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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various data that corporations can approach, web log data are important data that correspond to data 

analysis to implement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strategies. As the volume of approachable data has increased 

exponentially due to the Internet and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 web log data have also increased a lot. As a 

result, it has become difficult to expand storage to process large amounts of web logs data flexibly and extremely 

hard to implement a system capable of categorizing, analyzing, and processing web log data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study thus set out to apply Hadoop, a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that had recently come into the spotlight 

for its capacity of processing large volumes of data, and propose an efficient analysis plan for large amounts of web 

log. The study checked the forms of web log by the effective web log collection methods and the web log levels by 

using Hadoop and proposed analysis techniques and Hadoop organization design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resolved the difficulty with processing large amounts of web log data and proposed the activity patterns of users 

through web log analysis, thus demonstrating its advantages as a new mean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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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객 계 리(CRM)란 고객의 행동 패턴에 한 

분석을 통해 기업 경 의 효과를 높이기 한 일련

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공 인 고객 계 리는 고

객의 특성에 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Kang 

et al., 2006). 기에는 고객의 욕구변화와 행동패

턴에 주목하여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

하여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많이 사용하

고,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

터, 상품 데이터 혹은 각종 활동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향과 규칙을 발견하여 상품 

개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반 하고 이를 마

에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 으로 용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 하고 사

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웹 로그 데이터는 고객 계 리 

략 수행  마 을 한 데이터 분석에 부합하

는 요한 데이터이다(Oh, 2011). 웹 로그 데이터란 

고객이 웹 사이트에 속하여 실행했던 기록으로

서 고객이 인터넷에 속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

련의 과정과 행 들을 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

반으로 향후 고객의 새로운 서비스 요청 시 좀 더 

효과 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Kim and Min, 

2001).

온라인 비즈니스와 오 라인 비즈니스의 차이  

한 가지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다. 오 라인 마켓

은 고객의 행동과 유형, 성향을 악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상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수

집하고 마 에 활용할 수 있다(Jung and Lee, 

2003). 이러한 온라인 비즈니스만의 장 을 가능  

하는 것이 바로 웹 로그 분석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화로 근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웹 로그 데이터 한 증가하 고, 

용량 웹 로그 데이터 처리를 한 웹 로그 데이터 

분류, 분석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기존의 기술로 구 하기가 매우 어려

워졌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지속해서 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과 복잡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효율 인 사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용량의 웹 로그 데이터 처리를 해 오

소스 기반의 용량 데이터 랫폼으로 분산 환

경에 최 화되어있는 용량 실시간 로세싱 

임워크인 하둡(Hadoop)을 용하여 웹 로그 분

석을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웹 로그 수집 방법과 웹 

로그 벨별로 발생하는 웹 로그의 형태를 확인하

고 이에 맞는 분석 기법  하둡의 구성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웹 로그 데이터 분석

웹 로그 일이란 웹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

든 작업에 한 기록이다. 웹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은 라우 를 통해 웹 서버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때 방문정보, 활동내용, 활동 

시간 등은 웹 서버에 미리 장해 놓은 치에 데

이터로 남게 된다. 웹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궁

극 인 목 은 고객들의 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악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측하여 회사에 비즈

니스에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Kim and Min, 2001).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남긴 로그 데

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첫째：개별 고객들의 성향을 악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사이트 정보설계를 경제 으로 할 수 있다. 

셋째：특정 상에 한 집 인 마 과 고 

략 수립이 가능하다. 

넷째：최 의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탐색

하고 방문하도록 서버  회선 등의 기술  자

원을 계획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Ki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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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로그 일은 사용자가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

면 웹 서버에 자동으로 자신의 로그 일이 웹 서

버에 장되어 로그 일이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웹 로그 일은 액세스 로그, 퍼럴 로그, 에이

트 로그, 에러 로그 일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Lee, 2004).

<Figure 1> Web Log Extraction Method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로그 추출 방

법은 웹 서버 방식, 스크립트 방식, 패킷 방식이 있

으며 때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추출 방법을 혼합 

시 사용되기도 한다. <Figure 1>은 이를 도식화한 

그림이다(Jang, 2002).

기존에는 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싱  

머신 멀티코어에 최 화된 고사양의 서버를 이용

해서 DW, DM을 구축하고, 이러한 장비에 최 화

된 고비용의 소 트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사용로그와 트랜

잭션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나 랫폼을 구

축하고자 할 시 용량의 비정형 데이터와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

므로 기존 시스템과 소 트웨어 아키텍처로는 비

용과 기술에 한계가 있다. 

2.2 하둡

하둡은 구 , 야후,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 

서비스를 자체 운 해온 기업들이 빅데이터 처리를 

해 연구ㆍ 용해온 오  소스 기술이다. 하둡은 

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컴퓨터 클

러스터에서 동작하며 분산 애 리 이션을 지원하

는 오  자바 소 트웨어 임워크이다. 이러한 

하둡의 구성요소는 분산 일 시스템인 HDFS와 

분산 데이터베이스 모델인 Hbase 그리고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맵리듀스이며 <Figure 2>는 

하둡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보여 다.

<Figure 2> Hadoop Framework(Jung, 2012)

HDFS와 Hbase는 장된 거 한 데이터 셋을 간

편하게 분산 처리하는 Java 기반의 맵리듀스 

임워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둡을 기반으로 다수

의 오 소스 분산처리 로젝트가 존재한다(Jung, 

2012; Tom, 2009; Thusoo et al., 1996).

하둡 로젝트의 최  후원자인 야후에서는 4,000

여 의 서버로 단일 HDFS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장, 리하고 있다. 

블록들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체 노드와 체 

디스크에 고르게 분산되어 장되기 때문에 디스

크 IO 성능이 요한 맵리듀스 같은 데이터 심에 

병렬처리 연산에 최 화된 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장되어있는 각 블록은 데이터 유실의 

험이나 사람들이 많이 속할 때의 부하 처리를 

해 각 노드 클러스터에 복사된다. HDFS는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목표로 한다(Jung, 2012; Apache 

Hadoop, 2013).

•장애복구 

•스트리  방식의 데이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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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데이터 장

•데이터 무결성

HDFS는 마스터(Master)-슬 이 (Slave) 아키

텍처로 구성된다. 즉,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노드

(NameNode) 서버가 한 , 슬 이  역할을 하는 

데이터노드(DataNode) 서버가 여러 로 구성된다.

네임노드는 HDFS의 모든 메타 데이터를 리하

고, 클라이언트가 HDFS에 장된 일에 근할 

수 있게 해 다. HDFS에 장할 때 블록으로 나뉜 

데이터는 여러 의 데이터노드에 분산 장된다. 

사용자가 구 한 애 리 이션은 HDFS에 일을 

장하거나, 장된 일을 읽기 해 HDFS 클라

이언트를 사용하며, 클라이언트는 API 형태로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 <Figure 3>은 HDFS 도식화

하여 나타냈다.

<Figure 3> HDFS Structure(Jung, 2012)

구 에 의해 고안된 맵리듀스는 함수형 로그래

 언어인 LISP(List Processor)를 모델로 하여 맵

과 리듀스라는 2개의 함수를 이용한 용량 데이

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맵리듀스는 작업 수행 시 데이터 지역성을 보장

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을 최소화시켜주고 데

이터가 있는 곳에서 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스 링을 한다. 그리고 노드의 수행 도  고립

의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를 해 데이터 복제본

이 있는 다른 서버(데이터 노드)에서 작업을 재 시

작하여 단없이 처리를 계속한다. 그리고 노드의 

확장이 유연하므로 성능향상을 기 할 수 있다. 맵리

듀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잡트래커, 태스크트래

커로 구성된다(Tom, 2009; Dean, 2008; Jung, 2012).

클라이언트가 하둡으로 실행을 요청하는 맵리듀

스 로그램은 잡(Job)이라는 하나의 작업 단 로 

리된다. 잡트래커는 하둡 클러스터에 등록된 

체 잡의 스 링을 리하고 모니터링한다. 체 

하둡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잡트래커가 실행되며 

하둡의 네임노드 서버에서 실행된다.

태스크트래커는 사용자가 설정한 맵리듀스 로

그램을 실행하며, 하둡의 데이터노드에서 실행되는 

데몬이다. 태스크트래커는 잡트래커의 작업을 요

청받고, 잡트래커가 요청한 맵과 리듀스 개수만큼 맵 

태스크(Map Task)와 리듀스 태스크(Reduce Task)

를 생성한다.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란 사용자가 설정한 맵

과 리듀스 로그램이다.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

크가 생성되면 새로운 실행환경을 구동해 맵 태스

크와 리듀스 태스크를 실행한다.

3. 제안하는 웹 로그 분석 방법

3.1 기능분석

제안하는 웹 로그 분석은 용량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무결성 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능 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확장 가능한 용량 데이터 처리

웹 로그 분석 시 분석 로그의 단 와 크기가 큰 규

모의 웹 로그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야 하며 데이터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를 유연

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장애 발생에 따른 시스템의 연속성 보장

장애는 IT 기반 구조에 향을 주는 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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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웹 로그 분석 시에는 다양

한 장애 상황에 비하여 웹 로그 분석처리의 연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의 필요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셋째：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로그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는 비즈니스 환

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웹 

로그 분석을 통해 웹 사용자의 다양한 행동패턴에 

한 분석 자료는 결국  다른 비즈니스 사업에 

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해서 분석 데이

터는 각각의 비즈니스 단 에 합한 형태로 제공

되어야 한다.

3.2 웹 로그 분석을 한 하둡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의 포 인 흐름 구성은 <Fi-

gure 4>와 같이 이루어진다.

<Figure 4> System Flow

의 5단계 흐름 구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웹 로그 발생 단계는 사용자가 웹에 근하여 

속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분류와 검증 없이 

무작 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용자 활동 기

록이다.

둘째：수집단계는 각 웹 로그를 수집할 서버에 수집 

모듈이 일정 시간 단 로 발생한 웹 로그

일을 마스터 서버로 송하는 단계이다. 

셋째： 재 단계는 수집모듈이 송한 웹 로그를 

HDFS 장소에 일정 시간 단 로 디 터

리를 생성하여 장하는 단계이다.

넷째：분석 단계는 HDFS에 재된 로그 데이터를 

맵리듀스 기반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다섯째：분석 결과 장 단계는 웹 로그 데이터 분

석이 끝나면 생성된 결과를 DBMS에 

장하는 단계이다.

<Figure 5> Web Log Analyzing System Structure

<Figure 5>처럼 웹 로그 분석 제안 시스템은 기

본 으로 하둡의 HDFS와 맵리듀스를 활용하 다. 

한, 다양한 에코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과 인 

웹 로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각 시스템의 

단  기능은 웹 로그 수집/ 재, 웹 로그 분석, 웹 

로그 분석결과 처리, 분석 스  기능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웹 로그 통합 모듈의 상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첫째：웹 로그 수집/ 재 모듈은 웹 로그를 수집할 

서버에 럼 Agent에 의해 일정 시간 단

로 발생한 웹 로그 일들을 에 로 로토

콜을 사용하여 하둡 마스터 서버 럼 Col-

lector로 송하게 된다. 럼 Collector는 수

신받은 로그를 HDFS 장소에 디 터리를 

생성하여 장한다. 이 작업은 일정 시간 단

로 반복하여 수행되면서 각 서버에 있는 

모든 웹 로그 일을 한곳으로 모아주는 역

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설정하 다.

둘째：웹 로그 분석 모듈은 HDFS에 재된 웹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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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lume Collector Module Setting

<Table 1> Source Table Structure

Field Name TYPE Description

WebLogFile String web log Raw Data

<Table 2> Web Log Table Structure

NO Field Name TYPE Description

1 Host String
Domain Name or IP 
Address

2 User String
It there is no user name, 
write “-”

3 Time String Date and time of access

4 Request String Transfer Protocol

5 Status String
Connection and data 
movement state 

6 Size String Transmitted data size

7 Agent String
access environment 
information of the users

그 데이터를 맵리듀스 기반으로 해석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주기 인 분석을 해 맵리

듀스가 언제 몇 분 단 로 잡을 실행 할지

에 한 정보를 분석 스 쥴 모듈에 스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스  정보에 따

라 하둡의 잡트래커에게 실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을 받은 잡트래커는 실제 병렬로 

분석작업을 처리할 각 테스크노드들에게 작

업명령을 하달한다.

셋째：웹 로그 분석 결과 처리 모듈은 각 태스크 노

드들은 노드에서 분석할 로그 일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데이터 분석이 끝나

면 결과 일을 HDFS 장소에 생성하게 

된다. 생성 된 결과 데이터는 RDBMS 는 

NoSQL 기반의 DBMS에 장함으로써 한 

개의 잡이 실행을 마친다.

넷째：분석 스  모듈은 주기 으로 웹 로그 재 

모듈, 웹 로그 분석 모듈을 주기 으로 호

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3.3 웹 로그 분석 시스템 모듈 구성

3.3.1 웹 로그 수집/ 재 모듈 구성

•웹 로그 수집 모듈

본 논문에서 설계된 웹 로그 수집 모듈은 럼 

모듈을 사용하여 구성하 다. 럼은 분산 환경에 

만들어진 용량의 웹 로그 데이터를 효율 으로 

옮길 수 있는 로그 수집기이다. 웹 로그의 수집과 

장은 설정 일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정 일을 주

기 으로 확인하여 설정 변경 여부 확인하고 변경

된 설정정보를 동 으로 럼 모듈에 용할 수 있

다. <Figure 6>은 럼 Collector 설정 일 화면이다.

해당 정보의 source 설정의 bind 정보의 IP 주

소는 하둡 서버의 주소이다. 한, sinks 설정을 보

면 sink의 type이 hdfs이고 “flume/weblog”에 

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장방법에 한 

옵션을 기반으로 럼은 하둡 서버의 HDFS에 웹 

로그 정보를 보내주게 된다(Apache Flume, 2013).

•웹 로그 재 모듈

웹 로그 재 모듈은 HDFS에 장한 웹 로그 

데이터를 하이 의 HiveQL 명령어를 이용하여 통

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모듈은 웹 로그 수

집기로부터 수집된 웹 로그 데이터를 그 로 장

할 source 테이블과 웹 로그 데이터의 엘리먼트 값

들을 추출하여 별도로 장할 web log 테이블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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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생성되는 테이블과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Figure 7> Web Log Stack Module Flowchart

3.3.2 웹 분석 모듈 구성

웹 로그 분석 모듈은 web log 테이블에 장된 

웹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이 의 내장 함수와 

HiveQL 명령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웹 로그 분석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다양

한 분석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시스템에

서는 분석 요건인 HiveQL를 XML로 리하여 요

건 발생 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ure 8>은 웹 로그 분석 모듈 흐름도이다.

<Figure 8> Web Log Analyzing Module Flowchart

3.3.3 웹 로그 분석 결과 처리 모듈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된 웹 로그 분석 결과 처리 모

듈은 AnalysisResultSend 클래스로 정의하 으며, 

AnalysisResultSend 클래스는 HDFS에 장된 결

과 데이터를 스쿱의 명령을 이용하여 DBMS로 

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Figure 9>는 웹 

로그 분석 결과 처리 모듈 흐름도이다.

  <Figure 9> Web Log Analyzing Result Process 
Module Flowchart

3.3.4 웹 로그 분석 스  모듈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된 웹 로그 분석 스  모듈

은 웹 로그 재, 분석, 결과처리 모듈을 주기 으

로 실행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 로그 분석 스

 모듈은 각각의 모듈을 실행시킬 수 있는 클래

스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AnalysisSche-

dule 라고 명명하 다. 웹 로그 분석 스  모듈

은 10분마다 실행되도록 설정하 으며, <Figure 

10>은 웹 로그 분석 스  모듈 흐름도이다.

<Figure 10> Web Log Analyzing Schedule Module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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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로그 분석 수행

4.1 웹 로그 분석 데이터

분석 수행을 해서 사용되는 웹 로그는 특정 기

업에서 사용하는 사내 웹 사이트를 통해 축 된 웹 

로그를 받아 진행하며, 해당 웹 로그의 양은 하루 

평균 150MB 크기이고 6개월간의 수집한 데이터

를 활용하 다. 한,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웹 로그의 수집은 로그 수집기 모듈을 활용하여 

수집하 다. 

4.2 웹 로그 분석 환경 구축

하둡 임워크 구성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3개의 서버를 사용하 다. 각 서버의 사양은 <Ta-

ble 3>과 같으며, 3 의 사양은 모두 같다. 1  서

버에는 마스터 노드와 슬 이  노드가 함께 구동

되며 나머지 2 의 서버에서 슬 이  노드를 구

축하 다. 

<Table 3> Hadoop Server Specifications

Category Specifications and Versions

CPU 2.13 GHz

RAM 1GB

HDD 100GB

OS Linux, Ubuntu 11.04

HADOOP 0.20.2

구축된 하둡 서버 구조는 <Figure 11>과 같다.

<Figure 11> Build Hadoop Server Structure

4.3 웹 로그 분석

분석 방법은 아래 <Table 4>와 같이 속 분석, 

페이지 분석, 방문자 분석, 시스템 환경 분석과 같

이 4가지 역별로 분석할 수 있다.

<Table 4> Web Log Analyzing Type

Category Analyzing Type

Access 
Analyzing

Monthly/Daily/Hourly Access Trend 
Analyzing

Page 
Analyzing

Top-up Page Analyzing

Visitor 
Analyzing

Visit Frequency Analyzing

System 
Environment 
Analyzing

Access Browser Analyzing

Access Operating System Analyzing

• 속 분석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속 유형 분석을 통

하여 속빈도, 집  속시간 등의 사이트 리

를 한 정보 추출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

은 월별, 일별, 시간 별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며, 정

한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Figure 12>는 월별로 속한 사용자 수의 추

이를 분석한 그래 이다. 

<Figure 12> Monthly Access Trend Graph 

<Figure 13>은 일별로 속한 사용자 수의 추

이를 분석한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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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aily Access Trend Graph

<Figure 14>는 시간 별로 속한 사용자 수의 

추이를 분석한 그래 이다.

<Figure 14> Hourly Access Trend Graph

• 페이지 분석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많이 

속했는지에 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 페이지에 

한 마 을 고려해볼 수 있는 정보 추출을 목

으로 한다. <Figure 15>는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

자들이 많이 조회한 페이지 분석 그래 이다.

 

<Figure 15> Top-up Page Graph

• 방문자 분석

사이트에 유입한 방문자의 방문빈도 분석을 통해 

사이트의 콘텐츠나 상품의 구성이 충실한지에 

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목 으로 한다. 

<Figure 16>은 재방문과 신규방문에 한 비교 

분석한 그래 이다.

<Figure 16> Visit Frequency Analyzing Graph 

• 시스템 환경 분석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속 

라우 와 운 체제를 분석하여 방문객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방문객의 환경에 맞도록 사이트

를 최 화하는 데 목 이 있다. <Figure 17>은 방

문자들이 사용하는 웹 라우  종류를 분석한 그

래 이다.

<Figure 17> Access Browser Analyzing Graph

<Figure 18>은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운 체제 

종류를 분석한 그래 이다.

 <Figure 18> Access Operating System Analyzing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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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스템 평가

본 장에서는 상업 으로 운 되고 있는 웹 로그 

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하둡 웹 로그 분석 시스

템을 평가하고자 한다.

<Table 5>에서 제시한 비교항목으로 하둡 웹 

로그 분석 시스템과 일반 으로 사용하는 웹 로그 

시스템을 비교하 다. 제시한 비교항목은 객

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만 평가하 다. 

  <Table 5> Comparison with Other Web Log 
System

       Cate

       gory

Compare

Weg log 

File 

Analyzing 

System

Page-

embedding 

System

Hadoop 

web log 

Analyzing 

System

web log 

Extraction 

Script 

Operations

Not

Required
Required

Not

Required

Disk 

Capacity
Plenty Usually Plenty

Marketing 

Oriented 

Analysing

Impossibility Available Available

Real-time 

Data 

Collection

Not

Supported
Supports

Periodic 

Collection 

Available

Links with 

Existing 

DBMS

Impossibility Available Available

Data 

Collection 

Methods

Recorded in 

the Disk of 

the Server

Remote 

Collected by 

the Script

Recorded in 

the Disk of 

the Server

하둡 웹 로그 분석 시스템을 타 시스템에서 제

안한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

첫째：처리구성요소의 단순화를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상업 인 용도로 사용하며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는 로그 시스템은 마 심의 분석

을 해서 페이지별로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페이지 

인베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

식은 많은 웹 페이지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용하

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은 웹 서버가 기본 으로 제공하는 웹 로그를 

활용하여 같은 효과를 내므로 별도로 페이지에 삽

입되는 스크립트는 필요가 없다. 

둘째：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향상을 다. 

웹 로그 데이터는 일반 으로 그 양이 많아 자칫 

서버의 체 인 성능 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용량 데이터 처

리에 합한 하둡을 용하여 용량의 웹 로그 데

이터의 수집  분석에 한 문제 을 해결하 다.

셋째：다양한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인 웹 로그 분석 시스템은 시스템  퍼포먼

스 측정(방문 사용자 수, 페이지뷰, 히트 수 등)과 

같은 기본 인 데이터를 리하는 데 반해, 제안 시

스템은 시스템  퍼포먼스 측정 데이터뿐만 아니

라 방문자의 특성과 행동양식과 같은 마 에 필

요한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넷째：추출된 로그데이터와 기존의 DBMS 데이터 

간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웹 로그 분석 시 사용자, 

페이지화면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어 실질 인 웹 로그 분석이 가능하다.

다섯째：유지보수를 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신규 페이지가 생성될 경우 기존의 웹 로그 시스

템은 해당 페이지의 로그추출을 해서 별도의 스

크립트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안 시스

템에서는 HiveQL 리 XML에 새로운 요건에 정

보를 추가하면 된다.

여섯째：자료수집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웹 로그 일과 같이 특정 일의 내용 분석을 통

한 자료수집방법이므로 해당 일이 웹 서비스의 

운 에 사용 일 때는 실시간의 정보수집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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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 이 있지만, 하둡 웹 로그 분석 시스템에

서는 주기 인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하둡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량의 

웹 로그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성향 등을 통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검증을 해서 

운 환경을 구축하여 구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성능 인 면과 유지운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 측면에서는 웹 로그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

하더라도 하둡 클러스터 상에서 자동으로 분산 병

렬 처리되어 웹 로그 분석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

되었으며, 작업 로그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더라

도 체 분석시간에 향을 주지 않고 실행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유지운  측면에서는 병렬 분산 처리방식인 하둡 

시스템은 하둡 클러스터 노드가 규모로 확장되

어도 이를 유연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쉬

우며, 특정 노드에 장애 발생 시 다른 노드에 복제 

데이터가 존재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 할 수 

있다. 한, 웹 로그 수집 모듈과 분석 모듈, 스

 모듈을 용하여 웹 로그 수집, 분석을 주기

으로 수행하여 기존 웹 로그 분석 시스템의 단

을 보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웹 로그 분석에 이

용한 하이 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웹 로그 분석 요건을 수용할 수 있어 요건 추가 

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실험을 해 사용된 웹 로그

의 다양성에 한 검증이 부족하 고 향후에는 더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 하둡을 사용한 시스템은 각 노

드 사이의 데이터 달을 한 네트워크 I/O 등이 

원인으로 용량 데이터에서는 만족할 만한 속도

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량 데이터 분

석에 한 성능개선 한 향후 연구를 통해 진행

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단순히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인 이미지나 음원 

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확장성 

한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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