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빅데이터

Enterprise Hadoop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Let the dataset change your mind-set.”
by Hans Rosling, TED Talk.
㈜ 모비젠 www.mobigen.com

아이리스(IRIS) 기업용 빅데이터 구축에 최적화한 솔루션
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은 국내의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하둡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하둡 솔루션
오픈소스 하둡(Hadoop) 에코 시스템을 일반 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정
화시키고 최적화시킨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 사용 편의성에 촛점을 맞춘 인터페이스 제공
다양한 오픈소스가 뒤섞인 하둡을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전
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폭
단순화 했습니다

• 빅데이터 소유 비용의 최소화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아이리
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은 빅데이터 활용성과 안정성을 높여서 총 소유비용을 극적
으로 낮춰 드립니다.

•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
시계열 머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실시간 로
그 데이터 및 시계열 데이터도 쉽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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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기업용 하둡은 빅데이터의 첫걸음입니다.
오픈소스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최전선에 아이리스 기업용 솔루션이 있습니다.

Why Enterprise Hadoop?
수많은 오픈 소스의 난립

아이리스 기업용하둡

다수의 배포판 분화

 진입장벽 제거
 안정성 강화
 하드웨어 일체형

기업용 하둡 솔루션
하둡 배포판

안정성과 편리함으로
하둡 빅데이터를 기업에 곧바
로 공급해 드립니다

오픈소스 하둡 에코 시스템
Keeping the best possible competitive edge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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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적용 가능한 구성
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의 강력한 성능은 설치하자 마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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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빅데이터의 절대 강자
최고의 성능은 최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최고의 경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 강력한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지원
최상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강력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 다년간의 수많은 빅데이터 구축 노하우 집약
수많은 빅데이터 프로젝트 결과로 얻어진 노하우가 최적의 솔루션 구성에 반영되
었습니다.

• HW+SW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빅데이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상으로 결합할 때 가장 잘 분석할 수 있
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체화시킨 패키징은 성능과 관리비용을 동시
에 만족시킵니다.

• 믿을 수 있는 Engineered OEM 생산
믿을 수 있는 Engineered OEM 생산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트웍빌딩서버인증(NEBS)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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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기업용 하둡은 기업의 빅데이터 중심입니다.
기업용 하둡 솔루션의 도입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용 하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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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절묘한 조화
일반 개발자들도 쉽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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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하둡 활용의 전체 사이클 고려
기업 내에서 빅데이터 하둡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는 전용 GUI를 제공합니다.

분석자 및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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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의 편리한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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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관리 및 통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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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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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자원 사용량 및 임계치 관리

전사적 하둡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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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IRIS) – 현명한 선택
아이리스를 선택하는 것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Why Mobigen?
• 모비젠은 대용량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규모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투자대비 최고
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http://www.mobigen.com/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2 케이엠빌딩 2층 (대치동 967-3번지 2F)

• 국내 최대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드립니다.

Tel: 02-538-9360 / Fax: 02-538-9369

E-mail : sales@mobigen.com

Why IRIS?
•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둡 솔루션입니다.
• 빅데이터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솔루션입니다.
• 빅데이터에 소유비용이 가장 낮도록 최적화한 솔루션입니다.

http://cloud4cloud.tistory.com/

• 기업내에 장기간 누적되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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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Ivy) 구성의 특징
구분

구성 내역

비고

기본플랫폼 구성

• 오픈 소스 하둡 플랫폼 구성
•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패키지의 활용 (Ambari 및 Hue
기반 하둡 관리/사용자 도구)

호튼웍스
배포판 기준
적용

수집 및 전처리
모듈 구성

• 오픈 소스 모듈의 활용(Flume, Sqoop등)
• 자체 개발된 각종 수집 모듈 및 프레임웍 사용
(ColTail, sFTP, Optimized Ganglia Network)

용량 및 성능 고려한
최적화 설계

저장 및 처리
모듈 구성

•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및 하둡2 기반 저장 인프라 구현
• 필요에 따라서 NoSQL류의 오픈 소스 모듈 추가 구성
• 시계열 분석에 특화된 전용 분석 모듈 추가 구성

Hbase기본 설치,
NoSQL 설치,
OpenTSDB 추가

분석 및 예측
모듈 구성

•
•
•
•

분석/예측을 위한 기반 프레임웍 및 플로우 정의 설계
실시간 분석/배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집계 및 색인
주기적 분석을 위한 분석스크립트 관리
Ad-Hoc분석을 위한 스크립팅 인터페이스 및 콘솔 구성

기존 서비스 사례 활용

시각화 모듈
구성

•
•
•
•

HTML5기반의 웹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구현
D3기반의 다양한 빅데이터 시각화 모듈의 도입
대규모 고속 네트워크 표현을 위한 고속 라이브러리 도입 (Gephi 등)
고속 시각화를 위한 하위 인프라 설계 및 구현

D3, Gephi
활용

플랫폼 관리
모듈 구성

• 기존의 하둡2 플랫폼 개발 시스템으로부터 코드 재활용
• 각종 자원관리 및 모니터링 뷰의 커스터마이징 제공

하둡 클러스터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적용

인터페이스
모듈 구성

• 운영자 및 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한 Web기반 또는 REST 기반 인터페이스 구성
• 각종 임계치 조정을 위한 관리 인터페이스 구현

외부 연동용 API 정의

검증 데이터셋
제공

• 성능 및 용량의 검증을 방법 제공
• 기능 점검을 위한 시험세트 및 시험 도구의 사용

오픈 소스
하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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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Ivy)의 S/W 구성
인터페이스 및 연동
모니터링 I/F

제어 I/F

Hadoop I/F

HDFS I/F

Data I/F

관리

사용자 관리 I/F

시각화

모니터링

관리 모듈

리파지토리

하둡 / 오픈소스 (저장/분석)

Hive / Tez

NoSQL
(HBASE)

OpenTSDB

D3/Gephi
Pig

R/Studio

Solr

YARN / MapReduce2 프레임워크 (분산 데이터 처리)
HDFS2 (분산 파일시스템)

데이터 수집

DB I/F

FlumeNG

Sqoop

구분

OpenAPI

FTP

내용 및 설명

호튼웍스 배포판
(HDP-2.1 기준)

하둡(Hadoop/YARN), SQL처리(Tez), 피그(Pig), 하이브(Hive), HBase(HBase), 실시간분석(Storm), 고급분석
(Mahout), 검색(Solr), 수집변환로딩(Sqoop), 수집(Flume), 관리(Ambari), 워크플로우관리(Oozie), 주키퍼
(Zookeeper)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둡사용인터페이스(Hue), 시각화(D3, Gephi, R-Plot, OpenTSDB)

데이터 분석

분석(R-RStudio), 파이선(Python)

기반 시스템

OS(Linux-64bit), DB (MySQL/MariaDB), 웹서버/WAS(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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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Ivy)의 주요 제공 내역
검증된 기본 플랫폼 및
커스터마이징 제공

사용이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신속한 구축 및
시험 진행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진행

데이터 분석 및 신규 서비스
도출 지원

전문 역량 보유 인력의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플랫폼 구축에 검증된 오픈 소스의 최적의 조합을 패키지화하여 활용
• 성능 및 효율을 위하여 customizing된 모듈로 구성
• 별도 개발된 리소스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구성
•
•
•
•

사용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미리 준비된 데이터 셋 제공
기 보유한 수집 모듈 및 프레임웍 제공
자료 미확보를 대비하여, 일부는 시뮬레이터 제공
데이터 종류별로 최적화된 수집 방법의 적용

• Cluster 구축 및 확장(Scale out), HA 구성이 편리한 provision 기능 제공(Ambari)
• 최대한 기개발된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구축 위험의 최소화
• 성능 튜닝 및 버전 호환성 자동 보장
• 제안사에서 기 보유한 각종 교육 훈련용 컨텐츠의 활용
- 하둡 및 분산처리 기본 세미나 및 실습 진행
- 검색 엔진 및 분산 처리 관련 기본 세미나 및 교육 진행
- 테스트 데이터 셋/처리 스크립트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 교육
• 각종 데이터 세트를 이용 서비스 구축 사례 분석
- Hcatalog 기반의 데이터/테이블 관리 교육
- 테스트 데이터 기본 탑재 및 활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 오픈 소스 활용 서비스 도출 지원
• 프로젝트 수행팀 및 연구팀의 협조 및 지원
- 당사 연구소의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팀의 기반 기술 지원
- 당사 기술 지원팀의 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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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Ivy)도입의 장점
구분

구성 내역

비고

기본에 충실한
플랫폼 구성

• 오픈 소스 하둡 플랫폼 구성
• Apache 기본 프로젝트를 그대로 활용하여 타사의 완성도 떨어지는 제품 대비 안정
성 및 높은 완성도 활용
• 오픈소스 분석/관리 도구를 활용한 컨설팅과 교육에 중점

Hortonwork 배포
판(Hue,Ambari) 채
택.

최신 Hadoop 2 기반 엔
진 채택

• HA 구성이 용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 YARN 기반의 고속 처리 Application 활용으로 분석 성능 증대 및 실시간 스트림 처
리, InMemory 연산 처리 가능 (Tez, Storm, Spark)

단순 비교 시Hive
처리 속도가 2~3배
빨라짐.

분석 도구 측면

• 일부 국내 업체에서 Hadoop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자체 구현한 분석 도구가 개
발되어 있으나 Hadoop 1기반이 많고 또한 Cloudera의 HUE를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
러 있어서 완성도와 안정성이 떨어져 오히려 사용이 불편한 상황임. 따라서 배포판에
서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기술 교육과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는 전
략이 도입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으며 엉성한 툴 사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풍부한 교육 컨텐츠와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
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

예) Oozie
Workflow,
Coordinator가 웹상
에서 편집 기능 제
공, Job monitoring,
Hcatalog 기능 등이
편리.

관리 도구 측면

• 관리 도구 또한 분석 도구와 비슷한 상황이며 기본 제공되는 Ambari의 완성도가 매
우 높은 상황임. 따라서 관리자가 HA 기능, 노드 추가/삭제, 서비스, 호스트 추가/삭제
등이 매우 편리하고 Scale-out에 따른 추가 기능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Shell tool을
사용하지 않고도 웹상에서 관리가 용이함.

재시도 및 상태 관
리가
편리함.

교육 및 기술
이전 측면

• 시스템 도입 시 Hadoop cluster 구축, 수집, 분석, 관리 각 단계별 교육 및 기술 이전
에 중점.

단계 별, 테스트 데
이터 셋 활용 교육,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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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Ivy) 패키지 구성
솔루션 구성

구성 요소
Flume Based File Collector

Collector
Package

Collector Event Flow

Cluster
Log Analyzer

Hadoop Cluster Log Merge

Analysis Tool
Management

Summary Core

Hadoop Cluster Log Search
Hue(Hadoop User Experience)2.3.1 기반
분석 스크립팅 워크벤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Hadoop
Data
Management

Data
Access
Package
Base

Governance &
Integration

Operations

Visualization
etc

YARN

내용
Scale out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 환경의 대량 데이터 수집 모듈로 streaming data flow 구조로 처리
Source, Channel, Sink 구조의 Event 흐름에 맞도록 component화 되어 다양한 수집 flow를 지원
처리 비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집 단계에서 통계 처리를 위한 모듈로써 저장 후 처리 로직에 비해
속도와 성능을 보장하는 집계 모듈
하둡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로 부터 분산되어 생산되는 각종 로그를 통합하여 하둡 Job 관리 및 오류
추적이 용이토록 로그를 병합하는 모듈
하둡 클러스터에 분산된 로그를 통합 검색하도록 역인텍스를 구성하고 검색 인텍스를 구성하는 모듈
Open Source Hadoop 사용자 분석 환경으로 Pig/Hive/Oozie/FileBrowser/Hcatalog 등이 탑재되어 편
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완경 제공
수집기, HDFS, 구성 정보 등의 Data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듈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모듈(NMS 기능)
HDFS2, Hadoop Core 등 Hadoop 2 엔진
Hadoop 1 Map/Reduce 구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한 하둡 자원 관리자로 Resource Manager, Node
Manager, Application Manager로 구성

Falcon

HCatalog와 연계하여 Data를 관리하는 모듈

Pig

Hbase

빅데이터 Hadoop 분석용 절차 언어
Hive는 Hadoop 상에서 SQL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분석도구이며 Hcatalog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
스의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
Hadoop ecosystem에 탑재된 NoSQL로 고속 처리를 위한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

MongDB

Document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

Mahout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기계학습 모듈로 예측, 추천 엔진

Sqoop

HDFS, RDBMS, DW, NoSQL등 다양한 저장소에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는 모듈

Flume

분산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HDFS에 안정적으로 수집/저장하는 플랫폼

Ambari

하둡 클러스터의 관리/모니터링/소프트웨어 deploy 및 HA, 보안 구성을 위한 관리자 환경
하둡 작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및 코디네이터 시스템으로 Job 정의와 스케줄을 위한 모듈 및 Hue
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간에 상호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
IT 자원의 모니터링과 경고 처리 시스템
통계 처리 언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HBASE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산 실시간 연산 시스템

Hive & Hcatalog

Oozie
Zookeeper
Ganglia/Nagios
R/R studio
OpenTSDB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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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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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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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HDFS 파일브라우저

Hive (SQL-on-Hadoop) 편집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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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Pig 스크립트 편집기

잡 관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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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통계분석 R스튜디오

시계열 DB OpenTSDB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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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Ivy) 주요 화면 구성 (분석가용)

제펠린(Zeppelin) – 노즈북형 스파크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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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기업용 하둡 솔루션 주요 화면 구성 (관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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