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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지난 몇 년간 여러 권의 인공지능, 특히 심층학습 관련서를 번역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

집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관한 책이 꽤 많이 나왔지만 데이터 공학에 관한 책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우연히 Packt 웹사이트에

서 원서 《Data Engineering with Python》을 발견했고, 기쁘게도 번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정받는 데이터 공학자가 되려면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념이나 도구를 간결하게 소개한 후 바로 실습 예제로 들어가서 필요할 때마

다 보충 설명을 추가하는 스타일의 책이라는 점과 파이썬을 비롯해 현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여러 도

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학자가 되고 싶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는 독자에게 

이 책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넓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빠진 게 있

다고 느껴온 사람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책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실습 예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소프트웨어 버전 변화와 기타 운영 환경의 변화 때문

에 일부 예제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본문 자체

를 수정하거나 역주를 추가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번역서가 나온 후에도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갱신될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문의 단계들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단계를 수정해 보길 권합니다. 또한, 이 책

을 위한 공간을 제 홈페이지(occamsrazr.net)에 마련해 두었으니 예제 실행과 관련해서 정보를 나누

거나 오타·오역을 제보하는 데 활용해 주세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RL  http://occamsrazr.net/book/DataEngineeringWithPython( 단축 URL  http://bit.ly/ORPDE)

꼭 필요한 책의 출간을 결정하고 제게 번역을 맡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번역 및 교정 과

정을 매끄럽게 이끌고 부족한 번역 원고의 여러 개선점을 제시해 주신 김정준 부장님, 번역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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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듯한 IT 전문서로 조판하신 김수미 님을 비롯해 이 책의 출간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정 전문가로서 크고 작은 오타와 오역을 무수히 잡아낸 아내 오현숙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

냅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길!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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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학은 모든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

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공학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여러 개념과 기법, 도구를 살펴보고, 데이터 

공학의 여러 측면에서 흔히 마주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이 책은 데이터 공

학의 기초를 소개하고, 대형 데이터 집합을 다루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프레임워크를 개괄한다. 여러 예제를 통해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

이터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복잡하고 덩치 큰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과 실무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현

실적인 예제들을 통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한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무 

환경에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파이썬과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이용한 데이터 공학이 어떤 것인지 확실

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품질을 점검하고, 용도에 맞게 적절히 변환하는 데

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데이터 분석가(data analyst)와 실무에서 데이터를 추출-변환-적재해야 하는 현업 개발자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학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업 개발자와 파이썬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자 하는 기존 데이터 공학자에게도 적합하다. 또한 이 책은 데이터 공학자나 IT 전문가가 되고자 하

는 학생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데이터 공학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의 구성

제1장 데이터 공학이란 무엇인가?는 데이터 공학을 정의하고, 데이터 공학자의 역할과 임무, 필수 

대하
이 

책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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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데이터 공학이 데이터 과학 같은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설명한다.

제2장 데이터 공학 기반구조 구축은 이 책 전체에 쓰이는 도구들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일래스틱서치Elasticsearch와 PostgreSQL)와 여러 데이터 공학 도구들(NiFi, 키

바나Kibana, 에어플로Airflow)을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 갖추게 될 것이다. 파이썬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제3장 파일 읽고 쓰기는 파이썬과 NiF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을 설

명하고, NiFi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소개한다. 주된 초점은 CSV(Comma Seperated Values) 파일과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이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 다루기는 SQL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설명한다. 파이

썬과 NiFi에서 두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하고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과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5장 데이터의 정제� 변환� 증강은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적

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데이터에 흔히 있는 문

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은 또한 파이썬과 NiF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해서 문제

점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제6장 실습 프로젝트: 311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기에서는 완결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만들어 본다. AP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이 예제 프로젝트에

서 여러분은 제5장까지에서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제 및 변환하고, 추가적인 정보로 

데이터를 증강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삽입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도 구축한다.

제7장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특징은 실무에 맞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

항들을 서명한다. 트랜잭션을 원자적으로 수행하는 방법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멱등성을 갖추는 방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8장 NiFi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버전 관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버전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NiFi 레지스트리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깃허브GitHub 저장소를 NiFi 프로세서들의 저장

소로 사용하도록 NiFi 레지스트리를 설정하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제9장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니터링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및 로깅의 기초를 설명한다. 

NiFi GUI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들과 함께, NiFi 처리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성능

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제9장은 기본적인 NiFi API 사용법도 소개

한다.

이 책에 대하여 xiii



제10장 데이터 파이프라인 배치는 시험 환경과 실무 환경에서 NiF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검사하는 방법 하나를 제안한다. 버전 관리하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무 환경으로 이동하는 방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11장 실습 프로젝트: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은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제6장에서 만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버전 관리를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로깅을 위한 

기능들을 추가한다.

제12장 아파치 카프카 클러스터 구축은 3노드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설정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카프카의 기본 개념인 스트림, 토픽, 생산자·소비자를 소개한다.

제13장 카프카를 이용한 데이터 스트리밍은 카프카 토픽에 메시지들을 추가하고(생산) 읽는(소비) 

방법을 설명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서드파티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구현

한다.

제14장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는 3노드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 클러스터를 설치하

고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스파크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

다. 스파크는 이 책의 제1부에 등장하는 pandas 라이브러리의 DataFrame과 비슷한 DataFrame 객

체를 제공한다.

제15장 MiNiFi� 카프카� 스파크를 이용한 실시간 엣지 데이터 처리는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같은 저

사양 장치에서 NiF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MiNiFi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MiNiFi에서 NiFi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본다.

부록 A NiFi 클러스터 구축은 아파치 NiFi의 기본적인 클러스터화 방법을 설명한다. 데이터 파이

프라인을 여러 서버(노드)에 분산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관련 주의사항 및 해결책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특정 처리기를 특정 노드 하나에서만 실행함으로써 경쟁 조건을 피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파이썬에 관한 기초 지식은 꼭 필요하다. 특정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에 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변수, 함수, 객체 등 언어의 기본에 관한 지식과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

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리눅스에 관한 기초 지식도 필요한데, 명령줄 환경(터미

널)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과 새 터미널 창을 띄우는 방법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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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다루는 소프트웨어 필요한 운영체제

파이썬 3.x Windows, macOS, 리눅스(배포판 무관)

아파치 스파크 3.x 리눅스

NiFi 1.x Windows, macOS, 리눅스

PostgreSQL 13.x Windows, macOS, 리눅스

일래스틱서치 7.x Windows, macOS, 리눅스

아파치 키바나 7.x Windows, macOS, 리눅스

아파치 카프카 2.x 리눅스, macOS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 뷰어에서 예제 코드를 직접 복사하면 복사가 안 되거나 불필요한 문자들이 

포함되어서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깃허브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기 

바란다.

예제 코드 내려받기

이 책의 예제 코드를 https://github.com/PacktPublishing/Data-Engineering-with-Python( 단축 URL  https://

bit.ly/PythonD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예제 코드가 갱신된 경우 본문에 나온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하자.

원색 이미지 내려받기

이 책에 나오는 스크린샷/도표의 원색 버전을 담은 PDF 파일을 다음 UR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packtpub.com/sites/default/files/downloads/9781839214189_ColorImages.pdf( 단축 URL  https://bit.

ly/PDEColor)

조판 관례

다음은 이 책 전반에 쓰인 조판 관례이다.

예제 코드에 등장하는 식별자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 디렉터리·파일 이름, 사용자 입력 등

은 DAG()처럼 고정폭 코드용 글꼴로 표시한다.

코드 블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import datetime as dt
from datetime import timedelta
from airflow import DAG
from airflow.operators.bash_operator import Bash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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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의 입력이나 출력(파이썬 셸에서 실행한 코드의 출력 포함)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web properties #
nifi.web.http.port=9300

새 용어나 중요한 단어, 또는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메뉴 항목, 버튼, 링크 등)는 굵은 글씨로 표시

한다. 예: “DAG를 클릭한 후 Tree View를 선택한다.”

팁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시한다.

airflow 명령 실행 오류

만일 airflow를 실행했을 때 명령을 찾지 못했다는 오류가 난다면 airflow 실행 파일이 있는 디렉

터리를 다음을 참고해서 시스템 경로에 추가하기 바란다.

export PATH=$PATH:/home/<사용자이름>/.local/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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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마르와Stefan	Marwah

10년 넘게 프로그래밍을 즐겼으며, 그 덕분에 명문 Monash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를 

땄다. 대학생 시절에는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신경망을 이용해 노인 사용자의 알츠하이머를 진단

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Microsoft에서 상을 받았다. 공학과 분석 모두에 열정을 가진 그는 여러 

조직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현재 데이터 공학자

로 일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Step Function Coaching에서 데이터 과학을 가르친다.

안드레 시오넥Andre	Sionek

런던 Gousto 사의 데이터 공학자이다. 대학생을 위한 무료 과학 기술 잡지를 발간하는 Polyteck를 창

업하는 것으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얼마 후 브라질 한 은행의 데이터 수집 부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

하면서 데이터 및 분석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런던에 오기 전에는 대형 화장품 회사와 스타트업들에

서 신용 모형을 만드는 일도 했다. 데이터 공학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데, 초점은 코드형 기반구조

(infrastructure as code)와 실무화(productionization)이다. 또한 블로그에 데이터에 관한 글을 올리고, 가

끔은 Kaggle 공모전에도 참가한다.

마일스 오베어Miles	Obare

Microsoft 애저 팀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현재는 고객이 서버 부하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사

용할 도구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기업 고객을 위한 실시간 규모가변적 뒷단(backend) 시스템과 데이

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그전에는 금융 분야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공학자로 일하면서 데이터 파이

프라인과 기계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실무 환경에 배치했다. 분산 시스템, 컴퓨터 아키텍처, 데이터 공

학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는 Jomo Kenyatta University에서 전기 공학과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땄

다. 여가 시간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기여한다.

감수
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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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은(오늘코드)

매일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는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기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책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소개하고 실제 프로젝트

처럼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공학 기법에 대해 다룹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

는 데 필요한 여러 기법과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책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

트를 얻기 위해 분석을 하거나 예측 모델을 만드는 책은 많았지만,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책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ETL, ELT를 다루는 책이 출간되어 반가운 마음에 읽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하는 과정에 필요한 오픈소스와 팁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라이브러리를 다루다 보니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도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함

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 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용진(삼성SDS)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해야 하는 작업을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

구를 설치하는 것부터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

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학을 해보고 싶다면 입문서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기대했으나, NiFi와 같은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

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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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는 다뤄야 하는 도구들이 많아 유독 시작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데이

터 엔지니어가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경험해 보는 것부터 도구들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실무에 적

용하는 것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구들을 경험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링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직접 실습해 보기에 좋은 예제들과 설치부터 

시작되는 안내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정현준(Agoda)

여러 가지 데이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런 도구들을 설치부터 

활용까지 잘 알려줍니다. 역자의 꼼꼼하면서도 수준 높은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서 읽기도 편합

니다. 흩어진 채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미처 

찾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이 책은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따라 해보면서 

큰 흐름을 잡는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ix





I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추출, 변환, 적재

P A R T



PART I은 데이터 공학의 기초를 소개한다. PART I의 장(chapter)들에서 여러분은 데이터 공학이 어떤 

것이고 데이터 과학 같은 비슷한 분야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배울 것이다. 파이썬Python으로 파일과 데

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과 아파치Apache NiFi 사용법 등 데이터 다루기의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데이

터를 정리하고 변환하는 기술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에는 SeeClickFix에서 311 데이터역주１를 추출해

서 변환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본다. 이 부분이 PART I의 백

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현황판)를 키바나

Kibana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살펴본다.

PART I의 장들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데이터 공학이란?

CHAPTER 2  데이터 공학 기반구조 구축

CHAPTER 3  파일 읽고 쓰기

CHAPTER 4  데이터베이스 다루기

CHAPTER 5  데이터의 정제, 변환, 증강

CHAPTER 6  실습 프로젝트: 311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기

역주１  311은 뉴욕 등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번호이다. 한국의 120 콜센터(서울 다산콜센터 등)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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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공학(가제)을 펼친 독자 여러분을 환영한다. 사실 데이터 공학(data 

engineering)이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 공학은 최근 들어 갑자기 무대

의 전면에 등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책은 데이터 공학이라는 분야를 소개한다. 이 책은 데이터 

공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도구들과 기법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은 다수의 데이터 공급원(자료의 출

처)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새 장소에 적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응용 프로

그램들의 클러스터링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분 자신만의 데이터 공학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장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공학자가 하는 일

•	데이터 공학 대 데이터 과학

•	데이터 공학 도구들

1.1 데이터 공학자가 하는 일
데이터 공학(data engineering)은 소위 빅데이터 생태계(big data ecosystem)의 일부로, 데이터 과학(data 

scie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데이터 공학자(데이터 엔지니어)는 무대 뒤에서 일하다 보니 데이터 과

학자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데이터 과학의 처리 공정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데이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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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의 역할과 임무는 해당 조직의 데이터 성숙도 수준 및 인원 구성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거

의 데이터 공학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은 있는데,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적재가 그

런 작업에 속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데이터 공학에는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형식(format)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관여한다.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데이터 공학자는 자료

원, 즉 데이터 공급원에서 데이터를 질의하고(‘추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하고(‘변환’), 데이

터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실무 품질임을 아는 어떤 장소에 넣는

다(‘적재’). 추출(extract), 변환(transform), 적재(load)라는 용어들은 이 책 전체에 쓰이며, 종종 ETL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데이터 공학의 이러한 정의는 다소 광범위하고 단순화된 것이다. 그

럼 데이터 공학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자.

다양한 위젯widget(소형 장치, 부품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해 보자.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위젯들이 색상으로만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쇼핑몰 웹사이트의 뒷단(back-end)에는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가 있다. 모든 거래(트랜잭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지난 4분기에 쇼핑몰이 파란색 

위젯을 몇 개나 팔았는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QL 질의(query)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 작업에는 굳이 

데이터 공학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쇼핑몰이 성장하다 보면 실무(production)역주２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질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이 된다. 더 나아가서, 거래들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지역이나 국가에 나뉘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사용자를 위

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를 수 있다.

문제의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지면 데이터 공학이 필요해진다. 데이터 공학의 영역에서는 이 예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데이터 공학자는 모든 지역(region)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

를 추출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한 후 그곳에서 파란색 위젯들의 판매량을 계산한다.

파란색 위젯 판매량을 구하는 것 외에, 기업들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위젯을 가장 많이 판매한 지역은 어디인가?

•	위젯이 가장 많이 팔린 시간대는 언제인가?

역주２  production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번역서에서는 문맥에 따라 ‘실무’나 ‘현업’ 등

으로 옮긴다.

CHAPTER 1  데이터 공학이란?4



•	위젯을 카트에 담았다가 삭제한 이용자는 몇 명인가?

•	함께 팔린 위젯들의 조합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그냥 데이터를 추출해서 한 곳에 적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추출과 적

재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대 및 지역의 차이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만 해도 시간대가 네 가지이다. 이 때문에 시간 필드들을 하나의 표준 필드로 변환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판매량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데이터에 위치(location) 필드를 추

가해야 한다. 그 필드에 공간적인 수치(GPS 좌표 등)를 넣을지, 또는 미리 정해진 이름들(지명 등)을 넣

을지, 아니면 임의의 텍스트를 허용하되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의 변환 과정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

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지금 예제에서 데이터 공학자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위치를 식별하는 필드를 

데이터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시간대를 비교하려면 데이터 표준들에 익숙해야 한다. 시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제정한 ISO 8601 표준

이 있다.

앞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 공학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	데이터의 각 거래에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필드를 추가한다.

•	날짜를 지역 시간 형식에서 ISO 8601 형식으로 변환한다.

•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한다.

이러한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를 위해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는 이 파이프

라인에 미가공된(raw) 형태로 들어온다. 오타나 결측값이 있다는 점에서 ‘더러운(dirty)’ 상태로 들어온다

고 말할 수도 있다. 더러운 데이터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진다. 그림 1.1은 문제 해결에 필

요한 파이프라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
Id: 1,
Price:10.99,
Date:1/5/2020
2:23PM
}

{
Id: 1,
Price:10.99,
Date:1/5/2020
2:23PM
Loc:'Europe'
}

{
Id: 1,
Price:10.99,
Date:2020-01-05
T14:23:00
Loc:'Europe'
}

원본  

데이터

깨끗한  

데이터
추출 적재위치 추가 날짜 변환

그림 1.1  위치를 추가하고 날짜를 수정하는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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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학이 무엇이고 데이터 공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데이터 

공학자가 어떤 일을 책임지며 어떤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기

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1.1 데이터 공학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

앞의 예제에서 보았듯이, 데이터 공학자에는 다양한 기술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업무 공정들과 사업

상의 요구사항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시작 부분에서 데이터 공학자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나 다양한 종류의 데

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쓰이는 다

수의 언어들(SQL이나 파이썬 등)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변환 단계에서는 데이터 공학자가 데이터 모형화(modeling)와 구조에 익숙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업무(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하고 데이터에서 뽑아내고자 하는 지식과 통찰(insight)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잘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데이터 모형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담을 스키마schema를 갖춘 데이

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역시 데이터 공학자

의 임무이다. 데이터 공학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설계의 기초를 알아야 하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들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운용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 전체의 관리 

역시 데이터 공학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데이터 공학자는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는 능력

과 아파치 Airflow나 NiFi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즘

은 조직(기업, 단체, 학교 등)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추세인 만큼, 데이터 공학자는 조직이 사용하

는 클라우드 플랫폼(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icrosoft 애저 등)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반

구조를 마련하는 방법도 알아 두어야 한다.

데이터 공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 살펴보았고 데이터 공학자에게 어떤 기술이 필

요한지도 이야기했으니, 그에 기초해서 데이터 공학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 보자.

정의

데이터 공학은 데이터 기반구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데이터 기반

구조는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조직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둘 수도 있다(또는 그 둘을 혼합하거나, 다수의 클라우드에 두

는 옵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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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공학 대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공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를 정리하고 이동하는 작업을 데이터 과학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 과학자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공학자가 비슷한 도구들(이를테면 파

이썬)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문 분야는 다르다. 데이터 공학자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형식, 모형, 구조를 고민하는 반면, 데이터 과학자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모형을 구축하고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공학자가 만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연결해서 기계학습 모형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데이터 과학자가 자신의 모형들을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에 집어넣는 경

우도 있다. 그런 만큼 데이터 공학자와 데이터 과학자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데이터 공학자가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데이터 공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주요 도구들을 살펴본다.

1.3 데이터 공학 도구들
데이터 공학자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면 도구(tool)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 데이터 공학은 빅

데이터 생태계의 일부인만큼, 데이터 공학 도구들은 빅데이터의 다음 세 측면(영어로는 모두 v로 시작한

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크기(volume): 최근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다. 1분 안에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수백만 개

를 옮기거나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레코드 수천 개 정도를 옮기는 데 필요한 것과

는 다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

•	다양성(variety): 데이터 공학자에게는 다양한 장소(데이터베이스, API, 파일)에 있는 다양한 형식

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	속도(velocity): 데이터의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SNS 이용자 수백만 명의 활동을 추적하거

나 전 세계 쇼핑몰 이용자의 구매 활동을 추적하려면 거의 실시간(real time)으로 작동하는 도구

들이 필요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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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공학의 ‘만국 공용어’는 SQL에스큐엘	또는	시퀄이다.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는 도구 

(소위 로코드low-code 도구)를 사용하든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든 결국은 SQL을 마

주치게 되므로 SQL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SQL에 익숙하면 질의문을 최적화해서 질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 변환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데이터 공학에서 SQL이 너무나 널리 쓰이다 보니, 데

이터 레이크data	lake와 비 SQL 데이터베이스조차도 데이터 공학자가 SQL로 질의를 수행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많은 수의 오픈 소스 데이터 공학 도구는 자바Java와 스칼라Scala(아파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사용한

다. 자바는 대중적인 주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바는 

천천히 JVM(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기계)에서 실행되는 다른 언어들로 대체되고 있다. 스칼라

가 그런 언어의 하나이다. 그밖에 JVM에서 실행되는 언어로는 Clojure와 Groovy가 있다. 다음 장에

서는 아파치 NiFi나이파이를 소개한다. NiFi를 이용하면 자바나 Clojure, Groovy, 또는 Jython을 이용

해서 커스텀 데이터 처리기(data processor)를 개발할 수 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지만, 함수형 프

로그래밍 언어로의 흐름도 존재한다. Clojure와 스칼라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 책의 초점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공학이다. 파이썬은 사용자가 많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

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파이썬은 현재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공학을 

위한 기본 언어로 자리 잡았다. 파이썬은 상세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서

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한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과학 환경은 다른 그 어떤 언어를 능가한다. 

pandas나 matplotlib, numpy, scipy, scikit-learn, tensorflow, pytorch, NLTK 같은 라이브러리 

덕분에 파이썬은 엄청나게 강력한 데이터 공학 및 데이터 과학 환경을 제공한다.

1.3.2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실무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저장된다. 대부분의 상

용(독점) 데이터 공학 솔루션은 Oracle이나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지만, 오픈소스 솔루션들

은 흔히 MySQL이나 PostgreSQL을 사용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행(row) 형태

로 저장하는데, 이런 형식은 효율적인 트랜잭션에 적합하다. 또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에서는 테이

블들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며, 기본 키를 이용해서 한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와 결

합(join)한다. ‘관계형’이라는 이름은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 1.2는 테이블들 사이에 관계

가 존재하는 간단한 데이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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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 Region
Blue 1
Green 2
Red 3

RegionID Name
1 N.America
2 Asia
3 Europe

그림 1.2  Region = RegionID를 조건으로 결합된 관계형 테이블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Redshift,  

구글 BigQuery빅퀴어리	또는	빅쿼리, 아파치 카산드라Cassandra가 있으며, 그밖에 일래스틱서치Elasticsearch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들도 쓰인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구글 BigQuery, 아파치 카산드라는 데

이터 레코드들을 열 기반(columnar)으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행 우선)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1.3에 열 기반 데이터 형식의 예가 나와 있다.

Widget Region
Blue 1
Green 2
Red 3

Widget Blue

Green

Red

Region 1

2

3

그림 1.3  행 기반 레코드들(왼쪽)과 열 기반 레코드들(오른쪽)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질의(조회)가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합하다. 언급한 세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모두 SQL을 이용해서 질의할 수 있다. 단, 카산드라는 SQL과 비슷하지만 같지

는 않은 Cassandra Query Language라는 질의 언어를 사용한다.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들 외에, 문서(document)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는 NoSQL 데이터베이스

들도 있다. 일래스틱서치가 좋은 예이다. 사실 일래스틱서치는 아파치 루씬Lucene에 기초한 하나의 검

색 엔진으로, 아파치 Solr솔러와 비슷하되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다. 일래스틱서치는 오픈소스지만 독

점 구성요소도 있다. 특히, 기계학습과 그래프, 보안, 경고/감시를 위한 X-Pack 플러그인들이 독점

(proprietary) 구성요소이다. 일래스틱서치는 Elastic Query DSL이라는 질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DSL은 Domain-Specific Language(영역 특화 언어 또는 도메인 특화 언어)를 뜻한다. Elastic Query DSL

은 전통적인 SQL과는 다른, JSON 문서의 질의를 위한 언어이다. 일래스틱서치는 데이터를 문서 단

위로 저장하는데, 문서와 문서 사이에 부모-자식 관계를 둘 수는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

다(열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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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학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는 그것을 변환 또는 처리해야 한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 처리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3.3 데이터 처리 엔진

데이터 공학자는 데이터 처리 엔진(data processing engine)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batch)  

또는 연속적으로(stream) 변환한다. 다수의 변환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유명

한 엔진은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이다. 아파치 스파크에서 데이터 공학자는 변환 작업을 파이썬이

나 자바, 스칼라로 작성할 수 있다.

아파치 스파크는 파이썬 DataFrames를 지원하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머에게는 이상적인 도

구라 할 수 있다. 스파크는 또한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복원성 데이터 집합)도 제공한다. 

RDD는 객체들의 불변적인(immutable) 분산 컬렉션(distributed collection)이다. RDD를 이용하면 데이

터 처리를 빠르고 분산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RDD에 속한 여러 작업은 클러스터 안의 

여러 노드에서 실행된다. DataFrames와는 달리 RDD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추측하려 들지 않는다.

그 밖에 아파치 스톰Storm도 인기 있는 처리 엔진이다. 이 엔진은 Spout스파우트라고 부르는 처리 단

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처리한다. 아파치의 플링크Flink와 삼자Samza는 좀 더 현대적인 스트림 

및 일괄 처리 프레임워크로, 무제한 스트림의 처리를 지원한다. 무제한 스트림(unbounded stream)이

란 데이터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트림인데, 예를 들어 온도 측정기에서 공급되는 온도 수치들이 

무제한 스트림이다. 고장 나지 않는 한 온도 측정기는 끝없이 온도를 보고한다. 아파치 카프카Kafka를 

이용해서 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스트리밍한다면 플링크와 삼자가 아주 적합하다. 아파치 카프카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1.3.4 데이터 파이프라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언어, 처리 엔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조합하면 하나의 파

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젯 판매 레코드들을 모두 선택하고, 그 

데이터를 스파크를 이용해서 위젯 이름과 판매 개수로 축약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에 적재하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매번 직접 실행해야 한다면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는 일정한 주기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주는 스케줄러가 있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crontab을 사용하는 것이

다. X 시간마다 적절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cron 작업을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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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crontab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파이프라인의 실행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추적해야 할까? 즉, 잘 실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

게 파악할 수 있을까? 배압(backpressure; 또는 역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러니까, 작업 A가 작

업 B보다 빨리 실행되어서 데이터가 작업 B에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crontab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친다. 따라서 더 나은 틀(프레

임워크)이 필요하다.

1.3.4.1 아파치 에어플로

파이썬으로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파치 에어플로

Apache	Airflow이다. 에어플로는 Airbnb가 만든 작업 흐름(workflow) 관리 플랫폼으로, 서버와 스케줄

러, 메타 저장소(metastore), 대기열 처리(queing) 시스템, 그리고 다수의 실행기(executor)들로 구성된다. 

에어플로를 하나의 인스턴스로서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실행기 노드들로 분할하고 그 노드들로 하

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에어플로는 유

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를 이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어플로에서 말하는 DAG는 특정한 작업(task)을 명시하는 파이썬 코드 조각

들로 이루어진다. 그래프는 일단의 노드들이 특정한 관계(특히 의존 관계)로 연결된 자료구조이다. 에

어플로에서 두 노드(작업을 명시하는 코드) 사이의 연결에는 방향이 있다. 두 노드 사이의 연결은 해당 

두 작업의 의존 관계(선후차 관계)를 나타낸다. 앞에서 예로 든 위젯 판매량 파이프라인의 경우 DAG

의 첫 노드는 모든 위젯 판매 레코드를 가져오는 SQL 질의문을 수행하는 코드일 것이다. 이 노드는 

위젯별(색상별) 판매량을 집계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또 다른 노드로 연결되고, 그 노드는 판매량 데

이터를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마지막 노드로 연결될 것이다. 그림 1.4는 그러한 파이프라인 DAG를 

도식화한 모습이다.

{
{"Blue","Europe",19.95},
{"Green","Asia",20.00},
{"Blue","N.America"'25.99},
{"Red","Asia",14.95}
}

{
{"Blue",2},
{"Green",1},
{"Red",1}
}

SELECT * FROM Sales 색상별로 취합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

그림 1.4  노드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DAG 작업들은 화살표(유향)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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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 아파치 에어플로의 기초를 다루긴 하지만, 데이터 공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는 주

로 아파치 NiFi를 사용한다. 다음은 에어플로 GUI 화면에서 DAG를 표시한 예이다.

그림 1.5  DAG의 세부사항을 보여주는 에어플로 GUI

다음 절에서 소개할 NiFi에 비하면 GUI가 덜 세련된 편이다.

1.3.4.2 아파치 NiFi
아파치 NiFi는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에어플로처럼 DAG를 

사용한다. 아파치 NiFi는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만들었고 미연방의 여러 기관에

서 쓰인다. 아파치 NiFi는 설정하기 쉬워서 신입 데이터 공학자에게 유용하다. GUI가 훌륭할뿐더러 

파이썬뿐만 아니라 Jython이나 Clojure, 스칼라, Groovy로도 처리기를 작성할 수 있다. 게다가 프로

그래밍 없이 기존 처리기들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다음은 DAG 하나가 

표시된 NiFi GUI 화면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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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일래스틱서치로 보내는 NiFi 작업 흐름의 예

아파치 NiFi는 파이프라인 클러스터링과 원격 실행도 지원한다. 스케줄러가 내장되어 있고 파이

프라인의 배압 처리 및 감시(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아파치 NiFi는 NiFi 레지스트리

를 이용한 버전 관리 기능과 엣지edge(끝단; 시스템의 최외곽 경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MiNiFi

도 제공한다.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을 위한 또 다른 파이썬 기반 도구로, 스포티파이Spotify가 만든 루이지Luigi

가 있다. 루이지 역시 그래프 구조로 작업들을 연결하며, 에어플로와 상당히 비슷한 GUI를 제공한

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루이지는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공학을 위한 훌륭한 옵션이다.

1.4 요약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공학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데이터 공학자의 역할과 임무는 조직이 사용하는 

데이터 기반구조의 성숙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데이터 

공학은 결국 데이터를 한 공급원에서 다른 곳으로 또는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옮기는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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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데이터 변환, 처리 엔진 작성, 기반구조 

유지보수 같은 임무가 추가된다.

데이터 공학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파이썬이나 

자바, 스칼라이다. 또한 데이터 공학자들은 독점 또는 오픈소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

어하우스를 사용하는데, 그런 데이터 저장소들을 조직이 직접 운영하거나, 클라우드에 두거나, 그 둘

을 혼합할 수 있다. 데이터 공학자는 프로그래밍, 운영, 데이터 모형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다

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폭넓은 특성은 데이터 공학이 재미있고, 신나고, 도전 의

식을 고취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데이터 공학은 보람 있

는 직업이 될 것이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한 환경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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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여러분은 데이터 공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배웠다. 또한 데

이터 공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소개했는데, 주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일정 수립 도구를 언급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를 설치하고 설정한다. 두 가지 데이

터베이스(PostgreSQL과 일래스틱서치)와 두 가지 작업 흐름 구축 보조 도구(에어플로와 아파치 NiFi), 그리

고 두 가지 관리 도구(PostgreSQL용 pgAdmin과 일래스틱서치용 키바나)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될 것이다.

이 도구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한 공급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을 작

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각화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을 배울 때, 데이터가 어떤 식

으로 변환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오류를 찾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원할 다른 직무 종사자와 이용자에

게 그런 시각화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도구들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장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아파치 NiFi의 설치와 설정

•	아파치 에어플로의 설치와 설정

•	일래스틱서치의 설치와 설정

•	키바나의 설치와 설정

•	PostgreSQL의 설치와 설정

•	pgAdmin 4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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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파치 NiFi의 설치와 설정
아파치 NiFi는 이 책에서 데이터 공학 파이프라인 구축에 사용하는 주된 도구이다. NiFi를 이용하면 

미리 만들어진 처리기들을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도 쓸만한 NiFi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NiFi는 또한 파

이프라인을 임의의 주기로 실행해 주는 스케줄러를 제공하며, 배압도 처리해 준다. 작업 A가 작업 B

보다 빠르게 실행되는 경우 작업 A의 속도를 임의로 늦출 수 있다.

다음은 https://nifi.apache.org/download.html에서 아파치 NiFi를 내려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이다.

1 curl을 이용해서 NiFi를 현재 디렉터리에 내려받는다.역주１

curl https://mirrors.estointernet.in/apache/nifi/1.12.1/nifi-1.12.1-bin.tar.gz\
 --output nifi.tar.gz

2 .tar.gz 파일의 압축을 푼다.

tar xvzf nifi.tar.gz

3 이제 현재 디렉터리에 nifi-1.12.1이라는 디렉터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 디렉터리로 가서 다음 명

령을 실행한다.

 bin/nifi.sh start

4 자바가 이미 설치, 설정되어 있으면 환경 변수 JAVA_HOME에 설정된 경로가 출력될 것이다(그림 2.1 

참고). JAVA_HOME 설정은 다음처럼 status 하위 명령을 실행해도 확인할 수 있다.

sudo bin/nifi.sh status

5 만일 JAVA_HOME에 설정된 경로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다음 명령으로 자바를 설치하기 바란다.

sudo apt install openjdk-11-jre-headless

6 다음으로, NiFi가 JAVA_HOME 환경 변수를 찾을 수 있도록 .bash_profile에 다음 행을 추가한다.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11-openjdk-amd64

역주１  참고로, 이 책을 번역하는 현재 NiFi의 최신 버전은 1.13.0이다. 이하의 예제들은 1.13.0에서도 잘 실행된다. 아래 명령들에서 1.12.1을 

1.13.0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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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으로, .bash_profile의 설정들이 현재 셸에 적용되게 한다.

source .bash_profile

8 이제 다시 3번에서처럼 NiFi를 실행하면 JAVA_HOME에 설정된 경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림 2.1  NiFi가 실행 중인 모습

9 NiFi를 실행하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웹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8080/nifi/를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2.2  NiFi GUI

NiFi에는 수많은 설정이 있는데, 이후의 장들에서 차차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지금은 NiFi가 실

행되는 포트 번호만 바꾸어 보자. 즐겨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로 conf/nifi.properties를 열어서 

web properties 섹션의 nifi.web.http.port=8080에 있는 8080을 다음과 같이 9300으로 바꾸기 바

란다.

# web properties #
nifi.web.http.port=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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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방화벽이 작동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당 포트를 열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sudo ufw allow 9300/tcp

이제 NiFi를 재시작한역주２ 후 http://localhost:9300/nifi/로 갔을 때 GUI가 보인다면 포트 번호가 제대

로 변경된 것이다.

2.1.1 NiFi 둘러보기

처음에는 NiFi GUI가 비어 있는데, 아직 아무 처리기(processor) 또는 프로세스 그룹도 추가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화면 최상단에는 구성요소(component) 도구 모음과 상태 표시줄이 있다. 구성요소 도구 

모음에는 데이터 흐름(data flow)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 상태 표시줄은 이름에서 짐작

하듯이 NiFi 인스턴스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2.3  NiFi 구성요소 도구 모음과 상태 표시줄

가장 자주 사용할 도구는 Processor(처리기) 도구이다. 나머지 도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음과 같다.

•	Input Port (입력 포트)

•	Output Port(출력 포트)

•	Process Group(프로세스 그룹)역주３

•	Remote Process Group(원격 프로세스 그룹)

•	Funnel(깔대기)

•	Template(템플릿)

•	Label(이름표)

그리 많지 않은 이 도구들로도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구축할 수 있다.

NiFi의 데이터 흐름은 다수의 처리와 연결, 관계로 이루어진다. NiFi에는 100개 이상의 처리기가 

역주２ bin/nifi.sh restart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역주３  참고로 NiFi의 프로세스 그룹은 처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단위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관리 및 추상화 수단이다. 심

지어는 프로세스 그룹들을 또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다. 제8장에 프로세스 그룹을 이용해서 NiFi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버전을 관리

하는 방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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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갖추어져 있다. Processor 도구를 클릭해서 캔버스(모눈이 그려진 공간)에 끌어다 놓으면 사용할 

처리기를 선택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4).

그림 2.4  캔버스에 추가할 수 있는 처리기들

대화상자 오른쪽 상단 검색창(‘Filter’가 표시된)에 GenerateFlowFile을 입력한 후 아래쪽 

‘ADD’ 버튼을 클릭하면 GenerateFlowFile 처리기가 캔버스에 추가된다. 이 처리기는 텍스트로 

FlowFile역주４을 생성하는 데 쓰인다. 다시 Processor 도구를 캔버스로 끌어다 놓고 이번에는 PutFile

을 검색해서 추가한다. 이 처리기는 FlowFile을 디스크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데 쓰인다. 이제 캔

버스는 그림 2.5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림 2.5  캔버스에 처리기들을 추가한 후의 모습. 오류가 몇 개 있다.

역주４ FlowFile은 NiFi에서 하나의 데이터 조각을 표현하는 객체로, 데이터를 서술하는 특성들(id, filename 등)과 데이터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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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를 추가하면 해당 처리기 상자 왼쪽에 주의 기호(삼각형 느낌표 아이콘)가 표시된다. 처리기를 

아직 완전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와 경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림 2.5에는 PutFile 처리기에 

대한 여러 오류 및 경고 메시지들(Directory 속성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업스트림 연결이 없다는 점, 성

공 관계와 실패 관계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등)이 표시되어 있다.

처리기를 설정하려면 처리기 상자를 더블클릭해도 되고 오른쪽 클릭 후 Configure를 선택해도 

된다. 그림 2.6은 GenerateFlowFile 처리기를 설정하는 예이다.

그림 2.6  GenerateFlowFile 처리기의 설정

다음은 모든 처리기의 설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1 굵게 표시된 속성(property)이나 매개변수(parameter)는 반드시 값을 설정해야 한다. 각 속성에는 

그 속성에 관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물음표 아이콘이 있다.

2 필수 매개변수들이 미리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GenerateFlowfile의 경우 모든 필수 매개변

수가 미리 채워져 있다.

3 커스텀 속성(사용자 정의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다. 설정 대화상자 오른쪽 위의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그림 2.6은 filename이라는 커스텀 속성을 추가하고 NifiFile.txt라는 값을 설정한 

예이다. 또한 필수가 아닌 CustomText 속성에 This is a file from nifi라는 값을 설정했다.역주５

역주５  추가로, SCHEDULINGS 탭의 Run Schedule 매개변수가 0(지연 없이 반복 실행됨을 뜻함)으로 되어 있다면 적당한 시간(이를테면 10 
sec)으로 변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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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제2부에서 배운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특징 및 관련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무

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하나를 실제로 구축하고 배치한다. 이번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각각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개별 프로세스 그룹들로 구성된다. 이 그룹들의 버전을 NiFi 레지스트리로 관리하

고, 여러 환경을 옮겨 다닐 때 설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NiFi 변수 레지스트리도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

이번 장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검사 환경과 실무 환경 구축

•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무 환경에 배치

11.1 검사 환경과 실무 환경 구축
이전 여러 장들과는 달리 이번 장에서는 PostgreSQL을 데이터 추출과 적재 모두에 사용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검사 환경과 실무 환경 각각에 개별적인 스테이징용 테이블과 웨어하우스 테이블을 만

드는 것이다. 제2장에서처럼 PgAdmin4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자.

11.1.1 데이터베이스 생성

다음은 이번 예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과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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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우저로 http://localhost/pgadmin4/l을 열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Login 버튼

을 클릭해서 로그인한다. 그런 다음 왼쪽 트리에서 Servers 노드를 연다.

2 PostgreSQL 서버의 Databases 노드를 오른쪽 클릭한 후 Create | Database를 선택하면 데이터베

이스 생성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Database 입력 칸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test를 입력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한다.

3 이제 test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을 추가하자. 먼저 스테이징용 테이블부터 추가한다. 왼쪽 트

리에서 test 데이터베이스, Schemas 노드, public 노드를 확장하고 Tables 노드를 오른쪽 클릭한 

후 Create | Table을 선택한다. General 탭에서 테이블 이름을 staging으로 설정한다. Columns 

탭으로 가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고, 그림 11.1을 참고해서 테이블 열들을 추가한다.

그림 11.1  staging 테이블의 열들

4 열들을 다 추가했으면 Save 버튼을 클릭해서 테이블 정의를 저장한다. 그런데 이 테이블과 동일한 

구성의 테이블을 검사 환경에 하나 더 만들고, 실무 환경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개를 만들어야 한

다. 테이블 생성용 SQL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같은 종류의 테이블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1.2처럼 staging 테이블을 오른쪽 클릭한 후 Scripts | CREATE Script를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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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

5 그러면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 스크립트가 있는 편집창이 나타날 것이다. 이 스크립트에서 테

이블 이름 staging을 warehouse로 변경한 후 실행하면 staging 테이블과 동일한 열들을 가진 

warehouse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생성된다. 이름을 warehouse로 변경한 후 도구 모음의 실행 버

튼(오른쪽 삼각형)을 클릭해서 실제로 실행하기 바란다.

6 마지막으로, Databases를 오른쪽 클릭해서 prod라는 이름의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앞에서 

만든 SQ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staging 테이블과 warehouse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제 검사 환경과 실무 환경을 위한 테이블들이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할 일은 데이터 레이크를 

준비하는 것이다.

11.1.2 데이터 레이크 채우기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데이터 호수)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스크의 한 장소이다. 흔히 하

둡Hadoop의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하둡 생태계에 기반한 도구들이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쓰인다. 그러나 데이터 레이크 자체가 이번 장의 초점은 아니므로, 이번 예제에서는 보통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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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하나를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파이썬과 Fake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예제용 데이터 레이크를 채우기로 하자. 적당한 곳

에 datalake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기 바란다. 나는 내 홈 디렉터리에 만들었다.

이 책의 제1부에서 했던 것처럼, 인적 사항을 담은 레코드들을 무작위로 생성해서 각각을 JSON 

파일로 저장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도입하고, 데이터 레이크 디렉터리로 이동하고, Faker 객체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 ID를 뜻하는 userid라는 변수를 1로 설정하는데, 사용자 ID는 인적 사항 레

코드들의 기본 키(primary key)로 쓰인다. 인적 사항 레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이 변수를 1씩 증가

해서 레코드마다 고유한 기본 키를 가지게 할 것이다.

from faker import Faker
import json
import os
os.chdir("/home/paulcrickard/datalake")
fake=Faker()
userid=1

2 다음으로, for 루프와 Fake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자 ID와 이름, 나이, 도로명, 도시, 주, 

우편번호(zip)를 담은 가짜 인적 사항 레코드들을 생성한다. fname 변수는 생성된 가짜 성명에서 

이름(first name)과 성(last name), 중간 이름을 구분하는 빈칸들을 모두 하이픈(-)으로 대체한 것으

로, 나중에 해당 레코드를 저장할 파일 이름으로 쓰인다. 리눅스에서 파일 이름에 빈칸이 있으면 

파일 이름을 지칭할 때 전체를 따옴표로 감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처럼 빈칸 대신 하이

픈을 사용했다.

for i in range(1000):
    name=fake.name()
    fname=name.replace(" ","-")+'.json'
    data={
        "userid":userid,
        "name":name,
        "age":fake.random_int(min=18, max=101, step=1),
        "street":fake.street_address(),
        "city":fake.city(),
        "state":fake.state(),
        "zip":fake.zipcode()
    }

3 레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해당 JSON 객체를 앞에서 언급한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파일에 저장한

다. 파일 객체를 닫고 루프의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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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json=json.dumps(data)
    output=open(fname,'w')
    userid+=1
    output.write(datajson)
    output.close()

이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레이크 폴더에 1,000개의 JSON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 데이터 레이

크를 데이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자.

11.2 실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이제부터 구축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레이크에서 파일들을 읽어 들인다.

•	파일들을 스테이징 테이블에 삽입한다.

•	스테이징 데이터를 검증한다.

•	스테이징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긴다.

그림 11.3은 완성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모습이다.

그림 11.3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최종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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