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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
터는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데이터
로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근
간으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선두로 4차 산업혁명
이 촉발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클릭스트림, 소셜 네
트워크,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분석과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산
업 군에 접목하는 기술은 앞으로 ICT 융합기술의 핵심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 채널로부
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분석 및 처
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Ⅱ. 본론

1. 전체 시스템 개요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의 확장성과 안정성 이다. 페타바이트(약 100만 GB) 급
의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하려면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수집하는 파트와 저장하는 파트, 분석하는 파트 모두 분
산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
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Open API와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하는 목표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IoT 디바이스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웹 사
이트나 앱에서의 클릭 스트림과 같은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아키텍쳐로 구현된 Apache 
Kafka[1] 기반의 대용량 분산 메세징 시스템과 분산 환경
에서 데이터를 실시간과 배치로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Apache Spark[2]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HDFS와 
Elasticsearch 기반의 분산 데이터 저장소로 구성 하였다. 
또한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Open API
와 데이터 분석 결과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한 데이터 시
각화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 그림 1.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2. 시스템 구조 및 요소 기술

  본 시스템의 구조는 대용량 분산 메시징 시스템, 분산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분석 및 처리와 배치 분석 및 처
리 시스템, 분산 빅데이터 저장소와 분산 인덱스 기반의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채널 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처리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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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러 산업 군과 융합으로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

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기상, 교통, 인터넷 활동, 상권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고 사물인터넷과 같

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로그 성 데이터 수집을 고려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가 빅데이터로 수집 되면 여러 산업 군에서 요구되는 인사이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B2B 또는 B2C 서비스에 응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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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Open API 제공 시스템과 Kibana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2.1 대용량 분산 메세징 시스템

  Publisher-Subscribe 모델 기반으로 동작하는 메시징 
시스템으로 Producer와 Consumer, Broker로 구성되어 
있으며, Broker는 Zookeeper를 매개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여 확장 및 장애 대응이 용이하다. 단순한 메시지 
헤더를 지닌 TCP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오버헤드
를 줄이고, 데이터 디스크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처리량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대량의 데
이터 수집에 적합하다.

▶▶ 그림 2. 대용량 분산 메시징 시스템 구성

  IoT 디바이스와 SNS, Web or APP이 그림 2의 
Application(Producer)에 해당 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다
채널 연계 포인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Consumer
에 해당하는 분석 시스템과 빅데이터 저장소에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 스트림과 즉시 저장이 필요한 원
본 데이터로 각각 전달 한다.

2.2 분산 메모리 기반의 분석 시스템

  하둡의 MapReduce가 빅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 
점이 있으나, 복잡하고 다단계 처리가 필요한 업무나 상
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처리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 메모리 기반의 Apache Spark가 탄
생 했다. 하둡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같이 반복 횟수가 많은 
연산에서 더욱 강점을 보이고 있다.
  Spark는 기존의 HDFS와 NoSQL DB 등 다양한 데이
터 스토리지와 호환되고, R/SQL/Python/Scala/Java API
를 지원하면서 메모리 기반 분산 환경을 제공 한다. 특히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처리 하는 기능
과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그래프 분석 작업을 위한 연산 
집합 제공이 특징 이다.

▶▶그림 3. Spark Ecosystem

  Spark Ecosystem에서 본 시스템에 주로 활용하게 되
는 파트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위한 
Streaming과 배치 데이터 분석을 위한 Spark SQL과 
MLlib이 대상 이다. 실시간 분석과 배치 분석은 상호 보
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유입되는 데이터 유형과 분석하
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따라 데이터 연계를 적절하게 처
리 한다.

표 1. MLlib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기능

제목 설명

기본 통계 요약통계, 상관관계. 커널밀도추정 등

분류 및 회귀 이항적분류, 다중분류, 회귀

협업 필터링 관심 및 선호도로 사용자 필터링

클러스터링 K-means, Gaussian mixture 등

특성 추출 Word2Vec, Normalizer 등

빈발패턴마이닝 데이터 집합에서 빈번한 패턴

2.3 분산 빅데이터 저장소와 관리 시스템

  하둡 파일 분산 시스템(HDFS)을 빅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고, 저장 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검색과 분석을 
위해 Elasticsearch를 채용 하였다. 데이터의 모든 필드를 
인덱싱 후에 Json 구조로 저장하므로, 데이터 접근이 쉽
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다. 또한, 데이터를 
외부로 제공하는 Open API와 연계가 용이하고,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연계가 편리 하다.

Ⅲ. 결론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실시간
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에서 빅데이터로 관
리하고 인사이트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산업
에 새로운 사업 활성화를 창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현 하도록 설계 하였다. 향후 목표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
한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력 데이터와 비전력 데
이터를 통합 관리 및 융합하여 전력 산업의 신규 비즈니
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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