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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 IoT

현재 IT 업계에서 회자되는 주요 키워드 중 몇 개만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IoT는 반
드시 포함될 것이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는 이 키워드
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1.1 IoT란 무엇인가
IoT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을 이용해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매체에서 IoT 산업은 수십 조 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연 어떤 서비스들이 그러한 시장을 만들게 될까? 앞선 정의
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라는 말을 되짚어 보자. 이 문구는 사실 굉장히 막연한
단어다. ‘다양한’이란 단어로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바로 이
것이 IoT가 직면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이 진짜 우리에게 줄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지 못한다. 그냥 막연하게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더
편해질 것이다’란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업계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제 업계에서도 IoT가 가져올 더 멋진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도 그 시나리오를 찾기 위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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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나오고 있
는 IoT 기기들을 보면 그 현상을 알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IoT 기기들은 ‘Remote
Control’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림 1.1 IoT 세상의 청사진을 표현한 이미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IoT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책에서 다루게 될 Parse의
몇 가지 API만 이용해서 기기를 동작시키는 디바이스와 앱을 개발하더라도 IoT 솔
루션을 만들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의 9장에서 두 번째로 다루
는 ‘IoT 스위치(라이트를 켜고 끄는 프로젝트)’는 시장에 상품으로 나와있는 솔루션이다. 겉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능만큼은 지금 시중에서 상품화된 다양한 IoT
기기들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말로만 듣던 IoT 프로젝트를 직접 완성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존재 이유다.

1.2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IoT
이제 IoT가 무엇인지는 알겠고, IoT가 거창하지 않다는 것도 알겠다. 그럼, 그렇게
크다고 하는 IoT 시장에 일반 개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뛰어들 수 있을지 알아보
자. 사실 안타까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 개발자들이 IoT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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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할 일은 많지 않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IoT는 ‘Things’가 중심이다. 그리고
Thing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앱(APP) 개발 환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IoT 디바이
스가 많이 보급되어 그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널
리 퍼져 있는 것이 개인 개발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 세상
이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아직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Things의
제작까지 포함한 하나의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말은 굉장
히 거창하지만, 지금 시대에 나오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라즈베리파이와 더불
어 Parse라는 서비스의 IoT 지원이 합쳐져 개인 개발자가 IoT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림 1.2 라즈베리파이, Parse Server, 안드로이드 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큰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 볼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사물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IoT
솔루션을 말이다.

1.3 우리가 직접 만드는 IoT
그럼 IoT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우린 이 책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될까? IoT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와 ‘데이터’를 선택할 것이다. 사물이 언제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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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디바이스끼리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은 가장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
는 것을 바로 Parse가 담당하게 된다. 사물에서는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
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예를 들면, 전구의 현재 상태) Parse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와 스마트폰으로 통신할 수 있다. 혹은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서 사물에게 제어에
관련된 명령을 Parse를 이용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부분을 나뉘어진다.
• ‘Parse’ 부분
• ‘임베디드 프로그래밍(Embedded Programming)’ 부분

먼저 우리는 Parse를 통해 원하는 디바이스와 쉽게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런
후 실제 라즈베리파이에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여 클라우드에서 받은 명령대로
자신의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것이다.
• 반려견의 행동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 LED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제어 서비스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는 간단한 안드로이드,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방법도 포함되
어 있으므로 관련 기초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떤가? 아마도 여러분은 이름만 들었을뿐, 정확한 실체를 몰랐던 바로 그 IoT 서비
스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설렘이 공존할 것이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IoT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모두 겁먹지 말고 다음 장으로 천
천히 넘어가 보자. 그리고 따라해보자.
“ IoT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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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arse란 무엇인가
이 책은 Parse를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생소하게 여기는 Parse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이다. 과연
Parse는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
Parse는 페이스북이 2013년에 인수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회사 이름과 서비스
이름이 똑같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되었다. Parse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분류 기준을 따를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보면 BaaS(Backend as
a Service)다. 이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Paese란 데이터만을 주고받기 위한 클라우

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바로 ‘BaaS란 무
엇이고,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서 IoT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란 질문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BaaS를 비롯한 클라우드 분류 기준 등 클라우드
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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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arse.com 메인 페이지

2.1.1 내가 서버를 만들지 않아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와 BaaS
클라우드 서비스는 분류 기준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기존의 호스팅처럼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	PaaS(Platform as a Service) : IaaS에 추가로 운영체제 혹은 웹 서버나 미들웨어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 Dropbox나 Google docs처럼 소프트웨어 형태로 사
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	BaaS(Backend as a Service) : 데이터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중 BaaS는 최근에 생긴 분류로서, 데이터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개발자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서버가 필요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용자 계정의 등록과 로그인, 게임의 데이터 저장,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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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등 수많은 일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적합한 서버 프레임워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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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에는
클라우드 혹은 직접 서버 호스팅이나 웹 호스팅을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도
록 배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무척 간단한 데이
터만을 주고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서버 작업들을 모두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
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BaaS다.
BaaS는 데이터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사용자 계정 생성에 대한 부분을 예
로 들어 보자. 내가 서버를 직접 만든다면 서버 호스팅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실제로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꽤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단계만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단

계를 거친다.
❶	파이썬 기반의 장고(Django)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한다.
❷	해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기능을 가진 Web API(RESTful API)
를 만든다.
❸	서비스를 배포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HTTP Connection API를 이용해서 위에서 만든 Web
API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계정이 생성된다.
그렇지만 BaaS를 이용하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앱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서버 구성은 끝난다. 위에서 설명한 ❶~❸까지의 과정이 전
혀 필요가 없다. 이미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내 계정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를 받아서 setData(“계정 정보”) 같은 함수를 호출하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getData(“계정 정보”) 같은 API로 데이터를 받아 올 수 있다. 물론, 솔루션마다 API
함수 이름은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함수처럼 사용하면 데이터를 편하게 저장하고 가
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BaaS가 만능처럼 느껴
질 수도 있지만 BaaS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서버 역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
만, 암호화 등과 같이 복잡한 로직을 적용하기 힘들고, 서버가 다른 서버에 접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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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로직 등도 적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데이터의 소유권도 클라우드 쪽에 넘어
가기 때문에 백업 등과 같은 부분도 서버를 직접 호스팅하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단점
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B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
체 쪽에서는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솔루션
의 대표적인 특징이 된다. 우리가 살펴볼 Parse에서는 IoT를 위한 SDK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2.1.2 Parse란 무엇인가
이 책을 집필한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IoT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는 BaaS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IoT
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자. 아주 정상
적인 반응이다. BaaS 자체는 IoT와 큰 관계가 없고, 연관된 부분을 찾는다면 IoT 기
기들도 메시지를 데이터로 주고받는 것뿐이다. 그런데 Parse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
을 두었다. IoT 전등에게 전등을 “켜라/꺼라” 명령을 보내는 것도, IoT 온도계에서 주
기적으로 온도를 받는 것도 결국은 메시지의 전달일 뿐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서비스가 있다면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솔루션도 내가 개발하고 싶은 플랫폼에서 지
원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Parse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Parse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한다면 ‘Multi Platform SDK’다.

그림 2.2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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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BaaS 솔루션이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Parse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용 SDK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더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BaaS에 아두
Chapter 02

이노용 SDK만 발표한 것뿐인데, 이것이 IoT 솔루션으로 포장된 것이다. 이것은 과
대 포장이 아니라, IoT의 핵심을 잘 파고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IoT의 핵심은 ‘메시징’이다. 기존에 나와있는 IoT 솔루션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를 찾아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대부
분이며, 그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기기를
전용 앱으로 제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단지 BaaS에 SDK만 추가한 것만으로도
개인이 제작한 아두이노 같은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종류에 전혀 상관없이 3G/4G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솔루
션을 개인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9장에서 ‘어디서나 켜고 끌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라이트’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 그런 기능을 가진 LED
제품을 검색해보면, 실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라이트를 끌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
을 것이다. 대부분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근거리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일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것이다. 바로 Parse를 통해서 말이다.

2.1.3 Parse Server의 등장
그런데 2016년, Parse에 새로운 변화가 불어 왔다. 기존의 모든 서비스를 웹으로 할
수 있는 Parse 서비스를 2017년에 종료하고, 사용자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
어로 변환하여, 이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BaaS
는 사용자가 그 어떤 설정도 하지 않고 원하는 클라우드에 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솔루션이며 Parse도 그 분류에 해당하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역할을 동
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서버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맞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생긴다.
•	비용이 절감된다. 개인이 서버를 운용하고 있거나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
하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Parse가 오픈소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
고, 기능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장. Parse? Par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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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의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응답속도를 원한다면 그에 맞추어
서 서버를 설정할 수 있다.
•	하지만 사용자가 Parse Server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결국 장점과 단점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러한 변경사항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 클라우드에서 쉽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
만, 개발자라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정보가 훨씬 더
방대해지는 오픈소스로의 결정은 Parse가 확대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SDK의 대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에서
의 변경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는 따
끈따끈한 Parse Server를 활용한 IoT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TIP

지금부터 이 책에서 표현하는 Parse는 설치형인 ‘Parse Server’를 뜻한다. 그리고 웹 클라우드 서
비스로 제공되는 Parse 서비스를 이 책에서 언급할 때는 항상 ‘Parse 서비스’로 표기할 것이다.

2.1.4 앞으로의 목표
2장부터 5장까지는 Parse IoT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Parse Server’의
개발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다. Parse IoT 부분을 알기 위해 Parse Server의 기
본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에 맞게 조금은 더 깊게 Parse
Server를 알아보고, Parse Server만을 위한 프로젝트도 작성해 볼 것이다. 단순하게
Parse IoT 프로젝트만을 작성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부분부터
시도해봐도 좋지만, 더 나은 기능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장부터 천천히
따라오면 된다.

2.2 Parse Server 개요
Parse Server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parse.com에 접속해보면 그림 2.3이 보인
다. 아직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Parse Server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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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arse 웹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도 <View on GitHub> 버튼을 클릭해서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안으
로 들어가보자.

2.2.1 node.js & npm과 함께 하는 Parse Server 오픈소스
Parse Server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깃허브(GitHub)와 npm(Node Package Manager)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깃허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만 할 사람들이 항상 깃허브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npm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Parse Server는 node.js를 기반으로 한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버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node.js
는 다양한 오픈소스 패키지를 쉽게 이용하도록, 자료들을 한 서버에 모아 놓고 npm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Parse
Server도 npm에 패키지가 등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다.

2장. Parse? Par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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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와 node.js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 함께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필수적인 스크립트
언어다.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node.js다. node.js는 오픈소스이
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가 참여하여 수많은 기능 혹은 플러그인을 만들어 두었기 때
문에 이제는 웹 서버를 만들 때도 강력한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
에서 “웹 서버까지 만들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node.js를 이용한 웹 서버를 직접 만들지는 않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서버인 Parse
Server를 설정하는 부분만 익히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Parse Server를 설치하려면 node.js와 npm을 설치해야 한다. 먼저 https://nodejs
.org/en/download/current/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운
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아 다운받고 설치하면 된다.

그림 2.4 nodejs.org 다운로드 페이지

Parse Server를 다운받은 뒤에 설치하고 나면, node.js와 npm이 같이 설치된다. 이
제부터 node.js를 실행할 때는 명령행에 node를, npm을 실행할 때는 npm을 입력하
면 된다.
그럼 이제 npm을 이용해 Parse Server를 설치해보자. 먼저 명령행에 명령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라면 cmd를, 맥이나 리눅스라면 터미널을 실행한 뒤에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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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순서대로 입력하자.
Chapter 02

mkdir parse-server
cd parse-server
npm init

npm init 명령은 기본적인 node.js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입력해서 package.json

파일을 생성해주는 명령어다(json은 자바스크립트의 양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
서 위의 명령어를 다 입력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 원하
는 정보를 입력해도 되고, <Enter>만 계속 입력해서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현재의 디렉터리에 package.json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아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바로 dependencies 정보인데, 이 정보
를 통해서 npm에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준다. 아래의 데이터를
package.json 중간에 입력한다.
"dependencies": {
"express": "^4.13.4",
"parse-server": "^2.0.3"
},

우리에게 필요한 package.json의 최종 형태는 아래와 같다.
{

}

"name": "parse-server",
"version": "1.0.0",
"description": "",
"main": "index.js",
"scripts": {
"test": "echo \"Error: no test specified\" && exit 1"
},
"dependencies": {
"express": "^4.13.4",
"parse-server": "^2.0.3"
},
"author": "",
"license": "ISC"

여기서 이제 아래의 명령을 입력하면, dependencies에 추가로 입력한 Express와
Parse Server를 다운받아 설치하게 된다. Express는 node.js를 이용해 웹 애플리케

2장. Parse? Par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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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서버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Parse
Server가 Expres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주는 것이다.
npm install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index.js를 생
성해야 한다. 아래 내용으로 index.js 파일을 생성하자. 위치는 package.json에 있
는 위치와 동일하다.
예제 2.1 index.js 파일 생성하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var express = require('express');
var Parse Server = require('parse-server').Parse Server;
var app = express();
var api = new Parse Server({
databaseURI: '',
appId: 'myAppId',
masterKey: 'mySecretMasterKey',
fileKey: 'optionalFileKey',
serverURL: "http://localhost:1337/parse"
});
// Serve the Parse API on the /parse URL prefix
app.use('/parse', api);
var port = process.env.PORT || 1337;
app.listen(port, function() {
console.log('parse-server running on port ' + port + '.');
});

01행~04행	Parse Server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을 검사한다.
06행~12행	Parse Server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07행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공란으로 둔다.
08행~10행	기능을 사용할 때 아무나 쓸 수 없게 하기 위해 비밀번호 같은 개념으로 key를 사용한다. 그 key를
등록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등록한다.
11행	자신의 현재 서버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똑같이 지정해놓고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릴 때는 그 주
소로 변경해야 한다.
15행	위에 등록한 정보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한다. 기본 URI를 입력해서 앞으로는 이 주소
를 항상 시작점으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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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행~19행	서버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접속 포트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기본이 1337포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변경할 수도 있다. 성공적으로 접속되면 ‘parse-server running on port 1337’이라는 메시지가
Chapter 02

출력되도록 구성했다.

위 내용으로 index.js를 생성했으면 아래 명령으로 Parse Server를 실행할 수 있다.
node index.js

위 명령으로 실행하고 나면 오류가 나면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데이터베이스
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베
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2.2.2 mLab
Parse Server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MongoDB를 사
용한다. MongoDB는 NoSQL로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다. MongoDB
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큼 복잡한 SQL 쿼
리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연산이 빠르고, JSON 형식의 데이터를 곧바로 지원
하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은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
터를 저장하고 읽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BaaS에도 꽤 적합하므로 Parse Server에서
도 MongoDB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MongoDB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며 사용하는 방법
• 데이터베이스만을 따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꽤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
리는 mLab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DBaaS(DataBase as a Servic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데이터베이
스만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제공하는 것이며 mLab은 MongoDB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mLab을 사용하려면 먼저 mlab.com에 접속해서 우측 상단의 <SIGN UP>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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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림 2.5 mLab 메뉴 화면

<SIGN UP>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은 정보 입력창이 표시되는데, 계정 이름(프로
젝트 이름),

사용자 이름(ID),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까지 간단하게 입력한

다. 입력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Master Services Agreement’ 링크를 클릭해서 해
당 내용을 읽고 체크하면 된다(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체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Create
account>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그림 2.6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

회원가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한다. 위에서 등
록한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Verify your mLab email address”라는 제목으로 이메
일이 와 있을 것이고 그 메일을 읽어보면 URL이 메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URL을 복사해서 웹브라우저로 열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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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해야 한다. 가장 오른쪽의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하자.
Chapter 02

그림 2.7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러면 여러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andbox’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화면 상단의 순서대로 ‘Amazon web services’
 ‘Amazon’s US East (Virginia) Region (us-east-1)’  ‘Single-node’  ‘Sandbox’
를 선택한다(위 과정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야 Sandbox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8 Sandbox를 선택하는 화면

Sandbox는 성능이 제한되었지만, 500MB 안의 데이터 내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데이
터베이스의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 소문자로 ‘paserserver’라고 입력하고
<Create new MongoDB deployment>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완료하자.

2장. Parse? Par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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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데이터베이스 이름 지정

그러면 앞서 봤던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클릭
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자.

그림 2.10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더불어 상단에 접속 방법을 설명하
고 있다. 그런데 아래쪽에 경고 표시처럼 설명이 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네트
워크로 접속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항상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
용자를 하나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생성하라는 메시지다. 아래의 탭 중
에서 ‘Users’를 클릭하고 <+Add database user>를 바로 눌러서 사용자를 추가하자.

그림 2.11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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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이 표시될 것이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생성
하자. 그리고 이를 꼭 기억해두자.
Chapter 02

그림 2.12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생성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이
터베이스 상세 설명 위에 나와있는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다(다만, 맨 뒤의
“parsedb” 부분은 여러분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mongodb://<dbuser>:<dbpassword>@ds011271.mlab.com:11271/parsedb

여기서 <dbuser>는 위에서 생성한 username, <dbpassword>는 위에서 생성한
password로 대체하면 실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된다.
username을 ‘test’, password를 ‘1234’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면 아래와 같
이 접속하면 된다.
mongodb://test:1234@ds011271.mlab.com:11271/parsedb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소를 어디에 입력하면 될까? 바로 앞서 Parse Server를 설
정할 때 빼놓았던 부분에 입력하면 된다. 즉, index.js를 열어서 “databaseURI” 부분
(07행)을 여러분의 데이터로 채워주면 된다.
예제 2.2 데이터를 채워 수정한 index.js 파일

01
02

var express = require('express');
var Parse Server = require('parse-server').Parse Server;

2장. Parse? Par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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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var app = express();
var api = new Parse Server({
databaseURI: 'mongodb://test:1234@ds011271.mlab.com:11271/parsedb',
appId: 'myAppId',
masterKey: 'mySecretMasterKey',
fileKey: 'optionalFileKey',
serverURL: "http://localhost:1337/parse"
});
// Serve the Parse API on the /parse URL prefix
app.use('/parse', api);
var port = process.env.PORT || 1337;
app.listen(port, function() {
console.log('parse-server running on port ' + port + '.');
});

이제 node index.js를 다시 실행하면 Parse Server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2.2.3 Dashboard
mLab을 이용해서 Parse Server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주면 사실 모든 준비는 끝
난다. 그렇지만 Parse Server의 역할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자. Parse Server는 데
이터만을 위한 클라우드인 BaaS에서 시작된 솔루션이다. 즉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
공하는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서버와 데
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서 쉽게 관리할 수는 없다. mLab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json 형식으로만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역시 직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Parse는 Dashboard라는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Parse-Dashboard는 일종의 웹 서비스로, 웹페이지를 통해 Parse Server에 저장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arse Server가 지원하
는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API Console”이라는 강력한 기능도 제공하
는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Parse-Dashboard를 설치해야 하고 지금부터 ParseDashboard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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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Parse-Dashboard의 화면

Parse-Dashboard도 역시 깃허브와 npm 모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사용
했던 방법인 npm을 이용해서 설치해보자. 터미널(맥 또는 리눅스) 혹은 cmd(윈도우즈)를
열어서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이는 디렉터리를 하나 생성해서, package.json
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Parse-Dashboard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mkdir parse-dashboard
cd parse-dashboard
npm install parse-dashboard

위와 같이 입력하면,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설치가 완료된다. 만약 현재 디렉터리에
제대로 데이터가 다운되지 않는다면 npm의 다른 node 프로젝트가 현재 디렉터리
의 상위에 존재할 경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쪽에서 package.json을 찾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parse-dashboard 디렉터리를 다른 node.js 프로젝트들(Parse
Server 포함)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생성하면 된다.

그러면 node_modules 디렉터리가 생성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듈을 모
두 다운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parse-dashboard도 있고 서버를 실행시킬
index.js 파일은 그 안의 Parse-Dashboard에 있다. 그쪽까지 들어가보자. 폴더 구
조가 조금 복잡해서 잘 알아두어야 한다.
cd node_modules
cd parse-dashboard
cd Parse-Dashboard

parse-dashboard-config.json을 index.js가 존재하는 현재의 Parse-Dashboard
디렉터리에 아래의 내용을 담아서 생성해야 한다. 물론, 아래의 정보들을 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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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다면 그 정보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serverURL은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려놓을 때는 다르게 바꾸어야겠지만, 현재는 로
컬에서 서버를 띄우기 때문에 아래 정보로 하면 된다.
예제 2.3 parse-dashboard-config.json

{

}

"apps": [
{
"serverURL": "http://localhost:1337/parse",
"appId": "myAppId",
"masterKey": "mySecretMasterKey",
"appName": "MyApp".
"iconName": ""
}
],
"iconsFolder": "icons"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이제 실행해볼 차례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처럼 두
가지가 있다.
• index.js가 있는 위치에서 node index.js를 실행하는 방법
•	좀더 상위에 있는 폴더에서 index.js가 존재하는 위치까지의 디렉터리 이름을 가
지고 실행하는 방법

만약 npm install parse-dashboard를 실행했던 위치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Dashboard를 실행하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node node_modules\parse-dashboard\Parse-Dashboard

실행 후 “The dashboard is now available at http://0.0.0.0:4040/” 메시지가 출
력되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보자.
웹브라우저에서는 0.0.0.0 대신 localhost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
주소 창에 localhost:4040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 될 것이다(물론 이 상황
에서도 Parse Server는 계속 실행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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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Parse-Dashboard 메인 화면

MyApp 부분을 누르면 해당 Parse Server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
된다. 아직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면에는 별다른 것이 표시되지 않고 데이
터가 없다는 메시지만 보이는 상태지만,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생성/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제 드디어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데이터 생성을 포함한 Dashboard에 존재하는
기능들은 앞으로 천천히 더 알아볼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❶	node.js와 npm을 설치한다.
❷	parse-server를 설치하고 정보를 설정한다.
❸	mLab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❹	parse-server에 mLab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설정한다.
❺	parse-dashboard를 설치하고 정보를 설정한다.
❻	parse-server와 parse-dashboard를 실행한다.

길고 긴 환경설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차례다. Parse Server의 각 기
능들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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