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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특허 및 인증

개
요

주
요
연
혁

• 회사명 : 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 창립일 : 2001년 9월 19일

• 자본금 : 20억원

• 매출액 : 183억원 (2018년 기준)

• 대표이사 : 이영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 대표전화 : 02-3473-9077

• 홈페이지 : http://www.datastreams.co.kr

• 2001  ‘이노베이티브 데이터 솔루션스’ 창립

• 2002 TeraStream™ V1.0 출시

• 2005   MetaStream™ V1.0 출시

• 2007 TeraStream 국내시장 1위 점유

• 2008 ‘(주)데이터스트림즈’ 사명 변경

• 2012 판교 테크노밸리 R&D 센터 개소

• 2013    TeraONE ™ 범정부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선정

• 2014 KONEX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상장

• 2016 TeraStream™ V4.4 GS 인증

• 2017    TTA 소프트웨어 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데이터가상화 TeraONE Super Query ™ 출시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통합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로써, 선도적이며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분야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증 획득 현황

주요 특허

1

2

3

빅 데이터의 실시간 저장 및 검색 시스템
(특허 제 10-1966201호, 2019. 4. 1 등록)

실시간 데이터 복제 시스템

(특허 제 10-1904786호, 2018. 9. 28 등록)

SparkSQL 기반 데이터 페더레이션

(10-2018-0012185호, 2018. 1. 31 출원)

데이터스트림즈 소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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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로드맵 사업 전략

•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관련 기술의 선행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술의 발전방향에 맞춰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

기 확보된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혁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미래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패브릭

2001

2002

2008

2013

2019 ~

Sort기술 사용,
대용량 데이터
배치작업의
병목현상 해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대용량 데이터
추출 및 처리를
위한 ETL제품인
TeraStream™
출시

병렬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가공 및 변환기술
개발

대용량 배치처리
및 데이터 통합
전문기업으로 진
화

실시간 및
준실시간 데이터
통합기술 개발

데이터 통합 및
품질관리기술의
완벽한 융합
(m-DOSA)
metaData
Oriented 
System 
Architecture

Hadoop 내장
데이터 통합
도메인 구축
(파일+DBMS+
하둡 단일 생태계)

빅데이터 검색 및
분석을 위한
분산 메모리 및
파일처리 기술 확보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 출시

빅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완성
(데이터거버넌스
+ 데이터 레이크
+ 데이터 가상화)

•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

데이터스트림즈 소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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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역량

데이터 레이크 사업이후에 데이터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의 파이프라인에 데이터

거버넌스의 접목이 필수불가결해졌습니다. 당사는 이 분야의 솔루션, 컨설팅, 수행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솔
루
션

역
량

솔
루
션

맵

유
관

조
직

01Business�Consulting�본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

데이터 전략 컨설팅

마켓 센싱 및 요건 수렴

Product�Service�본부

제품기획총괄

시장조사 및 제품컨설팅

품질보증 / 신기술 지원

유지보수

기술연구소

선행기술 연구

제품 개발

연구과제 수행

기술 지원

Technical�Service�본부

당사 제품기반
프로젝트 수행

• 시장 중심의 제품 개발과 제품 중심의 컨설팅 및 수행이 가능한 주요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경쟁력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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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가트너가 2019년 2월 발표한 10대 데이터 ·분석 기술 트렌드 중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증강분석, 증강데이터관리, 지속적 지능화, 설명가능한 AI, 그래프, 데이터 패브릭, NLP 및 대화형 분석, 상용 AI와 머신러닝, 블록체인, 퍼시스턴트 메모리 서버)

증강분석 & 대화형 분석
• ML과 AI를 통해 분석 컨텐츠가 개발, 소비, 공유되

는 방식인 증강분석이 차세대 혁신의 물결
• 2020년까지 분석 쿼리의 50%가 검색, 자연어처리,
음성을 통해 생성될 것임

빅데이터 패브릭
• 분산 데이터 환경에서 마찰없는 엑세

스와 데이터 공유 가능
• 사일로화 된 저장소를 탈피해 일간된
단일 데이터 관리 프레임웍 구축

증강 데이터 관리
• ML과 AI를 활용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카테고리 생성
•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관리, 마스터데이터 관리, 데이터

통합 등이 포함됨
• 2022년 말에 이르면 데이터 관리 수작업이 45%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전망

그래프 모델링 & 분석
• 조직, 사람, 거래 등 이해 주체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분석기법
•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
델링 및 탐색 가능

• 현재까지는 전문 기술 필요해서 제한적이나
향후 몇 년 내 성장 예상

블록체인
• 기술의 주류로 자리잡기까지는 수년 소요 예상
•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 소스이며, 기존 데

이터 관리 기술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임
• 블록체인의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와의 기존 방

식과의 통합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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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증강분석

AUGMENTED
ANALYTICS

The Future Belongs to “AUGMENTED ANALYTICS”Trend 1 

Visual –
based 
Platforms

Coding-
based
Platforms

1990s 2000s 2015

TODAY 2~5 YEARS

Monthly
Daily /
Hourly

Real-
Time

IT- led 

Descriptive A
nalytics

Business - led 

Descriptive/Diagnostic 
Analytics

Automated by 

M/L & AI
Predictive/ Prescriptive

Analytics

데이터 전처리 일련의 프로세스를 사람의 판단이 아닌 기계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하여,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숨겨진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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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증강분석

Big
Data

Descriptive

Diagnostic

Predictive

Prescriptive & Pre-emtive

What Happened ?

Why did it happen ?

What will happen ?

What should I do ?

Big Data meets 
Big Judgement

(서술적 분석 – 기술통계)

(진단적 분석 - 기술통계)

(예측적 분석 – M/L, D/L)

(처방적/능동적 분석 – M/L, D/L)

의사결정
지원

Human  Input

Human
Input

Human  Input

Human  Input

Decision Action
Biz

Value

Decision Quality & Velocity

의사결정 자동화

빅데이터는 증강분석과 결합하여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서 더 나아가 예측을

통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가치창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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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증강기술 기반의 데이터거버넌스

인공지능을 접목한 증강 데이터 관리 기술은 데이터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기존 IT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였던 메타데이터는 단순한 감사 및 데이터 흐름관리 기능에서 데이터 분석의 동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Free Up your Data Science Team
With “Augmented Data Management”Trend 2 

[Hype Cycle for Data Management, 2019]
Machine Learning-Enabled Data Quality
Data Fabric
Data Classification

Augmented Data Management
Graph DBMSs
Block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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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빅데이터 패브릭

2018년 포레스터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이기종 데이터를 가상화 레이어에서 통합/분석하는 빅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발표했으며, 2019년 가트너의 10대 데이터 기술 동향에 데이터 패브릭이 소개되었습니다.

Free Up your Data Science Team
With “Augmented Data Management”Tre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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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빅데이터 패브릭

빅데이터 패브릭은 기존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하둡 에코시스템 중심의 데이터레이크의 아키텍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분석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

볼륨 테라바이트 규모 페타바이트 이상

스키마 Schema on Write Schema on Read

데이터 유형 내부 및 정형데이터 외부 및 비정형데이터

적재 처리 배치, 준실시간 배치, 준실시간, 스트리밍

거버넌스 성숙단계 초기단계

조인 복잡한 조인, 다중테이블 조인 단순 조인, 풀테이블 스캔

유스케이스 리포트, 대쉬보드, OLAP 분석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샌드박스,

ETL 오프로드,

DW 스테이징 및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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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데이터 페더레이션 & 가상화

물리적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 데이터레이크 데이터 페더레이션 데이터 가상화

논리적 통합 추상화 레이어

ETL / CDC Federation Virtualization

Cache Memory
MetaData

ETL / CDC 또는 오픈소스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

여러 데이터소스로부터 필요한
추출작업(SQL)을 실행하기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사전 정의 및
구축 필요

데이터 형태 (물리적 레벨), 구조 (논리적 레
벨)에 상관없이 데이터 추상화 레이어를 형
성하여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OneQuery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저장소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물리적 요소를 추상화

하여 단일 액세스 채널을 통해 조회하고 메모리 상에서 통합하는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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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동향 –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가공/융합/분석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유통할 수 있는 상품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빅데이터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

글로벌 데이터 산업

및 인재육성

데이터
상품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거래/교환

데이터
가치 평가

DATA 
SHOWROOM

(Search & Discovery)

Plan Source Make Deliver Return Enable

공공

민간

스타트업

플랫폼 관리

데이터

공급자

학계

• 상품등록
• 추출조건관리
• 변경관리
• 업로드
• 데이터 융합 서비스

재판매

• 빅데이터 분석환경
• 분석수행 인프라
• 툴&패키지

• 가격
• 중개서비스
• 상품납품
• 빌링
• 판매/구매
• 수명주기 관리

• 품질평가
• 수요/활용도 측정
• 사용자 리뷰
• 가격조정/합의

• 위변조 방지
• 데이터 정합성

•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완

데이터

수요자

• 세계최초로 민관 합작형태의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통해공공데이터의 가공및 판매, 
민간데이터 거래 등공공주도

• 개인정보활용이 비교적용이한환경하에서
세계최대규모의 데이터 브로커시장
(약 1,500억불) 등 민간 기업 위주로
데이터 거래활발

• 정부주도 대규모데이터 사업 시행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 빅데이터
일자리 창출
• 각종규제완화 검토중

한국

미국

중국

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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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고민 – 빅데이터 활용관점의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가 부족하다

있는 데이터도
사용할수없다

(데이터 품질 부족)

데이터를안주는경우받을
방법이없다

데이터접근/수집을위해많은시간
과리소스가소요된다

데이터를잘주지않는다

같은데이터도포맷이서로
다르다. 시전체에대한일관된

데이터수집이어렵다

DB에저장되어있지만담당자도모
르는데이터들이있다

어떤데이터들이있는지모른다. 각
부서에서가지고있는모든데이터
가무엇인지알수있는방법이없다

기준이되는데이터의책임이�
산하기관에있으나강제성이

없어서관리가 안된다

데이터공개에대한
가이드라인이해석의차이가

있을수있다

시스템별로서로다른데이터
표준이적용되었다

데이터의보관주기가
데이터의중요도가아닌
저장공간의유무에따라

판단된다

데이터가시계열적연속성이없다

데이터에대한설명이
부족하여, 데이터검색후, 
다운로드를해야필요한

데이터인지확인이가능하다

한정된저장공간

데이터 표준화의 부재

메타데이터의 관리미흡

데이터의오너쉽이
분산되어있다

빅데이터 도입이 확대되면서 분석가들이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마저도 각 부문에서 별도 관리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총괄 오너십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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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고민 – 개인정보 보호관점의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데이터 속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관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2020년CCPA
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정보
보호법

호주
현재데이터프라이버시규칙
패치워크
2017년데이터유츌신고법시행싱가포르

Personal Data Protection

유럽
2016년GDPR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년개인정보보호법

브라질
2018년데이터개인정보보호규정개정

미국, 뉴욕
현재, 금융기관에대한사이버보안
규정

인도
2019년데이터보호법안
시행예정

• 2018년 3월, Cambridge Analytica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8천7백만명의 데이터 오남용 사건 발생으로 페이스북 데이터 관리 이슈 부각

• 2018년 8월 ~ 9월, Magecart라는 해커그룹이 Newegg 플랫폼에서 5천만명 사용자의 지불 데이터를 해킹

• 2018년 12월, Quora 사용자 1억명의 성명,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제 3업체에 유출

[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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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고민 –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 연계 분석

하둡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고객사들은 최근 기존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분산 파일시스템의 강점을 살린 최적화 방안을 요구합니다.

➡ RDB, Hadoop에 상관없이 하나의 Query로 데이터를 조회/분석하는 기능 요구

정
형

반
정
형

비
정
형

1. ETL

5. Explore Data

“capture only what’s needed”

4. ELT

2. Query Data

6. Parse, Aggregate

8. Federation/
Virtualization

“capture in case
it’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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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고민 –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용이한 사용

데이터의 분류, 관리,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기반으로 데이터맵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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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 기업의 고민 – 분석결과에 대한 데이터 흐름 추적

분석한 결과의 데이터의 출처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오류 발생 시,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관리 주요 기능

테이블 흐름데이터 맵 컬럼 매핑 & 흐름

ETL JOB & MappingETL JOB & 테이블 흐름 연관레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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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데이터 레이크에서 빅데이터 패브릭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패브릭

• 고가의 Unix 서버 + RDBMS

• 내부 정형 데이터 중심

• Schema on Write 

• 테라바이트 규모

• 리포트, 대쉬보드, OLAP 분석

• 저가의 Linux 서버 + Hadoop/NoSQL

• 내외부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

• Schema on Read

• 페타바이트 규모 이상

• 머신러닝, 딥러닝, 시각화

•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데이터레이크 포괄

• 빅데이터 패브릭 구성요소

-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 웨어하우스/데이터 레이크
- 데이터 가상화

• 정형 데이터 중심의 고비용 아키텍처가

오픈소스 벤더들의 마케팅 타겟이 됨

• 센서/텍스트/이미지 등 빅데이터 요건

수용 어려움

참조

아키텍처

주요

특징

제약

사항

• 데이터원본을 HDFS에 저장 후 처리하여

RDB 데이터 처리가 복잡함

• 수집된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와 영구

보관에 따른 낭비 사이 균형점 도출 필요

• 이기종 데이터를 하나의 물리적

저장소에 모두 통합하지 않고 가상 통합

• 빅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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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빅데이터 패브릭 TeraONE FabricTM

당사 빅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TeraONE FabricTM은 빅데이터 플랫폼 TeraONETM,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IRUDATM,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 TeraONE Super QueryT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사 ETL은파일 분산병렬
처리기술 원천을 기반으로
하둡으로손쉬운확장 가능

TeraONE은기존 RDBMS
및하둡동시 지원 가능

빅데이터메타기능제공및

전사메타와용이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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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40여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술지원 경험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중심으로 자사 제품과

패킹하여 최적화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패브릭 3대 구성요소
① 빅데이터 플랫폼 TeraONETM

TeraONE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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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과 활용관점에서 데이터를 자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패브릭 3대 구성요소
② 데이터 거버넌스 IRU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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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2019년 9월 출시한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은 자체 제품과 Apache Spark을 패킹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TPC-H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상용DBMS나 기존 Hadoop보다 4배~11배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패브릭 3대 구성요소
③ 데이터 가상화 TeraONE Super Query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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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빅데이터 패브릭 3대 구성요소
③ 데이터 가상화 TeraONE Super QueryTM

™ 

Federation 
메타정보

Result

Request

SQL 명령

SELECT a.emp_no, 
a.first_name, b.gender
FROM oracle_employees
a LEFT OUTER JOIN
mysql_employees b 
WHERE 
a.emp_no=b.emp_no

접근경로
참조

카탈로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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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아키텍처 제안 (1안)

원천 소스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여 하둡 기반의 ODS에 적재 후, RDBMS로 데이터 마트를 구축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장비용이 저렴합니다.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구성하여 ODS/DW, DM 등과 연계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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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아키텍처 제안 (2안)

원천 소스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여 하둡 기반의 ODS에 적재 후, 데이터 마트를 Hive / Hbase로 구축 할

경우 가장 저장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다양한 분석결과를 위한 BI/OLAP Tool이나 시각화 솔루션과의 연동 시 처리

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데이터 가상화 영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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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상품을 거래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TeraONE

§ 주문/계약지원
(이용약관 등)

§ 결제관리

Big Data platform 데이터 거래소

센터

인터페이스
테이블

메타표준화

품질표준화

데이터 등록

데이터 승인
§ 상품 관리(이루다 연계)
§ 상품 등록
§ 판매자 등록
§ 사용 권한 등록

데이터 검색

계약/구매

§ 상품검색(비즈메타 연계) 
§ 연관 데이터 맵 (ELK)
§ 연관 메타데이터 맵 (ELK)

유통 이력관리

§ 파일다운로드
§ API연동

§ 블록체인

상품 요청

§ 신규 상품 요청
§ 가공 상품 요청
§ 분석 상품 요청

IRUDA

판매자(CP)

구매자

관리자(MCP)

원시 데이터 저장
- DB형태
- File형태
- 비정형 등

QualityStream

MetaStream

가공/분석 데이터
* 내부분석환경

Tera
Stream

ESB

센터별
생성 데이터

상품
데이터
등록

상품메타
등록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데이터거버넌스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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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및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의 원본 훼손 방지, 소유자 인증, 거래이력 추적 및 실 거래를 위한 정산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제고합니다.

BigData Marketplace

상품 원스탑 서비스 스마트 매칭

데이터 상품 회원관리
검색(Elasticsearch)

거래
서비스 상품

참여센터

거래 메타데이터

데이터 생애정보

상품성 평가

가격 참조 정보

거래 이력 정보

수요자

공급자Blockchain
§ 분산원장
§ 거래 이력 관리

§ 주문
§ 계약

데이터 API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솔루션

§ 상품정보
§ 상품성 평가 정보
§ 가격 참조 정보
§ 거래 이력 정보

민간 포탈 검색
§ 수요자/공급자추천매칭

§ 상품가격범위제공

§ 샘플데이터제공

§ 데이터융합/가공상품매칭

산림데이터

가공/융합
데이터

데이터분석업체
연구기관/학교
스타트업 등

타플랫폼 센터

3rd party

커머스 통신

공공 교통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 – IRUDA for Bigdata Marketplac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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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SQL 기반의 ‘빅 데이터의 실시간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으로 ‘17년 11월 특허 출원하여 ‘19년 4월 등록

☛ IoT 솔루션 TeraStream for BASS 기반 기술

(도로공사/철도공사에서 품질 입증)

SparkSQL기반의
데이터 페더레이션 저장 장치
(2018년 1월 31일 출원)

특허 논문

• SparkSQL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결과가 ‘SparkSQL기반의
데이터 페더레이션 저장장치’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짐

☛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 TeraONE Super Query 기반 기술

’18년 1월 특허 출원 후 시제품 개발, ‘19년 9월 출시함

☛ 핵심 아이디어 : 자사솔루션 (메타관리 MetaStream과
고속 데이터 추출 FACT) + 오픈소스 (고성능 분산 컴퓨터
프레임웍 Apache Spark)

☛ 주요 이슈 해결
- MetaStream을 통한 가상화 레이어와 물리테이블 매핑
- Fact를 통한 Local/HDFS 등 다양한 원천 수집 가능
- Apache Spark의 고성능 기술과 결합하여 단일 쿼리

완성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도메인 자동 추천 시스템에 관
한 연구 (2019년 10월 게재)

•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도메인 자동판별 기법이 아닌,
도메인 자동 추천 시스템의 모델을 딥러닝과 빅데이터
관점에서 제시함

☛ 순환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등 딥러닝으로 학습 시킨 후

순위시스템 적용으로 확률이 높은 Top 5 자동 추천

☛ MetaStream 차기 버전에 반영하여 도메인 관리 공수

절감 및 데이터 품질 향상 개선 기대

• MDMM(Multi Database Meta-Information 
Management) 연구중이며, 11월 15일 논문 투고 목표

☛ 딥러닝을 활용한 다중의 표준어 사전 관리 알고리즘 연구

(2019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2호, 우수논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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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스트림즈 기술연구소의 기술 혁신 노력은 특허와 인증 그리고 우수 논문 선정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성숙도 모형과 종합이행절차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년 10월 게재 확정, 10월13일 심사 완료)

개인정보
보안관리

참조
사례

메타데이터관리 (MetaSTream)

영향도 분석 (ImpactStream)
데이터 변환관리

(TeraTDS)

데이터 품질관리 (QualityStream)

흐름관리 (Q-Track)

• 개인정보 보관 위치(DBMS, Table)
• 관련 응용 Application 목록
• 암호화, 비식별화 대상, 방식설정
• 데이터 조합(민감정보 결합도 분석)

• 비식별화(익명화, 가명화, 암호화)
-홍길동è길영박
- 1964. 05. 08 è 50대
- 서울시송파구 석촌동… è 서울시

• 비식별화 조치여부감사
(상시, 주기적 검증 프로세스)

• 생성~변경~가공~활용 과정추적
(데이터 이동,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S금융투자 개인정보, 민감정보등암호화 대상등급지정및암호화 처리 결과 상시 검증

K생명 1,2 등급암호화 대상관리, 개인정보중직접/간접식별자 지정및흐름모니터링

K은행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객데이터 생성/변경/가공 및비식별화,사용/이동흐름추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