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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빅 데이터 플랫폼 소개 

경제 개발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흥미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대표된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농업 데이터(날씨 데이터, 토양 데이터 등)를 

종합하고, 추후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부와 농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장비(예를 들어, 센서나 농업 

웹 상점)에서 매 분마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서비스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분석 등이 빅데이터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챕터에서는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상기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기본적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농업 빅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 

 모든 농업 빅 데이터의 중심

빅데이터는 현대의 농업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에서 

진행된 발전의 핵심 동인이며, 농부들과 농업 단체들은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여러 

장비(예를 들어, 센서나 농업 웹 상점)에서 매 분마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서비스 된다. 이것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빅데이터 

문제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양한 빅데이터의 간편한 결합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데이터의 진실성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통해 반영된다. 

사무실에서 생성된 다양한 형식의 파일, 웹에서 크롤링한 정보 등 다른 장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자료의 예측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컴퓨터의 작업중 하나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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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recall 뿐만 아니라 수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 현재 Oracle, IBM, Microsoft 등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은 행과 열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Hbase, Cassandra 와 같은 NoSQL 의 성장은 어떻게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쉬운 방법으로 저장하는지를 보여준다. 

  농업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통계적 관점 지원 

  빅데이터를 쿼리하고 마이닝하는 방법은 소규모 샘플에 대한 기존의 

통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빅데이터는 종종 잡음(오류)이 생기고, 동적이며, 

다양한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상기 

플랫폼에서는 기계 학습 기술과 분산 시스템의 강력한 병행 처리에 기반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농업 빅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통계적인 관점으로 

지원한다. 

 새로운 농업 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지원 

일단 다양한 농업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농업 단체들은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받고, 기술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첫째로, 중요한 질문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다. 

자동적인 분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유사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화학적 특성에 기초한 토양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토양의 품질을 개선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수익 예측은 농업 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각의 농업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예측 모델은 지식과 경험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기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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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기반 농업 데이터는 학습 단계와 의사 결정 단계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학습 단계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셋이 축소된 데이터 셋으로 변환된다. 새로운 

셋의 특징 및 객체 수는 원래 셋보다 훨씬 작아진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규칙은 

나중에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새로운 데이터가 분석 시스템에 

입력되었을때, 새로운 정형화된 데이터셋은 예측 정보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강우량에 기초하여 산출량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조 

이 섹션에서는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안된 플랫폼은 (1) Flume 과 MapReduce 를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지원한다. (2) HDFS, 

HBase, Hive 를 포함한 데이터 저장소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한다. (3) Spark 와 

Hadoop 의 빅데이터 분석 모듈을 지원한다. (4) 다중 뷰를 통한 빅데이터 시각화를 

지원한다. 그림 1 은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의 개요를 보여준다. 

 

그림 1.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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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Data Collector 이다. 입력은 두 

종류의 입력으로 나눠지며, 첫번째 입력은 센서 또는 웹페이지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이며, 두번째 입력은 저장소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이다. Flume 은 

HDFS 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록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행방식으로 MapReduce 기반 모듈을 개발하였다 [1]. 데이터가 수집되는 동안 

Data Cleaner 를 사용하여 중복된 데이터와 불규칙한 데이터를 삭제한다. 

Data Collector 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상용 서버에서 

동작하는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산 저장소인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 

를 사용한다. 또한 Data Storage 의 경우 HDFS 위에 구축된 분산 열-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인 HBase 를 사용한다. HBase 는 방대한 양의 정형 데이터에 

빠르게 랜덤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이다. [2]는 HBase 와 

HDFS 의 데이터 검색의 조회 시간을 비교를 보여준다. 또 다른 빅데이터 저장소로 

Hive 를 사용한다. Hive 는 Hadoop 에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프라 도구이다. 이 도구는 Hadoop 의 상단에서 빅데이터를 

요약하고 쿼리를 간편하게 만든다. Sqoop 은 csv 및 xls 파일의 데이터를 HDFS, 

Hive 또는 HBase 에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며, 분석된 결과는 MySQL 에 저장한다. 

제안된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 후 다양한 도구로 분석하기 위해 Spark 기반의 

데이터 처리 모듈과 Hadoop 기반의 데이터 처리 모듈을 개발한다 [3-7]. 상기 

플랫폼의 성능을 위해 이 데이터 처리 모듈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K-Mean 

클러스터링과 association rules 마이닝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의 마지막 모듈은 Decision Making 모듈이다. 이 모듈은 Data Analysis 

모듈에서 결과를 가져온 후, 자신의 농장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결정을 

만든다. 또한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HDFS, Hive, 

HBase, MySQL 에 저장된 통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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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모듈은 데이터를 그래픽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러 뷰를 제공합니다. 이 모듈은 (1) 제품의 증가하는 영역에 대한 통계를 

보여 준다. (2) 선택한 제품의 지역별 면적과 성장하는 제품의 비교를 시각화한다. 

 기본적인 빅데이터 프레임 워크를 위한 학습 

이 섹션에서는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프레임 워크의 

개요를 설명한다. 

1.3.1. Hadoop 

Apache Hadoop 은 컴퓨터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대규모 데이터 셋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현재의 Hadoop 버전은 네 개의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8]. (1)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9], (2) YARN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은 작업 스케줄 및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며, (3) 

MapReduce 는 대규모 데이터 셋의 병렬 처리를 위한 YARN 기반 시스템이며, (4) 

Hadoop Utilities 는 다른 Hadoop 모듈을 지원하는 공통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MapReduce 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병렬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10]. 이 모델은 키/값을 처리하여 중간 키/값 쌍 

집합을 생성하는 맵 기능을 사용하며, 동일한 중간 키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반환된 모든 결과값을 수집하는 리듀스 기능을 사용한다. 

1.3.2. Spark 

Apache Spark 는 빠른 연산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이다 [11]. 이 프레임워크는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12]. 

또한, RDD 는 전형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 보다 더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다. 이러한 

Spark 에는 다섯 가지의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1) Spark Core, (2) Spark SQL, (3) 

Spark Streaming, (4) MLlib (Machine Learning library), and Graphx. 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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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에서 분산 기계 학습 프레임 워크인 MLlib 를 사용하여 Spark 의 성능을 

평가한다. 

1.3.3. Sqoop 

Sqoop 은 Hadoop 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저장소들 

사이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된 도구이다 [13]. 이 도구는 MySQL, 

Oracle 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Hadoop HDFS 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또는 Hadoop 파일 시스템에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한다. 

Sqoop 의 두가지 주요 모듈 (도구): 

 Import tool:  

o RDBMS 에서 HDFS 로 개별 테이블을 가져온다. 

o 테이블의 각 행은 HDFS 에서 레코드로 취급된다. 

o 모든 레코드는 시퀀스 파일이나 텍스트파일에 텍스트 데이터로 

저장된다.  

 Export tool: 

o HDFS 의 파일 집합을 RDBMS 로 내보낸다. 

o Sqoop 에 입력된 파일은 테이블의 행 레코드를 포함한다. 

1.3.4. Flume 

Flume[14]은 Apache Software Foundation 에서 최상위 프로젝트이다. 범용 

이벤트 대기 행렬 매니저로 기능할 수 있지만, Hadoop 에서 로그 수집기로 가장 

자주 사용되며 많은 다양한 소스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HDFS 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로 전달한다. 

Flume 은 다음과 같이 5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Event 는 

Flume(일반적으로 단일 로그 항목)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단일 단위이다. (2) 

Source 는 Flume 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개체이며, 클라이언트 (ex.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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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에서 event (data)를 수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채널로 

전달한다. (3) Sink 는 데이터를 목적지로 전달하는 객체이다. (4) channel 은 

Source 와 Sink 사이의 통로이다. (5) agent 는 source, sink, channel 들의 집합이며, 

Flume source 는 외부 source 에서 전달된 event 를 받고, Flume channel 은 Flume 

sink 가 이벤트를 소비할때까지 메모리, 파일 등에 수동적으로 저장한다. 

1.3.5. Hive 

Apache Hive 는 데이터 요약, 쿼리 및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Apache Hadoop 

위에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다[15]. Hive 는 SQL 과 

통합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 하기 위해 

SQL 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SQL 쿼리는 SQL 어플리케이션과 

분산 데이터쿼리를 위해 MapReduce Java API 로 구현되어야 한다. Hive 는 하위 

수준 Java API 에서 쿼리를 구현할 필요 없이 SQL-like queries (HiveQL)를 기본 

Java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SQL추상화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데이터 웨어 하우징 

애플리케이션이 SQL 기반의 쿼리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Hive 는 SQL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을 Hadoop 에 지원한다. 

1.3.6. HBase 

  Hadoop 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순차적 방식으로만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작업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검색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랜덤 

액세스에 비효율적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HBase 는 단일 시점 단위로 데이터의 

어떤 지점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다[16]. HBase 는 분산 

시스템에서 대량의 정형 데이터에 빠르게 랜덤 액세스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또한 Hadoop 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다. 

HBase 는 열-지향 메커니즘과 행-지향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HBase 는 Column-Family 와 RowID 를 사용해 데이터를 다룬다. 각 Column-

Family 는 SQL database 의 column 을 sub-column 으로 가지고 있다. RowID 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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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id 이다. 이 id 는 SQL 의 인덱스와 같으며 랜덤 데이터 액세스를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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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설치 

이 챕터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Distributed Hadoop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설명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Hadoop, Spark, Sqoop, Hive, Hbase, Flume 을 포함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설치한다. 

 시스템 필수 환경 설정 

2.1.1. 환경 준비 

이 사용자 설명서는 multi-node Hadoop 클러스터 설치에 대한 설명서이다. 

Multi-node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개의 Ubuntu 머신이나 두개의 

Virtual Images 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Hadoop cluster 를 설치하기 위해 세개의 

Ubuntu Desktop OSs version 16.04 을 사용한다. Table 1 처럼 간단하게 한 개의 

노드는 master 로, 두개의 노드는 slave 로 지정한다. 

Table 1. 머신 목록 

No. Node IP Address Function 

1 master 192.168.0.7 Coordinator 

2 slave01 192.168.0.8 Storage, Computation 

3 slave02 192.168.0.9 Storage, Computation 

2.1.2. Hadoop 시스템 전용 user 추가 

Hadoop 을 실행시키기 위한 Hadoop 사용자 계정을 만든다. Hadoop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같은 머신의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계정으로부터 Hadoop 설치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Hadoop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를 추천한다. 다음 목록은 Hadoop 시스템 

사용자를 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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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1  실행을 위한 전용 user 추가 

$ sudo addgroup hadoop 

$ sudo adduser --ingroup hadoop hduser 

위의 명령어는 사용자 hduser 를 로컬 머신의 hadoop 그룹에 추가한다. 참고로,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 hduser 를 hadoop 그룹에 추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 sudo usermod -a -G hadoop hduser. hadoop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모든 노드에 실행해야 한다. 

2.1.3. Network 설정 

마스터 노드는 모든 슬레이브 노드에 연결되어야 하며, 그 역방향도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static IP addresses 를 설정해야 한다.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interface name 을 확인하고, 

sudo 권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한다(sudo vi /etc/network/interfaces). 

다음 목록은 master 노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ifconfig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enp2s0 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 이름은 다음 단계에서 static IP address 를 설정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Listing 2.2  network 인터페이스 확인 

hduser@master:~$ ifconfig 

enp2s0     Link encap:Ethernet  HWaddr fc:aa:14:21:dd:2c   

            inet addr:192.168.0.5  Bcast:192.168.0.255  Mask:255.255.255.0 

           inet6 addr: fe80::6581:9753:57f4:2ab9/64 Scope:Link 

            UP BROADCAST RUNNING MULTICAST  MTU:1500  Metric:1 

            RX packets:5487702 errors:0 dropped:0 overruns:0 frame:0 

            TX packets:5675079 errors:0 dropped:0 overruns:0 carrier:0 

            collisions:0 txqueuelen:1000  

            RX bytes:2328285637 (2.3 GB)  TX bytes:2552970438 (2.5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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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2.3 는 Static IP 주소 설정의 예를 보여준다. 

Listing 2.3  /etc/network/interfaces 의 인터페이스 설정 수정 

# interfaces(5) file used by ifup(8) and ifdown(8) 

auto lo 

iface lo inet loopback 

 

auto enp2s0 

iface enp2s0 inet static 

address 192.168.0.7 

gateway 192.168.0.1 

netmask 255.255.255.0 

broadcast 192.168.0.255 

dns-nameservers 8.8.8.8 

 

호스트 연결 에러를 피하기 위해, slave 호스트 이름과 IP addresses 를  /etc/hosts 

파일에 추가한다. 이와 같이, slave 노드에도 master 의 정보를 추가한다. 아래의 

목록은 호스트 파일의 설정 예이다. 

Listing 2.4  /etc/hosts 의 호스트 설정 수정 

192.168.0.7 master 

192.168.0.8  slave01 

192.168.0.9 slave02 

127.0.0.1 localhost 

 

현재의 Hadoop 버전은 IPv6 을 지원하지 않으며 IPv4 네트워크에서만 

작동하도록 테스트된다. IPv6 을 사용하는 경우 IPv4 를 사용하려면 먼저 Hadoop 

호스트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Ubuntu에서 IPv6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편집기에서 /etc/ssh/sshd.conf 를 열고 다음 줄을 파일 끝에 추가한다. 

Listing 2.5  IPv6 비활성화를 위한 /etc/sysctl.conf 설정 수정 

net.ipv6.conf.all.disable_ipv6 = 1 

net.ipv6.conf.default.disable_ipv6 = 1 

net.ipv6.conf.lo.disable_ipv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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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 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IPv6 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Listing 2.6  IPv6 비활성화 확인 

$ cat /proc/sys/net/ipv6/conf/all/disable_ipv6 

 

Return 값이 0 이면 IPv6 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1 이라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우리가 원하는 값) 

이러한 모든 셋팅(Listing 2.1  to Listing 2.6)은 master node 와 모든 slave 

node 에 설정해야 한다.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2.2.1. SSH 설치 

Hadoop은 각 노드들을 관리하기 위해 SSH 로 접근해야 한다. Hadoop의 멀티플 

노드 설정을 위해, 이전 섹션에서 생성한 hduser 사용자의 모든 모든 slave 노드에 

master 노드가 접근 할 수 있도록 SSH 설정을 해야 한다. 

 

 OpenSSH-Server 설치 

우리는 OpenSSH-Server 를 master 와 모든 slave 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 

목록은 OpenSSH-Server 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보여준다. 

Listing 2.7  OpenSSH-Server 설치 

$ sudo apt-get install openssh-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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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 key 생성 

OpenSSH server 를 설치한 후에 master node 의 hduser 사용자를 위해 SSH 

공용키를 생성해야 한다. 공용키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 목록 2.8 의 명령어를 

입력한다. 

Listing 2.8  master node 에 SSH key 생성 

 

 

두번째 라인은 비밀번호 없이 RSA 키쌍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빈 암호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이 경우 사용자 상호 작용 없이 키를 

잠금 해제해야 한다. (Hadoop 이 매번 다른 노드와 상호 작용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하길 원하지 않는다.) 

master node 의 hduser 사용자는 password-less SSH login 을 통해 1) master 

node 인 자신의 사용자 계정과 2) slave node 의 hduser 사용자 계정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hduser@master’s SSH 공용키를 master 와 모든 slaves 의 

authorized_keys 파일에 추가 해야 한다. 다음 목록은 이것을 하기 위한 명령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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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9  모든 노드에 SSH public key 추가 

# add to master node 

$ cat ~/.ssh/id_rsa.pub >> ~/.ssh/authorized_keys 

# add to slave01 

 

이와 같이 SSH 공용키를 slave02 에도 추가한다. 

 

마지막 단계는 master 와 slaves 를 hduser 사용자로 연결함으로써 SSH 셋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다음 목록은 SSH를 사용하여 master에서 slave01로 연결하는 

예를 보여준다. 

Listing 2.10  master node 와 slave node 연결 

hduser@master:~$ ssh slave01 

Welcome to Ubuntu 16.04 LTS (GNU/Linux 4.4.0-21-generic x86_64) 

 

 * Documentation:  https://help.ubuntu.com/ 

 

327 packages can be updated. 

4 updates are security updates. 

 

*** System restart required *** 

Last login: Sun Jul  2 12:34:42 2017 from 192.168.0.7 

이와 같이, master 와 slave02, master, localhost 의 연결도 테스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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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Java SDK 설치 

Hadoop 2.6 에는 Java 1.6+ (Java6)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Hadoop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Java 1.8 (Java 8)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므로 이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Java1.8 의 설치를 설명한다. 

Listing 2.11 Java 8 설치 

$ sudo apt-get install openjdk-8-jdk 

전체 JDK 는 /usr/lib/jvm/java-8-openjdk-amd64 에 있다. 

설치 후, 다음 목록의 명령어로 Sun’s JDK 가 정확하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Listing 2.12 Java JDK 확인 

$ java -version 

openjdk version "1.8.0_131" 

OpenJDK Runtime Environment (build 1.8.0_131-8u131-b11-0ubuntu1.16.04.2-b11) 

OpenJDK 64-Bit Server VM (build 25.131-b11, mixed mode) 

Java JDK 는 Hadoop cluster 의 모든 node 에 설치해야 한다. Java JDK 또는 

다른 packages 를 설치하기 위해 master node 에서 ssh 로 각 slave node 에 접근할 수 

있다. 

Hadoop 설치 

2.3.1. 다운로드 및 설치 

Apache page 에서 Hadoop 을 다운로드 하고 자신이 선택한 위치에 Hadoop 

package 를 압축해제 한다. 일반적으로 Hadoop 폴더의 위치는 /usr/local/Hadoop 

이며, 본 설명서에서도 이 폴더 위치를 사용한다. 다음 목록에는 Hadoop 2.7.3 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안정된 버전은  2016. 7.에 출시된 

버전이다.) 다음과 같이 모든 파일의 소유자를 hduser 사용자 및 Hadop 그룹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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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13  Hadoop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archive.apache.org/dist/hadoop/core/hadoop-2.7.3/hadoop-2.7.3.tar.gz  

$ sudo tar xvf hadoop-2.7.3.tar.gz 

$ sudo mv hadoop-2.7.3 hadoop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hadoop 

이 단계는 master node 에서만 수행할 것이며, 수행 후에 이 폴더를 모든 slaves 

node 로 복사할 것이다. 

2.3.2. Hadoop 환경 설정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의 끝부분에 추가한다.  

Listing 2.14  /home/hduser/.bashrc 에서 Hadoop 환경설정 

# Set Hadoop-related variables 

export HADOOP_HOME="/usr/local/hadoop" 

# Set JAVA_HOME (we will also configure JAVA_HOME directly for Hadoop later on)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penjdk-amd64" 

# Add Hadoop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HADOOP_HOME/bin 

이 단계는 Hadoop cluster 의 모든 node 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단계 이후, 

$ source ~/.bashrc 를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2.3.3. Hadoop 설정 

Hadoop 설정은 $HADOOP_HOME/etc/hadoop/ 폴더에 있는 hadoop-env.sh, 

core-site.xml, hdfs-site.xml, yarn-site.xml, mapred-site.xml, master, slaves 

파일들로 설정 할 수 있다. 설정은 오직 master node 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설정을 마친 후에 파일들을 slaves 에 복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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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ing hadoop-env.sh 

다음 목록을 따라 /usr/local/hadoop/etc/hadoop/hadoop-env.sh 에서 

JAVA_HOME 을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15  hadoop-env.sh 파일의 JAVA_HOME 업데이트 

export JAVA_HOME= "/usr/lib/jvm/java-8-openjdk-amd64" 

 Configuring core-site.xml 

다음 Listing 2.14 를 따라 core-site.xml 를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16  core-site.xml 설정 

# To edit file, follow the below given command 

hduser@master:/usr/local/hadoop$ sudo vim etc/hadoop/core-site.xml 

# Paste these lines into <configuration> tag 

<property> 

<name>fs.defaultFS</name> 

   <value>hdfs://master:9000</value> 

</property> 

 hdfs-site.xml 설정 

다음 세 항목을 파일에 추가한다. 

- dfs.replication: 기본 블록 복제를 지정한다. 하나의 파일이 사용되기 

전에 몇 개의 머신으로 복사 되는지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2 개의 

slave 를 사용하기 때문에 dfs.replication 를 2 로 설정한다. 

- dfs.namenode.name.dir: 이 디렉토리는 NameNode가 NameNode의 메타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서는 master 에서만 

디렉토리 /app/hadoop/hdfs/namenode 를 수동으로 생성하고, 이 환경 

설정을 위해 디렉토리 위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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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s.datanode.data.dir: 이 디렉터리는 DataNode 가 hdfs data blocks 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서는 /app/hadoop/hdfs/datanode 

디렉토리를 slaves nodes 에 수동으로 생성하고 이 환경 설정을 위해 

디렉토리 위치를 사용한다. 

master 와 slaves noeds 에서 디렉터리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 목록을 따른다. 

Listing 2.17 data 저장을 위한 디렉터리 생성 

# Creating namenode folder on master 

$ sudo mkdir -p /app/hadoop/hdfs/namenode 

$ sudo chown -R hduser:hadoop /app/hadoop/hdfs/namenode 

# Creating namenode folder on each slave node 

$ sudo mkdir -p /app/hadoop/hdfs/datanode 

$ sudo chown -R hduser:hadoop /app/hadoop/hdfs/datanode 

이제, 아래의 목록을 따라 hdfs-site.xml 를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18 hdfs-site.xml 설정 

<configuration> 

<property> 

<name>dfs.replication</name> 

<value>2</value> 

 </property> 

<property> 

<name>dfs.namenode.name.dir</name> 

<value>/app/hadoop/hdfs/namenode</value> 

</property> 

<property> 

<name>dfs.datanode.data.dir</name> 

<value>/app/hadoop/hdfs/datanode</value> 

 </property>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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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red-site.xml 설정 

먼저, 템플릿 파일을 mapred-site.xml 에 복사한다. 

Listing 2.19  템플릿 파일을 mapred-site.xml 로 복사 

hduser@master:/usr/local/hadoop$ cp etc/hadoop/mapred-site.xml.template 

etc/hadoop/mapred-site.xml 

그런 다음,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하여 이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Listing 2.20  mapred-site.xml 설정 

# To edit file, follow the below given command 

hduser@master:/usr/local/hadoop$ sudo vim etc/hadoop/mapred-site.xml 

# Paste/Update these lines into <configuration> tag 

<property> 

 <name>mapreduce.job.tracker</name> 

 <value>master:5431</value> 

</property> 

<property> 

 <name>mapred.framework.name</name> 

 <value>yarn</value> 

</property> 

 yarn-site.xml 설정 

이 파일은 Yarn Node 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파일에 다음 세 속성을 추가하여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21  yarn-site.xml 설정 

# To edit file, follow the below given command 

hduser@master:/usr/local/hadoop$ sudo vim etc/hadoop/yarn-site.xml 

# Paste/Update these lines into <configuration> tag 

<property> 

<name>yarn.nodemanager.aux-services</name> 

  <value>mapreduce_shuffl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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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property> 

   <name>yarn.resourcemanager.webapp.address</name> 

   <value>master:8088</value> 

</property> 

<property> 

<name>yarn.resourcemanager.scheduler.address</name> 

  <value>master:8030</value> 

</property>  

<property> 

   <name>yarn.resourcemanager.resource-tracker.address</name> 

   <value>master:8031</value> 

</property> 

<property> 

  <name>yarn.resourcemanager.address</name> 

<value>master:8032</value> 

</property> 

<property> 

   <name>yarn.resourcemanager.admin.address</name> 

   <value>master:8033</value> 

</property> 

 

 master 와 slaves 파일 업데이트 

etc/hadoop/master 파일에는 Hadoop master daemons(NameNode 및 

ResourceManage)이 실행되는 호스트가 나열된다. 

Listing 2.22  master 파일 업데이트 

# To edit file, follow the below given command 

hduser@master:/usr/local/hadoop$ sudo vim etc/hadoop/master 

# Paste/Update master’s computer name or ip address 

master 

etc/hadoop/slaves 파일에는 한 라인마다 Hadoop slave daemons (DataNodes and 

NodeManages)이 실행되는 호스트가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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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23  slaves 파일 업데이트 

# To edit file, follow the below given command 

hduser@master:/usr/local/hadoop$ sudo vim etc/hadoop/slaves 

# Remove localhost in the file, update list slaves’ computer name or ip addresses 

slave01 

slave02 

 

 Hadoop config 파일을 slaves 에 복사 및 분배 

hadoop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slave nodes 의 /usr/local/hadoop 폴더에 공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모든 노드에서 hadoop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환경설정 또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아래의 목록을 따른다. 

Listing 2.24  slaves 에 Hadoop 디렉터리 생성 

# Make hadoop directory on slave01 and slave02 by following the command below 

$ sudo mkdir /usr/local/hadoop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hadoop 

Listing 2.25  slaves 에 hadoop directory 분배 

# Copy hadoop directory from master to slave01 and slave02 

$ scp -r /usr/local/hadoop/* hduser@slave01:/usr/local/hadoop/ 

$ scp -r /usr/local/hadoop/* hduser@slave02:/usr/local/hadoop/ 

 NameNode 포맷 

새로운 multi-node cluster 를 실행시키기 전에, NameNode 를 통해 Hadoop’s 

distributed filesystem (HDFS)을 포맷해야한다. 처음에는 Hadoop cluster 를 

셋업하기전에 포맷해야 한다. 

Listing 2.26  master node 의 NameNode 포맷 

hduser@master:/usr/local/hadoop$ hdfs namenode -format 

17/07/06 11:58:03 INFO namenode.NameNode: STARTUP_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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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UP_MSG: Starting NameNode 

STARTUP_MSG:   user = hduser 

STARTUP_MSG:   host = master/192.168.0.7 

STARTUP_MSG:   args = [-format] 

STARTUP_MSG:   version = 2.8.0 

 Hadoop cluster daemons 시작 

HDFS daemons 을 시작한다. 

Listing 2.27  master node 의 HDFS  daemons 시작 

hduser@master:/usr/local/hadoop$ sbin/start-dfs.sh 

Starting namenodes on [master] 

master: starting namenode,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hadoop-hduser-namenode-

master.out 

slave02: starting datanode,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hadoop-hduser-datanode-

slave02.out 

slave01: starting datanode,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hadoop-hduser-datanode-

slave01.out 

Starting secondary namenodes [0.0.0.0] 

0.0.0.0: starting secondarynamenode,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hadoop-hduser-

secondarynamenode-master.out 

 

MapReduce daemons 을 시작한다. 

Listing 2.28  master node 의 MapReduce  daemons 시작 

hduser@master:/usr/local/hadoop$ sbin/start-yarn.sh 

starting yarn daemons 

starting resourcemanager,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yarn-hduser-resourcemanager-

master.out 

slave02: starting nodemanager,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yarn-hduser-nodemanager-

slave02.out 

slave01: starting nodemanager,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yarn-hduser-nodemanager-

slave01.out 

Job history daemons 을 시작한다. 

  



29 

 

Listing 2.29  master node 의 Job history  daemons 시작 

hduser@master:/usr/local/hadoop$ sbin/mr-jobhistory-daemon.sh start historyserver 

starting historyserver, logging to /usr/local/hadoop/logs/mapred-hduser-historyserver-master.out 

 

 Hadoop cluster 확인 

Master 의 Hadoop daemons 을 확인한다. 

Listing 2.30  master node 의 Hadoop daemons 확인 

hduser@master:/usr/local/hadoop$ jps 

10739 SecondaryNameNode 

10500 NameNode 

11293 JobHistoryServer 

10942 ResourceManager 

11343 Jps 

 

Slaves 의 Hadoop daemons 을 확인한다. 

Listing 2.31  slaves node 의 Hadoop daemons 확인 

# Verify Hadoop daemons on slave01 

hduser@slave01:~$ jps 

5237 Jps 

5093 NodeManager 

4954 DataNode 

# Verify Hadoop daemons on slave02 

hduser@slave02:~$ jps 

3836 Jps 

3566 DataNode 

3695 NodeManager 

 Hadoop daemons 정지 

아래 목록을 따라 모든 Hadoop daemons 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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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32 master node 의 Hadoop daemons 정지 

# Stop HDFS daemons and YARN daemons 

hduser@master:/usr/local/hadoop$ sbin/stop-all.sh 

This script is Deprecated. Instead use stop-dfs.sh and stop-yarn.sh 

Stopping namenodes on [master] 

master: stopping namenode 

slave02: stopping datanode 

slave01: stopping datanode 

Stopping secondary namenodes [0.0.0.0] 

0.0.0.0: stopping secondarynamenode 

stopping yarn daemons 

stopping resourcemanager 

slave02: stopping nodemanager 

slave01: stopping nodemanager 

# Stop JobHistory Server daemon 

hduser@master:/usr/local/hadoop$ sbin/mr-jobhistory-daemon.sh stop historyserver 

stopping historyserver 

2.3.4. Hadoop Web Interface 

Hadoop 은 다음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http://master:50070/ – web UI of the NameNode daemon

 http://master:8088/ – web UI of the YARN ResourceManager daemon

 http://master:19888/ – web UI of the MapReduce JobHistory Server

 NameNode Web Interface

name node web UI 는 total/remaining 용량, node 의 live/dead 같은 클러스터 요약 

정보를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HDFS namespace 를 검색하고 web browser 에서 

해당 파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로컬 머신의 Hadoop 로그 파일에도 

액세스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http://master:50070/ 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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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DFS Web Interface 

 YARN ResourceManager Web Interface 

메모리나 활성 노드 등과 같은 클러스터 메트릭을 볼 수 있다. 또한, FINISHED 

된 jobs 의 상태와 성공적으로 완료된 jobs 인 SUCCEEDED 의 마지막 상태를 볼 

수 있다. Jobs 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RUNNING 섹션에 나열되며, failed jobs 는 

FAILED 섹션에 나열된다. Cluster Menu 의 scheduler section 에서 scheduler 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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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http://master:8088/ 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YARN Resource Manager Web Interface 

 MapReduce JobHistory Server Web Interface 

JobHistory UI 에서는 실행 상태인 모든 MapReduce jobs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Job 을 클릭하면 각 job 에 대한 job runtime 의 자세한 메트릭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http://master:19888/ 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JobHistory Server Web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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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 설치 

2.4.1.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2.0 으로 시작하는 Spark 버전은 Scala 2.11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Spark 2.1.1 위해서 Scala 2.11 가 필요하다. 

Listing 2.33  Scala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www.scala-lang.org/files/archive/scala-2.11.8.tgz 

$ sudo tar xvf scala-2.11.8.tgz 

$ sudo mv scala-2.11.8 scala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scala 

다음으로 Scala 의 환경 변수를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에 

추가한다. 

Listing 2.34  /home/hduser/.bashrc 에서 Scala 환경 설정 

# Set Scala related variables 

export SCALA_HOME="/usr/local/scala" 

# Add Scala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SCALA_HOME/bin 

참고로, 이 단계는 cluster 의 모든 node 에 수행해야한다. 그 다음, $ source 

~/.bashrc.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2.4.2. 다운로드 및 설치 

Apache 페이지에서 Spark 를 다운로드 하고 Spark package 의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Spark 폴더의 위치는 /usr/local/spark 이며, 이 

설명서에서도 이 위치를 사용한다. 다음 목록을 따라 spark-2.1.1-bin-

hadoop2.7.tgz. 를 다운로드 하고 설치한다. 다음 예시와 같이 반드시 모든 파일의 

소유권을 hduser 사용자 및 hadoop 그룹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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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35  Spark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s://d3kbcqa49mib13.cloudfront.net/spark-2.1.1-bin-hadoop2.7.tgz 

$ sudo tar xvf spark-2.1.1-bin-hadoop2.7.tgz 

$ sudo mv spark-2.1.1-bin-hadoop2.7 spark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spark 

이 단계는 master node 에서만 수행하며, master 의 Spark 환경설정 이후에 이를 

모든 slave node 에 복사할 것이다. 

2.4.3. Spark 환경 설정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 끝에 추가한다. 

Listing 2.36  /home/hduser/.bashrc 에서 Spark 환경설정 

# Set Spark related variables 

export SPARK_HOME="/usr/local/spark" 

# Add SPARK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SPARK_HOME/bin 

 

참고로, 이 단계는 cluster 의 모든 node 에 수행해야한다. 그 다음, $ source 

~/.bashrc.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2.4.4. Spark 설정 

Spark 설정은 $SPARK_HOME/conf/ 폴더에 있는 spark-env.sh, spark-

defaults.conf, slaves, log4j.properties. 과 같은 중요한 설정 파일들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이 설정은 master node 에서만 설정하며, 추후에 이 파일들을 slave 

node 에 복사할 것이다. 

 spark-env.sh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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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록을 따라 /usr/local/spark/conf/spark-env.sh 파일의 환경변수를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37  spark-env.sh 파일의 환경 변수 업데이트 

# copy spark-env.sh.template to spark-env.sh 

hduser@master:/usr/local/spark$ cp conf/spark-env.sh.template conf/spark-env.sh 

 

# to edit spark-env.sh, follow the steps below: 

hduser@master:/usr/local/spark$ sudo vim conf/spark-env.sh 

# update environment variables by adding the following lines into spark-env.sh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penjdk-amd64 

export SCALA_HOME=/usr/local/scala 

export HADOOP_CONF_DIR=/usr/local/hadoop/etc/Hadoop 

 

 spark-defaults.conf 업데이트 

다음 목록을 따라 /usr/local/spark/conf/spark-defaults.conf 파일의 환경변수를 

업데이트 한다. 

Listing 2.38  Spark 의 spark-defaults.conf 파일 설정 

# copy spark-defaults.conf.template to spark-defaults.conf 

hduser@master:/usr/local/spark$ cp conf/spark-defaults.conf.template conf/spark-defaults.conf 

# to configure Spark, do these steps below: 

hduser@master:/usr/local/spark$ sudo vim conf/spark-defaults.conf 

# add the following settings into spark-defaults.conf 

spark.master     spark://master:7077 

spark.eventLog.enabled   true 

spark.eventLog.dir    hdfs://master:9000/spark-logs 

spark.history.fs.logDirectory     hdfs://master:9000/spark-events 

spark.serializer     org.apache.spark.serializer.KryoSerializer 

spark.driver.memory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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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정에서 애플리션의 event log 정보가 hdfs://master:9000/spark-events 에 

저장되도록 디렉터리를 지정한다. 따라서, /spark-events 디렉터리를 HDFS 에 

생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HDFS daemon 을 시작하고,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다. 

Listing 2.39  slaves 파일 설정 

# create spark-events directory on HDFS 

hduser@master:/usr/local/hadoop$ hdfs dfs -mkdir /spark-events 

# check spark-events directory on HDFS 

hduser@master:/usr/local/hadoop$ hdfs dfs -ls / 

Found 1 items 

drwxr-xr-x   - hduser supergroup          0 2017-07-07 17:26 /spark-events 

 

 

 slaves 파일 업데이트 

cluster 의 모든 slave 에 slaves 파일을 추가한다. 

Listing 2.40  slaves 파일 설정 

# Make slaves file in conf folder 

hduser@master:/usr/local/spark$ sudo vim conf/slaves 

# add the following settings into slaves file 

slave01 

slave02 

 

 log4j.properties 파일 설정 

Logging 은 log4j.properties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을 따라 

conf/log4j.properties.template 파일을 이용해 conf/log4j.properties 파일을 생성한다. 

  



37 

 

Listing 2.41  log4j.properties 파일 설정 

hduser@master:/usr/local/spark$ cp conf/log4j.properties.template conf/log4j.properties 

 

 Spark 를 slaves 에 복사 및 분배 

Spark 폴더에 저장된 모든 파일들을 slave 노드의 /usr/local/spark 에 공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node 에서 다운로드와 설정을 다시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아래의 목록을 따른다. 

Listing 2.42  slaves 에 spark 디렉터리 생성 

# Make spark directory on slave01 and slave02 by following the command below 

$ sudo mkdir /usr/local/spark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spark 

 

Listing 2.43  slaves 에 spark 디렉터리 분배 

# Copy spark directory from master to slave01 and slave02 

hduser@master:/usr/local$ scp -r spark/* hduser@slave01:/usr/local/spark/ 

hduser@master:/usr/local$ scp -r spark/* hduser@slave02:/usr/local/spark/ 

 

2.4.5. Spark 시작 

Spark daemons 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 

Listing 2.44  Spark daemons 시작 

hduser@master:/usr/local/spark$ sbin/start-all.sh 

# the processes of staring as the following 

starting org.apache.spark.deploy.master.Master, logging to /usr/local/spark/logs/spark-hduser-

org.apache.spark.deploy.master.Master-1-master.out 

slave02: starting org.apache.spark.deploy.worker.Worker, logging to /usr/local/spark/logs/spark-

hduser-org.apache.spark.deploy.worker.Worker-1-slave02.out 

slave01: starting org.apache.spark.deploy.worker.Worker, logging to /usr/local/spark/logs/spark-

hduser-org.apache.spark.deploy.worker.Worker-1-slave01.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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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의 event logs 가 있는 경우 Spark’s history server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UI 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을 실행함으로써 history server 를 

실행할 수 있다. 

Listing 2.45  Spark History Server daemon 시작 

hduser@master:/usr/local/spark$ sbin/start-history-server.sh 

starting org.apache.spark.deploy.history.HistoryServer, logging to /usr/local/spark/logs/spark-

hduser-org.apache.spark.deploy.history.HistoryServer-1-master.out 

이제, 다음과 같이 jps 명령어를 사용하여 모든 spark daemons 과 Spark’s history 

server daemon 을 확인할 수 있다. 

master 의 Spark daemons 확인: 

Listing 2.46  master 의 Spark daemons 확인 

hduser@master:/usr/local/spark$ jps 

27124 ResourceManager 

26709 NameNode 

27593 HistoryServer 

27659 Jps 

27486 Master 

26943 SecondaryNameNode 

slaves 의 Spark daemons 확인: 

Listing 2.47  slaves 의 Spark daemons 확인  

# verify Spark daemons on slave01 

hduser@slave01:/usr/local/spark$ jps 

7060 DataNode 

7477 Jps 

7417 Worker 

7193 NodeManager 

# verify Spark daemons on slave02 

14998 DataNode 

15416 Jps 

15131 Node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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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Worker 

 

위의 두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master node 에서 Master 와 HistoryServer 가 

실행 되고 있으며, slave node 에서는 Worker daemon 이 실행 되고 있다. 또한, 다른 

Hadoop daemons 도 실행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4.6. Spark Web Interface 

http://master:8080 의 Spark web UI 에서 Spark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볼 수 

있다. 

 

그림 5. Spark Web UI 

  



40 

 

Web UI 에서 Spark History Server 를 보려면 spark-shell 을 실행하거나 다음과 

같이 spark-submit 을 해야 한다. 

Listing 2.48  SparkPI 예시와 spark-submit 실행 

hduser@master:/usr/local/spark$ ./bin/spark-submit --class org.apache.spark.examples.SparkPi -

-master spark://master:7077 examples/jars/spark-examples_2.11-2.1.1.jar 1000 

일단 Spark jobs이 완료되면, http://master:1808에서 Spark’s history server접속할 

수 있다. 

 

그림 6. Spark History Server Web UI 

Spark’s application 의 "Jobs"탭을 클릭하면, 스케쥴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Jobs 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Jobs 표는 job, stage, task progress 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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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park Jobs in Web UI 

 

 Sqoop 설치 

2.5.1.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Sqoop 을 사용하려면, 먼저 Hadoop 을 설치하고 환경설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Hadoop 의 설치와 환경설정은 이전 섹션에서 이미 진행하였다. 

HDFS 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ata 를 가져오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MySQL Server 를 사용할 

것이다. 다음 아래의 목록에 따라 MySQL Server 를 설치한다. 

Listing 2.49  MySQL Server 설치 

hduser@master:~$ sudo apt-get install mysql-server 

[sudo] password for hduser:  

Reading package lists... Done 

Building dependency tree        

Reading state information... Done 

The following additional packages will be installed: 



42 

 

  libaio1 libevent-core-2.0-5 libhtml-template-perl mysql-client-5.7 mysql-client-core-5.7 mysql-

common mysql-server-5.7 mysql-server-core-5.7 

Suggested packages: 

  libipc-sharedcache-perl mailx tinyca 

The following NEW packages will be installed: 

  libaio1 libevent-core-2.0-5 libhtml-template-perl mysql-client-5.7 mysql-client-core-5.7 mysql-

common mysql-server mysql-server-5.7 mysql-server-core-5.7 

0 upgraded, 9 newly installed, 0 to remove and 317 not upgraded. 

Need to get 18.3 MB of archives. 

After this operation, 161 MB of additional disk space will be used. 

Do you want to continue? [Y/n] Y 

… 

# Give appropriate username and password for root user, and wait until installation complete 

 

root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MySQL 을 확인한다. 

Listing 2.49  MySQL Server 확인 

hduser@master:~$ mysql -u root -p 

Enter password:  

# The result looks like the following 

Welcome to the MySQL monitor.  Commands end with ; or \g. 

Your MySQL connection id is 16 

Server version: 5.7.18-0ubuntu0.16.04.1 (Ubuntu) 

 

Copyright (c) 2000,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racle Corporation and/or its 

affiliat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Type 'help;' or '\h' for help. Type '\c' to clear the current input statement. 

 

mysql> 

 

2.5.2. Sqoop 다운로드 및 설치 

다음의 목록에 따라 sqoop-1.4.6 을 다운로드 하고 설치한다. 참고로, 설치는 

master node 에서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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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50  Sqoop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sqoop/1.4.6/sqoop-1.4.6.bin__hadoop-

2.0.4-alpha.tar.gz 

$ sudo tar xvf sqoop-1.4.6.bin__hadoop-2.0.4-alpha.tar.gz 

$ sudo mv sqoop-1.4.6.bin__hadoop-2.0.4-alpha sqoop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sqoop 

 

2.5.3. JDBC Connector 설치 

Sqoop 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해 JDBC connecter 를 사용한다. 

JDBC drivers 는 Sqoop 이 실행되는 머신(master node)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Hadoop cluster 의 모든 호스트에 설치하지 않는다. 

본 사용자 메뉴얼에서는 MySQL JDBC Connector 를 사용한다. 다음 목록은 

Sqoop 을 위해 MySQL JDBC Connector 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2.51  MySQL JDBC Connector 설치 

$ cd /usr/local/sqoop 

$ wget https://dev.mysql.com/get/Downloads/Connector-J/mysql-connector-java-5.1.42.tar.gz 

$ tar xvf mysql-connector-java-5.1.42.tar.gz 

$ cd mysql-connector-java-5.1.42 

$ cp mysql-connector-java-5.1.42-bin.jar /usr/local/sqoop/lib/ 

2.5.4. Sqoop 환경 설정 

아래의 목록을 따라 Sqoop 의 환경변수를 설정한다. 

Listing 2.52  Sqoop 환경변수 설정 

$ sudo vim ~/.bashrc 

# Add the following code into bashrc file 

export SQOOP_HOME=/usr/local/sqoop 

export PATH=$PATH:$SQOOP_HOME/bin 

그 다음, $ source ~/.bashrc 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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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qoop 이 잘 설치 됬는지 확인한다. 

Listing 2.53  Sqoop 설치 확인 

$ cd /usr/local/sqoop 

$ sqoop version 

# The result looks like as follow 

17/07/17 14:39:33 INFO sqoop.Sqoop: Running Sqoop version: 1.4.6 

Sqoop 1.4.6 

git commit id c0c5a81723759fa575844a0a1eae8f510fa32c25 

Compiled by root on Mon Apr 27 14:38:36 CST 2015 

 

 

 Flume 설치 

2.6.1.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상기 시스템에 Java environment 를 구축해야 

한다. 본 가이드에서는 HDFS 를 sink(저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Hadoop 과 Java 

8 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 단계에서 이미 수행되었다. 

2.6.2. Flume 다운로드 및 설치 

다음의 목록에 따라 Flume 1.6.0 을 다운로드 하고 설치한다. 참고로, 설치는 

master node 에서만 진행할 것이다. 

Listing 2.54  Flume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apache.tt.co.kr/flume/1.6.0/apache-flume-1.6.0-bin.tar.gz 

$ sudo tar zxvf apache-flume-1.6.0-bin.tar.gz 

$ sudo mv apache-flume-1.6.0-bin flume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flume 

 

2.6.3. Flume 환경 설정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 끝부분에 추가한다. 



45 

 

Listing 2.55  /home/hduser/.bashrc 에서 Flume 환경 설정 

# Set Flume related variables 

export FLUME_HOME="/usr/local/flume" 

# Add Flume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FLUME_HOME/bin 

# Add libs to class path 

export CLASSPATH=$CLASSPATH:$FLUME_HOME/lib/* 

 

 

그 다음, $ source ~/.bashrc 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2.6.4. Flume 설정 

conf 폴더의 Flume 설정 파일에서 환경설정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conf 

폴더의 파일들을 다시 이름 짓는다. 

Listing 2.56  Flume 설정 템플릿 파일 다시 이름 짓기 

$ cd /usr/local/flume 

$ sudo mv conf/flume-env.sh.template conf/flume-env.sh 

$ sudo mv conf/flume-env.ps1.template conf/flume-env.ps1 

$ sudo mv conf/flume-conf.properties.template conf/flume-conf.properties 

그 다음 flume-env.sh 파일을 열고 JAVA_HOME 변수를 셋업한다. 

Listing 2.57  flume-env.sh 파일에서 JAVA_HOME 설정 

$ cd /usr/local/flume 

$ sudo vim conf/flume-env.sh 

# Add the following code into flume-env.sh file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penjdk-am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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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해 Flume 이 잘 설치 됬는지 확인한다. 

Listing 2.58  Flume 설치 확인 

$ cd /usr/local/flume 

$ bin/flume-ng 

# If we have successfully installed Flume, we will get a help prompt of Flume as shown below 

Error: Unknown or unspecified command '' 

Usage: bin/flume-ng <command> [options]... 

commands: 

  help                        display this help text 

  agent                        run a Flume agent 

  avro-client                 run an avro Flume client 

  version                      show Flume version info 

 

global options: 

  --conf,-c <conf>            use configs in <conf> directory 

  --classpath,-C <cp>         append to the classpath 

  --dryrun,-d                 do not actually start Flume, just print the command 

  --plugins-path <dirs>      colon-separated list of plugins.d directories. See the 

                                plugins.d section in the user guide for more details. 

                                Default: $FLUME_HOME/plugins.d 

  -Dproperty=value           sets a Java system property value 

  -Xproperty=value            sets a Java -X option 

 

agent options: 

  --name,-n <name>          the name of this agent (required) 

  --conf-file,-f <file>       specify a config file (required if -z missing) 

  --zkConnString,-z <str>  specify the ZooKeeper connection to use (required if -f missing) 

  --zkBasePath,-p <path> specify the base path in ZooKeeper for agent configs 

  --no-reload-conf            do not reload config file if changed 

  --help,-h                    display help text 

 

avro-client options: 

  --rpcProps,-P <file>     RPC client properties file with server connection params 

  --host,-H <host>         hostname to which events will be sent 

  --port,-p <port>        port of the avro source 

  --dirname <dir>          directory to stream to avro source 

  --filename,-F <file>     text file to stream to avro source (default: std input) 

  --headerFile,-R <file>   File containing event headers as key/value pairs on each new line 

  --help,-h                 display help text 

 

  Either --rpcProps or both --host and --port must be specified. 

Note that if <conf> directory is specified, then it is always included first in the class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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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Source, Sink, Channel 설정 

Flume 설치 후, 환경설정을 하기 위해 conf 폴더에 gwangju-price.conf 같은 

설정파일을 만든다. 이 폴더는 key-value 쌍을 가지고 있는 Java 속성 파일이다. 이 

파일의 키에 값을 전달해야 한다. 

Flume 환경설정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현재 agent 의 구성요소 이름 설정. 

 source 의 설명 및 설정 

 sink 의 설명 및 설정 

 channel 의 설명 및 설정 

 source 와 sink 를 channel 에 바인딩 

일반적으로 Flume 에서는 다중 agent 를 배치할 수 있다. 각 agent 는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여 구별한다.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하여 각 agent 를 환경설정해야 

한다. 다음 설명은 agent 에 대한 설정파일을 만드는 구문을 설명한다. 

 구성요소 이름 짓기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agent 의 sources, sinks, channels 과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자 이름으로 명명해야한다. 

agent_name.sources = source_name  

agent_name.sinks = sink_name  

agent_name.channels = channel_name 

Flume 은 다양한 sources, sinks, channels 을 지원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는 

다양한 종류의 sources, sinks, channels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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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ist Flume Components 

이들 중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xec source (data) 를 사용해서 

메모리 채널(MemChannel)을 통해 price data 를 HDFS sink (store)에 전송하고, 

agent name id 가 seobuPriceAgent 인 경우는, 

seobuPriceAgent.sources = data  

seobuPriceAgent.channels = memChannel  

seobuPriceAgent.sinks =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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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의 구성요소를 나열한 후, source(s), sink(s), channel(s)의 속성값을 

설정하여 이들을 설명해야 한다. 

 Source 설명 

각 source 에는 별도의 속성 목록을 가진다. “type”속성은 모든 source 의 공통 

속성이며, 사용하고 있는 source 의 type 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type"이라는 

속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설정할 특정 source 의 모든 필수 속성 값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agent_name.sources.source_name.type = value  

agent_name.sources.source_name.property2 = value  

agent_name.sources.source_name.property3 = value 

예를 들어, Exec source 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 값을 

제공해야 한다. 

seobuPriceAgent.sources.data.type = exec 

seobuPriceAgent.sources.data.command = tail -F /home/hduser/data/price/Seobu-

Gwangju.txt 

seobuPriceAgent.sources.data.batchSize = 10000 

seobuPriceAgent.sources.data.batchTimeout = 5000 

주의: 

Exec source 는 주어진 Unix 명령으로 표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어떠한 이유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소스 또한 

종료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cat [named pipe] 또는 tail 

-F [file]의 설정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batchSize: 한번에 채널에 읽고 보낼 수 있는 최대 라인 수 (기본값: 20) 

 batchTimeout: 데이터가 downstream 에 pushed 되기 전 버퍼 크기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기다리기 위한 시간의 양(milliseconds), (기본값: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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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k 설명 

Source와 같이, 각 sink는 별도의 속성 목록을 가진다. "type"속성은 모든 sink에 

공통 속성이며, 사용하고 있는 sink 의 type 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type"이라는 

속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설정할 특정 sink 의 모든 필수 속성 값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agent_name.sinks.sink_name.type = value  

agent_name.sinks.sink_name.property2 = value  

agent_name.sinks.sink_name.property3 = value 

예를 들어, HDFS sink 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 값을 

제공해야 한다. 

seobuPriceAgent.sinks.store.type = hdfs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path = hdfs://tiger:9000/user/flume/price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fileType = DataStream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filePrefix = gwangju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writeFormat = Text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batchSize = 1000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rollSize = 0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rollCount = 10000 

where: 

 type: type 이름, hdfs 로 해야한다. 

 hdfs.path: HDFS 디렉터리 경로 (예. hdfs://namenode/flume/webdata/) 

 hdfs.filePrefix: hdfs 디렉터리에서 Flume 이 만든 파일에 붙여진 접두사 

이름 

 hdfs.fileType: 파일 형식: SequenceFile, DataStream 또는 

CompressedStream (1) DataStream 은 출력 파일을 압축하지 않는다. 

(2)CompressedStream 은 이용할 수 있는 codeC 와 set hdfs.codeC 을 

요구한다. 

 hdfs.writeFormat: 시퀀스 파일 레코드를 위한 형식. “Text” 또는 “Writable” 

(기본값)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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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fs.batchSize: HDFS 로 플러시 되기 전에 파일에 기록된 이벤트 수 

(기본값 :100) 

 hdfs.rollSize: 트리거 할 수 있는 파일 크기, bytes (0: 파일 크기에 따라 roll 

되지 않음, 기본값 :1024) 

 hdfs.rollCount: 파일이 roll 되기 전에 파일에 작성된 이벤트 수(0 = 이벤트 

수에 따라 roll 되지 않음) 

 Channel 설명 

Flume 은 sources 에서 sink 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channel 을 

제공한다. 따라서 agent 에서 사용되는 channel 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각 channel 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속성을 설정해야 한다. 

agent_name.channels.channel_name.type = value  

agent_name.channels.channel_name.property2 = value  

agent_name.channels.channel_name.property3 = value 

예를 들어, 메모리 channel 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속성값을 설정해야 

한다.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type = memory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capacity = 10000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transactionCapacity = 100 

주의: 

이벤트는 설정 가능한 최대 크기의 in-memory 큐에 저장된다. 

 type: type 이름, memory 가 되야 한다. 

 capacity: channel 에 저장된 최대 이벤트 수 (기본값 :100) 

 transactionCapacity: channel 이 source 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이벤트 수 

또는 transaction 당 sink 수 (기본값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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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와 Sink 를 Channel 에 묶기 

Channel은 source 와 sink를 연결하므로 아래와 같이 source와 sink를 channel에 

바인딩 해야 한다. 

agent_name.sources.source_name.channels = channel_name  

agent_name.sinks.sink_name.channels = channel_name 

Here, we consider Exec source, memory channel, and HDFS sink. 다음 예에서는 

source 와 sink 를 channel 에 바인딩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Exec source, 

memory channel, HDFS sink 를 고려한다. 

seobuPriceAgent.sources.data.channels = memChannel 

seobuPriceAgent.sinks.store.channels = memChannel 

2.6.6. Flume 시작 

설정 후, 다음을 따라 Flume 를 실행한다. 

bin/flume-ng agent -n agent_name -c conf -f flume_file 

where: 

 agent: Flume agent 를 시작하기 위한 명령 

 conf: conf 디렉터리의 설정 파일 사용 

 agent_name: agent 이름 지정 

 flume_file: config 파일 경로 지정 

다음 예는 위에서 설정한 Flume agent 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bin/flume-ng agent -n seobuPriceAgent -c conf -f conf/gwangju-price.conf 

Flume 을 사용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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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 설치 

2.7.1.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이미 Java, Hadoop, MySQL Server (using as Hive metastore)를 설치했다. 이번 

섹션에서 Hive metastore 를 위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2.7.2. Hive 다운로드 및 설치 

다음 목록을 따라 Hive 2.1.1 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참고로, Hive 설치는 

master node 에서만 진행할 것이다. 

Listing 2.59 Hive 다운로드 및 설치 

$ cd /usr/local 

$ sudo wget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hive/stable-2/apache-hive-2.1.1-bin.tar.gz 

$ sudo tar zxvf apache-hive-2.1.1-bin.tar.gz 

$ sudo mv apache-hive-2.1.1-bin hive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hive 

2.7.3. Hive 환경 설정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 끝부분에 추가한다. 

Listing 2.60 /home/hduser/.bashrc 에서  Hive 환경 설정 

# Set Hive related variables 

export HIVE_HOME="/usr/local/hive" 

export HCAT_HOME=$HIVE_HOME/hcatalog 

# Add Hive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HIVE_HOME/bin 

그 다음, $ source ~/.bashrc 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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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Hive 설정 

먼저, 아래의 목록을 따라 conf/hive-env.sh 파일을 설정한다. 

Listing 2.61  hive-env.sh 파일 설정 

hduser@master:/usr/local/hive$ cp conf/hive-env.sh.template conf/hive-env.sh 

hduser@master:/usr/local/hive$ sudo vim conf/hive-env.sh 

# Add Hadoop home directory into hive-env.sh file 

export HADOOP_HOME="/usr/local/hadoop" 

 

대부분의 Hive 설정은 기본으로 유지하며, Hive metastore 의 설정만 고려한다. 

Hive tables 과 partitions 를 위한 모든 metadata 는 Hive Metastore 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Hive 의 metadata 를 저장하기 위해 MySQL 을 

사용한다. 이러한 metastore databas 의 configuration 은 실제 사용하기 위해 

권장된다. 

다음 목록은 MySQL server 의 metastore 설정이다. 

Listing 2.62  Hive metastore 설정 

# create hive-site.xml in the conf directory 

hduser@master:/usr/local/hive$ sudo vim conf/hive-site.xml 

# add the following settings into hive-site.xml file 

<configuration> 

<property> 

<name>javax.jdo.option.ConnectionURL</name> 

<value>jdbc:mysql://192.168.0.7/hivedb</value> 

</property> 

<property> 

<name>javax.jdo.option.ConnectionDriverName</name> 

<value>com.mysql.jdbc.Driver</value> 

</property> 

<property> 

<name>javax.jdo.option.ConnectionUserNam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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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hivedb_user</value> 

</property> 

<property> 

<name>javax.jdo.option.ConnectionPassword</name> 

<value>hive@123</value> 

</property> 

<property> 

<name>datanucleus.autoCreateSchema</name> 

<value>false</value> 

</property> 

<property> 

<name>datanucleus.fixedDatastore</name> 

<value>true</value> 

</property> 

<property> 

<name>datanucleus.autoStartMechanism</name>  

<value>SchemaTable</value> 

</property> 

<property> 

<name>hive.metastore.warehouse.dir</name> 

<value>/hive/warehouse</value> 

</property> 

</configuration> 

 

 

위의 구성에서는 MySQL database, hivedb 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한다. 

고정된 datasource 와 database schema 를 사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ySQL server 를 사용하여 database 를 생성해야 한다. 다음 

목록은 이를 위한 database 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Listing 2.63  Hive metastore 를 위한 MySQL database 생성 

$ mysql -u root -p 

mysql> CREATE DATABASE hivedb; 

mysql> CREATE USER 'hivedb_user'@'master' IDENTIFIED BY 'hive@123'; 

mysql> GRANT ALL ON hivedb.* TO 'hivedb_user'@'%' IDENTIFIED BY 'hive@123'; 

mysql> FLUSH PRIVILEGES; 

mysql> exit 

 
 

다음 목록은 생성한 계정을 통해 hivedb 와의 연결 확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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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64  hivedb 와의 연결 확인 

$ mysql -u hivedb_user -p 

Enter password:  

Welcome to the MySQL monitor.  Commands end with ; or \g. 

Your MySQL connection id is 29 

Server version: 5.7.18-0ubuntu0.16.04.1 (Ubuntu) 

 

Copyright (c) 2000,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racle Corporation and/or its 

affiliat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Type 'help;' or '\h' for help. Type '\c' to clear the current input statement. 

 

mysql> 

 

참고로, 보안상의 이유로 MySQL database server 에 대한 원격 접근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가끔 가정이나 웹 서버에서 database 

server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음 목록은 MySQL 의 원격 접근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2.64  MySQL database server 원격 접근 활성화 

$ sudo vim /etc/mysql/mysql.conf.d/mysqld. 

# add the following line in section [mysqld] 

bind-address            = 192.168.0.7 

# save and close mysqld.cnf file 

# restart MySQL service 

$ sudo service mysql restart 

 

마지막으로, mysql-connector-java 를 Hive Metastore server host (master 

node)에 설치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Sqoop 단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mysql-connector-java.jar 파일을 /usr/local/hive/lib/  디렉터리에 복사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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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65  Hive 를 위한 mysql-connector-java 설정 

$ cp /usr/local/sqoop/lib/mysql-connector-java-5.1.42-bin.jar /usr/local/hive/lib/ 

2.7.5. Hive 시작 

Hive 를 시작하기 전에 Hadoop 을 먼저 실행시켜야 한다.  

CLI 명령어를 처음 실행할 때는, MySQL 의 hivedb 에 대한 초기 schema 가 

필요하다. 다음 명령어는 schmea 생성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2.66  Hive metastore 를 위한 Schema 초기화 

# generate database schema into hivedb 

hduser@master:/usr/local/hive$ bin/schematool -initSchema -dbType mysql 

 

참고로, 위의 명령어는 Hive 를 설정할 때 딱 한번만 실행한다. 

아래의 목록은 Hive CLI command 의 실행을 보여준다. 

Listing 2.67  Hive CLI command 시작 

hduser@master:/usr/local/hive$ bin/hive 

# On successful installation of Hive, we get to see the following response 

SLF4J: Found binding in [jar:file:/usr/local/hive/lib/log4j-slf4j-impl-

2.4.1.jar!/org/slf4j/impl/StaticLoggerBinder.class] 

SLF4J: Found binding in [jar:file:/usr/local/hadoop/share/hadoop/common/lib/slf4j-log4j12-

1.7.10.jar!/org/slf4j/impl/StaticLoggerBinder.class] 

SLF4J: See http://www.slf4j.org/codes.html#multiple_bindings for an explanation. 

SLF4J: Actual binding is of type [org.apache.logging.slf4j.Log4jLoggerFactory] 

 

Logging initialized using configuration in jar:file:/usr/local/hive/lib/hive-common-2.1.1.jar!/hive-

log4j2.properties Async: true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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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HiveServer2 설정 

HiveServer2 (HS2) 는 Hive 에 대한 쿼리 실행과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 원격 

클라이어트를 활성화하는 서버 인터페이스이다. 이는 JDBC 및 ODBC 와 같은 

open API 클라이언트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나중에 Hive 

tables 에 접근하기 위해 Hive ODBC 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 Hive ODBC 를 

사용하기 위해 HiveServer2 를 구성해야 한다. 

 인증/보안설정 

LDAP, Pluggable Custom Authentication, 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s 

(PAM)은 HiveServer2 의 모듈이며, SASL, NOSASL, Kerberos (GSSAPI)으로 

인증과 비인증을 지원한다. 이 환경설정에서는, NOSASL authentication mode 를 

사용한다. 환경설정하기 위해, hive.server2.authentication 과 NOSASL 값을 hive-

site.xml (아래 목록에 보이는 것처럼)에 추가한다. 

 SSL 암호화 

HiveServer2 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 파라미터를 SSL 을 설정해야 한다. 

hive.server2.use.SSL – Set this to true. 

hive.server2.keystore.path – Set this to your keystore path. 

hive.server2.keystore.password – Set this to your keystore password. 

다음 목록은 self-signed certificates 을 사용한 SSL 설정을 보여준다. 

Listing 2.69  자체 서명 인증서로 SSL 설정 

# Create certificate directory 

hduser@master:/usr/local/hive$ sudo mkdir certificate 

hduser@master:/usr/local/hive$ sudo chown hduser:hadoop certificate 

# Create the self signed certificate and add it to a keystore file 

hduser@master:/usr/local/hive$ keytool -genkey -alias dnslab.jnu.ac.kr -keyalg RSA -keystore 

certificate/keystore.jks -keysize 2048 

Enter keystore password:  123456 

Re-enter new password: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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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your first and last name? 

  [Unknown]:  [Enter] 

What is the name of your organizational unit? 

  [Unknown]:  [Enter] 

What is the name of your organization? 

  [Unknown]:  [Enter] 

What is the name of your City or Locality? 

  [Unknown]:  [Enter] 

What is the name of your State or Province? 

  [Unknown]:  [Enter] 

What is the two-letter country code for this unit? 

  [Unknown]:  [Enter] 

Is CN=Unknown, OU=Unknown, O=Unknown, L=Unknown, ST=Unknown, C=Unknown correct? 

  [no]:  yes 

 

Enter key password for <dnslab.jnu.ac.kr> 

 (RETURN if same as keystore password):  [Enter] 

hduser@master:/usr/local/hive$  

 

 hive-site.xml 에 설정 파라미터 추가 

아래의 목록을 따라 인증과 SSL int hive-site.xml 설정을 추가한다. 

Listing 2.70  hive-site.xml 에 설정 파라미터 추가 

$ sudo vim /usr/local/hive/conf/hive-site.xml 

# add the following parameters into hive-site.xml file 

<property> 

<name>hive.server2.use.SSL</name> 

   <value>true</value> 

   <description>enable/disable SSL </description> 

</property> 

<property> 

   <name>hive.server2.keystore.path</name> 

   <value>/usr/local/hive/certificate/keystore.jks</value> 

   <description>path to keystore file</description> 

</property> 

<property> 

   <name>hive.server2.keystore.password</name> 

   <value>123456</value> 

   <description>keystore password</description> 

</property> 

<property> 



60 

 

   <name>hive.server2.authentication</name> 

   <value>NOSASL</value> 

  <description>authentication mode</description> 

</property> 

 

2.7.7. HiveServer2 시작 

아래의 목록에 따라 HiveServer2 를 시작한다. 

Listing 2.71  HiveServer2 시작 

hduser@master:~$ cd /usr/local/hive 

hduser@master:/usr/local/hive$ bin/hiveserver2 

HiveServer2 가 시작된 이후로는 deamon service 로 동작할 것이다. 아래의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터미널에서 HiveServer2 의 실행을 확인 할 수 있다. 

Listing 2.72  HiveServer2 확인 

$ sudo netstat -tulpn | grep :10000 

# the result looks like the following 

tcp        0      0 0.0.0.0:10000           0.0.0.0:*               LISTEN      28642/java 

2.7.8. HiveServer2 Web Interface 

HiveServer2 의 Web User Interface (UI)는 configuration, logging, metrics, active 

session 정보를 제공한다. Web UI 는 기본 port 인  10002 (http://master:10002) 

port 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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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iveServer2 Web User Interface 

 Hbase 설치 

2.8.1. 필수 요구 software 설치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안정적인 Hbase 1.2.6 버전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Hadoop 2.x, Java 8,  Zookeeper 3.4.x 이 요구된다. Hadoop 2.7.3 과 Java 8 설치는 

이전에 이미 다루었다. 이번 섹션에서는 Zookeeper 3.4.10 의 설치를 설명한다.[17] 

 Zookeeper 다운로드 및 설치 

Listing 2.73  Zookeeper 다운로드 및 설치 

hduser@master:~$ cd /usr/local 

hduser@master:/usr/local$ sudo wget http://apache.tt.co.kr/zookeeper/stable/zookeeper-

3.4.10.tar.gz 

hduser@master:/usr/local$ sudo tar -xzvf zookeeper-3.4.10.tar.gz 

hduser@master:/usr/local$ sudo mv zookeeper-3.4.10 zookeeper 

hduser@master:/usr/local$ sudo chown -R hduser:hadoop zoo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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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Zookeeper Environment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 끝부분에 추가한다. 

Listing 2.74  /home/hduser/.bashrc 에서 Zookeeper 환경 설정 

# Set Zookeeper related variables 

export ZOOKEEPER_HOME="/usr/local/zookeeper" 

# Add Zookeeper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ZOOKEEPER_HOME/bin 

 

그 다음, $ source ~/.bashrc 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Zookeeper 설정 

Zookeeper 를 셋업하기 위해 하나의 머신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목록처럼 conf/zoo_sample.cfg 의 기본적인 셋팅을 conf/zoo.cfg 에 복사하여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Listing 2.74  Zookeeper 설정 

# create directory for storing Zookeeper data 

hduser@master:~$ sudo mkdir -p /app/zookeeper/data 

hduser@master:~$ sudo chown -R hduser:hadoop /app/zookeeper/ 

 

# make zoo.cfg file in conf folder 

hduser@master:~$ cd /usr/local/zookeeper 

hduser@master:/usr/local/zookeeper$ cp conf/zoo_sample.cfg conf/zoo.cfg 

hduser@master:/usr/local/zookeeper$ sudo vim conf/zoo.cfg 

# update directory which use to store Zookeeper data 

dataDir=/app/zookeep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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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zoo.cfg 파일에서 Zookeeper server 는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도록 2181 

port 번호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었다. 

 Zookeeper 시작 

Zookeeper 는 Hbase 를 실행하기 전에 실행해야 한다. 다음 목록은 Zookeeper 

server 실행 명령을 보여준다. 

Listing 2.74  Zookeeper 시작 

hduser@master:~$ cd /usr/local/zookeeper 

hduser@master:/usr/local/zookeeper$ bin/zkServer.sh start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ZooKeeper JMX enabled by default 

Using config: /usr/local/zookeeper/bin/../conf/zoo.cfg 

Starting zookeeper ... STARTED 

명령어 jps 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Zookeeper 를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2.75  Zookeeper 확인 

hduser@master:~$ jps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28642 RunJar 

26099 SecondaryNameNode 

31397 Jps 

25862 NameNode 

31352 QuorumPeerMain 

26283 ResourceManager 

위의 결과에서, QuorumPeerMain 이 실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Zookeeper Server 가 실행중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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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Hbase 다운로드 및 설치 

“wget” 명령어를 사용하여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hbase/stable/에서 최신의 안정적인 

Hbase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tar “zxvf”명령어를 사용하여 압축을 해제 한다. 

Listing 2.76  Hbase 다운로드 및 설치 

hduser@master:~$ cd /usr/local 

hduser@master:/usr/local$ sudo wget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hbase/stable/ 

hbase-1.2.6-bin.tar.gz 

hduser@master:/usr/local$ sudo tar -xzvf hbase-1.2.6-bin.tar.gz 

hduser@master:/usr/local$ sudo mv hbase-1.2.6 hbase 

hduser@master:/usr/local$ sudo chown -R hduser:hadoop hbase 

 

참고로, Hbase 의 다운로드 및 설치는 master node 에서만 이루어진다. 환경설정 

이후에 Hbase 를 모든 slave node 에 복사할 것이다. 

2.8.3. Hbase 환경 설정 

다음 라인을 사용자 hduser 의 $HOME/.bashrc 파일 끝부분에 추가한다. 

Listing 2.77  /home/hduser/.bashrc 에서 Hive 환경설정 

# Set Hbase related variables 

export HBASE_HOME="/usr/local/hbase" 

# Add Hbase bin/ directory to PATH 

export PATH=$PATH:$HBASE_HOME/bin 

 

참고로, 이 단계는 cluster 의 모든 node 에 수행해야한다. 그 다음, $ source 

~/.bashrc 을 사용하여 현재 shell script 에 셋팅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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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Hbase 설정 

HBase 는 Apache Hadoop 과 똑 같은 환경설정 시스템을 사용한다. 환경설정 

파일은 conf/ 디렉터리에 위치해 있으며, cluster 의 각 node 를 위해 sync 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의 세 파일을 환경설정 할 것이다: hbase-env.sh, hbase-site.xml, 

regionservers. 

Listing 2.78  in hbase-env.sh 파일에서 JAVA_HOME 설정 

$ cd /usr/local/hbase 

$ sudo vim conf/hbase-env.sh 

# Add the following code into hbase-env.sh file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penjdk-amd64 

다음으로, hbase-site.xml 파일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Listing 2.79  hbase-site.xml 에서 Hbase 파라미터 설정 

hduser@master:~$ cd /usr/local/hbase 

hduser@master:/usr/local/hbase$ sudo vim conf/hive-site.xml 

# add the following settings inside <configuration> tag 

 <property> 

    <name>hbase.rootdir</name> 

    <value>hdfs://master:9000/hbase</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zookeeper.quorum</name> 

   <value>master</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zookeeper.property.dataDir</name> 

     <value>/app/zookeeper/data</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cluster.distributed</name> 

    <value>true</valu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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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Base cluster 에서 RegionServer 로 실행되는 host 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plain-text 파일인 regionservers 파일을 설정한다. 

Listing 2.80  RegionServer 설정 

hduser@master:/usr/local/hbase$ sudo vim conf/regionservers 

# replace localhost by two slave nodes 

slave01 

slave02 

 

master node 에서 Hbase 의 설치를 마쳤다. 다음으로, 아래의 목록을 따라 

Hbase 의 환경설정을 상기 cluster 의 모든 slave node 에 분배한다. 

Listing 2.81  slaves 에  hbase 디렉터리 만들기 (slaves node 에서 실행) 

# Make hbase directory on slave01 and slave02 by following the command below 

$ sudo mkdir /usr/local/hbase 

$ sudo chown -R hduser:hadoop /usr/local/hbase 

 

Listing 2.82  slaves 에  hbase 디렉터리 분배(master node 에서 실행) 

# Copy hbase directory from master to slave01 and slave02 

$ scp -r /usr/local/hbase/* hduser@slave01:/usr/local/hbase/ 

$ scp -r /usr/local/hbase/* hduser@slave02:/usr/local/hbase/ 

 

2.8.5. Hbase 시작 

먼저 HDFS 와 Zookeeper Server 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 명령어를 따라 HBase 를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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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83  Hbase (master node 에서 실행) 시작 

$ cd /usr/local/hbase 

$ bin/start-hbase.sh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starting master, logging to /usr/local/hbase/bin/../logs/hbase-hduser-master-master.out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Max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slave02: starting regionserver, logging to /usr/local/hbase/bin/../logs/hbase-hduser-regionserver-

slave02.out 

slave01: starting regionserver, logging to /usr/local/hbase/bin/../logs/hbase-hduser-regionserver-

slave01.out 

slave02: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slave02: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Max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slave01: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slave01: OpenJDK 64-Bit Server VM warning: ignoring option MaxPermSize=128m; support was 

removed in 8.0 

 

 Hbase 확인 

master node 의 Hbase daemons 를 확인한다. 

Listing 2.84  master 에서 Hbase daemons 확인 

hduser@master:/usr/local/hbase$ jps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28642 RunJar 

26099 SecondaryNameNode 

1141 HMaster 

25862 NameNode 

31352 QuorumPeerMain 

26283 ResourceManager 

1374 Jps 

slaves node 의 Hbase daemons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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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2.85  slaves 에서 Hbase daemons 확인 

# Verify Hbase daemons on slave01 

hduser@slave01:~$ jps 

20661 NodeManager 

20519 DataNode 

22062 Jps 

21839 HRegionServer 

# Verify Hbase daemons on slave02 

hduser@slave02:~$ jps 

2360 HRegionServer 

1241 DataNode 

2650 Jps 

1340 NodeManager 

 

위의 결과에서, HMaster 와 HRegionServer 는 master node 와 slave node 에서 

실행되는 Hbase 의 각각의 daemon 서비스이다. 

 Hbase 정지 

다음 명령어를 따라 HBase 를 정지시킨다. 

Listing 2.86  Hbase (master node 에서 실행)정지 

$ cd /usr/local/hbase 

$ bin/stop-hbase.sh 

2.8.6. Hbase Web User Interface 

Master 는 기본 port 번호인 16010 (http://master:16010)으로 web-interface 를 

실행한다. Master web UI 는 생성된 tables 과 해당 정의를 나열한다. 

(ColumnFamilies, blocksize, 등). 또한, cluster 에서 이용 가능한 RegionServers 는 

선택된 high-level metrics (requests, number of regions, usedHeap, maxHeap)과 함께 

나열되며, Master web UI 를 사용하면 RegionServer 의 web UI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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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he Master Web User Interface 

RegionServers 는 기본 port 번호인 16030 (http://master:16030)으로 web-

interface 를 실행한다. RegionServer web UI 는 생성된 online regions 과 start/end 

keys 뿐만 아니라 특정한 때의 RegionServer metrics (requests, regions, 

storeFileIndexSize, compactionQueueSize 등) 또한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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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he RegionServer Web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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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빅 데이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빅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모듈 사용법 

방대한 양의 농업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와 센서, 농업 웹 마켓 등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통해 생성된다. 게다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대량의 

데이터는 MySQL 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Oracel 과 같은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다양한 선택 사항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세가지 주요 접근법이 연구되었다: 

 기록된 비정형 데이터 수집 

- 날씨 데이터, 웹 제품 가격 데이터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수집 

- 날씨 데이터, 웹 제품 가격 데이터 

 정형 데이터 수집 

- 농장, CSV file 또는 MySQL 의 수입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네가지 종류의 데이터 저장소가 있다. 

 HDFS 를 사용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 

- web 에서 수집한 Raw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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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e 와 Hbase 를 사용한 정형 데이터 저장소 

- CSV file 또는 MySQL 의 데이터 

- 전처리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MySQL 를 사용한 정형 데이터 저장소 

- 정적 데이터 

- 출력 데이터 

 

그림 12. 데이터 수집 모듈 개요 

 

이번 섹션에서는, 웹 페이지에서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배치를 설명한다. 이러한 두가지 종류의 정보는 사업 프로세스의 

분석 및 개선 뿐만 아니라 농업 사업체의 생산성 예측에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CSV 파일 또는 MySQL 데이터를 HDFS 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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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저장을 위한 데이터 구조 및 스키마의 예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1. 날씨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농업 발전에 있어서 날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감안할 때, 역사적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시간, 일일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각 저장소 종류에 따른 날씨 데이터 구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데이터 구조 

 HDFS 의 날씨 데이터 

hourly_weather.csv 

1052016041514,105,2016-04-15 02:00 PM,22,90, 

1052016041515,105,2016-04-15 03:00 PM,20,100,Rain 

… 

 

daily_weather.csv 

10120160415,101,2016-04-15,25,20,15,100,28,39 

10520160415,105,2016-04-15,29,22,16,100,63,27 

… 

 Hive 의 날씨 데이터 

- Table hourly_weather 

rowkey area_code time temp humi event 

1052016041314 105 2017-01-13 02:00 PM 2 80  

1052016041315 105 2017-01-13 03:00 PM 1 90 Snow 

… … … … … … 

- Table daily_weather 

rowkey area_code datetime temp_high temp_avg temp_low humi_high humi_avg humi_low event 

10120160415 101 2016-04-15 25 20 15 100 7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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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160415 105 2016-04-15 29 22 16 100 63 27 Rain 

… … … … … … … … …  

 Hbase 의 날씨 데이터 

- Table hourly_weather 

rowkey context weather 

 area_code time temp humi event 

1052016041314 105 2017-01-13 14:00 2 80  

1052016041315 105 2017-01-13 15:00 1 90 Snow 

… … … … … … 

- Table daily_weather 

rowkey context temperature humidity event 

 area_code datetime temp_high temp_avg temp_low humi_high humi_avg humi_low info 

10120160415 101 2016-04-15 25 20 15 100 78 39  

10520160415 105 2016-04-15 29 22 16 100 63 27 Rain 

… … … … … … … … …  

 data schemas 생성 

먼저, 날씨 데이터를 HBase 에 저장하기 위해 스키마를 만들어야 한다. 

Listing 3.1  날씨 데이터 저장을 위한 Hbase tables 생성 

hduser@master:/usr/local/hbase$ bin/start-hbase.sh 

hduser@master:/usr/local/hbase$ bin/hbase shell 

hbase(main):006:0> create 'hourly_weather','context','weather_info' 

0 row(s) in 4.6210 seconds 

=> Hbase::Table - hourly_weather 

hbase(main):007:0> create 'daily_weather','context','temperature','humidity','event' 

0 row(s) in 4.4700 seconds 

=> Hbase::Table - daily_weather 

다음으로, Hive mapping 과 Hbase tables 에 날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야 한다. 

Listing 3.2  날씨 데이터 저장을 위한 Hive tables 생성 

hduser@master:/usr/local/hive$ bin/hive 

hive> CREATE DATABASE agri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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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Time taken: 0.289 seconds 

hive> CREATE EXTERNAL TABLE hourly_weather(rowkey STRING, area_code STRING, time STRING, 

temp INT, humi INT, event STRING)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hbase.HBaseStorageHandler' 

    WITH SERDEPROPERTIES ('hbase.columns.mapping' = ':key, context:area_code, context:time, 

weather_info:temp, weather_info:humi, weather_info:event') 

    TBLPROPERTIES ('hbase.table.name' = 'hourly_weather'); 

OK 

Time taken: 0.639 seconds 

 

hive> CREATE EXTERNAL TABLE daily_weather(rowkey STRING, area_code STRING, datetime 

STRING, temp_high INT, temp_avg INT, temp_low INT, humi_high INT, humi_avg INT, humi_low 

INT, event STRING)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hbase.HBaseStorageHandler' 

WITH SERDEPROPERTIES ('hbase.columns.mapping' = ':key, context:area_code, context:datetime, 

temperature:temp_high, temperature:temp_avg, temperature:temp_low, humidity:humi_high, 

humidity:humi_avg, humidity:humi_low, event:info') 

    TBLPROPERTIES ('hbase.table.name' = 'daily_weather'); 

OK 

Time taken: 0.26 seconds 

 

 기록된 날시 데이터 수집 

이 모듈은 웹에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jar 파일 

형식으로 패키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한다.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historical_weather_

collector.jar 

다음 목록에서는 기록된 기상 데이터 수집 모듈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3  기록된 날씨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duser@master:~$ sudo mkdir -p /app/platform/data_collector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hduser@master:/app/platform/data_collector$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historical_weather_collec

tor.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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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 코드를 알아야 

한다. 아래 표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번호이다. 

Table 2. 한국의 지역 목록 

No. Area code Region Name 

1 101 Busan 

2 102 Cheongju 

3 103 Daegu 

4 104 Gunsan 

5 105 Gwangju 

6 106 Jeju 

7 107 Pyeongtaek 

8 108 Seosan 

9 109 Seoul 

10 110 Wonju 

11 111 Yangyang 

이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유효한 네 가지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Area_code: the number that is defined in the table above. 

 Start_date: the start date of data collecting in yyyy-MM-dd format. 

 End_date: the end date of data collecting in yyyy-MM-dd format. 

 Output_path: the path to the output folder. 

다음 목록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4  기록된 날씨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 making output folder 

$ sudo mkdir -p /home/hduser/data/weather 

$ sudo chown -R hduser:hadoop /home/hdus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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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application 

$  java -jar historical_weather_collector.jar 101 2016-01-01 2016-12-31 

/home/hduser/data/weather 

# the result showing on screen looks like the following 

10120160101,101,2016-01-01,8,4,0,100,84,57, 

10120160102,101,2016-01-02,12,7,2,100,87,71, 

10120160103,101,2016-01-03,12,8,4,100,96,72, 

10120160104,101,2016-01-04,9,6,3,100,82,61, 

10120160105,101,2016-01-05,3,2,0,75,60,44, 

10120160106,101,2016-01-06,6,2,-2,81,64,44, 

10120160107,101,2016-01-07,5,3,1,100,76,61,Rain 

10120160108,101,2016-01-08,5,3,1,100,79,53,Snow 

10120160109,101,2016-01-09,6,3,0,100,77,53, 

10120160110,101,2016-01-10,7,3,0,100,74,53,  

… 

수집이 끝난 후, output 폴더의 ‘/home/hduser/data/weather/101-20160101-

20161231.csv’ 파일에서 output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 

날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2 단계: 

- 매 시간마다 기상 website 에서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csv 

형식으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한다. 

- Flume 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의 data 를 HDFS 로 전송한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델은 그림 13 과 같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아래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다.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realtime_weather_c

ollector.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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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록에서는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 모듈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5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hduser@master:/app/platform/data_collector$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realtime_weather_collect

or.jar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는, 표 2 와 같이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 번호를 알아야한다. 다음 목록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6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 making output folder 

$ sudo mkdir -p /home/hduser/data/weather/realtime 

$ sudo chown hduser:hadoop /home/hduser/data/weather/realtime 

# running application 

$  java -jar realtime_weather_collector.jar 105 /home/hduser/data/weather/realtime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그림 13. Apache Flume을 사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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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ther in Gwangju is updated at Mon Jul 24 13:00:00 KST 2017 

Inserted 1 record(s) at Mon Jul 24 13:05:12 KST 2017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수집기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Flume agent 를 

설정하고 마스터 노드에서 실행시켜야 한다. 

다음 목록은 Flume agent 의 설정을 보여준다. 

Listing 3.6  날씨 데이터 수집을 위한 Flume agent 설정 

hduser@master:~$ cd /usr/local/flume 

# making a configuration file for a Flume agent 

$ sudo vim conf/gwangju_weather_agent.conf 

# add the following configuration into gwangju_weather_agent.conf file 

# Naming the components on the current agent.  

gwangjuWeatherAgent.sources = data 

gwangjuWeatherAgent.channels = MemChannel 

gwangjuWeatherAgent.sinks = store 

# Describing/Configuring the source  

gwangjuWeatherAgent.sources.data.type = exec 

gwangjuWeatherAgent.sources.data.command = tail -F 

/home/hduser/data/weather/realtime/Gwangju.txt 

# Describing/Configuring the sink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type = hdfs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path = hdfs://master:9000/flume/data/weather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fileType = DataStream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filePrefix = gwangju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writeFormat = Text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batchSize = 1000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rollSize = 0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hdfs.rollCount = 10000 

# Describing/Configuring the channel  

gwangjuWeatherAgent.channels.MemChannel.type = memory 

gwangjuWeatherAgent.channels.MemChannel.capacity = 10000 

gwangjuWeatherAgent.channels.MemChannel.transactionCapacity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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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ding the source and sink to the channel 

gwangjuWeatherAgent.sources.data.channels = MemChannel 

gwangjuWeatherAgent.sinks.store.channel = MemChannel 

 

위 목록에서 설정 파일의 이름을 표 2 에 표시된 영역 이름으로 지정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예를 들어, Gwangju) 을 “.txt”와 함께 사용해 이름 지은 

텍스트파일을 agent 의 source 로 설정한다. 

또한, data 를 HDFS 의 hdfs://master:9000/flume/data/weather 에 저장하기 

위해 sink를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Flume agent를 실행하기 전에 이 디렉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디렉터리는 또한 다른 agent 의 data 저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Listing 3.7  실시간 날씨 데이터 저장을 위해 HDFS 에 디렉터리 생성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p /flume/data/weather 

hduser@master:~$ hadoop dfs -chown -R hduser:hadoop /flume/data/weather 

실시간 기상 수집기가 광주 날씨를 수집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후에 

HDFS 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Flume agent 를 실행할 것이다. 

Listing 3.8  날씨 데이터 수집을 위한 Flume agent 시작 

hduser@master:~$ cd /usr/local/flume 

hduser@master:/usr/local/flume$ bin/flume-ng agent -n gwangjuWeatherAgent -c conf -f 

conf/gwangju_weather_agent.conf 

Agent 실행 후, 데이터가 Gwangju.txt 에 입력 될 때마다, Flume 은 이를 HDFS 에 

전송한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HDFS web user interface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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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DFS 의 실시간 날씨 데이터 

  

또한, 다음과 같이 HDFS client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9  HDFS 에서 실시간 날씨 데이터 확인 

# list out the files of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ls /flume/data/weather/ 

Found 1 items 

-rw-r--r--   2 hduser hadoop         46 2017-07-24 17:34 

/flume/data/weather/gwangju.1500885259030 

hduser@master:/usr/local/flume$ 

# view data in a specific file 

hduser@master:~$ hadoop dfs -cat /flume/data/weather/gwangju.1500885259030 | head 

# the result looks as follows. 

DEPRECATED: Use of this script to execute hdfs command is deprecated. 

Instead use the hdfs command for it. 

 

1052017072414,105,2017-07-24 02:00 PM,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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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agent 는 한 시간에 한 개의 실시간 날씨 데이터 record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Flume agents 를 

만들수 있다. 

3.1.2. 농산물 가격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본 챕터에서는 기록된 농산물 가격 데이터와 실시간 농산물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 제시한다. 농산물 가격은 농업 웹 사이트에서 

추출한다. 그러나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HTTP 요청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몇 초가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동안에,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 웹 사이트들은 크롤링 하기위해 많은 HTTP 요청이 

필요한 여러 페이지를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Seobu 

market 웹 사이트에서, 농산물 가격 데이터는 하루에 약 600 쪽에 달한다. 또한, 

데이터는 몇 분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그러므로, crawling 시스템은 

데이터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병렬 및 실시간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이 같은 기록된 농산물 가격 데이터를 위해 

Hadoop/MapReduce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HDFS 에 전송하기 위해 Flume 을 사용한다. 

 데이터 구조 

 HDFS 의 제품 가격 데이터 

product_price.csv 

100120160102100001,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없음,10000,1 

100120160102100002,1001,Seobu-market,2016-01-02 09:12:54,딸기(설향),1 kg,특,13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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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e 의 제품 가격 데이터 

- Table product_price 

rowkey market_code market_name datetime item_name unit rating price quantity 

100120160102100001 1001 Seobu-market 2016-04-15 

09:38:52 
딸기(설향) 1 kg 없음 10000 1 

100120160102100002 1001 Seobu-market 2016-04-15 

09:12:54 
딸기(설향) 1 kg 특 13000 34 

… …  … … … … …  

 Hbase 의 날씨 데이터 

- Table product_price 

rowkey context product 

 market_code market_name datetime name unit rating price quantity 

100120160102100001 1001 Seobu-market 2016-04-15 

09:38:52 
딸기(설향) 1 kg 없음 10000 1 

100120160102100002 1001 Seobu-market 2016-04-15 

09:12:54 
딸기(설향) 1 kg 특 13000 34 

… … … … … … … … … 

 데이터 schemas 생성 

먼저, Hbase 에 생산품 가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chema 를 생성한다. 

Listing 3.10  Creating Hbase tables for storing product price data 

hduser@master:/usr/local/hbase$ bin/start-hbase.sh 

hduser@master:/usr/local/hbase$ bin/hbase shell 

hbase(main):006:0> create 'product_price','context','product' 

0 row(s) in 2.5210 seconds 

=> Hbase::Table - product_price 

다음으로, Hive mapping 와 HBase tables 를 통해 제품 가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chema 를 생성한다. 

Listing 3.11 제품 가격 데이터 저장을 위한 Hive tables 생성 

hduser@master:/usr/local/hive$ bin/hive 

hive> USE agribigdata; 

OK 

Time taken: 0.018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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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 CREATE EXTERNAL TABLE product_price(rowkey STRING, market_code STRING, 

market_name STRING, datetime STRING, name STRING, unit STRING, rating STRING, price INT, 

quantity INT)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hbase.HBaseStorageHandler' 

    WITH SERDEPROPERTIES ('hbase.columns.mapping' = ':key, context:market_code, 

context:market_name, context:datetime, product:name, product:unit, product:rating, 

product:price, product:quantity') TBLPROPERTIES('hbase.table.name' = 'product_price'); 

OK 

Time taken: 1.404 seconds 

 

 기록된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각 농업 시장 website 에서 제품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MapReduce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본 사용자 메뉴얼에서는, 광주 Seobu 시장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18]. website 는 http://seobu-

market.gwangju.go.kr 에서 이용할 수 있다. web user interface 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5. Seobu-market Web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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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Reduce 를 사용해 상품 가격을 수집하는 주요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Event를 통한 MapReduce는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map과 reduce라는 두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HDFS 에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reduce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reduce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shuffle 과 정렬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Hadoop 을 사용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델은 그림 16 에서 보여준다. 

다음으로, MapRedu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 목록은 기록된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모듈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12  기록된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hduser@master:/app/platform/data_collector$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historical_price_collector.jar 

이 과정 이후, 농산품 가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HDFS 에 디렉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목록을 따른다. 

그림 16. MapReduce 를 사용한 농업 제품 가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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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13  HDFS 에 농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디렉터리 생성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p /agriculture/data/price/seobu 

hduser@master:~$ hadoop dfs -chown -R hduser:hadoop /agriculture 

다음으로, MapReduc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는, 제품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시장의 코드를 알아야 

한다. 아래의 표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켓 코드의 목록이다. 

Table 3. 한국의 농업 시장 목록 

No. Market Code Market Name 

1 1001 Seobu-market 

2 1002 Eomgung-market 

… … … 

다음 목록은 Seobu-market 에서 제품 가격을 수집하는 예이다. 

Listing 3.14  기록된 제품가격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 make sure that you already started hadoop, then 

# running application  

$  hadoop jar historical_product_price_collector.jar 1001 2016 

/agriculture/data/price/seobu/2016 

데이터 수집 이후에, 아래와 같이 /agriculture/data/price/seobu/2016 폴더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Listing 3.15  HDFS 의 제품 가격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price/seobu/2016/part-m-00000  | head 

# the result looks as follows. 

DEPRECATED: Use of this script to execute hdfs command is deprecated. 

Instead use the hdfs command for it. 

 

100120160102100001,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특,14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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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160102100002,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특,14000,20 

100120160102100003,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특,14000,25 

100120160102100004,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상,13800,65 

100120160102100005,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보통,11000,21 

100120160102100006,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4 등,7500,2 

100120160102100007,1001,Seobu-market,2016-01-02 09:38:52,딸기(설향),1 kg,없음,10000,1 

100120160102100008,1001,Seobu-market,2016-01-02 09:12:54,딸기(설향),1 kg,특,13000,34 

100120160102100009,1001,Seobu-market,2016-01-02 09:12:54,딸기(설향),1 kg,상,11000,3 

100120160102100010,1001,Seobu-market,2016-01-02 09:12:54,딸기(설향),1 kg,보통,8000,1 

…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실시간 날씨 데이터 수집과 비슷하게,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또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30 분 마다 자동으로 농업 마켓 웹사이트의 제품 가격을 수집하고, 

csv 형식의 text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 Flume 을 사용하여 text 파일의 데이터를 HDFS 로 자동전송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아래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다.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realtime_price_coll

ector.jar 

다음 목록은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모듈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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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16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hduser@master:/app/platform/data_collector$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collector/realtime_price_collector.j

ar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제품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는 표 3 과 같이 제품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시장의 코드를 알아야 한다. 다음 목록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방법을 보여 

준다. 

Listing 3.17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collector 

# making output folder 

$ sudo mkdir -p /home/hduser/data/price/realtime 

$ sudo chown -R hduser:hadoop /home/hduser/data/price 

# running application 

$  java -jar realtime_price_collector.jar 1001 /home/hduser/data/price/realtime 

# the result looks as the following 

Gwangju: The price is up-to-date at Tue Sep 12 16:49:10 KST 2017 

Gwangju: The last item is updated at Tue Sep 12 10:15:28 KST 2017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수집기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Flume 

agent 를 설정하고 master node 에서 실행시켜야 한다. 

다음 목록은 Flume agent 의 설정을 보여준다. 

Listing 3.18  제품 가격 데이터 수집을 위한 Flume agent 설정  

hduser@master:~$ cd /usr/local/flume 

# making a configuration file for a Flume agent 

$ sudo vim conf/seobu_product_price_agent.conf 

# add the following configuration into seobu_product_price_agent.con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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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ing the components on the current agent 

seobuPriceAgent.sources = data 

seobuPriceAgent.channels = memChannel 

seobuPriceAgent.sinks = store 

 

# Describing/Configuring the source 

seobuPriceAgent.sources.data.type = exec 

seobuPriceAgent.sources.data.command = tail -F /home/hduser/data/price/realtime/Seobu-

market.txt 

seobuPriceAgent.sources.data.batchSize = 10000 

seobuPriceAgent.sources.data.batchTimeout = 5000 

 

# Describing/Configuring the sink 

 

seobuPriceAgent.sinks.store.type = hdfs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path = hdfs://master:9000/flume/data/price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fileType = DataStream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filePrefix = Seobu-market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writeFormat = Text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batchSize = 1000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rollSize = 0 

seobuPriceAgent.sinks.store.hdfs.rollCount = 10000 

 

# Describing/Configuring the channel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type = memory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capacity = 10000 

seobuPriceAgent.channels.memChannel.transactionCapacity = 10000 

 

# Binding the source and sink to the channel 

seobuPriceAgent.sources.data.channels = memChannel 

seobuPriceAgent.sinks.store.channel = memChannel 

 

위의 목록에서 설정 파일의 이름을 Table 3 과 같이 마켓 이름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마켓 이름(예를 들어, Seobu-market) 을 “.txt”와 함께 사용해 이름 지은 

텍스트파일을 agent 의 source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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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를 HDFS 의 hdfs://master:9000/flume/data/price 에 저장하기위해 

Sink 를 설정 한다. 이를 위해, Flume agent 를 실행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디렉터리를 생성해야 한다. 이 디렉터리는 다른 에이전트들의 데이터 저장을 

위해 쓰인다. 

Listing 3.19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저장을  위해 HDFS 에 디렉터리 생성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p /flume/data/price 

hduser@master:~$ hadoop dfs -chown -R hduser:hadoop /flume/data 

제품 가격 수집을 위한 실시간 제품 가격 수집기가 실행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HDFS 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Flume agent 를 실행한다. 

Listing 3.20  제품 가격 수집을 위한 Flume agent 시작 

hduser@master:~$ cd /usr/local/flume 

hduser@master:/usr/local/flume$ bin/flume-ng agent -n seobuPriceAgent -c conf –f 

conf/seobu_product_price_agent.conf 

Agent 실행 이후, Flume 은 Seobu-market.txt 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이 

데이터를 HDFS 에 전송한다. 다음 HDFS 클라이언트의 명령어를 따라 파일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Listing 3.21  HDFS 의 실시간 제품 가격 데이터 확인 

# list out the files of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ls /flume/data/price/ 

Found 1 items 

-rw-r--r--   2 hduser hadoop         318 2017-07-26 00:12 /flume/data/price/Seobu-market. 

1500995555031 

hduser@master:/usr/local/flume$ 

# view data in a specific file 

hduser@master:~$ hadoop dfs -cat /flume/data/price/Seobu-market. 1500995555031 | head 

# the result looks as follows. 

DEPRECATED: Use of this script to execute hdfs command is deprecated. 

Instead use the hdfs command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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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170725100001,1001,Seobu-market,2017-07-25 10:06:27,복숭아(천홍),10 kg,특,3000,2 

100120170725100002,1001,Seobu-market,2017-07-25 10:06:26,포도(캠벨얼리),3 

kg,등외,8000,26 

100120170725100003,1001,Seobu-market,2017-07-25 10:06:23,복숭아(천홍),10 kg,특,5000,4 

… 

3.1.3. CSV 파일에서 HDFS 로 데이터 전송 

이번 섹션에서는, local 머신의 CSV 데이터를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s에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이전 섹션에서 수집된 기록된 날씨 

데이터와 농업 데이터(한국 농작 데이터)를 HDFS 에 전송한다. 샘플 데이터는 

우리의 저장소인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datasets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먼저 기록된 날씨 데이터를 HDFS 에 전송한다. 

Listing 3.21  HDFS 에 기록된 날씨 데이터 전송 

# create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p /agriculture/data/weather 

hduser@master:~$ hadoop dfs -chown -R hduser:hadoop /agriculture/data 

# copy historical weather data to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copyFromLocal ~/data/weather/*.csv 

/agriculture/data/weather/ 

# verify data in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ls /agriculture/data/weather/ 

Found 2 items 

-rw-r--r--   2 hduser hadoop      17575 2017-07-26 10:22 /agriculture/data/weather/101-20160101-

20161231.csv 

-rw-r--r--   2 hduser hadoop      17460 2017-07-26 10:22 /agriculture/data/weather/105-20160101-

20161231.csv 

 

다음으로, 아래에 설명한 *.csv 파일로 된 한국 농작 데이터(2015)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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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orea Nongjak data 2015 

No. File Name (*.csv) Description 

1 cfarm 농업인 일반정보 

2 corp 법인  일반정보 

3 family 농업인,종사자,동거인 정보 

4 nongjak 농작물생산 

5 sisul 가축사육시설 

6 mnft 유통및가공 

7 incm 추정소득(농업조수입/농업소득) 

8 fotdb 추정소득(농외소득/자산/부체) 

9 eqpt 시설 

 

한국 농작 데이터가 /home/hduser/data/korea_nongjak_2015/  디렉터리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제, 다음 목록을 따라 HDFS 의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Listing 3.22  HDFS 에 Korea Nongjak data 2015 전송 

# create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p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 

hduser@master:~$ hadoop dfs -chown -R hduser:hadoop /agriculture/data 

# copy Korea Nongjak data to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copyFromLocal ~/data/korea_nongjak_2015/*.csv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 

# verify data in weather directory in HDFS 

hduser@master:~$ hadoop dfs -ls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 

Found 9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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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r--r--   2 hduser hadoop  256347366 2017-07-26 11:32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cfarm.csv 

-rw-r--r--   2 hduser hadoop    1115517 2017-07-26 11:32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corp.csv 

-rw-r--r--   2 hduser hadoop   30663245 2017-07-26 11:32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eqpt.csv 

-rw-r--r--   2 hduser hadoop  102432367 2017-07-26 11:32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family.csv 

-rw-r--r--   2 hduser hadoop   80337732 2017-07-26 11:32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fotdb.csv 

-rw-r--r--   2 hduser hadoop  378325374 2017-07-26 11:33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incm.csv 

-rw-r--r--   2 hduser hadoop  124299037 2017-07-26 11:33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mnft.csv 

-rw-r--r--   2 hduser hadoop 2064685756 2017-07-26 11:36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nongjak.csv 

-rw-r--r--   2 hduser hadoop   33032596 2017-07-26 11:36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sisul.csv 

 

3.1.4. HDFS 에서 Hive 와 Hbase 로 데이터 전송 

HDFS 의 데이터와 CSV 파일의 데이터를 Hive 와 Hbase 로 전송하기 위해, 1) 

HDFS 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인지, 2) hive tables 와 hbase 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섹션에서는, HDFS 의 기록된 날씨 데이터를 Hive 와 Hbase 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로, 이전 섹션에서 기록된 날씨 데이터를 위해서 Hive 

table 과 Hbase table 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HBase table 를 참조한 Hive table 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data 를 테이블로 직접 불러올 수 없다. 이를 

실행했다면, 아래와 같은 예외가 출력될 것이다. 

FAILED: SemanticException [Error 10101]: A non-native table cannot be used as target for LOAD 

따라서 CSV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normal Hive table 을 생성하고 insert 

overwrite statement 를 write 해야한다. 다음을 따라 진행한다. 

아래와 같이 daily_weather_stg staging table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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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23  기록된 날씨 데이터를 저장하는 normal Hive table 생성 

hduser@master:/usr/local/hive$ bin/hive 

hive> CREATE DATABASE agribigdata; 

OK 

Time taken: 0.282 seconds 

hive> CREATE TABLE daily_weather_stg(rowkey STRING, area_code STRING, datetime STRING, 

temp_high INT, temp_avg INT, temp_low INT, humi_high INT, humi_avg INT, humi_low INT, event 

STRING) 

OK 

Time taken: 0.716 seconds 

다음 목록은 HDFS 의 CSV 파일의 데이터를 normal Hive table 

‘daily_weather_stg’로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24  normal Hive table 생성 

hive> CREATE TABLE daily_weather_stg(rowkey STRING, area_code STRING, datetime STRING, 

temp_high INT, temp_avg INT, temp_low INT, humi_high INT, humi_avg INT, humi_low INT, event 

STRING)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OK 

Time taken: 0.722 seconds 

다음 목록은 HDFS 의 CSV 파일의 데이터를 normal Hive table 

‘daily_weather_stg’로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Listing 3.25  HDFS 의 CSV 파일에서 Hive 로 날씨 데이터 불러오기 

hive> LOAD DATA INPATH '/agriculture/data/weather/*.csv' INTO TABLE daily_weather_stg; 

Loading data to table agribigdata.daily_weather_stg 

OK 

Time taken: 0.383 seconds 

참고로, LOAD DATA INPATH 명령어는 /agriculture/data/weather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제거한다. 

이제, 이 내용을 insert overwrite statement 를 사용하여 daily_weather table 에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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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26  daily_weather_stg 에서 daily_weather 로 날씨 데이터 복사 

hive> INSERT OVERWRITE TABLE daily_weather SELECT * FROM daily_weather_stg; 

# the process is as the following 

Query ID = hduser_20170726141544_ea07d7cf-9d4b-4cb2-b8ac-4c39fb35a54d 

Total jobs = 1 

Launching Job 1 out of 1 

Number of reduce tasks is set to 0 since there's no reduce operator 

Job running in-process (local Hadoop) 

2017-07-26 14:15:47,182 Stage-1 map = 0%,  reduce = 0% 

2017-07-26 14:15:48,207 Stage-1 map = 100%,  reduce = 0% 

Ended Job = job_local388121775_0001 

MapReduce Jobs Launched:  

Stage-Stage-1:  HDFS Read: 137893 HDFS Write: 0 SUCCESS 

Total MapReduce CPU Time Spent: 0 msec 

OK 

Time taken: 4.001 seconds 

Hive 의 daily_weather table 데이터를 확인한다. 

Listing 3.27  Hive 의 날씨 데이터 확인 

hive> SELECT * FROM daily_weather; 

#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OK 

10120160101 101 2016-01-01 9 3 -2 80 62 37  

10120160102 101 2016-01-02 11 4 -1 87 72 50  

10120160103 101 2016-01-03 14 7 0 100 80 44  

10120160104 101 2016-01-04 14 7 0 100 66 41  

10120160105 101 2016-01-05 5 2 0 93 55 41 Rain&Snow 

10120160106 101 2016-01-06 8 4 1 61 50 41  

10120160107 101 2016-01-07 7 3 -1 75 57 43  

10120160108 101 2016-01-08 6 2 -1 69 56 42  

10120160109 101 2016-01-09 8 2 -3 69 54 37  

10120160110 101 2016-01-10 8 2 -3 80 58 39  

… 

10520161229 105 2016-12-29 3 0 -2 87 71 60 Rain 

10520161230 105 2016-12-30 4 0 -4 80 68 42  

10520161231 105 2016-12-31 7 1 -4 93 81 61  

Time taken: 0.176 seconds, Fetched: 732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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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Hbase 의 daily_weather table 데이터를 확인한다. 

Listing 3.28  Hbase 의 날씨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usr/local/hbase$ bin/hbase shell 

hbase(main):001:0>scan 'daily_weather'; 

#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10520161230     column=context:area_code, timestamp=1501046147114, value=105                                      

 10520161230     column=context:datetime, timestamp=1501046147114, value=2016-12-30                                

 10520161230     column=event:info, timestamp=1501046147114, value=                                                

 10520161230     column=humidity:humi_avg, timestamp=1501046147114, value=68                                       

 10520161230     column=humidity:humi_high, timestamp=1501046147114, value=80                                      

 10520161230     column=humidity:humi_low, timestamp=1501046147114, value=42                                       

 10520161230     column=temperature:temp_avg, timestamp=1501046147114, value=0                                     

 10520161230     column=temperature:temp_high, timestamp=1501046147114, value=4                                    

 10520161230     column=temperature:temp_low, timestamp=1501046147114, value=-4                                    

 10520161231     column=context:area_code, timestamp=1501046147114, value=105                                      

 10520161231     column=context:datetime, timestamp=1501046147114, value=2016-12-31                                

 10520161231     column=event:info, timestamp=1501046147114, value=                                                

 10520161231     column=humidity:humi_avg, timestamp=1501046147114, value=81                                       

 10520161231     column=humidity:humi_high, timestamp=1501046147114, value=93                                      

 10520161231     column=humidity:humi_low, timestamp=1501046147114, value=61                                       

 10520161231     column=temperature:temp_avg, timestamp=1501046147114, value=1                                     

 10520161231     column=temperature:temp_high, timestamp=1501046147114, value=7                                    

 10520161231     column=temperature:temp_low, timestamp=1501046147114, value=-4                                    

 732 row(s) in 5.2360 seconds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Hive 와 Hbase 에 다른 CSV 파일 또한 전송한다. 

3.1.5.  HDFS 에서 MySQL 로 데이터 전송 

상기 플랫폼에서는 HDFS 의 데이터를 MySQL 에 전송하기위해 Sqoop 을 

사용한다. 이번 섹션에서 daily_weather.csv 파일을 MySQL 의 daily_weather 에 

보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MySQL 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한다. 

참고로, 이전섹션에서는 MySQL 에 Hive metastore 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고, Hive 에 agri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User 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 목록을 따라 MySQL 에 agridb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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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28  농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MySQL 데이터베이스 생성 

$ mysql -u root -p 

mysql> CREATE DATABASE agridb; 

mysql> CREATE USER 'agridb_user'@'master' IDENTIFIED BY 'agri@123'; 

mysql> GRANT ALL ON agridb.* TO 'agridb_user'@'%' IDENTIFIED BY 'agri@123'; 

mysql> FLUSH PRIVILEGES; 

mysql> exit 

다음 목록은 생성한 계정을 통해 hivedb 연결 확인하는 것을 보여준다. 

Listing 3.29  agridb 연결 확인 

$ mysql -u agridb_user -p 

Enter password:  

Welcome to the MySQL monitor.  Commands end with ; or \g. 

Your MySQL connection id is 29 

Server version: 5.7.18-0ubuntu0.16.04.1 (Ubuntu) 

 

Copyright (c) 2000,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racle Corporation and/or its 

affiliat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Type 'help;' or '\h' for help. Type '\c' to clear the current input statement.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daily_weather’ table 을 생성한다. 

Listing 3.30  agridb 에 daily_weather table 생성 

mysql> use agridb; 

Database changed 

mysql> CREATE TABLE daily_weather (rowkey VARCHAR(11) NOT NULL, area_code VARCHAR(3), 

datetime VARCHAR(10), temp_high INT, temp_avg INT, temp_low INT, humi_high INT, humi_avg 

INT, humi_low INT, event VARCHAR(50),  PRIMARY KEY (rowkey)); 

Query OK, 0 rows affected (0.24 sec) 

다음으로, Sqoop 을 사용하여 daily_weather 데이터를 MySQL 에 보내기 위해 

아래 목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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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31  HDFS 의 날씨데이터를 MySQL 의 tabale 에 보내기 

hduser@master:~$ sqoop export \ 

> --connect jdbc:mysql://master/agridb \ 

> --username agridb_user \ 

> --password agri@123 \ 

> --table daily_weather \ 

> --export-dir /agriculture/data/weather \ 

> --m 2 

# The summarization of the process as the following 

… 

17/07/31 10:45:31 INFO mapreduce.Job:  map 100% reduce 0% 

17/07/31 10:45:31 INFO mapreduce.Job: Job job_local500656187_0001 completed successfully 

17/07/31 10:45:32 INFO mapreduce.Job: Counters: 20 

 File System Counters 

  FILE: Number of bytes read=36118421 

  FILE: Number of bytes written=37007976 

  FILE: Number of read operations=0 

  FILE: Number of large read operations=0 

  FILE: Number of write operations=0 

  HDFS: Number of bytes read=60823 

  HDFS: Number of bytes written=0 

  HDFS: Number of read operations=37 

  HDFS: Number of large read operations=0 

  HDFS: Number of write operations=0 

 Map-Reduce Framework 

  Map input records=732 

  Map output records=732 

  Input split bytes=386 

  Spilled Records=0 

  Failed Shuffles=0 

  Merged Map outputs=0 

  GC time elapsed (ms)=0 

  Total committed heap usage (bytes)=491782144 

 File Input Format Counters  

  Bytes Read=0 

 File Output Format Counters  

  Bytes Written=0 

17/07/31 10:45:32 INFO mapreduce.ExportJobBase: Transferred 59.3975 KB in 2.1351 seconds 

(27.82 KB/sec) 

17/07/31 10:45:32 INFO mapreduce.ExportJobBase: Exported 732 records. 

위의 목록에서, 파라미터 --export-dir 은 날씨 데이터가 저장된 HDFS 의 

디렉터리를 지정하며, --m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될 Mapper의 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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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ySQL 의 ‘daily_weather’ 데이터를 확인한다. 

Listing 3.32  MySQL 의 ‘daily_weather’ 데이터 확인 

mysql> use agridb; 

mysql> select * from daily_weather; 

 
 

 빅 데이터 분석 방법 

3.2.1. MapReduce 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MapRedu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DFS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 폴더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몇가지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MapReduce 를 실행한다. 

 각 개인별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 목록 

 각 개인별로 기르는 모든 가축 목록 

 각 식물별 모든 경작지 면적 목록 

 각 개인별 총 경작지 크기와 총 소득 목록 

 각 식물을 기른 모든 사람 목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디렉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Listing 3.33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디렉터리 준비 

# create a folder inside platform to put analysis programs 

hduser@master:~$ sudo mkdir -p /app/platform/data_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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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ser@master:~$ sudo chown -R hduser:hadoop /app/platform/data_analysis 

# create a folder in HDFS for storing output data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 

 

 

(1) 각 개인별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 목록 

Listing 3.34  nongjak_people_plants.jar 다운로드 및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analysis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analysis/nongjak_people_plants.jar 

# run MapReduce program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hadoop jar nongjak_people_plants.jar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nongjak.csv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 

people_plants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35  people_plants 폴더 내의 출력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eople_plants/part-r-00000 | head 

# the result will show as the following 

1000000002 콩;벼 

1000000003 고구마;들깨;건고추;콩;벼;복분자 

1000000004 땅콩;들깨;건고추;콩;벼 

1000000006 고구마;땅콩;건고추;콩;벼 

1000000008 땅콩;참깨;벼;복분자 

1000000009 건고추;복분자;벼 

1000000010 호밀;옥수수;건고추;조사료;오디;벼;사료작물 

1000000011 벼;유채;복분자 

1000000012 벼 

1000000013 들깨;옥수수;저장배추;조사료기타;벼;사료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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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개인별로 기르는 모든 가축 목록 

Listing 3.36  nongjak_people_animals.jar 다운로드 및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analysis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analysis/nongjak_people_animals.j

ar 

# run MapReduce program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hadoop jar nongjak_people_animals.jar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sisul.csv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 

people_animals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37  people_animals 폴더 내의 출력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eople_animals/part-r-00000 | head 

# the result will show as the following 

1001348173 산양 

1000496311 개류;육우 

1001348172 한우 

1000580175 한우 

1000942488 한우 

1000883869 한우 

1000266488 한우 

1001289338 한우 

1000266487 산양 

1000339831 한우 

1001637001 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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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식물별 모든 경작지 면적 목록 

Listing 3.38  nongjak_plants_area.jar 다운로드 및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analysis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analysis/nongjak_plants_area.jar 

# run MapReduce program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hadoop jar nongjak_plants_area.jar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nongjak.csv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 

plants_area 

프로세스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39  folder plants_area 폴더 내의 출력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lants_area/part-r-

00000 | head 

# the result will show as the following 

가시나무 4643324.0 

가을무 2.07758976E8 

가자 5547.0 

가자니아 3491.0 

가지 3.3797752E7 

갈근 18991.0 

감국 56620.0 

감귤 2.60055232E8 

감수 2000.0 

 

(4) 각 개인별 총 경작지 크기와 총 소득 목록 

Listing 3.40  nongjak_people_area_income.jar 다운로드 및 실행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analysis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analysis/nongjak_people_area_inc

ome.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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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MapReduce program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hadoop jar nongjak_people_area_income.jar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nongjak.csv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incm.csv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eople_area_income 

프로세스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41  plants_area 폴더 내의 출력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eople_area_income/part-r-00000 | head 

# the result will show as the following 

1000000002 3164.0 448.0 

1000000003 75700.0 12103.0 

1000000004 9930.3 1210.0 

1000000006 7959.8003 1049.0 

1000000008 17808.5 842.0 

1000000009 10018.9 2060.0 

1000000010 276089.0 40000.0 

1000000011 67525.5 5527.0 

1000000012 4995.0 1134.0 

1000000013 80801.0 45400.0 

(5) 각 식물을 기른 모든 사람 목록 

Listing 3.42  nongjak_plants_people.jar 다운로드 및 설치 

hduser@master:~$ cd /app/platform/data_analysis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sudo wget 

http://dnslab.jnu.ac.kr/projects/agribigdata/platform/data_analysis/nongjak_plants_people.jar 

# run MapReduce program 

hduser@master:/app/platform/data_analysis$ hadoop jar nongjak_plants_people.jar 

/agriculture/data/korea_nongjak_2015/nongjak.csv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eople_area_income 

프로세스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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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43  plants_area 폴더 내의 출력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nongjak_2015/plants_people/part-r-00000 | head 

# the result will show as the following 

가시나무 [1001802553, 1000016495, 1001194242, 1001791575, 1001973361, 1000484093, 

1000081908, 1000526812, 1002030626, 1000372013, 1000271795, 1001709103, 1000134530, 

1000028005, 1000051496, 1001801219, 1001102351, 1001724741, 1001769637, 1001688565, 

1001816960, 1001500086, 1001690406, 1001827861, 1000041681, 1001470585, 1000554276, 

1000673412, 1001657818, 1000274812, 1001775081, 1001217469, 1001345762, 1000406376, 

1001596334, 1000033838, 1000352418, 1001147275, 1001643865, 1001527779, 1001009111, 

1000639712, 1001540542, 1000050187, 1001019161, 1001368873, 1001574556, 1000108268, 

1001485607, 1000077628, 1000028262, 1000083063, 1001552540, 1000083081, 1000340893, 

1001654531, 1000624470, 1000819359, 1000180692, 1000108252, 1000083078, 1001241528, 

1000613384, 1000939832, 1000278393, 1001688516, 1001585639, 1001642598, 1001413980, …] 

 

3.2.2. Hive 의 MapReduce 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간단한 통계를 위해 Hive 와 Hbase 의 daily_weather 에 저장된 날씨 데이터를 

분석한다. 다음 목록은 한 지역의 1 년동안 모든 달의 평균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Hive query 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Listing 3.44  Hive 를 사용한 날씨 데이터 분석 

hive> SELECT MONTH(DATE_FORMAT(d.datetime,'yyyy-MM-dd')) as month, AVG(d.temp_avg) 

as temp FROM daily_weather as d WHERE YEAR(DATE_FORMAT(d.datetime, 'yyyy-MM-dd')) = 

2016 AND d.area_code = '101' GROUP BY MONTH(DATE_FORMAT(d.datetime,'yyyy-MM-dd')); 

# the process of running Hive on MapReduce is as the following 

Query ID = hduser_20170731183820_d35be16c-373e-47d3-9347-fb92350f41cc 

Total jobs = 1 

Launching Job 1 out of 1 

Number of reduce tasks not specified. Estimated from input data size: 1 

In order to change the average load for a reducer (in bytes): 

  set hive.exec.reducers.bytes.per.reducer=<number> 

In order to limit the maximum number of reducers: 

  set hive.exec.reducers.max=<number> 

In order to set a constant number of reducers: 

  set mapreduce.job.reduces=<number> 

Job running in-process (local Hadoop) 

2017-07-31 18:38:22,772 Stage-1 map = 100%,  reduc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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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d Job = job_local1845880440_0004 

MapReduce Jobs Launched:  

Stage-Stage-1:  HDFS Read: 0 HDFS Write: 888 SUCCESS 

Total MapReduce CPU Time Spent: 0 msec 

OK 

1 1.5806451612903225 

2 4.620689655172414 

3 9.03225806451613 

4 14.5 

5 19.096774193548388 

6 22.6 

7 26.35483870967742 

8 27.548387096774192 

9 22.833333333333332 

10 18.258064516129032 

11 10.366666666666667 

12 6.129032258064516 

Time taken: 1.8 seconds, Fetched: 12 row(s) 

위 목록에과 같이 Windows 콘솔에서 결과를 볼 수 있다. Hive query 에서 

HDFS 의 *.csv 파일로 결과를 보내려면, 아래의 목록을 따른다. 

Listing 3.45  HDFS 에 output_weather 디렉터리 생성  

hduser@master:~$ hadoop dfs -mkdir /agriculture/data/output_weather 

Listing 3.46  HDFS 파일에 Hive query 결과 전송 

hive> INSERT OVERWRITE DIRECTORY '/agriculture/data/output_weather'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SELECT MONTH(DATE_FORMAT(d.datetime,'yyyy-MM-

dd')) as month, AVG(d.temp_avg) as temp FROM daily_weather as d WHERE 

YEAR(DATE_FORMAT(d.datetime, 'yyyy-MM-dd')) = 2016 AND d.area_code = '101' GROUP BY 

MONTH(DATE_FORMAT(d.datetime,'yyyy-MM-dd')); 

# the process of running Hive on MapReduce is as the following 

Query ID = hduser_20170731183639_2691ccb2-590a-44ce-b9a8-5a0626ad5e1f 

Total jobs = 1 

Launching Job 1 out of 1 

Number of reduce tasks not specified. Estimated from input data size: 1 

In order to change the average load for a reducer (in bytes): 

  set hive.exec.reducers.bytes.per.reducer=<number> 

In order to limit the maximum number of reducers: 

  set hive.exec.reducers.max=<number> 

In order to set a constant number of reducers: 

  set mapreduce.job.reduces=<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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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running in-process (local Hadoop) 

2017-07-31 18:36:41,652 Stage-1 map = 100%,  reduce = 100% 

Ended Job = job_local836307354_0003 

Moving data to directory /agriculture/data/output_weather 

MapReduce Jobs Launched:  

Stage-Stage-1:  HDFS Read: 0 HDFS Write: 666 SUCCESS 

Total MapReduce CPU Time Spent: 0 msec 

OK 

Time taken: 1.883 seconds 

아래의 목록을 따라 HDFS 의 출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Listing 3.47  HDFS 의 output_weather 디렉터리 내의 데이터 확인 

hduser@master:~$ hadoop dfs -cat /agriculture/data/output_weather/000000_0 

# the result as the following 

1,1.5806451612903225 

2,4.620689655172414 

3,9.03225806451613 

4,14.5 

5,19.096774193548388 

6,22.6 

7,26.35483870967742 

8,27.548387096774192 

9,22.833333333333332 

10,18.258064516129032 

11,10.366666666666667 

12,6.129032258064516 

 

 

3.2.3. Spark SQL 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Spark SQL 을 사용하여 SQL-like query 를 

실행한다. 이 섹션에서는 Hive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 하기 위한 

Spark 사용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농장의 id 가 주어지면, 그 농장의 식물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다음 목록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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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3.48  Spark SQL 을 사용한 데이터 검색 

hduser@master:~$ cd /usr/local/spark 

hduser@master:/usr/local/spark$ bin/spark-shell 

scala> import org.apache.spark.sql.hive.HiveContext 

scala> val hc = new HiveContext(sc) 

scala> val q = "SELECT n.f15, n.scls_cd_nm from agribigdata.nongjak as n WHERE 

n.V1=1000000975" 

scala> hc.sql(q).collect().foreach(println) 

# the result as the following 

[1000000975,850,벼]  

[1000000975,850,호밀] 

[1000000975,1002,벼] 

[1000000975,1002,호밀] 

[1000000975,1431,콩] 

[1000000975,1431,떫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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