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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산업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혁신적인 운영, 프로세스 및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Enterprise AI로의 전환을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Dataiku는 단순 분석 도구에서
Enterprise AI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용
데이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많은
기업들이 Dataiku의 지능형 분석 도구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ATASHEET

최상의 Enterprise AI
솔루션

주요 특징
저장 매체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에
원활하게 연결 가능
빠른 데이터 정제, 변환, 마이닝 및 시각화
자동화 환경, 시나리오 및 고급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최신 머신러닝 기술 (AutoML 및 딥 러닝
포함) 적용
코드 형식이나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기반 통찰력 도출 프로세스 실행
세부적인 접속 권한을 기반으로 하는 전사적 보안
체계

중앙집중식 제어 환경
단일 중앙 위치에서 기존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서 플러그인 및
커넥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 프로젝트, 작업 관리, 변화 관리, 롤백, 모니터링 등의 데이터 관리 기능을
통해 전사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코드 템플릿, 중앙화 구조, 자동화 지원 도구 등을 통해 작업 반복 및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본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전문가/분석가 등)의 협업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IT/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부서장 등의 협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내장된 비주얼 프로세서를 활용한 코드 프리 데이터 변환에서부터 머신러닝용 시각적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용자들도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개발자들은 지능형 Python, R 및 SQL 노트북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ML/AI 자동화
단일 위치 기반의 중앙집중식으로 모델을 관리하고 갱신합니다.
또한, 별도의 작업 없이 API 통합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성능을 유지하고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DATASHEET

주요 기능

DATASHEET

데이터
연결

Connectivity
Dataiku는 저장 매체나 형식과 상관없이 끊김없는 데이터 연결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타입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QL Databases
☑
☑
☑
☑
☑
☑
☑
☑
☑
☑
☑
☑
☑
☑
☑
☑

MySQL
PostgreSQL
Vertica
Amazon Redshift
Pivotal Greenplum
Teradata
IBM Netezza
SAP HANA
Oracle
Microsoft SQL Server (incl. SQL DW)
Google BigQuery
IBM DB2
Exasol
MemSQL
Snowﬂake
Custom connectivity through JDBC

NoSQL Databases
☑
☑
☑

MongoDB
Cassandra
ElasticSearch

Hadoop File Formats
☑
☑
☑
☑
☑

Remote Data Sources
☑
☑
☑
☑

Cloudera
Hortonworks
Google DataProc
MapR
Amazon EMR
DataBricks

FTP
SCP
SFTP
HTTP

Cloud Object Storage
☑
☑
☑
☑
☑

Amazon S3
Google Cloud Storage
Azure Blob Storage
Azure Data Lake Store
Azure Data Lake Store - gen 1

Custom Data Sources - extended
connectivity through Dataiku
Plugins

Hadoop & Spark Supported
Distributions
☑
☑
☑
☑
☑
☑

CSV
Parquet
ORC
SequenceFile
RCFile

☑
☑
☑

REST API 연결
Custom ﬁle format 생성
데이터베이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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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Analytics
데이터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한 눈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ataiku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탐색하는 것부터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쉽게 해 줍니다.

Data Analysis
데이터셋의 스키마 및 데이터 타입 자동 감지

Data Cataloging
중앙집중식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주석,
기능, 모델 검색 가능

ఙ

데이터셋 열에 대한 타입의 의미(meaning) 할당

기존의 모든 연결(connections)에서
데이터를 탐색

일변량 통계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데이터 품질 검사를 실시
데이터셋 검사
☑
☑

전체 Dataiku 데이터셋의 데이터 품질 및
통계 시계열 예측 (Time-Series forecasting)
검사를 위한 backends 지원
(in- memory, Spark, SQL)

Data Visualization
표준 차트 (히스토그램, 막대 차트 등) 생성 및
기본 시스템(in-database aggregations)을
활용한 차트 계산 수행
사용자 정의 차트 생성:

사전 정의된 Python 기반 Jupyter notebooks
활용
☑
☑
☑
☑
☑
☑
☑
☑

단일 모집단에 대한 통계 분석 및 검정
여러 모집단에 대한 통계 분석 및 검정
상관분석
주성분 분석(PCA)
고차원 데이터 시각화 (t-SNE)
토픽 모델링
시계열 분석 (Time-Series analytics)
시계열 예측 (Time-Series forecasting)

☑
☑
☑
☑

Custom Python-based or R-based Charts
Custom Web Application (HTML/JS/CSS/Flask)
Shiny Web Application (R)
Bokeh Web Application (Python)

Dashboarding
사용자 관리 보고서 및 대시보드

ఙ

☑
☑
☑
☑

RMarkdown reports
Jupyter Notebooks reports
Custom Insights (GGplot, Plotly, Matplotlib)
Custom interactive, web-based visualizations

DATASHEET

탐색
분석

DATASHEET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aration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데이터 프로젝트 기간의 80%를 차지합니다.
Dataiku의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이용하면 전처리 작업 시간을 대폭 줄여서
더 의미있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Visual Data
Transformation

Dataset Sampling

Point-and-click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 작업 설계
☑
☑
☑
☑
☑
☑
☑
☑
☑
☑
☑

Group
Filter
Sort
Stack
Join
Window
Sync
Distinct
Top-N
Pivot
Split

First records, random selection,
stratified sampling, 기타 등등

Interactive Data
Preparation
프로세서 (간단한 텍스트 처리부터 Python
또는 formula 기반 변환 등 80개 내장)
데이터 전처리 스크립트를 Spark 또는
MapReduce 작업으로 자동 전환
in-database (SQL) 또는 in-cluster (Spark)
처리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스크립트 실행

분산 처리 시스템 (SQL, Hive, Spark, Impala)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성능 향상
작업에 대해 생성된 기본 코드를 보면서 조정 가능

COPYRIGHT 2019 | WWW.DATAIKU.COM

PAGE 6

DATASHEET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Dataiku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Automated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

(AutoML)
자동화된 머신러닝 전략
☑
☑
☑

빠른 프로토타입
해석가능한 모델
고성능

머신러닝을 위한 입력값 처리(Features handling)
☑
☑
☑
☑
☑

숫자형, 범주형, 텍스트 및 벡터 형태 지원
범주형 입력값을 자동 처리 (One hot encoding,
impact coding, hashing, custom preprocessing 등)
숫자형 입력값을 자동 처리 (Standard scaling,
quantile-based binning, custom preprocessing 등)
텍스트 입력값을 자동 처리 (TF/ IDF, Hashing trick,
Truncated SVD, Custom preprocessing)
다양한 결측값에 대한 대응 처리
+ Features generation
◊ Feature-per-feature derived variables
(square, square root…)

☑

◊ Linear and polynomial combinations
+ Features selection
◊ Filter and embedded methods

모델 학습을 위해 여러 ML Backends 중 선택
☑
☑
☑
☑

Scikit-learn
XGBoost
MLLib
H2O

Python-based

+
+
+
+
+
+
+
+
+
+
+
+
+
+
+

☑

Ordinary Least Squares
Ridge Regression
Lasso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s
Gradient Boosted Trees
XGBoost
Decision Tree
Support Vector Machine
Stochastic Gradient Descent
K Nearest Neighbors
Extra Random Trees
Artiﬁcial Neural Network
Lasso Path
Custom Models oﬀering scikit-learn compatible
API’s (ex: LightGBM)

Spark MLLib-based

+
+
+
+
+
+
+

Logistic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Decision Trees
Random Forest
Gradient Boosted Trees
Naive Bayes
Custom models

+
+
+
+
+

Deep Learning
GBM
GLM
Random Forest
Naive Bayes

H20-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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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HEET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Dataiku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Automated
Machine Learning (AutoML)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최적화
☑
☑

☑
☑
☑

자유로운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및 탐색
교차 검증 전략
+ 다양한 Train/test splitting 정책 지원
(사용자 정의 가능)
+ K-Fold cross testing
+ metric에 따른 모델 최적화
(Explained Variance Score, MAPE, MAE,
MSE, Accuracy, F1 Score, Cost matrix, AUC 등)
그리드 탐색(grid search) 중단 및 재실행
그리드 탐색(grid search) 결과 시각화
예측 확률에 대한 calibration 적용

☑
☑

모델에서 인사이트 도출
+ Scored data
+ Features importance
+ Model parameters
+ Partial dependencies plots
+ Regression coeﬃcients

☑
☑
☑

Linear stacking (회귀 모형)
/ logistic stacking (분류 모형)
평균 또는 중앙값 예측 (회귀 모형)
Majority voting (분류 모형)

Scoring Engines
☑
☑
☑
☑

Local, in-memory
Optimized scoring
Spark
SQL (in-database scoring)

모델 추출
☑
☑

모델 학습 결과 분석
☑

여러 모델을 활용한 앙상블 자동 생성

JVM application에서 매우 효율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
Dataiku 학습 모델을 자바 클래스 집합으로 추출
PMML-compatible scorer를 활용하여 평가하기 위해
학습 모델을 PMML 파일로 추출

Dataiku 대시보드에 학습 결과 추가 (publish)
모델 성능 평가
+ Confusion matrix
+ Decision chart
+ Lift chart
+ ROC curve
+ Probabilities distribution chart
+ Detailed Metrics (Accuracy, F1 Score,
ROC-AUC Score, MAE, RM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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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Dataiku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Model Deployment

☑

Deep Learning

Model versioning

Tensorflow backend 기반 Keras 지원

Batch scoring

사용자 정의 모델 아키텍처

Real-time scoring

사용자별 학습 설정

REST API를 통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모델 활용 가능

모델의 다중 입력값(multiple inputs) 지원

REST API를 통해 임의의 기능 및 모델 활용
☑
☑

Python, SQL 기반의 사용자 정의 함수/모델 작성
조작화를 위한 API end-point 전환

쉽게 관리하는 모델 배포
☑

모델 One-click 배포

CPU 및 GPU 지원
사전 학습 모델 지원 (코드 샘플)
이미지 특징 추출
Tensorboard 통합

Docker & Kubernetes
☑
☑

조작화를 위한 Docker 컨테이너에 모델 배포
높은 확장성을 위해 Kubernetes 클러스터에
이미지 자동 푸시(Push)

모델 모니터링 메커니즘
☑
☑
☑

시간에 따른 모델 성능 제어
성능 저하 시 자동으로 모델 재학습
재학습 전략 개별화

기록 (Logging)
☑

모델로 전송된 모든 쿼리를 기록하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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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HEET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Dataiku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Unsupervised Learning
자동화된 features engineering
(지도 학습과 유사한 기능)
차원 감소 옵션
이상값 검출
Algorithms
☑
☑
☑
☑
☑
☑
☑
☑

K-means
Gaussian Mixture
Agglomerative Clustering
Spectral Clustering
DBSCAN
Interactive Clustering (Two-step clustering)
Isolation Forest (Anomaly Detection)
Custom Models

Scale Your Model Trainings
Kubernetes를 통한 모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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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능

Automation
Features

간소화 및 자동화 작업 흐름과 관련하여, Dataiku는 데이터 부서가 적절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모델을 적절히 감시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Data Flow
☑
☑
☑

데이터셋 간의 종속성 추적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 타입의 일관성을 확인

Partitioning
☑

☑
☑
☑

데이터의 일관성 및 품질을 평가하는 Metrics 생성
Metrics에 대한 Checks를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작업의 동작을 조정
시간에 따른 잠재적인 ML 모델 저하를 측정하기
위해 Metrics 및 Checks 활용

Monitoring
☑
☑

☑
☑
☑

HDFS 또는 SQL partitioning mechanisms을
활용하여 연산 시간 최적화

Metrics & Checks

Scenarios

☑

Data ﬂow 및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예약 또는
이벤트 중심으로 실행
수행할 작업 집합 (steps)을 구성하여 전체 사용자
정의의 실행 시나리오를 생성
built-in step 및 Python API를 통한 Custom step
으로 시나리오 구성
Reporters를 통해 시나리오 결과를 다양한 채널에 배포
(사용자 정의 템플릿 기반 email 전송; 데이터셋, 로그,
파일, 리포트 첨부; Slack 또는 Hipchat으로 알림)

Automation Environments
☑
☑
☑

생산 파이프라인에 전용 Dataiku Automation
node를 사용
생산 시스템 (data lakes, databases)에 연결 및 배포
다양한 Dataiku 프로젝트 번들(bundle)을 활성화,
사용, 되돌리기 가능

시나리오(scenarios)의 상태 추적
Dataiku의 작업 성공 및 에러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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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Code

익숙한 도구들과 언어들을 제공합니다.
‒ 코드 형식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 맞춤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각적 인터페이스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Support of multiple
languages for coding
“Recipes”
☑
☑
☑
☑

Python
R
SQL
Shell

☑
☑
☑
☑

Hive
Impala
Pig
Spark Scala

☑
☑
☑
☑

Python & R Libraries
☑

Spark SQL
PySpark
SparkR
Sparklyr

Create and use custom
code environments
☑
☑
☑
☑
☑

다양한 Python 버전 지원 (2.7, 3.4, 3.5, 3.6)
Conda 지원
Dataiku 인터페이스에서 R과 Python 라이브러리 설치
환경을 생성하고 R / Python 라이브러리 설치
패키지 종속성 관리 및 재현가능한 환경 생성
Kubernetes Cluster로 R / Python 작업 실행

Interactive Notebooks
for data scientists
☑
☑
☑
☑

Create reusable custom
components
☑

Scale code execution
☑

☑
☑
☑

Python, R, PySpark kernels 과
Jupyter notebooks 과의 완벽한 통합
작업속도 향상을 위한 pre-templated
Notebooks 사용
SQL Notebooks (Hive 지원)을 통한
상호적인 query database 또는 data lake
Kubernetes에 따른 Jupyter notebooks 실행

사용자 정의 R / Python 라이브러리 또는
코드 템플릿 생성
모든 Dataiku instance에서 공유
사용자가 작성한 기존 코드를 쉽게 사용
Git 통합을 통해 개발 workﬂow를 간소화

☑

☑

APIs
☑
☑
☑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복잡한 코드
기반의 함수를 패키지화하여 배포
코드 기반 플러그인을 통해 Dataiku 기능 확장
(사용자 정의 커넥터, 사용자 정의 data preparation
프로세서, 상호적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사용자 정의
web applications 등)
Dataiku 시나리오에서 Python 기반의 사용자 정의
단계 (custom steps) 생성

CLI 또는 Python SDK를 통한 Dataiku 플랫폼 관리
ML 모델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학습하고 배포
REST API를 통해 사용자 정의 Python & R 기능 활용

Leverage your favorite IDE
to develop and test code
☑
☑

R 코드를 위한 RStudio
Sublim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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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DATASHEET

■

Collaboration

Collaboration

Dataiku는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식 공유에서 변화 관리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분석가 등을 포함한 데이터 부서들이 좀 더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Shared platform for
data scientist, data
engineer,analyst, etc.
Version control
☑

Dataiku에서 발생한 모든 변화를 기록하는
Git 기반의 버전 통제 (version control)

Knowledge management and
sharing
☑
☑
☑

빅데이터 프로젝트 문서를 위한 위키(Wiki) 생성
논의(discussion) 기능을 통해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와 협력
태그(tag), 댓글(comment), 즐겨찾기(favorite) 기능 제공

Team Activity Monitoring
Shared code-based
components
☑
☑
☑

재사용가능한 코드를 템플릿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기능, 운영, 비즈니스 로직을 패키지화
Github와 같이 원격 Git repository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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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HEET

관리 및
보안

Governance & Security

Dataiku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세분화된 데이터 접근 권한과 고급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전사적인 보안을 보장합니다.

User profiles

Platform management

Role-based access
(fine-grained or custom)
Authentication management
☑
☑

SSO system 사용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LDAP, Active Directory 등)

Enterprise-grade security
☑
☑
☑

감사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Dataiku에서의 모든 작업을
추적 및 모니터링
Kerberos를 통해 Hadoop 클러스터 및 데이터베이스 인증
완전한 추적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사용자 가장
(impersonation) 지원

☑

Dataiku CLI 및 API를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부하를 관리하고 도구와 통합

Custom data protection
policies and external
regulations compliance
☑
☑

Dataiku Plugin을 통해 직접 GDPR 규칙 및
프로세스를 실행
플러그인 기능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소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문서화하도록 유도

◊ 사용자별 접근 권한으로 프로젝트 및 데이터소스의

접근을 제한
◊ Dataiku instance에서 민감한 정보를 검사

Resources management
☑
☑

Dataiku에서 Hadoop 클러스터를 동적 시작 및 중지 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서버 자원의 할당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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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Collaboration

DATASHEET

■

Architecture
첨단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Dataiku의 아키텍처는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도록 개방성과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Dataiku 사용자를 위한 클라이언트 설치 불필요
Dataiku nodes (ML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실행,
배포할 수 있는 전용 Dataiku 환경 / node 사용)
통합
☑
☑

Dataiku에서 컴퓨팅 확장을 위한 분산 시스템 활용
Dataiku 작업을 SQL, Spark, MapReduce, Hive, Impala
작업으로 자동 전환하여 in-cluster 또는 in-database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 또는 복사 방지

최신의 아키텍쳐
(Docker, Kubernetes, deep learning을 위한 GPU)
전체 시스템 로그를 추적 및 디버깅
오픈 플랫폼
☑
☑
☑
☑

Jupyter notebooks 지원
Python / R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의 설치 및 관리
기존의 기업 코드베이스를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
사용자 정의 요소(Plugin)를 활용한 Dataiku 플랫폼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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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ku was built for the modern enterprise, and its architecture
ensures that businesses can stay open (i.e., not tied down to a
certain technology) and that they can scale their data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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