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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오랫동안 서비스 개발자로 있다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엔지니어로서의 미래를 위해 클

라우드 아키텍처 엔지니어로 역할을 전환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족한 경험을 채울 수 있었

고, 서비스 운영 시에 고려해야 할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지식 또한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였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데이터 증가, 클라우드에서의 MSAMicroService Architecture 수요 증가 추세에서 기존 온프

레미스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및 신규 워크로드 구축 프로젝트 진행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

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진행 시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우며, 복잡

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데이터와 관련된 단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점이었습니

다. 그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프라 환경과 시스템 종류, 실시간 및 배치, 하이브리드 환경(온프레

미스와 클라우드가 함께 운영), 도메인에 따른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

는 일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곤 했습니다.

흩어진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통합 작업은 비용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며, 구축 후 서비스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후 운영 중인 서비스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와 개발 또한 꼭 필요합니다.

초기 프로젝트 수행은 클라우드 벤더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기능을 이용했으

나,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선택에 따라 아키텍트

와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검토 단계에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

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및 관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케이스

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및 레퍼런스(사용자)가 잘 갖

춰져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솔루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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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검색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은 것이 바로 Apache 

Airflow였습니다. 그 후 공식 문서와 블로그 글을 찾아 학습 및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운이 좋게도 회사 내에 머신러닝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은 기존에 쌓인 데이터를 이용해 적합한 알고리즘을 먼저 개

발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추론 엔드포인트inference endpoint를 노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고 난 후, 개발자가 개발한 서비스 코드 내에 있는 특정 알고리즘(예: rule based algorithm)과 

다르게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주입과 학습을 통해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때 데이터 관리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동작시키고 알고리즘 배포의 전 과정을 제한된 리소스에서 스케줄링 작업, 관리 및 자동화까지 

모두 Apache Airflow를 활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Apache Airflow에 대해 많은 장점을 느끼게 된 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엔지니어가 좀 더 쉽

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관련 서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필하기에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해외 원서를 찾던 중 《Data Pipelines with Apache Airflow》를 확인한 후, 

제이펍 출판사를 통해 번역서를 출간할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구축 및 운영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배포와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

드 서비스 또한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기술적인 검토나 프로토타이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

다. 그 때문에 별도의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며 필요한 부분을 따라 하시면 데이터 

관리 및 파이프라인 작업에 대한 효용성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대표님과 업무와 병행하며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배려해 주신 편집자 김정준 부장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 꼼꼼한 검토와 함께 추천사를 적어주신 AWS의 실력자 박혜영 님과 친구이

자 나의 엔지니어 멘토인 신동민 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번역해 준, 제 곁에 늘푸른나무 같은 문선홍 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옮긴이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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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플리케이션 및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빠른 개발 속도와 애자일 문화를 적용하면서 엔지

니어가 다루어야 하는 플랫폼의 크기와 복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플랫폼

에서 하나의 작업 실패는 관련된 여러 작업의 실패로 이어져서 생산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워크플로의 개선 및 확장과 모니터링은 물론, 개발도 편리하게 도

와주는 도구가 바로 Apache Airflow입니다. 사실 Apache Airflow가 워크플로 관리 엔진의 탑

티어라고 하지만, 최근까지 관련 서적이 거의 없어 기술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검색해야 했습니

다. 그러던 중 원서로 출간된 이 책을 보면서 누군가 번역을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국내 최초로 Apache Airflow 관련 도서가 나오게 되어 기쁩니다.

Apache Airflow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컨테이너, 로컬 환경 등 워낙 광범위한 환경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사용되다 보니 처음에 개념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의 1부는 도커와 로컬 환경

에서 직접 설치하고 DAG, Scheduling, Operator 같은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을 예제를 통해 빠

르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커스텀으로 생성한 Operator나 Hook을 

이용해서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를 적용하고, 여러 환경에서 실행하며 테스

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의 백미는 단순히 Apache Airflow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많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보안상으로 더 좋은지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3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

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Apache Airflow를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마

지막 장은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사실 머신러닝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기술만으로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 Apache Airflow 관점

에서 이를 예제를 중심으로 따라 하다 보면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

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Apache Airflow를 현업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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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뜩이나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 종류가 많은 엔지니어가 복잡한 워크플로를 일일이 관리

하는 수고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혜영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 성장하면 회사의 데이터 크기가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운영자와 개발자는 데이터 워크플로 적용과 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

다. 이때 다양한 WMSWorkflow Management System 중 Apache Airflow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Apache Airflow는 Airbnb에서 개발한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도구로서 현재는 아파치 소프트

웨어 재단의 최고 레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Apache Airflow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을 운영하는 개발자들에게 친숙하며, 파이썬 기반으로 태스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으

로 인해 많은 개발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에는 Apache Airflow와 관련된 국내서는 물론 번역서조차 없어서 체계적

인 정보 획득과 학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Data Pipelines with Apache Airflow》

의 번역서 출간 소식을 접했고 누구보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

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Apache Airflow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모니터링, 확장, 보안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다양한 클라

우드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설명과 정확한 가이드 문

서가 없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Apache Airflow의 세계로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NHN Dooray!(두레이) CTO 신동민

추천사xvi 추천사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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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서

워크플로 관리도구 중 하나인 Airflow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사용법 등이 상세히 차근차근 나

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다 생각했던 점은 첫 장에 Airflow의 장단점을 명확히 밝

히고 유사 도구들과의 비교표가 있어 한눈에 이 도구를 언제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동적으로 바뀌거나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환경에선 적합하지 않

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석곤(엔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Airflow는 파이썬으로 배

치, 스케줄링, 모니터링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워크플로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책에서는 

Airflow 설치부터 파이프라인 작성, 테스트, 분석, 백필 그리고 배포 실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Airflow를 한번 배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

니다.

이태영(신한은행)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와 최적화 방법론입니다. Airflow를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방법론과 데이터 바인딩과 데이터 연결을 위한 방법론 등을 알 수 있습니

다. 모델은 데이터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여 Airflow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준 책입니다.

후
기

베
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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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유노믹)

회사 동료 AI 연구원이 Apache Airflow에 관해서 얘기하기에 무엇인가 궁금하던 차에 마침 

베타리딩을 할 기회가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파이썬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클라

우드와 DevOps 엔지니어링 스킬도 함께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실

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황시연(SW개발자)

국내 IT 도서 중 Airflow만으로 쓴 책이 전무한 가운데, 이번 리뷰를 통해 책을 미리 보게 되

었습니다. Airflow는 태스크 단위로 에러 포인트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시각화된 도구를 활용

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무를 볼 때 에러 포인트를 찾으려고 로그 만드는 과

정을 줄일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이 책에 상황별 예제와 그림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이 되기에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분석가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베타리더 후기xviii



베타리더 후기 xix

“Airflow의 바이블입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Rambabu Posa, Sai AAshika consultancy 

“책을 읽고 따라 하다 보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에서  

Airflow가 지닌 장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Daniel Lamblin, Coupang

“Apache Airflow를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생성, 작성, 스케줄, 그리고 모니터링할 때  

이 책 한 권만 참고하면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추천합니다.”

─ Thorsten Weber, bbv Software Services AG

“Airflow에 관한 한 지금까지의 자료 중 최고입니다.”

─ Jonathan Woods, LexisNexis

추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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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xx

우리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시기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

업과 조직에서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머

신러닝 학습과 AI 발전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의 프로세스를 회사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이기종 시스템

에서 작업을 조율하고 난 후, 분석이나 제품 배포를 위해 시간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Airbnb의 엔지니어들은 회사 내에서 복잡한 데이터 워크플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

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워크플로를 작성 및 예약하고 웹 인터페

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워크플로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솔루션인 Airflow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Airflow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빠르게 채택

되었으며, 2016년 처음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시작해 2019년에는 최상위 프로젝트로 채택되

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Airflow를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 프로세스를 구

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oDataDriven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고객이 데이터 레이크/플랫폼, 머신러닝 

모델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 Airflow를 핵심 구성 요소로 채택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

다. 그런 업무 진행 중 Airflow와 같은 복잡한 도구를 하룻밤에 배우기는 어렵다고 느꼈고, 이

를 위해 GoDataDriven에서 Airflow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주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여 

지식, 견해 및 일부 오픈 소스 패키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Airflow와 관련

된 많은 복잡한 문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았

습니다.

시작
하며



이 책에서는 Airflow를 이용한 간단한 워크플로 구축에서부터 커스텀 컴포넌트 개발 및 배포 

설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어, Airflow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주제를 간결하고 따라 하기 쉬운 형식으로 한곳에 모아, 수많은 블로

그와 기타 온라인 문서를 보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우리의 경험과 함께 Airflow에 대한 모험을 시작하길 기

대합니다.

시작하며 xxi



감사의 글xxii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지원 없이는 출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우리를 지원하고 중요한 통찰력과 함께 가치 있는 제안을 제공한 GoDataDriven의 동료 

및 개인 

•	저자 온라인 포럼에 댓글을 게시한 MEAPManning Early Access Program 독자

•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 준 개발 프로세스 리뷰어

Manning의 기획 편집자인 Brian Sawyer를 통해 초기 이 책의 제안에 대해 도움을 받으면서, 

출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Manning의 진행 편집자인 Tricia Louvar는 우리의 

모든 질문과 우려 사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각 장의 초안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제공

했으며, 출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원고가 제작

되기까지 기술교정 편집자와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

합니다.

바스 하렌슬락Bas Harenslak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1년 반 동안의 수많은 낮, 밤, 주말 시간을 인내와 지지를 보내 준 친

구와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컴퓨터 앞에만 있는 동안 잘 참아준 Stephanie에게 감

사하며, Miriam, Gerd 그리고 Lotte에게 이 책을 쓰는 동안 기다려 주고 믿음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배우고 발전시키는 GoDataDriven 팀의 지원과 헌신에 대

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책의 저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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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안 더라위터르Julian de Ruiter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일할게’라는 말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내 아내 Anne Paulien과 

아들 Dexter에게 고맙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확고한 지지 없이는 출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

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조언

과 격려를 해줘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GoDataDriven의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xxiii



이 책에 대하여xxiv

이 책은 Airflow를 이용한 데이터 지향 워크플로(또는 파이프라인)를 구현하길 원하는 독자

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Apache Airflow의 워크플로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후, 커스텀 컴포넌트custom component를 빌드하고 워크플로를 포괄적으로 

테스트하여 Airflow를 확장하는 방법 등 보다 심층적인 주제로 전환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Airflow 배포 설계 및 관리, 보안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에 중점을 둡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Airflow를 이용해서 기본 워크플로를 개발하려는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뿐만 아

니라 Airflow를 위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Airflow 배포/관리 같은 심화 과정에 관심

이 있는 엔지니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Airflow 워크플로 및 컴포넌트는 파이썬 코드로 만

들기 때문에 독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급 이상의 경험을 필요합니다(예: 파이썬 함수 및 클래

스 빌드에 대한 실무 지식, *args 및 **kwargs 등의 개념 이해). 코드 예제의 대부분은 도커Docker

를 사용하여 실행되므로 도커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은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독자의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로드맵 

이 책은 총 18개의 장을 포함하는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Airflow의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두고 Airflow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본 개념을 간

략하게 설명합니다.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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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에서는 데이터 워크플로/파이프라인의 개념과 이를 Apache Airflow를 사용하여 빌

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Airflow의 장단점을 Airflow가 맞지 않는 상황과 

함께 다른 솔루션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2장에서는 Apache Airflow의 파이프라인의 기본 구조(‘DAG’라고 함)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다양한 컴포넌트와 함께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	3장에서는 Airflow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이 스케줄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

도록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 데이터를 증분 적

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rflow로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때 Airflow의 

예약 메커니즘은 종종 혼란스러운데,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

다.

•	4장에서는 Airflow의 템플릿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정의에 변수를 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파이프라인 내의 특정 실행 날짜와 같은 항목

을 참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5장에서는 파이프라인에서 태스크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하여 

분기, 조건부 태스크 및 공유 변수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빌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부에서는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자체 커스텀 컴포넌트 빌드, 파이프라인 테스트 설계 

등 복잡한 Airflow 사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6장에서는 고정된 스케줄 시간 간격의 실행 외에 파일 적재 또는 HTTP 호출과 같은 방

법으로 워크플로를 트리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7장에서는 Airflow 외부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오케스트레이션 가능한 오퍼레이터

operator를 사용하는 워크플로를 살펴보며,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통해 워

크플로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8장에서는 파이프라인에서 기능을 재사용하거나, Airflow 기본 제공 기능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9장에서는 Airflow 워크플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 및 오퍼레이터의 여러 속

성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10장에서는 컨테이너 기반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도커 또는 쿠버네티스Kubernetes 내에서 

파이프라인 태스크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 접근 방식의 장

단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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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실제 Airflow를 적용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모범 사례와 Airflow 실행과 보안 

및 최종 데모 사용 사례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	11장에서는 몇 가지 모범 사례를 통해 Airflow 파이프라인을 실제 구축할 때 효율적이

고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설계와 구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	12장에서는 Airflow를 프로덕션에서 실행 시 확장, 모니터링, 로깅 및 경고를 위한 아키

텍처를 몇 가지 주제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	13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접근을 방지하고 침해 발생 시 공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Airflow 운영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14장에서는 뉴욕시의 지역 간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시의 옐로우 

택시 및 시티 바이크에서 운행하는 차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Airflow 프로젝

트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4부에서는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rflow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기본

으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법,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대한 Airflow 배포의 설계가 포함됩니다.

•	15장에서는 Airflow를 클라우드에 배포 시 어떤 Airflow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irflow에 내장된 클라우드에 특화된 컴포넌트 활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클

라우드 서비스의 Airflow 관리형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과 클라우드 내에 직접 Airflow

를 배포하는 것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	16장에서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전 장의 AWS 상태에서 Airflow 배

포를 위한 솔루션을 설계하고, Airflow의 AWS 관련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AWS 서비스

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앞 장의 내용을 보완합니다.

•	17장에서는 Microsoft Azure 플랫폼에 대한 배포를 설계하고 클라우드 관련 컴포넌트

를 확인합니다.

•	18장에서는 Google의 GCP GCP 플랫폼을 위한 배포 및 클라우드별 구성 요소를 다룹니다.

Airflow를 처음 사용하는 독자는 1장과 2장을 읽으면 Airflow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

는 Airflow의 주요 기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커스

텀 컴포넌트 빌드, 테스트, 모범 사례 및 배포와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독자가 원한다면 순

서 없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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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정보 

코드 블록에 나열된 또는 기술된 모든 소스 코드는 일반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 고정폭 글

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볼드체는 이전 단계에서 변경되었거나 기존 코드 라인에 새로

운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책에서는 대부분 원본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책 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포용하

기 위해 줄 바꿈을 추가하고 들여쓰기로 재작업했습니다. 드물게 코드 블록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속 행 기호( )를 포함합니다. 또한, 코드가 텍스트에 설명되어 있을 때 소스 코드의 

주석이 코드 블록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드 주석은 많은 코드 블록과 함께 중요

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코드, 스크립트 또는 특정 Airflow 클래스/변수/값의 요소에 대한 참조는 주변 텍스트와 구

분하기 위해 종종 고정폭 글꼴로 표시됩니다. 

책의 모든 태스크 예제에 대한 소스 코드와 도커 및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해 실행하는 

인프라 구성 코드는 GitHub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책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	GitHub: https://github.com/K9Ns/data-pipelines-with-apache-airflow

•	출판사 웹사이트: www.manning.com/books/data-pipelines-with-apache-airflow

참고:  이 책의 끝 부분에는 예제 코드 실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침과 함께 추가 부록을 

제공합니다.

모든 코드 샘플은 Airflow 2.0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제는 조금만 수정하면 이

전 버전의 Airflow(1.10)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코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했습니다. 독자가 Airflow 2.0과 1.10 사이의 가져오

기 경로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록 B에서는 두 버전 간의 변경된 가져오기 경로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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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여xxviii

책 표지 그림의 제목은 〈Siphanto 섬에서 온 여성Femme del’ Isle de Siphanto〉입니다. 이 삽화는 

1797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다른 나라의 의상들Costumes de Différents Pays》 화집에서 가져온 것으

로,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1757–1810)가 손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채색하였습니다. 생소뵈르의 풍부한 작품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 각 도시와 지역의 

문화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서로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언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거리나 시골길에서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디

에 사는지, 무엇을 거래하는지, 어디 출신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옷을 입는 방식이 바뀌었고 당시의 풍요로웠던 지역별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의상만으로는 다른 도시,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문화적 다양성 대신 좀 더 다양한 개인 생활, 또는 빠른 속도로 변

해가는 기술적 생활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슷비슷한 책들이 가득한 요즘, 매닝Manning 출판사는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상을 보여주는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의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을 기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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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P A R T  I

1부에서는 Apache Airflow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프로세스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여정을 시작합니

다. 처음 두 장은 Airflow가 무엇이며 Airflow가 사용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

니다.

1장에서는 우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Apache Airflow가 이런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살펴 봅니다. 또한, Airflow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솔루션과 비

교하고 Airflow가 독자의 특정 사례에 대해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2장에서는 Airflow에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후,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Airflow의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는 Airflow의 핵심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Airflow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장에서는 Airflow를 스케줄 시간 간격으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는 스케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

다. 이를 통해 매일, 매주 또는 매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작성할 수 있습

니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Airflow의 템플릿 메커니즘(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에서 실행 날짜에 대한 변수를 동적

으로 참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파이프라인에서 태스크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조건부 태스크, 태스크 분기 등을 포함한 복잡한 태스크 계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

니다.

만약 독자가 Airflow를 처음 접한다면 3~5장을 통해 주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Airflow의  

스케줄링 시맨틱(3장에서 설명)은 처음 접하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의 1부를 마친 후에는 Apache Airflow에서 기본 파이프라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어지

는 2부에서 다룰 고급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C H A P T E R1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Airflow와 같은 워크플로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 태스크 및 태스크 의존적인 그래프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Airflow에 대한 추상화된 개념과 이것이 워크플로 관리 전체 에코시스템ecosystem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Airflow의 몇 가지 장단점을 확인하고 특정 사례에서 Airflow가 적합한 솔루션인지 확

인합니다.

사람과 기업이 데이터에 따라 처리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일상적 비즈니스

의 일부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

터 양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루에 MB에서 분당 GB 단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일 수 있으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관리

가 가능합니다.

이 책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처리하기 위한 배치 태스크batch-oriented framework에 중심을 둔 

Apache Airflow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rflow의 주요 기능은 유연한 파이썬 프레임워

크를 사용해 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며, 최신 기술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서로 다른 기술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빌딩 블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C H A P T E R1
Apache Airflow 살펴보기



Airflow는 거미줄의 거미와 같이 데이터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

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조율합니다. 여기서 Airflow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처리 작업

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조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Apache Airflow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Airflow

를 업무에 적용 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Airflow를 어떻게 처음 

사용할지 소개합니다.

1.1 데이터 파이프라인 소개
일반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되는 여러 태스크 또는 동작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날씨를 알려주는 쇼핑몰의 날씨 대시보드를 구축해 보겠습니

다(그림 1.1). 실시간 날씨 대시보드를 구현하려면 다음 단계와 같은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1 먼저 다른 시스템의 날씨 API를 통해 일기 예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 서비스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변환(예: 온도를 화씨에서 섭씨로 변환)합니다.

3 변환된 데이터를 날씨 대시보드로 전송합니다.

날씨 API 대시보드

데이터를 가져오기와 

데이터 정제하기

이 그림과 같이,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의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로 다른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

에 변환을 시도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변환 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대시

보드로 전송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세스 실행 시, 이런 정해진 암묵적 태스크 순

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1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래프

태스크task 간의 의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태스크는 노드로 표시되고 태스크 간의 의존성은 태스크 

노드 간의 방향으로 표시되는데, 화살표의 최종 끝점은 태스크 A에서 태스크 B로 연결되고, 

태스크 B가 시작되기 전에 태스크 A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래

그림 1.1  외부 API를 통해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 동적인 대시 
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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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방향성을 가진 그래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방향성 그래프directed graph라고 합니다.

날씨 대시보드 파이프라인에 방향성 그래프 표현을 적용하면 전체 파이프라인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그림 1.2).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이프라인이 위에 설명된 태스크 중 각각의 

세 가지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끝점의 방향은 태스크를 실행하는 순서를 명확

하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실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 가져오기

기호 설명

태스크 노드 태스크 의존성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대시보드에 데이터 전송하기

그림 1.2  날씨 대시보드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그래프 표현� 각 노드는 태스크를 나타내고� 화살표 끝점의 

방향은 태스크 간의 의존성을 나타냅니다(태스크 A에서 태스크 B를 가리키는 화살표 끝점에 대한 의미는 태스크 

A를 먼저 실행해야 태스크 B가 활성화됨을 뜻함)�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대그)라고 부릅니

다. 그래프는 화살표 방향성의 끝점directed edge을 포함하되 반복이나 순환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비순환acyclic). 이 비순환 속성은 태스크 간의 순환 실행(그림 1.3)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합니다(태스크 A가 태스크 B에 의존하고, 반대로 태스크 B가 태스크 A에 의존함). 그래프를 실행할 

때 순환 의존성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태스크 3이 완료된 후에만 태스크 2가 실행

되는데, 태스크 3은 태스크 2가 완료된 후에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적 오류는 교착 

상태deadlock(데드록)로 이어지며, 태스크 2와 태스크 3이 모두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에서의 태스크

태스크 1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3

방향성 순환 그래프에서의 태스크

태스크 2와 태스크 3은 서로 의존적이므로  

태스크 2는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

그림 1.3  순환 그래프는 의존성으로 인해 태

스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비순환 그래프

(위)에는 세 가지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 명

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 그래프

(아래)에서는 태스크 2와 3 사이의 상호 의존

성으로 인해 명확한 실행 경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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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반적인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반복 학습을 설명하기 위

한 순환 그래프 표현과, 여기서 설명하는 비순환 그래프의 개념은 다릅니다. Airflow(또는 기타 

워크플로 관리자)에서는 DAG의 비순환 속성은 태스크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실행하

기 위해 사용됩니다

1.1.2 파이프라인 그래프 실행

DAG는 파이프라인 실행을 위한 단순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알고리

즘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그래프 안에 태스크는 각각 개방된open 상태이며(= 미완료)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합니다.

•	 각각의 화살표 끝점은 태스크를 향하며 다음 태스크로 향하기 전에 이전 태스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1단계).

•	 태스크가 완료되면 다음에 실행해야 할 태스크를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2 실행 대기열에 있는 태스크를 실행하고 태스크 수행이 완료되면 완료 표시를 합니다.

3 그래프의 모든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1단계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파이프라인의 실행을 추적해 보겠습니다(그림 

1.4). 알고리즘의 첫 번째 루프 단계에서는 첫 번째 노드인 날씨 가져오기 태스크가 아직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와 대시보드 전송이 여전히 의존성을 가지고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스크들은 의존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대기열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노드인 날씨 데이터 가져오기 태스크는 들어오는 

화살표 방향성 끝점이 존재하지 않아 업스트림(이전 태스크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실행 

대기열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 데이터 가져오기 태스크를 완료한 후 데이터 정제 및 전송 태스크의 의존성을 확인한 

후 두 번째 루프를 시작합니다. 업스트림 의존성(데이터 가져오기 태스크)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데

이터 정제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대기열에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태스크

를 추가합니다. 대시보드 전송 태스크는 데이터 정제 태스크를 아직 실행/완료하지 않았기 때

문에 실행 대기열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루프에서 데이터 정제 태스크를 완료한 후 마지막 태스크를 실행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송 태스크를 완료한 후 더 이상 실행할 태스크가 없으므로 전체 파이프

라인 실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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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1 의존성이 없는 태스크로  

실행 가능한 상태

루프 2 태스크 실행 완료 업스트림 의존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상태

태스크 실행 완료

기호 설명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상태

실행 가능한 상태

End state

개방된 태스크 의존성 미해결 상태

완료된 태스크 의존성 해결 상태

루프 3

날씨 예보 가져오기

날씨 예보 가져오기

날씨 예보 가져오기

날씨 예보 가져오기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예보 데이터 정제하기

대시보드에 데이터 전송하기

대시보드에 데이터 전송하기

대시보드에 데이터 전송하기

대시보드에 데이터 전송하기

그림 1.4  DAG 구성을 사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상의 정해진 순서로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한 

각 루프 태스크 상태를 확인하여 파이프라인에서 실행(종료 상태) 과정을 보여줍니다.

1.1.3 그래프 파이프라인과 절차적 스크립트 파이프라인 비교

그래프 파이프라인 표현이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에 대한 의존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지만,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위 세 단계를 선형 체인linear chain 형태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다

음 사용 사례에서 우산 회사의 대표가 위의 날씨 대시보드 파이프라인 예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는 우산 판매와 날씨 변화 

패턴을 상호 연관시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만들

어진 모델을 이용해 해당 주간 일기 예보에 따라 향후 몇 주 동안 우산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를 예측합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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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API

데이터셋  

결합
우산 판매량 

예측하기

모델 훈련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및 정제하기및 정제하기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및 정제하기및 정제하기

판매 데이터

그림 1.5  우산 판매 예측에 대한 사례는 과거의 날씨와 판매 데이터로부터� 날씨 예보 정보를 이용한 수요(판매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1 판매 데이터 준비 과정:

•	원천 시스템에서 판매 데이터 추출

•	요구 사항에 맞게 데이터 정제 및 변환

2 날씨 데이터 준비 과정:

•	API로부터 날씨 데이터 가져오기

•	요구 사항에 맞게 데이터 정제 및 변환

3 수요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해 판매 및 날씨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 생성

4 생성된 데이터셋을 이용해 머신러닝 모델 훈련

5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하여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이 파이프라인은 앞에서 활용한 그래프 기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각 태스크를 노드로 생성

하고, 태스크 간의 데이터 의존성을 화살표 끝점으로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와 중요한 차이점은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가 독립적인 태스크 두 개로 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태스크(날씨/판매 데이터 가져오기 및 정제)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포

함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파이프라인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두 가

지의 개별적인 태스크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림 1.6). 

날씨 예보 

가져오기

예보 데이터  

정제

판매 데이터 

가져오기

판매 데이터  

정제

데이터셋 

결합하기

머신러닝 모델 

훈련하기

머신러닝 모델 

배포하기

그림 1.6  우산 수요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그래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판매 및 날씨 데이터 가져오기/정제하기 

태스크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태스크를 실행 후 하나의 태스크로 합쳐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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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실행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태스크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 컴퓨팅 리

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전체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반 표현의 또 다른 특성은 전체 작업을 하나의 모놀리식monolithic(단일) 스크립트 또

는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작은 점진적인 태스크로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놀리식 스크립트가 구현 초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파이프

라인의 중간 태스크가 실패하면 전체 스크립트를 재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반

면에 그래프 기반 표현에서는 실패한 태스크(그리고 그 이후 태스크)만 재실행하면 되므로 효율

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1.4 워크플로 매니저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실행

의존성 있는 그래프 태스크 실행에 대한 어려움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과거 수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플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일반적

으로 태스크 그래프를 워크플로 또는 파이프라인으로 정의하고 실행합니다.

다음은 몇몇 유명한 워크플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표 1.1  잘 알려진 몇 가지 워크플로 관리자와 이들의 주요 특성에 대한 개요

이름 시작회사a 워크플로 정의
개발  
언어

스케줄 관리 백필1 사용자  
인터페이스b 플랫폼 설치

수평  
확장

Airflow Airbnb 파이썬 파이썬 예 예 예 Anywhere 예

Argo Applatix YAML Go 3rd partyc 예 Kubernetes 예

Azkaban LinkedIn YAML Java 예 아니오 예 Anywhere

Conductor Netflix JSON Java 아니오 예 Anywhere 예

Luigi Spotify 파이썬 파이썬 아니오 예 예 Anywhere 예

Make Custom DSL C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Anywhere 아니오

Metaflow Netflix 파이썬 파이썬 아니오 아니오 Anywhere 예

Nifi NSA UI Java 예 아니오 예 Anywhere 예

Oozie XML Java 예 예 예 Hadoop 예

a 일부 도구는 특정 회사의 직원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모두 오픈 소스이며 하나의 회사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b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품질과 기능은 다양합니다.

c https://github.com/bitphy/argo-cron

1  옮긴이  백필(Backfilling): 하나의 플로(Airflow에서는 DAG)를 특정 옵션(기간) 기준으로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태

스크가 며칠 동안 실패하거나 새롭게 만든 플로를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을 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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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플로 관리 도구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의존성이 있

는 다수 태스크가 포함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워크플로 정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Oozie와 같은 도구

는 정적(XML) 파일을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정의하기 때문에 읽기 쉽지만 유연하지 않습니다. 

Luigi 및 Airflow와 같은 도구는 워크플로를 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유

연하지만, 읽기 및 테스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워크플로를 구현하는 사람의 코딩 능력에 따라 달

라짐).

그 밖에 주요 차이점은 워크플로 관리자가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Make

나 Luigi는 워크플로 스케줄을 위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반복 스케줄로 워크

플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Cron과 같은 추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들은 스케

줄 계획, 모니터링,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기능들도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다

른 여러 도구를 직접 구현하거나 연결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Airflow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데이터 지향적인 워크플로와 파이프라인에 처리에 적합한 

Airflow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1.2 Airflow 소개
이 책은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픈 소스 솔루션인 Airflow에 관해 설명합

니다. 이 절에서는 Airflow가 수행하는 태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후 독자의 사

용 사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 파이썬 코드로 유연한 파이프라인 정의

여타 워크플로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Airflow를 사용하면 파이프라인이나 워크플로 태스크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 절에서 검토한 예제의 그래

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프에서 태스크는 노드로 정의하고 의존성은 태스크 노드 사이에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Airflow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DAG의 구조를 설명하고 구성합니다(DAG 파일 안에 파이썬 코드

를 사용하여 DAG를 정의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DAG 파일은 주어진 DAG에 대한 태스크 집

합과 태스크 간의 의존성을 기술하고, Airflow는 DAG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코드를 파싱parsing 

합니다(그림 1.7). 그 외에도 DAG 파일에는 Airflow의 실행 방법과 시간 등을 정의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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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메타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이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AG  

파일 Schedule interval = @daily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4

DAG 파이프라인실행해야 하는 

태스크 또는 

오퍼레이션을 

설명한다.

DAG의 실행 스케줄
태스크 4가 실행되기 전에는 

태스크 3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태스크 간 의존성을 나타냄.

그림 1.7 Airflow 파이프라인은 DAG 파일에 파이썬 코드로 DAG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DAG 파일은 서

로 다른 태스크와 해당 의존성을 기술하는 하나의 DAG에 대해 정의합니다. 또한, Airflow가 실행되는 시기와 주
기를 정의합니다.

Airflow DAG를 파이썬 코드로 정의할 때 장점은,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이 DAG를 구성하는

데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

터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에서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Airflow 확장 기능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rflow로 여러 시스템 간에 데이

터 프로세스를 결합할 수 있는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2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및 실행

DAG로 파이프라인 구조를 정의하고 나면, Airflow가 파이프라인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 각

각의 DAG의 실행 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rflow가 매시간, 매일, 매주 등 

DAG를 실행하거나 cron과 같은 표현식으로 더 복잡한 스케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rflow가 DAG를 실행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Airflow DAG에 대한 개발과 실행 프로세

스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Airflow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가

지고 있습니다(그림 1.8).

•	Airflow 스케줄러 — DAG를 분석하고 현재 시점에서 DAG의 스케줄이 지난 경우 

Airflow 워커에 DAG의 태스크를 예약합니다.

•	Airflow 워커 — 예약된 태스크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	Airflow 웹 서버 — 스케줄러에서 분석한 DAG를 시각화하고 DAG 실행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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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으로 Airflow DAG의 

데이터 워크플로를 작성
DAG 폴더

DAG 읽기

Airflow  

스케줄러

태스크  

예약
대기열 

(Queue)

태스크 실행

Airflow 워커

직렬화된  

DAG 저장

Airflow 메타스토어 

(데이터베이스)

태스크 결과  

저장
DAG과 태스크 

결과 시각화Airflow  

웹서버

DAG 실행 상태와  

결과 모니터링

사용자

파이썬 코드로 DAG 파일에  

파이프라인을 작성

그림 1.8  Airflow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개요(예: Airflow 웹 서버, 스케줄러, 워커).

Airflow의 핵심 기능은 스케줄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마

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 스케줄러는 다음과 단계를 통해 작

업을 진행합니다(그림 1.9).

1 사용자가 DAG 워크플로를 작성하면, 스케줄러는 DAG 파일을 분석하고 각 DAG 태스

크, 의존성 및 예약 주기를 확인합니다.

2 그러고 난 후 스케줄러는 마지막 DAG까지 내용을 확인한 후 DAG의 예약 주기가 경과

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 주기가 현재 시간 이전이라면 실행되도록 예약합니다.

3 예약된 각 태스크에 대해 스케줄러는 해당 태스크의 의존성(= 업스트림 태스크)을 확인합

니다. 의존성 태스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행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4 스케줄러는 1단계로 다시 돌아간 후 새로운 루프를 잠시 동안 대기합니다.

현명한 독자라면 스케줄러의 진행 단계가 1.1절에 소개된 알고리즘과 비슷한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Airflow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수행하며, 특정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로직을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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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low 스케줄러 Airflow 워커

태스크 실행

태스크 결과  

반환

파일로부터 DAG를 확인 

(태스크, 의존성 +  
스케줄 주기)

X초만큼 대기

예약된 태스크가  

존재하는 동안

태스크 의존성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실행할 태스크를  

대기열에 추가

DAG 직렬화

Airflow 메타스토어 

(데이터베이스)

DAG 목록과  

태스크 결과 반환
Airflow  

웹 서버

태스크 결과  

저장

태스크 의존성을  

확인

DAG의 예약된  

시간이 지났다면  

태스크를 예약 대기열에서  

태스크 실행

1.  DAG로 워크

플로 작성

2.  Airflow 스케줄러가 DAG 내용을 파싱, 
DAG에 예약된 태스크를 예약, 태스크 간

의 의존성을 확인

3.  Airflow 워커는 
예약된 태스크

를 실행

4.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태스크 실행과 결과를 

모니터링

사용자

DAG 파일 

(파이썬)

그림 1.9  Airflow를 이용해 DAG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개요.

태스크가 실행 대기열에 추가되면 Airflow 워커의 풀pool의 워커가 태스크를 선택하고 실행합

니다. 이때 실행은 병렬로 수행되고, 실행 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적됩니다. 이 과정의 모든 결

과는 Airflow의 메타스토어로 전달되어, 사용자가 Airflow의 웹 인터페이스(Airflow의 웹 서버

에 의해서 제공되는)를 통해 태스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모니터링과 실패 처리
Airflow는 DAG의 예약과 실행 기능 이외에도, DAG를 확인하고 실행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이 가능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후 기본 페이지에 접근하면 최근 실행 결과에 

대한 요약과 다양한 DAG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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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입력

그림 1.10  Airflow 웹 인터페이스 로그인을 위한 페이지. 이 책에서 제공하는 코드 예제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이고 비밀번호 또한 ‘admin’입니다.

워크플로 이름 워크플로 스케줄 최근 실행한  

워크플로 태스크 상태

그림 1.11  현재 사용 가능한 DAG과 최근 실행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Airflow의 웹 인터페이스의 메인 

페이지.

예를 들면, 이 장의 앞부분에서 보았던 태스크의 구조적 그림과 유사하게, 개별 DAG의 태스

크와 의존성에 대한 그래프 뷰Graph View 화면을 제공합니다(그림 1.12). 이 뷰는 DAG의 구조(태

스크 간의 의존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와 개별 DAG에 대한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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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Airflow 웹 인터페이스의 Graph View는 DAG의 태스크 내용과 태스크 간의 의존성을 보여준다.

Airflow는 그래프 뷰 외에도 특정 DAG에 대한 모든 실행 현황과 기록을 트리tree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1.13). 이를 통해 DAG가 시간 순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실패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하나의 태스크  

수행 상태

태스크 단일 수행에  

대한 상태

하나의 워크플로  

수행 상태

그림 1.13  Airflow의 트리 뷰tree view는 우산 판매 모델 DAG (가장 최근 실행과 실행 기록)의 다중 실행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바둑판 상태 표시의 컬럼column은 DAG의 단일 실행 상태를 보여주고 로우row는 단일 

DAG의 최근 실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색상은 실행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사각형의 상태를 클릭하면 태스

크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실행이 필요하면 태스크 상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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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Airflow는 태스크 실패 시에 재시도(재실행 시간의 간격을 설정할 수도 있음) 할 수 있

기 때문에 오류 발생 시에 태스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재시도가 실패하면 Airflow는 태스크

가 실패했음을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실패를 통보합니다(사용자가 알림을 설정했을 경우). 트리 뷰

를 통해 실패한 태스크를 보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트리 뷰에서 개별 태스크 결과를 삭제하고 종속된 태스크를 모두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1.2.4 점진적 로딩 및 백필
Airflow의 스케줄 기능 중 강력한 것은 DAG에 정의된 특정 시점에 트리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예: Cron과 유사한) 최종 시점과 예상되는 다음 스케줄 주기를 상세하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기(예: 매일, 매주 등) 로 나누고 각 주기별로 DAG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2

이와 같은 Airflow의 특성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파이프라인에서 

각 DAG는 매번 전체 데이터셋을 다시 처리할 필요 없이 해당 시간 슬롯(델타delta 데이터)에 대

한 데이터만 처리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 기존 결과에 대한 태스

크 전체를 다시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주기가 백필 개념과 결합하여 스케줄 주기를 더욱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새로 생성한 DAG를 과거 시점 및 기간에 대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과거 

특정 기간에 대해 DAG를 실행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손쉽게 생성(또는 백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과거 실행 결과를 삭제한 다음, 태스크 코드를 변경한 후에 삭제된 과거 태스크를 쉽게 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체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재구성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 언제 Airflow를 사용해야 할까
앞 절에서 간단하게 Airflow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Airflow에 

대해 이해하고 더 많은 기능을 학습할 열의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Airflow가 독자의 업무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Airflow를 선택한 이유(또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  현재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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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Airflow를 선택하는 이유

앞 절에서 Airflow가 배치 지향batch-oriented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커스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파이썬 기반의 Airflow는 쉽게 확장 가능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실

제로, Airflow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통합

할 수 있는 수많은 애드온이 존재합니다.

•	수많은 스케줄링 기법은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점진적(증분)incremental 처리를 

통해, 전체 파이프라인을 재실행할 필요 없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	백필 기능을 사용하면 과거 데이터를 손쉽게 재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한 

후 재생성이 필요한 데이터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Airflow의 훌륭한 웹 인터페이스는 파이프라인 실행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오류를 

디버깅하기 위한 편리한 뷰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Airflow의 또 다른 장점은 오픈 소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

고 Airflo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회사에서는 Airflow를 설치 관리 및 실행에 대

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관리형managed Airflow 솔루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까지 제공).

1.3.2 Airflow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Airflow가 다양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Airflow는 반복적이거나 배치 태스크batch-oriented task를 실행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실시간데이터 처리) 워크플로 및 해당 파이프라인 처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및 삭제 태스크가 빈번한 동적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Airflow는 동적 태스크를 구현할 수 있지만, 웹 인터페이스는 DAG의 가장 최근 실

행 버전에 대한 정의만 표현해 줍니다. 따라서 Airflow는 실행되는 동안 구조가 변경되

지 않은 파이프라인에 좀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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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언어로 DAG를 구현하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또는 거의) 없는 

팀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팀은 Azure Data Factory와 같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진 툴이나 다른 정적 워크플로 정의가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드로 DAG를 작성하는 것은 파이프라인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Airflow DAG를 유지 관리 위해서는 초기 

사용 시점에서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rflow는 워크플로 및 파이프라인 관리 플랫폼이며,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데이

터 계보lineage 관리, 데이터 버전 관리와 같은 확장 기능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

우 언급한 기능을 제공하는 특정 도구를 Airflow와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1.4 이후 내용
여기까지 책을 읽은 독자라면, Airflow가 무엇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독자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Airflow의 기본적인 구성 요

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기 몇몇 장에서는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려 노력했습

니다. 이들 장에서 독자에게, 기본적인 파이썬 언어 개념인 문자열 형식, 컴프리헨션comprehensions, 

arg/kwargs 등과 같은 것에 익숙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급(1년 이상)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

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리눅스 터미널에 대한 기본 활용법에 익숙하고, 데이터베이스

(SQL 포함) 지식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길 기대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 소개 후 동적dynamic DAG를 생성, 커스텀 오퍼레이터operator 구현, 컨테

이너화된 태스크 실행과 같은 Airflow 고급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해당 장에서는 

파이썬 클래스 작성, 도커 개념, 파일 포맷, 데이터 파티셔닝partitioning과 같은 기술 지식이 필

요합니다. 독자가 2부를 모두 읽은 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

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패턴들과 모니터링, 보안, 클라우드 아키텍처 등 Airflow 배포에 대해 주로 

설명합니다. 이 장들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와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같은 Airflow 배포와 관리

가 궁금한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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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에 태스크와 그에 대한 

의존성을 정의합니다. 이 그래프는 의존성을 가지고 구성된 태스크를 병렬 처리하여 효

율적으로 실행합니다.

•	수년간 태스크 그래프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워크플로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그 

중 Airflow는 배치 지향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현을 위해 특화된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

습니다.

•	Airflow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태스크를 예약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웹 서버, 스케

줄러 및 워커 프로세스라는 세 가지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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