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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NoSQL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RDBMS로 구성되어있고, 저용량 데이터의 경우 RDBMS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존 RDBMS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대용량 처리에 유리하도록 NoSQL 기반으로 마

이그레이션하여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고, 각각의 이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DBMS와 NoSQL의 

혼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RDBMS와 NoSQL간의 데이터 매핑 관리 모델을 제안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의 효율적 데이터 관리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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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컴퓨팅 성능,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개인화 서비스, SNS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IT 시장분석 기관인 

IDC에 의하면 2018년에 발생한 정보량은 33제타바이트로 2010년에 

비해 16.5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해 빅데이

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에 유리한 NoSQL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용되고 있던 RDBMS(관계형데이터베이스)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NoSQL의 혼용 사례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DBMS와 NoSQL 혼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BMS와 NoSQL(Not Only SQL)간의 데이터 매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을 적용하면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NoSQL Database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어로, SQL문의 처리뿐만 아니라 

추가 기능이 제공됨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2]. 데이터베이

스는 기존 RDBMS의 ACID특성(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에서 일부 벗어나 BASE특성(Basically 

Available, Soft-state, Eventually Consistent)을 제공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등장하였다[3]. NoSQL은 

저장구조 방식별로 키-값 저장소(Key-Value Store), 문서 저장소

(Document Store), 컬럼 저장소(Column store), 그래프 저장소

(Graph Store) 의 네 가지 데이터 모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 

각 방식별 NoSQL의 종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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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structure Type of NoSQL

Key-Value Store HBASE, Cassandra

Document Store MongoDB, Couchbase

Column store Redis, DynamoDB

Graph Store Neo4j, InfiniteGraph

Table 1. NoSQL DB types by data storage structure

III. The Proposed Scheme

RDBMS와 NoSQL의 혼용 또는 RDBMS, NoSQL별 각각의 

최적 버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시, NoSQL의 특성상 데이터베

이스의 동일 데이터의 파악이 어렵다. NoSQL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Schema-less 형태여서 RDBMS에서 여러 테이블에 

나누어 JOIN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를 하나의 Collection에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인 RDBMS의 Oracle과 NoSQL의 MongoDB를 활용

한 데이터 매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5].

Fig. 1. Process of data mapping management model between 

RDBMS and NoSQL

앞의 [Fig. 1]과 같이 DB 명령어를 사용하여 대상 RDBMS의 

Table, Column, NoSQL의 Collection, Field의 목록을 조회한 후, 

각각의 목록을 제안 모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Table 

& Column, Collection & Field 목록 중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항목, 즉 다음의 [Fig. 2]와 같이 RDBMS와 NoSQL의 

Table-Collection, Column-Field를 매핑하여 매핑 목록을 제안 모델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Fig. 2. RDBMS-NoSQL data mapping structur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쓰이는 NoSQL과 RDBMS의 혼용 또는 연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증가에 따라, RDBMS와 NoSQL의 데이터를 매핑하여 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RDBMS와 NoSQL간의 데이터 매핑 관리 모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에게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 용이성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매핑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데이터 매핑 자동화 모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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