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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HPE EZMERAL이란? 
기업이 Edge에서 Cloud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의 디지
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브랜드 및 소프트
웨어 포트폴리오 



HPE Ezmeral Data Fabric 빅데이터 플랫폼 특장점 

HPE Ezmeral Data Fabric 단일 데이터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준의 높은 안정성, 무 중단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무한대 

확장성, 안정적인 파일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하는 저장 및 접근에 대한 가장 우수한 성능,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유연한 연계, 

데이터 적재 노드에서의 분석 수행을 통한 빠른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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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실시간 고속 처리 핵심 기술 요소 – 실시간성,최고의 안정성 

전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 무중단 무중단 스케일-아웃 : 무한대 확장성 



HPE Ezmeral Data Fabric 을 선택하는 맞춤형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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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보안 및 거버넌스 모델 : 기본 제공 감사, 표현 권한 부여 및 모든 사용자 이름 / 암호 레지스트리 및 Kerberos를 
지원하는 유연한 인증을 통해 모든 데이터에서 통합된 보안 플랫폼 

 

 

 

메타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지능적이고 자동화 된 복제로 즉시 사

용 가능한 고 가용성 (HA), 확장  

가능 및 자체 치유 시스템 생성 

HA 기본 제공 –  

분산 메타데이터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제공하

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 세트 

서비스 관리 및 탐색 

 

 

 

복원력, 가용성, 복구 및 보안 기능이     

내장 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이벤트

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일 분산  

데이터 서비스 

범용 데이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핫, 웜 및 콜드 데

이터 계층에 걸쳐 데이터 스토리지 및 

관리를 자동화하여 성능, 비용 및 용량 

트레이드 오프를 최적화 

정책 기반 데이터 티어

링 

 

 

 

전 세계적으로 배포 된 데이터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단순화하고 

관리자가 여러 개의  분산 된 클러스터

를 논리적 로컬 클러스터로 볼 수 있습

니다.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 

 

 

 

엄격한 비즈니스 SLA를 충족하기 위해 

자동 장애 조치, 스냅 샷, 파일 미러링 

및 즉각적인 교차 DC 복제 기능을 갖

춘 엔터프라이즈 급 재해 복구 기능 

대규모 복원력 



HPE Ezmeral Data Fabric 핵심 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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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연결된 장치를 위한 작은 설치 공간, 로컬 처

리 및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 

IoT / Edge Analytics 지원 

온프레미스(On-premise)와 클라우드(Cloud)의 일관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광범위한 분석 및 AI 기술을 통합 

멀티 클라우드 지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HPE Ezmeral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기업이 컴퓨팅/스토리지를 독립적 확장 

컨테이너 지속성 지원 

AI / ML 기술은 데이터 현지화로 GPU 최적화 된 동일

한 클러스터의 POSIX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실행 

AI / ML용 플랫폼 

엑사 바이트 규모의 분산 플랫폼; POSIX, NFS, HDFS, 

S3, REST, JSON, KAFKA 인터페이스의 읽기 / 쓰기 

프로덕션 규모 

다양한 사용 사례에 대한 다중 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조, 

부하 및 구조, 분석, AI/ML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원 

다중 모델 데이터베이스 

HPE Ezmeral  DATA PLATFORM 

Data Science Refinery  
Container 

Application 
Stateful App Container 

  

CUSTOMER APPLICATIONS 

Application ….. 

POSIX 
CLIENT 

HPE 
EZMERA

L 
HPE 

EZMERA
L 

HPE 
EZMERA

L 

HPE Ezmeral  
DATA PLATFOR

M 
External 
Application 

HPE Ezmeral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Document 
Wide- 

Column Key-Value Custom data models  
(Graph, Time series) 

HOT WARM COLD 

MULTI-TEMPERATURE 

POSIX, NFS, HDFS, S3, REST, 
JSON, NoSQL, KAFKA 

MULTI-PROTOCOL STORE 

DISTRIBUTED FILESYSTEM 
CLOUD SCALE & CONTAINERIZ

ED 

GLOBAL NAMESPACE 
EDGE CORE CLOUD 

Caffe 



HPE Ezmeral Data Fabric 특징  

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 vs. 오픈소스 기반 하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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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 Spark 
Cluster 

Documen
t DB 

Classic 
Data 

Wareho
use 

NoSQL 

Applicati
on 

Server 

Message 
Middlewar

e 

Search 
Server 

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기반 하둡 (복잡) 



아키텍처: 오픈소스 기반 Hadoop – Cloudera, Hortonworks, Nex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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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노드 
 
 
 
 
 

 
 

NoSQL  
클러스터 

 
 
 
 
 
 
 
 
 
 

 
 

Impala 클러스
터 
 
 
 
 
 
 
 
 
 
 

 
스트리밍  
클러스터 

 
 
 
 
 
 
 
 
 
 
 
 
 

 
데이터노드(HDFS) 

얀(YARN)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에코 시스템 

 
 
 
 
 
 

Hadoop2 지원 : 기본 Node   8대로 구성  (Name Node : 2대, Data Node : 6대)  
Hadoop3 지원 : 기본 Node 10대로 구성  (Name Node : 4대, Data Node : 6대)  

기업에서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다양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컴포넌트와 오픈소스들을 

활용되게 되고 이러한 컴포넌트의 불완전한 결합으로 인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성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HPE Ezmeral Data Fabric

 구조적으로 HA/DR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아키텍처 

 단순 파일 복제 수준의 DR 센터 구성으로 데이터 유실 가능 

 Active – Standby 수준의 DR 센터 구성 

 스냅샷/ 미러링 기능을 통한 내/외부로의 데이터 보호 

 압축 기능을 통한 저비용 고성능 DR 센터 구축 가능 

 Active – Active HA/DR 센터 구성으로 클러스터 효율 

극대화 

Ezmeral Data Fabric (File System) 특장점 – High Availability(HA) 

? 
Active 

Active 

Snapshot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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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특성상 DW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가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로 분류되며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HPE Ezmeral Data Fabric 은 이러한 기업 요건을 제품에 반영하여 제품 엔진레벨에서 백업 및 HA/DR 환경을 구성합니다. 



Ezmeral Data Fabric (File System) 특장점 – Multi-Tenancy 

데이터와 업무의 철저한 분리 작업 가능 

• 볼륨 기반의 데이터 격리 (10만 개 이상의 볼륨도 문제 없음) 

• Users, Groups, Projects, Business Units 등의 볼륨 생성 가능 

• 특정 데이터노드에 원하는 데이터 입력 가능 (PII 또는 HIPPA 데이터, or SSD 
vs HDD) 

• 낮은 우선순위의 배치작업을 저성능 노드에 제한 시킴 

• 특정 작업을 특정 노드에 제한하기 위해 라벨 기반의 작업 스케쥴링 사용 

• MapR은 핵심서비스를 저장된 메모리를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실행  

자원 쿼터 설정 

• Volume/User/Group에 따른 저장 할당량 적용 

• Queue/User/Group에 따른 CPU 및 메모리 할당량 적용 

데이터 보호 

• 데이터 보호 조건에 따라 Snapshots과 Mirror Volumes 기능 이행 

보안 

• 테이블, 컬럼, 파일, 스트림 등에 대해 매끄러운 제어 

• wire-level의 인증 및 암호화된 보안 (Kerberos 미사용)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multi-tenancy 기능
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최고의 핵심 기능을 
제공. 
  
• SLA 조건 성립 
• 보증 격리 
• 할당량 집행 
• 보안 및 대표자 생성 
• 낮은 운영비용 
• 관리 시스템 간소화 



HPE Ezmeral Data Fabric 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 지원 -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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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은 백업 및 미러(Mirroring) 기능이 포함되어 손쉽게 재해복구환경을 구현할 수 있
습니다. 

재난복구 절차 설명 

1. 읽기 권한 부여 • 원격지 마스터 데이터 방지로 읽기 권한 부여 

2. 클러스터 활성화 • 재난 발생시 원격지 클러스터 활성화 

3. 쓰기 권한 부여 
• Promotable Mirrors 기능으로 읽기/쓰기 

상태 활성화로 운영서비스 수행 

재해 복구 구현 구성 특징 

• 단일 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위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Global Name 

Space) 및 다중 원격지 미러 구성 

- 주센터(Master) 에서 재해복구센터(DR 또는 타 사이트)로 연결한 다

음     Mirroring 지원 

- 볼륨 스냅샷 기능을 활용하여 백업과 복제의 두가지 방법으로 DR 환

경      구현 

• 파일, 폴더, 테이블 포함하여 지정된 타 사이트(타 클러스터)로 복사하여  

서비스 환경 구현 

성능에 영향 없이  

사이트간 Mirror 구성 
End-to-End Checksum 
통한 데이터 일관성 보장 



HPE Ezmeral Data Fabric Storage Tiering - Automated Tiering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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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확장성 - 백업 및 데이터 보호/복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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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볼륨 스냅샷(Snapshot) 기능을 활용하여 완벽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환경을 구현합니다. 

스냅샷을 통한 데이터 보호 구성 특징 

Hadoop/HBase 
Applications 

                            

A B C C’ D 

NFS 
Applications 

Snapshot 1 Snapshot 3 Snapshot 2 

Read / Write 

Redirect on Write for Snapshot 

Data  
Blocks 

• 스냅샷 생성 및 관리 기능은 엔터프라이즈급 스토

리지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 

• MapR XD 에서는 특정 시점의 볼륨에 대한 읽

기 전용 스냅샷(이미지)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보

호. 

- GUI(MapR Control System) 또는 명령어로 

쉽고 빠르게 스냅샷 수행 

- 스케줄러 설정으로 데이터 보호 자동화 구현 

- 생성된 시점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증분 저

장 방식으로 중복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음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볼륨 스냅샷 기능 제공 



HPE Ezmeral Data Fabric 성능  

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HPE Ezmeral Data Fabric 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Capability  HPE Ezmeral Data Fabric (MapR) Competitors (Cloudera) 

AI, 분석을 위한 단일 플랫폼 Yes Need multiple silos 

글로벌 분산 파일 및 오브젝트 데이터 패브릭 Yes No 

IoT Edge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스트리밍 Yes No 

AI / ML 모델 및 버전 관리 Easy  Difficult 

내장 된 다중 모델 데이터베이스 Yes No 

상태 저장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Yes No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Yes No 

단일 보안 모델 Yes No 

글로벌 재난 복구, 데이터 보호, 특정 시점 복구 Yes No 

간편한 엔터프라이즈 통합: NFS, POSIX Yes No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Yes No 

14 



데이터 증가에 따른 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의 특장점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 비교 > 

데이터 량 증가 시, 
HPE Ezmeral Data Fabric은 노드 추가를 통해 선형적으로 

대응이 가능,  타 제품의 경우, 일정 시점에서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이 없으며,  

성능저하 ▶ 노드 증가 ▶ 비용증가  

성
능 

노드수 타 제품 
HPE Ezmeral Data Fabric 

1PB PB 

< 시스템 확장 시 추가 비용 비교 > 

시스템 확장 시, 

HPE Ezmeral Data Fabric(의 경우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나, 

타 제품의 경우, 노드 추가에 따른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 

비
용 

용량 타 제품 
HPE Ezmeral Data Fabric 

1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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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적인 관점 비용적인 관점 



Solution  
System Configuration Results 

비고 
Workload 

Name 
Memory 

(GiB) 
Total 

Capacity Streams ORT(ms) MB/s RT(ms) per  
Stream 

Cisco UCS S3260 with HPE Ezmeral 
Data Fabric-XD VDA 5,120 1.5 PiB 2,070 12.94 9,538 0.0063 8TB NL-SAS, 40Gb 

네트워크 

Cisco UCS S3260 with IBM 
Spectrum Scale 4.2.2 

VDA 4,608 1.1 PiB 1,810 24.95 8,352 0.0138 8TB NL-SAS, 40Gb 
네트워크 

SFA14KXE with EXAScaler VDA 360 3.6 PiB 3,400 50.07 15,703 0.0147 10TB NL-SAS, 100Gb 
네트워크 

IBM DeepFlash 150 with Spectrum 
Scale 4.2.1 VDA 1,536 450.5 TiB 1,700 4.12 7,821 0.0024 8TB 플래시 모듈, 100Gb 

네트워크 

IBM Spectrum Scale 4.2.1 with Cisco 
UCS and IBM FlashSystem 900 VDA 1,024 44.1 TiB 1,720 2.92 7,940 0.0017 SSD 디스크 및 40Gb 

네트워크 

Oracle ZFS Storage ZS3-2 VDA 640 36.6 TiB 800 29.98 3,691 0.0375 300GB SAS, 10Gb 
네트워크 

Oracle ZFS Storage ZS7-2 VDA 9,144 873.4 TiB 2,520 20.34 11,231 0.0081 3TB SSD, 40Gb 네트워크 

WekaIO Matrix 3.1.9 with 
Supermicro BigTwin Servers 

VDA 11,712 342.73 TiB 6,800 1.56 31,375 0,0002 384TB SSD, 100Gb 
네트워크 

분산파일시스템 공인성능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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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FS® 2014 벤치마크는 파일 서버 처리량과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툴입니다. 

출처 : https://www.spec.org/sfs2014/results/sfs2014vda.html 

https://www.spec.org/sfs2014/results/sfs2014vda.html


분산파일시스템 공인성능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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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성능 분석 리포트, HPE Ezmeral Data Fabric 플랫폼은 Hbase 대비 4.7배~최대 10.6배까지 성능이 뛰어 
납니다. 

Database 
YCSB Workloads 

100% Read 95% Read 5% Update 50% Read 50% Update 95% Read 5% Insert 50% Read 50% Insert 

HBase 79,387 80,033 152,075 133,282 33,303 

Cassandra 181,570 171,751 183,493 245,370 119,967 

HPE Ezmeral 
Data Fabric-DB 375,830 375,865 635,809 471,498 353,648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 (YCSB)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 Read 95% Read 5% Update 50% Read 50% Update 95% Read 5% Insert 50% Read 50% Insert

Hbase Cassandra MapR-DB

4.7x 4.7x 

4.2x 

3.5x 
10.6x 

YCSB is an open source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key-value and cloud-based serving data stores 

Table1. Performance Analysis – Operations/sec/cluster-wide 



분산파일시스템 공인성능수치 비교 

18 

HPE Ezmeral Data Fabric 은 Hbase 대비 평균 6.4배 이상 빠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응답시간을 보장 합니다. 

YCSB is an open source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key-value and cloud-based serving datastores 

https://HPE Ezmeral Data Fabric.com/whitepapers/mike-leone-esg-lab-nosql-benchmark/assets/esg-lab-review-HPE Ezmeral Data Fabric-db-
20170824.pdf 

https://mapr.com/whitepapers/mike-leone-esg-lab-nosql-benchmark/assets/esg-lab-review-mapr-db-20170824.pdf
https://mapr.com/whitepapers/mike-leone-esg-lab-nosql-benchmark/assets/esg-lab-review-mapr-db-20170824.pdf


POC 모델 -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 성능 HPE Ezmeral Data Fabric 파일 시스템의 계층 간소화를 통한 심플한 관리와 8KB IO 단위로 인한 작은파일에서 대규모 데이
터까지 고속 처리 가능 및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 데이터 조회 

DS Master 

데이터 저장 

Mongo DB Cluster 

HPE HPE Ezmeral Data Fabric 
 분산 파일시스템 

PoC / BMT 담당자 

10Gb L2 스위치 기준 / 데이터 전송속도 2.5~3Gb/s 

구분 용량 건수 데이터 추출 
(MongoDB) 

HPE Ezmeral 
Data Fabric  
플랫폼 저장 

데이터 추출 (단위 : 초) 
비고 카운트 조회 조건 질의 

HIve Drill Hive Drill 
기준(1회) 5GB 0.6억건 50분 1분 17초 27 1.4 27 2.1 10회 실시 

1일 50GB 6억건 50분(MongoS 
10개) 7분 11초 81 3.9 78 5.3 10회 실시 

10일 500GB 56억건 - 33분 494 41 538 49 10회 실시 

100일(추정) 3000GB(3TB) 350억건 - 2시간 20분 2,626 192 2,468 234 3회 실시 

5000GB(5TB) 580억건 3시간 30분 4,475 315 4,476 351 3회 실시 

2) 데이터 추출(Drill/Hive) 

1) HPE Ezmeral Data 
Fabric 플랫폼 저장 

데이터 전송/저장 

DS 
Agent 

DS 
Agent 

Zabbix 
Agent 

Zabbix 
Agent 

XX 회사 PoC/BM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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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HDFS REST POSIX Geo-Replication 
멀티 클라우드(Multi - Cloud) 및 

On-Premise 활용 

전 세계적으로 Data 보호 /  

글로벌 액세스 가능 

글로벌 관리 

NFS Data Protection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Ezmeral Data Fabric) 구성의  필요성 

Self Healing 
Assume Failures are Co

mmon 

On-Premise에서 Cloud 및 멀티클라우드 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패브릭 구조로 될 것이며, 글로벌 보안, 글로벌 규제 등을 해
결해야 합니다. (EU은행의 GDPR, PSD2 사례 보유) 



현재 클라우드 : 통합 데이터 액세스 또는 보안 개념 설정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모든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엣지 환경에 맞는 앱을 정의해야 합니다. 즉 멀티 클라우드간의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이식하고 클라우드 간의 복재가 간편해야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 Portable, Unified Access & Security 

• 통합 보안 모델 
• 물리적 스토리지 위치에서 분산된 데이

터 접근 가능 
• 전용 API에 대한 종속성 없음 
• 완전 개방 

 



HPE Ezmeral Data Fabric  과 Application 

• 통합 보안 모델 
• 물리적 스토리지 위치에서 분산된 데이

터 접근 가능 
• 전용 API에 대한 종속성 없음 
• 완전 개방 

 



Tier 1 Bank #1 : 멀티 클라우드 File system 접근 



Tier 1 Bank #2 : Data Fabric과 함께 “Kubernetes 기반 MSA” 플랫폼 구현 

HPE Ezmeral Data Fabric은 MSA(Micro Service Architecure) 기반의 표준 데이터 플랫폼이면서 NHN과 같은 PCF(Pivotal 
Cloud Foundry)를 100% 지원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이동 및 애플리케이션의 쉬운 이식 

Topic 

Topic 

On-Premises 

S3 

HPE Ezmeral 
Data Fabric Edg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HPE EZMERAL DATA FABRIC은 최적의 멀티 
클라우드 적용 제품 

• 모든 클라우드에서 쉽게 적용 및 운영 가능 

 

HPE EZMERAL DATA FABRIC 멀티 클라우드 특장점 

• 클라우드 간 간단하고 쉽게 데이터 이동 

• 데이터 미러링을 통해 온 프레미스(On-premise)에서                

클라우드로 이동 

• 글로벌 복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 비용 절감을 위한 콜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어로 티어링 보관  

 

클라우드 간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 복제 및 미러링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멀티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에서 변경된 데이터 캡처 및 파일 마이그레이션 

• Edge To 클라우드 정책 및 Cloud 완벽한 배포 지원 



HPE Ezmeral Data Fabric Reference 

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전세계 금융 빅데이터 사례 중 가장 큰 사례로 MapR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머신 러닝을 적용하여 실시간 이상금융거래,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 

 900조 이상 카드 사용 실적과 1억명 이상 사용자 누적 처리 

 약 2800억원 이상 고객 비용절감 효과 

 3000여대 노드로 100여개 이상의 Cluster에서 AP 사용 

금융 MapR 데이터 플랫폼 적용 사례 – 기존 Hadoop기반 솔루션 Win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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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 억명 

카드 사용실적 

900 조 

연계 App. 

100 여 개 

기존 Hadoop 기반 솔루션 윈백하여 Ezmeral 데이터 플랫폼 적용 



금융 HPE Ezmeral 데이터 플랫폼 적용 사례 - 기존 Hadoop기반 솔루션 Win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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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임스페이스, 멀티 테넌시 지원 통해  저장 공간 효율화, 대규모 확장성 및 운영 편의성 제공하고   

Mission Critical 응용프로그램에서  장애점 개선 

최적화된 성능 보장 저장공간 최적화 및 효율화  비용 최적화 

Ezmeral Data Platform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FILE 
STORE 

CONTAINER  
STORE 

FILE  
ACUSTOM 

APPS 

HADOOP & SPARK 
APPS 

멀티테넌시 미 지원으로 운영 한계점 도달, Mission Critical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 차례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GDPR) 

미 준수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어 불편함을 호소  

 컨테이너 및 멀티 클라우드 지원 

 운영 프로그램 재구성 불필요 

 자동 Data Placement Control  

 티어링 (Hot, Warm, Cold Data) 지원 

 저장 공간의 효율화 

       - 데이터 비 이동 

       - 데이터 복제 및 중복이 없음 

 무한 선형 확장성 

 북유럽 노르딕 지역 1위 은행 

 20개 국가에 진출/ 천만 고객/ 3만 직원 

 95억 유로 (약 12.5 조원) 운영 수입 

데이터 저장 및 분석영역 

Topology 

 HA & DR 지원 및 성능 보장으로 다운타임 손실 방지 

 GDPR, PSD2 준수를 통한  마이 데이터 기반 마련  

 저장 공간의 효율화를 통한 낮은 총 소유 비용 (TCO) 



AT&T 글로벌 telco 레퍼런스 – Cloudera Winback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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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elco회사인 AT&T 고객은 기능이 단순하고 강력한 환경의 현대화 사업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통한 쉬운 확장(중설), 실시간 쿼리 기능으로 보안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으로 윈백 – 1년간 6PB 사용 

AT&A 고객은 자산을 악용하고 지적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징후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솔루션 필요. 

- Cloudera Hadoop Cluster , NoSQL DB인 Sqrr 사용 

- 시스템의 증설 및 확장이 어렵고, 통합 관리의 어려움. 

-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플랫폼 성능이 크게 저하 됨. -> 최대 이슈사항 

고객은 PoC/BMT 수행으로 Cloudera -> HPE Ezmeral 교체 

- 하루에 약 300억 개의 레코드 수집 

- 시간당 1000개 이상의 쿼리에 대한 빠른 응답 -  Drill 사용 

- Spark를 사용하는 자체 Application과 통합 및 완벽한 호환 

- Scale Out 확장에 따른 DB Cluster 전체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임. 

- 실시간 쿼리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활용 가능 

- DR 구성, 고 가용성 복제, Snapshot복구, 최고의 성능(속도 보장) 

BMT 이후 현재 Usable 약 6PB 사용 중 -> 계속 증설 중 

시간당 
1000건의 
쿼리수행 

매일  
200억 개의 
레코드 수집 

초기 적재 
5.7PB 
용량 



전세계 1위의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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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플랫폼의 목표는 차량 개발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결함을 줄여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전체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손쉬운 수집 및 통합 : 수백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실제 테스트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테스트 카 등)을 실시 합니다. 

 광범위한 분석 : 수집 된 데이터의 자동 분류, 분류 및 라벨링을 위한 

머신 러닝을 구현 하였습니다. 

 팀을 위한 안전하고 통제 된 액세스 : 개발자에게 실제 및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주행 기능을 최적화(실시간) 할 수 

있습니다 

 다운 스트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앱 및 결과의 글로벌 

배치업무 적용되어 있습니다. 

  

Major European Auto Manufacturer 

 HPE Ezmeral Data Fabric의 데이터 플랫폼은 자율 주행 

기능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3 

년 동안이 최대 235PB의 데이터를 활용.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 국민인증 생체 데이터베이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비율 20% 감소 – 1조3천억 절감 

 현재 약 13.5억 명 이상의 국민 생체 인증 등록 

AI, ML Driven Applications– 기존 Cloudera Hadoop기반 솔루션 Win Back 

 기존 Hadoop 기반 솔루션 윈백 - Cloudera 

       - 성능 한계 (비 일관된 응답 속도), 확장 불가 

 4개의 데이터센터 간 Clustering 구성 

(Mirroring) 

       - 400PB 이상 규모 

 일관된 응답 속도(0.2초)  성능 보장 – 핵심  

 10개 지문, 2개 홍채, 디지털 사진  

      -  매일 백만명 이상 변경 / 1경건 이상 조회 
33 



B은행 적용 사례 Personalized Recommendation & VoC system  

34 

고객의 어려움 및 불편 해소 

• 고객 경험 향상 및 다수의 금융 전문 Scientist 양성 

• 피드백 데이터 갭 수집은 식별하기 매우 어려움으로 인한 해결 요
구 

 

 
HPE Ezmeral Data Fabric 적용 

• 모든 거래 기반 데이터를 고속 및 비용효과적으로 병렬처리 
• 텍스트 엔진과 실시간 데이터 마이닝과 연계 
• VoC 시스템에서 Data Lake 사업으로 확대 적용. 

• 고객에게 정확하고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현장 및 캠페인 방향에 대해 확고한 결정 
•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언 
• 미래 성장을 위한 길의 노하우 제시 

Business  
Impact 

• 고객이 각 금융서비스 아이템을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대한 공급 예측 또는 추천 목록을 고
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기존보다 더 정교한 추천 시스템(데이터 플랫폼)으로 고객으로부터 향상된 VoC를 받아 정
확한 인사이트 제공  



관세청 HPE Ezmeral Data Fabric 적용 및 성공 사례 

구분 서비스명 포트번호 

API Services HBase REST XXXX 

API Services HBase Thrift XXXX 

API Services HBase Region Server XXXX 

API Services HBase Master XXXX 

구분 서비스명 포트번호 

API Services Hive Metastore XXXX 

API Services Hive Server 2 XXXX 

구분 서비스명 포트번호 

API Services YARN Node Manager XXXX 

API Services 
YARN Resource 

Manager 
XXXX 

API Services Zookeeper XXXX 

API Services CLDB XXXX 

구분 서비스명 포트번호 

API Services Spark Thrift XXXX 

관세청은 고성능의 무한대 Scale Out 확장이 가능 하도록 HPE Ezmeral Data Fabric 아키텍처를 구현. 

HPE Ezmeral Data Fabric 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 전 처리 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적용.   

 

- 전체 : Data Fabric 1PB  적용(매년 약300억원 절감 효과) – 인건비 절감, 밀수사건 확대 적발 및 환수 외 

1.1PB 



Thank You 

Maximizing Value from the HPE Ezmeral Data Fabric Data Platform “ According to IDC, HPE Ezmeral Data Fabric ROI is over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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