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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몇가지 사례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Python



Not For Service, 
But For Data Guys

We are working..



Data Scientist Needs ...

데이터

분석 환경

● EDA
● Data Wrangling
● Analytics, Experiment
● Train, Evaluation 

Data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



1. 데이터
2. 분석환경
3. 파이프라인 개발



전사 차원의 Data Lake가 존재

Data Lake

출처 : http://blog.skby.net/%EB%8D%B0%EC%9D%B4%ED%84%B0-%EB%A0%88%EC%9D%B4%ED%81%AC-data-lake/



Data Lake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다.

From Data Lake

Data Processing / Analytics

MACHINE
Learning



Data Lake vs Data Warehouse

출처 : https://www.qubole.com/data-lakes-vs-data-warehouses-the-co-existence-argument/



아무튼 Data Lake로부터 데이터를 제공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From Data Lake

Data Processing / Analytics

MACHINE
Learning



BigQuery as Data Warehouse

출처 : https://cloud.google.com/bigquery/docs/introduction?hl=ko



출처 : https://chartio.com/resources/tutorials/bigquery-vs-athena/

BigQuery vs Athena



BigQuery as Data Warehouse
Managed Service 중에서 매우 빠른 편이다.
(Hive나 Athena를 쓰다가 BigQuery를 사용하면 속도 향상이 체감된다.)

비용이 싸진 않다.
● Storage

○ Active
○ Long-term

● Query Processing
○ On-demand : 쿼리가 처리한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 Flat-rate : 정액제

다양한 기능 지원
● Scheduled Query
● Partitioning, Clustering
● Google Data Studio 연동
● External Table (BigTable 등)
● BigQuery ML

BigQury에 대한 내부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Data Lake → BigQuery 파이프라인
Daily Batch Processing 
Table to Table
비용 감소 : 전용선 + GCS(Seoul)를 BigQuery(US)로 로드

On-premise

전용
선

hashing, masking

(Seoul) (US)



파이프라인과 스케줄링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Airflow
Python 코드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스케줄링하여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DAG(Directed Acyclic Graph) 형태의 워크플로우 작성

DAG Airflow UI



Airflow
많은 사용자와 넓은 커뮤니티

출처 : https://www.datarevenue.com/en-blog/airflow-vs-luigi-vs-argo-vs-mlflow-vs-kubeflow



Airflow로 파이프라인 구현
Start → Sensor → Send  → Load  → End
Daily Schedule



Backfill이 필요한 경우
Task가 실패할 때

● Data Lake에서 시간 내에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
● Task 실행 시 에러나는 경우
● Airflow에 장애가 나는 경우

과거 데이터 적재 요청이 있을 때
● “A 테이블의 과거 2년치 데이터를 적재해 주세요.”

Airflow는 DAG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Backfill을 해줄 수 있다.
● start_date & catchup
● backfill command



Airflow Backfill의 한계

하나의 DAG에서 여러 테이블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애매해진다. (Task 별로 start_date를 다르게 줄 순 없으니..)



Auto Backfill 구현
“Backfill이 필요할 때 Dynamic하게 DAG를 생성하자!”
Python의 globals()로 동적 변수 생성하는 방식을 적용

dag.py dag_generator.py



Auto Backfill 구현
Checker로 데이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Generator로 Backfill DAG를 생성하자.
Checker는 종료된 Backfill DAG의 삭제도 담당한다.
Checker는 Airflow DAG로 구현한다. (short-term scheduling)

Checker
상태 DB

table_info, start_date 
empty_dates

Generator
Source

Target

monitoring
update

check

Backfill DAGBackfill DAGBackfill DAG

generate

remove

Short-term DAG



Near Real-time 파이프라인 
실시간이지만 Streaming Platform을 안쓰고 파일로 전송하는 경우 ㅜㅜ
마지막으로 처리한 파일의 시간을 어딘가에 기록하고
다음 스케줄링 주기에서 그 이후의 파일부터 처리하고 다시 시간을 기록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처리 시간 이후의 파일들을 처리하면 됨 

Pipeline
BigQuery

2021-11-01-09:01

2021-11-01-09:02

2021-11-01-09:03

2021-11-01-09:04

2021-11-01-09:05

last_time : 
2021-11-01-09:03

Short-term DAG



Table Label은 잘 써먹으면 유용
Key, Value 쌍 형태
BigQuery Label, Hive의 TBLPROPERTIES
별도의 상태 저장소를 없앨 수 있어 관리 포인트를 줄여 준다.



1. 데이터
2. 분석환경
3. 파이프라인 개발



BigQuery Console



BigQuery Data Governance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테이블에 대한 Read 권한 부여

개인 데이터셋

● 개인에게만 Write 권한을 부여함
● 사번으로 네이밍

Temp 데이터셋

● TTL : 24시간

필요 시 데이터셋에 특정 권한을 부여

● 팀, 프로젝트, TF 등의 관련 인원에게만 Write 권한 부여
● 요청을 받아서 처리

ACL 관리

● Github 코드로 관리하며 Github Action으로 ACL 배포



JupyterHub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Jupyter Notebook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로그인 기능 제공
인증이 되면 해당 사용자의 Jupyter 노트북 서버를 실행



JupyterHub in Kubernetes
K8s 용 JupyterHub 버전을 사용
Zero to Jupyterhub with Kubernetes (Z2JH)

출처 : https://zero-to-jupyterhub.readthedocs.io/en/latest/administrator/architecture.html



Login to JupyterHub
내부 LDAP (FreeIPA)을 구축
LDAP과 Google Cloud Directory를 동기화 (GCDS)
SSO(KeyCloak) 적용하여 GCP Console, JupyterHub 모두 사용 가능



JupyterHub에서 할 수 있는 것
Python을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석 작업
Hadoop Cluster와 연동
HDFS, Hive, Spark 작업
BigQuery 작업
머신러닝, 딥러닝 (GPU)



분석 환경을 위한 유틸 패키지 제공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별도의 Python Package 제공

데이터 전송,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거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유틸 기능 등을 패키지에 
추가 

사용자의 기능 사용을 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데이터 전송 작업의 내부 표준화, Spark 큐 할당 등)

Airflow DAG 구현이나 Jupyter 환경에서 주로 사용됨

PyPI에 배포 (어차피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Python 패키지 기능



Python 패키지 기능



1. 데이터
2. 분석환경
3. 파이프라인 개발



Airflow로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DAG를 코딩하고
DAG.py 파일을 Airflow로 배포하고
Airflow UI에서 테스트한다.



Airflow로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DAG를 코딩하고
DAG.py 파일을 Airflow로 배포하고
Airflow UI에서 테스트한다.

hello_dag.py



Airflow로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DAG를 코딩하고
DAG.py 파일을 Airflow로 배포하고
Airflow UI에서 테스트한다.

DAG 파일이 파싱되서 반영되길 
기다리고..

스케줄링 기다리거나..
실행 버튼 누르거나.. 

큐에 들어가서 또 실행되는거 기다리고..

결과 로그 나오는거 기다리..

실패!!

버그 발견!?!



Airflow로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DAG를 “수정”하고
DAG.py 파일을 Airflow로 배포하고
Airflow UI에서 테스트한다.



Airflow로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디버깅이 불편하다.

개발 경험이 좋지 않다.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서버에서 개발하거나
로컬에 Airflow 환경을 구성하는 건 좀 아닌거 같은데..



분석환경에서 작업한 코드는?
DAG 코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됨..

그러고보니 지금까지 Jupyter에서 작업했었는데?

실패하면

작성한 노트북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DAG.py



parameterize notebooks
execute notebooks

papermill

{ “alpha”: 0.8, “ratio”: 0.6 }

execute notebook

ipynb



분석환경에서 작업한 코드를 언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다면?
Jupyter + Papermill + Kubernetes + Commuter + Github

Notebook Execution Service

Commuter
Commuter URL

분석환경과 
동일



NES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
1. 분석환경에서 노트북 작성, 실행, 테스트
2. 외부에서 주입할 파라미터 정의 (Notebook Tags 이용)
3. 작업한 노트북을 Github에 push



NES 실행 과정
1. 실행할 노트북의 Github URL과 JSON 파라미터를 NES에 전달
2-1. NES는 사용자에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Output URL(Commuter URL)을 전달하면서
2-2. 동시에 Kubernetes에 노트북 실행 Pod 생성
3. 노트북 실행 Pod에서 노트북을 실행하고 중간중간 결과를 Commuter 저장소에 업데이트
4. 사용자는 Output URL에 접속하여 결과 확인



Airflow와 NES의 결합
Airflow에 NesOperator 제공



Airflow + NES + Github
DAG와 Jupyter Notbook 코드는 Github으로 관리

Github Action을 이용한 DAG 배포 (Gitub → Airflow DAG directory)

배포 후에 Airflow와 Commuter를 통한 작업 모니터링

Commuter

Deploy
(Github Action)

Call

Store
Link

Push

dag.py



Airflow와 NES의 결합 효과
개발, 테스트는 분석환경에서 주로 한다.
(개발 편리)

확실하게 검증된 코드를 Airflow에 디플로이 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 개발 생산성 증가)

DAG 코드의 복잡도 감소

파이프라인 결과에 대한 공유도 편함
(작업 어디까지 실행되었나요?라고 물어보면 commuter url만 
공유해주면 됨)

코드 재활용성도 증가

긴급한 상황에도 어디서든 작업 즉시 실행하여 반영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을 Airflow + NES로 구현



운영 관련



Airflow, BigQuery, NES, K8S, JupyterHub, Hadoop ...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현하고, 분석환경 운영도 해야 되는 상황 (사람은 없고 일은 많고..)
점점 쌓이는 파이프라인과 루틴한 업무들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용자들, 요구사항도 각양각색
이슈 포인트도 다양하다.

데이터  전송 요청드립니다 .

계정 좀 
만들어주세요.

노트북이 안 돌아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





Airflow, BigQuery, NES, K8S, JupyterHub, Hadoop ...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관리 포탈이 필요한거 같은데.. (AWS Console 같은)
근데 우린 모두 백엔드 엔지니어들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어요 ㅜㅜ
외주?.. No



React + FastAPI + SQLAlchemy + PostgreSQL

● 사용자 등록 (분석환경 신청)

● 데이터 카탈로그 

● 데이터 파이프라인  신청/관리

● NES 실행

● 이슈 관리

● 대시보드

● 통계

● 가이드, 문서 링크



UI로 기능 제공



UI로 기능 제공



BigQuery Multi Partitions
BigQuery의 파티션 컬럼은 오직 1개만 지원

view와 wildcard 테이블을 사용하면 어느정도 해결 가능하다. 

gsod1929 부터 gsod1940 까지의 
모든 테이블을 한꺼번에 조회 



BigQuery Multi Partitions
view와 wildcard 테이블을 사용하면 어느정도 해결 가능하다. 
(사실은 파티션인 것 같은 느낌만 내주는 것)

멀티 파티션 테이블 (view) 실제 파티션 (table)



BigQuery Multi Partitions
복잡하지만 Wrapping하여 사용하면 나름 편리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View와 테이블을 
생성해 줌
사용자는 그냥 View만 사용하면 됨



그 외 BigQuery Tips
Temp 테이블 관리

● 임시 테이블은 작업할 때 유용하지만 데이터 용량에 대한 관리 필요

● temp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안에 임시 테이블 생성 권장

● temp 데이터셋의 default table expiration 기간 설정 (예: 1day, 7days ..)

BigQuery Client 라이브러리 활용

● Google에서 제공하는 Python Client 라이브러리

● BigQuery에 대한 거의 모든 작업 수행 가능

테이블 스키마의 변경 관리 

● 컬럼 이름 변경, 컬럼 삭제가 불가능함 (테이블 이름 변경도 안됨)

● 소스 데이터의 컬럼 삭제는 무시하고 컬럼 추가에만 신경써준다.



UDF

● Temp vs Persistent

● SQL, Javascript 지원

● https://github.com/GoogleCloudPlatform/bigquery-utils/tree/master/udfs/community

With Pandas

● pandas-gbq 파이썬 패키지

● pandas ↔ bigquery

● BigQuery Storage API를 활용하면 다운로드 속도 빨라짐

그 외 BigQuery Tips



From notebooks to standalone web applications and dashboards (using Tornado)

● 노트북을 HTML로 변환

● Output은 숨긴다.

● ipywidgets으로 interactive한 widget 구현 가능

Voila



사용자의 최근 위치, 위치 히스토리, GeoRadius
AWS에 파이프라인 구성

실시간 위치 데이터 처리

Serving

Location API

Data Ingestion 
API



IaC



Pulumi



Pulumi



API 코드 수정 후 github push
API 이미지 빌드 및 배포 (ecr)
Pulumi로 EKS의 해당 deployment 업데이트

API 배포 과정 : Github Action + Pulumi

location_api             ## API 코드
    ├── Dockerfile
    ├── Makefile
    └── location-api.py
infrastructure           ##  인프라 코드 
(Pulumi)
    ├── __main__.py
    ├── kinesis_stream.py
    ├── lambda.py
    ├── eks.py
    ├── elasticache.py
    ├── vpc.py
    ├── Pulumi.dev.yaml
    ├── Pulumi.stg.yaml
    └── Pulumi.prd.yaml
.github                  ## GitHub 메타 코드
    └── workflows
        ├── api-dev.yaml
        ├── api-stg.yaml
        ├── api-prd.yaml
        └── infrastructure.yaml

API 이미지 빌드/배포

인프라/애플리케이션 
배포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