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는 분께서는   

책의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1쇄 발행 2018년 11월 5일

지은이 니시다 케이스케

옮긴이 정인식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주식회사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 - 2009 - 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9 3층 3-B호
전화 070 - 8201 - 9010 / 팩스 02 - 6280 - 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원고투고 jeipub@gmail.com
독자문의 readers.jpub@gmail.com / 교재문의 jeipubmarketer@gmail.com

편집부 이종무, 황혜나, 최병찬,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 회계팀 김유미 

교정·교열 이종무 / 본문디자인 북아이 / 표지디자인 미디어픽스

용지 신승지류유통 / 인쇄 해외정판사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11-88621-43-9 (93000)
값 27,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BIG DATA WO SASAERU GIJUTSU by Keisuke Nishida
Copyright ⓒ 2017 Keisuke Nishida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by Gijutsu-Hyoron Co., Ltd., Tokyo

This Korean language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ijutsu-Hyoron Co., Ltd., Tokyo in care of Tuttle-
Mori Agency, Inc., Tokyo through Danny Hong Agency,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니홍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

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코드는 파이썬 3에서도 대부분의 도구가 동작하지만, 가끔 동작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

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3.6의 배포 때에는 호환성이 없는 변경이 있어서 Apache Spark가 동작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정 완료).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insik8463@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v차례

옮긴이 머리말   xv
이 책에 대하여   xvii
베타리더 후기   xxiv

CHAPTER 1  빅데이터의 기초 지식 _ 1

1-1 [배경] 빅데이터의 정착   3

분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고속화  

― 빅데이터의 취급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한 두 가지 대표 기술   3
빅데이터 기술의 요구   4

Hadoop   5

NoSQL 데이터베이스   6

Hadoop과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조합   6

분산 시스템의 비즈니스 이용 개척  ― 데이터 웨어하우스와의 공존   7

직접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폭 확대 

―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디스커버리로 가속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8
COLUMN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9

데이터 디스커버리의 기초지식   10

1-2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분석 기반   11

[재입문] 빅데이터의 기술 ― 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 나가는 구조   11
데이터 파이프라인   11
데이터 수집   12
스트림 처리와 배치 처리   13

차례



vi 차례

분산 스토리지   13
분산 데이터 처리   14
워크플로 관리   14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본형   16

데이터 레이크 ― 데이터를 그대로 축적   17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마트   18

데 이터 분석 기반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 팀과 역할 분담, 스몰 스타트와 확장   19
애드 혹 분석 및 대시보드 도구   19

COLUMN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21

데이터 마트와 워크플로 관리   21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 ― ‘검색’, ‘가공’, ‘시각화’의 세 가지 예   22
데이터 검색   22
데이터의 가공   23
데이터 시각화   23

COLUMN  기간계 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을 분리하자    24

확증적 데이터 분석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   25

1-3 [속성 학습] 스크립트 언어에 의한 특별 분석과 데이터 프레임   26

데이터 처리와 스크립트 언어 ― 인기 언어인 파이썬과 데이터 프레임   26

데이터 프레임, 기초 중의 기초 ― ‘배열 안의 배열’로부터 작성   27

웹 서버의 액세스 로그의 예 ― panda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간단히 처리   28
데이터의 전처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pandas의 함수   29

시계열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집계하기 ―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한 데이터 집계   30
COLUMN  스몰 데이터의 기술을 잘 사용하기    30

SQL의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31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한다   32

1-4 BI 도구와 모니터링   33

스프레드시트에 의한 모니터링 ―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 파악하기   33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 ― KPI 모니터링   35
월간 보고서   36

변화를 파악하고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 BI 도구의 활용   37
모니터링의 기본 전략 및 BI 도구   39

수작업과 자동화해야 할 것의 경계를 판별하기   39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작업으로 해두기   40
자동화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마트를 만든다   41

1-5 요약   42



vii차례

CHAPTER 2  빅데이터의 탐색 _ 43

2-1 크로스 집계의 기본   45

트랜잭션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 피벗 테이블 ― ‘크로스 집계’의 개념   45
피벗 테이블 기능에 의한 크로스 집계   46

룩업 테이블 ― 테이블을 결합하여 속성 늘리기   47
BI 도구에 의한 크로스 집계   48

Pandas에 의한 크로스 집계   49

SQL에 의한 테이블의 집계 ― 대량 데이터의 크로스 집계 사전 준비   50
COLUMN  테이블의 종횡 변환 ❶ ［SQL편］   52

COLUMN  테이블의 종횡 변환 ❷ ［pandas편］   54

데이터 집계 ➞ 데이터 마트 ➞ 시각화  

― 시스템 구성은 데이터 마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55

2-2 열 지향 스토리지에 의한 고속화   56

데이터베이스의 지연을 줄이기   56
데이터 처리의 지연   57
‘압축’과 ‘분산’에 의해 지연 줄이기   57

열 지향 데이터베이스 접근 ― 칼럼을 압축하여 디스크 I/O를 줄이기   58
COLUMN  처리량과 지연 시간    59

행 지향 데이터베이스   59
열 지향 데이터베이스   60

MPP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방식 ― 병렬화에 의해 멀티 코어 활용하기   61
MPP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형 쿼리 엔진   62

COLUMN   리소스 소비를 제한하기   63

2-3 애드 혹 분석과 시각화 도구   64

Jupyter Notebook에 의한 애드 혹 분석 ― 노트북에 분석 과정 기록하기   64
노트북 내에서의 시각화   66
노트북에 의한 워크플로   67

대시보드 도구 ― 정기적으로 집계 결과를 시각화하기   68
Redash   69

COLUMN  데이터 마트는 필요 없어질까?    70

Superset   71
COLUMN  CSV 파일에 의한 간이적인 데이터 마트    72

Kibana   73
COLUMN  시각화 도구의 선택 지침    73



viii 차례

BI 도구 ― 대화적인 대시보드   75
하나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76

2-4 데이터 마트의 기본 구조   77

시각화에 적합한 데이터 마트 만들기 ― OLAP   77
다차원 모델과 OLAP 큐브   78

MPP 데이터베이스와 비정규화 테이블   78

테이블을 비정규화하기   79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   80
스타 스키마와 비정규화   80
비정규화 테이블   81

다차원 모델 시각화에 대비하여 테이블을 추상화하기   82
모델의 정의 확장   84

COLUMN  브레이크 다운 분석    85

2-5 요약   86

CHAPTER 3  빅데이터의 분산 처리 _ 87

3-1 대규모 분산 처리의 프레임워크   89

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   89
스키마리스 데이터   90
데이터 구조화의 파이프라인   90
열 지향 스토리지의 작성   91

Hadoop ― 분산 데이터 처리의 공통 플랫폼   92
분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   93
분산 파일 시스템과 리소스 관리자   94
분산 데이터 처리 및 쿼리 엔진   95

Hive on Tez   96
대화형 쿼리 엔진   97

Spark ― 인 메모리 형의 고속 데이터 처리   99
MapReduce 대체하기   99

3-2 쿼리 엔진   101

데이터 마트 구축의 파이프라인   101

Hive에 의한 구조화 데이터 작성   102
열 지향 스토리지로의 변환   104



ix차례

Hive로 비정규화 테이블을 작성하기   105
서브 쿼리 안에서 레코드 수 줄이기   105
데이터 편향 피하기   107

대화형 쿼리 엔진 Presto의 구조 ― Presto로 구조화 데이터 집계하기   109
플러그인 가능한 스토리지   110

CPU 처리의 최적화   111
인 메모리 처리에 의한 고속화   112
분산 결합과 브로드캐스트 결합   112
열 지향 스토리지 집계   114

데 이터 분석의 프레임워크 선택하기 ― MPP 데이터베이스, Hive, Presto, Spark   115
MPP 데이터베이스   115

Hive   116

Presto   116

Spark   117
COLUMN  Mesos에 의한 리소스 관리    118

3-3 데이터 마트의 구축   119

팩트 테이블 ― 시계열 데이터 축적하기   119
테이블 파티셔닝   120
데이터 마트의 치환   121

집계 테이블 ― 레코드 수 줄이기   122

스냅샷 테이블 ― 마스터의 상태를 기록하기   123
COLUMN  집계 테이블에서의 숫자 계산에 주의하자    124

COLUMN  스냅샷 날짜에 주의    125

이력 테이블 ― 마스터 변화 기록하기   127

[마지막 단계] 디멘전을 추가하여 비정규화 테이블 완성시키기   127
데이터 집계의 기본형   128

3-4 요약   130

CHAPTER 4  빅데이터의 축적 _ 131

4-1 벌크 형과 스트리밍 형의 데이터 수집   133

객체 스토리지와 데이터 수집 ― 분산 스토리지에 데이터 읽어들이기   133
데이터 수집   134



x 차례

벌크 형의 데이터 전송 ― ETL 서버의 설치 필요성   135
파일 사이즈의 적정화는 비교적 간단하다   136
데이터 전송의 워크플로   137

스트리밍 형의 데이터 전송 

― 계속해서 전송되어 오는 작은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137
웹 브라우저에서의 메시지 배송   138

COLUMN  Fluentd에 의한 메시지 배송    139

모바일 앱으로부터의 메시지 배송   140
디바이스로부터의 메시지 배송   141
메시지 배송의 공통화   142

4-2 [성능×신뢰성] 메시지 배송의 트레이드 오프   143

메시지 브로커 ― 스토리지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층의 설치   143
푸쉬 형과 풀 형   144
메시지 라우팅   145

메시지 배송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 신뢰성 문제와 세 가지 설계 방식   146
at most once   146

exactly once   147

at least once   148

중복 제거는 높은 비용의 오퍼레이션   149
오프셋을 이용한 중복 제거   149
고유 ID에 의한 중복 제거   150
종단간(End to End)의 신뢰성   150
고유 ID를 사용한 중복 제거의 방법   151

데이터 수집의 파이프라인 ―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스토리지   152
중복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152

COLUMN  메시지 브로커와 신뢰성    153

4-3 시계열 데이터의 최적화   154

프로세스 시간와 이벤트 시간 ― 데이터 분석의 대상은 주로 이벤트 시간   154

프로세스 시간에 의한 분할과 문제점 ― 최대한 피하고 싶은 풀 스캔   154

시계열 인덱스 ― 이벤트 시간에 의한 집계의 효율화 ①   156

조건절 푸쉬다운 ― 이벤트 시간에 의한 집계의 효율화 ②   157

이벤트 시간에 의한 분할 ― 테이블 파티셔닝, 시계열 테이블   158
데이터 마트를 이벤트 시간으로 정렬하기   160



xi차례

4-4 비구조화 데이터의 분산 스토리지   161

[기본 전략] NoSQL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데이터 활용   161

분산 KVS ― 디스크로의 쓰기 성능을 높이기   162
Amazon DynamoDB   163

COLUMN  [기초 지식] ACID 특성과 CAP 정리    165

와이드 칼럼 스토어 ― 구조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장하기   166
Apache Cassandra   167

도큐먼트 스토어 ― 스키마리스 데이터 관리하기   169
MongoDB   170

검색 엔진 ― 키워드 검색으로 데이터 검색   171
COLUMN  풀 스캔에 의한 전문 검색    171

Elasticssearch   172

Splunk   173
COLUMN  모바일 기기의 시계는 미쳤다(!?)    175

4-5 정리   175

CHAPTER 5  빅데이터의 파이프라인 _ 177

5-1 워크플로 관리   179

[기초 지식] 워크플로 관리 ― 데이터의 흐름을 일원 관리하기   179
워크플로 관리 도구   179
워크플로 관리 도구와 태스크   180
기본 기능과 빅데이터에서 요구되는 기능   180
선언 형과 스크립트 형   181

COLUMN  직접 제작한 워크플로 관리 도구    182

오류로부터의 복구 방법 먼저 생각하기   183
복구와 플로우의 재실행   184

COLUMN  워크플로의 버전 관리    185

재시도   186
백필   187

멱등한 조작으로 태스크를 기술하기 

― 동일 태스크를 여러 번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된다   188
원자성 조작   188
멱등한 조작   189
멱등한 추가   190



xii 차례

COLUMN  태스크 내부에서의 재시도 제어    191

원자성을 지닌 추가   193

워크플로 전체를 멱등으로 하기   194

태스크 큐 ― 자원의 소비량 컨트롤하기   195
병목 현상의 해소   196
태스크 수의 적정화   197

5-2 배치 형의 데이터 플로우   199

MapReduce의 시대는 끝났다 ― 데이터 플로우와 워크플로   199
MapReduce의 구조   200

MapReduce를 대신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 DAG에 의한 내부 표현   201
Spark에 있어서의 DAG   202

데이터 플로우와 워크플로를 조합하기   204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플로우   204
데이터를 써서 내보내는 플로우   206

데이터 플로우와 SQL을 나누어 사용하기 
―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마트의 파이프라인  207
대화식 플로우   208

5-3 스트리밍 형의 데이터 플로우   209

배치 처리와 스트림 처리로 경로 나누기   209

배치 처리와 스트림 처리 통합하기   211
Spark 스트리밍의 DAG   212

COLUMN  스트림 처리에 의한 1차 집계    213

스트림 처리의 결과를 배치 처리로 치환하기  

― 스트림 처리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   214
람다 아키텍처   215
카파 아키텍처   216

아웃 오브 오더의 데이터 처리   217
원래 데이터의 모습은 ‘이벤트 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218
이벤트 시간 윈도윙   218

5-4 정리   220



xiii차례

CHAPTER 6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구축 _ 223

6-1 스키마리스 데이터의 애드 혹 분석   225

스키마리스 데이터 수집하기   225
테스트 환경의 구축   226

대화식 실행 환경의 준비   228
COLUMN  데이터 분석 환경 가상화하기    230

Spark에 의한 분산 환경 ― 데이터양이 늘어도 대응 가능하게 하기   232
MongoDB의 애드 혹 집계   232
텍스트 데이터의 가공   234

Spark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DAG 실행   235

데이터를 집계해서 데이터 마트 구축하기   237
카디널리티의 삭감   237

COLUMN  pandas로부터 CSV 파일 이외의 출력    239

CSV 파일의 작성   240

BI 도구로 데이터 시각화하기   241
COLUMN  데스크톱 형의 BI 도구와 웹 형 BI 도구    242

6-2 Hadoop에 의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245

일일 배치 처리를 태스크화하기   245

[태스크 1] Embulk에 의한 데이터 추출   246

[태스크 2] Hive에 의한 데이터 구조화   248

[태스크 3] Presto에 의한 데이터 집계   250

6-3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 의한 자동화   253

Airflow ― 스크립트 형의 워크플로 관리   253
워크플로의 정의   255
태스크의 정의   256

워크플로를 터미널로부터 실행하기   257
airflow test   257

COLUMN  파이썬 스크립트를 워크플로에 삽입하기    258

airflow backfill   259

스케줄러를 기동하여 DAG를 정기 실행하기   260
오류로부터의 복구   261
스케줄의 설정   263



xiv 차례

태스크가 소비하는 자원 제어하기   265
태스크의 분산 처리   265

Hadoop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266

6-4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268

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계   268

아마존 웹 서비스   270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272

트레주어 데이터   274
Digdag   276

COLUMN  Amazon Redshift와 Google BigQuery의 차이점    277

6-5 정리   279
COLUMN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관계    280

                                                               찾아보기   282



xv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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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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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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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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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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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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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기초 지식

1
C H A P T E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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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jupy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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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빅데이터의 정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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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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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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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QL

텍스트
데이터

RDB

인터넷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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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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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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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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RDB

예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❶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증가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하를 줄인다.

❷

업무
시스템

RDB
업무
시스템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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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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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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집계의 기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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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017년 2월 2017년 3월

상품 A 57,500 57,500 60,000

상품 B 2,400 5,800 12,400

(단위 : 엔)

❷ 트랜잭션 테이블

매출 월 상품명 금액

2017년 1월 상품 A 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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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크로스 테이블과 트랜잭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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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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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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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일  점포 ID  상품 ID   고객 ID     금액    상품명   상품 카테고리

0 2017-01-01     11     101    1001   57500  상품 A  식료품

1 2017-02-01     12     101    1003   57500  상품 A  식료품

2 2017-03-01     12     101    1003   60000  상품 A  식료품

3 2017-01-01     11     102    1002    2400  상품 B  전자제품

4 2017-02-01     11     102    1002    5800  상품 B  전자제품

5 2017-03-01     11     102    1002   12400  상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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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2017-02-01  2017-03-01
점포 ID 상품명                                    

11     상품 A     57500.0         NaN         NaN
       상품 B      2400.0      5800.0     12400.0
12     상품 A         NaN     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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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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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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상품 카테고리

0 2017-01-01     11     101   1001   57500 식료품

1 2017-01-01     11     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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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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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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스토리지

시계열 DB
등

데이터 마트
(SQL)

데이터 수집

스트림 처리스트리밍 형

데이터 수집

분산 데이터 처리벌크 형

워크플로 관리

그림 5.A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자동화와 워크플로 관리의 주요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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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 관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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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스토리지

데이터
마트

클라이언트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배치 처리

중간 테이블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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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스케줄로 실행하고 그 결과 통지하기

•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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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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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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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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의 워크플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 제6장  워크플로 관리 도구에 의한 자동화 

N O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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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태스크

1월 2일

태스크

1월 3일

태스크

1월 4일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장애에 의한 실패

예정된 태스크 실행

실패한 태스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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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date = "01-02"
... �ow1(p1)

task1(p1)

task2(p1)

마지막 태스크 실행에 실패

실행이 끝난
태스크는 생략

1월 2일의 파라미터로 ‘flow1’ 실행❶

p1 =

date = "01-02"
... �ow1(p1)

task1(p1)

task2(p1)

미완료 태스크만을 실행한다.

동일 파라미터로 ‘flow1’ 재실행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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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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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