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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씬을 이용한 빅데이터 인덱싱  검색시스템의 설계  구 ☆

A Design and Development of Big Data Indexing and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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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셜 미디어 사용의 증가, 산업간 융합의 확 ,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 을 통한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데이

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 데이터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형식이 다양하며,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만으로는 

리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수십 테라에 이르는 데이터의 폭증  데이터의 다양화에 따라 빠르게 분석하는 기술이 미흡하
며,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새로운 기술  방안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처리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최근 활성화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서 빅데이터 랫폼의 효과 인 인덱싱 엔진의 설계  구 에 하여 기술

한다. 즉,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의 범 를 과하는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효율 으로 리하고, 인덱싱을 통한 검색속도의 향상
으로 데이터 분석 시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연구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실험을 해서는 규모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tocool)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효율  데이터의 인덱싱을 통한 빠른 검색으로 데이터 분석시의 시간을 최 한 단축하고자 

하 다. 한 분석된 데이터의 표 의 가시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 주제어 : 빅데이터, 빅데이터 랫폼, 데이터 인덱싱, 데이터 검색 

ABSTRACT

Recently, increased use of the internet resulted in generation of large and diverse types of data due to increased use of social 

media, expansion of a convergence of among industries, use of the various smart device. We are facing difficulties to manage and 

analyze the data using previous data processing techniques since the volume of the data is huge, form of the data varies and evolves 

rapidly. In other words, we need to study a new approach to solve such problems. Many approaches are being studied on this issue, 

and we are describing an effective design and development to build indexing engine of big data platform. Our goal is to build a 

system that could effectively manage for huge data set which exceeds previous data processing range, and that could reduce data 

analysis time. We used large SNMP log data for an experiment, and tried to reduce data analysis time through the fast indexing and 

searching approach. Also, we expect our approach could help analyzing the user data through visualization of the analyzed data 

expression.

☞ keyword : Big data, Big data Platform, Data Indexing, Data Searching,

1. 서  론

최근 ICT의 최  이슈들  하나인 빅데이터는 

Gartner, ICS등 로벌 ICT리서치 업체들이 ICT산업에 미

칠 기술요소로 빅데이터를 선정하면서 련산업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1]. 미국에서는 NSF, NASA등 29

개의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개방성과 상호호환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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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임워크 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에

서도 여러국가의 연구기 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

유하기 한 범 유럽 디지털 데이터 장소 구축을 한 

노력을 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소셜미디어, 

산업간 융합의 확 , PC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의 

이용이 증하면서 용량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으

며, 이들 데이터는 그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리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데이터의 폭증  데이터 다양화에 

따라 처리속도를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나, 고

개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분석기술이 미흡하며, 용

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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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문제 들의 해결을 한 기술

 방안이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활성화 되고 있는 빅데이터 

랫폼의 인덱싱 엔진의 설계  구 에 하여 기술한

다. 즉,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의 범 를 과하는 규

모의 데이터집합(정형 는 비정형)을 효율 으로 리

하고, 이를 통한 검색속도의 증 를 한 시스템의 구축

을 목표로 한다. 한 다양한 역과의 연동  다각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목 으로 근한다.

첫째, 기존의 빅데이터 처리를 한 오 소스 들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검색시스템들의 장단 을 찾아 

설계에 반 함으로서 기존 시스템의 단 들을 개선하고

자 한다. 둘째, 랫폼 독립성을 해 순수 자바 라이

러리만을 사용하여 구 하며, 객체지향기반 로그래  

방법론을 충실히 한다. 셋째, 빅데이터 처리 랫폼과 비

즈니스 로직, 즉, 데이터 처리에만 집 하여 개발한다. 넷

째, 오 소스 기반의 인덱싱  검색엔진은 기본 인 기

능을 충실히 하며, 처리속도의 개선  기능의 확장시 이

를 반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다섯째, 개발 

시스템의 체 성능향상을 하여, 데이터 수집과 같은 

기 단계에서부터 분석  활용단계 까지 반에 걸친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설계  구 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인 효율  인덱싱  검색 기법

은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며, 컴포 트 기반 설계로 인하여 높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다양한 역의 데이터 처리  분

석뿐 아니라 향후 규모 데이터 모델에서도 사용가능한 

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험 역

으로, 규모 SNMP로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의 발굴  지속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비의 결함

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하 다.

2. 련 연구

2.1 련 기술

2.1.1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부피가 크고 변화의 속도가 빠

르며, 다양한 데이터 형식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의

미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하둡(Hadoop)과 NoSQL의 성공

을 기반으로 발 되고 있으며, 핵심기술인 하둡은 일 

시스템과 분산처리에 을 두고 있는 랫폼이지만 이

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구축됨으로서, 산업계 

표 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정보의 형

태  표 구조가 상호 이질 인 다양한 구조(정형  비

정형)의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처리시에 요구되는 요

소기술들을 하둡 에코시스템이라 한다. 이러한 요소기술

들은 총 6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  다수는 오 소스의 

형태로 일부 공개되어 있다.

(그림 1) 하둡 에코시스템의 소 트웨어 스택[3]

(Figure 1) Hadoop Echo System Software Stack

2.1.2 빅데이터 인덱싱

빅데이터 인덱싱 련기술로는 루씬[4] 과 솔라[5]가 

표 이다. 루씬은 확장 가능한 고성능 정보검색 라이

러리로서, 자바로 구 되어 있고 아 치 소 트웨어 

재단에서 아 치 소 트웨어 라이선스로 배포 이다. 루

씬은 문서를 색인하고 색인된 문서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받는 

등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루씬을 활용하기 

해서는 상기 기술된 기능들을 따로 구 하거나 해당기

능을 제공하는 시스템과의 연동이 요구된다. 

솔라는 매우 빠르고 활용도가 높은 오 소스 엔터

라이즈 검색 랫폼이다. 아 치 루씬 로젝트에서 발

되었으며, 실시간 인덱싱과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지

원하며 풀 텍스트 검색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솔

라는 확장 가능하며 신뢰도가 높고 분산 인덱싱을 지원

한다. 

그 외, 아 치 주피커(Zookeeper)[6]는 공개 분산형 구

성서비스, 동기서비스  용량 분산시스템을 한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스템이나 트리 데이터구

조와 비슷한 구조  네임 스페이스 안에 데이터를 장

하고, 읽기 쓰기 작업을 수행함으로 분산 시스템을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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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빅 데이터 검색엔진 

2.2.1 ElasticSearch[7]

셰이 배논(Shay Bannon)이 시작한 오 소스 검색서버 

로젝트로, JSON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분산 검색과 분

석을 지원한다. 이 검색엔진은 실시간 검색 서비스 지원

과 분산  병렬처리 그리고 멀티테 시(Multitenancy) 기

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을 러그인(Plugin) 형태로 

구 하여 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 처리를 한 하둡 

연동도 지원하고 있다. ElasticSearch는 재 웹 문서 검

색, 소셜 데이터 분석, 쇼핑몰 검색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범 한 검색과 분석에 활용된다.

2.2.2 Lucandra/Solandra

Jake Luciani에 의해 소개된 Lucandra는 루씬의 백엔드

를 카산드라[8] 기반으로한 인덱싱  검색 랫폼이다

[9]. 루씬의 인덱스 데이터를 NoSQL솔루션인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에 장함으로 인덱스 데이터를 효율 으

로 리하고 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러나 Lucandra의 몇 

가지 한계  때문에 루씬 기반의 로젝트를 솔라 기반

으로 변경하면서 Solandra로 로젝트가 변경되었다. 이

로써 기존 Lucandra의 한계 이었던 용량 질의와 

UUID간의 매핑성능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용량 문서처

리가 가능해 졌다.

2.3 빅데이터 인덱싱 련 연구 

효율  빅 데이터 인덱싱을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1 내용기반 이미지 추출 시스템[10]

일반 으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알고리즘

은 시간복잡도가 매우 높다.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효율 인 이미지 검색을 해서 하둡 분산 임워크이

다. 이미지 검색시스템에서는 이미지의 특징 들을 추출

하고, 이들을 리하기 한 해싱기법을 사용한다. 실험

의 결과 처리시간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이미지 특징

의 수와 비례하며, 분산컴퓨 과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을 결합하여 규모의 계산과 장과 같은 몇 가지 문제

를 효율 으로 해결 가능함을 제시하 다.

2.3.2  분산 실시간 텍스트 인덱싱 시스템[11]

분산 데이터 구조의 설계와 다수의 로세서를 가지

는 병렬시스템을 한 분산 실시간 텍스트 인덱싱 알고

리즘을 제시함으로, 로드 불균형의 감소와 확장 가능한 

효율  병합 차를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은 첫 단계에

서 루씬의 인덱스를 세그먼트로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

에서 세그먼트의 병합을 수행하지만, 병목 상이 발생되

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은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시스템

은 2-차원 해쉬 테이블을 구성함으로서 세그먼트의 병합 

시 발생되는 병목 상을 해결하 고, 루씬의 방법보다 

시간복잡도가 효율 임을 보 다.

  

2.3.3  하둡기반 데이터 처리시스템[12]

베이징 학에서 연구한 빅데이터 련 솔루션인 

Hadoop-based Data Flow Management System은 기존 데이

터 리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과 확장성의 증 를 

해 그림2와 같이 MapReduce, HDFS, HBase로 구성하여 

데이터 처리  리를 분산, 병렬 으로 처리한다. 

(그림 2) 하둡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 

(Figure 2) Hadoop based Data Processing system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규모 데이터 처리를 한 효율  인

덱싱  검색기술, 그리고 데이터 계 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세부 으로는 다음 기능들의 달성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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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즉, 규모 데이터의 인덱싱 리기능, 사용자의 

검색 질의 처리기능, 데이터 수집 리 기능, 장소 리 

기능, 시스템 환경 리 기능, 그리고 사용자와의 상호작

용을 담당하는 웹 응용 기능들의 개발을 포함한다.

이를 하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비 단계, 운용

단계, 분석단계의 3단계로 구성하 다. 첫째, 비 단계에

서는 다  데이터들의 획득과 병합  구문분석과 더불

어 데이터의 인덱싱  검색을 한 비 과정을 담당한

다. 둘째, 운용단계에서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하

여 질의 검색에 따른 인덱싱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셋

째, 분석단계에서는 사용자 질의에 한 결과를 분석단계

로서 질의 결과는 사실 로 표 되며, 필요시 다양한 형

태의 그래 들을 제공하여 분석에 도움을 제공한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ure 3) Structure of the System

3.2 시스템 세부기능 

시스템의 반 인 흐름은 비단계에서부터 시작하

여 운용단계를 거쳐 분석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핵심모듈들로 구성된다.

3.2.1 비단계

비단계는 시스템 환경 리기 (Environment Manager), 

데이터 수집기(Data Collector), 장소 리자(Storage 

Manager), 3가지가 존재한다.   

. 시스템 환경 리기:  비단계에서 시스템 운용을 

한 환경 속성을 구성한 구성요소들의 정보를 리하며 

련 시스템의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정보를 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 데이터 수집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엔티

티들  스 치/라우터 는 서버에 해당하는 장비들로부

터 네트워크 리 로토콜인 SNMP[13]를 사용하여 장

비의 상태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장소 리자:  기존에 존재하는 용량 로그 데이

터들의 일  병합처리 작업  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인덱스 일의 장데이터를 리한다. 병합작

업 수행 시 각 로그 일의 끝에 구분자를 삽입하여 구문

분석 시 각 로그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2.2 운용단계

운용단계에는 구문분석기(Syntax parser), 인덱스 빌더

(Index builder)가 존재하며,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구분 분석기:  구문분석기는 SNMP로그 데이터 분석

기와 사용자 질의 분석기로 구분된다. SNMP로그 데이터 

분석기는 병합된 로그 일에서 단일 로그 데이터 사이

에 있는 구분자를 통해 각 단일 로그 데이터를 구분하고, 

인덱싱될 정보를 추출하여 인덱스 빌더에 달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사용자 질의 분석기는 검색 시 사용자가 입

력한 질의에 한 구문분석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인덱스 빌더:  인덱스 빌더는 루씬 기반의 인덱스 

일을 생성하는 모듈이며, 인덱스 생성 시 구문분석기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루씬 인덱스 일과 장 데이

터 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인덱스 일과 장데이터 

일은 효율  리를 해 장소 리자에서 리한다. 

3.2.3 운용단계

분석단계에는 검색기 (Search Manager), 웹 응용(Web 

App)이 존재한다. 

. 검색기:  데이터 장소에 장된 인덱스 일과 

장 데이터를 일을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맞는 데이

터를 검색하여 반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색은 기본

으로 루씬의 질의 문법을 따르며, 해당 질의 구문분석은 

구문분석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석된 질의를 이용해 

인덱스 일과 장데이터 일을 순회하여 사용자 질의 

결과를 반환한다. 

. 웹 응용: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해 웹 인터페이

스로 제작되며, 인덱싱  검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

한다. 한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인덱싱 과정을 볼 수 있

고, 사용자 질의 결과를 가시화 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분

석을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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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흐름

시스템 각 단계별 모듈의 주요 메시지 흐름은 그림4와 

같으며,  메시지 흐름도에서 각 메시지들은 모듈간의 통

신을 의미한다. 모듈의 메시지 흐름은 순차 이며 개략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SNMP데이터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병

합한다. 이후 사용자 요청에 의해 인덱싱이 이루어지면, 

병합된 로그를 구문분석하여 인덱스 일을 생성한다. 최

종 으로 사용자의 검색요청에 의해 사용자 질의를 분석

하고 인덱스 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찾아 반환한다. 

(그림 4) 시스템 흐름도

(Figure 4) Sequence diagram of the system

Message 1 : Collect SNMP Log Data

Message 2-3 : Merge Collected SNMP Log Data 

Message 4-5 : Complete Merge Task

Message 6-7 : Request Indexing Process

Message 8-9 : Request Log Data and Return

Message 10-11 : Parse Log Data and Return

Message 12-13 : Create and Save Index File

Message 14-15 : Create and Save Data File

Message 16-17 : Complete Indexing Process

Message 18 : Request Searching Process

Message 19 : Request Index File

Message 20-21 : Parse User Query and Return

Message 22 : Return Index Field Information

Message 23 : Request Data File

Message 24 : Return Data Information

Message 25 : Complete Searching Process

4. 시스템 구

4.1 시스템 구성

시스템에 한 근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본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응용으로 개

발하고, 개발언어로는 JAVA(JDK 1.7), HTML5, Javascript

를 사용하 다. 

4.1.1 SNMP 로그 데이터 수집기 구

SNMP로그 데이터 수집기는 SNMP4J[14]를 사용하여 

SNMP Agent 에 요청을 송하고 응답 받는 기능을 수행

한다.  설정에 따라 주기 으로 SNMP Agents에 요청을 

송하고 응답받은 메시지를 로그 일로 장한다. 

SNMP 로그 데이터 수집을 해 SNMP Agent가 설치된 

서버는 클라이언트 PC에 가상 서버의 형태로 존재하며, 

각 PC에 5 씩 가상 서버를 설치하여 SNMP 요청을 하

여 메시지를 수신한다. 수신한 각 로그 데이터의 크기는 

300KB를 넘지 않는다. SNMP 요청 주기는 분당 10건 이

내로 하 으며 가상 서버 노드 당 20~40GB의 로그데이

터를 수집한다. 그림 6은 수집기를 통해 수집된 SNMP 

로그 데이터의 샘  데이터이다. SNMP 로그 데이터는 

그림 5와 같이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변수 

명과 MIB 변수 값의 으로 되어 있다[15].

(그림 5) SNMP 로그 샘  데이터

(Figure 5) SNMP log sample data

4.1.2 웹 응용 구  

웹 응용은 사용자에게 인덱싱  검색기능의 사용 편

의성과 데이터 가시화의 목 을 가진다. 기본 으로 솔

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흡수하고, 추가 으로 웹 인

덱싱  검색, 데이터 가시화 기능을 구 한다. 추가 인 

기능들은 JQuery기반 라이 러리로 구 하 으며 서버

사이드의 기능은 JAVA(JDK 1.7)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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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응용은 크게 인덱스 리, 인덱싱, 인덱스 검색, 인

덱스 통계, 데이터 가시화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6은 

인덱스 리 화면이며, 화면의 구성은 솔라의 기능으로 

구 되었다.

(그림 6) 인덱스 리 화면 

(Figure 6) Index Management Screen

인덱싱은 일   실시간 처리 모두를 지원하며 그림 

7과 같이 웹 인터페이스에서 인덱싱할 로그 데이터를 선

정하여 인덱싱 하고 인덱스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

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일 찾기를 

통해 인덱싱 할 SNMP 로그 일을 선택 후 시작 버튼을 

르면 진행바를 통해 인덱싱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인덱스 데이터를 검색하기 해서는 질의 상자에 질

의문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선택한다. 검색 랫폼은 

솔라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검색 서버와의 통신

은 솔라에서 담하여 사용자 질의결과를 반환한다. 웹 

응용에서는 반환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

용자가 보기 편하게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 다. 그림 7은 

웹 응용에서 인덱싱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검색하여 

결과를 얻은 화면이다.

(그림 7) 웹 응용에서의 인덱싱  검색 

(Figure 7) Indexing and Searching in Web App

데이터 가시화 기능은 인덱스 데이터의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다 쉽게 보기 한 기능으로 사용자 질의

를 통해 특정 장비, 특정 시간 의 장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8은 시간흐름에 따른 CPU 유율의 변화량

을 가시화한 그래 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 에 발생

한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덱스 통계 기능은 장비별 통계 데이터의 가시화로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 할 수 있다. 그림 9는 장비

별 트래픽 통계가 그래 로 가시화된 화면이다. 장비별 

트래픽 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통계치를 볼 인덱스를 선

택한 후 실행하면 해당 인덱스에 있는 체 트래픽 데이

터의 장비별 통계치를 가시화 하여 그래 로 표시한다. 

해당 통계 데이터는 서버로의 요청 시 인덱스 데이터 집

합에 있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 체 트래픽 정보의 통

계를 산출하고 해당 값을 장비별로 묶은 값을 기반으로 

한다. 트래픽 통계 데이터를 가시화함으로써 언제 어떤 

장비에 트래픽이 집 되고 있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8) CPU 유율의 변화

(Figure 8) Change of CPU occupancy

(그림 9) 트래픽 흐름 통계

(Figure 9) Statistics of Traff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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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  험

5.1 시스템 환경

시스템의 실험 환경은 두 의 IBM X3250M4 서버에 

CentOS 6.3을 설치하여 본 시스템을 탑재 운용하 고, 하

나의 L2 스 치와 두 의 클라이언트 PC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두 인덱싱/검색 서버는 주키퍼(ZooKeeper)를 

통해 분산 환경을 구축하 다.

5.2 인덱싱 성능분석 

인덱싱 성능 분석은 데이터를 지속 으로 인덱싱 하

고 검색하는 본 시스템의 특성상 가장 요한 평가 요소

라고 볼 수 있다. 인덱싱 성능 분석을 해 인덱스 빌더 

모듈을 분리하여 인덱스 작업의 시작 에서 시간을 측정

하고 인덱스 일이 생성되어 인덱스 작업이 끝난 시

에 시간차를 이용하여 인덱싱 속도를 측정하 다. 

 인덱싱 속도의 비교를 해 루씬과 솔라의 인덱스 

일 생성 시간과 본연구의 시스템인 KMU-IRS와의 인덱

스 일 생성시간을 비교하 다. 시험 데이터는 20G에서

부터 200G까지 20G씩 순차 으로 늘려가며 시험하 고, 

해당 실험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실험결과 200G데이터를 인덱싱 할 경우 루씬과 솔라

는 체 데이터를 인덱싱  장에 각 257분, 263분이 

걸린 반면 본 시스템은 60.2분이 소요되었다. 실험  데

이터를 사용하 지만, 루씬과 솔라의 기본 알고리즘보다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인덱싱 성능 비교

(Figure 1)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Indexing

5.3 검색 성능 분석

본 시스템의 검색기는 루씬 인덱스 일과 장 데이

터 일을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 결과를 반환한다. 검색 

성능 역시 인덱스 성능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질

의를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하는 시 부터 최종 결과를 

반환받는 시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다. 인덱스 일의 

검색은 루씬의 질의 문법을 따르며 성능 분석에 사용된 

질의는 표 1과 같다. 그림 11은 표 1에 기술된 질의 문을 

각 10번씩 수행한 결과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질의  

응답 속도가 가장 느린 결과는 353ms이다. 

(표 1) 검색에 사용된 질의

(Table 1) Query used for Searching

질의 구분 질의 내용

질의 1 date:20140710 AND cpu:[* TO 10]

질의 2 date:20140710  OR cpu:[* TO 10]

질의 3
date:20140710  OR date:20140712 AND 

cpu:[* TO 10]

질의 4 date:20140710  OR date:20140712

질의 5
date:20140710  AND mem:6380 OR 

mem:5512

질의 6
date:20140710  AND cpu:[* TO 10] OR 

cpu:[90 TO *]

질의 7
date:20140710  AND cpu:[* TO 10] OR 

cpu:[90 TO *] OR mem:[6000 TO *]

(그림 11) 검색 소요시간

(Figure 11) Time for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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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는 리

와 분석이 어려운 용량 데이터에 한 인덱싱  데이

터 가시화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데이터의 수집부터 인덱싱, 데이터 리, 데이

터 가시화를 한 시스템에서 통합 으로 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 큰 특징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으로 

구 함으로써 사용자의 근성을 향상 시켰다. 한 기

존 루씬 인덱싱이 가졌던 용량 데이터 인덱싱  장 

시의 성능 하를 보완할 수 있는 장 데이터 생성방식

의 개선으로 성능을 향상 시켰다.

이번 실험에서는 정형 인 SNMP 로그 데이터를 인덱

싱하고 검색하 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실험해 볼 것이다. 

한 재 가시화부분의 기능이 제한 이므로 이를 보완

하여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가시화 기능을 제공하

여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발 시

키고, 반 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연

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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