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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Hadoop 생태계 기반 Global Standard 

x86 기반의 비용효율적인 적스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 가용성

용량 및 성능 확장성 보장, 성능병목제거

높은 연동성 및개발 편이성 제공

최적화된 빅데이터 고급 분석 기능

다양한 구성 요소, 서비스에 대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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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NDAP Rhive

Integration of R and Hive
HDFS에 저장된 전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산 병력처리 방식의 고급 통계 분석
가능

처리
NDAP Unified SQL Engine

ANSI SQL Distribute data processing
Ansi-SQL 기반으로 Map Reduce 처리 가능한 분산 처리 엔진

저장
NDAP Data Store

HDFS, Map-Reduce, HBase
HDFS 및 Hbase 저장소를 이용한 분산 처리 및 실시간 처리 가능

수집
NDAP Collector / Flume / Sqoop

Source data collector
Check-pointing for agentless method

다양한 소스의 정형 / 반정형 /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및 스케줄
방식의 데이터 수집 기능 제공

관리
NDAP Admin Center

Distributed coordinator
NDAP management, Dashboard

손쉽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인프라 관리 및 분석 / 처리를 위한 직관적인
통합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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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정형, 반정형, 비정형) 

○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Agent/Agentless 선택구성

○ GUI 상에서수집작업등록, 관리, 삭제 수행지원

○ 고성능 분산병렬 처리 및 유연한 Scale-out 구조

○ 수집 가용성 환경 제공

○ 다양한 수집 프로토콜 지원 (JDBC, SSH, SFTP, FTP, Rsync, 

TCP, UDP, SNMP) 

○ SSL 기반의전송구간암호화지원

○ 다양한 포맷 지원을 위한 plug-in 구조의확장성을보장하는전처리기능

○ RDBMS 등외부시스템으로의데이터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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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oop 2.x(YARN) 기반데이터저장및처리최적화

○ 비용 효율적인 x86 서버에블록단위분산 저장

○ 3-replication 을통한데이터안정성

○ 실시간 조회, 처리를위한 NoSQL 제공

○ HDFS, NoSQL 단일 GUI 인터페이스로제공

○ 노드 추가/제거/교체시데이터자동재분배

○ 저장 효율화를 위한 압축 지원

○ 표준 보안 알고리즘인 Seed 기반의데이터암호화지원

(128,256 비트방식) 

○ 테이블/컬럼에암호화설정지원

○ DB 접근제어를위해 ACL 기반의인증기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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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Reduce기반의병렬분산처리

○ Hive 기반표준 SQL 처리제공으로개발편의성향상

○ HDFS / NoSQL 통합 SQL 인터페이스제공

○ 다양한 사용자 정의 함수(UDF) 제공

○ GUI 기반 SQL 개발도구제공

○ GUI 기반워크플로우연계처리및작업스케쥴링도구제공

○ 저장소가 HDFS, Hbase에상관없이, SQL Interface로

데이터를처리할수있는 Unified SQL Engine 제공 : Hive 

Storage Handler (Hbase를 Hive 기반 쿼리로쉽게저장, 

처리할수있는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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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모니터링 & 관리] 

○ Ganglia 기반의 Hadoop eco System 모니터링

○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Metric 정보제공

○ NDAP Service Metric 정보제공

○ CPU/Memory/Disk/Network 모니터링

○ 에러/이벤트등에대한통합필터링검색

[수집등작업모니터링 & 관리] 

○ 단위 작업 간 관계 설정, 순차실행관리(Workflow) 

○ 작업 스케줄링, 소요시간, 에러상태관리/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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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도구 R 및 ANSI SQL 기반

○ 빅데이터 대상 통계 분석, 마이닝지원

○ 통계 알고리즘의 분산 병렬 처리 지원 : 용량및처리시간한계극복

○ HDFS 및 Hive Query 인터페이스제공

○ R 상에서MapReduce프로그래밍지원

○ SSO 연동지원하는 Rstudio 제공

○ NDAP 상의 workflow와의연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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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특징 장점

분석 처리 성능

고속 대용량 연산
분석 알고리즘이 Map/Reduce 기반 분산
환경에서 수행

• 복잡한 연산 알고리즘이 병렬 처리
• 대량 데이터의 연산의 속도가 빠름

빅데이터 처리 능력 빅데이터 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 • 빅데이터 모델 분석 가능

모델의 성능

분산 병렬 모델 Map/Reduce 기반의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 지원 • R에서 불가능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이 가능

R 호환성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알고리즘 100% 수용 • R의 분석 모델 사용 가능

Mahout 통합
분산 병렬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인 Mahout 
인터페이스

• Mahout의 분석 모델 사용 가능

확장성 분석 모델 이관
PMML을 지원하는 분석 도구 (SAS, SPSS 등), 
BI 도구 (MicroStrategy 등)의 마이닝 모델의 이관

• 기존 분석 도구에서의 모델이 분산 병렬
알고리즘으로 전환 가능함

모델의 자산화 모델의 자산화
Reproducible Research, Workflow, Model 
Template Framework 등의 지원

• 분석 프로세스의 표준화, 자산화, 공유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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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Wifi AP Data 3G, LTE data traffic 분석

공공 Wifi zone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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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0시~5시) 통화량분석
• 구역별유동인구밀집도분석
• 인구밀집도색상시각화

• 노선, 시간, 요일별패턴분석
• 노선부근유동인구가중치계산
• 유동인구기반노선최적화

• 정류장단위로통행량추정
• 통행량을선의굵기로시각화
• 요일별배차간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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