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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사

아파치 카프카에게 지금은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카프카는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1/3
을 포함해서 수많은 조직과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가장 빨리 성장한 오픈 소
스 프로젝트이며,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데이터 스트림의 관리와 처리를 향한 움직임
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만들었고,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처음에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우리가 구축한 내부 인프라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시
스템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개발에 앞서, 메시징 시스템부터 로그 집계와 ETL 도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종류의 현존하는 시스템들을 살펴보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
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키-값 데이터스토어, 인덱스 검색이나 캐시와 같은 데이터 저장에 초점을 두는 대신,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으
며, 이런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소셜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차세대 아키텍처의 핵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
형 판매점들은 지속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고려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차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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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역시 자신들의 핵심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카프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프카를 스트리밍 플랫폼(streaming platform)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스트림을 쓰고
읽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
다. 데이터에 관해 이런 사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그간의 관점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은 애플리케이션과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매우 강력한 추상 개념이 됩니다. 카프
카는 기존의 여러 테크놀로지들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시스
템, 하둡과 같은 빅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통합이나 ETL 도구들 등입니다. 이런 시스템들과
카프카를 비교하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카프카의 본질을 알기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카프카는 메시지 스트림을 쓰고 읽게 해주는 메시징 시스템과 같습니다. 따라서 ActiveMQ,

RabbitMQ, IBM’s MQSeries 등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전통적인 메시징 시스템에 비
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카프카는 클러스터로 실행되고, 가장 규모가 큰 회사들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처리도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분산 시스템으로 실행됩니다. 즉,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연결하는 많은 개별적인 메시징 브로커들 대신에, 카프카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 스트림 처리
를 위해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심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카프카는 우리가 원
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정한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또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확실히 보장하므로, 카프카를 서로 다른 시스템의 연결 계층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습니다. 카프카의 데이터는 복제되고, 영구적이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메시징 시스템은 단순히 메시지
전달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훨씬 더 적은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 스트림으로부
터 파생된 다른 스트림과 데이터세트를 산출할 수 있는 스트림 프로세싱 능력이 있습니다.
카프카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동기 부여가 된 것 중 하나는 실시간 버전의 하둡을 생각한 것
이었습니다. 하둡은 매우 큰 규모로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
니다. 카프카 역시 매우 큰 규모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스트림 프로세싱은 하둡으로 했
던 배치 프로세싱의 상위 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싱은
지속적이면서 지연이 적은 데이터 전달과 처리가 가능하므로 배치 프로세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둡과 빅 데이터는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카프카의 지연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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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성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
니스에서 이벤트는 항상 발생하며, 그것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업무에 활력소가 되는
서비스를 훨씬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기존의 다른 ETL이나 데이터 통합 시스템과도 비교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데이터 전달에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다른 시스템들은 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시스템에 추가하는 정도이지만, 카프카는 실시간의 이벤트 스트림 처리를 지향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는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스트림
중심의 아키텍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프카의 내부 메커니즘부터 API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카프카를 가장 잘 아는 저자들이 저
술한 카프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즐독하세요!

제이 크렙스

컨플루언트 공동 창업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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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적 저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책입니다”일 것입니
다. 이것이 이 책의 저술을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 설정했던 목표입니다. 카프카를 개발하고
업무에 사용했으며, 많은 회사가 카프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축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간의 우리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
였습니다. “신규 사용자가 초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우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유
용한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 책이 그간 우리가 하던 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
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아파치 카프카를 업무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면서 강력하고 성능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실제 업무에서 카프카 API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와 카프카를 설치, 구성, 조정, 모니터링하는 실무 엔지니어를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이나 회사의 전체 데이터 기반 구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책임이 있는 데이터 아키텍트와 데이
터 엔지니어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들, 특히 3장, 4장, 11장은 자바 개
발자에게 맞춰 작성되었으므로 예외 처리와 스레드를 포함해서 독자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
밍 언어에 익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들, 특히 2장, 8장, 9장, 10장은 독자 여러
분이 리눅스를 실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장들에서는 카프카와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에 관해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전 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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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프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카프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관리자나
아키텍트에게도 이 책이 도움될 것입니다.

각종 참고 내용
이것은 간단한 팁이나 제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충 설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경고나 주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예제 사용과 책 소개 페이지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별도의 허가 없이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예제 코드를 사용할 때는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서의 오탈자와 추가
정보는 http://oreil.ly/2tVmYjk에서 볼 수 있으며, 번역본의 오탈자와 추가 정보는 https://www.
jpub.kr/의 해당 도서 소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글
먼저 아파치 카프카에 공헌을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도 출
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치 카프카가 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Jay Kreps, Jun Rao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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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귀중한 피드백과 조언을 주신 Apurva Mehta, Arseniy Tashoyan,

Dylan Scott, Ewen Cheslack-Postava, Grant Henke, Ismael Juma, James Cheng, Jason
Gustafson, Jeff Holoman, Joel Koshy, Jonathan Seidman, Matthias Sax, Michael Noll, Paolo
Castagna, Jesse Anderso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오라일리(O’Reilly)의 Shannon Cutt 편집장님
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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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타
리
더

후기

김진영(야놀자)
시스템 장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의 분실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카프카라는 이름을 업무 중 접하게
되어 이 책의 베타리딩을 지원하였습니다. 낯선 개념과 사용법이지만, 제가 고민하던 문제의
좋은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기존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분야가 아닌 막연히 언젠
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메시지를 다루는 영역이라 상당히 낯선 단어와 개념들이 나와서
꽤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등을 생각해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박재유(LG 전자)
처음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카프카? 그게 뭐지?’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카프
카에 문외한의 시각에서 끝까지 탐독하고 난 후엔 비로소 분산 메시징 처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드인(LinkedIn)이나 우버(Uber) 같은 기업에서 대량의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
한 솔루션으로 카프카를 선택한 것은 과연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바 관련 배
경 지식이 있다면 사용 및 운영이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여서 리딩이 쉽
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술 하나를 접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현수(이맥스)
거두절미하고, 아파치 카프카를 처음 접하는 분이 카프카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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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차준성(서울아산병원)
카프카의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서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좋은 기
회였습니다. 카프카 설정 등 운영과 관련된 장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가볍게 기술되어 있어
서 실제 실무자가 활용할 때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이 전반적
으로 잘 짜여 있으며, 카프카의 개념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원철
이 책은 카프카를 알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이며, 카프카의 아키텍처 및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카프카의 API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와 카프카를 설치, 구성, 튜닝 및 모니터링하는 개발자를 위한 책입니다. 카프카를 처음 접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유용한 정
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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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은 데이터로 움직인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처리하여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한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로그 메시지, 메트릭(metric,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 지표이며 측정치를 갖는다), 사용자 입출력, 외부로 내보내는 메시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생성한다. 모든 데이터는 그다음 처리될 일을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
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시점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얻어야 한
다. 이런 일은 아마존과 같은 웹 사이트에서 매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클릭했던 관
심 있는 항목들을 이후에는 추천 항목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터를 빨리 수집할수록 조직의 대응력은 더 민첩해질 수 있으며, 적은 노력으로 핵
심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기업에서 데이터의 이동 경로나 계
통을 나타내는 파이프라인(pipeline)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충분한 데이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데이
터를 얻을 것인지 합의하고 데이터를 얻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결국, 내가 옳거나 아니면 상대
방이 옳은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 모두 틀린 것이다. 그래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
― 닐 디그래스 타이슨(Neil deGrasse Ty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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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발행과 구독하기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메시지 발행/구독(publish/subscribe)의 개
념과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메시지 발행/구독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메시지)를 발행자(전송자)가
직접 구독자(수신자)에게 보내지 않는다. 대신, 발행자가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구분해서 발
행/구독 시스템에 전송하면 구독자가 특정 부류의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발
행된 메시지를 저장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브로커(broker)가 수행한다.

초기의 발행/구독 시스템
대부분의 발행/구독 시스템은 간단한 메시지 큐나 프로세스 간 통신 채널을 갖는 형태로 시
작된다. 예를 들어, 메트릭을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프런트엔드 서버)를 생성해야 하며,
또한 대시보드(dashboard) 화면에 그 정보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메트릭 UI(사용자 인
터페이스) 서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한다(그림 1-1).

프런트엔드
서버

프런트엔드
서버

애플리케이션
메트릭

애플리케이션
메트릭

메트릭
UI 서버

그림 1-1 발행자와 구독자가 직접 연결된 단일 메트릭 발행/구독

이것은 메트릭의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더 장기
간에 걸쳐 메트릭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대시보드에 보여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메
트릭을 받아 저장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메트릭 분석 서버)를 추가해야 하
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두 개의 서비스(메트릭 UI 서버와 분석 서버) 모두에 메트릭을 전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메트릭을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있다면 그것들도 두 개의
서비스에 똑같이 연결해야 한다. 또한, 요청이 오는 즉시 메트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애플
리케이션의 서버를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서버를 사용
하여 각각 메트릭을 얻은 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의 아키
텍처는 그림 1-2와 같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연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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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엔드
서버

프런트엔드
서버

메트릭
UI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복제 서버

메트릭 분석
서버

채팅 서버

상태 모니터링
서버

백엔드
서버

쇼핑 카트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서버

그림 1-2 발행자와 구독자가 직접 연결된 여러 종류의 메트릭 발행/구독

그러나 그림 1-2와 같은 아키텍처는 개선이 필요하다. 즉,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메트릭을 하나
의 애플리케이션이 수신하게 하고, 하나의 서버로 제공하면 해당 메트릭이 필요한 어떤 시스템
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1-3과 같이 복잡하지 않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
다.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메시지 발행/구독 시스템이다.

프런트엔드
서버

프런트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복제 서버

채팅 서버

쇼핑 카트

백엔드
서버

메트릭
발행/구독 서버

메트릭 UI
서비스

메트릭 분석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서비스

그림 1-3 메트릭 발행/구독 시스템

개별적인 메시지 큐 시스템
로그 메시지도 메트릭과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프런트엔드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
용자의 활동(예를 들어, 방문한 웹 페이지)을 추적한 정보를 머신 러닝 개발자에게 제공하거나 관
리자용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도 정보의 발행자와 구독자를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4에서는 세 개의 발행/구독 시스템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메시지 발행과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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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엔드
서버

프런트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복제 서버

메트릭
발행/구독 서버

메트릭 UI
서비스

메트릭 분석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채팅 서버

쇼핑 카트

로그 메시지
발행/구독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서비스

로그 메시지
검색 서비스

보안 분석
서비스

백엔드
서버

추적 메시지
발행/구독 서버

메시지
오프라인
처리 서비스

그림 1-4 여러 종류의 발행/구독 시스템

이런 아키텍처가 그림 1-2의 개별적인 연결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능
이 중복되어 다수의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각 시스템은 나름의 결함과
한계를 갖는다. 또한, 또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처리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유형의 메시지 데이터를 발행/구독하는 하나의 집중 처리 시스템으로 만들
면 유연성이나 확장성 모두 좋아질 것이다.

카프카 살펴보기
아파치 카프카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메시지 발행/구독 시스템이다. 카프
카는 ‘분산 커밋 로그(distributed commit log)’ 또는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distributed streaming
platform)’이라고도 한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커밋 로그는 시스템의 상태를 일관

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트랜잭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
하게 카프카의 데이터도 지속해서 저장하고 읽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고 확장
에 따른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가 분산 처리될 수 있다.

메시지와 배치
카프카에서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메시지(message)라고 한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행(row)
이나 레코드(record)에 비유될 수 있다. 카프카는 메시지를 바이트 배열의 데이터로 간주하므

로 특정 형식이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메시지에는 키(key)라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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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 역시 바이트 배열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카프카의 메시지 데이터는 토픽
(topic)으로

분류된 파티션(partition)에 수록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수록할 파티션을 결정하기

위해 일관된 해시 값으로 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같은 키 값을 갖는 메시지는 항상 같은 파티
션에 수록된다(키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카프카는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모아 배치(batch) 형태로 파티션에 수록하므로
네트워크로부터 매번 각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경
우 대기 시간(latency)과 처리량(throughput)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 있다. 즉, 배치의 크기
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처리될 수 있는 메시지는 많아지지만, 각 메시지의 전송 시간은 더 길
어진다. 이외에도 배치에는 데이터 압축이 적용되므로 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과 저장 능력
을 제공한다.

스키마
카프카는 메시지를 단순히 바이트 배열로 처리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의 구
조를 나타내는 스키마(schema)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메시

지 스키마로 여러 가지 표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있으며, 알기 쉽고 사용하기도 쉽다.

그러나 강력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스키마 버전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 따
라서 많은 카프카 개발자들이 아파치 Avro를 선호한다. 이것은 원래 하둡(Hadoop)을 위해 개
발된 직렬화(serialization) 프레임워크다. Avro는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형식을 제공하며, 메시지
와는 별도로 스키마를 유지 관리하므로 스키마가 변경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강력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며 스키마 신구버전 간의 호환
성도 제공한다.
카프카에서는 일관된 데이터 형식이 중요하다. 메시지 쓰기와 읽기 작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만일 두 작업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면 구버전과 신버전의 데이터 형식을 병행 처
리하기 위해 메시지 구독(읽기) 애플리케이션이 먼저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메시지
발행(쓰기) 애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프카에서는 잘 정의된 스키마를 공
유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스키마와 직렬화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배운다).

카프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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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과 파티션
카프카의 메시지는 토픽(topic)으로 분류된다. 토픽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파일 시스템의
폴더와 유사하다. 하나의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partition)으로 구성될 수 있다. ‘커밋 로그
(commit log)’ 데이터의 관점으로 보면 파티션은 하나의 로그에 해당한다. 메시지는 파티션에 추

가되는 형태로만 수록되며, 맨 앞부터 제일 끝까지의 순서로 읽힌다. 대개 하나의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을 갖지만, 메시지 처리 순서는 토픽이 아닌 파티션별로 유지 관리된다. 그림 1-5에
서는 네 개의 파티션을 갖는 토픽을 보여주며, 추가되는 메시지는 각 파티션의 끝에 수록된다.
각 파티션은 서로 다른 서버에 분산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토픽이 여러 서버에 걸쳐 수평적으
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단일 서버로 처리할 때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
토픽 “topicName”
파티션 0
파티션 1
메시지 쓰기
파티션 2
파티션 3

그림 1-5 여러 개의 파티션을 갖는 토픽

카프카와 같은 시스템의 데이터를 얘기할 때 스트림(stream)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대
부분 스트림은 파티션의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토픽 데이터로 간주되며, 데이터를 쓰는 프
로듀서(producer)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컨슈머(consumer)로 이동되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나타낸
다. 카프카 스트림즈(Kafka Streams), 아파치 Samza, Storm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스트림이다. 이것은 실시간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인 하둡(Hadoop)의 방법과 대비된다(스트림 처리
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설명한다).

프로듀서와 컨슈머
카프카의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의 사용자이며 기본적으로 프로듀서와 컨슈머라는 두 가지 형
태가 있다. 또한, 데이터 통합을 위한 카프카 커넥트(Kafka Connect) API와 스트림 처리를 위한
카프카 스트림즈의 클라이언트 API도 있으며, 이 클라이언트들은 나름의 프로듀서와 컨슈머
를 가지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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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며(쓰며), 다른 발행/구독 시스템에서는 프로듀서를 발행자 또

는 작성자라고도 한다. 메시지는 특정 토픽으로 생성되며, 기본적으로 프로듀서는 메시지가 어
떤 파티션에 수록되는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프로듀서가 특정 파티션에 메시지를
직접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메시지 키와 파티셔너(partitioner)를 사용한다. 파티셔너는 키의 해
시 값을 생성하고 그것을 특정 파티션에 대응시킴으로써 지정된 키를 갖는 메시지가 항상 같은
파티션에 수록되게 해준다. 프로듀서는 또한 나름의 커스텀 파티셔너를 갖고 다른 규칙(또는 알
고리즘)에 따라 메시지가 파티션에 대응되게 할 수도 있다(프로듀서는 3장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컨슈머는 메시지를 읽으며, 다른 발행/구독 시스템에서는 컨슈머를 구독자 또는 독자라고도 한

다. 컨슈머는 하나 이상의 토픽을 구독하여 메시지가 생성된 순서로 읽으며, 메시지의 오프셋
(offset)을

유지하여 읽는 메시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메타데이터인 오프셋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숫값이며, 메시지가 생성될 때 카프카가 추가해준다. 파티션에 수록
된 각 메시지는 고유한 오프셋을 갖는다. 그리고 주키퍼(Zookeeper)나 카프카에서는 각 파티션
에서 마지막에 읽은 메시지의 오프셋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컨슈머가 메시지 읽기를 중단했다
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언제든 그다음 메시지부터 읽을 수 있다.
컨슈머는 컨슈머 그룹의 멤버로 동작한다. 컨슈머 그룹은 하나 이상의 컨슈머로 구성되며, 한
토픽을 소비하기(읽고 처리하기) 위해 같은 그룹의 여러 컨슈머가 함께 동작한다. 그리고 한 토픽
의 각 파티션은 하나의 컨슈머만 소비할 수 있다. 그림 1-6에서는 하나의 토픽을 소비하는 세
개의 컨슈머를 갖는 그룹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두 컨슈머가 각각 한 파티션만 소비하며, 나머
지 컨슈머는 두 개의 파티션을 소비한다. 이처럼 각 컨슈머가 특정 파티션에 대응되는 것을 파
티션 소유권(ownership)이라고 한다.
토픽 “topicName”
컨슈머 그룹

파티션 0

컨슈머 0

파티션 1

컨슈머 1

파티션 2

컨슈머 2

파티션 3

그림 1-6 토픽을 읽는 컨슈머 그룹

카프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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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량의 메시지를 갖는 토픽을 소비하기 위해 컨슈머를 수평적으로 확장
할 수 있다. 또한, 한 컨슈머가 자신의 파티션 메시지를 읽는 데 실패하더라도 같은 그룹의 다
른 컨슈머가 파티션 소유권을 재조정받은 후 실패한 컨슈머의 파티션 메시지를 대신 읽을 수
있다(컨슈머와 컨슈머 그룹은 4장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브로커와 클러스터
하나의 카프카 서버를 브로커(broker)라고 한다. 브로커는 프로듀서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오프셋을 지정한 후 해당 메시지를 디스크에 저장한다. 또한, 컨슈머의 파티션 읽기 요청에 응
답하고 디스크에 수록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시스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
의 브로커는 초당 수천 개의 토픽과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카프카의 브로커는 클러스터(cluster)의 일부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여러 개의 브로커
가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자동으로 선정되는 클러스터 컨트롤러
(controller)의

기능을 수행한다. 컨트롤러는 같은 클러스터의 각 브로커에게 담당 파티션을 할당

하고 브로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관리 기능을 맡는다. 각 파티션은 클러
스터의 한 브로커가 소유하며, 그 브로커를 파티션 리더(leader)라고 한다. 또한, 같은 파티션이
여러 브로커에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해당 파티션이 복제(replication)된다(그림 1-7 참고). 이
경우 해당 파티션의 메시지는 중복으로 저장되지만, 관련 브로커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브로커
가 소유권을 인계받아 그 파티션을 처리할 수 있다. 각 파티션을 사용하는 모든 컨슈머와 프로
듀서는 파티션 리더에 연결해야 한다(파티션 복제를 포함한 클러스터 기능은 6장에서 자세히 배운다).
카프카 클러스터

A/0의 메시지

프로듀서
A/1의 메시지

토픽 A
파티션 0

브로커 1

토픽 A
파티션 1

파티션 리더
A/0 복제

토픽 A
파티션 0

A/1 복제

브로커 2

토픽 A
파티션 1
파티션 리더

그림 1-7 클러스터의 파티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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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의 메시지

컨슈머
A/1의 메시지

또한, 아파치 카프카의 핵심 기능으로 보존(retention)이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메시지를 보존하

는 것이다. 카프카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토픽의 보존 설정을 하도록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7
일과 같이 일정 기간 메시지를 보존하거나 1GB와 같이 지정된 토픽 크기가 될 때까지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한도 값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만료 메시지들
이 삭제된다. 또한 메시지가 유용할 때만 보존되도록 토픽마다 보존 설정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메시지 유지가 필요한 토픽은 7일 동안 보존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

능 관련 메트릭을 저장한 토픽은 수시간 동안만 보존되게 할 수 있다. 또한, 토픽은 압축 로그(log
compacted)

설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같은 키를 갖는 메시지들은 가장 최신 것만 보

존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중요한 로그 데이터에 유용하다.

다중 클러스터
카프카가 많이 설치되어 사용될 때 다중 클러스터(multiple cluster)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장
점이 있다.
• 데이터 타입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음
• 재해 복구를 대비한 다중 데이터센터를 유지할 수 있음
특히 카프카가 다중 데이터센터로 설치되어 동작할 때는 메시지가 데이터센터 간에 복제되어
야 하며, 그렇게 하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의 처리 결과를 양쪽 사이트 모두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데이터센터에 접속된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파일에 있는 공
개 정보를 변경한다면 다른 데이터센터에서도 변경 내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여러
사이트에서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보안 시스템이 운영되는 센터로 집중시켜 처리할
수 있다. 카프카 클러스터의 복제 메커니즘은 다중 클러스터가 아닌 단일 클러스터에서만 동
작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다중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치 카프카 프로젝트에는 미러메이커(MirrorMaker)
라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미러메이커도 카프카의 컨슈머와 프로듀서이며,
각 미러메이커는 큐(queue)로 상호 연결된다. 그리고 하나의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소비된 메시
지를 다른 클러스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해준다. 그림 1-8에서는 미러메이커를 사용
하는 다중 데이터센터 아키텍처의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두 개의 로컬 클러스터에서 집중
(aggregate) 클러스터로 메시지를 모은 후 다른 데이터센터로 복사한다.

카프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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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A
프로듀서

컨슈머

카프카 로컬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B
프로듀서

데이터센터 C

컨슈머

컨슈머

컨슈머

카프카 로컬 클러스터

소비

소비
카프카 집중 클러스터

미러메이커

미러메이커

생산

생산

카프카 집중 클러스터

카프카 집중 클러스터

생산
소비
미러메이커

그림 1-8 다중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카프카를 사용하는 이유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 발행/구독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치 카프카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중 프로듀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많은 토픽을 사용하거나 같은 토픽을 같이 사용해도 카프카는 무리 없
이 많은 프로듀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프런트엔드 시스템으로부터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마이크로서비스
(microservice)를 통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모든 마이크로서비스가 같

은 형식으로 작성한 페이지 뷰(page view)를 하나의 토픽으로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사이트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뷰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서비스는 큰 규모의 서비스를 작고 독립된 서비스들로 분리한 것을 말하며, 잘 활용하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 및 유지 관리에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페이지 뷰는 사용자가 해
당 사이트의 웹 페이지를 열람한 횟수를 말하며,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 행태를 분석하거나 노출도에 따른
온라인 광고의 단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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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컨슈머
다중 프로듀서와 더불어 카프카는 많은 컨슈머가 상호 간섭 없이 어떤 메시지 스트림도 읽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한 클라이언트가 특정 메시지를 소비하면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그 메시지
를 사용할 수 없는 큐(queue) 시스템과는 다르다. 카프카 컨슈머는 컨슈머 그룹의 멤버가 되어
메시지 스트림을 공유할 수 있다.

디스크 기반의 보존
카프카는 다중 컨슈머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하 컨슈머)이 항상 실시간으로 실행되지 않아도 된다. 메시지는
카프카 구성에 설정된 보존 옵션(예를 들어, 보존 기간이나 토픽 크기)에 따라 디스크에 저장되어
보존된다. 그리고 보존 옵션을 토픽별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컨슈머의 요구에 맞게 메시지
스트림마다 서로 다른 보존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처리가 느리거나 접속 폭주로 인해
컨슈머가 메시지를 읽는 데 실패하더라도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이 없다. 또한, 보존 기간 동안
컨슈머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는 카프카에 보존되므로 프로듀서의 메시지 백업이 필요
없고, 컨슈머의 유지보수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컨슈머가 다시 실행되면 중단 시
점의 메시지부터 처리할 수 있다.

확장성
카프카는 확장성이 좋아서 어떤 크기의 데이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실제
로 잘 되는지 검증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브로커로 시작한 후 세 개의 브로커로 구성된 소규
모의 개발용 클러스터로 확장하면 좋다. 그다음에 데이터 증가에 따라 10개에서 심지어는 수
백 개의 브로커를 갖는 대규모 클러스터로 업무용 환경을 구축하면 된다. 확장 작업은 시스템
전체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클러스터가 온라인 상태일 때도 수행될 수 있다. 여러 개의
브로커로 구성된 클러스터는 개별적인 브로커의 장애를 처리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여러 브로커에 장애가 생겨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제 팩터(replication factor)를 더 큰 값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복제는 6장에서 자
세히 설명한다).

카프카를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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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능이 합쳐져서 아파치 카프카를 고성능의 메시지 발행/구독 시스템으
로 만들어준다. 또한, 프로듀서, 컨슈머, 브로커 모두 대용량의 메시지 스트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으며, 확장 작업도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환경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
는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입력 형식이 정의되며, 메트릭, 리포트 등으로 출력 형태가 정의된다.
또한, 특정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데이터를 읽은 후 다른 소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사
용해서 변환시킨다. 그다음에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종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구조에
전달한다. 이런 작업은 고유한 콘텐츠와 크기, 용도를 갖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처리된다.
이것이 메시지 데이터의 처리 흐름이다.
그림 1-9에 있듯이, 아파치 카프카는 데이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즉, 모든 클라
이언트에 대해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기반 구조의 다양한 멤버 간에 메시지
를 전달한다. 이때 메시지 구조를 정의한 스키마를 시스템에서 제공하면 프로듀서와 컨슈머
가 어떤 형태로든 밀접하게 결합하거나 연결되지 않아도 되므로, 비즈니스 용도가 생기거나 없
어질 때 관련 컴포넌트만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된다. 또한, 프로듀서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 몇 개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Apache Solr,
OpenTSDB

스트림 처리
Samza,
Spark,
Storm, Flink

오프라인 처리
Hadoop

카프카

메트릭

로그

트랜잭션
데이터

그림 1-9 빅 데이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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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
데이터

이용 사례
활동 추적
처음에 카프카는 사용자 활동 추적에 사용하기 위해 링크드인(LinkedIn)에서 설계되었다. 즉,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액션(예를 들어, 페이지 이동이나 특정 콘텐츠 조회)을 수행하면 이
것에 관한 메시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 이런 추적 데이
터는 해당 사이트의 페이지 뷰와 클릭 기록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이트의 사용자가 자신의 프
로파일에 추가하는 정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는 하
나 이상의 토픽으로 생성되어 카프카에 저장된 후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된다. 예를
들어,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머신 러닝 시스템에 제공되거나, 검색 결과를 변경하거나,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 전송
카프카는 또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
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이메일)에 유용하다. 이때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형식
이나 전송 방법을 신경 쓰지 않게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전송될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애
플리케이션이 읽어서 다음 작업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같은 룩앤필(look and feel)을 사용해서 메시지의 형식을 만든다.
• 여러 개의 메시지를 하나의 알림 메시지로 전송하기 위해 합친다.
• 사용자가 원하는 메시지 수신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중복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집중 처리와 같은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메트릭과 로깅
카프카는 또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의 메트릭과 로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이상적이다. 이것
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은 타입의 메시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이용 사례다. 이 경우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정기적으로 메트릭을 생성하여 카프카 토픽으로 저장한 후 모니터링과 보안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둡과 같은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데이터 증가
예측과 같은 장기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로그 메시지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생
성될 수 있으며,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나 보안 분석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로그 검색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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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외에도 카프카를 사용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즉, 특정 시스
템을 변경해야 할 때(예를 들어, 로그 저장 시스템을 변경할 시기가 되었을 때)도 프런트엔드 애플리
케이션이나 메시지 수집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커밋 로그
카프카는 커밋 로그(commit log) 개념을 기반으로 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이 카프카
메시지 스트림으로 생성될 수 있다(커밋 로그는 데이터가 변경된 내역을 로그 메시지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스트림을 모니터링하여 발생 시점의 최신 변경 데이

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스트림을 변경 로그 스트림(changelog stream)이라고 하며, 이 스트림
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데이터를 원격 시스템에 복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여러 애플리케이션
의 변경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뷰로 통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변경 로그 데
이터를 모아두는 버퍼를 제공하기 위해 카프카의 메시지 보존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컨
슈머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생긴 이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더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할 때는 키 하나당 하나의 변경 데이터만 보존하는 압축
로그(log-compacted) 토픽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트림 프로세싱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트림 프로세싱(stream processing)을 지원한다. 카프카를 사용
할 때도 대부분 스트림 프로세싱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하둡의 맵/리듀스(map/reduce)
처리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단, 하둡은 긴 시간(여러 시간이나
여러 날)에 걸쳐 집중된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스트림 프로세싱에서는 메시지가 생성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는 프레임워크에
서는 작은 크기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능별로 여러 개 작성하여 카프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메트릭 데이터의 각종 수치(예를 들어, CPU 사용 시간)를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
하는 애플리케이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파티션에 저
장하는 애플리케이션, 여러 소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변환하는 애플리케이
션 등이다(스트림 프로세싱은 11장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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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의 기원
카프카는 원래 링크드인의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 고성능의 메시징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사용자 활동과 시스템 메트릭에 관한 분명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다.
데이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력이다.
― 제프 와이너(Jeff Weiner), 링크드인의 최고 경영자(CEO)

링크드인의 문제점
이 장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과 유사한 시스템이 링크드인에 있었는데, 그것은 시스템과 애플
리케이션의 메트릭을 집중 처리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나름의 데이터 집중 처리
애플리케이션과 오픈 소스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여주었다. 그리고 CPU 사
용이나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같은 전형적인 메트릭뿐만 아니라 복잡한 요청 추적 기능이 있
었는데, 이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용자 요청이 내부의 여러 애플리케이션
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많은 결함이 있었다. 예
를 들어, 폴링(polling) 기반으로 메트릭을 집중 처리했지만 시간 간격이 길었으며, 애플리케이
션 소유자가 자신의 메트릭을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간단한 작업조차
도 일일이 사람이 개입해야 했으며,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메트릭임에도 시스템이 다르면 메트
릭 이름도 달라서 일관성이 없었다.
이와 함께 사용자 활동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HTTP 서비스로 생성된 시스템이 있었다. 이

HTTP 서비스에서는 주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런트엔드 서버들로부터 전달받은 XML 형식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메시지는 오프라인 처리로 전달되어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도 결함이 많았다. 예를 들어, XML 형식에 일관성이 없어서 분석하는 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또한 추적되는 사용자 활동의 유형을 변경할 때는 프런트엔드와 오
프라인 처리 간에 많은 조정 작업이 필요하였다. 심지어는 메시지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 변
경으로 인해 시스템이 연거푸 중단되었다. 그리고 활동 추적 데이터를 매시간 단위로 모아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모니터링과 사용자 활동 추적은 같은 백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모니터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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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너무 단순해서 활동 추적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
니터링에서 사용하는 폴링(polling) 모델은 활동 추적의 푸시(push) 모델과 호환성이 없었다. 또
한, 추적 서비스는 메트릭 데이터 처리에도 사용될 수 없었으며,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
집해서 사용하는 배치 위주의 처리이므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모니터링과 보안 분석에 적합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과 추적 데이터는 상
호 간에 많은 데이터 특성을 공유했으며, 정보의 상관관계(예를 들어, 사용자 활동의 특정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활용하였다.

카프카 개발에 앞서,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고, 메시지 증가에 따른 확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 소스에 있는지 물색하였다. 그리고
우선 ActiveMQ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ActiveMQ는
시스템 확장을 지원하지 못했다. 또한, ActiveMQ는 브로커를 중단시키는 많은 결함이 발견되
어 링크드인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솔루션이었다. 따라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기반
구조를 자체 개발하기로 하였다.

카프카의 탄생
링크드인의 개발팀은 제이 크렙스( Jay Kreps)가 맡고 있었다. 그는 분산 키-값 스토리지
(distributed key-value storage) 시스템인 볼드모트(Voldemort)의 개발과 오픈 소스 배포를 맡고 있

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초기 개발팀에는 네하 나크히드(Neha Narkhede)가 포함되었으며,
나중에 준 라오(Jun Rao)도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
였다. 모니터링과 추적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앞으로 확장이 가능한 그
런 시스템이 목표였으며, 주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푸시-풀(push-pull) 모델을 사용해서 메시지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분리시킨다.
• 다수의 컨슈머가 사용할 수 있게 메시징 시스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존한다.
• 많은 메시지 처리량에 최적화시킨다.
• 데이터 스트림의 양이 증가될 때 시스템을 수평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발행/구독 메시징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일반적
인 메시징 시스템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메시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계층은 로그-집중(logaggregation) 시스템에 버금가는 우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메시지 직렬화를 위해 아파치 Avro를

결합함으로써 하루에 수십억 개의 메트릭과 사용자 활동 추적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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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카프카 훑어보기

카프카는 효율적이었다. 또한, 카프카의 확장성 지원으로 링크드인은 메시지가 1조 개 이상
생성되고(2015년 8월 기준) 매일 1페타바이트(petabyte, 1015 바이트)의 데이터가 소비되는 사이트
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픈 소스
카프카는 2010년 말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깃허브(GitHub)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2011년 7월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가 되었고, 2012년 10월에는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이후로는 링크드인 외부 개발
자들의 많은 노력과 공헌이 있었으며, 이제는 카프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가을에는 제이 크렙스, 네하 나크히드, 준 라오가 링
크드인을 그만두고 컨플루언트(Confluent)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회사는 아파치 카프카의 개
발과 기업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름이 카프카인 이유
어떻게 카프카란 이름을 붙인 것인지, 혹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자주 묻곤 한다. 제이 크렙스가 알려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프카는 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므로 작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는 대학에서 문학을 수강하면서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를 좋아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프
로젝트에 그 이름을 붙였더니 멋있었다.”

카프카란 이름은 애플리케이션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카프카 시작하기
이제 카프카의 기본 정의와 역사를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만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카프카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카프카를 실행
하는 데 적합한 하드웨어의 선택과 카프카를 실무로 이양할 때 고려할 사항들도 알아본다.

카프카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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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 컨슈머:
카프카에서 데이터 읽기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애플리케이션은 KafkaConsumer를 사용해서 카프카 토픽을 읽
고 메시지를 받는다. 카프카의 데이터 읽기는 다른 메시지 시스템의 데이터 읽기와 약간 다르
며, 카프카 나름의 개념과 발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컨슈머 API의 사용 방법을 알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
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컨슈머 API의 몇 가지 예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카프카 컨슈머의 중요 개념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슈머와 컨슈머 그룹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 개념들을 살펴본다.

컨슈머와 컨슈머 그룹
특정 카프카 토픽의 메시지들을 읽어서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다른 데이터 파일
에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슈머 객체
(KafkaConsumer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해당 토픽을 읽은 후 그것의 메시지들을 받아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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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다른 파일에 저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 프로듀서들이 해당 토픽에 새로운
메시지를 쓰는 속도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처리(읽어서 검사 후 다른 파일에 저장)하는 속
도보다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하나의 컨슈머만으로 해당 토픽의 메시지들을 읽고 처
리한다면, 새로 추가되는 메시지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처리는 점점 더 처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토픽을 소비하는(읽는) 컨슈머의 규모를 확
장해야 한다. 즉, 다수의 프로듀서들이 같은 토픽의 메시지들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컨슈머들이 같은 토픽의 메시지들을 분담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카프카 컨슈머들은 컨슈머 그룹(consumer group)에 속한다. 그리고 다수의 컨슈머가 같은 토픽
을 소비하면서 같은 컨슈머 그룹에 속할 때는 각 컨슈머가 해당 토픽의 서로 다른 파티션을
분담해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네 개의 파티션을 갖는 T1 토픽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C1 컨슈머를 새로 생성했는데, G1
컨슈머 그룹에는 C1만 있고, C1 컨슈머는 T1 토픽의 메시지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
우 C1 컨슈머는 T1 토픽의 네 개 파티션 모두에 있는 메시지들을 읽을 것이다(그림 4-1).

토픽 T1

컨슈머 그룹 G1

파티션 0

컨슈머 C1

파티션 1
파티션 2
파티션 3

그림 4-1 네 개의 파티션을 소비하는 컨슈머 그룹

만일 G1 컨슈머 그룹에 또 다른 C2 컨슈머를 추가한다면, 각 컨슈머는 두 개의 파티션에서만
메시지를 읽으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4-2와 같이 C1은 파티션 0과 2를, C2는 파티션 1과 3의
메시지들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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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T1

컨슈머 그룹 G1

파티션 0

컨슈머 C1

파티션 1

컨슈머 C2

파티션 2
파티션 3

그림 4-2 한 컨슈머 그룹의 두 컨슈머가 분담하는 네 개의 파티션

만일 G1 컨슈머 그룹에 네 개의 컨슈머가 있다면, 그림 4-3처럼 각 컨슈머는 하나의 파티션에
있는 메시지들만 읽으면 된다.

토픽 T1

컨슈머 그룹 G1

파티션 0

컨슈머 C1

파티션 1

컨슈머 C2

파티션 2

컨슈머 C3

파티션 3

컨슈머 C4

그림 4-3 각각 한 파티션을 담당하는 네 개의 컨슈머

만일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더 많은 수의 컨슈머를 추가한다면, 일부 컨슈머는 쉬면서 아무
메시지도 읽지 않을 것이다(그림 4-4).

토픽 T1

컨슈머 그룹 G1

파티션 0

컨슈머 C1

파티션 1

컨슈머 C2

파티션 2

컨슈머 C3

파티션 3

컨슈머 C4
컨슈머 C5

그림 4-4 파티션 개수보다 더 많은 컨슈머

카프카 컨슈머의 중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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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더 많은 컨슈머를 추가하면 카프카 토픽의 데이터 소비를 확
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대기 시간이 긴(예를 들어, 토픽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쓰
거나 시간 소요가 많은 연산을 수행) 작업을 수행하는 카프카 컨슈머에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

면 하나의 컨슈머로는 토픽의 데이터 추가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컨
슈머가 여러 파티션을 분담하여 작업량을 공유하도록 더 많은 컨슈머를 추가하는 것이 소비
확장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것은 또한 많은 수의 파티션을 갖도록 토픽을 생성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그럼으로써 작업량이 증가할 때 더 많은 컨슈머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토픽의 파
티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컨슈머를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이 경우
일부 컨슈머는 쉬게 된다). (한 토픽의 파티션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권장 사항은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비를 확장하기 위해 컨슈머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토픽
의 데이터를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읽어야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실제로 카프카의 주요
설계 목표 중 하나는, 생성된 데이터를 카프카 토픽(기업이나 조직 전체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같은 토픽의 데이터를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읽어야 할 때는

각 애플리케이션이 토픽의 일부 메시지가 아닌 모든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
려면 각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컨슈머 그룹을 갖도록 해야 한다. 종전의 다른 많은 메시지
시스템과 다르게 카프카는 성능 저하 없이 많은 수의 컨슈머와 컨슈머 그룹으로 확장할 수
있다(각 컨슈머는 스레드로 구현되며 병행으로 실행된다).
앞의 예에서, 한 개의 컨슈머를 갖는 새로운 컨슈머 그룹인 G2를 추가하면, 이 그룹의 컨슈머
는 G1 그룹과는 무관하게 T1 토픽의 모든 메시지를 읽는다. G2도 하나 이상의 컨슈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는 G1의 경우처럼 각 컨슈머가 파티션들을 분담하게 된다(그림 4-5).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토픽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들을 읽어야 할 때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컨슈머 그룹을 생성한다. 그리고 토픽의
메시지 소비(읽고 처리)를 확장할 때는 기존 컨슈머 그룹에 새로운 컨슈머를 추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각 컨슈머는 토픽의 일부 파티션에 있는 메시지만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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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T1

컨슈머 그룹 G1

파티션 0

컨슈머 C1

파티션 1

컨슈머 C2

파티션 2

컨슈머 C3

파티션 3

컨슈머 C4

컨슈머 그룹 G2
컨슈머 C1
컨슈머 C2

그림 4-5 새로운 컨슈머 그룹 추가하기

컨슈머 그룹과 리밸런싱
앞에서 보았듯이, 컨슈머 그룹의 컨슈머들은 자신들이 읽는 토픽 파티션의 소유권(ownership)
을 공유한다. 그리고 새로운 컨슈머를 그룹에 추가하면 이전에 다른 컨슈머가 읽던 파티션의
메시지들을 읽는다. 특정 컨슈머가 문제가 생겨 중단될 때도 마찬가지다. 즉, 그 컨슈머가 읽
던 파티션은 남은 컨슈머 중 하나가 재할당받아 읽는다. 해당 컨슈머 그룹이 읽는 토픽들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에도(예를 들어, 관리자가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할 때) 파티션의 재할당이 생길
수 있다.
한 컨슈머로부터 다른 컨슈머로 파티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한다. 리밸런싱은 컨슈머 그룹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높여주므로(쉽고 안전하게 컨슈머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음) 중요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처리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리밸런싱을 하

는 동안 컨슈머들은 메시지를 읽을 수 없으므로 해당 컨슈머 그룹 전체가 잠시나마 사용 불가
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컨슈머로부터 다른 컨슈머로 파티션이 이전될 때는 해당 컨
슈머의 이전 파티션에 관한 현재 상태 정보가 없어진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도
지워지므로, 컨슈머의 해당 파티션 상태 정보가 다시 설정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느려질 수 있다. 이 장 전체에 걸쳐 안전하게 리밸런싱하는 방법과 부적절한 리밸런싱을 피하
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카프카 컨슈머의 중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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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조정자(group coordinator)로 지정된 카프카 브로커(이 브로커는 컨슈머 그룹마다 다를 수 있다)에

게 컨슈머가 하트비트(heartbeat)를 전송하면 자신이 속한 컨슈머 그룹의 멤버십과 자신에게 할당

된 파티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룹 조정자는 GroupCoordinator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생성되
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카프카 브로커다. 이후로는 그룹 조정자를 GroupCoordinator라고 할
것이다.) 하트비트는 컨슈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송되는 신호이며, 컨슈머가 일정 시간 간격으

로 하트비트를 전송한다면, 그 컨슈머는 살아있고 잘 동작하며, 자신의 파티션 메시지를 처리 가
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트비트는 컨슈머가 폴링(polling)을 할 때 또는 읽은 메시지를 커밋할 때
자동 전송된다(폴링은 메시지를 읽는 것을 말하며, 주로 무한 루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시킨다).
만일 컨슈머가 세션 타임아 웃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하트비트 전송 을 중단하면,
GroupCoordinator가 해당 컨슈머를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고 리밸런싱을 시작시킨다. 또

는 컨슈머에 문제가 생겨 중단되어도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중단된 컨
슈머가 소유한 파티션의 메시지가 처리되지 않는다. 컨슈머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는
GroupCoordinator에게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며, 이때 GroupCoordinator는 처리 공

백을 줄이기 위해 곧바로 리밸런싱을 시작시킨다. 이 장 후반부에서 하트비트 간격 시간과 세
션 타임아웃을 제어하는 컨슈머 구성 매개변수를 알아보고, 그것들을 요구 사항에 맞게 설정
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카프카 최신 버전의 하트비트 관련 변경사항
카프카 0.10.1 버전에서는 컨슈머의 폴링 간에도 하트비트를 전송하는 별개의 하트비트 스레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하트비트 간격 시간(그리고 컨슈머가 중단되어 더 이상 하트비트를 전송하지 않는다
는 것을 컨슈머 그룹이 감지하는 시간)을 폴링 간격 시간(브로커에서 반환되는 데이터의 처리 시간에 의해 결정
됨)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최신 카프카 버전에서는 컨슈머 그룹을 떠나면서 리밸런싱이

시작되기 전에 폴링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구성은 라이브
록(livelock)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라이브록은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 처리를 진행
하는 데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알기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좁은 길을 마주보며 지나갈 때 서로 비켜주려
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는 것과 유사하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두 개의 스레드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 구성은 session.timeout.ms(컨슈머의 실행과 하트비
트 전송이 모두 중단될 수 있는 제한 시간을 나타냄) 구성 매개변수와 별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
법도 알아본다. 아파치 카프카 0.10.1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카프카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max.poll.interval.ms 매개변수 설정만으로
긴 시간 간격의 폴링(즉, 메시지를 읽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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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할당 처리 절차
컨슈머가 그룹에 합류하고 싶을 때는 GroupCoordinator에게 JoinGroup 요청을 전송
하면 된다. 이때 그룹에 첫 번째로 합류하는 컨슈머는 그룹 리더(leader)가 된다. 리더는

GroupCoordinator로부터 해당 그룹의 모든 컨슈머 내역(여기에는 최근에 하트비트를 전송하
여 살아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컨슈머가 포함된다)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그룹의 각 컨슈머들에게 파

티션을 할당하는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 PartitionAssignor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떤
파티션들을 어느 컨슈머가 처리할 것인지 결정한다.
카프카는 두 가지 파티션 할당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 내용은 더 뒤의 컨슈머 구성에서 자세
하게 알아볼 것이다. 컨슈머들에게 할당할 파티션이 결정된 후 컨슈머 그룹 리더는 할당 내역
을 GroupCoordinator(이 정보를 모든 컨슈머에게 전송하는)에게 전송한다. 각 컨슈머는 자신의
할당 내역만 알 수 있다(해당 그룹의 전체 컨슈머와 파티션들의 할당 내역을 갖는 클라이언트 프로세
스는 리더가 유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처리 절차는 파티션의 리밸런싱이 생길 때마다

반복 수행된다.

카프카 컨슈머 생성하기
메시지를 갖는 레코드의 소비(읽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컨슈머 클래스인 KafkaConsumer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한다. KafkaConsumer 인스턴스 생성은 KafkaProducer 인스턴스 생성
과 매우 유사하다. 즉, 컨슈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갖는 자바 Properties 인스턴
스를 생성한 후 이것을 KafkaConsumer 생성자의 인자로 전달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된
다. 컨슈머의 모든 속성은 이 장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세 개의
필수 속성인 bootstrap.servers, key.deserializer, value.deserializer가 필요하다.
첫 번째 속성인 bootstrap.servers는 카프카 클러스터에 연결하기 위한 문자열이며, 3장에서
설명한 KafkaProducer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다른 두 개의 속성인 key.deserializer와
value.deserializer에는 프로듀서에 정의되는 직렬처리기와 반대 기능을 수행하는 역직렬처리

기를 지정한다. 즉, 자바 객체를 바이트 배열로 변환(직렬화)하는 클래스를 지정하는 대신, 직렬
화된 바이트 배열의 값을 다시 자바 객체로 환원(역직렬화)하는 클래스를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속성이 있다. 그것은 group.id이며, 컨슈머(Kafka
Consumer 인스턴스)가 속하는 컨슈머 그룹을 나타낸다.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컨슈머 그룹에

도 속하지 않는 컨슈머를 생성할 수도 있다(이 내용은 이 장 후반부에서 알아본다). 이 책에서는
컨슈머가 컨슈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카프카 컨슈머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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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에서는 컨슈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Properties props = new Properties();
props.put("bootstrap.servers", "broker1:9092,broker2:9092");
props.put("group.id", "CountryCounter");
props.put("key.deserializer",
"org.apache.kafka.common.serialization.StringDeserializer");
props.put("value.deserializer",
"org.apache.kafka.common.serialization.StringDeserializer");
KafkaConsumer<String, String> consumer =
new KafkaConsumer<String, String>(props);

프로듀서를 생성하는 3장의 내용을 읽었다면 여기 있는 코드 대부분이 눈에 익을 것이다. 여
기서는 우리가 읽는 레코드의 키와 값 모두 String 객체로 간주하며, 새로 사용된 속성은
group.id뿐이다. 이 속성은 여기에서 생성된 컨슈머가 속한 컨슈머 그룹의 이름을 나타낸다.

토픽 구독하기
컨슈머를 생성한 다음에는 하나 이상의 토픽을 구독(subscribe)해야 한다(마치 신문이나 잡지의 구
독을 신청하듯이, 데이터를 읽을 토픽들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subscribe() 메서드를 사용하

며, 이 메서드는 토픽 이름을 저장한 List를 매개변수로 받는다.
consumer.subscribe(Collections.singletonList("customerCountries")); 

❶

❶

이 코드에서는 토픽 이름인 customerCountries를 하나의 요소로 갖는 List를 생성하
고 subscribe()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한다.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매개변수로 전달하여 subscribe()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다수의 토픽 이름들이 표현식과 일치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표현식과 일치되는
이름의 새로운 토픽을 생성하면 그 즉시로 리밸런싱이 수행된 후 컨슈머들이 새로운 토픽을
읽기 시작할 것이다. 다수의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토픽들이 포함하는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유용하다. 카프카와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다수의 토픽 구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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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AP TER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은 서로 다른 여러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이동/흐름을 말하며, 파
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어렵게 통합하지 않고 시스템 간의 데
이터 전달과 통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
축을 얘기할 때 언급되는 두 가지 이용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아파치 카프카가 두 개의 엔
드 포인트(end point) 중 하나가 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다(엔드 포인트는 통신 채널의 한쪽
끝단을 말하며, 양쪽의 엔드 포인트가 서로 다른 컴퓨팅 시스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장치,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서로 다른 시스템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 등의 조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프카의 데이터를 S3에 넣거나 몽고DB(MongoDB)의

데이터를 카프카로 가져오는 경우다(S3는 아마존 AWS 중 하나이며, 개발자가 웹 기반의 컴퓨팅 작업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 중

간에서 카프카를 중개 역할로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Twitter)의 데
이터를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로 전달할 때 우선 트위터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달한 후
다시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로 전달하는 식이다(엘라스틱서치는 실시간 검색 엔진이다).
링크드인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이용 사례 모두로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때 카프카 커
넥트(Kafka Connect)가 아파치 0.9 버전에 추가되었다. 그 당시 모든 조직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카프카를 통합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카프카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쉽게 해줄 수 있는 API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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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쓰는) 프로듀서와 소비하는(읽고 처리하는) 컨슈머를 효과적
으로 분리함으로써 카프카는 파이프라인의 여러 단계 간에 크고 신뢰성 있는 버퍼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카프카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통합
일부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카프카를 파이프라인의 엔드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때 “카프카의 데이터를 어떻게 엘라스틱으로 가져올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렇
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단순히 엔드 포인트로 카프카를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보다는 카프카를 중심으로 최소한 두 개 또는 훨씬 더 많은 다른 시스템을 엔드 포인트로 갖
는 것을 추천한다. 데이터 통합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장 필요한 엔드 포인트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관점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단기적인 데이터 통합에만 치중하면 복잡하고 유지보수 비
용만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본다. 이것
은 카프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데이터 통합의 문제들이지만, 카프카가 데이터 통
합에 적합한 이유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데이터 통합에 사용하는 카프카 커
넥트 API가 보통의 프로듀서 및 컨슈머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
타입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에 카프카 커넥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
펴본다. 단, 카프카 커넥트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본적인 사
용 예를 통해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다른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카프
카와 연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시 고려사항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
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적시성
하루에 한 번 대량으로 데이터를 받는 배치 처리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데이터 생성 즉시 수
밀리초 안에 받아야 하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도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개념적
으로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시스템 중간에 위치한다. 좋은 데이터 통합 시스템은 서로 다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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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의 서로 다른 적시성(timeliness)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확장성과 신뢰성이 있는 스토리
지를 갖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인 카프카는 실시간(즉시 처리) 파이프라인부터 시간 단위의
배치(일정 시간 모아서 처리) 파이프라인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거대한 버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필요에 따라 프로듀서는 실시간 또는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카프카에 쓸 수 있으며, 컨
슈머 역시 실시간 또는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데이터의 쓰기와 읽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신뢰성을 높이려면 우선,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피하고 모든 종류의 장애 발생 시
에 신속하고 자동화된 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여러 서버가 전원이나 네트워크 스위
치를 공유하는 단일 장애점의 경우 전원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서버가 중단된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중요한 비즈니스 시스템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초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밀리초에 가까운 적시성을 요구하는 시
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뢰성의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데이터 전달 보장이다. 즉, 시
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한 번(at-least-once)의 데이터 전달 요구사항을 갖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데이터를 보내는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대상 시스템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데이터가 전달되므로 유
실되지는 않지만, 재전송으로 인해 때로는 중복 데이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최소 한 번 데이터 전달이다).

이와는 달리, 정확히 한 번(exactly-once) 전달을 요구사항으로 갖는 시스템도 많다(데이터를 보내
는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대상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가 전달되므로 유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중복도 생기지 않는 것이 정확히 한 번 데이터 전달이다).

6장에서 카프카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알아보았듯이, 카프카는 자체적으로 ‘최소 한 번’ 데이
터 전달을 제공한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거나 고유 키를 갖는 외부 데이터스토어(예
를 들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키-값 데이터스토어)와 같이 사용하면 ‘정확히 한 번’ 데이터 전달도

가능하다. 많은 엔드 포인트들이 ‘정확히 한 번’ 데이터 전달을 제공하는 데이터스토어이므로
카프카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더 쉽게 ‘정확히 한 번’ 데이터 전달로 구현될 수 있다. 또
한 카프카 커넥트는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합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므로 ‘정확히 한 번’
데이터 전달 파이프라인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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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서도 조정 가능한 처리량
우리가 구축하려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매우 높은 처리량(throughput)을 갖도록 확장될 수 있
어야 하며, 불시에 처리량이 증가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카프카는 데이터를 쓰는 프로듀서와 읽는 컨슈머 간의 버퍼 역할을 하므로 컨슈머의 처리량
을 프로듀서의 처리량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프로듀서의 처리량이 컨슈머의 처리량
을 초과하면, 프로듀서가 쓴 데이터는 컨슈머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카프카에 보존되므로,
더 이상 복잡한 메커니즘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카프카는 컨슈머나 프로듀서를 별도
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어느 쪽이든 동적으로 확장하기 쉬우며, 요구사항의
변화에 독립적으로 맞출 수 있다.
카프카는 높은 처리량의 분산 시스템이다. 고성능의 하드웨어 사양이 아닌 평범한 클러스터에
서도 초당 수백 메가 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프카 파이프
라인이 우리 요구에 맞게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카프카 커넥
트 API를 사용하면 확장은 물론 다중 스레드를 사용한 병행 처리도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더
뒤에서 알아볼 것이다).

카프카는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 압축 형식을 지원하므로 처리량이 증가할 때 사용자와 관리
자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자원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조화시
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타입은 다양하
다. 예를 들어, 카프카에서 Avro(3장과 4장 참고)를 사용하여 XML과 관계형 데이터를 카프카
로 쓴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어서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에 쓸 때는 JSON 형식으로 변환해
야 하며,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에 쓸 때는 파케이(Parquet)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또한 아마존 S3에 쓸 때는 CSV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카프카 자체와 커넥트 API는 데이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3장과 4장에서 이미 알아보았듯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다양한 직렬처리기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
도 카프카에 읽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카프카 커넥트는 데이터 형식과 스키마(데이터 구조를 나
타냄)를 포함하는 메모리 객체들을 가지며, 곧 알아보겠지만, 변환기를 사용해서 어떤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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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카프카에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어떤 것이든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많은 소스(source)와 싱크(sink)는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schema)를 갖는다(데이터를 전
달하는 파이프라인의 관점에서 소스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며, 싱크는 데이터를 받는 쪽이다. 소스와
싱크는 서로 다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스로부터 데이터와 함께

스키마를 읽어서 저장한 후 호환성(소스와 싱크 스키마의 호환 가능 여부)을 검사하거나 싱크 데
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 MySQL 소스로부터 아
파치 하이브(Hive) 싱크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다(아파치 하이브는 하둡을 기반으로 하는 데
이터웨어하우스 기반 구조이며, SQL을 사용한 대용량 데이터의 쿼리와 분석을 해준다). 이 경우 MySQL

의 데이터에 새로운 열(column)을 추가하면 하이브에도 추가된다.
이에 추가하여, 카프카로부터 외부 시스템에 데이터를 쓸 때는 싱크 커넥터(sink connector)가
데이터 형식에 맞게 처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일부 커넥터에서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DFS 커넥터에서는 Avro와 파케이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소스로부
터 데이터를 읽거나 싱크에 데이터를 쓰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 클래스를 커넥터라고 한다. 카프카
커넥트 API에서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뒤에서 알아본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범용적인 데이
터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양한 소스와 싱크의 서로 다른 동작에
따른 차이점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인 Syslog는 파이프라인에 데이
터를 쓰는(push) 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읽을(pull)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
로, HDFS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외의 대다수 시스템은 새로운 데이터 추가
와 기존 데이터 변경 모두 가능하다.

변환
변환(transformation)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다른 고려사항에 비해 추가로 알아야 할 것
이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는 ETL과 ELT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ETL은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추출), 적절한 형식이나 구조로 변환한 후, 다른 시스템(예를 들어, 데이터 웨
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으로 저장(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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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서 변환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계속 보
존할 필요 없이 변환한 후 전달하면 되므로 시간과 스토리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TL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소스 데이터의 형식이나 구조가 파이프라인에서 변환되어 전달되므로 파이
프라인에 연결된 대상 시스템의 더 아래 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몽고DB와 MySQL 간에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
인에서 데이터 레코드의 일부 필드를 삭제했다면, MySQL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와 애플리케이션은 부분적인 데이터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삭제된 필
드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면, 파이프라인을 변경해야 하고 과거 데이터(사용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ELT는 추출-적재-변환(Extract-Load-Transform)을 의미하며, 대상 시스템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가능한 한 소스 데이터와 유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최소한의 변환
(대개 데이터 형식만 변환)만 수행한다. 따라서 대상 시스템에서는 ‘원시(raw) 데이터’를 받게 되고

모든 변환도 수행한다. 이 경우 대상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것
이 장점이다. 가공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이프라인 시스템
에서는 하나의 대상 시스템에 국한해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므로 문제점이 생길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변환에 필요한 대상 시스템의 CPU와 스토리지가 부담된다는 단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조회나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
우스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보안
보안(security)은 항상 골칫거리다. 파이프라인의 관점에서는 다음이 중요하다.
• 파이프라인을 거쳐 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 데이터센터에
걸쳐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 파이프라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은 누구인가?
• 접근이 제어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으로 읽거나 쓸 때, 인증 기능을 올바르
게 사용하고 있는가?
데이터 소스로부터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와 카프카의 데이터를 싱크로 전송할 때 카
프카는 암호화된 데이터의 네트워크 전송을 허용하며 SASL(simple authentic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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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인증을 지원한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가 카프카 토픽에 포함된다면, 인증되지 않은 누군

가에 의해 보안이 미비한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없다. 또한 카프카는 시스템 접근을 추적 관
리하기 위해 감사 로그(audit log)를 제공한다. 그리고 약간의 추가 코드를 작성하면 각 토픽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고 누가 그것을 수정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메시지의 전체 이
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 처리
모든 데이터가 항상 완전할 거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사전에 장애 처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을까? 분석될 수 없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까? 결함 있는 데이터를 바로잡아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 잘못된 데이터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서 수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카프카는 모든 데이터를 긴 시간 동안 저장하므로 필요하다면 해당 시점에 맞게 이전으로 돌
아가서 에러를 복구할 수 있다.

결합과 민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와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는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임기응변식 파이프라인

연결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커스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조직이나 기업
들이 있다. 예를 들어, 로그스태시(Logstash)를 사용해서 로그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에
넣거나, 플룸(Flume)의 로그 데이터를 HDFS로 넣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복제하는 오라클의 GoldenGate 데이터를 HDFS에 넣거나, 인포매티카(Informatica) 데이
터를 오라클로 넣는 경우다. 이 경우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커스텀 애
플리케이션들이 특정 엔드 포인트와 강하게 결합되고, 설치와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에
큰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응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메타데이터 유실

만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스키마 메타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스키마의 진화(버전 업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시 고려사항

157

레이드와 각 버전 간의 호환성 유지 등)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

성하는 소프트웨어와 대상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강하게 결
합하게 된다. 그리고 스키마 정보가 없으므로 두 소프트웨어 모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키마 정보를 보존하고 진
화가 되지 않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HDFS로 데이터가 이동되고 오라클 데
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했다면, HDFS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모든 애플리케이
션이 실행 중단되거나, 모든 개발자가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선택을 해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파이프라인에서
스키마 진화를 지원한다면, 각 팀은 시스템의 중단을 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애플리케
이션을 변경할 수 있다.
과도한 처리

데이터 변환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약간의 데이터 처리를 한다. 그
렇더라도 결국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에서 너무 많은 처리를 하면 후속으로 개발되는 시스템들이 다음 사
항과 결속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필드를 보존할지, 데이터 집계를 어떻게 할지 등이며,
이것들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
항이 변경될 때마다 파이프라인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신속성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떨
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시 데이터의 형태로 많이 보존하고, 후속 애플리케이션에
서 스스로 결정하여 데이터 처리와 집계를 하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카프카 커넥트 vs. 프로듀서/컨슈머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사용(3장과 4장 참고)하는 것과
커넥트 API와 커넥터(conn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듯이, 카프카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클라이언트이며, 애
플리케이션에서 카프카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카프카 클라이언트는 다음
경우에 사용하자. 즉, 카프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원하는 외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카프카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기를 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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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경도 할 수 없는 모든 외부 시스템(예를 들어, 각종 데이터스토어와 데
이터베이스, 아마존 S3, 하둡 HDFS, 엘라스틱서치 등)에 카프카를 연결할 때는 카프카 커넥터를 사

용한다.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읽어서 카프카로 쓰거나,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외부
시스템에 쓰는 데 사용되는 컴포넌트 클래스가 커넥터다.
만일 카프카를 특정 데이터스토어에 연결해야 하는데 해당 데이터스토어에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아직 없다면, 카프카 클라이언트나 커넥트 API 중 하나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될 수 있으면 커넥트 API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구성 관리,
오프셋 스토리지, 병행 처리, 에러 처리,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지원, 표준 관리 REST API 등
의 기능을 커넥트 API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프카를 데이터스토어에 연결하는 작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작성은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 형식과 구성에 관련된 처리를 해야 할 것
들이 많다. 카프카 커넥트 API로 작성된 커넥터는 이런 일을 대부분 대신 처리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데이터스토어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카프카 커넥트
카프카 커넥트는 아파치 카프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카프카와 다른 데이터스토어 간
에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해 확장성과 신뢰성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커넥터 플러그인
(connector plugin)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API와 런타임을 제공한다(커넥터 플러그인은 카프카
커넥트가 실행시키는 라이브러리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책임을 갖는다). 카프카 커넥트는 여러 개의

작업 프로세스(worker process)들로 실행된다. 그리고 커넥터 플러그인을 작업 프로세스에 설치

한 후 REST API를 사용해서 특정 구성으로 실행되는 커넥터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커넥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병행 처리로 이동시키고, 작업 프로세스 노드(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리소스
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태스크(task)들을 추가로 시작시킨다. 커넥터에는 소스(source)
커넥터와 싱크(sink) 커넥터 두 종류가 있다. 소스 커넥터의 태스크들은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커넥트 데이터 객체로 작업 프로세스에 제공한다. 반면에, 싱크 커넥터의 태
스크들은 작업 프로세스로부터 커넥트 데이터 객체를 받아서 대상 시스템에 쓰는 책임을 갖
는다. 이때 컨버터(convertor)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객체들을 카프카에 저장한다.

JSON 형식은 카프카의 일부로 지원되며, 컨플루언트(Confluent)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Avro 컨
버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커넥터와 무관하게 카프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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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 커넥트와 여러 가지 커넥터의 자세한 내용은 족히 한 권의 책에 해당하는 분량이므로
이 장에서 모두 알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카프카 커넥트의 개요와 사용 방법 및 참고할
만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카프카 커넥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kafka.apache.
org/documentation/#connect와 https://docs.confluent.io/current/connect/index.html을 참고하자.)

커넥트 실행하기
카프카 커넥트와 커넥트 API는 카프카에 포함되어 배포되므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커넥트를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경우,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여러 가
지 커넥터를 실행할 때는 하나 이상의 별도 서버에서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모든 서버에 아파치 카프카를 설치한 후 일부 서버에서는 브로커를 시작시키고,
나머지 다른 서버에서는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된다.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는 브로커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시킨다. 다음과 같이 속성 파일을 전달
하여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된다.
# bin/connect-distributed.sh config/connect-distributed.properties

속성 파일에 설정하는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의 핵심 구성 속성(매개변수)은 다음과 같다.
• bootstrap.servers: 커넥트와 함께 동작하는 카프카 브로커의 리스트다. 여기서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모든 브로커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 세 개는 지정할 것을 권
한다. 이 속성에 지정된 브로커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일은 커넥터가 수행한다.
• group.id: 같은 그룹 ID를 갖는 모든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는 같은 커넥트 클러스터의
일부가 된다.
• key.converter와 value.converter: 커넥트는 카프카에 저장된 여러 가지 형식의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속성에는 카프카에 저장되는 메시지의 키(key)와 값
(value) 부분에 대한 컨버터를 설정한다. 기본값은 카프카에 포함된 JSONConverter이며,

이 컨버터는 JSON 형식을 사용한다. 이들 속성에는 컨플루언트(Confluent) 스키마 레지스
트리의 일부인 AvroConverter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일부 컨버터는 컨버터 특유의 구성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JSON 메시지는 키 컨버터와
값 컨버터에 대해 스키마의 포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키 컨버터의 경우에는 key.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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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s.enable=true 또는 false를 설정하며, 값 컨버터의 경우에는 value.converter.
schemas.enable=true 또는 false를 설정한다. Avro 메시지(데이터)도 스키마를 포함한다. 그러

나 이때는 key.converter.schema.registry.url과 value.converter.schema.registry.url
을 사용해서 키와 값의 스키마 레지스트리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커넥터는 카프카 커넥트의 REST API를 통해서 구성 및 관리된다. 이때 REST

API에서 사용할 REST 호스트와 포트를 rest.host.name과 rest.port 매개변수에 설정한
다. rest.host.name의 기본값은 없으며, rest.port의 기본값은 8083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다.
$ curl http://localhost:8083/
{"version":"0.10.1.0-SNAPSHOT", "commit":"561f45d747cd2a8c"}

여기서는 로컬 호스트의 8083 포트로 REST API를 사용하며, 카프카 0.10.1.0 스냅샷 버전이
실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어떤 커넥터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curl http://localhost:8083/connector-plugins
[{"class":"org.apache.kafka.connect.file.FileStreamSourceConnector"},
{"class":"org.apache.kafka.connect.file.FileStreamSinkConnector"}]

여기서는 카프카를 기본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커넥터 플러그인(클래스)을 보여준
다. FileStreamSourceConnector는 파일 소스 커넥터고, FileStreamSinkConnector는
파일 싱크 커넥터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개의 커넥터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독립 실행 모드
카프카 커넥트에는 독립 실행(standalone) 모드도 있다. 이것은 분산 모드와 유사하지만, bin/
connect-distributed.sh 대신에 bin/connectstandalone.sh를 실행하면 된다. 또한 REST

API를 사용하는 대신 명령행에서 커넥터 구성 파일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모드에서는 하나의

독립 실행 작업 프로세스에서 모든 커넥터와 태스크가 실행된다. 시스템 개발과 문제점 해결

에는 이 모드로 커넥트를 사용하기가 더 쉽다. 또한 커넥터와 태스크가 특정 컴퓨터에서 실행
되어야 할 경우에도 좋다(예를 들어, syslog 커넥터를 실행할 때 어떤 컴퓨터인지 알기 위해).

카프카 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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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사용 예: 파일 소스와 파일 싱크
여기서는 카프카의 일부로 포함된 파일 커넥터와 JSON 컨버터를 사용하는 예를 알아본다. 이
렇게 하려면 주키퍼와 카프카가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분산 모드의 커넥트 작업 프로세스를 시작시킨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높은 가용성
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두 개 또는 세 개의 작업 프로세스를 실행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실행한다.
# bin/connect-distributed.sh config/connect-distributed.properties &

다음은 카프카 구성 파일을 읽어서 토픽으로 쓰도록 파일 소스 커넥터를 생성 및 구성하고
시작시킨다.
#
>
>
>
>
>
>
>
>

echo '{ \
"name": "load-kafka-config", \
"config": { \
"connector.class": "FileStreamSource", \
"file": "config/server.properties", \
"topic": "kafka-config-topic" \
}}' \
| curl -X POST -d @- http://localhost:8083/connectors \
--header "content-Type:application/json"

{"name":"load-kafka-config", "config": {"connector.class":
"FileStreamSource","file":"config/server.properties","topic":
"kafka-config-topic","name":"load-kafka-config"},"tasks": []}

여기서는 커넥터를 생성하기 위해 JSON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커넥터 이름인 loadkafka-config를 지정하였으며, 커넥터 클래스, 읽을 파일 이름, 파일 데이터를 쓸 토픽 이름

을 커넥터 구성 Map인 config에 포함했다.
앞의 echo 명령 실행이 끝나면 카프카 구성 파일의 데이터가 kafka-config-topic이라는 토
픽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카프카 콘솔 컨슈머를 사용해서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해보자.
$ bin/kafka-console-consumer.sh --new-consumer \
> --bootstrap-server=localhost:9092 \
> --topic kafka-config-topic --from-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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