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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ake 환경에서 Amazon Redshift 를
이용한대량데이터활용
- 스마트팩토리웨어하우스구축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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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remise 웨어하우스의한계

다양한 소스 데이터 수집의 한계

정형 데이터 위주의 수집 데이터

Parquet, ORC 등의 오픈 포맷 데이터 수집 및 변환 리소스

물리 서버 증설 제약

대량 데이터 처리 시 리소스 부족 발생

추가 리소스 확보를 위한 빠른 증설 불가

데이터 저장소 크기 제한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의 저장 제약

모든 원본 데이터를 보관하지 못하고 선별 저장 혹은 변환 처리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



클라우드기반의웨어하우스

단일 대용량 저장소 기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시점에 사용

단일 소스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데이터 활용의 제약을 줄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든 빠르게 분석

유연성과 확장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

데이터 저장소 사이즈의 제약없이 모든 데이터 저장 가능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



왜 Redshift 인가?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

다양한 포맷의 소스 데이터 지원

오픈 포맷 데이터 소스 지원

정형,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

탄력적인 클러스터 사이즈 확장 및 축소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서버 사이즈 조정 가능

수 분 내에 완료되는 탄력적인 클러스터 크기 조정

일시정지/재 시작 기능을 활용한 비용 최적화 운영

S3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시점에 사용

99.99%의 가용성과 내구성 보장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 따른 여러 계층의 저장소 제공: 비용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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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ift에대한오해: 비싸다

데이터 저장소 부족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를 확장해야 한다

S3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성능과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다

적합한 ETL 솔루션이 없다

SQL 기반의 전통적인 ETL인 경우에는?

Glue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세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클러스터 확장에 대한 고민

클러스터 확장은 비싸다

사이즈 변경 시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

한번 사이즈를 확정하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다



데이터통합: S3 기반의데이터레이크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저장

Amazon S3 데이터 저장소 사용

99.99% 내구성과 영속성 보장

낮은 비용으로 대량 데이터 적재

데이터 활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계층 스토리지 제공

Hot/Warm/Cold 데이터 분류 및 적재

저렴한 저장 비용과 사용한 만큼의 액세스 비용

AWS 서비스와 연계 및 확장 가능

Redshift Spectrum을 통한 쉽고 빠른 데이터 사용

S3 데이터를 동일한 SQL 문으로 사용

Athena, EMR, SageMaker 등으로 용도에 따라 확장

Spectrum



ETL: AWS Glue & Step Function

Glue ETL Job

EMR Spark Job: 고성능 EMR Spark 기반의 ETL 작업

Python Shell Job: 사용자 쿼리 중심의 ETL 작업에 활용

Step Functions

JSON 형식의 서버리스 워크플로우 서비스

AWS의 여러 서비스와 통합되어 API 작업 호출 및 실행을 조정

워크플로우 내 작업 간 단계 별 트리거 및 상세 제어 처리

Orchestrate ETL Job

Redshift SQL 기반 ETL 파이프라인 생성 가능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및 컴퓨팅 엔진 구성 요소를 독립 실행 형 서비스로 분리

각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개발, 최적화 및 재사용 가능



빠른확장및대량데이터처리

Redshift Spectrum Fleet 활용

여러 대의 EC2 노드로 구성된 별도의 Spectrum Fleet이 S3 데이터 병렬 처리

조건자 필터링 및 집계와 같은 계산 집약적 작업을 Push down 처리

처리 대상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어 최대 수천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

Concurrency Scaling

메인 클러스터 쿼리 대기 열에 WAIT 발생 시 추가 클러스터로 자동 확장

메인 클러스터 구동 시간 기준 24시간 당 1시간의 크레딧 발생

Elastic Resizing

대량 데이터 처리 시 빠른 리소스 추가를 위한 기능

15분 내외로 클러스터 노드 추가/제거 가능

특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노드 증설 및 축소 스케줄링 처리

예> 새벽 0시 – 6시 일별 ETL 작업으로 인한 피크타임 시 노드 2배 증설



Redshift에대한오해: 성능이생각보다좀…

키가 없다면서요?

지원하는 인덱스가 다양하지 않음

파티션 테이블을 지원하지 않음

Spectrum은 항상 느리다

S3 오브젝트 파일을 항상 전체로 읽는 것 같다

결국 모든 데이터 처리는 Redshift 클러스터의 몫이다

S3는 단순히 데이터 저장/읽기만 처리한다

Spectrum Fleet은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병렬로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Spectrum에서는 절대 조인 쿼리 쓰면 안된다



Redshift 쿼리성능개선- Spectrum

Tens of billions Millions Hundreds of thousands

Scan orders Scan products
Scan + filter
merchants

Hash join

Agg

Sort + limit

Hash join

Up to order of 

magnitude reduction

Agg

Significant acceleration of repeating queries; incremental



Redshift 쿼리성능개선- Partition Pruning

Partitioning scheme

s3://Orders/ [YYYY] / [MM] / [DD] / [Country] /

20
1

1

365
1

1

195
195
12

Partitions to process  

1,423,500 
195
12

Hash join

Agg

S3 orders

Agg

Local countries

SELECT country, count(*)

FROM s3.Orders o, local.Countries c

WHERE o.CountryID = c.ID

AND c.Continent = ‘South America’

AND o.YYYY = 2017 AND o.MM = 12

AND o.DD = 24

GROUP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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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ift 성능개선: 데이터모델링모범사례

데이터 모델링 Best Practices

대용량 FACT 테이블은 S3에 Prefix 파티션 형태로 저장

코드 성 Dimension 테이블은 ALL 분산으로 Redshift에 저장

FACT 테이블과 조인 시 Dynamic Partition Pruning 효과

10M 행 미만의 작은 사이즈의 Dimension 테이블에 해당

대용량 Dimension 테이블의 경우 조인 키에 Key 분산 고려

테이블 모델링 Best Practices

쿼리 패턴에 따른 적절한 키 설정

분산 키 설정: 조인, Cardinality, 데이터 스큐 고려

정렬 키 설정: Zone Map 을 통한 Partition Pruning

컬럼 압축 지정



Redshift 성능개선: 쿼리모범사례

Spectrum 쿼리 Push Down

Spectrum 레이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집계, 처리 데이터 사이즈를 줄임

GROUP BY, SUM 등 Spectrum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쿼리 연산자 사용

스테이징 테이블 활용

대량 데이터 간 복잡한 중첩 조인 절로 인한 비효율적인 쿼리 플랜 생성 지양

중간 스테이징 테이블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 데이터 셋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임

대량 데이터 DML 문 실행

UPSERT 방식 활용

ALTER TABLE APPEND 구문으로 파티션 스위칭 구현

데이터 Block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I/O 리소스 절감



Redshift에대한오해: 운영이힘들다며

DBA가 아니면 운영이 어렵다던데

테이블 키 설정, 압축, VACUUM, Analyze...

성능 모니터링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동시성 문제 생기면 쿼리 Kill 만 하면 되는 건가요

클러스터 레벨의 튜닝 방법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용자 별로 쿼리 대기 열 추가할 수 있던데, 리소스 배분 설정이 어려워요

ETL 실행할 때 항상 리소스 100% 사용하는데 빠르게 대응이 안되네요



관리비용절감: 다양한모니터링

콘솔 내 다양한 모니터링 매트릭

클러스터 현황 및 워크로드 분석 매트릭

사용자 쿼리 성능 분석 매트릭

Advanced Monitoring

사용자 쿼리 레벨의 상세한 매트릭 및 알람 기능 제공

https://github.com/awslabs/amazon-redshift-monitoring

Advisor 기능 활용

클러스터 사용 로그를 분석한 머신러닝 기반의 운영 추천 기능

CloudWatch와 결합된 모니터링 및 Advisor 기능

https://github.com/awslabs/amazon-redshift-monitoring


관리비용절감: 운영자동화

자동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기능

사용자 그룹, 쿼리 그룹 별로 클러스터 리소스를 필요한 만큼 할당

사용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그룹 내 할당 리소스 비율 변경

단기 실행 쿼리(15초 미만)는 별도의 대기 열로 할당

리소스 부족 시 Concurrency Scaling 기능을 통하여 빠르게 추가 리소스 확보

VACUUM, Analyze 자동화

Auto VACUUM 및 Analyze 기능 제공

DW 관리자의 클러스터 운영 비용 절감

Scaling, 일시 정지 스케줄링

피크타임에 탄력적 클러스터 사이즈 조정 기능을 통한 빠른 리소스 확보

사용 패턴에 따라 유휴 시간에만 일시 정지 후 자동 재 시작 가능



Redshift에대한오해: 신규기능추가는?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8년 째 Redshift를 사용 중인데, 노드 세대가 바뀐 것 외에는 변화가 없네요

VoC는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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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3 –새로운고성능대용량노드

컴퓨트-스토리지 레이어 분리

전체 스토리지가 컴퓨트 노드와 분리

더 많은 대용량 크기의 스토리지 제공 가능

대용량 고속 SSD 기반의 캐시 탑재

새로운 관리형 스토리지

노드 당 16 - 64TB까지 자동 확장

최대 8.2PB 데이터 저장 가능

Nitro 기반의 고성능 스토리지 제공

Nitro 시스템과 대용량 관리형 스토리지의 결합

JDBC/ODBC

SQL Clients / BI Tools

Leader

node

Compute 

node

Compute 

node

Compute 

node

Amazon Redshift Managed Storage
Exabyte-scale object storage



AQUA: Advanced Query Accelerator

새로운 분산&고속 하드웨어 프로세싱 레이어

AWS-designed 고성능 프로세서 탑재

데이터 압축, 암복호화, 필터링 및 집계에 최적

타 클라우드 웨어하우스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RA3와 호환

모든 Redshift 클러스터 버전에서 사용 가능

쿼리 속도를 10배 빠르게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Redshift Cluster

AQUA node AQUA node AQUA node AQUA node

Amazon Redshift Managed Storage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Redshift Cluster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
Compute 

ClustersRedshift Cluster



구체화된보기 (Materialized View)

사용자 쿼리에 빠르게 대응

조인, 필터링, 집계를 미리 실행하여 캐시

쿼리 재실행 시 캐시 데이터를 재활용

변경 및 증분 데이터만 새로 반영

증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Refresh 처리

ETL/BI 파이프라인에 적용

시계열 성 대용량 FACT 테이블

BI 리포트에서 자주 참조하는 복잡한 쿼리

Compute once, query many times

item store cust price

i1 s1 c1 12.0

i2 s2 c1 3.0

i3 s2 c2 7.0

sales

store owner loc

s1 Joe SF

s2 Ann NY

s3 Lisa SF

store_info

loc total_sales

SF 12.00

NY 10.00

loc_sales

“각 지역별
전체
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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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Demo : 스마트팩토리

Analytics Area

Mobile Area

AWS CloudFactory

IoT Area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WS IoT

AWS Mobile

AWS Glue

Amazon SageMaker

Amazon Redshift Amazon QuickSight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S3 AWS 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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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Demo : 스마트팩토리

Analytics Area

Mobile Area

AWS CloudFactory

IoT Area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WS IoT

AWS Mobile

AWS Glue

Amazon SageMaker

Amazon Redshift Amazon QuickSight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S3 AWS Glue

+ ERP



핵심구현요소 –실시간 vs. 배치성

실시간성 데이터 수집

• 로그/센서 데이터 등의
공정데이터

배치성 데이터 수집

• ERP/리테일업체들에서
오는 생산데이터

레이어 분리를 통한
리소스 경합 최소화

• 실시간/배치 레이어를 구분

• 각 레이어 별 대상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유지



핵심구현요소 –실시간 vs. 배치성

실시간성 데이터 수집

• Kinesis Firehose를 이용한
파일 적재

• 적재된 파일은 시간 단위로
Redshift Spectrum 용도의
버킷에 추가 저장

• 단일 파일 사이즈는 256MB

배치성 데이터 수집

• 일별 ERP 데이터 – Glue를
이용한 일별 데이터 수집

• 입점 리테일 매출 데이터 –

외부에서 특정 S3 버킷에
적재

• Parquet 표준 포맷 변경을
위한 전처리 작업 - Glue

레이어 분리를 통한
리소스 경합 최소화

• 실시간/배치 레이어를
구분

• 각 레이어 별 대상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유지



스마트팩토리 on Redshift

Redshift Cluster Data : 400GB

+ S3 Datalake : 18TB
+ 1TB/month 증가

Redshift Cluster Node : dc2.large * 3

워크로드 패턴에 따라 3-12개 자동 증감

➢ 오전 7시 – 오후 7시: DayTime
➢ 오후 9시 – 오전 0시: ETL 전처리
➢ 오전 1시 – 오전 6시: 일별 ETL 작업



핵심구현요소 – Glue + Step Function

Amazon Redshift

Amazon S3

AWS Glue AWS Ste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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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현요소 – Redshift Spectrum

• 데이터레이크와의 결합

✓ 6개월 이전의 FACT 테이블 데이터는 S3에 보관

✓ 스키마 바인딩 뷰로 내/외부 테이블 지정

• 데이터 저장 비용 최적화

• 대부분의 BI Report는 Summary 테이블 및 뷰를 참조



핵심구현요소 – Redshift Spectrum

• 데이터레이크와의 결합

✓ 6개월 이전의 FACT 테이블 데이터는 S3에 보관

✓ 스키마 바인딩 뷰로 내/외부 테이블 지정

• 데이터 저장 비용 최적화

• 대부분의 BI Report는 Summary 테이블 및 뷰를 참조

• 성능 개선 포인트

✓ 대용량 Fact 테이블 간의 여러 단계의 조인은 지양

• Staging 테이블을 활용하여 Spectrum fleet으로 Pushdown

✓ ETL 및 Report 참조 시 구체화된 뷰의 미리 계산된 데이터를 활용

• RA3.4xlarge 노드로 변경 예정



핵심구현요소 – Scaling

• Scheduled Elastic Resizing

✓ 일별 ETL 실행 시간 (01시 – 06시): dc2.8xlarge * 12

✓ 업무 시간 (06시 – 19시) : dc2.8xlarge * 3

✓ 데이터 서빙 시간 (19시 – 23시) : dc2.8xlarge * 6



핵심구현요소 – Scaling

• Auto WLM(워크로드 관리) + QMR

✓ 워크로드 별 사용자 그룹 및 쿼리 대기열 생성

• ETL_User

• BI_Report_User

• Analytics_User

✓ WLM 모드는 Auto로 지정(기본값)

✓ 워크로드에 따라 자동으로 리소스가 할당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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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실시간/배치성레이어분리

• 최근 6개월 내의 데이터

Redshift에서 활용

• Redshift 노드 선정

데이터 범위/

워크로드 정의

• Glue 서비스를 통한 ETL 

수행

• Step Function으로 ETL 프로

세스 관리

ETL 방안 수립 • 스키마 바이딩 뷰로 Redshift 

내,외부 데이터 함께 조회

• 간결한쿼리문 - Staging 

Table로 Spectrum 적극활용

성능개선

• Elastic Resizing

• 그룹/쿼리별

워크로드관리(WLM) 설정

워크로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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