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정보기술의 발 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에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 하고 있다. 특히 RFID, USN

시스템의발 으로많은데이터가발생되어수집되고있

고, 오 라인에서 동작하는 각종 기기들이 유무선 통신

망을통하여각종센서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 송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 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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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기술의 발 을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하여 처리 랫폼인 하둡을 도입하는 정부기 기업이 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한 심이고조되면서 그와병행하여데이터의수집 기술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있으나, 데이터분석 기법

의 연구에 비하여 수집 기술에 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랫폼인 하둡을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아 치 스쿱을 통하여 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 치 룸

을 통하여 센서 웹 애 리 이션의 데이터 일, 로그 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스트림 기반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제안한다. 이러한 융합을 통한 데이터 수집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 인 자료로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빅데이터, 하둡, 아 치 스쿱, 아 치 룸, 융합

Abstract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development of big data utilization and analysis

technology recently. There is a tendency that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 to introduce a Hadoop

of a processing platform for analyzing big data is increasing gradually. Increased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and analysis of these big data collection technology of data has become a major issue in

parallel to it. However, study of the collection technology as compared to the study of data analysis

techniques, it is insignificant situ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o build on the Hadoop cluster is a big data

analysis platform, through the Apache sqoop, stylized from relational databases, to collect the data. In

addition, to provide a sensor through the Apache flume, a system to collect on the basis of the data file

of the Web application, the non-structured data such as log files to stream. The collection of data through

these convergence would be able to utilize as a basic material of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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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폰의확산과개인블로그, SNS 등의서비스

로 방 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빅데이터 환경이 만

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3], 빅데이터는 사회, 과학 기술

등모든 역에서가치가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가

능성을 제시하며그 요성이부각되고있다[4]. 특히 데

이터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보 되어 있는 정형데이터

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스마트 시 의 도래와 통신수단

의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가 체 데이터의 80%를 상회

하고있는것이 실이다[5]. 이러한많은데이터들은 단

지보 만한다면그가치는사라질것이며, 이를처리하

고분석해야만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고[6], 이를

한 빅데이터 처리 분석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있다[7]. 한 소셜네트워크 사물인터넷에서자동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의 양과 형태는 과거의 처

리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새로운 융합 기반을 요

구하고 있다[8].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 기술의 발 을 한 연구

에서 표 인것은아 치소 트웨어재단의오 소스

인하둡과이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있는 서 로젝

트를 심으로하는하둡에코시스템으로서, 빅데이터 분

석을 한주요한트 드가되고있다. 특히축 된데이

터를해석하고분석하는업무에서빅데이터분석의표

처럼 평가되고 있는 하둡은 빅데이터 로젝트 수행을

진행한 응답 기업의 24%의 지지를 얻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분석툴로조사되었다[9]. 한편 빅데이터의 처

리와 분석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그와 병행하여

다양한시스템에분산된정형/비정형의데이터를어떻게

단일 하둡 일시스템(HDFS :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재하는가하는데이터수집기술이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수집기술은조직내부 외부에서분산된데

이터 소스로부터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자동 수

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련한 기술로서, 단순하게 데

이터 확보하는 것이 아닌검색/수집/변환을 통해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0].

특히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 센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 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둡 시

스템으로 체계 으로 수집 장하기 해 아 치

룸을 활용하는 연구[11]와, 웹서비스의 웹로그 데이터를

효율 으로수집하는기법에 한연구[12], 아 치 스쿱

을통하여 계형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있는 용량

의 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한 연구[13],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하여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한 연구

[14]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에 한 연구에

비하여 데이터 수집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부분은 정형 데이터 수

집 혹은 비정형 데이터 수집에 제한 으로 연구되고 있

어,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복합 으로 수집되는 시스템

에 한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아

치 스쿱(Apache Sqoop)을 통해 계형 데이터베이스

로 부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 치 룸

(Apache Flume)을 통해 IoT 웹 애 리 이션으로부

터 데이터 일이나 로그 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스트림 기반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 연

2.1 플룸(Flume)

다음의 [Fig. 1]은 아 치 룸의 아키텍처이다.

[Fig. 1] Apache Flume Architecture

데이터가발생해도데이터의손실없이 송할수있

을 것인가 하는 신뢰성(Reliability)의 문제와 내고장성

(Fault tolerant), 분산된시스템환경에서탄력있게 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장성(Scalability)의 문제를 고민

하게 되었고, 하둡에코시스템의 하나인 아 치 룸은

훌륭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룸은 웹서버와 같은 외부

의 소스를 통하여 데이터가 입력되고, 채 을 통하여 싱

크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15].

룸은 분산된 량의데이터를안정 이고효율 으

로 달할수있는시스템으로, 분산된구조로확장할수

있어, 데이터의 양이 증해도 기존 서버의 설정이나 구

조변경없이손쉽게확장할수있는장 을가지고있다.

이러한 룸은 주로 로깅 시스템에 사용되며,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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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장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둡 등의 장

소에 장할 수 있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룸의경우다양한데이터 로우를구성할수있

으며 마스터노드에서통합 으로 리할수 있는웹 페

이지를 제공하고, 하둡과 통합이 잘되어 있어 실시간 데

이터 수집에 매우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16].

2.2 스쿱(Sqoop)

아 치 스쿱은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구 된 데이터

재 로그램으로아 치소 트웨어재단의최상

벨 아 치 로젝트이다. 특히 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둡 일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로젝트에서 리 사용하고 있다. 스쿱은 모든

재 과정을 자동화하며 병렬처리 방식으로 작업하고, 좋

은 내고장성(fault tolerance)을 지원한다[17,18,19]. 스쿱

은 row-by-row 방식으로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어있는테이블을읽어하둡 일시스템에 장하며, 테

이블 하나를 일셋으로 장한다. 스쿱이 계형 데이

터베이스를 하둡 일시스템에 재하는 차는 다음의

[Fig. 2]와 같다[22].

[Fig. 2] Data Loading Process of Apache Sqoop

병렬처리 방식으로 재하기 때문에 재한 후에 시

스템에서 여러 개의 일로 장하게 된다. 스쿱을 사용

하여 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일셋을 읽고, 계형 데

이터베이스로 재하는 Export 과정도가능하다. 일셋

을 병렬처리 방식으로 읽고 코드 형태로 변환하여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테이블에 삽입한다[20,21].

3. 제안 시스템

3.1 스쿱  용한 정  데 터 수집

웹 애 리 이션 환경에서 상당수의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로서각각의데이터베이스에 재되어 있다. 그러

므로 하둡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앞서 계형 데이터

베이스환경에있는데이터를손실없이하둡 일시스템

으로 수집하는 것이 요하다. 다음의 [Fig. 3]은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스쿱을 통해 하나 이상의 계형 데이

터베이스에 속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둡 일시스

템에 재하는 구성도이다.

[Fig. 3] Data Acquisition System using the Scoop

스쿱 에이 트는 하둡 서버에 설치되어 동작한다. 스

쿱 에이 트는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API

를 사용하여하나이상의목 지 계형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단일 혹은 체 테이블의 데이터를 맵리듀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한다.

3.2 플룸  용한 비정  데 터 수집

웹서버의로그 일은서비스의질을높이고보안이나

해킹을탐지하는데 좋은참고자료가 된다. 한, 웹 서버

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발생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요한 자료이다[23].

다음의 [Fig. 4]는 룸을 이용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구조이다. 룸은 하나 이상의 웹 애 리 이

션에서 발생하는 로그 일이나 데이터 일과 같은 비

정형데이터를 Avro, Thrift, Syslog, Netcat과 같은스트

림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하둡 일

시스템에 재하여하둡을통한데이터분석이가능하다.

[Fig. 4] Data Acquisition System using the F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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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산환경의경우 별도의설정없이에이 트의

추가도 가능하다.

4. 데 터 수집 실험

제안 시스템의 실험 환경 구축을 하여 운 체제는

Win7(64bit)와 Ubuntu 14.04 버 을기반으로하 고, 데

이터베이스는 MySQL-Server 5.6, 하둡 클러스터 구축

은 Hadoop 1.2.1, 웹 애 리 이션은 Tomcat 7.0.62를 이

용하 다. 실험을 하여 4 의 컴퓨터로 하둡 클러스터

를구축한후 데이터생성을 하여 별도의 자바애 리

이션과아 치톰캣을사용한웹애 리 이션을구

하 다. 다음의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의 실험 환경을 한 구성도이다.

[Fig. 5] Test Environment Configuration

각각의 애 리 이션을 통하여 MySQL에 속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생성된 데이터를 스쿱을 통해 하둡

일시스템에 장한다. 한 웹애 리 이션에서 발생

하는 로그 일이나 데이터 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수집을 하여 럼을 통하여 수집한다.

4.1 정  데 터 수집

다음의 [Fig. 6]은 자바 에이 트 입력 화면으로 각각

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디바이스

테이블에 입력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6] Java Agent UI

데이터를 입력 한 후 다음의 [Fig. 7]과 같은 스쿱 커

맨드명령을실행함으로서데이터베이스 상테이블

에 속한다. 스쿱명령실행후 속된데이터베이스

상 테이블에서 다음의 [Fig. 8]과 같이 하둡 맵리듀스

작업을 거쳐 하둡 일시스템에 재된다.

[Fig. 7] Sqoop Command

[Fig. 8] Data Acquisition(Sqoop)

다음의 [Fig. 9]는 하둡 일시스템에 재된 디바이스

테이블의데이터 결과로서, 재된 일은하둡 일시스

템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9] Device Table Data

4.2 비정  데 터 수집 

다음의 [Fig. 10]은 룸의 형상정보이다.

[Fig. 10] Flume Configur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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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은데이터를 송해주는에이 트서버와데이터

를입력받는수집서버에각각설치된다. 형상정보는데

이터 수집 서버에 설치되어 반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

집하기 하여 각각의 송 에이 트의 신호를 입력 받

을 수 있다.

[Fig. 11] Semi-Structured XML Data

룸은 source,channels,sink 설정을통해 송에이

트의 신호를 입력 받아 하둡 일시스템에 재한다. 앞

의 [Fig. 11]은 반정형데이터로서 XML로변환되어 룸

에이 트간의 스트림 방식으로 하둡 일시스템에 장

된 데이터이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는 계형 데이터베

이스에 장되지않고, 다음의 [Fig. 12]와같이에이 트

로부터 송된 데이터가 하둡 일시스템에 재된다.

[Fig. 12] Loading Data into HDFS

4. 결론

빅데이터를분석하기 해하둡을 도입하는정부기

기업이 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기존 계

형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데이터의

손실없이하둡 일시스템에 송하는방법에 한수요

가 차늘어나고있다. 한 하둡은실시간데이터분석

에 한제약이따르기 때문에 이를지원하기 해 아

치그룹에서는하둡의서 로젝트인스쿱과 룸을상

벨 로젝트로 승격하여 데이터 수집에 한 보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분석 랫폼인하둡을클러스터로구축하여웹

애 리 이션 로그 IoT 장비에서 발생하는 정형

비정형데이터를각각스쿱과 룸을통해하둡 일시스

템으로수집하여실시간데이터분석이가능한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기 이나 기업에서 보 인

량의 데이터를 스트림 방식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IoT 장비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

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규모의 데이터 수집 병렬 데이

터수집에 한연구를통하여수집서버성능향상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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