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Flamingo
많은 고객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 데이터 

적재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확보를 어려워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Hadoop EcoSystem)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 해결, 데이터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

니다. 빅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분석까지 통합하여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

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플라밍고

제품소개

특장점

Flamingo(플라밍고)는 빅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플랫폼 모니터링, 보유 데이터의 브라우징, 데이터 정제/처리를 위한 워크플로우로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adoop 성능 관리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패턴 제공

서비스 상태 체크, 

안정적인 운영 지원

Drag & Drop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지원

장애 발생 시 실행 로그를 

빠르게 확인하여 문제 해결

수많은 디렉터리와 파일을

동시에 관리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비정상 동작 시 경보 메일 발송

단계별 쿼리 관리,  

조회된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시각화 기능 제공

하나의 클러스터 공유를 통한

 분석 작업 별 Core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Eco System 관리

워크플로우 기능

분석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대량 파일 및
디렉터리 브라우징

알람/메일 연계

Zeppelin Notebook

CPU Core별 사용량
모니터링



Dashboard View를 통해 Hadoop Cluster의 핵심 지표

(Resource Manager, Namecode, HDFS, Hive, YARN, Node 

Manager 등)를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0초 주기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수집(Polling이 아닌 Pushing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확성 확보 및 누락 데이터 방지)

 · Namenode 메모리, Datanode/HDFS 상태

 · Hive Server 상태

 · Resource Manager / Node Manager 상태

 · YARN Container / YARN Application 상태

 · Workflow 실행 결과 및 상태

 · Eco System Service 상태

 · HDFS 상의 모든 이벤트 수집 후 통계 생성

 · 시간대별 발생 이벤트 추이 그래프

 · 드래그 앤 드롭 지원

 · 분석 워크플로우를 UI 기반으로 빠르게 드로잉 및 실행

 · 다양한 모듈(hive, Java, Shell, Python, Spark)을 활용, 빠르게 Job 
     Flow를 설계 구성하여 예약/즉시 실행

 · HDFS의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 하나의 디렉터리에 수십만 개의 파일이 있더라도 UI 문제없이 페이징

 · 디렉터리 및 파일의 권한 관리

 · 파일 내용 보기 및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문자열 기반 디렉터리 경로 입력 시 해당 디렉터리로 이동

 · 디렉터리 별 사용량 표시 맵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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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 Browser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는 GUI 기반으로 손쉬운 드래그 앤  

드롭 작업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테스트까지 진행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DFS 브라우저는 HDFS 상의 디렉터리 및 파일을 관리

하는 Flamingo의 핵심 기능입니다. GUI 환경 상에서 

손쉽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수십만 개의 파일도 거뜬히 표시합니다.

HDFS Filesystem Audit

Flamingo는 Namenode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하여 HDFS 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모니터링

합니다.

스펙

아키텍처

주요기능

파일시스템 감사(Audit)

지원 웹 브라우저

- 브라우저 : IE 11, Edge, Chrome, Firefox, Safari

- 해상도 : 1920 x 1080 (권장) / 1440 x 900 (최소)

서버

- OS : Linux (CentOS, Ubuntu)

- Hadoop : Apache Hadoop 2.0, 3.0 지원

- DB : PostgreSQL 9.4 이상

- CPU : 4Core (권장)

- RAM : 8GB 이상 (Hadoop Node에 따라 변경)

- DISK : Hadoop Node에 따라 변경

- JAVA : 1.8 버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