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A New Experience
In Big Data Analytics
빅데이터
업무통합

자체개발
분산 DB

No-code
분석환경

연계 분석

단일
인터페이스

이기종
저장소 지원

Join 분석

다차원 분석

IoT분야에 전문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탑재
상용 클라우드상에서
동작 (AWS, Azure)

시계열 데이터 예측
클라우드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이상탐지
퍼블릭 /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 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빅데이터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아이리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IRIS Analyzer

모비젠 제품

IRIS Playground

(R, Jupyter, Zeppelin, Kepler, gl)

IRIS AI

IRIS Studio

IRIS Discovery Service
표준 연동 인터페이스 (Restful API)

Spark Cluster

오픈소스/상용 제품

데이터 모델링
분석, 시각화,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표준 인터페이스

이기종 스토리지에 저장된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표준 인터페이스로 융합 분석
Open Source Storage

Enterprise Storage

저장

IRIS Enterprise DB

데이터 수집 / 가공

IRIS ETL

Cloud Service Infrastructure
Kubernetes, Docker

On-premise Infrastructure

Infra.

IRIS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스토리지에 쉽게 관리(저장/분석/시각화) 가능한 일원화된 접근 통로 제공,
빅데이터 사용자의 역할/전문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레임 워크를 갖춘 “국내 최초”의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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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변형/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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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처리

03

분석/시각화

04

공유/자동화

Database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In-Memory, SSD Disk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초당 200만 레코드 이상 인덱싱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DB Cluster

Master/Data Node 형태의 분산 구조와 Hybrid 방식의 빅데이터 처리 최적화 구성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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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부터 특정 문자열의 고속검색을 위하여 FTS(Full Text Search) 기능 제공
Full Text Search

X 20 Speed

Full Text Search

· Full Text Search 엔진 탑재

· 로딩 시 Full Text Index를 생성하여 저장

검색 성능

· 데이터 고속 검색

·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이벤트 고속 검색 (숫자, 문자, 단어, 문장)
· 일반 검색에 비하여 20배 이상 증가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중화 구성 및 분산 병렬 처리 기반의 빅데이터 DBMS 시스템
다중화 및 분산 병렬 처리

· 다중화 데이터 저장 옵션 선택 가능

· 특정서버 장애 발생 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처리

· 입력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에 분산 저장/처리
· 분산병렬 처리 기반의 빅데이터 DBMS 기능

마스터노드 HA 구성 및 장애 시 데이터 복구

· 마스터 노드 HA 구성, 서버 장애 시 서비스 중단 없음

· 데이터 노드 장애 시 다른 데이터 노드에 저장된 복제본으로
데이터 복구
· 백그라운드로 데이터 복구 수행

· 장애 발생 Node에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하지 않음
· 서비스 장애 없이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수행

관리자가 클러스터 통합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Web GUI 및 CLI 환경을 제공
GUI 관리 환경

iPlus 접속환경 [CLI]

IRIS Client

Master Node

IRIS Client
iPlus

iLoader
API

GUI 관리기능
통합�모니터링
DB 테이블�관리
프로세스�관리
리소스�상태�관리

세부내용

· 각�노드의�자원(CPU, 메모리, 디스크�등) 상태�감시

· 쿼리�에러�발생�노드�모니터링�및�세션�상태�모니터링
· DB 테이블의�정보�조회�및�신규�테이블�생성
· 쿼리�실행

· 각�노드에서�실행되는�프로세스의�동작�관리
· 각�노드별�자원의�상태관리(CPU, 메모리, 디스크, 테이블�등)
· 각�노드의�자원�사용율�통계화, 자원�사용율, 히스토리�관리

세션�관리

· 쿼리�세션�현황�관리, 쿼리�실행�정보�관리

ETL 상태관리

· 모비젠 ETL을�운영할�경우, 해당 ETL의�상태관리

사용자�관리

· 접속�중인�사용자의�접근�권한�등�사용자�정보�관리

GUI 명령어
iPlus CLI 명령어

정보조회/ 수정�명령어

시스템�정보�조회�명령어

노드�명령어

프로세스�명령어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세부내용
· iPlus CLI를�통해�사용�할�수�있는�명령어, 명령/쿼리
실행�기록�등�다양한�명령어�지원

· IRIS DB의�테이블�관리, 세션�관리, 파일�관리, 계정
관리�등을�수행하기�위한�명령어

· IRIS DB 시스템의�정보 (각�노드별�리소스�사용,
테이블�사용�등�관련�통계) 조회를�위한�명령어

· 각�노드의�상태�정보화�활성화/비활성화�기능�명령어
· 각�노드의�다양한�프로세스의�상태를�조회,
각�데몬�프로세스의�시작/종료를�관리

Discovery Service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용 미들웨어 서비스

01 융합분석 환경제공
02 다양한 분석 명령어 제공
03 데이터 분산 처리
04 확장성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이종 스토리지의
데이터 소스를 융합 분석 (join 등)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단일 명령어로 검색 및 분석
60여 종의 분석 명령어 제공을 통한 데이터 분석 용이성 확보
데이터 분산 처리를 통한 대량 데이터의 실시간 검색 및 분석
사용자 정의 검색 및 분석 명령어 개발 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RESTful API를 통해 데이터 검색 및
분석이 용이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종 스토리지 데이터의 융합 분석

IRIS Discovery Service
예, join model1 model 2

IRIS
Enterprise DB

model1
model2

다양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단일 명령어(DSL, Domain-Speciﬁc Language) 로 검색 및 분석
60여종의 DSL 명령어를 ‘파이프(|)’로 연결한
쿼리를 통하여 분산환경의 빅데이터 검색 및 분석
공간 데이터기반 분석을 위한 DSL 명령어 제공

· IP 정보를 기반으로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 제공
· 지역 경계(geometry) 정보 제공

· 사용자 지정 지역 클러스터별 통계정보 제공
예시)
geoip

이�명령어는 ip가�포함된�필드를�기반으로�위, 경도�등의�추가정보를�제공합니다.

geomap

이�명령어는�업로드�되었던�컬렉션을�기반으로�사용자가�요청하는�테이블에�지역�경계(geomerty)
정보를�제공합니다.

geostats

이명령어는이�경도�데이터를�포함한�두개의�필를�기반으로�그룹(지정�지역�클레스터)별�통계정보를�제공합니다.

분산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지원
분산구조에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IRIS Discovery
API Interface
Engine
Command

SparkContext

Data Storage

Spark Cluster
Cluster Master
Manager
Discovery Env.

Worker Node
Executor
Discovery Env.

분산 Cluster

RESTful API를 통한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제공
· RESTful API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용이

· RESTful API기반의 분석도구를 통해 분석가가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여 검색 및 분석 가능

Data Storage

Data Storage

Data Storage

Analyzer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빅데이터 분석 도구

빅데이터 접근, 데이터 탐색, 분석 및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을
직관적인 GUI를 통해 경험해 보세요.
데이터�소스
연결

데이터�모델
생성

분석대상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 연결

분석대상 데이터의
표준 모델 생성

데이터�탐색
및�가공

분석

검색을 통한
데이터 분포 이해
및 통계 생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피벗분석,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황
파악 등 데이터 분석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주요기능
· 데이터 모델

· 데이터 검색 / 데이터 가공

· 피벗 분석 / 이상탐지

· 시각화 / 분석 템플릿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직접 빅데이터에 접근하여 Value를 찾고
Insight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제공합니다.
분석업무�소요시간�단축 (50%단축)

개발자의�도움�없이�분석업무�수행

시각화�도구를�통한�직관적이�데이터�해석

이터에 직접 접근
빅데

빠

른

탑

재

고

IRIS Analyzer

쉽

Data Lake

검색

, 고급 분석

기술

다양한 분석도구 통합 분석도구간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가

이기종 스토리지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분석

다양한�스토리지에�저장된�데이터의�융합
분석(join) 환경�및�표준화된�인터페이스
(표준 SQL 및�데이터�탐색�명령어(DSL) 등) 제공

데이터 탐색, 가공을 한 번에!

데이터�검색, 코릴레이션, 통계, 분석, 시각화�등
데이터�분석�과정을�한�번에�수행하기�위한
데이터�브라우저�및 60종의�명령어�제공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 제공

소스�데이터를�초고속으로�시각화�가능하며
분석�목적에�따라�다양한�시각화�차트를�제공

다양한 고급 분석 툴과 연계 분석

IRIS Analyzer와�다양한�고급�분석�도구간에
원활한�데이터�이동을�통한�심층�분석�용이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자체개발�머신러닝�엔진을�통해, 2~3번의
클릭만으로�가장�비정상적인 case를�파악

Enterprise DB

Studio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 화면 및 분석 리포트 제작이 가능한

Analytics 대시보드 제작 도구

리포트 제작 객체를 이용하여 캔버스에 드래그 & 드롭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데이터 분석 화면이나 분석 리포트가 완성!
No-Code

· 개발자의 지원이 불필요

Citizen 분석가 지원

· 별도의 교육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
· 비전문가를 위한 분석화면/보고서 제작도구

획기적인 업무시간 단축

· 화면제작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예, 1주일 -> 0.5일 소요)

다층 레이어의 지도기반

· GeoJSON을 통해 다층 레이어의 지도에서 데이터를 표현
· Open Street Map, Naver Map 등 연동

웹 화면 제작 용이

·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용 웹 애플리케이션 화면 제작이 용이
· 자유로운 GNB(Global Navigation Bar) 구성 변경

통합 환경 제공

· 이기종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일한 분석화면/보고서 통합

개방성

· 외부 시스템의 GUI와 연동이 용이
· 제작된 보고서/대시보드의 외부 공유 지원

Studio

비전문가의 보고서 화면 제작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객체 제공

IRIS Studio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고서 객체를 캔버스에 Drag & Drop 하고 데이터를 연결하여 데이터
분석용 화면 및 보고서 제작
주요 시각화 객체

데이터 시각화
챠트

지도

꾸미기
라벨

다각형

이미지

양식
입력

제어

개발

콤보박스

버튼

탭

체크박스 기간설정

목록

주기설정

코딩이�불필요한�데이터�처리�및�제어

• 코딩�없이�누구나�쉽고�빠르게�데이터�분석용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화면�제작이�가능한�환경�제공
• 다층�레이어의�지도(map)상에�데이터�시각화
• Open Street Map, Naver Map 등�연동

보고서�제작�지원을�위한�다양한�분야의�활용사례�제공

외부URL

Html

외부 REST API
보고서

ETL
다양한 종류의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GUI기반의 전처리 빅데이터 저장소 고속 로딩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수집부터 추출, 변형, 적재까지 유연한 프레임워크 구성
Extraction

ETL Management Framework
Extraction

수집�대상�데이터�연계 /
수집�및�추출

Agent

Log Data

Syslog

수집�대상�데이터�연계 /
수집�및�추출

실시간 수집 / 사용자 정의 기반 전처리 / 빅데이터 저장소 고속 적재

CSV Data

TELCO

수집�대상�데이터�연계 /
수집�및�추출

Extraction

Smart Grid

TCP/UDP

ODBC/JDBC

Packet

MQ

API

RDBMS

HDFS

NoSQL

Linked Open Data

Sensor

Gorvernment

IoT

Security

확장성, 안정성, 운영성을 모두 갖춘 ETL 시스템
확�장�성

• 가변적 분산 수집 구조로 수집 대상 시스
템의 확장 대응
• 이중화 및 고가용성(HA)

안정성

• 대용량 데이터 고속 처리
• 룰 기반 재처리 자동화를 통한 완벽한
손실 방지

AI Service Biz.

운영성

• ETL 프로세스의 컴포넌트 기반 독립적
관리 (재사용성)
• 다양한 데이터 형식 / 프로토콜 지원 (유연성)
• 실시간 / 배치처리 지원 (주기성)

Distributed Data Integration System for IRIS

프레임워크�기반 ETL

• 수집 / 변환 / 적재 과정의 ETL 프로세스 모듈화
룰 기반 파서 적용
• 모듈화된 ETL 프로세스 통합 관리
• 프로세스의 Scale-Out 구성

Easy DevOps

• ETL Job 개발 / 테스트 / 배포
• 다수 프로세스의 실행 / 중지 / 모니터링
•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구조
• 신속한 장애 대응

Standard Stream I/O

ETL

주요특징

• 커널 레벨의 안정적인 고속 I/O 처리
• 표준 스트림(STDIN/OUT/ERR) 데이터
채널 기반 이벤트 처리
• 프로세스 데몬의 Kill 방지

Security

• ETL 설정 정보 암호화를 통한 시스템의
위 변조 방지

Cloud
최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구성으로

Kubernetes 기반 배포,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제공

동시 클러스터 서비스 N개 이상 수용 클러스터 서비스 생성시간 수분 이내 보장
IRIS Cloud

사용자�그룹

프로버저닝

모니터링

제어/관리

IRIS-Cloud Data

알람

Service Provisioning Management
노드관리

Master
VM

Master

VM

저장소�관리

VM

Master
VM

권한관리

DB Node
VM

서비스�구성�관리

• 각종 빅데이터 기능 모듈별로, 별도의
서비스 클러스터 정의 기능
• 동시 다수개의 클러스터 디플로이 및
운영 관리 기능 제공
• 클러스터 구성 리파지토리 관리 및 실시
간 업데이트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VM

리소스�제어

DB Node
VM

네트워크�접근제어

Worker

VM

Worker

VM

VM

서비스�배포�관리

VM

• 대규모 컨테이너 형태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서비스를 배포하고 관리
• 동시 N개 이상의 다수의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 특정 서비스용 클러스터 배포 시,
소요 시간이 수분 이내로 고속 처리

셀프�프로비저닝

• 맞춤형 서비스 설정과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서비스 프로비저닝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자동화 배포 관리
• 효율성 향상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
개발 생산성의 향상

탄력성

GPU Worker

VM

VM

로드밸런스

GPU Worker
VM

VM

DBMS

Exa
Storage

NAS

MinIO

서비스�장애�관리

• 서비스 단위의 로그 기반 장애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기술 개발
• 컨테이너, 클러스터, 플랫폼의 다단계
장애 원인 분석
• 로그 패턴 분석에 의한 예측적 장애 분석

워크�로드�회복탄력성

•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탁월한 확장성, 관리 용이성 및 회복탄력성
• 안전한 워크 로드 운영

Cloud

주요특징

유연한�마이그레이션

•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 점진적인�스케일링, 빠른�복원
• 리소스�균형�조정
• 이미지 재생성 재편 없이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Worker

장애감지/복구

물리
스토리지

서비스�배포멀티�테넌시
및�리소스�풀링

• 물리적으로 같은 인프라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보안 및 보호
• 동일한 리소스로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 프로비저닝
• 비즈니스�요구�변화에�따른�리소스�확장�및�운영�탄력성
•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

지원 커버리지

IRIS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
데이터�예측
시스템�구축사업

이상탐지
시스템�구축
사업

빅데이터
시스템�구축
사업

데이터�분석
시각화사업

통합 플랫폼

오픈랩
데이터�공유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Hadoop 기반
구축사업

주요 사업별 구축 레퍼런스

교통분야�빅데이터�플랫폼
및�포털�구축

스마트�시민소통・정책�결정
지원�공공데이터�플랫폼

SNS 빅데이터�기반�재난안전
사고�이슈�지능적�분석

해운물류�빅데이터�분석�서비스

지능형�침입추론�및�사이버
위협�분석시스템

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
인프라�구축

5G 이동통신망�패킷�수집�및
빅데이터�분석�플랫폼�구축

무역투자�빅데이터�분석
플랫폼�구축

다수 고객사에서 검증된 솔루션

모비젠의 IRIS는 기업 고객의 원활한 빅데이터 업무 수행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ig Data Platform 공급

시스템�구축�서비스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 기업 특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맞춤형 API 제공

E2E Big Data Service

Consulting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컨설팅
• 데이터�모델링�기술�지원
• 분석 알고리즘 개발 지원

AI

• 머신러닝/딥러닝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 AI기반 Operational Intelligence
• Energy Data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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