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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사용 방법

1.1 Apache Hive

Apache Hive 메뉴는 Hive 쿼리를 작성 및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GUI 에디터 환경을 제공합

니다. Hive Editor는 Hive를 구성하는 서비스인 Hive Metastore 및 HiveServer2와 연동되어 

Hive Shell 환경에 접속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GUI 환경에서 보다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림 1. Flamingo20 > Apache Hive>

1.1.1 Hive Metastore

Hive Metastore는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Database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HDFS

와 연동되어 동작합니다. Flamingo20에서 제공하는 Hive Editor의 Hive 메타스토어 필드는 크

게 데이터베이스, 메뉴, 컬럼, 파티션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외에 분석 목적으

로 공유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할 수 있는 필터링 옵션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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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 Metastore는 다음의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Hive Database 관리

· Hive Table 관리

· SERDE 지원

· 컬럼 구분자 지원

· 입출력 포맷 지원

· External & Managed Table 지원

메타스토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 목록이 나옵니다.

<그림 2.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Metastore > Table 목록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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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테이블의 스크립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로 코멘트를 입력할 경우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Metastore > Create Table>

1.1.2 Hive Query

Apache Hive 메뉴에서 Hive Query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Notebook List목록에서 

작업 Notebook을 생성 후 Query 문을 작성하여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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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작업 notebook의 이름을 그림과 같이 지어줄 수 있고 

OK버튼을 클릭하면 노트가 생성 됩니다.

<그림 5.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노트를 생성하면 오른쪽 Notebook List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가운데에 지어준 이름의 

노트에서 Hive Query를 작성하여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그림과 같이 노트에서 Hive Query을 작성하여 실행 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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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Hive Query Download

Fiamingo20의 Apache Hive 메뉴에서는 Hive Query의 결과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Notebook List를 클릭한 뒤 유효한 Hive Query문을 작성하여 그림과 같이 

진행합니다. 이 때 HDFS Browser 매뉴얼에 있는 FlamingoDownlo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림 8.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그림과 같이 Hive Query 결과를 저장 할 경로를 지정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해당 디렉토리에 

파일이 생성 됩니다.

<그림 9.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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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된 파일을 조회하면 파일 내에 지정했던 구분자와 알맞은 형태로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Flamingo20 > Apache Hive > Hiv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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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DFS

HDFS는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장소로써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Flamingo20에서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을 제공한다. 브라우저를 통

해서 관리자/일반 사용자에 따라 적용되는 필터링 옵션, 기능사용 제한, 사용자 홈 디렉터리 

제공 등의 커스터마이징 된 브라우저 환경을 통해서 HDFS 파일 시스템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HDFS Browser Audit 로그에서는 HDFS 브라우저상에서 모든 사용자 들이 수

행한 액션 이력을 저장해서 통계 및 실행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DFS 주요 디렉토리>

· social : 뉴스기사, 트위터 등의 외부 반정형 데이터 수집 디렉토리

· dataset : 비정형 데이터 정제 디렉토리

· kepcodata : 한전 내부 데이터 수집 디렉토리

· openAPI : 공공데이터 수집 디렉토리

<그림 11. Flamingo20 > H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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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HDFS Browser

HDFS 브라우저는 Hadoop이 설치된 서버 환경에서 제공하는 Hadoop Command의 중요한 대

부분의 기능을 GUI 환경으로 제공하며, Hadoop에 저장된 디렉터리 및 파일 관리 역할을 합니

다.

· Create

HDFS Browser에서 신규 디렉터리를 생성할 경로(ex. Root/user/flamingo123)로 이동합니다.

<그림 12.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Create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할 디렉터리의 이름을 적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3.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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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에서 신규 디렉터리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Create>

· Copy

HDFS 디렉터리 목록에서 복사할 디렉터리를 선택 후 상단의 Copy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팝업 되는 메뉴 중 Copy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림 15.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Copy>

Copy목록을 클릭하면 HDFS 브라우저 창이 별도로 팝업 되며, 복사할 경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디렉터리가 복사됩니다. 이때 디렉터리에 포함된 모든 하위 디렉터리 및 

파일도 함께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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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Copy>

복사된 디렉터리 정보를 HDFS 브라우저의 경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Copy>

· Move

HDFS 디렉터리 목록에서 이동할 디렉터리를 선택 후 상단의 Move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팝업 되는 메뉴 중 Move 목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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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Move>

Move목록을 클릭하면 HDFS 브라우저 창이 별도로 팝업 되며, 이동할 경로를 선택 후 확인 버

튼을 클릭하면 디렉터리가 복사됩니다. 이때 디렉터리에 포함된 모든 하위 디렉터리 및 파일도 

함께 이동됩니다. 

<그림 19.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Move>

· Rename

HDFS 디렉터리 목록에서 이름을 변경 할 파일 혹은 디렉터리를 선택 후 상단의 Rename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팝업 되는 메뉴 중 Rename 목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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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Rename>

변경할 이름을 기입하고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1.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Rename>

현재 선택한 경로에 디렉터리명이 변경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2.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R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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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load

HDFS 브라우저를 통해서 flamingo20 web에 접속한 사용자의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HDFS 

파일시스템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홈 계정 하위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할 경로를 

선택 후 HDFS Browser의 상단 메뉴 중 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창이 팝업 됩니다.

<그림 23.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Upload>

Find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한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파일 탐색기 창이 열리며, 이는 OS,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UI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24.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Upload > Find>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 후 추가하면 파일 업로드 창에 업로드 할 파일들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Delete All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목록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지웁니다. Upload 버튼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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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가 Uploading 으로 바뀌면서 업로드가 시작되고 업로드중인 파일이 있을 때 Cancel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취소됩니다.  

<그림 25.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Upload>

업로드가 완료되면 Status가 Completed로 바뀌면서 해당 디렉터리에 파일이 업로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6.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Upload>

· Download

HDFS 브라우저를 통해서 flamingo20 web에 접속한 사용자는 HDFS에 저장된 파일을 로컬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 후 HDFS Browser의 상단 메뉴 중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팝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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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Upload>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Download 버튼을 클릭 합니다.

<그림 28.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하면 Confirm 박스와 더불어 ‘If you don’t have the download agent 

installed, it will take a few seconds. Please wait. ‘ 문구가 나오고 다운로드 에이전트가 설치 되

어 있지 않다면 몇 초 후 ’Would you like to download the file Using an agent?‘ 문구가 뜨며 ’

대용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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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대용량 다운로드를 클릭 하면 설치 파일 관련 zip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림 30.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준 뒤 ‘FlamingoSetup.msi’ 설치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림 31.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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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ingoSetup.msi’ 설치파일을 실행시켜 그림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림 32.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DFS Browser 메뉴에서 다시 

‘Download’ 버튼을 클릭 뒤 Confirm 창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후 팝업 된 창에서 

‘FlamingoDownloader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33.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PC에 다운로드 받을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Flamingo File 

Downloader] SavePath 창이 뜨며 다운로드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

면 해당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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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PC에 대용량 파일이 아닌 경우 일반 다운로드를 통하여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일반 다운로드

는 대용량 다운로드와 달리 별도의 설치 파일 없이 좌측 하단에서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 됩니

다.

<그림 35.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 View

HDFS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사용자 들이 GUI 화면에서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며,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분석결과 확인 등의 작업에 사용됩니다. 파일 내용보기

는 지원되는 파일이 압축 파일일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txt, log, csv, dat 등의 파일들은 모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v 파일 확장자를 파일 내용보기로 실행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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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창의 하단에서 제공되는 툴바를 이용해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면서 파

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특정 페이지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7.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View>

· Permission

디렉터리 권한 설정은 로그인 한 사용자의 HDFS 홈 디렉터리(/user/username) 경로에 존재하

는 디렉터리들의 접근 및 소유권 권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설정할 디렉터리 선

택 후 HDFS Browser의 상단 메뉴 중 Set Permission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 시 팝업 

되는 메뉴의 권한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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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Permission>

Update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정보로 권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의 

갱신 버튼을 이용해서 파일 목록 및 정보의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9.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 Permission>

1.2.2 HDFS History (Directory)

HDFS History 메뉴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의 설정된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용량을 일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날짜 콤보 박스를 통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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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Flamingo20 > HDFS > HDFS History (Directory) >

HDFS History 메뉴에서는 이력과 관련된 디렉토리의 크기, 수정 된 시간, HDFS 디렉토리별 사

용자와 그룹, 권한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 Flamingo20 > HDFS > HDFS History (Directory) >

우측 상단의 Excel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Excel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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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Flamingo20 > HDFS > HDFS History (Directory) >

rootHistory 이름의 Excel 형식의 파일을 PC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3. Flamingo20 > HDFS > HDFS History (Directory) >

1.2.3 HDFS Browser Audit

HDFS Browser Audit은 flamingo20 사용자가 HDFS 브라우저를 통해서 수행한 디렉터리 및 파

일 액션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자신의 실행 이력만 조회가 가

능하며, 관리자(admin) 계정으로는 모든 사용자들의 HDFS 브라우저 사용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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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Audit >

통계 조건을 통해서 날짜별, Search Type, Path 검색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종

료일에 제공되는 콤보박스 및 search Type을 통해 필터링 옵션을 설정 후 find 버튼을 클릭하

면 해당 조건에 검색된 결과가 각 필드에 출력됩니다.

<그림 45.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Audit >

Audit List는 통계 조건과 마찬가지로 조회조건으로 HDFS 브라우저 사용 이력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경로에는 디렉터리 및 파일에 대한 HDFS 전체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할 날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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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lamingo20 > HDFS > HDFS Browser Au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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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orkflow

Workflow 메뉴는 Shell Script, MapReduce, Hive Query 등을 활용하여 flow를 구성하고 지속적

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스케쥴 등록이 가능합니다.

1.3.1 Workflow Designer

Workflow Designer는 Hadoop에서 동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들을 GUI 모듈로 제공하며, 

리눅스 환경 및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모듈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우스만으로 모듈 간의 실행순서를 설계할 수 있으며, 설계한 실행순서를 워크플로우로 

등록하여 자산화 할 수 있고, shared 폴더를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47.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Workflow Designer는 크게 모듈 섹션, 모듈을 설계할 수 있는 캔버스, 모듈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변수 탭, 워크플로우를 저장할 수 있는 트리로 나뉩니다. 워크플로우 모듈은 

Hadoop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명령어 들을 GUI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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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Script, MapReduce, Hive Query등의 모듈도 같이 제공됩니다.

<그림 48.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그림처럼 Hive 쿼리 모듈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 후 아래쪽 캔버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캔버스에 모듈이 복사됩니다.

<그림 49.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캔버스에 그려진 Hive 모듈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더블클릭하면 모듈 창이 팝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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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팝업된 창에서 선택한 모듈에 맞는 Hive Query/Script Value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워크플로우에는 스크립트 변수와 워크플로우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변수는 Key:Value 

패턴으로 해당 모듈의 스크립트 변수 탭이나 캔버스 우측의 워크플로우 변수 탭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Hive 쿼리 탭에 입력한 쿼리 중 HIVE_DB 변수는 스크립트 변수에 입력하면, 키에 해당하는 

값이 쿼리 수행하는 시점에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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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Hive Query 탭에 입력한 쿼리 중 HIVE_TABLE 변수는 캔버스 우측의 Workflow Variable  

탭에서 키:값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Script Variable와 마찬가지로 해당 키의 값이 모듈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이는 Script Variable 및 Workflow Variable 모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며, 차이점은 Workflow Variable는 Hive 쿼리와 같은 모듈이 여러 

개로 설계한 워크플로우일 때 모든 모듈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점 입니다.

<그림 53.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워크플로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종료 아이콘과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시작 쪽 

아이콘 중심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한 채 Hive 쿼리 모듈로 드래그 하면 모듈에 

화살표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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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Hive 쿼리 모듈을 마찬가지로 클릭 후 종료 아이콘으로 드래그 하면 시작 - Hive 쿼리 - 종료 

단계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 55.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워크플로우 명을 입력하고 Save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그림 56.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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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시지 창이 뜨고, Yes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플로우 트리 창이 

팝업 됩니다.

<그림 57.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워크플로우 트리 창에서는 좌측에 보이는 트리 창의 경로에 작성한 워크플로우를 저장하며, 

모든 워크플로우는 설계 후 저장을 한 후에 실행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먼서 자신의 홈 경로 

밑에 디렉터리를 생성 후 워크플로우를 저장해야 합니다. shared 폴더는 자신의 홈 폴더에 

이미 저장된 워크플로우를 복사할 때 지정 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림 58.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저장된 워크플로우는 좌측 트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에서 해당 트리경로에서 

워크플로우를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면 캔버스에 작성된 워크플로우가 로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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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1.3.2 워크플로우 실행

워크플로우 트리에서 로딩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상단의 Run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플로우 실행 창이 팝업 되고 Yes 버튼을 선택하면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그림 60.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별도의 실행 이력창이 팝업 되며, 실시간으로 워크플로우 처리 상태 및 

실행 로그 정보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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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작업이 완료되면 SUCCEEDED 상태가 되고 실행 로그에는 작성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림 62.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Designer>

1.3.3 Workflow Monitoring

워크플로우 작업은 실행 이력이 별도의 워크플로우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서 관리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워크플로우 실행 통계가 차트로 표시되며,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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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정으로 실행한 이력만 조회가 가능하며, 워크플로우마다 상세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림 63.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Workflow execution history 목록에서 워크플로우를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워크플로우의 이력 

정보 창이 팝업 됩니다.

<그림 64.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워크플로우 이력 정보에서 동작 탭에는 실행한 워크플로우 목록이 나오며,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면 하단의 각 탭별로 실행했을 때 저장된 정보 들이 출력됩니다. 실행 로그 탭은 

워크플로우 실행 과정에서 발생된 로그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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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커맨드 라인 탭에는 작성된 워크플로우를 flamingo에서 수행할 때 만들어진 커맨드 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lamingo20-web-services 내에서 자동화되어 생성되고 

처리됩니다.

<그림 66.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스크립트 및 쿼리 탭에는 사용자가 워크플로우에서 각 모듈에 맞게 작성한 스크립트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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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에러 메시지 탭에는 워크플로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Warning, Exception 등의 메시지 등을 

보여줍니다.

<그림 68.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YARN/MapReduce 탭에는 실행한 워크플로우의 타입이 YARN 또는 MapReduce일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 ID 또는 JOB ID를 보여주고, 이 ID를 기반으로 flamingo20의 Apache Hadoop > 

YARN Application 메뉴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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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작업 탭에서 워크플로우 XML 탭은 작성된 워크플로우의 모든 정보를 XML 형태로 변환 시킨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림 70.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Monitoring>

1.3.4 Workflow Batch

Workflow Batch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Workflow Designer에서 워크플로우를 먼

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계 후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이미 있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

면 배치 작업 등록 창에서 등록한 워크플로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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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워크플로우 목록에서 로그인한 자신의 계정에 생성해둔 워크플로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치 작업으로 등록할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면 배차작업 정보 필드에 선택한 워크플로우의 주

요 정보가 출력됩니다.

<그림 72.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Cron Expression Information 필드에서는 선택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

는데 각각의 콤보 박스를 시간 조건에 따라 선택하면 Cron 필드에 전체 시간 주기 조합 정보

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여 진다. 그림의 Cron Expression Information은 매년 매월 매일 오후 

3시 40분에 선택한 워크플로우가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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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배치 작업이 저장되며, 배치작업 목록에 신규로 등록한 배치 작업이 보

여 진다. 이때 배치 작업의 최근 시작 시간과 다음 실행 시간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업

데이트 되며,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시간대 별로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하면서 서버 자원의 

사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 작업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74.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1.3.5 배치작업 일시정지

등록한 배치작업을 일시중지 해야 할 경우 배치작업 목록에서 배치작업을 선택 후 Pause 버튼

을 클릭하면 일시정지 창이 팝업 되며, Yes 버튼을 클릭하면 배치작업이 일시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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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배치작업이 일시정지 되면 상태 정보에 동일한 상태로 업데이트되어 보여 집니다.

<그림 76.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1.3.6 배치작업 재시작

일시정지 했던 배치작업을 재시작하려면 배치작업을 선택 후 Resum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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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배치작업이 재시작 되면 상태 정보는 RESUMED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림 78.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1.3.7 배치작업 종료

등록한 배치작업을 삭제하려면 배치작업을 선택 후 Stop 버튼을 클릭하면 배치작업 중지 창이 

팝업 되고, ‘Yes’ 버튼을 클릭하면 배치작업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때 삭제되는 배치작업은 

별도로 관리되는 배치작업 목록에서 제거되는 것이며, 워크플로우 디자이너에서 등록한 워크플

로우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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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1.3.8 배치작업 변경

등록한 배치작업의 작업명이나 Cron Expression Information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경할 

배치작업이 실행 중이라면 Pause를 클릭하여 일시정지 시킨 후 Update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해야 한다.

<그림 80.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Update 버튼을 클릭하면 배차 작업 등록 창이 나오며, 작업명, Cron Expression 정보를 수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한 정보로 배치작업에 반영됩니다. 변경 완료된 배치작업은 다시 

재시작하면 수정된 정보로 배치작업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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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Flamingo20 > Workflow > Workflow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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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ashboard

Dashboard는 Hadoop EcoSystem을 구성하는 클러스터 노드 자원 및 상태 정보, 주요 Hadoop 

Service 요약 및 상태 정보 및 YARN Application 등의 모니터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82. Flamingo20 > Dashboard>

· HDFS CAPACITY USED

사용중인 HDFS의 용량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 YARN APPLICATIONS

YARN APPLICATIONS는 YARN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모니터링하

며, 실행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의 요약 및 Full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SOURCE MANAGER CLUSTER NODES

리소스 매니저가 관리하는 클러스터의 호스트정보 메모리, 코어 등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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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SERVER STATUS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Hadoop Ecosystem 서비스 상태에 대한 빠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 DATANODE STATE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노드의 상태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 WORKFLOW EXECUTION HISTORY

최근 1주일 동안 실행한 Shell Script, Hive Query, MapReduce 등으로 구성한 워크플로우의 이

름과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의 요약정보를 보여줍니다.

· NAMENODE STATUS

HA로 구성한 네임노드의 상태의 정보를 보여주며 Active Namenode 와 Standby Namenode를 

확인 함으로써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RESOURCE MANAGER CLUSTER METRICS 

리소스 매니저가 관리하는 클러스터의 메모리와 코어에 대한 요약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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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D Dashboard

3D Dashboard는 새로운 창에 Hadoop Cluster Node를 시각적으로 색다르게 입체화하여 모니터

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인 화면의 상단에는 Normal, Warning, Critical 의 상태에 있는 노드의 

수를 나타내며 오른측면에는 Warning, Critical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을 List로 보여줍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클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3. Flamingo20 > 3D Dashboard>

각각의 노드에는 상단에 호스트명을 나타내며 노드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색을 통해 

나타낸다. Critical인 경우 빨간색, Warning인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림 84. Flamingo20 > 3D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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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측면에 있는 상태바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며 해당 노드의 세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CPU, Memory, Disk 정보 및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림 85. Flamingo20 > 3D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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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luster Resource

Cluster Resource 메뉴는 Cluster를 구성하는 호스트들과 각각의 호스트들의 구동하는 서비스, 

호스트들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U, Memory, DISK 등의 사용률을 종합

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림 86. Flamingo20 > 3D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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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ifi

Nifi 메뉴는 Nifi Cluster를 구성하는 노드 자원 및 상태 정보, Data Flow 의 요약 및 상태 정보 

기능을 제공합니다.

1.7.1 Nifi Cluster

Nifi Cluster는 Nifi에 포함된 서비스 이며, Nifi Cluster의 요약 정보, 사용 중인 Heap 정보, Data 

Flow의 에러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87. Flamingo20 > Nifi > Nifi Cluster>

우측 하단의 에러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을 하면 Nifi DataFlow 페이지로 이동

하게 되고 클릭한 System Group, Table Group, Queue list 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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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Flamingo20 > Nifi > Nifi Cluster>

1.7.2 Nifi DataFlow

Nifi DataFlow는 DataFlow를 구성하는 Processor, DataFlow를 구성하는 Table Group과 Table 

Group을 구성하는 System Group의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89. Flamingo20 > Nifi > Nifi Dataflow>

System Name 의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System Name에 해당하는 Table 

Name의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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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Flamingo20 > Nifi > Nifi Dataflow>

Table Name 의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Table Group 내의 Queue 리스트에 대한 요

약정보를 보여줍니다. failure의 Queue가 1개 이상일 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91. Flamingo20 > Nifi > Nifi Data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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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의 리스트 중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Table Group의 DataFlow를 구성한 Nifi 

Web UI 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92. Flamingo20 > Nifi > Nifi Dataflow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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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pache Hadoop

Apache Hadoop 메뉴는 HDFS Monitoring, HDFS History, YARN Monitoring 기능을 제공하여 

HDFS 사용 및 YARN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1 HDFS Monitoring

HDFS Monitoring 메뉴는 Active Namenode, Data Node, JVM Heap 및 HDFS 사용량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 Active Namenode : 클러스터의 모든 클라이언트 작업을 담당하는 Active Namenode의 host

와 시작 시간 정보를 보여줍니다.

· Namenode heap : Namenode 의 heap 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경고 표

시로 색이 변하며 heap이 모자라는 경우 HDFS 서비스가 종료 됩니다. 

· HDFS Capacity : 구성된 HDFS 디스크의 총 용량과 사용중인 HDFS 디스크의 용량을 보여줍

니다.  HDFS의 사용량이 일정비율이 넘어가면 경고 표시로 색이 변합니다.

· HDFS Block Status : HDFS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블록 상태를 나타내며 누락 된 블록이 있을

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누락 된 블록이 있다면 HDFS에서 자동으로 다른 데이터노드의 복제

본을 이용하여 복구를 진행하며 복구를 하지 못할 시 Corrupt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파일을 

삭제하고 원본을 다시 업로드 해야합니다.

· Node Status : namenode와 datanode의 호스트 정보 및 상태를 보여줍니다. namenode의 경

우active namenode 와 standby namenode를 파악할 수 있으며 datanode의 경우 구성 된 호

스트 및 정상적으로 구동중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HDFS File Count : HDFS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의 갯수를 5분 단위로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

니다.

· HDFS Block Count : HDFS 에서 파일이 분할 된 블록 수를 5분 단위로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

니다.

· Namenode GC Count : Namenode Garbage Collections 의 수치를 5분 단위로 그래프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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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줍니다.

·  Namenode GC time : Namenode Garbage Collections time의 수치를 ms 단위로 5분 단위로 

보여줍니다. 

<그림 93. Flamingo20 > Apache Hadoop > HDFS Monitoring>

1.6.2 HDFS History

HDFS History 메뉴에서는 상단의 콤보 박스를 날짜 조건에 따라 선택하면 일 단위로 HDFS 사

용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94. Flamingo20 > Apache Hadoop > HDF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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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YARN Monitoring

YARN 애플리케이션은 YARN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모니터링하

며, 실행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의 요약 및 Full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

서 몇 달 이전의 수행했던 작업을 날짜 선택 콤보 박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YARN Cluster Memory :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설정할 수 있는 메모리

의 총량과 사용중인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YARN Cluster VCores :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할당할 수 있는 cpu 코어수를 보여

줍니다. 

YARN Containers : Allocated는 할당되어있는 컨테이너의수를 나타내고, Reserved는 예약되어있

는 컨테이너의수, Pending은 컨테이너 할당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컨테이너의수를 

나타냅니다. 

YARN Application Status : 수행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나타내며 현재 구동중인 애플리

케이션 및 완료, 중지 및 실패한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보여줍니다.

Node Manager Status : 클러스터에 구성된 노드매니저의 상태를 요약된 수치로 보여줍니다. 

Yarn Application List : 상단의 날짜 콤보 박스를 통하여 기간동안에 실행중이거나 완료된 애플

리케이션의 종류 및 수행 시간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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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Flamingo20 > Apache Hadoop > YAR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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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pache Spark

Apache Spark는 Spark Application을 수행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보여주며, 애플리케이

션 통계 및 각 애플리케이션별 상세 설정 정보, Event Timeline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림 96. Flamingo20 > Apache Spark>

Spark Application Statistics Day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의 Spark Application 실행 

건수를 차트로 보여주며 날짜 선택 콤보 박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림 97. Flamingo20 > Apache Spark>

Spark Application History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의 모든 Spark Application 실행 

건수의 요악 정보를 보여주며 날짜 선택 콤보 박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57

<그림 98. Flamingo20 > Apache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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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R

RStudio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수행할 수 있는 R 셸 환경을 제공하는 R 패키지와 웹브라우저

로 접근해서 R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RStudio Server 패키지로 구성되며, R 서비스는 기

본적으로 리눅스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Flamingo20에서는 자체 제공하

는 사용자 동기화 기능을 통해 플라밍고 사용자로 RStudio Server에 자동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Studio Server에서 R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패키지를 우측 하단의 

Packages 탭에서 선택한 후 작성하면 되고, HDFS와 연동되는데 필요한 패키지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림 99. Flamingo20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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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Zeppelin

Flamingo20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오픈소스 Apache Zeppelin을 이용할 수 있는 

Zeppelin 메뉴가 있다. Flamingo20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동일한 계정 정보로 Zeppelin web에 

로그인 되어있습니다.

<그림 100. Flamingo20 > Zeppelin>

Zeppelin 메뉴의 메인화면에는 Zeppelin에서 생성한 Note와 Apache Hive에서 생성했던 Note

가 함께 목록에 있다. Apache Hive 메뉴와 마찬가지로 노트를 생성하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

며 관리자만 메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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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Flamingo20 > Zeppelin>

그림과 같이 Zeppelin 메뉴에서 Hive 인터프리터 note를 생성하여 Hive Query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2. Flamingo20 > Zepp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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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Settings

Flamingo20 브라우저 좌측 하단의 Settings 메뉴는 메뉴 관리, 사용자 관리, 권한 기능을 제공 

합니다.

<그림 103. Flamingo20 > Settings>

1.12.1 Menu

좌측에 제공되는 메뉴 목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보여 지는 메뉴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메뉴 외에 별도의 메뉴를 추가하거나 수정 및 삭제하는 작업 또

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의 경우라도 임의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림 104. Flamingo20 > Settings >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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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User

사용자 관리는 flamingo20의 웹브라우저 접속 계정, 리눅스 사용자 계정 및 HDFS 사용자 홈 

계정을 별도의 DB에 동시에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아이디, 유저명, 권한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의 추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림 105. Flamingo20 > Settings > User>

1.12.2.1 Add User

우측 상단의 Add 버튼을 클릭하면 User Manage창이 뜨며 아이디, 유저명, 비밀번호, 권한 등

의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6. Flamingo20 > Settings > User>



63

생성 할 아이디, 유저명, 패스워드, 이메일, 권한(관리자 혹은 사용자)을 입력 및 설정하고 

Register버튼을 클릭하면 유저가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성이 완료되면 리

눅스 서버 및 HDFS 상에 동일한 아이디명의 홈 디렉토리가 생성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그림 107. Flamingo20 > Settings > User > Add>

1.12.2.2 Modiry User

우측 상단의 Modify 버튼을 클릭하면 User Manage창이 뜨며 아이디를 제외한 유저명, 패스워

드, 이메일, 권한과 같은 모든 정보들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원하는 정보를 입력 후 

Modify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수정이 완료됩니다.

<그림 108. Flamingo20 > Settings > User >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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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Remove User

사용자를 클릭 후 우측 상단의 Remov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리눅스 서버 및 HDFS 상에 해당 사용자의 디렉토리도 함께 삭제 됩니다.

<그림 109. Flamingo20 > Settings > User > Remove>

그림과 같이 사용자 삭제를 진행하면 기존에 있던 ‘flamingo20’이라는 ID를 가진 유저가 삭제

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0. Flamingo20 > Settings > User > Remove>

1.12.3 Authority

Authority 메뉴는 각 메뉴들을 관리자 및 사용자 등급별로 메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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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12.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사용자 권한의 경우 Settings 메뉴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상태이며 메뉴

별 권한은 관리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메뉴의 권한은 관리자외에는 권한

이 없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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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Authority List의 우측 상단에 Add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생성 할 수 있

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 후 Authority Name을 입력 후 Save버튼을 클릭하면 생성이 완료 됩

니다.  

<그림 114.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권한 등급이 생성되면 우측에 권한을 부여 할 서비스들을 체크하고 우측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HDFS 메뉴에 대한 권한만 설정한 예입니다. 

<그림 115.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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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급의 삭제는 Authority List의 우측 상단의 Remove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림 116. Flamingo20 > Settings >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