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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 및 서비스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처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분석하는 시간 동

안 지속적으로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부에 대규모의 시스

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 관리와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일 엔드포인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호출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빅데

이터 서비스 분석에 소요되는 자원 점유에 따라 동적으로 자원을 생성 관리하여 자원을 보다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 및 자원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대규모 자원을 지속적으로 점유해야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자원사용

에 대한 한계를 일부 해소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2020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팬더믹(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 기술로는 모

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

능(AI)가 강조되며 각 기술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방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야 하는 빅데이터 분

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크기의

정형,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는 프로세스이다. 빅데이터의

주요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

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

이터 수집, 처리, 저장 기술인 NoSQL이나 Hadoop

등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다음으론 회귀분석, 군

집화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및 지식 추출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요소

들을 구성하고 활용하려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적 한계가 있거나 기술적 개발 및 환경 구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 호출 사용자 환경에서

의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운영 관리 플랫폼을 제

안한다. 다중 호출 사용에 대한 서비스 점유 상태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향상

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기반에 빅데이터 서비

스 환경 구성 및 제공하는 시스템을 쿠버네티스를

기반 컨테이너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자원 활용성이

향상된 시스템을 제안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의 편

의성을 위해 단일 엔드포인트로 여러 빅데이터 서비

스와 연계하기 위한 연계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빅데이터 환경과 다양한 사

용자 수용을 위한 멀티테넌트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다중 호출 사용자 환경

에서의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운영 관리 플랫폼을

제안하며, 4장에서는 구현 결과를 평가하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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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관련 기술 동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관련 기술은 데이터의 전

처리부터 분석과 운영을 위해 Data Science의 전 영

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까지 주요 기술은 크게 이기

종 데이터 융합 기술, 빅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빅

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지능 가

시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2]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술은 대부분 통

계학, 데이터 마이닝,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등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상관관계,

패턴 등을 발견하며 예측 기술도 네트워크 이론과

신경망 이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 및 시각화 기

술들이 연구되고 있다.[3]

2.2 클라우드 멀티테넌트 관련 기술 동향

클라우드 멀티테넌트 관련 기술은 클라우드 자원

을 사용자마다 제공하기 위해 자원 격리, 보안 등을

지원하는 기술로 다중 호출 사용자에 따라 대규모

멀티 테넌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멀티

테넌트 모델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멀티테넌시 및 트레이드오프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

를 통해 추상화 수준에서 리소스를 공유하고 격리

보장하도록 다중 멀티 테넌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4].

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를 기반의 자원과 이를 통해 운영되는 빅데이터 서

비스와 이를 중개해주기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구조

로 구분되어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자원을 효율

적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또

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데이터 업로드 및

분석 서비스 브로커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석 서비스를 인터페이

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비스 브로커는 구성된 빅데이터 서비스 및 신규 서

비스 생성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 빅데이

터 분석 서비스와의 연결을 관리한다.

(그림 1)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구조

본 논문의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 기능은 일반

적인 API 게이트웨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

로 서비스를 중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빅데이

터 분석 서비스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

간이 소요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과 처리하는

동안에 세션유지 및 분석 플랫폼에 대한 자원이 중

단되지 않고 분석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

기 위해 단일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브로커 주소와 서비스 명칭을 제공하며 백

엔드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을 기반으로 여러 빅데이

터 서비스들을 동적으로 생성하여 서비스 처리에 필

요한 자원을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리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빅데이터 서비스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된

다. 사용자가 필요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할 경

우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

스의 이름과 분석에 필요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게 요청 정보를 전

달해준다. 요청받은 빅데이터 서비스는 분석에 필요

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장소에서 가져와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

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만일 이용할 수 있

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사용자

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에 요

청하여 빅데이터 서비스 자원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

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반환

한다. 서비스 분석이 완료된 자원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통해 자원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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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호출 시 자원 생성 결과

(그림 2) 빅데이터 서비스 흐름도

4.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 및 검증에 활용된 시스템의

테스트 환경은 표 1와 같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고성능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쿠버네티스를 구성

하여 빅데이터 서비스 브로커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테스트 서버

OS/SW컴퓨트 서버 스토리지 서버

CPU Memory Disk Disk

AMD 3990X
64-Core

256GB
1TB
SSD

8TB HDD
Ubuntu 20.04
Kubernetes 1.21

<표 1> 실험 환경

실험 데이터는 종관기상관측(ASOS) 데이터를

활용하여 RNN 모델을 이용한 분석 결과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빅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의

호출이 있을 때에 해당 서비스 존재 여부에 따라 기

존자원을 이용하거나 신규 자원을 생성하여 제공하

는 것을 테스트하였다. 표 4는 사용자가 동일한 데

이터를 가지고 2가지 분석 서비스를 각각 호출하고

출력된 결과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호출 주소

는 동일하며 분석 모델에 따라 2가지 버전으로 분석

서비스 호출을 진행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각

각의 분석 기능에 따라 다른 결과가 호출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주소 192.168.100.150:9090/service/1/test 192.168.100.150:9090/service/2/test

분석

데이터
종관기상관측(ASOS) 데이터 종관기상관측(ASOS) 데이터

결과

<표 2> 호출 결과

그림 3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통해 자원생

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 화면이다.

첫 번째 분석 서비스를 호출하고 나서 분석 단계일

때 두 번째 분석 서비스를 호출하고 해당되는 분석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신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분석이 완료되고

결과를 반환하면 해당 자원은 중지상태로 변환되며

추가적인 이용이 없을 경우 자원을 반환하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용의 편

의성 향상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빅데

이터 분석 서비스 브로커를 제안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

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단일

엔드포인트와 서비스 명칭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시스

템 관리자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원 활용

성에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P0015306).

참고문헌

[1] 이미영, et al.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 동향." 정보처리학회지(2012): 22-23

[2] 손기준, et al. "하둡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처

리를 위한 플랫폼 설계 및 구현" Sympathy

Contents Session(2015): 1-2

[3] 김상락, et al.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오늘과 미

래" 정보과학회지(2014): 9-10

[4] Divyakant, A., et al.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Current State and Future

Opportunities." ICPS(2011): 1-4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