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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QL in Action
REST와이별할때생각해야하는것들

조승연

knowre



Ep 0. 고통의 시대



디자인 vs DB

인간 vs 컴퓨터

프로덕트의 디자인이 바뀌면

데이터의 저장방식이 바뀌어야 할까?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그 중간에서 고통받아야 할까?



서버란 무엇인가

변화무쌍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

하면서도 저장된 데이터 구조의 변경은 최소화

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쓰기 쉬워야

하면서도 일정 이상의 퍼포먼스가 보장되어야

……



서버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결국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문제

네트워크를 거친다는 사실을 빼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문제



XML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거야

XML-RPC

RPC: Remote Procedure Call

서버의 특정 메소드를 실행하고 리턴값을 받는 방식의 표준

매우 일반적이고 domain-specific하지 않음

자매품: JSON-RPC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필요한 도메인(프로덕트)의 구조에 맞춘 XML



어때요, 참 쉽죠?



Ep 1. REST의 등장



객체지향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개념을 구조(모델)과 동작(메쏘드)으로 구성

XML-RPC: 메쏘드(Procedure)를 서버에 전가

SOAP: 정의하기 나름

 변화무쌍한 비지니스로직 대응은 여전히 고통



관심사의 분리

서버는 모델과 DB의 구조화에만 집중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된 구조 그대로 뿌려주고

클라이언트가 변화무쌍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REST API

어디에서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일한 인터페이스

: Uniform Interface

[동작] /[리소스 구조]/id

ex/ GET /users/posts/42



REST API

쉽게 모든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동작을 정의

간단하고 배우기 쉽다 = 좋은 인터페이스

많은 OpenAPI들이 채용



Ep 2. REST시대의 통증의학



N+1 쿼리 문제

Q: 어떤 유저가 쓴 모든 글의 내용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초보: 일단 유저가 쓴 모든 글을 가져오고,

/users/42

그 내용의 리스트를 돌며 한 번씩 fetch

/articles/11, /articles/22, /articles/33, ……



아 그건 퍼포먼스가 좀…

Q: 어떤 유저가 쓴 모든 글의 내용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SQL맨: 나는 경기도 안양의 SQL맨이다!



이 REST맨이왔으니안심하라구!



날쿼리는 관리가 안되잖아요…

Q: 어떤 유저가 쓴 모든 글의 내용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REST맨: 그냥 users 리소스에 전부 다 담으면 된단다!

GET /users/42 { “id”: 42, “name”: “foo”, “articles”: [

{ “id”: 11, contents: “bar”},

{ “id”: 22, contents: “baz”},

{ “id”: 33, contents: “qux”} ]}



모든 정보가 항상 필요한건 아닌데…

Q: 필요한 필드만 가져오고 싶어요. 트래픽과 퍼포먼스

낭비가 너무 심해요. Pagination을 하고 싶어요.

REST맨: Query Parameter를 이용하면 되지!

GET /users/42?field=id,name,picture,articles(page=3)



CRUD에서 벗어나는 행위

Q: 유저가 포인트 쿠폰을 쓰면 포인트를 올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PUT인가요 DELETE인가요?

REST 초보: 두 번 하면 됩니다!

PUT /users/42

DELETE /coupons/33



클라에서 그런걸 하면 보안이…

POST /batch

[{ “uri”: “users/42”, “method”: “PUT”},

{“uri”: “coupons/33”, “method”: “DELETE”}]

Q: 유저가 포인트 쿠폰을 쓰면 포인트를 올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PUT인가요 DELETE인가요?

REST맨: 보안은 어떻게 때운다 치고 배치를 만들면 되지!



꼬리를 무는 질문들

Q: 어떤 모델의 필드가 배열이어야 하는데, 그 배열 안에 다양한

모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URL을 설계해야 하나요?

Q: 같은 리소스에 여러 가지의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Q: 이런 경우는 어떻게 URL을 설계해야 RESTful한가요?

……



이게 RESTful한게맞긴한가요?



애초에우리는왜
RESTful하기를원했을까요?



Ep 3. 자유의 날개



GraphQL의 역사

2015년 Facebook이 발명

…했지만 페북도 아직은 REST API만 제공

Facebook Graph API와는 다릅니다

Graph 자료구조와 크게 관계는 없음

Github이 GraphQL API를 채택



하나의 Endpoint

하나의 Endpoint에 모든 CRUD,

혹은 그에 속하기 애매한 모든 행위를 담음

POST의 경우 HTTP Payload를 적극적으로 활용

application/json

application/graphql



바로 이런 식으로

응답

정의 요청



뭔가 고치고 싶다면?

정의

요청



N+1 쿼리 문제는?

Q: 어떤 유저가 쓴 모든 글의

내용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GraphQL맨: 이렇게 간단히!



조건이 복잡해진다면?

Pagination

더복잡한쿼리



Ep 4. 구현체



graphql.js

Facebook의 레퍼런스 구현체(=파서+etc.)

 무려 레퍼런스가 node.js입니다!

스키마와 실제 resolver로 express 서버 구현



GraphQL Client

물론 curl이나 Postman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GraphiQL: 레퍼런스 GUI 클라이언트

스키마의 모든 계층구조를 보여줍니다



GraphQL Client



Apollo

React, Vue등 플랫폼과 자연스러운 연동

쿼리, 캐싱, Mutation, 서버사이드 렌더링 등 쉽게 가능

웹소켓 연동서버

Express 외에도 다양한 서버 지원

node.js 외에도 다양한 언어 지원



GraphCool

Firebase와 같은, GraphQL을 위한 BaaS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리스 호스팅

GUI 기반의 스키마 모델링과

GUI 기반의 DB 편집

(다른 오픈소스도 잘하는 회사에요!)



Ep 5. 리얼 월드



Resolver



1:N 관계인 경우?



더 복잡한 쿼리

복잡한 계층구조

N+1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많은 쿼리 필요



DataLoader

Written by Facebook

이미 fetch한 데이터는 캐싱된 것을 이용

같은 모델의 여러 개의 id를 가져와야 할 때 모아서 fetch

(한 리퀘스트 내에서)

모델에 id와 같은 PK가 있다고 가정



DataLoad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User

수많은쿼리

Users

Users

Users

정리된쿼리



Resolver의 대체



Ep 6. 트러블슈팅



스키마의 상속

강한 의미의 상속은 없지만,

Union이나 Interface를 사용하여 모델의 분류 가능



Recursive Query

완전한 Recursive Query는 불가능

정말 필요하다면 차라리 테이블 전체를 Fetch



다양한 DB와의 연결

MySQL Neo4j 외부 API

DataLoader DataLoader DataLoader DataLoader DataLoade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GraphQL

HTTP Server



공격: 복잡한 쿼리

Query validation & timeout

: 유효성을 확인하고 오래 걸리는 쿼리를 기록 or 거부



공격: 복잡한 쿼리

Query whitelisting

: 실제로 제품에서 쓸 쿼리의 DB를 만들어 놓고 관리

극단적으로는 쿼리가 아니라 쿼리의 ID를 날리기도

빌드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도 가능



공격: 인젝션

여전히 Input Sanity 보장은 중요합니다

Validation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p 7. 못 다한 이야기들



특허 이슈가 있다던데?

[기존]

BSD + Patents

방어적 특허라고는 하지만…

React 등과 함께 문제가 됨

[지금]

MIT

특허 모두 포기

Clear!!??



몇 가지 단점이나 오해들

Information Hiding 
문제 필요한필드만스키마에정의

모델의버저닝을
어떻게?

버저닝은 되도록하지않습니다

@include(if: true), @skip 등의 Directive로 하위호환보장

HTTP 캐싱이어렵다
단점맞습니다

필요한경우앞단에 Redis등의캐싱



몇 가지 단점이나 오해들 (2)

스키마를알아야하면
SOAP과뭐가다름?

훨씬직관적이고문서화가쉽습니다

REST도결국스키마는알아야했습니다

트래픽사이즈커짐
새로배워야함 인정? 어인정!

Verification이
결국문제가되지않나?

보안문제는언제나존재해왔고우리의숙명입니다

AI가우리의직업을빼앗을때까지는받아들입시다



기존 REST API는 어떻게?

Step 1 테이블 JOIN이필요한로직을제거합니다

Step 2

Step 3

스키마를정리하고 GraphQL인터페이스를만듭니다

클라이언트가바라보는엔드포인트를점진적으로바꿔나갑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이렇게는 안 하고 한 번에 넘겼습니다

(컨텐츠 관련 내부 마이크로서비스 API)



REST는 죽을까요?

당분간은 아직……

Facebook 본인들도 아직은 REST API만 엽니다

하지만 GraphQL이 고통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사실!



그리고 원모어띵



우리와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프로덕트엔지니어링
총괄디렉터 큰그림을설계하고관리하실경험많은엔지니어

node.js 주니어
개발자 프로덕트서버를맡을신선한엔지니어

안드로이드주니어
개발자 안드로이드클라이언트를맡을신선한엔지니어

Wanted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www.wanted.co.kr)



:wq!

개발자라면 지금방문하세요! developer.ibm.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