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Kinetica
GPU 가속 기반 인메모리 엔진으로 Extreme Data Economy 주도
Extreme Data Economy
3V(Volume, Velocity, Variety)의 증가는 더 이상 ‘Big’이란 키워드에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통신, 에너지, 제조, 의료 등 여
러 산업계에서는 빅 데이터 그다음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란 개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
야 하는 시대, 기업은 경제 구조 역시 서비스에서 데이터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Extreme Data Economy라 부릅니다.
비즈니스 운영, 제품/서비스 개발과 제공, 고객 지원, 파트너와 협업 등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Extreme Data Economy 시
대, 기업은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내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Kinetica는 Business Intelligence와
Artificial Intelligence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Extreme Data Economy의 도전 과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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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PU 클럭 속도 경쟁은 꽤 오래 동안 다른 분야의 발전 속도

기존 데이터 플랫폼은 최신의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를 앞서며 시장을 주도했고, 그 결과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대규

단일 CPU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빅

모 분석과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워크로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는 맞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빅 데

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키네티카는 Extreme Data

이터 애플리케이션은 복합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

Economy 시대를 위해 GPU 기반 인사이트 엔진으로 대

니다. 가령 더 오래 보관해야 하고,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규모 분석과 스트리밍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루어야 하고, 인간뿐 아니라 기계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에 대한 최적화는 단일 CPU

본 백서는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아키텍트가 키네티카

아키텍처 환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빅 데이터 애

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플리케이션은 나날이 그 처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기업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
공하기 위해 더 뛰어난 민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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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1.1 GPU 가속 기술

CPU가 '서버' 차원에서 수평적 규모 확장을 통해 대규모 병렬
처리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컴퓨터 성능을 끌어내는 핵심 부품으

기술 혁신의 방향이 클럭 속도 향상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로 여기지고 있지만, GPU는 다양한 유형의 병렬 처리가 필요한

하드웨어 설계 역시 멀티 코어 아키텍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워크로드 처리 속도를 가속하고, 더 빠

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식도 명령을 하나하나 차례로 실행

른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프로세서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에서 여러 명령을 다수의 코어에서 병렬로 처리하는 쪽으
로 변하고 있습니다.

키네티카만의 차별화된 핵심 아키텍처 요소 중 하나는 인메모리
GPU 아키텍처와 GPU 추상화 기법입니다. 키네티카는 CPU와
GPU의 조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
니다. 반면에 개념이 유사한 다른 시스템들은 대체로 완전 메모
리 기반 방식이 아닙니다. GPU와 CPU 게산 기능 중 한 가지만
을 사용하고, 다른 리소스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에, 키네티카는
다른 솔루션과 확실하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igure 1 : Growth of multi-core architectures (Number of
transistors over time)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흔히
PC의 두뇌라고 불립니다. 이 두뇌가 요즘
PC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NV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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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Key differentiators of a GPU

1/
키네티카는 그림 3과 같이 계산 집약적인 작업은 CPU를 통해

1.3 분석을 위한 컬럼 중심의 설계

처리하고, 병렬 처리가 필요한 것은 GPU에서 합니다. 필요에 따
라 GPU 코어를 100개에서 1,000개 이상 늘리면 데이터 수집
과 분석 속도를 100배까지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는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기본적으로 따릅
니다. 따라서 분석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한 빠른 쿼리 수행과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키네티카의 컬
럼 디자인과 GPU를 사용해 어떻게 분석을 최적화하는지 알아보
겠습니다.

Figure 3 : Accelerating application performance by parallelizing
between CPU and GPU

1.2 메모리 우선 처리 방법 - 지속적인 칩 사용

Figure 4 : Data represented as columns

키네티카는 메모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키텍처를 채용했습니
다. 따라서 시스템 메모리뿐 아니라 GPU에 내장된 VRAM까지

그림 4와 같이 분석 대상 정보가 담긴 'Fact table'은 가까운 위

사용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키네티카는 필요 데이터를 빨리 찾아

치에 있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압축을 통해

밀리 초 이내에 처리해 결과를 전달합니다.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키네티카 환경에서는 테이블을 압축하기 위해 몇 가지 압축 알
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5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개별 컬럼은 여러 개의 컬럼 세그먼트로 나눠지는데, 이는
딕셔너리를 사용하여 개별 압축됩니다. 딕셔너리는 테이블의
메모리 사용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캐릭터 기반의 컬럼 값이
CPU에서 GPU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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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Compressing column segments and dictionary encoding

키네티카 환경에서 컬럼 데이터는 메모리 및 저장소에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컬럼 세그먼트 사본을 사용하기 위해
압축을 풀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때 폐기됩니다. 새 데이터
가 컬럼에 업데이트되면, 관련된 컬럼 세그먼트의 압축을 풀고,
수정한 뒤, 즉시 재압축합니다. 스트링 데이터 값이 있는 컬럼의
경우, 딕셔너리는 더 나은 압축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됩니
다.
키네티카의 컬럼 중심 설계에 따라, row-to-column 변환이나
data reconstruction이 필요 없어, 쿼리 성능이 현저히 높아집
니다. 컬럼에서 운영되는 쿼리 역시 멀티코어 및 GPU 아키텍처
를 향상시키기 위해 벡터화되었습니다. 이 설계를 통해 한 번에
한 개씩 처리하는 대신 배치에서 동시 처리될 다중 컬럼 값이 가
능해져, 쿼리 처리량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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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방법

2.1 원하는 곳에서 키네티카 사용하기

키네티카는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확장을 선형적으로 할 수 있
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들의 GPU나 스토리지

키네티카는 클라우드 친화적인 엔진으로, 공용이나 사설 클라우

자원을 추가하면 스케일업 확장이 됩니다. 또한, 전체 서버 교체

드 여부에 상관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GPU 가속 파워를 활용할

대신에 서버 대수를 늘리거나, 각 서버에 장착된 GPU나 저장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키네티카는 엄청난 규모의 빅 데이터

매체를 늘리는 식의 스케일아웃 확장도 가능합니다.

(Extreme Data) 문제를 해결을 돕습니다. 기술 역량이나 투자
여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클라우

키네티카 환경에서는 분석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드를 통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

로딩하는 것과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만드는 작업이 매우 간단

다. 기업은 키네티카의 최신 GPU 인사이트 엔진을 사용한 만큼

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분산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추출 방식

비용을 지급하는 pay-as-you-go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적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록을 테이블에 넣는 작업은 매우

키네티카는 기업이 더 쉽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사이트 엔진을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Fact table과 여기에 연결된

활용할 수 있게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여러 차원의 테이블을 빠르게 로딩하고 처리합니다. 열의 수가

다. 키네티카는 아마존 AWS, 구글의 2세대 GPU 인스턴스 환경

수십억이 달하는 테이블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인덱싱 작업으

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NVIDIA GPU 클라우드의 컨테

로 인한 처리 속도 지연은 없습니다.

이너 환경에서도 키네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NVIDIA의 DGX 수퍼컴퓨터나 NVIDIA

키네티카 환경에서 하는 데이터 처리 작업은 다른 데이터 플랫

GPU 및 CUDA 드라이버가 포함된 IBM, Dell, HP 엔터프라이즈

폼과 다르지 않습니다. 키네티카의 경우 여러 다른 아키텍처를

서버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하는 작업을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해

2.2 확장이 손쉬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아키텍처
그림 6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키네티카는 사용자 단의 멀티 클
러스터 환경에 구성하여 적용이 됩니다. 각 클러스터는 GPU가
장착된 다수의 상용 서버로 구성됩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SQL-92 호환 ODBC 커넥터, JSON이나 avro를 지원하는 REST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은 서버로 데이터 처리를 자유롭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기존에 사용하던 ETL이나
데이터 처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더불어 키네티카를 도입해 사용하는 데 걸리는 구축 시간
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igure 6 : Kinetica deployment in your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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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사용 사례
키네티카는 대형 데이터 세트를 통해 저지연, 고성능 분석을
제공하고, SQL 쿼리를 스트리밍 및 특정 지형 공간에 대한 데
이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키네티카를 사용하면 오
랜 기간 수집한 데이터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스트리
밍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이를 이전에 저장한 데이터
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과 비즈니
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가장 매력적인 인사이트 엔진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gure 7 : Core data science and business use cases of Kine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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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3.1 키네티카의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테이블을 통해 키네티카에 담긴 데이터에 접급
합니다. 테이블 데이터는 공유와 분할(sharding)이 가능하며 필
요에 따라 클러스터 내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분할할 경우 샤드(프라이머리) 키로 각 테이블 레코드
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키네티카는 각 테이블 레코드를 클러스
터 내 어느 위치에 저장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샤드 키를 지정하
지 않았을 경우 키네티카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서로 다른 서버
에 테이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합니다. 데이터 위치는 다르지만,
클러스터 내에서 단일한 레코드로 유지됩니다. 테이블 분할의 경

Figure 11 : Tables sharded across TOMs in a rank

우 열의 수가 수십억 이상이 되는 대규모 Fact table에 적용하면
이상적입니다.
복제를 할 경우 클러스터 내 모든 서버의 테이블 데이터 세트가
저장됩니다. 테이블을 수정하면 클러스터 내 모든 복제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복제는 테이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다
른 테이블과 조인(join) 요청이 많은 경우 유용합니다. 복제를 통
해 데이터 세트는 각 서버에 있으므로 조인 요청 시 이를 로컬 수
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 환경에서 데이터는 TOM이라 부르는 디스크 상의 데이

3.2 키네티카 부트스트랩핑
키네티카에서 호스트 관리자란 각 설치의 일부로서 몇 개의 프
로세스를 관리하는 수퍼바이저 프로세스이며,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시스템 관리의 핵심입니다. 호스트 관리자는 클러스터 전
반에 걸쳐 시스템 구성을 위한 병렬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및 컨
트롤러인 키네티카의 글로벌 매니저를 시작합니다.

터 컨테이너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Rank는 하나 이상의 TOM을
가질 수 있는데, 기본값은 1개의 TOM을 갖는 것입니다. TOM은
청크(Chunk)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청크의 기본 크기는 8백
만 개의 레코드를 담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청크 사이즈는 기본
값이 주어지지만, 각 테이블 크기에 맞춰 청크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크는 키네티카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11의 경우 4개의 TOM을 하나
의 Rank가 가지고 있으며, 각 TOM 내에 테이블이 공유되어 있
습니다.

Figure 8 : Kinetica web UI to viewing and controlling 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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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시작하면, 각 서버에서 Rank를 호출하는 몇 가지 프
로세스가 시작되고, Rank는 하나의 GPU를 담당합니다. 다중
GPU를 보유한 시스템에서는 GPU당 Rank 1개가 할당되어 작동
됩니다. 시작 시, Rank는 글로벌 매니저에게 상태 정보를 보냅니
다. 관리자는 그림 8과 같은 웹 UI를 실행해 어느 Rank 프로세스
가 서버의 어느 GPU에서 실행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Rank는 0부터 N까지 있으며, Rank 0은 head aggregator
process이며, rank(1...N)은 Worker 프로세스입니다. Head
aggregator process가 시작되면, HTTP 서버가 작동하지 않지
만, 글로벌 매니가 Workers가 작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려줄 때까지 대기합니다. 모든 Worker 프로세스가 준비되면,
Head aggregator process가 HTTP 서버를 시작하여 플로우 요
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Worker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관련된 TOM이 데이터 로딩을 시
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매니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
다. 키네티카 클러스터를 처음 시작될 때에는 필요한 디스크 파일
들이 생성됩니다. 이는 데이터 영속성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만
약 서버 재시작같이 데이터가 이미 디스크에 있다면, 서버는 데이
터를 디스크에서 읽어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을 Warmup
이라 부르는데 키네티카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져
오는 작업이라 보면 됩니다. 풀 텍스트 검색을 활성화한 상태라면
해당 컴포넌트도 시작됩니다. 멀티 헤드 기능을 활성화했다면
Worker 프로세스는 HTTP 서버를 구동한 다음 이 사실을 글로벌
매니저에게 알려줍니다. 서버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을 알리는 것입니다.

고가용성 보장하거나 또는 동일 형태의 워크로드를 분산시키려
면 각 클러스터 당 하나의 HAProxy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됩니
다. 고가용성에 대해서는 본 백서의 다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
겠습니다. 쿼리 엔진,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비주얼 인사이트 엔
진 같은 다른 컴포넌트의 경우도 키네티카가 요청을 처리할 준비
가 되기 전에 시작됩니다.

3.3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키네티카는 데이터 쿼링 및 관리를 위해 풍부한 API 세트를 제공
합니다. 키네티카 에 대해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SDK는 C++,
Jav, JavaScript, NodeJS, Python 및 C# 등의 다양한 언어로 가
능합니다. 기존 SQL 애플리케이션 역시 ODBC 커넥터에 부응하
는 ANSI SQL-92를 활용하여 키네티카에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HTTP 요청 및 JSON 파싱에 대해 그 어떤 언어도 사
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언어 바인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키네티카까지 데이터는
어떤 흐름을 타고 올까요? 그리고 키네티카 서버는 DDL 구문이
나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쿼
리 엔진을 소개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청을 어떻게 인
증하고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고가용성 클러스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의 요청은 키네티카 클러스터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Head aggregator process는 해당 요청을 어떤 노드로 보낼 지
관리합니다.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 다중 클러스터를 구성했을 경우 클라이언
트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은 로드밸런서를 거쳐 각 클러스터에 설
치된 HAProxy 컴포넌트로 전달됩니다. HAProxy는 쿼리 요청을
처리 가능한 인스턴스로 보냅니다. 만약 동기화가 필요한 DDL 구
문이나 관리 작업 같은 Synchronous requests를 처리해야 한다
면 HAProxy는 이들 요청을 HAProxy 컴포넌트가 설치된 모든
클러스터로 보냅니다. 이후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동기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화
요청 처리는 매우 빨리 실행됩니다.

Figure 9 : Kinetica under the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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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필터링 등의 DML 작업같은 Asynchronous requests 요청
은 다중 클러스터 환경 전체에 걸쳐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ㅅ브
니다. 따라서 HAProxy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다른 요청을 지속
해서 대기 없이 바로 처리합니다. 이때 요청에 대한 작업은 라운
드로빈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클러스터로 전달됩니다.
키네티카는 클라이언트 인증 또는 인증 없이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본 백서의 보안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클라이언트 인증
에 성공하는 경우, 요청은 Head aggregator process로 향합니
다. 클라이언트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오류는 요청한 클라이언
트로 돌려보내집니다.

Figure 10 : Data distribution across Disk (SSDs), RAM, and GPU VRAM

Head aggregator process는 요청을 다시 인증하여 테이블과
Worker Rank를 결정합니다. 이 요청이 Head aggregator
process에서 완벽하게 처리 가능한 경우, 이 요청은 Worker

이런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설정과 데이터 세트의 크

Rank로 전송되지 않으며, Head aggregator process가 직접 요

기에 관계 없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핫 데이터는 일반적

청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만약 요청이 Head

으로 VRAM에 보관됩니다. VRAM은 대체로 크기는 작지만 속

aggregator process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도는 시스템 RAM보다 훨씬 빠릅니다. 키네티카의 VRAM 부스

매니저를 통해 스케줄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글로

트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VRAM에서 데이터를 고정하여 GPU는

벌 매니저는 이 작업을 Worker Rank에서 실행하도록 퍼블리시

VRAM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며, VRAM과 RAM 사이

합니다. Worker Rank에는 GPU에서 실행되는 스레드 큐와 태스

에는 그 어떤 데이터 이동도 없습니다. 키네티카는 이를 통해 몇

크 리시버가 있습니다. 동기 또는 비동기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

가지 사용 사례에서 굉장히 빠른 쿼리 성능을 제공하는 한편, 수

느냐에 따라 별도의 스레드를 통해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끌어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인메모리 환경에서 처리하기 위해

냅니다.

클러스터 전체 시스템 RAM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3.4 인메모리에 배포된 데이터베이스
키네티카는 처리량을 최적화하고, 빠른 쿼리 성과를 전달하기 위
해 완벽하게 인메모리로 실행됩니다. Warmup 과정 중, 데이터
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로드됩니다. 키네티카는 메모리 관리 시
스템을 계층화하여 핫, 웜, 콜드 성격에 맞게 테이블 데이터를
RAM 및 VRAM 리소스(GPU 카드 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
리)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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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에서 콜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만약 메모리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키네티카는 운영체제의 스왑
공간 크기를 조정해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키네티카는
다음 버전 릴리즈에서 개선된 예측 및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
더 나은 계층적 스토리지 접근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키네티카는 GPU RAM부터 시스템 RAM, SSD 또는 디스크
까지 모든 계층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3.5 쿼리 및 인덱싱

키네티카의 쿼리 실행 런타임은 최적화된 Query plan을 따릅

키네티카 는 ANSI SQL-92 표준을 따르는 구문을 지원합니다.

니다. 런타임은 CPU와 GPU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처리합니

따라서 다중 필터, 복잡한 조건자나 조인, 서브 쿼리 등 관계형

다. 가령 그룹바이나 조인 등이 포함된 복잡한 쿼리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던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

GPU 자원을 활용해 병렬 처리를 합니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

다.

는 쿼리가 실행 되는 가운데 결과를 연속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
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요청한 쿼리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

수십억 개의 열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복잡한

다리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가령 필

퀴리를 수행하면 계산량이 상당합니다. 분산 처리를 한다고 해도

터링 조건을 포함한 쿼리를 요청한 경우 워커는 관련 테이블 청

CPU만 쓰는 환경에서는 제 때에 결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크를 처리한 다음 결과를 TOM에 해당 데이터의 서브셋을 바로

조건에서는 쿼리 처리 시간 지연이 작게는 몇 분에서 많게는 몇

리턴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까지 될 것입니다. 키네티카 환경에서 SQL 쿼리를 실행하면
수십 개의 열(row)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밀리 초안에

3.6 고가용성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인덱싱이 필요 없다 보니 전통적인 방식보
다 5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환경 전반에 걸쳐 HAProxy 컴포넌트를 설치하면 사용

키네티카는 SDK, API 또는 ODBC 커넥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클러스터와 장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클러스터를 빠
의 쿼리 요청을 처리합니다. 키네티카가 쿼리 요청을 받으면 먼
저 파싱을 한 다음 Query plan이라 부르는 변환 작업이 이루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는 글로벌 매니저가 랭크 시작, 모니터

집니다. 키네티카의 쿼리 옵티마이저는 여러 가지 룰과함수를 적

링, 중단 등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고성능 메시징 라이브

용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쿼리를 처리합니다. 또한, 조인(join)

러리를 사용해 다른 Rank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있는 쿼리의 경우 키네티카는 메모리 자원을 가장 적게 쓸 수

글로벌 매니저를 이용해 다른 Rank가 온라인 상태이지 아닌지

있는 효율적인 조인 옵션을 사용합니다. 만약 쿼리 힌트(hint)나

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

컬럼 인덱스가 제공될 경우 더 나은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Rank는 현재 상태 정보를 응답으로 보내고 글로벌 매니저는 이
를 레지스트리에 기록합니다. 네트워크가 중단되는 경우,
Rank는 글로벌 매니저에게 다른 Rank와의 통신 문제와 관련
하여 최신 상태 정보를 전송합니다. Rank 프로세스가 다운된
경우, 글로벌 매니저는 Rank를 중단한 뒤 다시 시작합니다.
Head aggregator process가 다운된 경우, 다른 Rank가 Head
aggregator가 되도록 선정됩니다. 오프라인이 되었던 Rank
가 다시 온라인이 되면, 새로운 상태를 글로벌 매니저에게 전송
하고, 글로벌 매니저는 이 Rank와 함께 관련 TOM을 다시 복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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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치 및 시간 기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집의 경우 키네티카는 다양한 커넥터를 제공해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과 매끄러운 통합을 지원합니다. 성능도 뛰어난

키네티카는 처음에 GPU의 강력한 성능을 토대로 대규모 지형 공

데 수백만 개의 데이터 열(row)을 병렬 처리 환경에서 1초 이내

간 데이터 세트 스트림을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상에서 리소스 집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GPU 노드, 여러 개의 카드, 그리

약적인 작업은 트레이닝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역시

고 시스템에 활용해 지형 공간 정보를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GPU의 강력함을 통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빠른 모델 트
레이닝을 위해 키네티카는 UDF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키네티카의 아키텍처는 중간 계층을 없애 데이터베이스와 시각

UDF를 이용하면 Caffe, Torch, MXnet 같은 오픈 소스 기반 유

화 엔진 사이에 데이터를 옮기는 데 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

명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 키네티카의 아키텍처는 복잡한 지형 공간 필터 적용과 분석을

트레이닝 데이터 준비를 위해 인덱싱이나 샘플링이 필요 없어

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바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키네티카에 포

트레이닝을 가속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함된 지형 공간 웹 서버를 사용해 분석 결과를 바로 렌더링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기능으로 Points, Polygon Shape, WMS 렌더링,
Tracks, Labels 등 다양한 유형의 지형 공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
합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 키네티카는 초고속으로 지형 공간 벡터
데이터를 시각화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3.8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많은 조직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신규 데이터 윈천이 쏟아 내
는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얻어 당장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

Figure 12 : User-defined functions for machine learning in
Kinetica

립하려고 머신 러닝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 관련 애
플리케이션의 범위는 자동화 로봇, 이미지 인식, 신약 개발, 각종

UDF(User Defiend Functions)는 CUDA API에 직접 액세스할

사기 탐지 등 광범위합니다. 키네티카를 사용하면 데이터 준비,

수 있으며, 키네티카의 분산 아키텍처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모델 트레이닝, 추론 등 머신 러닝의 모든 과정에 걸친 데이터 파

있습니다. 그림 12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UDF는 필터링

이프라인을 간소화하고 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가속 기

된 데이터를 받아, 계산을 수행한 다음, 결과를 별도의 테이블에

반 단일 플랫폼으로 BI와 AI 워크로드 모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있는 길도 열어 줍니다.
키네티카를 이용하면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머신 러닝을 위
한 데이터 생성과 모델 트레이닝 작업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번
들로 제공되는 TensorFlow를 적용하면 인라인 방식으로 신속하
게 스코어링을 할 수 있어서 보다 낳은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12

/

WHITE PAPER

3/

Figure 13 : User-defined functions for machine learning in Kinetica

키네티카가 제공하는 GPU 기반의 강력한 병렬 컴퓨팅 파워는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머신 러닝과 딥러닝이 다루는 데

Figure 14 : Reveal dashboard with the NYC Taxi dataset

이터 유형과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잘 맞습니다.
Reveal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차트와 그

3.9 비정형 데이터

래프를 신속히 구축하여 데이터 세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Revel을 사용하면 대규모 데이터 테이블을 드래그앤드롭한 후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풍부한 비정형 데이터 지

잘게 나눠서, 각기 다른 필터 기준에 따른 즉시 분석을 할 수 있

원이 필요합니다. 키네티카의 파일 시스템인 KiFS는 추론에 대

습니다. 또한, SQL 쿼리 작성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특

한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이미지 및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비정

정 쿼리 및 맞춤형 쿼리를 지원하는 내장형 SQL 에디터도 제공

형 데이터 저장을 지원합니다. KiFS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는

합니다.

머신 러닝 또는 분석을 위해 UDF를 통해 마운트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의 KiF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3.10 키네티카 Reveal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
이터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시
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네티카에 통합되어 제공되는 데이
터 시각화 대시보드 도구인 Reveal을 이용하면 시각화된 정보
를 탐색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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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 Reveal dashboard with the NYC Taxi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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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에는 D3 및 OpenLayers와 같은 업계 기준에 따라 작성
된 풍부한 차트, 도표 및 지도 시각화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표, 트리맵, 히트맵, 각종 다이어그램, 히스
토그램 등의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슬라이스 또는 위젯은
단일 테이블 및 단일 차트 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에서 여러 위젯을 믹스앤매치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인사이트
를 제공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추가, 위치 배정, 크기 변경 및 배
열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액세스가 가능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시간 간격에 맞추어 자동으로 새로고
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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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안

4.1 그래픽 기반 관리 애플리케이션

키네티카는 클라이언트 인증 또는 인증 없이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을 클러스터 보안 규정 설정을 통

키네티카의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Kinetica Admin은 클러스

해 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인증은 API, WMS 및 ODBC 연결 요

터 기능을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거나, 사용자가 유의 깊

청을 위해 서버를 통과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서 HAProxy 구

게 봐야할 영역을 알려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연결 상태, 연결

성 요소는 이런 요청을 받고, 이를 HTTPd로 통과시킵니다.

수, 초당 요청, 테이블과 열(row)의 수, 클러스터 가동 시간 등

HTTPd는 사전 구성된 Apache HTTP 데몬으로 각 서버에서 실

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CPU, 메모리 및 디스크 사

행됩니다. HTTPd는 요청에서 사용자 인증을 추출하여 로컬에 저

용 등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기계의 리소스 관련 정보를 간추

장된 사용자 인증이나 해당 LDAP를 통해 확인합니다. 인증에 성

려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공하면 요청이 처리됩니다. 인증에 실패하면 요청 클라이언트로
오류가 반환됩니다.
인증의 경우, 키네티카의 보안 모델은 다른 SQL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며,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모델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키네티카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되거나 LDAP에 저장됩니다. 접근
허가는 개별 테이블, 테이블 집합 또는 키네티카 인스턴스 자체
등의 리소스에 정의됩니다. 역할은 특정 역할에 속한 모든 사용
자 등 허가를 생성 및 할당할 수 있고, 모든 허가는 역할에 맞추어

Figure 15 : Kinetica’s graphical administration application

정해집니다. 역할에는 낮은 수준의 역할을 상속 받았고, 더 높은
수준의 역할에 대한 허가를 보유한 다른 역할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허가는 사용자와 역할을 통해 개별적으로

Kinetica Admin은 클러스터 GPU Rank 관리자 및 구성 설정,
알람, 로그인 및 디버깅 보고서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할
때 드릴다운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Kinetica Admin
은 포트 8080에서 실행되며, URL http://<kineticahost>:
8080/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Kinetica Adm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4.2 키네티카 보안

인정된 모든 허가의 집합체입니다. 기본적으로 키네티카에는 시
작할 때부터 사전 정의된 기본 사용자(관리자, 익명) 및 역할(공
공, 승인된)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키네티카는
전체 감사 로그인을 통해 모든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360도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
다.
감사 활동은 JSON 형식 파일로 캡쳐됩니다. 생성된 감사 레코드

보안은 현대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제 준수
와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키네티카는 인증, 감사, 암호화
등의 몇 가지 보안 기능을 지원합니다.

의 양을 제어하기 위해 감사 수준은 Http 헤더, Http 요청 본문
또는 전체 감사 데이터 캡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록이
파일에 작성된 후에는 써드파티 분석 도구를 이 감사 기록에서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스 추적, 의심스러운 활동 조사 및 액세스
제어 정책 확인 등과 같은 정보 보안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키네티카 역시 TLS에 유선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며, 사용자 인
증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키네티카의 보안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관련 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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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백서는 키네티카의 아키텍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글만
으로는 기술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kinetica.com/trial에서 평가판
을 받아 사용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키네티카가 기존에 사용
중인 데이터 인프라에 쉽게 통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키네티카의 중요 특징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초고속 인메모리 기반 인사이트 엔진
•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 현재 사용 중인 분석 도구와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머신 러닝을 적용해 더 깊은 통찰력 도출
키네티카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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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수행 가능한 AI 역량을 갖추는 여정의
출발점은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분석 지향적인 차
세대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키네티카가 제공하는 90일 무료 트라이얼을 통해 경제적인 방법
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클라우드, 범용 하드웨어 어느 곳이건
PoC를 위해 자유롭게 배포해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트라이얼 다운로드

Kinetica 소개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엄청난 민첩성이 요구된다면, Kinetica 솔루션을 사용해보십시오. Kinetica는 Extreme Data Economy를 위해
설계된 즉각적 인사이트 엔진입니다. 의료 산업, 에너지, 전기 통신, 소매업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연결형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모빌리
티, 로봇 등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머신 러닝과 딥러닝 및 고급 위치 기반 분석(신규 서비스 제공)에 Kinetic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inetica
의 가속화된 병렬 컴퓨팅 기능은 수 천 개의 GPU 코어를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데이터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을 해결합니다.
Kinetica는 NVIDIA, Dell, HP 및 IBM 등 유수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며, 일류 글로벌 벤처 캐피털 기업인 Canvas Ventures, Citi Ventures,
GreatPoint Ventures 및 Meritech Capital Partners의 비공개 기업입니다. 자세한 정보나 체험판 다운로드는 kinetica.com을 방문하시거
나 LinkedIN 및 Twitter를 팔로우하십시오.

Uclick 소개
(주)유클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CA, Oracle, McAfee 등 세계적인 IT 기업의 최신
기술을 시장에 전달해 왔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AI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NVIDIA Preferred 파트너와 Kinetica 총판으로 국내
주요 금융, 제조, 소매, 공공 고객에게 AI와 첨단 실시간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kinetica.com 또는 (주)유클릭에 연락을 주십시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8/9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본부
이메일: kinetica@uclick.co.kr 블로그: www.uclick.blog 전화: 02-63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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