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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업 팀과 엔지니어링 팀은 스마트 센서 및 기타 IoT(사물 인터넷) 장치를 사용하여 과학 기기, 제조 시스템,
커넥티드카, 항공기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툴과 기법이 있으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의미를 발견하고 제품, 서비스, 제조 프로세스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이를 가공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일 것
입니다.
MATLAB® 사용자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 분야의 숙련된 컴퓨터 공학자와 머신 러닝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가 수행하던 작업을
MATLAB 사용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센서 및 IoT 장치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MATLAB 워크플로를 살펴봅니다.
1. 파일, 데이터베이스 또는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의 기록 데이터 액세스
2. 위 데이터를 시각화, 처리, 분석하여 트렌드 파악
3.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서비스에 사용할 모델 및 알고리즘 생성
이제 엔지니어가 MATLAB을 빅데이터에 사용하여 중장비를 관리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
연구: Baker Hughes의
의 예측형 유지관리
석유 가스 기업인 Baker Hughes의 엔지니어들은 펌프 장비 비용을 절감하고, 석유와 가스 채굴 트럭의 가동 중지 시
간을 줄일 수 있는 예측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채굴 중인 현장에서 트럭의 펌프가 고장 날 경우
Baker Hughes는 트럭을 즉시 교체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현장에 예비 트럭을 보내게
되면 회사로서는 다른 현장에서 정상 가동하는 트럭이 창출할 수 있는 수천만 달러의 매출을 손해 보게 됩니다. 밸브
와 펌프의 교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유지관리 횟수가 너무 잦으
면 작업량이 허비되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인데도 교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유지관리 횟수가 너무 적
으면 펌프가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Baker Hughes는 석유와 가스 채굴 트럭에서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비의
유지관리 또는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할 시기를 예측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MATLAB은 Baker Hughes
엔지니어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독자적 파일 형식의 센서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분석 응용
프로그램으로 조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Baker Hughes는 이 예측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1천만 달러를 절감하고, 더불어 개발 시간도 10배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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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은 이전에는 판독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으며, 필터링 및 스펙트럼 분석을 자동화하고, 여러 트럭 및 지역에 대한
단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머신 러닝 기법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할 최적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ulshan Singh, Baker Hughes

그림 1. Baker Hughes 의 MATLAB 에 기반한 예측형 유지관리 경보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 세트 액세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데이터는 형식이 각기 다르며 파일, 데이터베이스, Hadoop 시스템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파일
대다수의 엔지니어링 및 과학 분야의 빅 데이터 세트(Data Set)는 수많은 작은 크기 파일 또는 중간 크기 파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 및 파일 크기가 증가하면 컴퓨터 한 대의 메모리로는 데이터를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공유 드라이브의 여러 디렉터리에 상주하며 분리된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비디오 및
다양한 독자적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MATLAB은 광범위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메모리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Tall 배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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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LAB Tall 배열 보기 – 다운로드 가능한 			
MATLAB 코드 및 데이터 세트 포함

데이터베이스
MATLAB은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 관계형
관계형(SQL):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되며, IT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함
• 데이터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관계형(SQL)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며, 비즈니스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기능 및 빠른 액세스를 제공함
• No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지 않는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음
• 데이터 기록
기록: 산업 장비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시간에 기반한 생산 및 프로세스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음
• IoT 데이터 수집기
수집기: 일반적으로 커넥티드 센서 및 장치의 시계열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포함되며, 웹 서비스 호출을 통해 액세스함

Hadoop
MATLAB은 분산형 컴퓨팅 및 저장 원칙에 따라 빅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인 Hadoop을
지원합니다. Hadoop은 컴퓨팅 서버의 클러스터에 공존하는 두 가지 주요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대용량 내결함성 파일 시스템
• YARN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Hadoop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러한 응용 프로
그램에는 배치 처리 프레임워크(예: MapReduce 및 Spark)와 SQL 인터페이스(예: Hive 및 Impala)가 해당됩니다.

센서 및 IoT 장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IoT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스토리지 시스템과
여러 데이터 형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드라이브의 파일에 저장된 센서 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와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MATLAB을 사용하면 메모리보다
큰 용량의 데이터 세트를 조합 및 처리하여 특수 프로그래밍 없이도 컴퓨터 여러 대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aker Hughes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스템의 동작을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면 수 많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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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범위한 빅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이를 분석 중인 MATLAB 사용자

빅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면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에 액세스하고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알아보기
• 이미지

• 테이블 형식 데이터 파일

• 데이터베이스

• 스프레드시트

• 사용자 정의 파일

• Hadoop/HDFS

모델 분석
분석, 처리
처리, 생성
측정 기기, 제조 장비, 의료 기기, 커넥티드카, 항공기, 전력 생산 장비의 스마트 센서에서 수집된 수 많은 데이터 세트
를 통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결과를 예측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
니다. 목표는 불필요한 유지관리 또는 예기치 않은 가동 중지 시간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 고가의 전력 생산 플랜트의 전원을 최적의 시기에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또는 차량에도 이 모델을 임베드하면 효율과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및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MATLAB은 데이터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오손 데이터를 정리 및 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호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생성 및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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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연구: BuildingIQ - 건물 에너지 사용 최적화
날씨 센서 및 비용 데이터를 토대로 소비량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비용을 제어하기 위해 예측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BuildingIQ에서는 MATLAB을 사용하여 사전 대응적인 예측식 최적화를 통해 대형 상
업용 건물의 HVAC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전력계,
온도계, HVAC 압력 센서에서 수집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뿐만 아니라, 날씨 및 에너지 비용 데이터도 함께 분
석합니다. 관련 팀에서는 센서 오류로 인해 생성되는 소음을 제거하고 건물의 열역학 및 전력 동역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모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입주자의 편의성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15~25% 절감했습니다.

그림 3. BuildingIQ 의 예측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플롯.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적화함

“MATLAB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Java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10배 더 속도가 단축되고
훨씬 더 성능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pole과 zero를 검토하고, 비선형
최적화를 실행하고, 수많은 기타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MATLAB에는 이러한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강력하고 상업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 Borislav Savkovic, BuildingIQ

대용량 데이터 세트 탐색 및 처리
데이터를 통해 모델이나 이론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최종 결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단계:
• 데이터 전체에 분포된 느린 속도의 트렌드 또는 드문 이벤트 고려
• 비정상적이거나 누락된 데이터 정리
• 나중에 분석 및 모델 생성에 사용할 추가 정보 도출
• 해당 이론 또는 모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 찾기
이제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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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아래 그림의 MATLAB binScatterPlot 같은 요약 시각화 기능은 대용량 데이터 세트 내에서 패턴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플롯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집중된 영역이 표시되며 색의 농도로 이를 나타냅니다.
슬라이더 컨트롤을 사용하여 색의 농도를 조정하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탐색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파
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MATLAB 의 binScatterPlot

» 코드 예제 보기: Tall 배열을 사용하여 MATLAB에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데이터 정리
모든 데이터에는 이상 값 또는 비정상적이거나 누락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인
터프리트하려면 우선 이러한 항목을 제거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정리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 및 저장될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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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ter out trips with…
idx = tt.TripDurationMinutes <= .5 | ... 		
% …really short times
tt.TripDurationMinutes >= 60 * 4 | ...
% …unfeasibly long times
tt.TripDistance <= .25 | ... 			
% …really short distances
tt.TripDistance >= 1000 | ... 			
% …unfeasibly long 			
						
% distances
tt.Fare <= 0 | ... 				% …negative fares
tt.Fare > 1000 | ... 				% …unfeasibly large fares
any(ismissing(tt),2); 				
% …missing data

그림 5. NYC 택시 주행 데이터(21.3GB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MATLAB으로 빅데이터를 필터링한 예제

데이터 감소
시스템에서 수집된 수많은 신호는 데이터에서 트렌드 및 동작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는 작업자가 예측하거나 모델링하고자 하는 동작과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반에 걸쳐 상관관계를 계
산하고 PCA(주성분 분석) 같은 기법을 사용하려면, 모델링하려는 동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호에 한정 되도
록 데이터를 줄여야 합니다. 모델에 대한 입력 값의 수를 줄이면 더욱 간결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모델을 제품에
임베드하거나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내에 통합할 때 처리 작업이 줄어듭니다.
» 코드 예제 보기:
보기 주성분 분석

규모에 따른 데이터 처리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는 기존의 친숙한 툴을 사용하여 로컬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의 수준을 뛰어넘는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Hadoop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에서 분석
파이프라인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정보 MATLAB, Hadoop, Spark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하기

모델 개발
수 개월 또는 수 년간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
까요? Baker Hughes에서는 온도, 압력, 진동 및 기타 센서를 통해 수 많은 펌프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신호가 장비의 마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단계에는 퓨리에
변환 및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고, 밸브와 밸브 시트의 작은 진동을 보다 잘 감지하기 위해 큰 방해요인을 필터링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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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팀은 압력, 진동, 타이밍 센서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계 고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팀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모델은 실제로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통해 고장을 예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은 관측값(샘플)이 너무 많고 데이터에 다량의 변수(센서 판독값 또
는 머신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사용됩니다.
머신 러닝은 미리 결정된 방정식을 모델로 사용하는 대신 계산적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직접 정보를 학습합니다.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이러한 기능은 예측 모델링을 활용하는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링에는 복잡한 기계 및 시스템의 상태 예측, 물리적 및 자연적 동작, 에너지 부하 예측, 금융 신용 평
가 등이 해당됩니다.
머신 러닝은 크게 지도(supervised) 학습 및 비지도(unsupervised) 학습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학습 방법으로 나뉩니다.
각 방법에는 서로 다른 문제에 알맞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6. 두 가지 유형의 머신 러닝 방법 - 각 방법에는 서로 다른 문제 해결에 알맞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음

지도(supervised) 학습
지도
지도(supervised) 학습은 입력 데이터를 이전의 알려진 응답 값에 매핑하는 학습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머신 러닝
유형입니다. 이 학습 데이터 세트를 통해 지도(supervised) 학습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에 사용할 응답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대용량 학습 데이터 세트로 이 기법을 사용하면 예측도가 높은 모델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일반화를 잘 수행합니다. 지도(supervised) 학습에는
두 가지 범주의 알고리즘이 포함됩니다.
• 분류 (Classification): 데이터를 개별 클래스로 분리할 수 있는 응답 값에 사용함
• 회귀 (Regression): 연속 응답 값이 필요한 예측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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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Supervised) 학습 시작하기
지도
• 기능 선택:
선택: 변수 감소 또는 새 변수 계산
• 교육 및 확인 데이터 지정 데이터 분할
• 결과 평가:
평가: 정확도 측정값 구하기

비지도(unsupervised) 학습
비지도
비지도(unsupervised) 학습은 알려진 출력 응답에 매핑되지 않는 입력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세트에서 추론을 도출
하는 데 사용되는 머신 러닝 유형입니다.
• 클러스터 분석:
분석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그룹을 찾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지도(unsupervised) 학습 방법

모델 사용
빅데이터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데이터에서 얻은 모델 및 통찰력을 제품, 서비스 또는 운영에 통합할 수 있어
야 합니다.
MATLAB은 다음과 같은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알고리즘 또는 예측 모델의 개발에서 이를 장치, 차량, IT 시스템 또
는 웹 기반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 대량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ADAS 및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내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Automated Driving System Toolbox™를 사용하면 지상 실측 라벨링을
자동화하고, 주행 시나리오를 위한 합성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중센서 융합을 수행하고, 비전 시스템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제조 및 엔지니어링 작업:
작업 기계의 센서는 조정, 에너지 생산, 제조 시스템의 상태 및 작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생산량, 가동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엔터프라이즈 IT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통합해야 합니다.
» 비디오 보기: MATLAB을 PI System에 사용하여 분석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수행
• 설계 및 안정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그룹과 운영 그룹은 테스트 조건 및 실제 비행 조건하의 항공기에서 캡
처한 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및 의료기기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장치 및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기능을 개선합니다.
» ebook 보기: 웨어러블 의료 및 보건 기술: 스마트 알고리즘 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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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분석 배포 및 통합
• Spark 응용 프로그램
• 모델

IT, 엔터프라이즈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빅데이터
생산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 내의 IT 팀과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IT 팀이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인 시스템과
이미 연동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분석 및 모델링 툴을 사용하면 일상적인 작업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의 CIO는 빅데이터 리소스의 올바른 사용 및 보호에 중점을 두며, IT 팀과 공조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
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 관리
관리: 데이터의 저장, 액세스, 처리를 제어하여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액세스
액세스: 엔지니어링, 운영, 보증, 품질, 마케팅, 영업 그룹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처리:
처리 대용량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면 특수 처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 지연을 없애고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IT 조직에서는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관리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및 플랫폼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용량 기록 데이터 세트를 배치
처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하는 방식
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흔히 스트리밍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IoT 응용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ATLAB은 배치 처리 방식 및 스트리밍/실시간 처리 방식으로 된 두 가지 범주의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합니다.

Hadoop
Hadoop은 분산형 저장 및 분산형 컴퓨팅 원칙을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버 클러스터에 공존하는 두
가지 주요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데이터 저장을 위한 대용량 내결함성 시스템 제공
• YARN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Hadoop 클러스터를 실행하고 HD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도로 확장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관리
» 추가 정보: Hadoop 및 Spark를 지원하는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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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adoop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이를 토대로 실행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배치 응용 프로그램 및 모델 만들기
배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 수집했거나, 수많은 여러 장치 또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집한 기록 데이
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처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찾을 수 있으며,
이전의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서는 불가능했던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Hadoop에서 작동되는 잘 알려진 배치 처리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Spark: 메모리 내 연산을 최적화하는 상당히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로, 머신 러닝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함
» 코드 예제 보기: Spark 지원 Hadoop 클러스터에서 MATLAB 사용하기
• MapReduce: Map 및 Reduce 함수로 이루어진 고도로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로,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변
환 응용 프로그램에 유용함
» 코드 예제 보기: MATLAB으로 MapReduce 사용하기

그림 8. MATLAB 을 Hadoop 및 Spark 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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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 및 모델 통합
기록 데이터 세트에서 개발한 모델을 ThingSpeak 같은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제품 및 서비스에
더 많은 정보와 적응형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연구: Cadmus - 스트리밍 에너지 데이터 분석
컨설팅 회사인 Cadmus에서는 북미 전역에 걸친 에너지 공공기관에 전체 스펙트럼 에너지 효율성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요하는 에너지 효율성 연구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물리적 장소에 설치된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 분석을 수행했으므로, 장치 고장이 발견되었
을 때에는 이를 고치기가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Cadmus 엔지니어는 MATLAB 및 ThingSpeak을 사용
하여 주택의 에너지 데이터와 건물 시스템의 에너지 하중을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연
결된 두 개의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림 9. ThingSpeak을 사용하여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 설계자들이 함께 개발합
니다. 그런데 해당 모델을 이러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델을 다른
언어에 이식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IT 언어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는 이러한 언어에 친숙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 및 과학 데이터에서 모델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이러한 언어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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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기존에 잘 알고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툴을
제공 하는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툴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툴은 매우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 및 코드
생성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Hadoop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델 및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개발 가능하도록 확장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델을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에 배포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MATLAB은 로컬 데스크탑에서 Hadoop과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처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림 10. MATLAB으로 모델 통합

과학자, 엔지니어
과학자
엔지니어, IT
빅데이터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합니다. IT 팀과 긴밀한 협업을 수행하고
MATLAB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친숙한 워크플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 컬렉션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및 솔루션 설계자가 MATLAB의 모델링 기능을 사용하면 회사 내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더욱 스마트하고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산 준비가 완료된 응용 프로
그램 서버 및 코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제품 및 서비스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IT팀의 작업 결과를 회사의 서비스 및 운영에 신속하게 통합하는 역량을 유능한 데이터 과학자이자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가와 합치면, 고객에게 까다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뛰어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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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서와 협업하여 빅데이터 워크플로 실현
• 빅데이터 알고리즘: IT 팀이 사용 중인 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보 찾기
• 데이터 형식: 데이터의 구조 파악
• 요구 사항 처리: 데이터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 워크플로 실현: 초기 단계부터 IT 팀과 협업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모델 통합 전략에 대한 계획 수립

더 보기
• 백서: MATLAB을 활용한 예측 분석
머신 러닝을 빅데이터에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중심 분석을 수행합니다.
• 백서: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자 가이드
Excel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대체하여 빅데이터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비디오: MATLAB을 빅데이터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
MATLAB 제품군 엔지니어링 VP인 Roy Lurie의 설명을 통해 MATLAB이 얼마나 편리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제품
인지 알아봅니다.
• 비디오: Mondi Gronau -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예측형 유지관리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MATLAB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모를 살펴보고
살펴보고,, 코드 및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합니다.

© 2020 The MathWorks, Inc. MATLAB and Simulink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MathWorks, Inc. See mathworks.com/trademarks for a list of additional trademarks.
Other product or brand names may b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백서 |

15
93150v00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