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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데이터레이크하우스



엔터프라이즈데이터분석환경의발전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 Powered by Delta Lake, Iceberg, and Hudi

데이터 레이크
(Apache Hadoop, 

Azure Storage / ADLS)데이터 웨어하우스데이터 웨어하우스



현재의데이터및분석요구사항 (1/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호환되지않는 플랫폼이 필요

데이터 + AI 성숙도

경
쟁

우
위

보고서정제된
데이터

Ad-Hoc

쿼리

데이터
탐색

예측적
모델링

규범적
분석

자동화된
의사결정

데이터 레이크

(ML/AI 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용)

데이터 성숙도 곡선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현재의데이터및분석요구사항 (2/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호환되지 않는 플랫폼이 필요→이슈 발생

비구조적파일: 

로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구조적테이블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

데이터서브셋 복사

분산되고 중복된

데이터 사일로

거버넌스 및 보안

테이블

거버넌스 및 보안

파일 및 블롭 (Blob)

보안 및 거버넌스

모델의 비호환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QL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및 ML

데이터

스트리밍

다양한 Use Case에

대한 불완전한 지원



현재의데이터및분석요구사항 (2/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호환되지 않는 플랫폼이 필요→이슈 발생

비구조적파일: 

로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구조적테이블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

데이터서브셋 복사

분산되고 중복된

데이터 사일로

거버넌스 및 보안

테이블

거버넌스 및 보안

파일 및 블롭 (Blob)

보안 및 거버넌스

모델의 비호환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QL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및 ML

데이터

스트리밍

다양한 Use Case에

대한 불완전한 지원

너무 많은 비용과 복잡성을 수반

데이터에 숨어있는 모든 가능성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통합적인데이터플랫폼의필수조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호환되지 않는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통합적인 데이터플랫폼

분산되고 중복된

데이터 사일로

다양한 Use Case에

대한 불완전한 지원

보안 및 거버넌스

모델의 비호환성

통합적인데이터플랫폼의필수조건

머신 러닝, SQL, BI, 

및 스트리밍 등 다양한 Use Case를 지원

모든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신뢰성 높고 개방적인 데이터 플랫폼

하나의 보안/거버넌스 모델로

전체 클라우드 상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



레이크하우스플랫폼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ML

데이터

스트리밍

모든 구조적, 비구조적 데이터

클라우드데이터 레이크

Unity Catalog

세분화된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

Delta Lake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Azure Databricks 레이크하우스플랫폼의특징 (1/2)

단순성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AI Use Case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개방성
오픈 소스 및 개방적 표준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Azure Databricks 레이크하우스플랫폼의특징 (2/2)

Structure / 

Unstructured

Big / 

Small

Fast / 

Slow

Raw Data

Curated Data

SQL 분석
/ Business Intelligence

데이터사이언스
및 ML

데이터 엔지니어링
/ 스트리밍



데이터레이크하우스 - Modern Analytics on Azure (1/2)

, 엔터프라이즈 BI / 

UI 기반
데이터 파이프라인

Ad-hoc 리포팅
/ 대시보드

Curated Data
Delta Lake 

(델타 레이크)

Delta Lake 
(델타 레이크)

Security | Governance | Compliance

데이터 엔지니어링 /

실시간 스트림 프로세싱
데이터 사이언스

/ ML
SQL 기반 분석

레이크
하우스

Raw Data

준정형 데이터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레이크하우스 - Modern Analytics on Azure (2/2)

(가) 

실시간 분석Stream Analytics

Azure ML /

Cognitive Service

파워 BI

(나)

대용량 DB 분석

(다) 

데이터 전처리

& 빅데이터 분석

(라) 

ML  DL  AI

Synapse 

Analytics

HDInsight

(Hadoop & Spark)

① 데이터 수집 ③ 고급 데이터 분석

실행인 텔 리 전 스데이터

Data 

Factory 

센서

디바이스

앱

다양한 원천

데이터 소스

Event Hub

IoT Hub
Stream
데이터

배치성
데이터

변환/적재

사람

자동회된

시스템

앱

정형, 준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 통합 저장

②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
(Data Lake)

Azure 

Databricks
Data Lake 

Storage



데이터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설계
(Azure Databricks 중심)



데이터레이크하우스아키텍처의핵심원칙

1. 정형, 준정형, 비정형 등 모든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는

데이터 레이크

2. 모든 주요 데이터 레이크 Use Case를 지원하는 컴퓨팅 서비스

3. 추가적인고객활용사례의원활한지원을위한다른

툴또는서비스와의간편한통합

(Azure 서비스와의통합)



데이터레이크하우스 Use Case – (1) Curated 데이터레이크

 Curated 데이터 레이크 (ETL / 스트림 프로세싱)

운영계
랜딩존

(Landing

Zone)

소스 파일

스트리밍 이벤트

Curated Data

필터링/정제 데이터, 
추가 가공된 데이터

Silver

원본 수집 /
History 데이터

Bronze

비즈니스 레벨
데이터

Gold

델타 엔진 (DELTA ENGINE)

Delta Ingestion

(수집)

최적화된
Spark

데이터수집 (Azure)

ETL / 스트리밍 최적화된 Spark
Python, SQL, 

Scala, R

Job 스케줄러 클러스터

ADF Copy

COPY INTO

Auto Loader DLTDLT

* DLT : Delta Live Tables



데이터레이크하우스 Use Case – (2) SQL 기반분석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의 SQL 기반 분석

Curated Data

필터링/정제데이터,
추가 가공된 데이터

Silver

원본 수집 /
History 데이터

Bronze

비즈니스 레벨
데이터

Gold

SQL 분석

델타 엔진 (DELTA ENGINE)

SQL 에디터
BI/SQL 클라이언트연결, 

ODBC/JDBC 드라이버

쿼리카탈로그

대시보드 및알람

통합보안및쿼리 History

Faster Compute (Photon)

SQL, BI, 리포팅레이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마트를 지원하는 Synapse

준실시간 분석 및 리포팅을

지원하는 Azure Data Explorer

엔터프라이즈 BI와 대시보드를

지원하는 Power BI



데이터레이크하우스 Use Case – (3) 데이터사이언스 / ML

 데이터 사이언스 / 머신 러닝 (ML)

Curated Data

필터링/정제데이터, 
추가 가공된 데이터

Silver

원본 수집 /
History 데이터

Bronze

비즈니스 레벨
데이터

Gold

데이터 준비

델타엔진
(DELTA ENGINE)

Spark, Koalas, 

Pandas, R

데이터사이언스 / ML 

Serving 레이어

데이터 탐색, 모델 개발 및 트레이닝

Parameter, Metrics, Model, Artifact Tracking 

싱글또는 멀티

노드 Compute

사전설치된최적

라이브러리

HyperOpt 

/AutoML

모델 Serving

Model Repo 

배치

스트림

REST API

• Azure Machine Learning (AML)

• Azure Kubernetes Service / 

REST API Serving

• Azure Container Registry



Azure Databricks 중심의최신분석 Reference 아키텍처

Azure Databricks를사용한최신분석 아키텍처 - Azure Architecture Center | Microsoft Learn

https://learn.microsoft.com/ko-kr/azure/architecture/solution-ideas/articles/azure-databricks-modern-analytics-architecture


Azure Databricks의
지원 Use Case 및특장점



Use Case #1 –데이터엔지니어링

 Databricks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데이터 Orchestration

 Delta Live Tables (DLT)를

활용한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Delta Lake를 활용하여

간단하지만 통합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 관리



Use Case #2 – SQL 기반분석

 Delta Lake와 BI 및 SQL 업무

활용 시 성능 및 동시성 확보

 분석가를 위한 네이티브 SQL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가장 최신 Delta Lake 데이터를

바로 쿼리할 수 있는 BI 툴과의

연결 가능



Use Case #3 – ML 및데이터사이언스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모델 등록, 재생산성, 제품화

 Delta Lake를 활용하여 재생산성 최적화

 Citizen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자동화된 ML 기능 제공

 Azure ML SDK를 활용하여 Azure ML과

연동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협업 가능한 노트북, interactive한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 제공

 파이썬, 자바, R, 스칼라 네이티브 지원

 Delta Lake 데이터 네이티브 지원



레이크하우스거버넌스 - Unity Catalog

모든 데이터 Asset 관리 및 통제

 웨어하우스, 테이블, 컬럼

 데이터 레이크, 파일

 머신 러닝 모델

 대시보드 및 노트북

사용 가능 기능

 Data lineage

 보안 정책

 Auditing 

 데이터 공유



Why Azure + Databricks?

 전사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Azure내 최적의 분석 플랫
폼으로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지원 및 통합 빌링 등 지원

Azure 기술 지원 / 통합 빌링

① Azure내통합 기술 지원

• Azure내 기술 지원 요청을 통해 Azure 서비스와

동일한 기술 지원 제공

• Azure와 Databricks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장애 대응 및 이슈 해결을 위해 협업

② 통합 빌링

• Azure Billing 내 Databricks가 포함되어 간편한

과금 계산 및 정산

1st Party 제품, 

Security / Governance / Cost

• MSFT Product Engineering Group과 Databricks의

공동 개발과 기술 지원 등의 강력한 파트너십

• 클라우드 보안 기준 준수

✓ 안전한 관리형 네트워크 환경 지원 / 통합 거버넌스

• 다수의 비용절감 활용사례

✓ 미국 통신사: 노드 수 40% 절감

✓ 북미권 은행: 전체 비용 73% 절감, TCO 7배 /

운영인력 6배 절감



EDW 마이그레이션



EDW Modernization 방안

옵션 1: 
여전히 Lift & Shift 

방식으로 또 다른 EDW로

전환할 것인가?

옵션 2:
개방형 레이크하우스로

아키텍처를 Modernize

할 것인가?



또다른 EDW 전환(옵션 1) 시아키텍처측면의문제점

BI 리포트, 대시보드 & SQL ELT/ETL

데이터 레이크

스트리밍에대한

제한적인 지원

비정형데이터에대한

일부또는제한적인 지원

(오디오/이미지/비디오)

정형

스트리밍
데이터

비정형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Lock-in / 

독점적인포맷

최대비용 12배증가
(분석워크로드)

Egress 

비용
(옵션)

빅데이터, 스트리밍 / 

ML 미지원

복잡하고다양한데이터소스
(No Single source of Truth)

ML과 AI를위한별도의시스템 /

샘플링데이터로인한복잡하고부정확한모델 정확도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 Training

모델 Scoring 모델 개발

ML / AI



Azure Databricks 기반데이터레이크하우스의장점
(1) Why Databricks for ETL? :  데이터처리를위한최고성능의엔진

● 델타엔진(Delta Engine)

○ 신뢰성 (Reliability)

○ 성능 (Performance)

○ 간편성 (Simplicity)

○ ACID 지원

○ Delta Live Tables를 통한 Data Quality

● 경쟁사 대비 5-10x의 빠른 성능

● ANSI SQL의 Full Support 

● Azure Data Factory, Informatica 등의

low-code/no-code ETL 도구와의 통합

Databricks - Blog post on our World record

https://databricks.com/blog/2016/11/14/setting-new-world-record-apache-spark.html


Azure Databricks 기반데이터레이크하우스의장점
(2) Why Databricks for EDW & BI? 

Learn more at https://dbricks.co/benchmark

https://dbricks.co/benchmark


Databricks Migration 방법론

Phase 1 

Discovery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Discovery 및

협의

Phase 2

Assessment

평가, 설계, 

지원 툴, 

사이징, 파트너

Phase 3

Strategy

기술 매핑, 

마이그레이션

워크샵, 

마이그레이션

계획

Databricks Migration Team with/without Partner

Phase 4

Production 

Pilot

운영 사례의

레퍼런스 구현, 

전체

마이그레이션

구현 계획

Phase 5

Execution

마이그레이션

실행 및 지원

Databricks PS Driven

Partner Driven



Databricks Migration 방법론: 파트너사 Tool 지원
활용사례 : Bladebridge

Discovery Assessment Strategy Production Pilot Execution

Hadoop/EDW 프로파일러

Bladebridge Code Analyzer

Bladebridge Code Converter

Discovery 자동화를 위하여

프로파일러활용

1. 기존 플랫폼 워크로드에대한

인사이트 확보

2. Databricks Platform 사용

비용 예측

Bladebridge Code Analyzer for 

1.코드 복잡도 평가

2. Bladebridge Software 라이선스비용

3.마이그레이션프로젝트 비용 예측

Bladebridge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취득및사용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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