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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몇 년 전부터인가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언급된다.
특히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는 비단 IT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 보고서에서 해
당 자료의 신뢰도를 어필하고자 할 때 ‘빅데이터 자료’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꽤 많이 접
한다. 이는 그만큼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도 밀접하게 스며들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빅데이터 기술이 과거보다 비약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하드웨어와 통신 속도의 발전
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학습해두면
더 쉽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빅데이터의 기초 지식을 시작으로, 일반적인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구성, 빅
데이터 검색,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의 배치 처리와 스트림 처리, 그
리고 자동화 등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 분야의 전체 구성을 단계별, 상황별로 해설하
고 있다. 특히 현업에서 사용되는 구성을 예로 들고 있어 실제로 도입을 검토 중인 시
스템 엔지니어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 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우선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번역과 교정, 그
리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 책의 진행을 맡아주신 이
종무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
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신 조현철 선배님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늘 아낌없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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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으로 함께 해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
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풍성한 가을의 파란 하
늘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한 빅데이터 기술의 지식을 얻길 바란다.
일본 도쿄에서
정인식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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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널리 사용하게 된 지도 어느덧 수년이 지났다. 예전이라면 미처
손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도 이제는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
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이전에 집필한 《구글을 지탱하는 기술》 당
시에 공부한 ‘MapReduce(맵리듀스)’도 당시만 해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나 사용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흔한 기술이 되었기에 세상 참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것이 시스템화되어 좀 더 효율 높게 운용하
는 시대가 되었다. 가까운 예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바로 다음 날에 받아볼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배후에서 ‘결제 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배송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그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
어 있다.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토대로 그다음의 지시가 담긴 사
이클을 자동화하고, 이 프로세스를 다시 시스템에 통합해서 새로운 작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한 시스템 개발의 기대
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거나 ‘데이터
처리 그 자체를 시스템 일부로 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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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
이 책의 주제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다. 많은 사람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먼저 ‘데이
터 분석’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데이터 분석의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
지 않는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시스템화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처리 방법을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주로 ‘빅데이터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엔지니어’를 대상으
로 처음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의 개념을 폭넓게 다루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80%의 시간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데이터 과학자로 입사했더니 데이터의 전처리만 주로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다. ‘데이터 준비’라는 엔지니어링 부분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
의 수고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프로
그래밍 언어와 시각화 도구 등의 특징을 정리하여 데이터를 효율 높게 취급하기 위한
기초를 먼저 설명한다. 그다음에 ‘워크플로 관리(workflow management)’와 ‘스트림 처리
(stream processing)’ 등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살펴본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기
에 실제로 데이터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의 시
스템 개발’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 책은 빅데이터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그 역할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개별 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분야
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으나, 데이터 분석
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지식 제공을 목표로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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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데이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두 가지 분야만 언급하겠다. 하나는 ‘비
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로, 기업의 업적 등을 수집해서 경영상의 의사결
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으로,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지식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기술은 양쪽 분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고, 양쪽에서 서로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
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스템을 만들지만, 이 책에
서는 각 분야의 기초 지식을 조금씩 다룰 예정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시각화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검색(data discovery)’이라는 시각화 기법이 보급되어서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프로
젝트 단위로 데이터를 살펴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인
텔리전스는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MPP 데이터베이스(MPP database)’ 등의 데이터 검색
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다.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는 대화형 데이터 분석 환경의 개념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노트북(notebook)’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프레임(data frame)’이라는 데이터 구조
는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자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노하
우는 되도록 설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로 ‘웹 액세스 분석’이 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업계에서는
고객의 행동 분석부터 인터넷 광고 전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웹 액세스 로그
를 활용한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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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화
제가 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IoT는 빅데이터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분야인 ‘이상 감지(anomaly detection)’ 기술에서 기계 고장을
조기 발견하는 등의 시도가 있는데, 이러한 응용에 관한 설명은 이 책의 주제를 넘어
선다.
다만, ‘다수의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구조’는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요
소 중 하나이므로 그 기본이 되는 개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메시지 전달
(message delivery)’과 ‘중복 제거(deduplication)’,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스토리지
(distributed storage)’ 등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와 예비 지식에 대해서
이 책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와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은 데이터 과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엔지니어가 대상인 이유는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 언어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에 능통해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시스템 개발의 일반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체제(OS)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독자들이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SQL 쿼리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는 전제도 있
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지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테이블의 결합(join)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예제 코드를 읽으려면 파이썬(python)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제5장까지는
최소한의 예제 코드만 게재하고 있으므로 그냥 읽고 넘겨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한편,
제6장에서는 다수의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의 실제 예를 보여준다.
이 책의 동작 확인은 macOS Sierra 10.12에서 실시하였다. 그 외의 환경에서는 동
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6장의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macOS(Sierra 이후)의 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그 외의 환경에서도 자바와 파이썬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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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동작해준다면 주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소프트웨어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빅데이터의 처리에는 다수의 컴퓨터가 사용된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배우는 데는 한 대
의 노트북 컴퓨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소프트웨어
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이거나 적어도 무료 버전이다. 단, 일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유료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무료로 계속 사용하는 데 제한
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책에서는 Hadoop(하둡)과 Spark(스파크) 등의 분산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데, 이것들의 구체적인 설정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
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설정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다. 각각의 환경에 따라 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전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빅데이터의 기초 지식’은 도입 부분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부
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한다. 여기서는 빅데이터와 대비해서 이전부터 존
재하는 ‘스몰 데이터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에 의한 데이
터 처리와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다뤄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것들은 제2
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기술 설명으로, 빅데이터의 시스템 구성을 몇 개의 요소로 나
누어서 순서대로 설명한다. 실제 시스템 구성은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에 따라 변하겠지
만, 이 책에서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하나의 과제로 해서 가능한 한 범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조합해 나간다.
제2장 ‘빅데이터의 검색’에서는 데이터의 ‘대화적인 집계와 시각화’가 주제다. 분류 데이
터의 성질을 아직 알 수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집계를 몇 번이고 다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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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서서히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는 데이터를 초 단
위로 집계하기 위한 ‘데이터 마트(data mart)’의 성질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3장 ’빅데이터의 분산 처리’에서는 Hadoop(하둡)과 Spark(스파크) 등의 ‘분산 처리 프
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 및 집계하고,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 내는 프로세
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고민되
는 문제인데, 제3장에서는 몇 가지 선택안과 그것들의 특징을 비교한다.
제4장 ’빅데이터의 축적’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존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주제다. 예를 들면, 수백만 대에 이르는 센서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하가 걸린다. 제4장에서는
몇몇 분산 스토리지의 특징을 다루면서 분산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 수집
(data ingestion)’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제5장 ’빅데이터의 파이프라인’에서는 ‘데이터 처리 자동화하기’ 절차를 설명한다. 데이
터 처리의 자동화에는 정기적으로 스케줄이 실행되는 ‘배치 처리’와 끊임없이 실행되는
‘스트림 처리’가 있다. 제5장에서는 Spark를 예로 해서 배치 처리와 스트림 처리가 결합
된 프레임워크를 다룸과 동시에 장애에 강한 데이터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플로
관리’의 사고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구축’은 응용 편으로, 제5장까지 다룬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서 트위터(Twitter)의 트윗을 집계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처음에
는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선은 Spark를
사용해서 대화적 세션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데이터의 이해가 진행되고 그 데이터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에 관해 결
정한 후, 실제 서비스 환경을 가정하여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에 임한다. 제6장에서는
워크플로 관리 소프트웨어로 ‘Airflow(에어플로)’를 도입하고, 매일 한 번씩 데이터 마트
를 업데이트하는 배치 처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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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 마지막에서는 각종 기술이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구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시스템 설계를 고려한 후, 비교를 통해 이
책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설명을 포
함했다.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에 관한 다수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빅데이터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
을 계속하고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해답인지는 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예로 다룬 소프트웨어는 모두 필자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선택한 것
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소개하는 것이며, 특정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어진 것은 빅데이터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지식 중의 일
부이며, 이제부터 빅데이터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면 좋겠다.
니시다 케이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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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장성만(㈜incowiz)

스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분석 구축부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회사에 소유한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어떤 형태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으로 오버 스펙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요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화
두입니다.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화하고, 시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흐름을 개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혹은 정확도가 우선시되는 요구사
항에 따른 아키텍처 구성 방법은 이 책을 활용한다면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현수(㈜이멕스)

빅데이터 분야는 문외한이라 무엇을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좋을지 몰랐지만, 이 책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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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영

이제 막 빅데이터 세계로 입문하거나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
가 필요한 기초 지식, 배경, 도구(시스템), 클라우드까지 설명이 잘 나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칼럼을 통해 시스
템 노하우와 도입의 좋은 판단 기준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빅
데이터 입문자, 데이터 엔지니어를 지향하는 개발자에게 필독서로 권합니다.
허원철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동향에 대해 오픈 소스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소개
한 책입니다. 하둡부터 NoSQL, DWH, DM 등을 구축, 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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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기초 지식

1
CHAPTER

제1장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주변 기술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을 되돌아보고, 그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과 용어를 정리한다.

1.1절에서는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기술인 ‘Hadoop(하둡)’과 ‘NoSQL 데이터베이스’ 등의 역할을
알아보고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1.2절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시스템 구성을 설명한다. 빅데이터는 먼저 ‘데이터 레이
크’로 저장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부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로 추출한다.

1.3절에서는 파이썬에 의한 ‘대화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표 형식의 데이터를 추상
화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여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의 가공과 집계를 한다.

1.4절에서는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와 ‘BI 도구’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한다.

주피터를 이용하면 데이터 처리 과정을 파일로 기록해 놓고 나중에 편집하거나 재실행하기가 쉬워진다.

그림 1.A Project 주피터 | Home1

1

2

URL

http://jupy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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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시스템의 발전’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퍼질 때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돌아본다.

NOTE

이 절에서는 빅데이터의 주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 2011년까지  Hadoop이나 NoSQL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 기술의 발전
• 2012년까지  클라우드 방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BI 도구의 보급
• 2013년부터  스트림 처리나 애드 혹(AdHoc) 분석 환경의 확충

분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고속화
 
― 빅데이터의 취급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한 두 가지 대표 기술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의사 결정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보편화
되었다. 게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으로 기술적인 제약이 적어져 누구라도 마음
만 먹으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big data)’라는 단어를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 것은 2011년 후반에서

2012년에 걸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처리에 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을 무렵일
것이다. 그 이전에도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는 이뤄졌지만, 언제부턴가 ‘빅데이터’라
고 불리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활
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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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은 하나의 기술 분야로 정착되
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빅데이터의 기술이 큰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해답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의 취급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모른
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데이터 처리에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데이
터가 있어도 그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고, 지식이 있어도 시간을 많이 소
비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다. 이 두 가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알고 싶은 정보
가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 이 책의 목적이다.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어
떠한 기술이 사용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빅데이터 기술의 요구 Hadoop과 NoSQL의 대두
빅데이터의 기술로 가장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Hadoop’과 ‘NoSQL’이다(그림 1.1).

RDB

인터넷

NoSQL
Hadoop

텍스트
데이터
웹 서버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처음에는 RDB와 NoSQL 등의 텍스트 데이터에 저장된다. 그 후 모든 데이터가 Hadoop으로
모이고, 거기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실행된다.

그림 1.1 Hadoop과 NoSQL의 위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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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으로 세계 곳곳으로부터 액세스 되는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로는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데이터가 점차 쌓이게 되
었다.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구조가 필요했다. Hadoop과

NoSQL은 각각 다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태어났다.

Hadoop

다수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

Hadoop은 ‘다수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웹페이지를 모아서 검색 엔진을 만들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둘 스토리
지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 대,
수천 대 단위의 컴퓨터가 이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Hadoop이라는 프레
임워크다.

Hadoop은 원래 구글에서 개발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인 ‘MapReduce’를 참고하여 제
작되었다(MapReduce의 구조는 제5장을 참고). 초기 Hadoop에서 MapReduce를 동작시키
려면 데이터 처리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자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다. 그렇
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히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SQL과 같은 쿼리 언어를 Hadoop에서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Hive(하이
브)’가 개발되어 2009년에 출시되었다. Hive의 도입에 의해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Hadoop을 이용한 분산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점차 사용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표 1.1).
표 1.1 Hadoop의 중요 역사(2011년까지)

시기

이벤트

2004년 12월

구글에서 MapReduce 논문이 발표됨

2007년 9월

Hadoop의 최초 버전(0.14.1)이 배포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함

2009년 5월

Hive의 최초 버전(0.3.0)이 배포됨

2011년 12월

Hadoop 1.0.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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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데이터베이스

빈번한 읽기/쓰기 및 분산 처리가 강점

한편, NoSQL은 전통적인 RDB의 제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총
칭이다. NoSQL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다수의 키와 값을 관련지어 저
장하는 ‘키 밸류 스토어(key-value store/KVS)’, JSON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
는 ‘도큐멘트 스토어(document store)’, 여러 키를 사용하여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는 ‘와이
드 칼럼 스토어(wide-column store)’ 등이 대표적이다.

NoSQL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RDB보다 고속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분산 처리에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추
고 있다. 모여진 데이터를 나중에 집계하는 것이 목적인 Hadoop과는 다르게 NoSQL
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다.
표 1.2 주요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역사(2011년까지)

시기

이벤트

제품의 종류

2009년 8월

MongoDB 1.0 배포

도큐먼트 스토어

2010년 7월

CouchDB 1.0 배포

도큐먼트 스토어

2011년 9월

Riak 1.0 배포

키밸류 스토어

2011년 10월

Cassandra 1.0 배포

와이드 칼럼 스토어

2011년 12월

Redis 1.0 배포

키밸류 스토어

Hadoop과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조합

현실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실현

이 둘을 조합함으로써 ‘NoSQL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Hadoop으로 분산 처리하
기’라는 흐름이 2011년 말까지 정착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는 일반에 널리 퍼지게 되
었다.
방대한 규모로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해,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거나 고가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비용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당
시의 기술적인 배경이다.

6

CHAPTER 1 빅데이터의 기초 지식

분산 시스템의 비즈니스 이용 개척 ― 데이터 웨어하우스와의 공존
일부 기업에서는 이전부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
스(enterprise data warehouse/EDW,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DWH)’를 도입했다. 전국 각지에

서 보내진 점포의 매출과 고객 정보 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그것을 분석함으
로써 업무 개선과 경영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산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기존이라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Hadoop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다수의 데이터 분석 도구가 Hadoop에 대한 대
응을 표명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보존 및 집계하기 위해 Hadoop과 Hive를 사용하게 되
었다. 그 결과 Hadoop의 도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
리고 그때 사용하게 된 키워드가 바로 ‘빅데이터’다.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 방
면에서 Hadoop보다도 우수하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일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통합 장비(appliance)
로 제공되었다. 데이터 용량을 늘리려면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는 등 나중에 확장하
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가속도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의 처리는 Hadoop에 맡기
고, 비교적 작은 데이터, 또는 중요한 데이터만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는 식으로 사
용을 구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야간 배치 등 심야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에 Hadoop을 사용하
고 있는데, 야간 배치에서는 매일 거래되는 데이터 등을 심야에 집계하여 다음 날 아
침까지 보고서에 정리한다. 데이터양이 증가하면 배치 처리 또한 시간이 걸려 보고서
의 완성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그런 이유로 확장성이 뛰어난

Hadoop에 데이터 처리를 맡김으로써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하를 줄이고 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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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예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무
시스템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RDB

❷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증가

업무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RDB
Hadoop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하를 줄인다.

그림 1.2 Hadoop에 의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증가

직접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폭 확대
 
―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디스커버리로 가속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에 의해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표 1.3). ‘여러 컴퓨터에 분산 처리한다’라는 점이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를 위

한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클라우드 시대인 요즘은 시간
단위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표 1.3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기

이벤트

서비스의 특징

2009년 4월

Amazon Elastic MapReduce 발표

클라우드를 위한 Hadoop

2010년 5월

구글 BigQuery 발표

데이터 웨어하우스

2012년 10월

Azure HDInsight 발표

클라우드를 위한 Hadoop

2012년 11월

Amazon Redshift 발표

데이터 웨어하우스

2012년 말에 ‘Amazon Redshift(아마존 레드시프트)’가 발표된 이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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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탐색

2
CHAPTER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탐색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1절에서는 ‘크로스 집계’의 개념을 설명한다. 먼저 스프레드시트의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예로 들어 그것과 동일한 것을 BI 도구와 SQL, 그리고 파이썬에서 집계하는 방법에 관해 설
명한다. 2.2절에서는 ‘열 지향 스토리지’의 개념을 설명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분
산’하고 그것을 다수의 CPU 코어로 집계하는 ‘MPP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도 설명한다. 2.3절
에서는 몇 가지 ‘시각화 도구’의 특징을 설명한다. 대화형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는 ‘노트북’
과 정기적으로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주는 ‘대시보드 도구’, 그리고 대화형 대시보드를 위한
‘BI 도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2.4절에서는 데이터 마트의 설계에 관해 설명한다. BI 도구에는
‘OLAP(올라프)’라는 데이터 분석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에 적합한 ‘비정규화 테이블’을
만듦으로써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시보드에 정리한다. 집계의 조건을 화면상에 추려두면 동일한 그래프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 Tableau Desktop 10.2와 함께 제공되는 예제 데이터

그림 2.A Tableau에 의한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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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에서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크로스 집계’다. 여기서는 스프레드시트
를 이용한 크로스 집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BI 도구와 SQL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트랜잭션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 피벗 테이블 ― ‘크로스 집계’의 개념
그림 2.1 ❶은 어떤 상품의 매출을 정리한 보고서다. 행 방향(세로)으로는 ‘상품명’이 나
열되고, 열 방향(가로)으로는 ‘매출 월’이 나열된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숫자 데
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크로스 테이블(cross table)’이라고 부른다. 엑셀 등의 스프
레드시트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크로스 테이블은 사람들이 보기 편한 보고서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
운 데이터 형식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열을 늘
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는 그림 2.1 ❷와 같이
행 방향으로만 증가하게 하고, 열 방향으로는 데이터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트랜잭션 테이블(transaction table)’이라고 한다.
❶ 크로스 테이블

❷ 트랜잭션 테이블

2017년 1월

2017년 2월

2017년 3월

매출 월

상품명

금액

상품 A

57,500

57,500

60,000

2017년 1월

상품 A

57,500

상품 B

2,400

5,800

12,400

2017년 1월

상품 B

2,400

2017년 2월

상품 A

57,500

2017년 2월

상품 B

5,800

2017년 3월

상품 A

60,000

2017년 3월

상품 B

12,400
(단위 : 엔)

그림 2.1 크로스 테이블과 트랜잭션 테이블

2-1 크로스 집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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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테이블에서 크로스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을 ‘크로스 집계(cross tabulation)’
라고 한다. 소량의 데이터를 크로스 집계하는데 편리한 것이 스프레드시트의 ‘피벗 테
이블(pivot table)’ 기능이다. 만약 사용한 적이 없으면 지금 바로 배워보자. 엑셀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로

Microsoft Excel을 이용한다.

피벗 테이블 기능에 의한 크로스 집계
예제 데이터로 그림 2.2 ❶의 판매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점포 ID’와 ‘상품 ID’, ‘고객 ID’를 추가하고 있다. 크로스 집계하고 싶은 데이터
의 범위를 선택하고 메뉴에 있는 [삽입]에서 [테이블]-[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새로
운 시트를 만든다. 이때 피벗 테이블의 [열]에 ‘매출일’을, [행]에는 ‘점포 ID’와 ‘상품 ID’,

[값]으로 ‘금액’을 넣으면 그림 2.2 ❷와 같은 크로스 테이블이 표시된다.

❶ 범위를 선택해서 [삽입]에서 [테이블]-

❷ 매출일, 점포 ID, 상품 ID, 금액을 사용해서 집계

[피벗 테이블]을 선택

그림 2.2 피벗 테이블에 의한 크로스 집계

피벗 테이블에서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의 값은 자동으로 집계된다. 아무것도 지정
하지 않으면 숫자 값의 합계가 계산되지만, 그 밖에도 ‘평균’과 ‘최댓값’, 이전 값과의 ‘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피벗 테이블의 행과 열을 설정하는 항목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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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있는 항목에 대한 집계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의 매력이다.
결과를 크로스 테이블에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피벗 그래프
(pivot graph)’ 기능도 있다. 많은 시각화 도구의 내부적인 원리는 이와 같으며, 크로스 집

계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초가 된다.

룩업 테이블 ― 테이블을 결합하여 속성 늘리기
트랜잭션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과 결합하고 싶
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품 ID’를 사용하여 ‘상품명’과 ‘상품 카테고리’를 참고하는
형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이다. 예를 들어 그림 2.3과 같이 상품 정보
를 하나의 테이블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속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간단해진다.

❶ 시트 1: VLOOKUP() 함수로 테이블을 참고한다.

❷ 시트 2: 범위 선택을 해서 이름을 붙여 둔다.

그림 2.3 룩업 테이블로 상품 정보 참고하기

트랜잭션 테이블과 룩업 테이블은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트랜잭션 테이블
은 업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가져오는 데 비해 룩업 테이블은 데이터 분석 용도에 따
라 변경해도 상관 없다. 예를 들어, 상품 카테고리 등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편이
분석하는데 보다 편리하다.

2-1 크로스 집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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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도구에 의한 크로스 집계
자주 데이터를 살펴볼 때는 엑셀보다 B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2.4 ❶은 앞
서 살펴본 엑셀 파일을 Tableau Public에서 열어본 것이다. 첫 번째 테이블에 [판매 이
력]을 선택하고 룩업 테이블로 [상품]을 결합한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과 동일하게 두 개의 엑셀 시트를 결합할 수 있다. 이후로는 룩업 테이블만
변경하면 자기 생각대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테이블을 결합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는 추가된 속성을 사용하여 크로스 집계를 할
수 있다. 화면상에서 알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워크 시트]-[크로스 탭으
로 복제]를 선택하면 그림 2.4 ❷처럼 크로스 테이블이 표시된다.

❶ 트랜잭션 테이블과 룩업 테이블을 결합한다.

❷ [크로스 탭으로 복제]를 선택하면 테이블 형
태로 표시된다.

그림 2.4 Tableau Public으로 테이블 결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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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s에 의한 크로스 집계
스크립트로 크로스 집계를 실행하고 싶다면 pandas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개의
테이블을 결합하려면 merge()를 실행한다.
In [1]: import pandas as pd
트랜잭션 테이블 로드

In [2]:df1 = pd.read_excel(u'판매 데이터.xlsx', u'판매 이력')
룩업 테이블 로드

In [3]:df2 = pd.read_excel(u'판매 데이터.xlsx', u'상품')
테이블 결합하기

In [4]:df3 = pd.merge(df1, df2, on=u'상품 ID')
In [5]: df3
Out[5]:

0
1
2
3
4
5

매출일 점포 ID

2017-01-01
2017-02-01
2017-03-01
2017-01-01
2017-02-01
2017-03-01

11
12
12
11
11
11

상품 ID

101
101
101
102
102
102

고객 ID

1001
1003
1003
1002
1002
1002

금액

57500
57500
60000
2400
5800
12400

상품명
상품 A
상품 A
상품 A
상품 B
상품 B
상품 B

상품 카테고리
식료품
식료품
식료품
전자제품
전자제품
전자제품

예상대로 칼럼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pivot_table()로 크로스 집계한다.
In [6]: df3.pivot_table(u'금액',[u'점포 ID', u'상품명'], u'매출일', aggfunc='sum')
Out[6]:
매출일
점포 ID 상품명
상품 A
11
상품 B
상품 A
12

2017-01-01

2017-02-01

2017-03-01

57500.0
2400.0
NaN

NaN
5800.0
57500.0

NaN
12400.0
60000.0

pandas에서는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라도 결합할 수 있다. read_
csv()에서 CSV 파일을 로드하거나 read_clipboard()로 클립보드로부터 복사할 수도 있
다. 아니면 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칼럼을 만들 수도 있다. 다음 코드는 독자적으로
정의한 파이썬 함수로 상품 카테고리를 생성한다.

2-1 크로스 집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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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카테고리를 함수로 설정

In [7]:def category(row):
return {101:u'식료품'}.get(row[u'상품 ID'], u'그 외')
df1[u'상품 카테고리']=df1.apply(category, axis=1)
In [8]:df1.head(2)
Out[8]:
매출일 점포 ID 상품 ID 고객 ID
0 2017-01-01
11
101
1001
1 2017-01-01
11
102
1002

금액 상품 카테고리

57500 식료품
2400 그 외

SQL에 의한 테이블의 집계 ― 대량 데이터의 크로스 집계 사전 준비
피벗 테이블에 의한 크로스 집계는 간편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으면 처리할 수
없다. BI 도구와 pandas라면 수백만 레코드는 집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너무
느려져서 쓸 수가 없다. 대량의 데이터를 크로스 집계하려면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계(aggregation)’, 즉 sum()과 같은 ‘집계 함수(aggregate functions)’를 이용해 데이터양 감
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데이터베이스에 판매 이력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꺼내 크
로스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SQL로 집계한다. 만일 월간 판매 이력을 알고 싶다
면, 그림 2.5처럼 작성해서 다달이 데이터를 집계한다.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많아도
이렇게 집계하면 데이터양이 크게 줄어든다.
postgres-# SELECT date_trunc('month', "매출일")::DATE AS "매출일",
postgres-#
"점포 ID",
postgres-#
"상품 ID",
postgres-#
"고객 ID",
postgres-#
sum("금액") AS "금액"
postgres-# FROM
"판매 이력"
postgres-# GROUP BY 1, 2, 3, 4
postgres-#
매출일 | 점포 ID | 상품 ID | 고객 ID | 금액
-----------+--------+--------+--------+------2017-03-01 |
12 |
101 |
1003 | 60000
2017-01-01 |
11 |
101 |
1001 | 57500

50

CHAPTER 2 빅데이터의 탐색

빅데이터의
파이프라인

5
CHAPTER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다.

5.1절에서는 ‘워크플로 관리’의 개념을 설명한다. 워크플로 관리 도구를 도입하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태스크’를 정기적으로 실행하므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도 ‘복구’하기 쉽다. 단, 그
러기 위해서는 워크플로를 ‘멱등’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2절에서는 ‘DAG’의 내부 표현을 사용한 ‘워크플로’의 개념을 설명한다. 데이터 플로우와 워
크플로를 적재적소에 조합하여 ‘배치 처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5.3절에서는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한 ‘스트림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스트림 처리의 결과를
나중에 배치 처리에 의해 치환하는 ‘람다 아키텍처’의 개념도 다룬다.

데이터 수집
스트리밍 형

데이터 수집
벌크 형

스트림 처리

분산 스토리지

시계열 DB
등

분산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 관리

그림 5.A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자동화와 워크플로 관리의 주요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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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트
(SQL)

5-1 워크플로 관리
정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자동화하여 안정된 배치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워크플로 관리
도구를 도입한다.

[기초 지식] 워크플로 관리 ― 데이터의 흐름을 일원 관리하기
기업 내의 정형적인 업무 프로세스(신청, 승인, 보고 등)와 같이 정해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조를 일반적으로 ‘워크플로 관리(workflow management)’라고 한다. 워크
플로 관리 기능은 다수의 업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 매일 매일의 태스크를 관리하
는 데 이용되는데, 이 구조가 정기적인 배치 처리의 실행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현장에서도 자주 이용된다.
일상적인 업무에는 수동으로 하는 것과 자동화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화된 워
크플로만을 가정한다. 태스크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고, 무언가 비
정상적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워크플로 관리 도구
워크플로 관리 도구의 주요 역할은 ‘정기적으로 태스크를 실행’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을 돕는’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으로 개발된 워크플로 관리 도구가 그대로 데이터 처리에도 사용되었
다. 그러나 요즘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실행에 특화한 오픈 소스의 워크플로 관리
도구가 여럿 개발되어서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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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오픈 소스의 워크플로 관리 도구의 예

이름

종류

개발사

Airflow（에어 플로우）

스크립트 형

Airbnb

Azkaban（아즈카반）

선언형

LinkedIn

Digdag（디그더그）

선언형

트레주어 데이터

Luigi（루이지）

스크립트 형

Spotify

Oozie（우지）

선언형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워크플로 관리 도구와 태스크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실행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잇달아 이동하면서 정해진 처리를 반
복한다. 이때 실행되는 개별 처리를 ‘태스크(task)’라고 부른다(그림 5.1). 태스크를 단지
실행하는 것만이라면 특별한 도구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현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분산
스토리지

데이터
마트

배치 처리

DB
태스크

태스크

중간 테이블

태스크

워크플로
데이터의 이동은 각각 하나의 태스크로 표현된다. 워크플로 관리 도구의 역할은 모든 태스크가 틀림없이 실행되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그림 5.1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 의한 태스크의 실행

기본 기능과 빅데이터에서 요구되는 기능
워크플로 관리를 위해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태스크 실행에 실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거나, 태스크의 수가 증가하면 실패한 태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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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실행하는 일 또한 점차 어려워진다. 워크플로 관리 도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한다.
• 태스크를
• 태스크

정기적인 스케줄로 실행하고 그 결과 통지하기

간의 의존 관계를 정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빠짐없이 실행하기

• 태스크의

실행 결과를 보관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재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이러한 기본 기능과 함께, Hadoop에서의 잡(Job)을 손쉽게 호출하거나 집계 결과를 데
이터 마트에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모든 태스크를 일원
관리하기 쉽게 한 것이 빅데이터를 위한 워크플로 관리 도구다.

선언 형과 스크립트 형 워크플로 관리 도구의 종류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XML이나 YAML 등의 서
식으로 워크플로를 기술하는 타입으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선언형(declarative)’ 도구라
고 부른다(리스트 5.1).
리스트 5.1 Oozie에 의한 워크플로 정의의 예(XML)

<workflow-app name='wordcount-wf' xmlns="uri:oozie:workflow:0.1">
<start to='wordcount'/>
<action name='wordcount'>
<map-reduce>
<job-tracker>${jobTracker}</job-tracker>
<name-node>${nameNode}</name-node>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map-reduce>
</action>
</workflow-app>

선언형 도구에서는 미리 제공된 기능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이라면 최소한의
기술로 태스크를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누가 작성해도 동일한 워크플로가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이 높아진다. 동일 쿼리를 파라미터만 바꾸어 여러 번 실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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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를 단순 반복적으로 자동 생성하는 경우에도 선언형 도구가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 언어로 워크플로를 정의하는 유형으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스
크립트 형(scripting)’ 도구라고 부른다(리스트 5.2).
리스트 5.2 Airﬂow에 의한 워크플로 정의 예(파이썬)
셸 스크립트의 템플릿 정의

SCRIPT = '''
aws s3 cp --recursive s3://example/logs/{{ ds }}/ .
'''
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태스크 등록

task = BashOperator(task_id='data_transfer', bash_command=SCRIPT)

스크립트 형 도구의 특징은 그 유연성에 있다. 일반적인 스크립트와 동일하게 변수나
제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태스크의 정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스크립트
언어에 의해 데이터 처리를 태스크 안에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일의
문자 코드를 변환하면서 서버에 업로드하는 식의 태스크는 스크립트 형 도구의 강점
이다.

COLUMN

직접 제작한 워크플로 관리 도구

빅데이터의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는 확실한 업계 표준이 없다. 업무용 도구에 익숙한 사람
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익숙한 사람은 오픈 소스의 도구를 선택
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용의 상용 ETL 제품에는 내장형 워크플로 기능이 붙
어 있다.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그 서비스에 특화한 워크플로 관리 기능이 제공된다.
결국, 워크플로라는 것은 개별 환경에 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
만큼 다른 용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것에는 만족할 수 없어 새로운 도구를
직접 만드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환경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직접 제작한 도구
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접한다.

182

CHAPTER 5 빅데이터의 파이프라인

ETL 프로세스에는 스크립트 형의 도구, SQL의 실행에는 선언형 도구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무언가 스크립트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스크립트 형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유연하게 워크플로를
조립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를 모아 두면 나중에 정형적인 처리만 하게 되므로, 그 이
후에 선언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NOTE

스크립트 형의 워크플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 제6장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 의한 자동화

오류로부터의 복구 방법 먼저 생각하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매일 동작시키다 보면, 뭔가 예기치 못한 오류가 분명 발생한다.
그것이 일시적인 장애든지 구현상의 버그든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태스크를 재
실행해야 한다.
이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면 피해가 커진다. 예를 들어 1일의 액세스 로그를 집계하는
데 4시간의 배치 처리를 동작시키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처리가 실패하여 다시 4시간
에 걸쳐 재시도한다면, 그날의 워크플로에 큰 지연이 발생한다. 후속의 태스크 중에는
예정된 시간까지 끝내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의 실패가 연쇄적으로 확대돼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태스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므로 하루를 낭비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으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 네트워크의 일시적인 장애나 하
드웨어의 장애를 비롯하여 스토리지의 용량 부족, 쿼리 증가에 따른 성능 부족 등 일
상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 모든 것
을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
려하여 오류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을 결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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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 관리에서는 태스크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오류로부터 어떻게 회
복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정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
록 오류에 강한 워크플로를 구축하여 매일 반복되는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구와 플로우의 재실행
오류 중에서는 통신 오류와 같은 몇 차례 반복하면 성공하는 것과 인증 오류와 같이
몇 차례 반복해도 실패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잠시 기다리면 끝나지만, 후자의
경우는 수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오류로부터 회복할 때까지 여러 날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드웨어의 교환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발생한 문제를 주 초에 대
응하는 것 등이다.
오류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워크플로 관리에서는 오류로부터 자
동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작업에 의한 ‘복구(recovery)’를 전
제한 태스크를 설계한다. 실패한 태스크는 모두 기록하여 그것을 나중에 재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5.2).
장애에 의한 실패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예정된 태스크 실행

실패한 태스크 복구

태스크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장애가 여러 날 계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패한 처리를 재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한 태스크의 내용을 기록하
여 나중에 동일한 태스크를 실행해야 한다.

그림 5.2 일일 배치 처리가 여러 날 정지한 후의 복구 처리

여기서는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태스크를 ‘플로우(flow)’라고 부르
기로 하자. 각 플로우에는 실행 시에 고정 파라미터가 부여되어 있다. 일별 배치 처리라
면, 특정 날짜가 파라미터가 된다. 동일 플로우에 동일 파라미터를 건네면, 완전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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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태스크가 실행되도록 한다. 이유는 플로우가 도중에 실패해도 나중에 동일 파라
미터로 재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구의 기초다.
대부분의 워크플로 관리 도구는 과거에 실행한 플로우와 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데
이터베이스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패한 플로우를 선택하여 재실행하는 것만
으로 복구가 완료된다(그림 5.3). 웹 브라우저로 오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재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대부분 오류는 일시적인 것이
많아 시간을 두고 재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❶ 1월 2일의 파라미터로 ‘flow1’ 실행
p1 =

❷ 동일 파라미터로 ‘flow1’ 재실행
p1 =

date = "01-02"
...

flow1(p1)

date = "01-02"
...

task1(p1)

flow1(p1)

task1(p1)

실행이 끝난
태스크는 생략
task2(p1)

task2(p1)

마지막 태스크 실행에 실패

미완료 태스크만을 실행한다.

워크플로 관리 도구 중에는 플로우 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태스크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경우 이미 성공
한 태스크는 넘어가고, 미완료된 태스크만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5.3 플로우의 재실행

COLUMN

워크플로의 버전 관리

오픈 소스의 워크플로 관리 도구는 모두 텍스트 파일에 의해 워크플로를 정의한다. 이것은
워크플로를 ‘버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 이처럼 워크플로도 Git 등을 이
용하여 버전을 관리하면 좋다.
스크립트나 SQL도 워크플로의 대부분은 본래 텍스트 정보다. 복잡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의 구축은 더 이상 시스템 개발과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연
마되어 온 버전 관리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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