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SCG@NAVER.COM 

      

       

BREAKING CHANGES  

IN ELASTICSEARCH 2.0 

      



 

목차 

1. Introduce............................................................................................................................................................ 1 

0.90 이전에 생성된 indices ......................................................................................................................... 1 

Elasticsearch migration plugin .................................................................................................................. 1 

2. Removed features .......................................................................................................................................... 1 

Rivers have been removed .......................................................................................................................... 1 

Facets have been removed ......................................................................................................................... 1 

MVEL have been removed ........................................................................................................................... 1 

Delete-by-query is now a plugin ............................................................................................................. 1 

Multicast Discovery is now a plugin ...................................................................................................... 2 

_shutdown API ................................................................................................................................................... 2 

murmur3 is now a plugin ............................................................................................................................ 2 

_size is now a plugin ...................................................................................................................................... 2 

Thrift 와 memcached transport ................................................................................................................ 2 

Bulk UDP ............................................................................................................................................................... 3 

MergeScheduler pluggablity ...................................................................................................................... 3 

3. Network changes ........................................................................................................................................... 4 

Bind to localhost ............................................................................................................................................... 4 

Multicast removed ........................................................................................................................................... 4 

4. Multiple data.path striping ........................................................................................................................ 5 

5. Mapping changes .......................................................................................................................................... 6 

Conflicting field mapping ............................................................................................................................ 6 

Fields cannot be referenced by short name ...................................................................................... 7 

Type name prefix removed ......................................................................................................................... 7 

Field names may not contain dots ......................................................................................................... 8 

Type names may not start with a dot .................................................................................................. 9 



 

Type names may not be longer than 255 character .................................................................... 9 

Type names may no longer be deleted ............................................................................................... 9 

Type meta-fields ............................................................................................................................................... 9 

_timestamp and _ttl deprecated ............................................................................................................ 11 

Analyzer mappings ....................................................................................................................................... 11 

Date fields and Unix timestamps ......................................................................................................... 12 

Default date format ..................................................................................................................................... 12 

Boolean fields .................................................................................................................................................. 12 

index_name and path removed ............................................................................................................. 13 

Murmur3 fields ............................................................................................................................................... 13 

Mapping in config files not supported ............................................................................................. 13 

Fielddata formats .......................................................................................................................................... 14 

Posting and doc-values codecs ............................................................................................................. 14 

Compress and compress threshold ..................................................................................................... 14 

position_offset_gap ...................................................................................................................................... 14 

6. CRUD and routing changes ................................................................................................................... 15 

Explicit custom routing .............................................................................................................................. 15 

Routing hash function ................................................................................................................................ 15 

Delete API with custom routing ........................................................................................................... 15 

All stored meta-fields returned by default ..................................................................................... 16 

Async replication ........................................................................................................................................... 16 

Documents must be specified without a type wrapper .......................................................... 16 

Term Vectors API ........................................................................................................................................... 17 

7. Query DSL changes .................................................................................................................................... 18 

Queries and filters merged ...................................................................................................................... 18 

or and and now implemented via bool ............................................................................................ 18 



 

filtered query and query filter deprecated ..................................................................................... 18 

Filter auto-caching ........................................................................................................................................ 19 

Numeric queries use IDF for scoring .................................................................................................. 20 

Fuzziness and fuzzy-like-this .................................................................................................................. 21 

More Like This ................................................................................................................................................. 21 

limit filter deprecated ................................................................................................................................. 21 

Java plugins registering custom queries .......................................................................................... 21 

8. Search changes ............................................................................................................................................ 22 

Partial fields ...................................................................................................................................................... 22 

search_type=count deprecated .............................................................................................................. 22 

The count api internally uses the search api ................................................................................. 22 

All stored meta-fields returned by default ..................................................................................... 22 

Script fields ....................................................................................................................................................... 23 

Timezone for date field ............................................................................................................................. 23 

Only highlight queried fields .................................................................................................................. 23 

Postings highlighter doesn’t support match_phrase_prefix .................................................. 24 

9. Aggregation changes ................................................................................................................................ 25 

Min doc count defaults to zero ............................................................................................................. 25 

Timezone for date field ............................................................................................................................. 25 

Time zones and offsets .............................................................................................................................. 25 

Including/excluding terms........................................................................................................................ 25 

Boolean fields .................................................................................................................................................. 25 

Java aggregation classes ........................................................................................................................... 25 

10. Parent/Child changes ............................................................................................................... 27 

Parent type cannot pre-exist .................................................................................................................. 27 

top_children query removed ................................................................................................................... 27 



 

11. Scripting changes ...................................................................................................................... 28 

Scripting syntax .............................................................................................................................................. 28 

Scripting settings ........................................................................................................................................... 29 

Groovy scripts sandbox ............................................................................................................................. 29 

Plugins making use of scripts ................................................................................................................ 29 

12. Index API changes ..................................................................................................................... 30 

Index aliases ..................................................................................................................................................... 30 

File based index templates ...................................................................................................................... 30 

Analyze API changes ................................................................................................................................... 30 

Removed id_cache from clear cache api .......................................................................................... 30 

13. Snapshot and Restore changes .......................................................................................... 31 

File-system repositories must be whitelisted ................................................................................ 31 

URL repositories must be whitelisted ................................................................................................ 31 

Wildcard expansion ...................................................................................................................................... 31 

14. Plugin and packaging changes ........................................................................................... 32 

Symbolic links and paths .......................................................................................................................... 32 

Running bin/elasticsearch......................................................................................................................... 32 

-f removed ........................................................................................................................................................ 32 

V for version .................................................................................................................................................... 32 

Plugin manager should run as root .................................................................................................... 32 

Support for official plugins ..................................................................................................................... 32 

Plugins require descriptor file ................................................................................................................ 33 

Repository naming structure changes ............................................................................................... 33 

15. Setting changes .......................................................................................................................... 34 

Command line flags ..................................................................................................................................... 34 

Scripting settings ........................................................................................................................................... 34 



 

Units required for time and byte-sized settings .......................................................................... 34 

Merge and merge throttling settings ................................................................................................ 34 

Shadow replica settings ............................................................................................................................. 35 

Resource watcher settings renamed ................................................................................................... 36 

Hunspell dictionary configuration ....................................................................................................... 36 

CORS allowed origins .................................................................................................................................. 36 

JSONP support ................................................................................................................................................ 36 

In memory indices ........................................................................................................................................ 36 

Log messages truncated ............................................................................................................................ 37 

Custom config file ......................................................................................................................................... 37 

ES_CLASSPATH removed ........................................................................................................................... 37 

16. Stats, info, and cat changes .................................................................................................. 38 

Sigar removed ................................................................................................................................................. 38 

Removed id_cache from stats apis ...................................................................................................... 38 

Percolator stats ............................................................................................................................................... 38 

Cluster state REST API ................................................................................................................................ 38 

Index status API ............................................................................................................................................. 38 

Nodes Stats API.............................................................................................................................................. 39 

17. Java API changes ....................................................................................................................... 40 

Transport API construction ...................................................................................................................... 40 

Exception are only thrown on total failure ..................................................................................... 40 

Automatically thread client listeners .................................................................................................. 40 

Query/filter refactoring .............................................................................................................................. 40 

GetIndexRequest ............................................................................................................................................ 41 

BytesQueryBuilder removed .................................................................................................................... 41 

TermsQueryBuilder execution removed ........................................................................................... 41 



 

ImmutableSettings removed ................................................................................................................... 42 

InetSocketTransportAddress removed .............................................................................................. 42 

Shading and package relocation removed ...................................................................................... 42 

 

 



1 

이 문서는 Elasticsearch 2.0의 변화된 점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원문은 Breaking changes 2.0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 Introduce 

0.90 이전에 생성된 indices 

Elasticsearch 2.0은 v0.90 이상에서 생성된 indices만을 읽을 수 있다. 만약 v0.90 이전에서 생성된 

indices는 indices를 uprade하기 위해, 먼저 v1.x로 upgrade해야 한다. Elasticsearch는 오래된 버전

으로 생성된 indices가 있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Elasticsearch migration plugin 

Elasticsearch 2.0으로 upgrade할 때, 예상되는 issue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lasticsearch 

migration plugin을 제공한다. upgrade전에 이 plugin을 설치하고 실행해 보기 바란다. 

 

2. Removed features 

Rivers have been removed 

Elasticsearch는 더 이상 rivers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른 중요한 변화와의 충돌로 인해 완전히 제

거하기로 결정했다. Deplicating Rivers에서 그 배경에 대해 읽을 수 있다. 

Facets have been removed 

1.0에서 deplicat된 facets이 제거되었다. 대신 더 강력하고 유연한 aggregation framework를 사용

하기 바란다. 이것은 또한 Kibana 3.0이 Elasticsearch 2.0과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VEL have been removed 

MVEL scripting language가 제거되었다. 이제 기본 scripting language는 Groovy이다. 

Delete-by-query is now a plugin 

Delete-by-query 기능은 빠르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Primary와 replica shard간의 문서상의 

차이점, memory exception, cluster crash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기능이 scroll/scan과 bulk를 이용하여 재 구현되었다. 많은 수의 document를 query하는 경우, 

더 느리지만 안전하다. 

현재, 오래 걸리는 delete-by-query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 이 기능이 plugin에서만 이용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Plugin은 아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breaking-changes-2.0.html
https://github.com/elastic/elasticsearch-migration
https://github.com/elastic/elasticsearch-migration
https://www.elastic.co/blog/deprecating-rivers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aggreg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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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plugin install delete-by-query 

 

delete-by-query plugin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Multicast Discovery is now a plugin 

Multicast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Linux는 localhost에 대해 multicast listening을 허용하지 

않고, 반면에 OS/X는 설정된 bind address에 관계 없이 모든 interface에 대해 multicast broadcast

를 보낸다. 그 외에도, 어떤 network는 기본적으로 multicast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 기능은 plugin으로 옮겨졌다. 이제 기본적인 discovery mechanism은 unicast를 사용한다. 이것

은 기본 설정으로 localhost의 첫 번째 5 port를 찾는다. Multicast discovery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

음 명령어를 이용해 plugin을 설치할 수 있다. 

./bin/plugin install discovery-multicast 

 

Multicast Discovery Plugin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_shutdown API 

_shutdown API는 대체 명령어 없이 제거되었다. Node는 OS와 제공되는 start/stop script로 관리할 

수 있다. 

murmur3 is now a plugin 

field value의 hash를 index하는 murmur3 field는 core에서 제거되고, plugin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다. 

./bin/plugin install mapper-murmur3 

 

_size is now a plugin 

원래 JSON document의 크기를 byte로 index하는, meta-data field인 _size는 core에서 제거되고, 

plugin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다. 

./bin/plugin install mapper-size 

 

Thrift와 memcached transport 

thrift와 memcached transport plugin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HTTP transport(기본적으로 

활성화된)나 Java Client(node or transport)를 사용하자.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plugins/2.0/plugins-delete-by-query.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plugins/2.0/discovery-multica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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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UDP 

Bulk UDP API는 제거되었다. 대신 표준 bulk API를 사용하거나 Logstash에 document를 전송하기 

위해 UDP를 사용하자. 

MergeScheduler pluggablity 

Merge scheduler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docs-bul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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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work changes 

Bind to localhost 

Elasticsearch 2.x는 기본적으로 localhost에만 bind될 수 있다. Elasticsearch 2.x는 127.0.0.1(IPv4)와 

[::1](IPv6)에 bind하려 하는데, 이것은 IPv4나 IPv6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만족스럽게 동작

할 것이다. 이 변화는 Elasticsearch가 network의 다른 node에 접속하려는 것을 방지한다, 여러분

이 그렇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설치할 경우, elasticsearch.yml이나 command line에 network.host parameter를 설정해야 

한다. 

bin/elasticsearch --network.host 192.168.1.5 

bin/elasticsearch --network.host _non_loopback_ 

 

network.host parameter의 모든 option 목록은 Network Settings에서 볼 수 있다. 

Multicast removed 

여전히 plugin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multicast는 제거되었다. 대신, localhost에 bind할 때에, 

Elasticsearch는, 기본적으로 9300~9400을 사용하는, transport.tcp.port 범위의 첫 번째 5 port를 

찾는, unicast를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개발자에게 아무런 설정 없이 자동으로 clustering(zero-config auto-clustering)이 되도록 

하지만, 제품 설치 시에는, 아래처럼, unicast hosts의 목록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iscovery.zen.ping.unicast.hosts: [ 192.168.1.2,  192.168.1.3 ] 

 

Cluster의 모든 node를 unicast host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master 자격이 있는 

noded의 정족수(다수)는 명시해야 한다. 커다란 cluster의 경우 일반적으로 master 역할만을 하는 

node를 3개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이들 3개 모두를 unicast hosts로 설정하기를 추천한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modules-network.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plugins/2.0/discovery-multicast.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modules-discovery-zen.html#uni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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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ple data.path striping 

이전 버전에서는, data.path 에 다수의 data path 를 설정하게 되면, 특정 shard 는, 각 path 에 

차례로((index.store.distributor 의 설정에 따라) 전체 file 을 작성하여, 모든 경로에 나누어질(striped)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shard의 단일 segment file은 다수의 disk에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 

disk 의 오류로 인해 다수 shard 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 stripping 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shard 는 다른 경로(path)에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단일 shard 의 모든 file 은 동일한 경로에 작성된다. 

Elasticsearch 2.0.0 이후 버전이 시작될 때, striping 이 발견되면, 동일한 shard 에 포함되는 모든 

file 은 동일한 parh 로 이동될 것이다. 이 이동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disk 가 없다면, upgrade 는 

취소되고, 충분한 disk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재개될 수 있다. 

index.store.distributor 설정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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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pping changes 

모호함을 제거하고, mapping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mapping에 얼마간의 변화가 

만들어졌다.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동적으로 추가된 filed는 index되기 전에, 자신의 mapping이 master 

node에 의해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index에 있는 다른 shard에, 동일한 

field가 다른 mapping을 가지고 동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mapping의 충

돌은 잘못괸 결과를 돌려주고, index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주 많은 새로운 field를 추가할 때, indexing을 느리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

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사용 사례에 대해, 성능보다는 안전을 선

택했다. 

Conflicting field mapping 

동일한 index, 다른 type에서, 각 field가 다른 설정을 가지게 하는 copy_to, dynamic, enabled, 

ignore_above, include_in_all, 그리고, properties parameters를 제외하면, 동일한 name을 가진 field

는 동일한 mapping을 가질 수 있다. 

PUT my_index 

{ 

  "mappings": { 

    "type_one": { 

      "properties": { 

        "name": {  

          "type": "string" 

        } 

      } 

    }, 

    "type_two": { 

      "properties": { 

        "name": {  

          "type":     "string", 

          "analyzer": "english" 

        } 

      } 

    } 

  } 

}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copy-to.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dynamic.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enabled.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gnore-above.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nclude-in-all.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proper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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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name field는 mapping이 충돌하고, Elastisearch가 시작되지 않는다. 

 

Field mapping의 충돌이 있으면, Elasticsearch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index는 제거되거나 새로

운 mapping을 사용하여 다시 index해야 한다. 

put mapping API의 ignore_conflicts 옵션은 제거되었다. 충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Fields cannot be referenced by short name 

Filed는 더 이상 short name으로 참조될 수 없다. 대신, field의 full path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PUT my_index 

{ 

  "mappings": { 

    "my_type": { 

      "properties": { 

        "title":     { "type": "string" },  

        "name": { 

          "properties": { 

            "title": { "type": "string" },  

            "first": { "type": "string" }, 

            "last":  { "type": "string" } 

          } 

        } 

      } 

    } 

  } 

} 

 이 field는 title로 참조된다. 

 이 field는 name.title로 참조된다. 

 

이전 버전에서는, 위의 예제에 있는 2개의 title field는 short name인 title을 사용할 경우, 서로 혼

동될 수 있었다. 

Type name prefix removed 

이전 버전에서는, 2개의 다른 type에서 동일한 name을 가진 field는 type name을 덧붙여 분명하

게 할 수 있었다. 더하여, 적절한 query에 type name으로 filter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기

능은 애매했고 - type name이 field name과 혼동될 수 있었다 -, 모든 곳에서 동작하지는 않았다. 

– aggregation 같은 곳에서는 … 



8 

대신, field는 type name을 덧붙이지 않고, full path로 지정해야 한다. _type field로 filter하려면, URL

에 type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filter를 추가해야 한다. 

1.x에서의 다음 예제 query는 

GET my_index/_search 

{ 

  "query": { 

    "match": { 

      "my_type.some_field": "quick brown fox" 

    } 

  } 

} 

2.0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된다. 

GET my_index/my_type/_search  

{ 

  "query": { 

    "match": { 

      "some_field": "quick brown fox"  

    } 

  } 

} 

 type name은 filter로서 동작하기 위해 URL에 지정될 수 있다. 

 field name은 type 접두사 없이 지정해야 한다. 

 

Field names may not contain dots 

1.x에서, field의 name에 dot(.)을 포함한 field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자면, 

PUT my_index 

{ 

  "mappings": { 

    "my_type": { 

      "properties": { 

        "foo.bar": {  

          "type": "string" 

        }, 

        "foo": { 

          "properties": {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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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 

        } 

      } 

    } 

  } 
} 

  이들 2개의 field는 foo.bar로 참조되어, 서로 구분할 수 없다. 

더 이상 field의 name에 dot(.)을 포함한 field를 생성할 수 없다. 

Type names may not start with a dot 

1.x에서, type name에 dot(.)이 포함(예: my.type)되면, 경고가 발생한다. type name이 서로 다른 

type에서 filed를 구분하는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고는 덜 발생한다. type name은 이제 

dot(.)을 포함할 수 있지만, dot(.)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percolator 

type이다. 

Type names may not be longer than 255 character 

mapping type name은 225자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 긴 type name은 upgrade전에 생성된 

index에는 계속 동작하지만, 새로운 index에 긴 name을 가진 type을 생성할 수는 없다. 

Type names may no longer be deleted 

1.x에서, delete mapping API를 이용하여, 특정 type의 mapping과 해당 type의 모든 document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type에 있는 field의 잔

재가 index에 남아, 나중에 손상의 원인이 된다. 

대신, type의 mapping을 삭제해야 한다면, mapping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index에 다시 index

해야 한다. 해당 type을 포함하는 document만 삭제해야 한다면, 대신에, delete-by-query plugin을 

사용하자. 

Type meta-fields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 옵션과 관련된 meta-fields는 제거되었다. 

 _id 설정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정렬을 위해서라면, _uid field를 사용하자. 

 _type 설정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_index 설정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_routing 설정은, routing을 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mapping-fiel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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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field_names 설정은 field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_size 설정은 field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_timestamp 설정은 field를 활성화하고, format과 default vaule를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_boost는 제거되었다. 

 _analyzer는 제거되었다. 

중요한 것은, meta-fields는 더 이상 document body의 일부로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그것들은 query string parameter에 지정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x에서 routing은 다음처럼 지

정될 수 있다. 

PUT my_index 

{ 

  "mappings": { 

    "my_type": { 

      "_routing": { 

        "path": "group"  

      }, 

      "properties": { 

        "group": {  

          "type": "string" 

        } 

      } 

    } 

  } 

} 

 

PUT my_index/my_type/1  

{ 

  "group": "foo" 

} 

  이 1.x의 mapping은 elasticsearch가 document body의 group field에서 routing value를 가

져오도록 설정했다. 

 이 index request는 routing 값으로 foo를 사용한다. 

 

2.x에서, routing은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PUT my_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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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pings": { 

    "my_type": { 

      "_routing": { 

        "required": true  

      }, 

      "properties": { 

        "group": { 

          "type": "string" 

        } 

      } 

    } 

  } 

} 

 

PUT my_index/my_type/1?routing=bar  

{ 

  "group": "foo" 

} 

 routing은 index 중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로 표시될 수 있다. 

 이 index request는 routing value로 bar를 사용한다. 

 

_timestamp and _ttl deprecated 

_timestamp와 _ttl field는 deprecate되었다. 하지만, 2.x 시리즈의 나머지를 위해, 기능은 남아 있다. 

_timestamp field 대신에, 일반적인 date field를 사용하고, 명시적으로 그 값을 설정하자. 

현재의 _ttl 기능은 미래의 버전에서, 아마도 다른 의미를 가진, _timestamp field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구현된 TTL로 대체될 것이다.  

Analyzer mappings 

이전 버전에서, index_analyzer와 search_analyzer는 따로 설정할 수 있었고, analyzer 설정은 둘 모

두를 설정했다. index_analyzer 설정은 analyzer 설정만을 사용하는데 유리하도록 제거되었다. 

analyzer만 설정되면, 그것은 index시와 searsch시에 사용된다. search시에 다른 analyzer를 사용하

려면, analyzer와 search_analyzer를 모두 설정해야 한다. 

type-level의 index_analyzer, search_analyzer, analyzer 설정도 제거되었다. 따라서, type name을 기

반으로 field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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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별로 analyzer를 설정할 수 있었던, analyzer meta-field 또한 제거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index에서는 무시된다. 

Date fields and Unix timestamps 

이전 버전에서, date field는 값을, 해당 field에 정의된 date format을 parsing하기 전에, 먼저 Unix 

timestamp로 parsing하려 한다. 이것은 값이 timestamp로 해석되면, yyyyMMdd 같은 format으로

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에서, 2가지 format(epoch_mills, epoch_second)이 추가되었다. 이들 format이 사용되는 date 

field만 timestamp를 parsing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format은 dynamic template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long values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fault date format 

기본 data format이 date_optional_time에서 strict_date_optional_time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4자

리 수 년도, 2자리 수 월과 날짜(그리고, 선택적으로, 두 자리 수 시,분,초)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추가된 date field는 timestamp parsing을 지원하는 epoch_mills format을 포

함한다. 

PUT my_index/my_type/1 

{ 

  "date_one": "2015-01-01"  
} 

 다음과 같은 format을 가진다. "strict_date_optional_time||epoch_millis" 

Date 연산 parsing을 위한 mapping.date.round_ceil 설정은 제어되었다. 

 

Boolean fields 

boolean field는 false를 의미하는 F, true를 의미하는 T를 가진, string fielddata를 가지는데 사용되

곤 한다. 이것은 false를 위한 0, true를 위한 1을 가진 numeric fielddata로 다시 작성되었다. 그 

결과, 다음 API의 응답 format이 변경되었다. boolean field를 적용하면, F/T 대신에 0/1이 return 

된다. 

 fielddata fields 

 sort values 

 terms aggregrations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request-fielddata-fields.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request-sort.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aggregations-bucket-terms-aggreg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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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terms aggregation은, Boolean(date나 ip address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숫자로 표현)의 

경우, 사용자에게 익숙한 표현(false/true)을 return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format을 사용한다. 

"buckets": [ 

  { 

     "key": 0, 

     "key_as_string": "false", 

     "doc_count": 42 

  }, 

  { 

     "key": 1, 

     "key_as_string": "true", 

     "doc_count": 12 

  } 

] 

 

index_name and path removed 

index_name 설정은 Lucene field의 name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path 설정은 

Lucene field가 full path(parent object field 포함)를 사용해야 하는지, 단지 마지막의 name만을 사

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object field에 사용되었다. 

이들 설정은, 설정의 목적이 copy_to parameter로 더 잘 제공되기 때문에, 제거되었다. 

Murmur3 fields 

murmur3 type의 field는 doc_values나 index 설정으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항상 아래

처럼 mapping되어야 한다. 

{ 

  "type":       "murmur3", 

  "index":      "no", 

  "doc_values": true 

} 

 

Mapping in config files not supported 

설정 파일에서 mapping을 지정하는 기능은 제거되었다. 다수의 index에 적용하기 위한 default 

mapping을 지정하려면, index templates을 사용하자. 

이 변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설정이 제거되었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copy-to.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ndices-templ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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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apper.default_mapping_location 

 index.mapper.default_percolator_mapping_location 

Fielddata formats 

doc values는 fielddata의 기본이어서, in-memory에 특화된 format은 소수만이 알고 있는 option

이 되었다. 이들 fielddata format은 제거되었다. 

 string field에서의 fst 

 geo point에서의 compressed 

기본 fielddata format이 대신 사용될 것이다. 

Posting and doc-values codecs 

mapping에서 field별 posting과 doc values format을 지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설정

은, 2.0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indices에서는 무시되며, 2.0 이후 버전에서는 mapping parsing 실패

의 원인이 된다. 과거의 indices에서, 이것은 새로운 segment가 현재 codec의 기본 posting과 

doc values format을 가지고 작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dex.code 설정을 통해, 전체 codec을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이 아닌 

codec을 사용하는 것은, Elasticsearch의 향후 version이 index를 읽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권장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Compress and compress threshold 

Compress와 compress_threshold option은 _soorce field와 binary type의 field에서 제거되었다. 이

들 field는 기본적으로 압축된다. 압축 수준을 높이려면, index.codec: best_compression 설정을 대

신 사용하자. 

position_offset_gap 

position_offset_gap option은 position_increment_gap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혼란을 없애

기 위해 이루어졌다. Elasticsearch의 position_increment_gap은 이제 Lucene의 

position_increment_gap으로 직접 mapping된다. 

position_increment_gap의 기본값은 이제 100이다. Elasticsearch 2.0.0에서 생성된 index는 100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전 버전에서 생성되어 계속 사용하는 index는 기본적으로 0이다. 이것

은 phrase query가 예기치않게 동일한 term을 다른 값에 일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100

은 99까지의 slop을 가진 phrase query가 field의 단일 값 내에서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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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UD and routing changes 

Explicit custom routing 

사용자 정의 routing value는 더 이상 document body에서 추출할 수 없다. Query string의 일부 또

는 bulk API에서 metadata line에 명시적으로 지정하해야 한다. Type meta-fields에서 예제를 볼 수 

있다. 

Routing hash function 

routing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hash function은 djb2에서 murmur3로 변경되었다. 이 변화는 

djb2에 매우 독특한 특성에 의존적이지 않다면, 알기 쉬울 것이다. 이것은 shard 사이의 

document count의 더 나은 균형을 제공한다. 

추가로, 다음의 routing 관련 node 설정이 deprecate 되었다. 

 cluster.routing.operation.hash.type 

routing에 어떤 hash function을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undocumented 설정이었다. 

이제 새로운 indices에는 murmur3가 강제로 적용된다. 

 cluster.routing.operation.use_type 

document의 shard를 계산할 때, document의 _type을 참조하도록 하는 undocumented 설정

(default: false)이었다. 이제 새로운 indices에는 false가 무조건 적용된다. 

Delete API with custom routing 

사용자 정의 routing을 사용할 경우, delete API가 index의 모든 shard로 전달되는 것은 routing 

parameter가 선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delete request는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shard

에게만 전달된다. 사용자 정의 routing을 사용하려면, document를 삭제하는 경우, 기존의 index, 

create, update API와 마찬가지로, routing value를 명시해야 한다. 

routing value를 빠뜨리지 않도록, 아래 mapping처럼, routing을 필수 값으로 만들 수 있다. 

PUT my_index 

{ 

  "mappings": { 

    "my_type": { 

      "_routing": { 

        "required": true 

      } 

    } 

  }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docs-bul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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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tored meta-fields returned by default 

이전 버전에서, _routing, _timestamp 등과 같은 meta-fields는 fields parameter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만, GET request에 포함되었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모든 meta-fields 값은 기본적으로 

return된다. 추가로, 이들 값은 fields 요소 대신, _index, _type, _id와 함께 top level에서 return 된

다. 

예를 들어, 다음 request는 

GET /my_index/my_type/1 

 

다음과 같이 return 된다. 

{ 

  "_index":     "my_index", 

  "_type":      "my_type", 

  "_id":        "1", 

  "_timestamp": 10000000,  

  "_source": { 

    "foo" : [ "bar" ] 

  } 

} 

 _timestamp는 top level에서 기본적으로 return 된다. 

 

Async replication 

replication parameter는 synced flush에 방해가 되는, 모든 CURD(index, create, update, delete, bulk)

에서 제거되었다. 이들 연산은 이제 동기적으로만 동작하고, 특정 request는 해당 변화가 shard 

group의 모든 active shard에 replicate될 경우에만 return 된다. 

대신에, 더 많은 request를 보내기 위해, 병렬로 더 많은 client process를 사용하자. 

Documents must be specified without a type wrapper 

이전 버전에서, document body는 type의 name을 가진 또 다른 object로 감쌀 수 있었다. 

PUT my_index/my_type/1 

{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ndices-synced-flu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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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_type": {  

    "text": "quick brown fox" 

  } 

} 

 이 my_type은 document 자체의 일부가 아니다. 단지 document type을 나타낸다. 

이 기능은 이전에 deprecate되었으나, index 설정에서 mapping.allow_type_wrapper로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설정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위의 document는 다음과 같이 index된다. 

PUT my_index/my_type/1 

{ 

  "text": "quick brown fox" 

} 

 

Term Vectors API 

/_termvector 의 사용은 deprecate 되었고, /_termvectors 를 사용하자. 

  



18 

7. Query DSL changes 

Queries and filters merged 

query와 filter는 통합되었다. 모든 filter절은 이제 query절이다. 대신, 이제 query절은 query 

context나 filter context에서 사용된다. 

 query context 

query context에서 사용되는 query는 relevance score를 계산하고, cache되지 않는다. query 

context는 filter contex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filter context 

filter context에서 사용되는 query는 relevance score를 계산하지 않고, cache된다. filter context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constant_score query 

 bool query에서 must_not(새로 추가됨)과 filter parameter 

 function_score query에서 filter와 filters parameter 

 post_filter search parameter 처럼 filter라 불리는 모든 API, 또는 aggregation, index alias

에서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terms의 execution option은 이제 deprecate되었고, 주어지더라도 무시된다. 

or and and now implemented via bool 

이전 버전에서, or와 and filter는 bool filter에서 다른 실행 pattern을 가지고 있었다. and/or를 특

정 filter와 사용하고, bool을 다른 filter와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제거되었다. bool query는 이제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최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smart하다. 이 변화의 결과로, or와 and filter는 이제 내부적으로 bool query로 실행되

는 문법이다. 이들 filter는 향후에 제거될 것이다. 

filtered query and query filter deprecated 

query filter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deprecate되었다. 모든 query는 query나 filter context에서 

사용될 수 있다. filtered query는 bool query로 대체되고, deprecate되었다. 

다음의 예는 

GET _search 

{ 



19 

  "query": { 

    "filtered": { 

      "query": { 

        "match": { 

          "text": "quick brown fox" 

        } 

      }, 

      "filter": { 

        "term": { 

          "status": "published" 

        } 

      } 

    } 

  } 

} 

 

bool query의 must와 filter parameter에서 query와 filter로 옮겨진다. 

GET _search 

{ 

  "query": { 

    "bool": { 

      "must": { 

        "match": { 

          "text": "quick brown fox" 

        } 

      }, 

      "filter": { 

        "term": { 

          "status": "published" 

        } 

      } 

    } 

  } 

} 

 

Filter auto-caching 

_cache option과 사용자 정의 _cache_key를 이용하여 filter를 cache 여부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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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option은 deprecate되었고, 만약 있어도, 무시된다. 

filter context에서 사용되는 query 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cache된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 빈도, query 실행 비용, filter 생성 비용을 고려한다. 

terms filter의 검색 mechanism은 terms를 포함하고 있는 document의 값을 더 이상 cache하지 

않는다. 대신 filesystem cache에 의존한다. 검색 index가 너무 크지 않다면, 

index.auto_expand_replicas: 0-all 을 설정하여, 모든 node에 해당 index를 replicate하는 것을 권장

한다. 이를 설정하면, network overhead를 줄일 수 있다. 

Numeric queries use IDF for scoring 

이전 버전에서, numeric field에 대한 term query는 보통의 scoring 로직을 의도적으로 막았었고, 

이런 방식은 문서화하지 않았었다. 

이제, numeric field에 대한 단일 term query는 string field와 동일한 방식으로 IDF와 norms(만약 

활성화되어 있다면)를 사용하여, score를 계산한다. 

scoring 없이 numeric field를 query하려면, query절은 filter context, bool query에서 filter 

parameter, constant_score query로 감싼 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GET _search 

{ 

  "query": { 

    "bool": { 

      "must": [ 

        { 

          "match": {  

            "numeric_tag": 5 

          } 

        } 

      ], 

      "filter": [ 

        { 

          "match": {  

            "count":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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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은 relevance score 계산시 IDF를 포함한다. 

 이 절은 relevance score 계산과 무관하다. 

 

Fuzziness and fuzzy-like-this 

fuzzy matching은 각 fuzzy의 alternative에 대한 score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드문 오

자(誤字)가 다수의 일반적으로 정확한 철자보다 더 높은 score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fuzzy matching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alternative의 IDF를 사용하여, 모든 fuzzy alternative의 

score를 조합한다. 

fuzziness는 더 이상 percentage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 없고, 대신 허용되는 숫자를 사용한다. 

 0, 1, 2 

 auto(term의 길이에 따라, 0, 1, 또는 2를 선택) 

fuzzy_like_this와 fuzzy_like_this_field query는 fuzzy matching에 매우 비싼 접근 방식을 사용했기에 

제거되었다. 

More Like This 

More Like This(mlt) API와 more_like_this_field(mlt_field) query는 제거되고 more_like_this query로 

대체하자. 

limit filter deprecated 

limit filter는 deprecate되었고,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 terminate_after parameter를 사용하여 유

사한 작동을 얻을 수 있다. 

Java plugins registering custom queries 

사용자 정의 query 를 등록하는 java plugin 은 IndicesQueriesModule#addQuery(Class<? extends 

QueryParser>) method 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query 를 등록하는 다른 

방법은 이제 지원되지 않는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query-dsl-mlt-query.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request-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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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arch changes 

Partial fields 

partial field는 제거되었고, source filtering으로 대체하자. 

search_type=count deprecated 

count search type은 deprecate되었다. 이 search type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query_then_fetch search type을 사용하고 size를 0으로 설정하여 얻을 수 있다. 

The count api internally uses the search api 

이제 count api는 search api에 size를 0으로 설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shard의 fail은, 

count를 0으로 하고 shard fail을 가진 정상적인 응답보다는 예외의 return을 초래할 것이다. 

All stored meta-fields returned by default 

이전 버전에서, _routing, _timestamp 등과 같은 meta-field는 request에서 fields parameter로 특별

히 요청해야만 검색 결과에 포함되었다. 이제, 저장된 모든 meta-field 값은 기본적으로 return 된

다. 추가로, 이들 값은 fields 요소 대신, _index, _type, _id와 함께 top level에서 return 된다. 

예를 들어, 다음 request는 

GET /my_index/_search?fields=foo 

 

다음과 같이 return 된다. 

{ 

   [...] 

   "hits": { 

      "total": 1, 

      "max_score": 1, 

      "hits": [ 

         { 

            "_index":     "my_index", 

            "_type":      "my_type", 

            "_id":        "1", 

            "_score":     1, 

            "_timestamp": 10000000,  

            "fields": { 

              "foo" : [ "bar" ] 

            }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search-request-source-filter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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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_timestamp는 top level에 기본적으로 retrun된다. 

Script fields 

1.x에서, script field는 단일 값으로만 return된다. script의 return value가 list일지라도 배열을 가지

고 있는 배열로 return된다. 

"fields": { 

  "my_field": [ 

    [ 

      "v1", 

      "v2" 

    ] 

  ] 

} 

 

Elasticsearch 2.0에서, list를 return하는 script는 다수의 값을 가진 field로 취급된다. 위의 예제는 

단일 배열을 가진, 다음과 같은 response를 return한다. 

"fields": { 

  "my_field": [ 

    "v1", 

    "v2" 

  ] 

} 

 

Timezone for date field 

date type의 field에 대한 query나 aggregation에 time_zone parameter의 지정은 반드시 ISO 8601 

UTC offset 이나 timezone id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 값은 반드시 +01:00으로 지정해야 한

다. 

Only highlight queried fields 

require_field_match option의 기본값은 false에서 true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highlighter가 query된 field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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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ield에 대해 highlight하기 위해, _all field를 query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highlight snippet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ighlight되어야 하는 field를 동시에 query하는 것이 highlight된 

snippet을 얻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반면에, require_field_match option은 highlight시에 field 

name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해, false로 설정될 수 있다. 

highlighter의 posting은 require_field_match option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query된 

field를 highlight할 뿐이다. 

Postings highlighter doesn’t support match_phrase_prefix 

type을 phrase_prefix(또는 match_ phrase_prefix query)로 설정한 match query는 highlighter의 

posting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어떤 highlight된 snippet도 return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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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ggregation changes 

Min doc count defaults to zero 

histogram과 date_histogram aggregation 둘 모두는 min_doc_count의 기본값이 1 대신에 0 이다. 

Timezone for date field 

date type의 field에 대한 query나 aggregation에 time_zone parameter의 지정은 반드시 ISO 8601 

UTC offset 이나 timezone id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 값은 반드시 +01:00으로 지정해야 한

다. 

Time zones and offsets 

histogram과 date_histogram aggregation은 이전 버전의 pre_offset과 post_offset을 대체하는, 더 

간단해진 offset option을 지원한다. 두 개의 분리된 offset을 지정하는 대신에, 근본적으로 bucket

을 이동한다. offset option은 bucket의 경계를 그것의 인수에 따라, +/- 방향으로 이동한다. 

date_histogram의 pre_zone과 post_zone은 time_zone option으로 대체되었다. time_zone의 동작은 

이전의 pre_zone option과 동일하다. time_zone에 “+01:00” 같은 값을 설정하는 것은, bucket의 계

산이 지정된 time zone으로 적용되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key는 UTC의 timestamp로 return되

고, key_as_string은 지정된 time zone으로 return된다. 

이것 외에, 항상 date와 UTC가 bucket로 return되기 때문에, pre_zone_adjust_large_interval은 제거

되었다. 

Including/excluding terms 

terms aggregation에서 include/exclude filtering은 java 정규식 문법 데신 regexp query와 동일한 

문법을 사용한다. 간단한 regexp는 여전히 동작하지만, 좀 더 복잡한 것은 약간은 재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flags parameter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Boolean fields 

이제, Boolean field에 대한 집계는 0과 1을 key로, “true”와 “false”를 string key로 return한다. 자세

한 것은 boolean fields를 참고하자. 

Java aggregation classes 

이제, date_histogram aggregation은 response에서 Histogram object를 return한다. 그리고, 

DateHistogram class는 제거되었다. 마찬가지로, date_range, ipv4_range, geo_distance aggregation

은 response에서 Range object를 return한다. 그리고, IPV4Range, DateRange, GeoDistance class는 

제거되었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query-dsl-regexp-query.html#regexp-syntax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breaking_20_mapping_changes.html#migration-bool-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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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query된 data의 type에 관계없이, Range와 Histogram aggregation의 response API를 동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MultiBucketAggregation interface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모든 bucket aggregation에 적용된다. 

 getKey() method는 String이 아닌 Object를 return한다. 실제로 return되는 object의 type은 

request된 aggregation의 type(예: date_histogram은 이 method에 대해, DateTime object를 반

환한다. 반면에, histogram은 Number를 return한다.)에 달려 있다. 

 getKeyAsString() method는 key의 String 표현을 return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다른 모든 getKeyAsX() method는 제거되었다. 

 getBucketAsKey(String) method는 filters와 terms aggregation을 제외한 모든 aggregation에서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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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rent/Child changes 

parent/child는 memory 사용을 줄이고, has_child/has_parent query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실

행하기 위해, 완전히 다시 작성되었다. _parent field는 기본적으로 doc value를 사용한다. 다시 작

성되고 향상된 구현은 version 2.0 이후에 생성된 indices에게만 적용된다. 

성능과 memory 향상의 이득을 위해, _parent field를 사용하는, 현존하는 모든 indices를 다시 

index하기를 권장한다. 

Parent type cannot pre-exist 

mapping type은, _parent meta field를 지정하여, 다른 mapping type의 child로 선언될 수 있다. 

DELETE * 

 

PUT my_index 

{ 

  "mappings": { 

    "my_parent": {}, 

    "my_child": { 

      "_parent": { 

        "type": "my_parent"  

      } 

    } 

  } 

} 

 my_parent type은 my_child type의 parent이다. 

 

parent type에 대한 mapping은 child type에 대한 mapping으로 동시에 추가될 수 있으나, child 

type 이전에 추가될 수 없다. 

top_children query removed 

top_children query는 제거되었고, has_child query로 대체된다. 그것은 has_child query보다 항상 더 

빠르지 않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정확했다. top_children을 사용하면, 동일한 search request에

서 total hits와 어떤 aggregation은 부정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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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cripting changes 

Scripting syntax 

script에 대한 문법은 모든 API에 대해 일관된다. 적절한 format은 아래와 같다. 

inline/dynamic script 

"script": { 

  "inline": "doc['foo'].value + val",  

  "lang":   "groovy",  

  "params": { "val": 3 }  

} 

 실행할 inline script 

 선택한 script language 

 인자 

 

indexed script 

"script": { 

  "id":     "my_script_id",  

  "lang":   "groovy",  

  "params": { "val": 3 }  

} 

 indexed script의 id 

 선택한 script language 

 인자 

 

file script 

"script": { 

  "file":   "my_file",  

  "lang":   "groovy",  

  "params": { "val": 3 }  
} 

 .lang 확장자를 제외한 script의 file name 

 선택한 script language 

 인자 

 

예를 들자면, update request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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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my_index/my_type/1/_update 

{ 

  "script": { 

    "inline": "ctx._source.count += val", 

    "params": { "val": 3 } 

  }, 

  "upsert": { 

    "count": 0 

  } 
} 

 

parameter없이 기본 script language에서, inline script를 실행하기 위한 간단한 문법이 있다. 

GET _search 

{ 

  "script_fields": { 

    "concat_fields": { 

      "script": "doc['one'].value + ' ' + doc['two'].value" 

    } 

  } 

} 

 

Scripting settings 

script.disable_dynamic이라는 node 설정은 Scripting settings에서 알 수 있듯이, fine-grained script 

설정으로 대체되었다. 

Groovy scripts sandbox 

groovy sandbox와 그것과 연관된 설정은 제거되었다. 이제 groovy는 sandbox를 켜기 위해 어떠

한 option도 필요 없는, non-sandboxed script language이다. 

Plugins making use of scripts 

script를 활용하는 plugin은 ScriptModule을 통해 그들 자신의 script context에 등록해야 한다. 

script context는 script를 선택적으로 활성화/비활성화하기 위하여, fine-grained 설정의 일부로 사

용될 수 있다.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breaking_20_setting_changes.html#migration-script-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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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dex API changes 

Index aliases 

alias filter에 사용되는 field는 더 이상 alias 생성 시에 mapping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전 버전

에서, alias filter는 alias 생성 시에 parsing 되었고, parsing된 form은 memory에 cache되었다. 이제, 

alias filter는 request 시에 parsing되고, filter의 field는 현재 mapping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또한, 이제 index alias가 has_child, has_parent query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ET alias API는 일치하는 index를 찾지 못하면 exception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변화가 다른 

indices API와 마찬가지로 이 API에 대한 기본값을 제공한다. Multiple Indices option은 이러한 동

작을 변경하는 request에 사용될 수 있다. 

File based index templates 

index template은 더 이상 disk에서 초기화될 수 없다. 대신 _template API를 사용하자. 

Analyze API changes 

analyzer API는 첫 번째 token의 position으로 1대신 0을 return한다. 

prefer_local parameter는 제거되었다. _analyze API는 가벼운 연산이다. 그리고 요청자는 그것이 

request를 받은 node에서 실행되든 다른 node에서 실행되든 관계하지 않는다. 

AnalyzeRequest에서 text() method는 string이 아닌 string[]을 return한다. 

Removed id_cache from clear cache api 

clear_cache API는 더 이상 id_cache option을 지원하지 않는다. _parent field에 대해 cache를 명확

히 하려면, fielddata option을 사용하자.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ndices-aliases.html#alias-retrieving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multi-index.html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indices-templ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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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napshot and Restore changes 

File-system repositories must be whitelisted 

shard file system repository와 file로 시작되는 URL repository의 위치: URL은 Elasticsearch가 시작

되기 전에 path.repo 설정에 등록되어야 한다. path.repo 설정은 하나 이상의 repository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path.repo: ["/mnt/daily", "/mnt/weekly"] 

 

repository 위치가 절대 경로로 지정되면, path.repo에 지정된 위치 중의 하나로 시작하게 된다. 

repository 위치가 상대 경로로 지정되면, path.repo에 지정된 첫 번째 위치에 대해 해석될 것이다. 

URL repositories must be whitelisted 

http, https, ftp로 시작되는 URL repository: URL은 Elasticsearch가 시작되기 전에 

repositories.url.allowed.url 설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설정은 host, path, query, fragment 위치에 

wildcard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repositories.url.allowed_urls: ["http://www.example.org/root/*", 
"https://*.mydomain.com/*?*#*"] 

 

Wildcard expansion 

예전의 expand_wildcards_open, expand_wildcards_close parameter는 snapshot과 restore 동작에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들 parameter는 expand_wildcards parameter 하나로 대체되었다. 자

세한 것은 the multi-index docs를 참고하자.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reference/current/mult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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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lugin and packaging changes 

Symbolic links and paths 

Elasticsearch 2.0은 java security manager가 활성화된 채로 동작한다. 그리고, 어떤 path를 access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이다. 다양한 path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ath.data, 

path.scripts, path.repo 등이 있다. 설정된 path가 symbolic link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경로 아래에

는 symbolic link가 있으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path.scripts는 가능하다. 

Running bin/elasticsearch 

parameter 사이의 공백을 잘 처리하기 위해, command line parameter parsing을 다시 작성하였다. 

모든 초기 설정은 여전히, Elasticsearch를 시작할 때, command line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built-in static patameters(예를 들어, -d, -p 등) 다음에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자면, 

bin/elasticsearch -d -p /tmp/foo.pid --http.cors.enabled=true --http.cors.allow-origin='*' 

 

static parameter의 목록을 보려면, bin/elasticsearch –h를 실행하자. 

-f removed 

Elasticsearch를 foreground로 실행하도록 지정하는, -f parameter는 1.0에서 deprecate되었었고, 2.0

에서 제거되었다. 

V for version 

bin/plugin과 bin/elsticsearch 모두에서, -v parameter는 이제 --verbose를 의미한다. version을 확인

하려면, -V 또는 --version을 사용하자. 

Plugin manager should run as root 

RPM과 deb package에서, config, bin, plugins directory의 permission은 더 제한적이 되었다. plugin 

manager는 root로 실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plugin을 설치할 수 없다. 

Support for official plugins 

공식적인 대부분의 Elasticsearch plugin은 main elasticsearch repository로 옮겨졌다. 그들은 

Elasticsearch와 동시에 release되고, Elasticsearch와 동일한 version number를 가진다. 

공식적인 plugin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sudo bin/plugin install analysis-icu 

 

community에서 제공되는 plugin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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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s require descriptor file 

모든 plugin은 plugin-descriptor.properties file을 가져야 한다. 만일 node가 이 파일이 없는 

plugin을 가지고 있으면,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Repository naming structure changes 

Elasticsearch 2.0은 repository URL이 참조되는 방식을 변경했다. major/minor version을 위한 특정 

repository 대신, repository는 major version의 참조만을 사용한다. 

apt package의 URL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 

deb http://packages.elastic.co/elasticsearch/2.x/debian stable main 

 

그리고, yum package는 다음과 같다. 

baseurl=http://packages.elastic.co/elasticsearch/2.x/centos 

 

  

https://github.com/elastic/elasticsearch/blob/2.0/dev-tools/src/main/resources/plugin-metadata/plugin-descriptor.properties


34 

15. Setting changes 

Command line flags 

단일 dash(-)를 사용하는 command line flag는 이제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전 버전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면, 

./elasticsearch --node.name=test_node -Des.path.conf=/opt/elasticsearch/conf/test_node 

 

이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elasticsearch -Des.path.conf=/opt/elasticsearch/conf/test_node --node.name=test_node 

 

Scripting settings 

scripts.disable_dynamic node 설정은, scripting docs에 언급한 것처럼, find-grained script 설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전 버전에서, 다음 설정은 dynamic 또는 inline script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었다. 

script.disable_dynamic: false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elasticsearch.yml에서 다음의 2가지 설정으로 대체되었다. 

script.inline: on 

script.indexed: on 

 

Units required for time and byte-sized settings 

시간(time)이나 byte 값을 설정하는 모든 설정은 단위(units)와 함께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refresh_interval을 1 second가 아닌 1 millisecond로 설정하기 쉽다. 

PUT _settings 

{ 

  "index.refresh_interval": 1 

} 

 

2.0에서 위와 같은 request는 exception을 발생시킨다. 대신 refresh interval을 1초로 하기 위해서

는 “1s”로 설정해야 한다. 

Merge and merge throttling settings 

계층 merge policy는 현재 지원되는 유일한 merge policy이다. 아래 설정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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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erge.policy.type 

 index.merge.policy.min_merge_size 

 index.merge.policy.max_merge_size 

 index.merge.policy.merge_factor 

 index.merge.policy.max_merge_docs 

 index.merge.policy.calibrate_size_by_deletes 

 index.merge.policy.min_merge_docs 

 index.merge.policy.max_merge_docs 

merge throttling은 auto-throttle을 위해 feedback loop를 사용한다. 아래 설정은 제거되었다. 

 indices.store.throttle.type 

 indices.store.throttle.max_bytes_per_sec 

 index.store.throttle.type 

 index.store.throttle.max_bytes_per_sec 

Shadow replica settings 

node.enable_custom_paths 설정은 제거되고, security manager와 함께 동작하여, 사용자 정의 path

로 shadow replica를 허용할 수 있는 path.shared_data 설정으로 대체되었다. 

PUT /my_index 

{ 

  "index": { 

    "number_of_shards": 1, 

    "number_of_replicas": 4, 

    "data_path": "/opt/data/my_index", 

    "shadow_replicas": true 

  } 

} 

 

2.0에서는, path.shared_data를 아래처럼, index의 data_path의 부모 directory로 설정해야 한다. 

path.shared_data: /op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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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watcher settings renamed 

watcher plugin으로 인한 clash를 막기 위해, resource watcher 설정에 대한 설정 이름이 아래처럼 

변경되었다. 

 watcher.enabled => resource.reload.enabled 

 watcher.interval => resource.reload.interval 

 watcher.interval.low => resource.reload.interval.low 

 watcher.interval.medium => resource.reload.interval.medium 

 watcher.interval.high => resource.reload.interval.high 

Hunspell dictionary configuration 

indices.analysis.hunspell.dictionary.location parameter는 제거되었고, <path.conf>/hunspell은 여전

히 사용된다. 

CORS1 allowed origins 

origin 설정(http.cors.allow-origin)을 허용하는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 는 더 이상 기

본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전 버전에서 기본값은 * 이었다. 이것은 모든 origin에 대해 CORS 

request를 허용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http.cors.allow-origin 설정은, 다음과 같이, 

허용되어야 하는 origin만을 지정할 수 있다. 

http.cors.allow-origin: /https?:\/\/localhost(:[0-9]+)?/ 

 

JSONP support 

JSONP callback 지원은 이제 제거되었다. AJAX를 통해 Elasticsearch를 access하기 위해서는 CORS

를 사용해야 한다. 

http.cors.enabled: true 

http.cors.allow-origin: /https?:\/\/localhost(:[0-9]+)?/ 

 

In memory indices 

 Elasticsearch에서 index.store.type의 memory/ram option은 제거되었다. in-memory indices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1http://blogs.msdn.com/b/ie_ko/archive/2012/02/14/ie10-xhr-cors.aspx 

http://blogs.msdn.com/b/ie_ko/archive/2012/02/14/ie10-xhr-co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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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messages truncated 

log message는 10,000 character에서 잘린다. 이것은 logging.yml 설정 파일의 

file.layout.conversionPattern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Custom config file 

CONF_FILE 환경변수 또는 –Des.config, -Des.default.config, -Delasticsearch.config parameter를 사

용하여, 사용자 정의 config file을 지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대신, config file은 반드시 elasticsearch.yml이라 이름 붙여야 하고, 사용자 정의 config directory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본 /config directory에 위치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config directory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bin/elasticsearch --path.conf=/path/to/conf/dir 

./bin/plugin -Des.path.conf=/path/to/conf/dir install analysis-icu 

 

RPM이나 debian package를 이용하는 경우, plugin script와 init/service script는 사용자 정의 

config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ONF_DIR 환경변수를 참조한다. CONF_DIR 변수의 값은 

/etc/default/elasticsearch 또는 /etc/sysconfig/elasticsearch.에 있는 environment config file에 설정

된다. 

ES_CLASSPATH removed 

ES_CLASSPATH 환경변수는 더 이상 class path를 지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외부 library는 

plugin mechanism이나 /lib directory에 복사(꼭 해야 한다면 …)함으로써 load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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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tats, info, and cat changes 

Sigar removed 

OS 의존적인 통계를 위해, Sigar library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library가 더 이

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JVM이 제공하는 통계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node info, node stats response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nodes info, nodes stats에서 network.* 가 제거되었다. 

 nodes stats에서 fs.*.dev 와 fs.*.disk* 가 제거되었다. 

 nodes stats에서 os.timestamp, os.load_average, os.mem.*, and os.swap.* 를 제외한 os.* 가 제

거되었다. 

 nodes info에서 os.mem.total 과 os.swap.total 이 제거되었다. 

 node stats에서 process.mem.resident 와 process.mem.share 이 제거되었다. 

Removed id_cache from stats apis 

node stats, indices stats, cluster stats API에서 id_cache metric이 제거되었다. 이 metric은 shards 

cat, indices cat, nodes cat API에서도 제거되었다. parent/child memory는 fielddata 기반으로 report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한동안 fielddata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지, parent/child가 field data와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 가를 보기 위해, stats API에서

fielddata_fields option을 사용할 수 있다. indices stats을 예로 들면, 

GET /_stats/fielddata?fielddata_fields=_parent 

 

Percolator stats 

percolator query가 동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percolate.get_time 대신 percolate.time을 통해 

알 수 있다. 

Cluster state REST API 

cluster state API는 routing_table이 request되는 경우, 더 이상 routing_node section을 return하지 

않는다. 새로 소개된 routing_nodes flag는 routing_nodes를 return할지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Index status API 

deprecate된 index status API는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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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s Stats API 

queue length는 code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숫자로 report된다. 전에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format을 사용했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item을 가지고 있는 queue는 1k 대신 1000

으로 report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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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ava API changes 

Transport API construction 

TransportClient 생성자 code가 변경되었다. 이제는 builder pattern을 사용한다. 아래 code 대신, 

Settings settings = Settings.settingsBuilder() 

        .put("cluster.name", "myClusterName").build(); 

Client client = new TransportClient(settings); 

 

다음 code를 사용한다. 

Settings settings = Settings.settingsBuilder() 

        .put("cluster.name", "myClusterName").build(); 
Client client = TransportClient.builder().settings(settings).build(); 

 

transport client는 config file에서 설정을 load하는하는 것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config file

을 가지고 있다면, transport client를 생성하기 전에, 그 file을 load하여 설정할 수 있다. 

Settings settings = Settings.settingsBuilder() 

        .loadFromPath(pathToYourSettingsFile).build(); 

Client client = TransportClient.builder().settings(settings).build(); 

 

Exception are only thrown on total failure 

이전 버전에서는, 어떤 shard라도 request를 실행하는데 실패하면, 많은 API가 exception을 발생

시켰다. 이제는 모든 shard가 request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예외가 발생한다. 이들 API의 

response는 failure를 확인할 수 있도록 getShardFailures method를 가질 것이다. 

Automatically thread client listeners 

이전 버전에서는, client side에서 많은(heavy) 연산을 할 경우, IO thread가 block되지 않도록, 사용

자는 request listener threads를 true로 설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성가신 작업이고, 

debug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2.0에서, Elasticsearch는 client가 node 또는 transport client인 경우, client에서 사용되는 listener는 

자동으로 thread 처리된다. threading은 더 이상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다. 

Query/filter refactoring 

org.elasticsearch.index.queries.FilterBuilders는 query와 filter의 병합 작업의 일부로써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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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filter는 QueryBuilders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다.  with the same name. 

FilterBuilder를 사용하는 모든 method는 이제, QueryBuilder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몇몇 query builder는 제거되거나 이름이 변경되었다. 

 commonTerms(...) => commonTermsQuery(...) 

 queryString(...) => queryStringQuery(...) 

 simpleQueryString(...) => simpleQueryStringQuery(...) 

 textPhrase(...) 제거 

 textPhrasePrefix(...) 제거 

 textPhrasePrefixQuery(...) 제거 

 filtered(...) 제거. filteredQuery(...)를 사용하자 

 inQuery(...) 제거 

GetIndexRequest 

GetIndexRequest.features()는 String값의 array 대신 Feature Enums 의 array를 return한다. 

다음의 deprecate된 method는 제거되었다. 

 GetIndexRequest.addFeatures(String[]) - GetIndexRequest.addFeatures(Feature[])을 사용하

자. 

 GetIndexRequest.features(String[]) - GetIndexRequest.features(Feature[])을 사용하자. 

 GetIndexRequestBuilder.addFeatures(String[]) - 

GetIndexRequestBuilder.addFeatures(Feature[])을 사용하자. 

 GetIndexRequestBuilder.setFeatures(String[]) - GetIndexRequestBuilder.setFeatures(Feature[])

을 사용하자. 

BytesQueryBuilder removed 

불필요한 BytesQueryBuilder는 제거되었다. WrapperQueryBuilder를 사용하자. 

TermsQueryBuilder execution removed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TermsQueryBuilder#execution method는 제거되었다. 그것은 해당하는 

parser에 의해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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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tableSettings removed 

ImmutableSettings.builder() 대신 Settings.builder()를 사용하자. 

InetSocketTransportAddress removed 

InetSocketTransportAddress(String, int) 대신에 InetSocketTransportAddress(InetSocketAddress 

address)을 사용하자. InetSocketAddress(String, int)을 가진 InetSocketAddress instance를 생성할 

수 있다.예를 들자면, 

new InetSocketTransportAddress(new InetSocketAddress("127.0.0.1", 0)); 

 

Shading and package relocation removed 

Elasticsearch는 자신의 종속성을 감추고, package를 재배치하곤 했다. 더 이상 감추거나 재배치하

지 않는다. 여러분이 import한 것을 original package name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com.google.common was org.elasticsearch.common 

 com.carrotsearch.hppc was org.elasticsearch.common.hppc 

 jsr166e was org.elasticsearch.common.util.concurrent.jsr166e 

 com.fasterxml.jackson was org.elasticsearch.common.jackson 

 org.joda.time was org.elasticsearch.common.joda.time 

 org.joda.convert was org.elasticsearch.common.joda.convert 

 org.jboss.netty was org.elasticsearch.common.netty 

 com.ning.compress was org.elasticsearch.common.compress 

 com.github.mustachejava was org.elasticsearch.common.mustache 

 com.tdunning.math.stats was org.elasticsearch.common.stats 

 org.apache.commons.lang was org.elasticsearch.common.lang 

 org.apache.commons.cli was org.elasticsearch.common.cli.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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