사용률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Node.js는 V8엔진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며 libuv(비동기식 I/O를 사용. I/O가 발생
하면 스레드 풀에 작업을 전달하게 되고, I/O가 완료되면 이벤트 큐에 콜백 함수를 쌓
는다. 이벤트 루프는 항상 돌고 있다가 V8 엔진의 호출 스택이 비워지면 이벤트 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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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을 처리.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먼저 처리 하면서 
Blocking 없이 동기적인 작업처럼 동작.

3. 웹서버 소프트웨어 후보군  
아파치(Apache)

아파치는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HTTP Server로 무
료고 오픈소스이다.

특징 

- 스레드/프로세스 기반 구조로 클라이언트 요청 하나 당 스레드 하나가 처리하는 구
조로 사용자가 많으면 스레드 생성, 메모리 및 CPU 낭비가 심하다.

  (요청이 많을수록 CPU와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 preform mpm(multi processing module)과 worker mom 형식이 있다. 

- Apache 서버의 프로세스가 블로킹이 되면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Keep alive를 이용해 해결 가능 하지만 대량 접속 시 효
율이 떨어진다.)

엔진엑스(Ngnix) 

Nginx는 웹 서버 소프트웨어로, 가벼움과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 웹 서버, 리버스 프
록시 및 메일 프록시 기능을 가진다.

특징

- 프로세스를 fork하거나 쓰레드를 사용하는 아파치와는 달리 CPU와 관계없이 모
든 IO들을 전부 Event Listener로 미루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응답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1개의 프로세스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될수 있다. 이때문에 메모리
적인 측면에서 Nginx가 System Resource를 적게 처리한다.

- 정적인 컨텐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처리가 가능해서, 동적 처리를 별
도로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스택들과 연계해서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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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 속도를 최적화 시키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웹서버이며, 사용이 매우 심플하
고 규모가 작은 서비스이면서 정적 데이터 처리가 많은 서비스에 적합하다.

- 적은 수의 쓰레드로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하며, 쓰레드를 적게 사용 하기 때문에 쓰
레드당 할당되는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는 구조이다.

- 쓰레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ontext switching 비용이 적고, 따라서 
CPU 소모도 적다.

- 모듈 개발이 어려우며 다양한 모듈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파치(apache)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초기 세팅이 어렵다? 

→ 예 어렵습니다

 

4. 프레임 워크 후보군

Express
장점

Node.js 프레임워크 중 커뮤니티가 가장 활발하다. 거의 5년 가량 개발되어 가장 성
숙했고 StrongLoop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서버를 쉽게 실행/운영할 수 있다. 

내장된 라우터로 코드를 쉽게 재사용 가능하다.

낮은 러닝커브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

단점

수작업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 

내장된 에러 핸들링이 없어서 미들웨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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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레임 워크에 비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Koa
장점

메모리를 덜먹고 표현력이 좋다.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미들웨어 작성이 쉽다. 

기본적으로 뼈대 프레임워크라서 제공되는 미들웨어와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Express와 Hapi와 달리, 개발자가 필요한 미들웨어만 구성해 사용할 수 있다. 

ES6를 도입하고 있어 ES6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press와 비교하여)

 koa는 core 에서부터 async await 이 지원이 되어서 async 내부에서 발생하
는 에러도 try - catch 가 없이도 에러 핸들링이 가능하다

콜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press에 비해 모듈화가 되어있어 원하는 대로 미들웨어 붙이기가 좋다

단점

개발 커뮤니티가 비교적 작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많은 양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ES6를 사용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node.js를 사용해야 한다. (주, 이 문제는 지금도 해당하는지 모르겠음.) 

미들웨어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라우터는 훨
씬 다양한 옵션을 다뤄야 한다.

Hapi
장점

견고함과 재사용성을 요구하는 큰 규모 팀에서는 흔하게 사용한다. 

월마트랩에서 만들고 이름있는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검증되었다고 보는 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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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프레임워크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점

Hapi는 크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 특성화 되어 있다.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프레
임 워크.

보일러플레이트로 작성해야 할 코드가 많아서 작은 웹앱에서는 쓰기 불편하고, 예제 
및 hapi로 작성된 오픈소스 앱도 적다. 

이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서드파티 미들웨어에 기대는 쪽보다 개발자가 직접 작성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프레임 워크 별 진행중 프로젝트에 대한 적합성

Name 오픈소스 장점 단점

Express
오픈소스가 아
주 많음

레퍼런스 문서가 많아 학습 난이도가 높지
않음

메모리가 큼, 수작업 많이 필요

Koa
오픈소스가 상
대적으로 적음

ES6사용 가능, 미들웨어 작성/붙이기 용
이, 가장 작고 가벼움, 소스 길이 짧음

불안정함, 아직 개발중인 부분
이 많다

Hapi
오픈소스가 상
대적으로 적음

대규모에 안정적으로 돌아감
작은 규모에 적합하지 않음, 소
스가 길다, 난이도가 높다

Choosing Node.js over python

→ 파이썬을 사용을 해 보긴 하였으나, 서버 개발에 있어 

5. 서버 배포

https://www.notion.so/Express-e671594ccf95439389157a4ab0130ef6
https://www.notion.so/Koa-7d2052d71d5540fdba47279ca6dee850
https://www.notion.so/Hapi-5b545cbaa10740a1ad70631711476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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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MariaDB

MySQ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