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

Bigdata Machine Learning Platform

BICube™
BICube™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One-stop 으로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솔루션의
솔루션의한계
한계

BICube™
BICube™--단일
단일플랫폼
플랫폼
BICube™는 각각의 기능별 레이어가 합해진 단일

대부분의 빅데이터관련 솔루션들은 단일 기능을 구현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키텍터가 다양한 솔루션을

●

Layer 1 - 데이터 추출, 변환 및 로딩

직접 선택해서 조합해야한다.

●

Layer 2 - 데이터 저장

●

Layer 3 - 머신러닝 엔진

●

Layer 4 -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러한 상황은 툴간의 호환성 문제와 솔루션 추가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문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솔루션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레이어)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등 다양한 이슈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고객이 원하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Vertical 한 구조를 갖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세계에서도 유일한 플랫폼이며 비즈니스 모델 구현
이 단일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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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다양한데이터
데이터커넥터
커넥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연결은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BICube™의 기본데이터
저장소인 HDFS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커넥터가 제공 되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얼타임
리얼타임스트리밍
스트리밍
BICube™는 실시간 분석을 위해 스트리밍을 위한
오픈소스를 다수 채택하고 있으며, 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된 스트리밍 처리 모듈도
보유하고 있다.

소스의 데이터를 BICube™로 가져 올 수 있다.

NeuralStream™

데이터
데이터변환
변환모듈
모듈
정형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다양한 데이터 변환 모듈
이 내장되어 있어 플랫폼 안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변
환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 데이터 탐색기, table 관련 연산, row/column 연산,
summary 연산, 릴레이션 연결등.

SNS
SNSCrawler
Crawler//LOG
LOGCrawler
Crawler
Cubedoop
Cubedoop

빅데이터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소셜 네트웍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로그데이터

BICube™는 기본 저장소로 Hadoop을 사용한다.

분석이다.

Apache에서 제공되는 Hadoop을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BICube™에는 소셜 네트웍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으로 사용하면 운영상 번거로운 점들이 많이 있다.

SNS Crawler와 로그 분석을 위한 LOG Crawler

Hadoop의 원활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Cubedoop

가 탑재되어 있다.

이라는 BICube에 특화된 Hadoop 배포판을 만들었으며
BICube™의 저장소로 사용된다.

Cube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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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머신러닝인가?
머신러닝인가?

다양한
다양한알고리즘
알고리즘
당사는 머신러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프레임워크

업계에서 빅데이터 붐이 시작된지 4~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이렇다할 빅데이터 관련 성공 사례가 전무

내부에 머신러닝 엔진을 내장시켰다.

하다시피 하다. 빅데이터 관련 성공사례가 없는 가장 큰

머신러닝 엔진안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

이유는 비즈니스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 구현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리스트 ]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과거 그대로의 데이터
분석 모델에 분석할 데이터만 많아진 상태로 인지했다.
이러한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가장 중요한 Key가
바로 머신러닝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엄청난 데이터위에
머신러닝의 기술이 올라가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으며 활용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머신러닝 라이프사이클

•
•
•
•
•
•
•
•
•
•
•
•
•
•

MultiLinearRegression, KoreanMorpheme
Logistic Regression, SVM, Adaboost, Neural Network
RandomForest, NaiveBayssian, Timeseries Analysis
Kmeans, LDA, HMM, PCA, SVD, CRF, TDA
Covariance, Correlation, ROC, LSA, EigenFace Image
CF Recommender, ConfusionMatrix, AUC
Bagging, Wagging, ArcX4,LogitBoost,ModestAdaboost
SAMME,BinaryClibration, IsonicCalibration...
Discriminant Adaptive Nearist Neighbor
Hierachical agglomerative clustering
Kernel Recursive Least Square,Radial Base Network
Local scaled density base clustering, EMGaussianMixture
Sequential minimum optimization,Dual coordinate Descent
T-Test, F-Test, G-Test, Chi-square-Test Anova etc….

BICube™는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관리 환경을 제공함.

ML Modeling

Alert
Anomaly Store
ML Optimizer
New Data

simulation

Decision Making
ML Deploy

Hadoop DFS/NoSQl/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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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비즈니스로직의
로직의구현
구현
BICube™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프레임워크의 가장
상위 레이어로써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는 레이어다.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그룹의 역할은

통합된
통합된GUI
GUI작업
작업공간
공간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자는
친숙한 웹베이스 화면에 접속하면 된다.
구현을 원하는 기능에 따라 상단의 탭메뉴를 클릭하면
좌측에 해당 카테고리의 트리 메뉴가 나타난다.

아래와 같다.

원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 해서 오른쪽의 작업 공간에
◇ Manipulation : 각종 리모트 시스템 제어관련 컴포넌트
( java, Spark, Scalar, Python, R, Hadoop, Graph)

위치시키면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콤포넌트들을 링크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데, 이러한

◇ Mashup : 데이터 커넥터와 크롤러, 오픈API 컴포넌트

UML 방식의 로직 구현 방식은 로직구현이 쉽고,

◇ Preprocess :자연어처리, 각종파서, 인코더 컴포넌트

가독성이 좋아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쉬워진다.

◇ Classify : 각종 분류 알고리즘이 구현된 컴포넌트
◇ Cluster : 각종 군집 알고리즘이 구현된 컴포넌트
◇ Associate : 연관분석 관련 알고리즘이 구현된 컴포넌트
◇ Bioinfomatic : 바이오 분석을 위한 컴포넌트
◇ Visual : 각종 시각화 컴포넌트

→ 각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DIY
DIY유저
유저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관리
관리
BICube™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구성할
수있다. 이런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환경
구성을 가능하게 하므로써 작업효율을 제고 할 수 있다.

For more Infomation
http://www.bicube.co.kr
daengky@bicub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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