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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Workload + Data Science + Machine Learning + Cloud Ready

기존 모델의 장점은 더 강화

최신 기술 적용
In-Memory
(인메모리 기술)
In-Memory

Simplicity (간편성)
Zonemap / 자동압축 / No Admin

▪ 집계 및 분석에 용이한 컬럼기반
데이터베이스 기술 : IBM의 BLU기술을

/ 성능개선용 물리모델설계 불필요

▪ 속도 향상 : Analytic Query PDA N3001대비

▪ 인덱스 관리 불필요 : Storage Index /

이용하여 성능 및 기술 안정성 확보

▪ 물리적 모델링 없이 바로 사용 : Load & Go

수배 성능향상

▪ 리소스 최적화 : I/O를 최소화 하고
CPU사용률을 절감

Performance (성능)
(성능)
Performance

Analytic
Tool (분석을
위한 툴)
Analytic
Tool 제공

▪ 고성능 하드웨어 : 더 빠른 CPU, 더 많은
Cache,더 큰 Memory

▪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환경 : 분석에 필요한

▪ Micro latency Flash Storage : I/O 지연

머신러닝 Lib, Jupyter Notebook, Rstudio등을
기본 탑재하여 Analytic Sandbox 분석환경 구축
지원

없는 데이터 전송

▪ In-Memory 기술 : 컬럼기반의 인메모리

▪ 내장된 Spark 과의 연계

기술로 N3001대비 수배 성능향상

▪ 신뢰성 높은 스토리지 : 2-Dimensional flash

Cloud Ready

RAID (99.999% 신뢰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

▪
▪

In-Place
Expansion
In-Place
Expansion
(확장)

IBM Integrated
Analytics System

▪

모듈 방식 확장 : Server + Storage 증설
스토리지 확장 지원 : Storage 증설

M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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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Defined Analytic DW : 동일한

구성으로 Public Cloud, Private Cloud, Onprem DW 구성가능
공통 SQL 엔진 : 공통 엔진 / 공통 SQL
사용으로 상호 이관이 빠르고 용이함

Less admin, more analytics

NO requirements for armies of administrators
(관리자 부대의 불필요)

Load data, start querying within hours, not days
(Load & Go)

NO compression administration
(압축에 대한 관리 불필요)

Built-in data migration tools
(내장된 마이그레이션 툴 from PDA to IIAS)

NO tuning, no configuration
(튜닝과 구성의 불필요)

Single management console
(H/W,S/W 통합 모니터링)

NO storage administration
(스토리지 관리 불필요)

System is performance optimized for analytics
(분석 성능에 최적화되어 디자인)

NO physical data modeling needed
(물리모델 불필요)

In-place expansion capabilities
(용량 및 성능에 대한 In-place 확장)

NO indexes and tuning necessary
(인덱스 튜닝 불필요)

Single support number
(H/W,S/W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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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 Workload 에 최적화된 IBM 하드웨어

Flash Storage, standard

Power Architecture
•
•

•

더 적은 노드로 고성능
멀티 코어와 SIMD 병렬을
통한 CPU 가속
향상된 안정성 및 가용성

•

고속 데이터 전송 시 준
실시간의 지연을 통해
99.9%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메모리

캐쉬

분석 알고리즘의 유연하고 빠른 수행

비즈니스 통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크고 빠른 작업 공간

빠른 응답을 위해 중단 없는
데이터로드 보장

4X

4X

6X

프로세서

코어당 쓰레드 수 vs. x86

(시스템당 최대 1344 쓰레드)

중단 없는
데이터 로드

방대한 IO
대역폭

메모리 대역폭 vs.

x861

캐쉬 vs. x862

(최대 32TB 메모리)

(코어당 19MB이상의 캐쉬)

극한의 성능을
위한 Flash사용

병렬 처리

대규모
메모리 프로세싱

1. 특정 x86 및 POWER8 서버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를 보임
2. Intel e7-8890 서버와 12 코어 POWER8 서버를 비교하여 최대 6 배 더 많은 캐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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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Analytics workload 와 OLTP workload 를 동시에 지원
MPP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DW 최적화 성능 & 기능

IIAS

OLTP

▪ 초병렬 MPP 아키텍처
▪ 데이터 파티셔닝 기법
▪ 스마트 워크로드 관리

DW
M/L

OLTP 트랜잭션 처리 지원

고급분석과 머신러닝 수행

▪ 동시 사용자 처리를 위한 다양한 LOCK
▪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LOGGING
▪ 실시간 TRANSACTION 처리에 최적화
▪ 보안/접근 통제 기능

▪ IBM Watson Studio Local 번들
▪ Spark 엔진 내장
▪ 각종 모델링 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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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Analytics workload 와 OLTP workload 를 동시에 지원

CPU Optimized

In-Memory Optimized
▪ 메모리에서 더 유용한 데이터
유지
→ 데이터는 압축 상태 유지
→ LRU Caching보다 진보된 Scan
Friendly Caching

▪ 메모리로 유입되는 데이터량
최소화

→ Columnar access
→ Late materialization
→ Data skipping

▪ 최적화된 메모리 응답시간 이용
→ 스캔(Scans)
→ 조인(Joins)
→ 집계(Aggregation)

▪ CPU 가속화
→ SIMD 처리 for
•
•
•
•

I/O Optimized
Multiple
Data

Instructions

▪

읽기 횟수를 줄임
→ Columnar I/O
→ Data skipping
→ Late materialization

스캔
조인
그룹핑
연산

→ Scan Friendly Caching

▪ CPU 사용을 최대한 활용
→ Core 친화적인 병렬처리

▪ 적은 CPU 처리량
→ 압축된 데이터의 처리
→ Late materialization
→ Data sk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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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효율적인 I/O
→ 특화된 columnar prefetching
알고리즘

더욱 향상된 데이터 처리 기술

Hoffman Encoding 압축

Actionable Compression

▪ Register-friendly encoding
▪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적은 I/O , 적은 CPU cycle

▪ Predicates 조건, Group By, Aggregation, Join 등의 작업시
압축해제없이 Query 수행

LAST_NAME
Brown
Johnson
Johnson
Johnson
Johnson
Brown
Johnson
Gilligan
Wong
Johnson

SELECT COUNT(*) FROM T1
WHERE LAST_NAME = ‘JOHNSON’

Encoding

Encode

JOHNSON

SELECT COUNT(*) FROM T1
WHERE LAST_NAME = ‘ ’

향상된 Storage Indexing
▪ Netezza Zonemap은 Integer, Date, Timestamp 컬럼의
min/max 를 관리하는 Storage indexing 기술로
이제 Character 컬럼지원으로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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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In-Memory기술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 조회
10TB 데이터 쿼리 수행 예시

손쉬운 사용 (Ease of Use)
•
•

• 데이타 크기 : 100개 컬럼을 가진 10TB 테이블
(10년 동안 축적된 데이타 )

인덱스 불필요, 집계 테이블 최소화, No 튜닝
Load and Go!

• 조회
: 2017년에 얼마나 많은 “SALES”가 일어 났는가 ?
>> SELECT COUNT(*) FROM MYTABLE WHERE YEAR = ‘2017’

동적 인메모리(In-memory)
columnar processing
•

동적 데이터 이동기술을 통해 성능 극대화
(Storage → Memory)

10TB data

Data skipping (zone maps)
•

물리적인 인덱스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읽을 수
있도록 자동 처리하는 기술

병렬 처리
32MB

전세계 일등 압축 기술
Actionable compression
•

압축 해제없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특허 받은
압축 처리 기술

압축
1TB

칼럼 처리
10GB

벡터 처리
SIMD 8MB

데이터
Skipping
1GB

1초미만
소요

데이터 적재만으로 Query 수행 1초 미만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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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에서 고급분석과 머신러닝 수행

IIAS와 WSL 의 통합 시너지

Watson Studio Local (WSL)
▪
▪

▪

▪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개발 및 배포 하기 위한 플랫폼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

일반 DB사용자 뿐만 아니라 Data Scientist 까지 사용자 계층
다양화하고 Analytic Sandbox 로 활용

WSL를 이용한 Analytic Flow

확장 가능 : remote Spark, 다중 데이터 소스, 라이브러리
추가,LDAP

소스정의
소스정의

Spark에
데이터로딩
Spark

모델개발
WSL - IDE

통합
Integration

번들된 spark
Jupyter

Object
Storage

Included with
WSL

Databases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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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park Services

Zeppelin

RStudio MB Wizard

Applications
REST API
(real time)

Deploy
Models
ML – UI and
API

Static Data
Sources
(batch)

SparkML
Models

Message Hub
(streaming)

BigData Platform 구축, 데이터 가상화 지원

다양한 DBMS 가 지원되는 Transparent Access 기능을 통해 이기종 소스에 대한 가상 뷰를 사용할
수 있음

Hadoop Data 이동

이기종 RDBMS 연계

하둡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아카이빙 및 복구에 활용

다양한 RDBMS 지원
• 기업내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RDBMS 에 저장된 데이터를
IIAS에서 원격 연계조회

• 실 고객 활용 (예) : 하둡에 수집된
대량의 Level 0 (raw) 데이터를
IIAS 로 이동시켜 배치작업으로
Cleansing/Enrich 함.
• Enrich 된 Level 1 데이터는 다시
하둡으로 이동하여 저장하고 활용
• 또한 Hadoop 은 data warehouse
의 archiving 영역 또는 DR 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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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Console -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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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Console – Monitor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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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Console – Monitor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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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Console – Ad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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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Once – Run Anywhere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Common SQL Engine

(new data sources, deep analytics)

On-Premises, Private 클라우드 및 Public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IBM데이터 관리 제품군에
손쉽게 배포

운영 환경 통합
모든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단일 운영
인터페이스

클라우드로의 빠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로의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 지원
(IBM Lift)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structured, defined set of
data, traditional BI)

모든 형태의 데이터 지원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가상화를 사용하여 Hadoop을 비롯하여
더 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쿼리에 포함

(new data sources,
deep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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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002 모델 용량
서버 & Storage
IBM S822L 24 core server 3.02GHz
(RedHat Linux)
IBM FlashSystem 900

확장(증설)지원

▪

•

선형 성능 확장 : 상위 model 로 증설 가능

예, 1/3 Rack → 2/3 Rack
예, 1/3 Rack → Full Rack

확장 방식
In-place Expansion, Tiered storage

•

스토리지 확장 : Tiered Storage 추가
예, 1/3 Rack → 1/3 Rack with TS,

네트워크
Mellanox 10G Ethernet switches
Brocade SAN switches

예, 1/3 Rack → Full Rack with TS,

Model

1/3 Rack

1/3 Rack
Tiered
Storage

2/3 Rack

2/3 Rack
Tiered
Storage

Full Rack

Full Rack
Tiered
Storage

Server

3

3

5

5

7

7

CPU cores

72

72

120

120

168

168

1.5TB

1.5TB

2.5TB

2.5TB

3.5TB

3.5TB

Flash 27TB

Flash 59TB
HDD 166TB

Flash 54TB

Flash 86TB
HDD 299TB

Flash 81TB

Flash 113TB
HDD 432TB

Memory
1)

Usable
User Disk

1) DBMS Log 저장 등이 제외된 순수 User Data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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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working with

(주)다름테크는 IBM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기술지원을 책임지는 한국IBM에 PARTN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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