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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둡 기반 빅 데이터 기법을 이용한 웹 서비스 데이터 처리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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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Efficient Web Services Data 
Processing Using Hadoop-Based Big Data Processing Technique.

Hyun-Joo 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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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사용하는 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재까지 데이터 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증가되면 데이터를 장하거나 조회할 때 읽기, 쓰기 연산 수행에 제약 조건이 발생되어 

서비스가 느려지는 상이 나타난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는 증가되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해 하드웨어의 병렬 구성,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추가 인 인 라 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증가로 느려지는 웹 정보서비스 개선을 해 기존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하둡 HDFS로 

송하고 이를 일원화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한 후 사용자에게 하둡 데이터 처리로 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 하게 추출하

는 모델을 구 한다. 본 시스템 용을 해 웹 기반 민원시스템과 비정형 데이터 처리인 이미지 일 장에 본 제안시스템

을 용하 다. 용결과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보다 제안시스템 데이터 처리가 0.4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 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빅 데이터 기법인 하둡 데이터 처리로도 웹 정보서비스를 지원이 

가능하 다. 한 하둡은 오 소스로 제공되어 소 트웨어 구매 비용을 여주는 장 이 있으며 기존 계형 데이터베이스

의 데이터 증가로 효율 인 용량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조직에게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lational databases used by structuralizing data are the most widely used in data management at present. 
However, in relational databases, service becomes slower as the amount of data increases because of constraints in 
the reading and writing operations to save or query data. Furthermore, when a new task is added, the database grows
and, consequently, requires addi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parallel configuration of hardware, CPU, memory, and 
network, to support smooth oper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web information services that are slowing
down due to increase of data in the relational databases, we implemented a model to extract a large amount of data
quickly and safely for users by processing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 files after sending data to HDFSs
and unifying and reconstructing the data. We implemented our model in a Web-based civil affairs system that stores
image files, which is irregular data processing. Our proposed system’s data processing was found to be 0.4 sec faster
than that of a relational database system. Thus, we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support Web information services with
a Hadoop-based big data processing technique in order to process a large amount of data, as in conventional relational
databases. Furthermore, since Hadoop is open source, our model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software costs.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odel for Web services that provide fast information processing for
organizations that require efficient processing of big data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size of conventional relational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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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존재하는 데이터가 재까지 1ZB를 넘어선다

고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1년 보고서

를 통해 말하고 있다. 최근 빅 데이터(Big Data)는 큰 이

슈로 떠올라 그 기술에 심을 두고 있으며  세계 으

로 IT분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정보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하는 등 빅 데이터는 차

세  산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1]. 이처럼 빅 데이터가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기존의 일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어지

는 결과보다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기

존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빅 데이터는 향 후 국가 기반 주요 기술로 성장 할 

것이라는 것에 해서는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있다

[2-5].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증가로 내․외부 데이터

의 서비스 연동과 신속한 정보서비스 지원을 한 일

된 데이터 리는 모든 기 이 공통 으로 고민하는 분

야이다. 

부분의 기 은 기  내 업무시스템을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로 데이터를 

리한다.  RDBMS는 재까지 데이터 리에 가장 많

이 활용되는 기술로 엔터 라이즈 컴퓨 을 사용하는 분

야에서는 근 20여년간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장하고 있다. 재까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RDBMS는 장 할  데이터가 많거나 조회할 데이터가 

많아지면 읽기(Read), 쓰기(Write) 연산 수행에 제약 조

건이 발생되어 서비스가 느려지는 단 이 있다[2][6-7]. 

 업무가 증가되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업무별 

RDBMS는 증가되고 이를 지원하기 한 인 라 자원도 

계속 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더 많은 CPU, 더 

한 메모리, 고속의 디스크를 탑재한 신규서버 도입하거

나 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추가하여 병렬로 구성하는 

등 데이터 리를 한 경제  비용은 계속 으로 증가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까지 용이하게 사용되어 온 

RDBMS 데이터 운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  데이터 처

리와 경제 으로 유용한 데이터  처리 방식의 연구에 

심을 두었다. 이를 활용하기 해 하둡(Hadoop)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일 처리를 이용하

다. 각 기 에서 사용하는 각종 RDBMS 데이터를 자

동화 스 러에 의해 데이터 처리기로 송하고 처

리기에 수집 된 데이터는 빅 데이터 처리 기법인 하둡 

HDFS로 일원화한다. 이를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병렬로 

재구성하여 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 하게 추출하는 

데이터 처리 모델을 설계하 다. 하둡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는 용량 일을 장할 수 있는 분산 일시스템

으로 제공하여 클러스터로 구성하며 이를 멀티 노드로 

부하 분산 처리하므로 시스템의 과부하나 병목 상을 

여  수 있다[8]. 무엇보다 하둡은 오 소스로 제공되어 

경제  비용을 여주는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제안

시스템은 기존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증가로 효

율 인 용량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조직에게 신속한 

정보서비스 처리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2. 빅 데이터 

빅 데이터라는 신 개념의 데이터 출 은 스마트기기,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경제, 

산업계에서는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2.1 빅 데이터의 정의

민간 부분에서 빅 데이터 랫폼 기술 개발에 가장 먼

 투자를 시작한 IBM은 오늘날 매일 2.5 퀸틸리언 바이

트(2.5 quintillion bytes = 2.5 ×   bytes)의 데이터가 

생산된다. 이런 데이터를 “센서 정보, 소셜미디어 사이트 

웹문서, 디지털 사진과 동 상, 구매기록, GPS신호” 등 

모든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9]. 한 가트 는 빅 데이터에 한 정의를 “빅 데

이터는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맥킨지는 “빅 데이터란 형

인 데이터베이스로는 다루기 힘든 크기의 데이터 셋으로 

빅 데이터를 특정 크기로 지칭 할 수 없다”로 정의하고 

있다[10-11]. 

2.2 빅 데이터의 특징

빅 데이터의 구성은 규모(volume), 형태(variety), 속

도(velocity) 3가지 속성으로 구성 되며 이 3가지 속성이 

충족 될 때 빅 데이터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3가지 속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5

728

을 기 으로 빅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한다. 

첫째, 데이터의 양(Volume)이다. 데이터의 용량은 시

간이 흐를수록 증가된다. 빅 데이터의 용량과 데이터

의 지속 인 증가는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 을 요구한

다. 둘째, 다양성(Variety)이다. 빅 데이터 수집의 원천은 

웹, 소셜미디어 그리고 데이터소스의 로그  클릭스트

림 등의 정보이다. 이들 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데

이터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

째, 속도(velocity)이다. 데이터는 과거와 다르게 기하

수 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과 동시에 

즉시 수집된다. 그러므로 수집시간은 격히 단축된다. 

그 외에도 IBM은 정확성을 추가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2.3 빅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빅 데이터 처리에는 고 확장성, 고성능 컴퓨  인 라

가 없다면 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

러므로 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수집하여 정보의 

가치를 얻어 이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 빅 데이

터의 활용도에 따라 빅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맥캔지의 2011년 보고서에도 빅 데이터는 공공․행정, 

의료․건강, 개인정보, 유통․소매, 제조업 등에서 22.3조 

달러의 활용 가치를 측하고 있다.    빅 데이터의 가치

를 높이기 한 컴퓨  인 라 기술로는 분산컴퓨 , 고

성능컴퓨 , 인-메모리 기술이 있으며, 이를 빅 데이터 

컴퓨  인 라의 핵심 인 요소기술(Element Technology)

이라 한다[2].

2.4 빅 데이터의 활용

빅 데이터의 활용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생성→수

집→ 장→분석→표 의 단계를 거쳐 각 단계별 기술이 

용된다. 

먼  데이터를 생성․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처

리 과정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한 형태로 가공

을 한다. 가공된 데이터를 체계 으로 장 리하여 그 

 유용한 자료는 정보처리 분석과정에서 데이터의 가시

화  시각화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2]. 빅 데이

터의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소스로 부터 시작된다. 일반

으로 데이터 수집은 내부정보시스템에 장된 정형화

된 데이터를  말한다. 정형화된 내부 데이터는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내

부데이터 외에도 외부에 존재하는 무한한 데이터도 수집

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빅 데이터를 장하는 기술로는 분

산 일시스템(DFS: Distributed File System), NoSQL(Not 

Only SQL),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분산 일

시스템은 막 한 양의 데이터를 장 리하기 해 물

리 으로 서로 다른 컴퓨터에 데이터를 나 어 장하고 

리하는 일시스템이다. 빅 데이터의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 분산처리 기술인 하둡 HDFS은 빅 데이터 

기본 기술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그 종류와 특성을 미리 정해 놓고 데이터 처리를 했었다. 

빅 데이터 처리에서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데이터의 크

기·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빅 데이터의 데이터 처리 방법은 잘 장된 데이터를 처

리하는 일  처리방법과 새로이 생성되어 장되기 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빅 데이터의 분석은 

융, 공공분야, 범죄검출, 이벤트 기반 마 , 소셜미디

어 분석, 그 외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용에 된다[12]. 

한,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의 부분은 기존 통계학과이

나 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언

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사용된다. 특히 통계처리를 한 

공개 소 트웨어로 R이 최근에 가장 주목 받는 분석 도

구이다. R은 통계그래픽 기능이 매우 우수한 오 소스로 

분석된 빅 데이터를 표 하여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에 이용된다. [그림 1]은 빅 데이터 활용을 

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종 활용까지의 진행 차 그

림이다.

[Fig. 1] Procedure from collection to use of Big data

2.5 하둡(Hadoop)

하둡은 오 소스로 규모 데이터의 분산 처리 기술

을 지원한다. 특히 량의 비 구조화 데이터 처리 성능이 

뛰어나며 비용이 렴하며 스 일 아웃 구조로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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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용이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하둡은 노드의  

추가 제거가 용이하고 가용성(Availability)이 높아 일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체 시스템에는 향을 주

지 않는다. [그림 2]는 HDFS의 구조로 NameNode와 

DataNode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HDFS는 Master인 

NameNode와 Slave인 DataNode로 구성된다. NameNode

는  일의 메타(meta) 정보만 리하고 실제 데이터는 

다수의 DataNode에 장되며 하나의 Secondary NameNode

와 연결되어 NameNode의 네임스페이스 정보를 재 장

한다[13-14]. 

[Fig. 2]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Structure

2.6 맵리듀스(MapReduce)

맵리듀스는 용량 데이터 처리, 생성을 한 로그

래  모델이다. 용량의 클러스터 범용시스템에서 병렬 

처리되어 자동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병렬  

분산처리에 익숙하지 않아도 규모 분산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로세싱을 작은 단 의 작업으로 세

분화하여 클러스터 내 수백 개의 노드에서 병렬로 실행 

할 수 있다[15-16]. [그림 3]은 맵리듀스의 실행 흐름도이

다. 맵리듀스의 실행 과정은 User Program은 시스템명

령 fork()를 이용하여 분산 실행된다. 그  하나는 

Master로 동작하고 나머지는 Map과 Reducedp 동작되는 

work를 생성한다. Map에 의해 할당된 worker는 분할된 

데이터를 읽어 간 일 형태 (k2, v2)를 생성한다. 이 과

정이 Map과정이며 다시 간 결과는 local Disks에 장

된다. 이 때 데이터가 Reduce 하는 worker에 의해 다시 

취합되어서 결과 일(output file0, output file2)이 생성

된다. 

[Fig. 3] Map-Reduce Implementation Process

3.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모델

3.1 기존 데이터 처리의 문제점

부분의 정보시스템은 RDBMS로 데이터를 구성하

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RDBMS는 일정기간 사용 후 

데이터양이 증가되면 읽기(Read), 장(Write) 연산 수행

에 제약 조건이 발생되어 서비스가 느려지는 상이 발

생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CPU, 메모리, 고속의 디스크 탑

재, 신규서버 도입 등 서버 인 라에 재투자를 진행하거

나 RDBMS 튜닝(Tuning)을 통해 사용자는 해결책을 찾

고자 한다. 자의 경우 계속 인 경제  비용이 투자되

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기술자의 스킬과 기 의 꾸

한 교육 지원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하 수 으로 증가되는 데이터 운  환경 

즉,  기존의 RDBMS 운  환경에서는 한 해결책이

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세한 기 에서 정보시

스템에 한 재투자는 경제  비용을 가 시켜 큰 부담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2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모델

본 논문에서 하둡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모델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데이터 처리는 통 인 RDBMS 데이

터베이스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존 인 라의 추가 시

설 없이 서비스 증가로 인한 데이터 읽기 부하, 쓰기 부

하를 개선해 보고자 시도된 데이터 서비스 모델이다.  본 

모델은 RDBMS 데이터를 하둡 기반 HDFS로 일원화하

고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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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 하게 추출하는 모델로 

하둡 기반 빅 데이터 처리 기법을 용하 다. [그림 4]는 

하둡을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는 제안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로 빅 데이터 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처

리 흐름 과정이다. [그림 4]의 데이터 처리 흐름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Fig. 4]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Service
Using Big Data Framework

첫째, 기  내 정보시스템 데이터는 RDBMS에서 일

정 시간을 기 으로 자동화 스 러에 의해 데이터 

처리기로 송한다. 데이터 처리기에 수집 된 자료는 

맵리듀스(MapReduce)를 이용하여 하둡(Hadoop) HDFS 

일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일원화된 하둡 HDFS는 하

나의 일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리하게 된다. 둘째, 하

둡 HDFS는 안정된 데이터 리를 해 별도의 분산 DB 

구성도 가능하다. 이 때 사용되는 DB는 NoSQL 기반의 

DB를 이용하여 하둡 HDFS로 달되어 장, 보 한다. 

셋째, 사용자는 웹 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을 

한다. 사용자 요청 서비스 이벤트가 발생되면 웹 정보시

스템은 하둡 HDFS에 데이터 처리 요청을 송한다. 하

둡 HDFS는 사용자의 정상 인 요청이 확인하고 사용자

에게 결과 값을 송한다. 넷째, 사용자 요청 값은 사용자

에게 달될 때 128비트 암호문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3 빅 데이터 처리의 모델 기반의 제안시스

템 설계 

본 논문의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학 내에서 운 되

는 웹 민원시스템과 자산 리시스템의 데이터 장과 조

회 과정에 설계, 용하 다. 

[Fig. 5]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Using Big 
Data Framework#1

[그림 5]는 제안시스템 서비스 흐름도로 본 논문의 

체 인 서비스 흐름을 도식화하 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Request, Write하는 과정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를 지원

을 해 RDBMS에서 하둡HDFS 일시스템으로 데이

터를 이 하는 과정을 표 했다. [그림 6]은 본 제안시스

템의 서비스 차 순서도로 사용자가 웹 서비스에 속

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읽기(Read), 장(Write), 상태확

인 등의 과정을 순서도로 표 하 다. 체 인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ata   송 2. Data 장 3. 

Data 조회 4. Data 암호화  상태확인 등 4가지 서비스 

흐름으로 설명 된다.

[Fig. 6]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Using Big 
Data Framework#2 

[Fig. 7] Data Transf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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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송은 RDBMS에서 데이터 처리기

(Preprocessing)로 데이터를 송하는 과정이다. 

RDBMS에서 데이터 갱신 트리거가 발생되면 RDBMS 

스 러(Scheduler)에 의해 갱신된 RDBMS의 자료를 

하둡 HDFS 일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데이터 

계기인 데이터 처리기는 변경된 RDBMS 데이터가 

송되면 즉시 하둡 HDFS 일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재

송한다. [그림 7]은 Data 송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이

며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정으로 RDBMS에서 

데이터 갱신 트리거가 발생되면 RDBMS 스 러

(Scheduler)에 의해 갱신된 RDBMS의 자료를 하둡 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RDBMS Scheduler는 10

분 내에 RDBMS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여 Data 처리 

서버로 송한다. 두 번째 과정으로 xml 일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계기 역할을 하는 데이터 처리기에

서 하둡 HDFS Stream Write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64MB 고정길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하둡 HDFS에 장

한다. 한,  하둡 HDFS에 의해 장되는 데이터는 기본

으로 3개가 복제되어 인근노드 는 임의의 노드에 분

산 장된다. 본 수행과정은 [그림 6]의 2. 데이터 송 

과정으로 설명된다. 

2. Data 장은 사용자에 의해 해당 정보서비스 모듈

의 데이터 변경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사

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하여 웹 시스템에 속하면 

인증검사와 유효성검사 진행 후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 

모듈로 이동하여 변경데이터를 발생시킨다. 변경데이터

는 먼  RDBMS에 장되며 RDBMS에서는 RDBMS 

스 쥴러에 의해 10분 간격으로 변경 된 데이터가 xml로 

변환되어 Data 처리 서버로 송된다. 스 러에 의

해 xml 일로 변환 된 데이터는 하둡(Hadoop) HDFS 

Stream Write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64MB 고정길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하둡 HDFS에 분산 장한다. 이 때 

송되어 장되는 데이터의 일 사이즈는 64MB 단

로 나 어져 3개가 복제되어 인근노드 는 임의의 노드

에 분산 장된다. Data 갱신(Update) 과정도 이와 동일

하게 처리된다. [그림 8]은 데이터 장(Write)  갱신

(Update)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이다. 

3. Data 조회는 사용자에 의해 해당 정보서비스 모듈

의 데이터 읽어오는 과정이다. Data 장과 동일하게 사

용자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하여 웹 정보시스템

에 속하고 사용자 인증 검사와 암호 유효성 검사를 진

행한다.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

는 서비스 모듈로 이동하여 해당 정보서비스 모듈의 정

보 조회를 요청한다. 데이터 정보 조회를 요청받은 웹 정

보시스템은 기존에는 RDBMS가 아닌 하둡 일시스템

의 네임 노드에게 사용자 요청 정보를 달한다. 하둡 네

임노드는 웹 시스템에 사용자 요청 정보를 달하고 이 

때 달되는 정보는 실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데이터 

노드의 정보를 달한다. 데이터 노드의 정보를 달받

은 웹 시스템은 실 데이터 노드를 검색하여 데이터 암·복

호화를 거친 후 사용자에게 안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8] Data Write & Update Process

[Fig. 9] Data Read Process

[그림 9]는 Data 조회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이며[그림 

8,9]는 [그림 6]의 4. Data 장과 3. Data 조회 과정을 상

세 도식화하 다. 

4. Data 암호화는 사용자에게 요청된 Data 조회 정보

를 3.의 Data 읽기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결과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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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며 결과 값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달하는 과정

이다. Data 상태 확인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각 

데이터 노드의 로그정보, 작업 진행 상황, 로그램 상태

정보, 사용자 사용내역 등을 기록하고 상태정보  모니터

링에 이용된다. 

3.4 빅 데이터 처리의 모델 기반의 제안시스

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다형화 되는 데이터 증가로 인한 기  

내 RDBMS 간의 데이터 처리에 심을 두고 사용자에게

는 신속한 정보서비스와 효율 인 데이터 리를 해 

기존 RDBMS 데이터 운  방식에서 벗어나 확장성 있는 

데이터 운 에 심을 두었다. 더불어 경제  비용을 최

소화하며 데이터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연 상을 개선

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에 을 두고 본 제안시스템을 

구 하 다. 다음의 [그림 10]은 본 논문의 빅 데이터  

임워크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구  과정을 한

에 보이도록 서비스 그룹별로 도식화한 시스템 구성도  

이다. [그림 10]을 간단히 설명하면 ①데이터 수집 ②데

이터 조회  처리 ③데이터 백업 ④데이터 모니터링 ⑤

데이터 암호화 과정으로 모듈별 처리 과정으로 구분하 다. 

[Fig. 10] Conceptual Diagram for each Service Module
Using Big Data Framework

3.4.1 웹 서비스 접속

사용자는 웹 서비스에 속한다. 이는 허용된 사용자

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Application은  인터넷 웹 서비

스에서 입력받은 사용자 정보로 로그인을 요청한다. 다

음의 [그림 11]는 웹 서비스 로그인을 구 한 화면이다. 

[그림 12]은 사용자 속 승인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서

비스되는 메인 화면이다.

3.4.2 데이터 조회

데이터 조회는 RDBM에서 하둡 HDFS로 일을 이  

후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이다. 정보 조회를 요청받은 

웹 정보시스템은 하둡 HDFS 일시스템의 네임 노드에

게 사용자 요청 메타 정보를 확인하여 실 데이터가 장

되어 있는 데이터 노드의 정보를 읽어온다. 데이터 노드

의 정보를 달받은 웹 시스템은 실 데이터 노드를 검색

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3]는 민원 

정보시스템에서 읽은 텍스트와 첨부 일의 실사용 이

다. [그림 14]는 이미지 일을 읽어 실제 구 시스템에

서 조회되는 웹 정보시스템 화면이다.

[Fig. 11] Web Service Access Initial Screen

[Fig. 12] Main Screen of Civil Service Using Big 
Data Framework 

3.4.3 데이터 저장

Data 장은 RDBMS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기로 

송한 후 다시 하둡 일시스템 HDFS에 분산 장되는 

과정이다.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추가 는 갱신 데이터

가 발생되면 데이터는 먼  RDBMS 정보시스템에 먼  

장된다. RDBMS 스 러에 의해 데이터 변동 이벤트

를 자동으로 감지하면 RDBMS Scheduler에 의해 일정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를 하둡 HDFS로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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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ading Text and Attached File from Civil
Service System  

[Fig 14] Reading Image Data from Asset system

4. 결 론 

빅 데이터의 활용은 이제 IT 략의 최우선  과제로 

요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 빅 데이터는 단순히 데

이터 용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력의 

잠재  필수 요구 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본 논문의 데이터 처리 모델은 빅 데이터 기술을 응용

한 데이터 리 모델이다. 기존 RDBMS로 운 하던 데

이터 리를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을 이용하여 확

장성 있는 데이터 운 과 신속한 웹 정보서비스 지원에 

을 두고 기존 RDBMS 환경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하

둡 데이터 리로 효율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계하

다. 재까지 사용하는 RDBMS 환경의 데이터를 빅 데

이터 처리 기본 기술인 하둡 클러스터 HDFS 일시스템

으로 일원화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안 하게 달하는 웹 정보서비스 모델을 

개발하 다. 과거의 데이터 처리는 정해진 정형화 된 데

이터를 처리했다면 재는 사진, 동 상, 음악, 지도 등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본 제안시스템은 불특정인 다수가 속하여 

수시로 데이터를 읽거나 첨부 일을 다운로드하는 웹 사

이트의 비정형 데이터의 조회에서 효율 인 사용 가 되

어 주었다. 무엇보다 본 제안시스템은 용량 일 장

이 가능한 분산 일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클러스터 구성

이 가능하고 멀티노드의 부하를 분산 처리하므로 시스템

의 과부하나 병목 상을 여주는 장 이 있다.  하둡

은 오 소스로 제공되므로 경제  비용을 여주는 큰 

장 이 있다. 컨  하둡과 RDBMS 비용을 분석하면 

운 비용이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된다. 하둡은 테라

바이트 약 4,000달러 정도인 반면에 RDBMS는 약1만 4

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향 후 하둡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17].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하둡을 이용한 데이

터 처리 기법은 기존 RDBMS 운  환경을 개선하여 효

율 인 데이터 운 과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 RDBMS의 재구성 없이 서버나 데이

터베이스 등 인 라 시설에도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효율 인 데이터 운 이 가능했다. 이는 재와 같

은 다양한 컴퓨  환경의 각종 RDBMS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에게 경제  비용의 감소와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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