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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블랙박스  CCTV 같은 상 촬  장치가 보편화되면서, 방 한 양의 상 데이터가 실시간

으로 생성되고 있다. 만약 이 용량 데이터 안의 차량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범죄 차량 추 , 교
통 혼잡도 측정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구 하기 해서는 수많은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 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찾기 힘든 것이 실

이다. 이를 해 이 논문에서는 아 치 카 카, Hbase를 이용한 상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

다. 아 치 카 카는 시스템 내에서 상 손실이 없는 송과 상 처리 노드의 스 링을 수행하며, 
Hbase는 처리된 데이터를 테이블로 장하고 사용자가 보낸 쿼리를 처리한다. 더불어, Hbase에 인덱스

를 구성하여 빠른 쿼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인덱스가 없을 때보다 

뛰어난 쿼리 처리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상을 녹화하고 장할 수 있는 매체들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상 촬  장치들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블랙박스는 보 률이 매우 높으며 택시

와 버스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차량 부분에 장

착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 CCTV는 교통 제, 

감시 등 다양한 목 으로 설치되며 최근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런 장치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동 상 데이터를 생성해내며, 국 단 로 볼 경우, 상

당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박스  CCTV 상은 사고 정보 분석, 범죄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규모 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차량 정보(번호

, 치, 시간) 등을 추출한다면 활용도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우선 장된 데이터를 통해 차량이 원하는 장소의 

실시간 차량 도를 계산하고 차량에 달해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차량이 많은 지역을 피하여 차량이 목 지

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더하여, 된 

통계를 기반으로 도시 행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차량

이나 범죄 차량 같은 특정 차량의 치  경로를 추 하여 

치안 유지에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 모든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상 데이

터를 생성하여 시스템과 통신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 등록

된 자동차 수[1]를 미루어 보아 국내에서만 최소 2천만 개 

이상의 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이를 처리해야

만 한다.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방

하므로 시스템은 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하둡에서 맵리듀스로 상 처리를 하기 한 인

터페이스[2], CNN을 이용한 실시간 상 처리 시스템[3] 등 

용량 상 처리만을 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추출된 정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찾기 힘든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 상 빅데이

터를 효과 으로 처리, 장,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

한다. 우선 아 치 카 카(Apache Kafka)[4]를 활용하여 

규모 실시간 상(블랙박스, CCTV) 스트림 데이터를 장

하고 송한다. 그리고 애 리 이션 클러스터에서 상 속 

차량의 번호   치 정보 등을 추출하여 장한다. 마지

막으로 모든 데이터는 Hbase[5]에 장되며, 인덱스(index)

를 구성하여 장된 데이터를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크게 수집(Collection)  분배(Distribution),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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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그리고 리(Management)로 총 세 부분으로 나

어지며, 모두 하둡 분산 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1) 용량 상 데이터의 분배  처리   

   블랙박스  CCTV에서 입력되는 상 데이터는 스트

림 형태로 입력되기 때문에 상이 생성되는 양이 처리되

는 양보다 많아질 경우 데이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6]을 이용하여 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애 리 이션 클러스터에서 처리한다. 그림 2는 스트림 소

스가 하나일 때를 가정하여 상이 처리될 때까지의 과정

을 그린 그림이다. 각 부분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실시간 처리 시스템 구조도

(1) 임 분배기 : 스트림 형태로 생성된 상 데이터는 

임 분배기로 송된다. 임 분배기는 각 노드의 자원

에 따라 할당된 스트림 소스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 

임 단 로 분할하고 다음 단계인 카 카 클러스터로 송

한다.

(2) 카 카 클러스터 : 카 카 클러스터는 주키퍼

(Zookeeper)[7]에 의해 리되는 카 카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배기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받아 토픽(Topic)이라

는 단 로 나 고 실제 상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에 분배

하는 스 링을 담당한다. 한, 수신한 데이터를 임시로 

장해놓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막기 한 버퍼 역할도 

한다. 

(3) 애 리 이션 클러스터 : 차량 정보를 뽑기 한 실제 

상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들의 클러스터로, 카 카 클러스

터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다. 카 카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애 리 이션 클러스터도 주키퍼에 의해 리되

어, 두 클러스터 사이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 내에 힌 차량 번호가 추출되고 

상이 힌 시각, GPS 정보 등 상의 메타 데이터와 함께 

하둡 분산 일 시스템에 장된다. Hbase 클러스터는 처리

된 데이터를 모아 Hbase 테이블에 장하고 리하게 된다. 

2) 처리된 데이터의 리

앞에서 언 했듯이, 추출된 차량번호(tag)는 상이 

힌 시각(time), 도(latitude), 경도(longitude) 데이터와 

함께 하둡 분산 일 시스템에 장된다. 장된 데이터가 

일정량 이상 쌓일 때마다 Hbase 클러스터는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Hbase 테이블에 장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Hbase 테이블의 스키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Hbase 테이블의 스키마

   Row key는 차량번호와 상이 힌 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가 존재하는 차량에 해 새로운 데

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 row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새로

운 row가 추가된다. row key 조합에 들어간 속성인 tag, 

time의 column은 따로 생성하지 않고 row key를 싱

(parsing)하여 값을 얻어오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설계는 

각 row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칼럼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Hbase에서 row key가 각 cell마다 

복으로 장된다는 을 고려해보면 모두 장하는 것보다 

약 반가량의 장 공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Hbase 테이블은 기본 으로 row key에 해 정렬되

어 있기 때문에 특정 차량의 데이터는 모여 장된다. 이 

때문에 특정 차량의 GPS 데이터를 요구하는 쿼리(query)

에 해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Hbase는 row 

key가 아닌 다른 속성들에 해서는 인덱스를 구축해놓지 

않기 때문에, 특정 차량의 데이터가 아닌, 특정 치와 특

정 시간을 조건으로 하는 쿼리를 처리할 때는 모든 데이

터를 스캔해야 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8]처

럼 인덱스 테이블을 구축하여 쿼리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인덱스 테이블의 row key는 식 (1)과 같이 여러 

개의 속성이 조합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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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 (1)에서   는 Z-ordering[9] 

값을 뜻한다. Z-ordering 곡선은 공간 채움 곡선

(space-filling curve)  하나로, 2차원인 GPS 데이터를 1

차원으로 표 하기 해 사용된다. 인덱스 테이블의 row 

key 구성으로 인해 인덱스 테이블은 일차 으로 

Z-ordering 값에 의해 정렬된다. 이러한  때문에 조건에 

포함되는 장소의 Z-order 값을 구한다면, 쿼리에 해 해

당하는 데이터의 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Z-ordering 값으로 변환된 쿼리 조건 범 는 실제 조건 

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어, row key에 

포함된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통해 쿼리 조건에 부합

하는 결과인지 확인하는 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4) Z-ordering 곡선 시

3. 실험  결과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정보를 추출해보고, 장된 

데이터를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하여 가져오는 실험을 수

행하 다.

1) 데이터 추출

   표 1과 그림 5는 실제 블랙박스 상을 넣었을 때 추

출되는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의 시이며, 이 정보는 

Hbase 테이블로 장되어 리된다.

 

tag recordTime latitude longitude

40머51xx 1486001630884 37.63676 127.06777

80우26xx 1486001632901 37.63659 127.06780

80우26xx 1486001668445 37.63650 127.06791

80우26xx 1486001670519 37.63589 127.06816

80우26xx 1486001672387 37.63567 127.06785

80우26xx 1486001674253 37.63545 127.06741

<표 1> 추출 데이터의 시

(그림 5) 블랙박스 상과 추출 데이터의 시

2)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 처리

   임의의 공간 쿼리를 여러 개 생성하고 인덱스 테이블

의 유무에 따른 쿼리 처리 시간을 비교하 다. 

(그림 6) 인덱스 유무에 따른 쿼리 처리 시간

Best Case Worst Case

Relative

Response Time
0.00552 0.987

<표 2> 인덱스 구성 시 가장 빨랐던 경우와 

가장 느렸던 경우의 쿼리 처리 시간

  

   그림 6은 인덱스 테이블이 없을 때 쿼리 처리 시간을 1

이라 가정했을 때, 인덱스 테이블 구성 시의 쿼리 처리 시

간을 나타낸 후 평균을 낸 결과다. 인덱스 구성 시 평균 

쿼리 처리 시간은 0.621로, 인덱스가 없을 때의 쿼리 처리 

속도보다 평균 으로 1.6배 이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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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평균일 뿐, 쿼리 조건 범 와 부합하는 데이터

의 유무에 따라 인덱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달랐다.

   표 2는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했을 때 인덱스 테이블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쿼리 처리 시간이 가장 빨랐던 경우

와 가장 느렸던 경우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큰 이

득을 얻는 경우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로,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했을 때 1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

다. 반 로, 이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실제 쿼리의 조건 

범 보다 Z-ordering에 의해 변환된 조건 범 가 매우 크

게 변환된 경우 혹은 데이터 부분이 포함될 만큼 넓은 

범 의 조건 범 일 경우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 상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

기 해 카 카를 활용하여 상 스트림 데이터를 장 

 분배하고, 이를 애 리 이션 노드에서 처리한 후 

Hbase에서 데이터를 리하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장하는 

데 있어, 상의 손실 없이 상을 송 가능하다는 , 

인덱스 테이블을 이용하여 더욱 빠른 공간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노드 수와 데이터 스트림 소스의 

수가 늘었을 때 시스템이 실시간 처리에 어떤 성능을 보

일지는 좀 더 많은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 실제 시스

템이 활용성을 갖기 해서는 다양한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인덱스 방식과 효율 으로 결과를 보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은 더욱 더 나은 시스템을 

해 해결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따라서 추후 이를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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