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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 Key-Value 구조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주요기능

•  Key, Value 구조이기 때문에 쿼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  현재 메모리의 상태를 디스크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과 현재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로그로 저장 할 수 
있는 AOF기능

• List, Set, Sorted Set, Hash 등의 자료구조 지원

대분류  •  시스템 SW 소분류  •  데이터 관리

라이선스형태  •  Three clause BSD license
사전설치 솔루션  •  N/A

버전  •  6.0.16

특징

•  영속성을 지원하는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 
•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는 구조가 아니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름
•  문자열, 리스트, 해시, 셋, 정렬된 셋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형을 지원. 메모리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형을 지원하므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

개발회사/커뮤니티  •  redis inc

공식  홈페이지  •   https://red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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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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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Redis Memcached

데이터 분할 O O

다양한 데이터구조  지원 O X

Single Thread / Multi Thread Single Thread Multi Thread

데이터 저장(persistence / 
snapshot) O X

데이터 복제(replication) O X

트랜잭션 지원 O X

Publisher / Subscriber O X



3.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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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OS

- macOS
- Linux

Ubuntu, Debian, CentOS, RHEL 등

- Windows 정식 지원 X 

윈도우 사용자들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redis를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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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get 으로 설치 가능

 -sudo apt-get install redis

Snapcraft에서 설치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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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에서 설치

 -Homebrew를 통해서 설치

Home brew 설치

 /bin/bash -c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install/HEAD/install.sh)"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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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는 Windows에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redis Github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https://github.com/microsoftarchive/redis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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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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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확인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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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 server 실행

  $redis-server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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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 Client 접속

$redis-cli

ping 입력으로 테스트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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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 기본 명령어

string 타입

- set key value(key-value를 저장할때 사용)

- get key(key에 저장된 value를 꺼낼때 사용)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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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타입

- sadd 명령어를 통해 set 자료구조 사용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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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타입

- smembers 명령어로 set타입 출력
- 1을 2번 추가했지만 set 타입이라 1번 출력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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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 Set 타입

- zadd 명령어를 통해 keys, score, member 값 지정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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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 Set 타입

- zrange 명령어를 통해 출력범위 지정출력

- withscores옵션으로 score도 같이 출력



5. 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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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명령어

- hset 명령어로 Hash 자료구조 사용
- hgetall key 명령어로 지정한 필드별 값을 모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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