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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돌풍

• 언론 매체에 부쩍 많이 언급되는 빅 데이터

네이버 뉴스 2,044건(’11), 8,838건(‘12), 4,588건(~ ’13.4)

• 가트너 2013년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대 기술

“전략적 빅 데이터 기술” 선정

• 솔루션업계의 빅 데이터 세미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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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2,044건(’11), 8,838건(‘12), 4,588건(~ ’13.4)

• 가트너 2013년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대 기술

“전략적 빅 데이터 기술” 선정

• 솔루션업계의 빅 데이터 세미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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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 3V (Volume, Velocity, Variety)”



현업의 혼동
• 빅 데이터가 뭐지? 

• 우리도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 아무튼 빅 데이터를 도입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지?

• 어디에 도입해야 하는데?

• 빅 데이터가 뭐지? 

• 우리도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 아무튼 빅 데이터를 도입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지?

• 어디에 도입해야 하는데?

“생경한 것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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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 원류는 웹 서비스 인프라”

* 일반 기업 IT 부서에 전파/ 확산 진행 중”



62011. Strata Conference. New York.



돌풍과 혼돈의 이면

• 빅 데이터 요람인 Strata 분위기

• 3V는 META Group에서 2001년 언급한 단어

• WEB 2.0의 “Data is the next Intel Inside”

• 현업이 모르는 문제를 풀려는 솔루션 회사들

• 빅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 소스 진영이 리딩

• 빅 데이터 요람인 Strata 분위기

• 3V는 META Group에서 2001년 언급한 단어

• WEB 2.0의 “Data is the next Intel Inside”

• 현업이 모르는 문제를 풀려는 솔루션 회사들

• 빅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 소스 진영이 리딩

“데이터는 별반 차이가 없다. 조금 더 커졌을 뿐이다.

오히려, 오픈소스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이 제일 생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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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웹 포탈 실무자가 잘 암.

* D/W 실무자는 웹 포탈 경험이 적음.



Wrap up
• 빅 데이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 빅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새롭다!

• 오픈 소스의 IT 도입을 유념해서 보자!

• (특히 경영진의 관심을 끄는 +alph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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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9년 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AION 게임



10
일 수 십만 명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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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행위를 찾고 관리하는 <위해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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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W 모습: RDB 4 Node, Hadoop 300 Node



게임 고객의 변화

언제 이탈할지 모르는 고객, 점점 복잡해지는 고객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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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객의 변화

‘2010 ~ ‘2011
Blade & Soul 출시 준비

더 빠르게, 더 세밀히 보자!

(일 1Teta Data 발생, 로그 OLAP 개발)

더 큰 볼륨, 더 큰 컴퓨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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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W의 문제점
• D/W의 컴퓨팅 Scalability

• 상업용 ETL 솔루션의 병렬 처리 옵션 억 단위 가격

• 상업용 솔루션은 고가의 고성능 소수 서버 요구

• D/W의 Disk 공간 Scalability

• 수 Tera 데이터 증설에 억 단위 투자.

• 가용성 확보를 위해 back up 솔루션 도입. 수억 투자.

• 정형 데이터 중심의 D/W의 한계 직면

• 기존 정형 D/W와는 근본적으로 처리 방식이 다름.

• 비정형에 굳건한 상업용 솔루션이 빈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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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정보계 모습

200여명 사용자, 40명 분석가, 800 여종 보고서

HiveR

(Hive,Shark)
분석/요약

IBM Cognus

(MS-SQL)

로그조회

(Lo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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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ing, HQL, PigFACT 생성

Sqoop, HDFS (LAR)수집/적재

2천 개 테이블, 수 백개 파일, 600 Tera 로그 데이터



(1/4) 혼합 or 결합

Commercial

RDBMS

보고서/분석/조회도구

Hadoop

Cascading, Pig

보고서/분석/조회도구

MS-SQL
ETL Solution

“낮은 비용, 큰 확장력을 가진 결합 구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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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개 테이블, 수 백개 파일, 600 Tera 로그 데이터

Commercial

RDBMS

Hadoop

Cascading

Hadoop

Cascading, PigCommercial

ETL Solution

Sqoop



(2/4) 당겨 쓰기 or 말아 올리기

Commercial BI Solution

(예. IBM Cognus)

MS-SQL: 요약 DB

믿음직한 MS ODBC

“생산성 좋은 BI 상업용 솔루션과의 결합 고려”
18

요약
ETL

MS-SQL: 요약 DB

Hive: Fact DB



(3/4) 준 실시간 구현

“30분 미만 지연, 빠른 조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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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실시간 구현

“오픈 소스 선정 포기. LogR 자체 프로덕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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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ive 튜닝
• Hive D/W가 일반 기업의 분석 D/W로 부족한 4가지 점

1. Toad와 같은 친숙한 에디터가 없음

2. Hive는 다중 사용자 고려 부족

3. Data 접근 및 권한 관리 기능 없음

4. 작은 규모의 테이블 쿼리 속도가 매주 느림

“중심 D/W로 Hive를 채택하면 대대적인 소스 수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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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ive 튜닝

“오픈 소스에 부족한 편리성! HQL 편집기 HiveR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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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ive 튜닝
1. Toad와 같은 친숙한 에디터가 없음.

2. Hive는 다중 사용자 고려 부족

3. Data 조회 권한 관리 기능 없음

4. 작은 규모의 테이블 쿼리 속도가 매주 느림.

“Hive Broker Server 오픈 소스 수정 개발 착수

Hadoop Scheduler 수정 개발

Hive Local 모드 적용과 Spark 도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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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up II
• NCSoft의 온라인 게임은 빅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고객을 더

잘 알려는 니즈 때문에 빅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상업용 솔루션 기반 기존 D/W는 공간, 컴퓨팅 확장이

매우 낮아, NCSoft의 빅 데이터 솔루션에 부적합 했음.

• 솔루션 비용 대신 개발자를 투입하여 오픈 소스를 직접 수정

하는 방식으로 NCSoft에 딱 맞는 D/W 구축에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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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생경함으로 오는 혼동이 좀 줄었나요?

• -1을 생각했지만, 혹시나 +1이 되진 않았나 싶습니다.

• 세부 질문은 jongwanyun@gmail.com로 해주세요.

• 이상! 윤종완@엔씨.TC.데이터플랫폼실 실장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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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빅 데이터에 관한 오해

• 전사 데이터를 전무 모아 ‘Big’하게 만든다고, 가치가 생기

진 않음!

• ‘Big’ 인 사이트를 찾으려 ‘대단한’ 알고리즘을 찾지 말라! 

데이터 분석이 ‘King’은 아니다.

• 오픈 소스를 깐다고 끝나진 않는다. 또, 공짜도 아니다!

• 전사 데이터를 전무 모아 ‘Big’하게 만든다고, 가치가 생기

진 않음!

• ‘Big’ 인 사이트를 찾으려 ‘대단한’ 알고리즘을 찾지 말라! 

데이터 분석이 ‘King’은 아니다.

• 오픈 소스를 깐다고 끝나진 않는다. 또, 공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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