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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DBMS 에서 NoSQL 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SQL 을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해 처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단일 SQL 방법의 

성능을 측정했을 때, 4.72 배 정도 뛰어난 속도를 보여 주였다.  

 

 

Ⅰ. 서 론  

빅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DBMS 에서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를 관리하였으나, 이는 빅데이터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 원칙에 

따라 테이블들이 세세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려면 다중 조인 및 Sub 

Query 가 들어간 SQL 을 작성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 조회 시 저성능 이슈 또한 동반하기 

때문에 NoSQL 이라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NoSQL 중에서도 키-값 저장소 (key-value store)는 
모든 데이터를 키(key)와 값 (value)의 쌍으로 

저장함으로써 임의의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현재 NoSQL 은 IoT, 웹 시스템, 추천 시스템. 검색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 을 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 SQL 에서 조인 및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Ⅱ. 본론 

키-값 저장소로는 Elasticsearch 를 선택하였으며, 
Elastic 스택 중 하나이자 시각툴 인 Kibana 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6] 

 
[표 1] 사용 환경 

DB Opensource   

NoSQL 

Language Library 

Oracle  Elasticsearch 

7.9.3 

Kibana 7.9.3 

Python 

3.6.8 
Pandas 1.1.5  

Elasticsearch 

6.3.1 

 

 [표 1]는 사용된 시스템과 환경을 기재하였다. 

사용하는 DB 는 Oracle 이며, OpenSource NoSQL 인 

Elasticsearch7.9.3 과 Kibana 7.9.3 을 사용하였다. 
가벼운 언어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Python 의 

Pandas Library 를 선택하였다. Pandas 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 소스 

데이터 분석 및 조작 Library 로서 빠르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 덕분에 머신러닝, 딥러닝에 특히 
많이 쓰인다[7].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DB 에서 

데이터를 추출 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DB 데이터와 

NoSQL 데이터를 다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 후 적재를 하도록 한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러한 

처리를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 또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 방법 흐름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 단계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기존에 쓰이는 복잡한 쿼리를 

분리한다. 본 실험에서는 111 줄의 하나의 SQL 문을 

5 개의 SQL 문으로 분리하였다. 기존의 방법과 달리 
조인을 SQL 에서가 아닌 Python 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각각의 SQL 문을 DB 에서 조회하고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를 Elasticsearch 에서 필요한 데이터 또한 

조회한다. 세 번째로는 조회한 데이터들을 파이썬 
Pandas 를 통해 조인 및 필드 추가 등의 데이터 처리를 

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최종 데이터를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 Elasticsearch 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툴인 Kibana 를 통해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하도록 한다[2]. DB 에서 Elasticsearch 간의 
싱크를 준 실시간성으로 하기 위해 DB 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인 30분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한다.  

 

제안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기존의 SQL 문을 썼을 때와 

비교해보았다. [표 2]는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준다. 총 데이터 개수는 49 만건이며, 총 데이터 

크기는 232.7MB 이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제는 CentOS Linux 

release 7.6.1810 (Core), CPU는 4 Cores Intel(R) 

Xeon(R) Gold 6148 CPU @ 2.40GHz, 메모리는 8GB, 

디스크는 200GB SSD 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두 Python 을 사용하였고 같은 
Elasticsearch 에 적재하였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 모두 python 에서 데이터 조회, 

처리, 적재 단계를 거친 후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2]는 총 20 번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제안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기존 

방법은 평균 40 분 56 초의 시간이 걸렸고, 제안 방법은 

평균 8 분  40 초가 걸렸다. 제안 방법이 4.72 배 정도 
빠르게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OPS(Operation per Second)로 변환했을 때 기존 방법은 

초당 200 건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제안 방법은 

초당 947건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다.  

 
[표 2] 사용된 데이터 특성 요약 

데이터  

총 개수 

데이터 컬럼 

수 

총 크기 도큐먼트 

평균 

크기 

492,267건 34 개 232.7MB 952Byte 

 

 

[그림 2] 실험 결과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Python, Elastic 스택을 활용하여 
DBMS 의 데이터를 빠르게 적재 및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SQL 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약 4.72 배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준 실시간성을 띄고 있어서 실시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은 

DBMS 에서 바로 NoSQL 로 변경분만 적재하는 

설계도이다.  추후에는 DBMS에서 변경 분 만 NoSQL에 

적재하여 실시간 성을 보장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 DB 와 NoSQL 간의 직접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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