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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NIME 소개

PART ONE



개발 시작
(2004)

2.2버전
2010.07

3.1버전
2015.12 Desktop 4.1 버전

Server 4.10 버전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 선택부터 전처리, 변환, 분석, 평가. 시각화 까지

일련의 분석 과정을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Total 분석 플랫폼으로

독일의 Konstanz University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이 Java로 개발

KNIME 개발 단계

KNIME(Konstanz Information Miner)이란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플랫폼” 분야에서 KNIME 이 시장 지속적으로 손 꼽히고 있음

2019 Magic Quadrant



KNIME Explorer

Workflow Coach

Node Repository Outline Console

Workflow Editor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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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ME의 워크플로우 구성 화면



모듈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학습 난이도가 낮으며 분석 과정의 이해가 쉬움

GUI 기반CUI 기반

Character User Interface
명령어를 작성하여 작업

프로그램 : RStudio

VPL 기반GUI 기반

Graphical User Interface
마우스 클릭으로 작업

프로그램 : SPSS Statistics

Visual Programming Language
워크플로우를 작성하여 작업

프로그램 : SPSS Modeler, KNIME

KNIME과 다른 분석 툴과의 차이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v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KNIME

- 워크플로우 작성으로 작업이 진행됨

- 분석 진행 단계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기법별 노드가 존재하며, 분석기법별 노드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확인 가능함

- 명령어로 작업이 진행됨

- 분석 진행 단계를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기법별 함수는 존재하지만 추가 가능 옵션에

대해서는 옵션을 알고있어야 적용할 수 있음

RStudio

KNIME과 다른 분석 툴과의 차이점



KNIME 제품 구성

KNIME 6가지로 구성



KNIME Analytics Platform

데이터 과학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발, 통합되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누구나 재사용 가능하도록 구성 요소가 설계되었습니다.

KNIME 제품 구성



KNIME Server

팀 기반 협업, 자동화, 관리, 배포를 위한

워크플로우, 데이터, 분석 가이드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전문가는 KNIME WebPortal을 통해 분석 결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REST API를 사용하여

분석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실시간 IoT 시스템과도

통합 할 수 있습니다.

KNIME 제품 구성



KNIME 선택의 이유(1/2)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소스가 계속 생겨난다.

만들 때 마다 사소한 실수가 많고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만들어 놓은 모델을 관리하고 배포하기가 쉽지 않다.

협업하기 위한 공유와 스케쥴 관리가 쉽지 않다.

데이터 처리와 모델링 코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KNIME 선택의 이유(2/2)



KNIME 성능 평가2 PART THREE



 스케줄, 워크플로우 기동·공유, 사용자 인증 등 기본 기능 이상의 기능을 제공
 Large의경우 (여러 대 설치 가능) : 빅데이터 Spark 연계 및 LDAP 기반 사용자 계정 관리, WebPortal 및 레포지토리 개인화 가능

 Medium/Large의경우 : Rest API 제공 및 응용 서비스 개발 가능

KNIME Server



KNIME Server와 KNIME Analytics Platform 성능 비교

1. 목 적
∙ KNIME Server와 KNIME Analytics Platform(AP)에서대용량데이터처리속도및 활용리소스비교

2. 비교 방법
∙ 데이터크기

- 145MB (Row : 1,000,000건, 변수 : 22개)

- 1.42GB (Row : 10,000,000건, 변수 : 22개)

∙ 대상Workflow

- 데이터 처리

- 의사결정나무 모델 학습 및 평가

- 데이터 로드 시간은 측정에서 제외

∙ 시뮬레이션

구분 시뮬레이션방법

KNIME Server (분산처리) Job 2개를동시에실행, 각각의서버에 Job 1개씩할당하여마지막 Job이 완료된시간측정

KNIME Server Job 2개를동시에실행하여 Job이시작되는시점부터마지막 Job이완료된시간측정

KNIME AP Job 2개를동시에실행하여 Job이시작되는시점부터마지막 Job이완료된시간측정



KNIME Server와 KNIME Analytics Platform 성능 비교

구분 KNIME AP KNIME Server
KNIME Server (분산처리)

Server 1 Server 2

OS
Windows10 

(64bit)
Ubuntu 16.04 LTS 

(64bit)
Ubuntu 16.04 LTS 

(64bit)
Ubuntu 16.04 LTS 

(64bit)

조

건

활용스레드수 4 4 4 4

최대설정
메모리 (GB)

8 8 8 8

결

과

평균사용
메모리 (GB)

3.9 3.4 1.2 0.9

실행
시간
(분)

평균 4.1 1.8 1.6

최소 3.7 1.7 1.5

최대 4.9 1.8 1.6

* 데이터크기 : 145MB (1,000,000건)

• 100 만 건 데이터 기준 KNIME Server가 KNIME AP 보다 처리 시간이 평균 2.5 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100 만 건 데이터 기준 KNIME Server(분산 처리)가 KNIME Server 보다 처리 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KNIME Server와 KNIME Analytics Platform 성능 비교

구분 KNIME AP KNIME Server
KNIME Server (분산처리)

Server 1 Server 2

OS
Windows10 

(64bit)
Ubuntu 16.04 LTS 

(64bit)
Ubuntu 16.04 LTS 

(64bit)
Ubuntu 16.04 LTS 

(64bit)

조

건

활용스레드수 4 4 4 4

최대설정
메모리 (GB)

32 32 32 32

결

과

평균사용
메모리 (GB)

측정 불가

4 8 2

실행
시간
(분)

평균 21.2 19.5

최소 21.0 19.2

최대 21.4 20.0

* 데이터크기 : 1.42GB (10,000,000건)

• 1,000 만 건 데이터 기준 KNIME AP 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없어 처리 시간 측정 불가능

• 1,000 만 건 데이터 기준 KNIME Server(분산 처리)가 KNIME Server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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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