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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은 코드주도(code-driven) 방식과 쿼리주도(query-driven) 방식의 두 가지 방식만이 

있었다. 코드주도 방식은 분석력을 극 화할 수 있지만 사용성이 떨어지고, 쿼리주도 방식은 그 반

로 사용성이 좋지만 분석력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 을 혼합하여, 
분석력을 극 화하면서도 사용성이 높은 방식인 앱 컨테이  구조를 제안하고 구 하 다. 제안된 앱 

컨테이 는 독립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여 여러 형태의 스 크(Spark)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1. 서론

   빅데이터(Bigdata)가 소개된 이래로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이고, 의료, 경제, 제조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계  분

야에 걸쳐서 빅데이터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한 여러 

노력이 있어왔다[1]. 국내에서는 교통이나 카드 구매 분석

을 통한 상권 분석 등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러한 성공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망이다[2]. 

   빅데이터의 성공에는 데이터 소스의 증가, 데이터 분석 

기법의 성숙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렴한 하드웨어

에서 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하둡(Hadoop) 생태

계(echosystem)의 다양한 기술들의 두가 가장 큰 동력

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각 받고 있는 스 크

(Spark)[3]는 메모리 기반의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 하둡을 

치하고, 배치 분석과 스트리  분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스 크가 여러 면에서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는 기

술이기는 하나, 스 크를 포함한 기존 빅데이터 분석은 크

게 빅데이터 분석 코드를 로그래  언어로 작성하는 코

드주도(code-driven) 방식과 쿼리(query) 언어를 이용하는 

쿼리주도(query-driven) 방식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코드

주도 방식은 스 크의 모든 분석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로그래 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데

이터 분석가들에게는 근이 어려운 단 이 있다. 이에 비

해 쿼리주도 방식은 쿼리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보자라도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장 을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미래네트워크선도

시험망(KOREN) 사업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8-951-00-001).

그러나 쿼리주도 방식은 쿼리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 내에

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 크의 모든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빅데이터 분석 방식인 코

드주도 방식과 쿼리주도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용방법

인 앱 컨테이 (App Container)방식을 제안하 다. 먼  

데이터분석가가 필요한 분석기능이 있으면, 로그래머에

게 분석기능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앱을 개발해  것을 요

청한다. 이 게 개발된 빅데이터앱은 앱 컨테이 에 탑재

되고, 그 후에 여러 데이터분석가들이 마치 스마트폰의 앱

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제안된 앱 컨테이

는 API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드 티(3rd party) 개

발자들이 쉽게 빅데이터앱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2. 제안 구조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앱 장소, API 매퍼, 

시보드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 , 모든 빅데이

터앱들은 실행 일과 API 구성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로 일(profile)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를 갖는다. 로

일은 빅데이터앱을 호출하기 한 API의 이름, 인자

(parameter) 등의 정보를 갖고 있어, 앱 컨테이 가 동

으로 API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행 일은 스

크 API를 이용하는 Java, Python, Scalar가 지원된다.   

   시보드는 개발자와 일반 데이터 분석가가 모두 사용

할 수 있는데, 개발자는 빅데이터앱을 앱 컨테이 에 탑재

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와는 다르게 탑

재된 빅데이터앱을 검색하고, 자신이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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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후, 빅데이터앱의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API 매퍼는 REST를 이용한 API 호출이나 시보드

를 통한 요청을 받아서 실제 빅데이터앱의 실행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API 매퍼의 API는 빅데이터앱의 

로 일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림 1) 앱 컨테이 의 구조

   앱 로 일의 구조는 다음 표 1과 같다. 앱 로 일

은 JSON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된 바와 같이 

빅데이터앱의 실행 일과 같이 탑재가 된다. 로 일은 

앱에 한 설명 부분과 앱의 실행에 한 부분으로 구성

이 되는데, 앱의 실행 부분에서 특히 callback 부분은 다

른 메타데이터들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른 API 호출과 달리 실행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

로 응답을 제공하는 동기 (synchronous) API 호출의 지

원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이 종료된 후에 

callback으로 지정된 방식에 맞춰서, 결과를 보고하는 방

식을 제시하 다. 재 email과 Slack 채 을 callback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소 설명
uid 앱의 고유 아이디

name 앱의 이름

version 앱의 버

desc 앱에 한 설명

lang 앱 개발 언어 

siganature
URI 템 릿[4]을 이용한 API 호출 템

릿

parameters 앱의 라미터들의 구성

callback 콜백 방식 처리

[표 1] 로 일 메타데이터 구조 

3. 제안 시스템의 구   평가

   제안된 시스템의 구 은 스 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그 에 Node.js로 앱 컨테이 를 구성하 다. 기본 으로 

제안된 앱 컨테이 는 스 크 시스템 에서 운용되기 때

문에 스 크 운 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앱 컨테이  자체

는 Node.js 실행 로그램이기 때문에 스 크 클러스터와 

단독모드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 메타데이터와 실행로

그의 장은 MongoDB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 그림 2는 

앱 컨테이 의 시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시보드 

   본 논문이 제안한 앱 컨테이  구조의 효용을 악하

기 해 기존의 코드주도 방식  쿼리주도 방식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하 다. 표 2는 확장성(extensibility), 기

능성(capability), 사용성(usability), 습득용이성(learning 

curve)로 요소를 지정하여 비교한 표이다. 코드주도 방식

은 확장성과 기능성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사용성과 습득

용이성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쿼리주도 방식은 코드

주도 방식의 장 과 약 을 반 로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서 앱 컨테이  방식은 두 가지의 장 과 약 을 섞어서, 

당한 수 의 평가를 보여 다. 특히 앱 컨테이 의 실행

은 코드가 심이기 때문에 코드주도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 크의 분석력을 최 한 이용할 수 있다. 

요소 코드주도 쿼리주도 앱 컨테이

확장성 매우우수 나쁨 우수

기능성 매우우수 보통 우수

사용성 나쁨 매우우수 우수

습득용이성 어려움 쉬움 보통

[표 2] 기존방식과의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빅데이터 분석방식인 코드주도 방

식과 쿼리주도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분석방식인 앱 컨

테이  구조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스 크 시스템의 분

석력을 최 화하면서도 사용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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