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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BMS는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며 수많은 분야에 특화된 여
러 종류의 DBMS 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수많은 기능을 조합하여 
원하는 기능을 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토석류의 발생확률을 예측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토석류의 발생확률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
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자료인 강우량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stream data)에 대한 처리와 제일 가까운 두 지점
을 찾을 때 발생하는 공간적 질의(spatial query)를 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tream을 처리하는 여러 시스템을 비교, 평가 한 뒤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PostgreSQL에 stream에 대한 처리 
능력을 더한 PipelineDB를 이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
루고, 제일 가까운 두 지점을 찾을 때 발생하는 공간적 질의에 대
해서는 PostgreSQL의 extension인 PostGIS를 통해 해결하고 이
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QGIS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입력받는 
시스템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 이렇게 구성한 시스템에 대해 실제 토석류의 발생확률을 예
측할 때 사용되는 질의문을 던져 성능을 측정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 값을 토대로 아무 것도 변경하지 않은 일반 DBMS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비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 DBMS, 실시간 데이터, 공간적 질의, 시스템
학  번 : 2014-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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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DBMS는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며 각자 특정분야에 대해 세분화 되어 

장점을 확실히 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 DBMS가 전문화된 분야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졌으며 어떤 

DBMS가 어느 분야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는 지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

황이다.

   토석류의 발생을 예측하는 시스템에 사용될 DBMS를 선택하는 것 역

시 같은 문제를 동반하는데 토석류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점의 지역적 정보 말고도 제일 가까운 기상 관측소를 찾아 그곳의 실시간 

강우량을 정제한 정보 또한 필요하기에 효율적으로 토석류의 발생을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인 stream의 경우 기존의 처리 방법

으로는 불필요한 sorting, 반복되는 query의 불필요한 계산 등이 계속해

서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DSMS

나 CEP라는 요소가 새로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하

나의 새로운 프로그램 형태로 나와 상용화된 시스템에는 적용시키기 어려

운 점이 많았다. 

   공간 데이터(Spatial Data)와 이를 이용하는 질의문 역시 기존 DBMS 

들이 사용하는 index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다차원 데이터에 

특화된 Spatial Index가 필요하지만 이런 공간데이터 처리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다른 데이터의 처리에서는 다른 DBMS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경우가 존재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더라도 비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측하

기 위해 현존하는 stream data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을 통해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DSMS를 선정하고, 공간 데이

터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한 다음 QGIS를 통해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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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1.1 토석류 발생 예측 시스템 구현의 문제 및 난관

   흔히 산사태로 불리는 토석류는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줄 수 

있는 문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발생량이 더 늘

어난 상태다.     

   이런 토석류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질 등 현지의 조사

와 함께 기상청의 실시간 강우량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

다.    

   첫째, 사용하는 강우량의 시간 단위와 공급되는 강우량의 시간 단위가 

다른 것. 토석류의 발생 위험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강우량은 1시간, 6시

간, 3일 단위인데 반해 기상청에서 오는 기상정보는 10분마다 1시간 강

우량 정보만이 주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atic 한 테이블을 기반으

로 하는 기존의 DBMS는 sorting을 update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는 stream data의 처리가 필

수적이다.

   둘째, 토석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

로 예측되는 지점과 기상청의 기상관측소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토

석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앞으로 이정표라고 하자. 이 이정표가 있는 지점은 주로 고속도로 

주변이나 시내 부근으로 기상청이 설치한 기상관측소와 이 이정표의 위치

가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각 이정표마다 가장 근접한 기상관

측소의 위치를 찾아야하는데 이런 spatial query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

떤 형태이던 간에 spatial index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 DBMS의 

비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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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SQL문을 입력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원하는 정보를 보는 것이 아

닌, 클릭을 통한 명령으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배경지식

1.2.1 Spatial Data

   지리공간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x,y 같이 2차원 

이상의 좌표 값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두 개 이상의 column에 대해 index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1차원 index가 아닌 다차원 index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다차원 인덱스로는 R-tree, kd-tree, grid, quadtree 등이 있

으며 z-order, Hilbert 등의 space filling curve를 이용해 다차원의 데

이터를 1차원으로 mapping한 형태의 인덱스도 존재한다.

1.2.2 Data Stream Management System(DSMS), Complex 

event processing(CEP)

 

   기존의 DBMS가 정해진 table 안에서 query를 수행하고 결과 값을 

뽑아냈다면 DSMS는 무한대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인 stream을 다

루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런 stream을 관리할 때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

의를 계속하고 순차적 접근과 반복접근이 많은데다가 오래된 정보를 배제

하는 능력도 필요하기에 기존 DBMS에서 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DSMS는 보통 이런 무한대로 들어오는 정보들에 

window라는 한정된 scope를 두고 그 범위 내에 대한 값을 뽑아낸다.

   CEP의 경우 실제로 DSMS와 혼용되기도 하며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

만 대체적으로 stream을 다루는 시스템 중에서 좀 더 상업화된 시스템을 

가리킨다. DBMS 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과 비슷하게 작동하며 이 시스템에서 DBMS는 하나의 data source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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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한다. CEP는 여러 종류의 stream, DBMS 등 수많은 data 

source 들에서 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특정 사건이 터지면 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사용자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CEP나 DSMS 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에 처리하기(low-latency) 위해 메모리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In-memory구조로 만들어지며 질의문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SQL

문과 비슷하지만 stream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한 

StreamSQL, EPL, CQL[1]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관련연구

1.3.1 Geospatial Stream Query Processing using Microsoft 

SQL Server StreamInsight [2]

   VLDB에 나온 논문으로 Microsoft SQL Server를 기본 시스템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질의와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를 동시에 구현하였다. 

Spatial data의 경우 Microsoft SQL Server에서 제공하는 spatial 

library로 처리하였으며 stream data의 경우 Microsoft SQL Server 

StreamInsight를 이용하여 6300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통행량에 대해 

Query를 처리한 데모 논문이다.

1.3.2 Continuous Query Processing of Spatio-temporal Data 

Streams in PLACE [3]

 

  여러 개의 핸드폰이 움직이면서 발생시키는 좌표 값을 비롯한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PREDATOR [4]라는 RDBMS와 

NILE [5]이라는 DSMS를 PLACE라는 서버를 통해 확장시켜 공간적 질

의와 실시간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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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patio-Temporal Stream Processing in Microsoft 

StreamInsight [6]

   1.3.1의 논문과 비슷하게 Microsoft SQL Server를 시스템의 DBMS

로 사용한 뒤에 MS SQL Server에서 제공하는 library로 spatial data를 

처리하고 StreamInsight를 이용해 stream data를 처리하여 움직이는 차

량에게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 2가지

를 제안하였다.



- 6 -

제 2 장 사용할 backend에 대한 고찰

   토석류 발생을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stream 데이터의 

처리 문제는 10분에 한 번 발생하는 반면 공간적 질의의 경우 새로운 이

정표의 추가 때 발생하는 것이 전부라 발생빈도가 그리 크지 않기에 우선

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stream 데이터의 처리 부분으로 보았다. Stream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DSMS와 CEP에 대한 survey를 해

보았으며, 많은 정보가 알려진 DBMS 기반과 초창기 DSMS 그룹과 

tumbling window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나온 비교적 최근의 

CEP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해보았다.

   

2.1 DBMS 기반, 혹은 초창기 Stream management

   DBMS를 기반으로 stream management를 추가했거나 연구실에서 프

로젝트로 만든 stream management 시스템으로 아직 기능적으로 완벽하

지 않아 기능적인 면에서 평가를 주로 하였으며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Internal DBMS:　이 프로그램 내에 DBMS를 따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DBMS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

• Spatial Index: 프로그램 내에 DBMS가 있을 경우 spatial index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여부.

• Continuous View: Stream이 있을 때 해당 stream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해당 stream에 대한 평균, 최대, 최소를 뽑을 수 
있는지 여부.

• Sliding Window: 그림 1과 같이 한 stream에 대해 현재로부터 특정 
시간 전까지의 정보만을 뽑아 사용할 수 있는가. (ex 생긴지 10분 
이내의 요소에서만 특정 값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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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umbling Window

그림 2 Sliding Window• Tumbling Window:  그림 2에 해당하며 Sliding window와 비슷하나 
특정 단위로 slide된다. (Ex: 10초안에 생긴 값에 대해서만 값을 
구하라고 하면 sliding은 0~10, 1~11, 2~12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 
tumbling은 0~10, 10~20 으로 10씩 움직인다.)

• FULL SQL support: SQL문도 그대로 실행이 가능한지와 SQL 비슷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  SQL문의 상당수를 지원하는지의 여부.

• Free to use: 사용하는데 돈은 들지 않는가, 소스가 공개되어 쉽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Stream-to-stream relation: stream과 relation 간의 jo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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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elegraphCQ 질의문

그림 4 DBMS 기반과 초창기 DSMS에 대한 분석표.

대부분이 지원하나 stream 간의 join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여부.

• Evolving: 비교적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되며 유지되고 있는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 그림 3과 같이 표를 만들어보았다. 

해당 표에서 Recent CEP의 경우 필요한 기능은 다 지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뒤이어 각 DSM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

다.

2.1.1 TelegraphCQ [7]

   PostgreSQL에 기반을 두고 만든 DSMS로 stream 처리를 안 하는 

PostgreSQL 모드와 stream 처리를 하는 TelegraphCQ로 분리해서 실

행한다.  

   Query문의 경우 SQL문을 변형시켜 사용하며 이를 이용해 stream을 

계속해서 관측하면서 aggregate 결과를 뽑는 continuous view와 특정 

시점의 정보를 뽑는 sliding window가 가능하지만 window가 slide 하는 

단위까지 컨트롤은 불가능하다. Stream끼리의 join도 column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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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urora의 stream 처리 도식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join문은 지원을 안 하며 SQL문과 

비슷한 문법을 사용함에도 TelegraphCQ 모드일 때는 subquery와 

where 문의 OR을 지원하지 않는 등 SQL을 모두 지원한다기에는 무리

가 있다. 또한 PostgreSQL 기반이지만 PostGIS 등의 PostgreSQL의 

extension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1.2 Aurora [8]

   XML문을 기반으로 Query를 수행하며 window가 아닌 box & arrow

라는 모델을 사용한다. 모든 stream 소스에 대해 timestamp를 찍고 각 

box를 지나며 정해진 역할을 한 후에 결과물을 출력하는 형식. stream에 

있는 같은 window를 보는 query들은 queue를 공유한다. 이후 Boreal 

project로 옮겨갔으며 많은 CEP 들의 기반이 되었다.

2.1.3 STREAM [9]

   Query를 처리하는데 있어 CQL을 사용하며 where문에 subquery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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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TREAM에서 stream 관련 query를 처리하는 도식.

그림 8 NiagaraCQ의 query문

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integer, float, char(n), byte의 4가지 data 

type만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stream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인 aggregate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아 질의문을 만들 때 필요한 곳

에 aggregate를 넣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6의 경우 R과 S라는 두 개의 스트림과 R에 window를 두고 최

댓값을 구하는 Q1, R과 S를 join하는 query Q2가 있을 때의 모습으로 

각 윈도우가 해당하는 정보를 query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1.4 NiagaraCQ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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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pelineDB Query문의 예제

   XML을 기반으로 한 stream management로 초기 소스의 경우 제한 

없이 받아서 사용해보고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기의 경우 따로 요청

해서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continuous view 이외의 요소들

은 지원하지 않는다. 장점으로는 시간이 기준이 아닌 파일의 수정을 기준

으로도 질의문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2.1.5 PipelineDB [11]

   PostgreSQL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stream management로 일반 

PostgreSQL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가능하며 PostGIS 등의 

PostgreSQL extension도 사용이 가능하다. Query문은 그림 8과 같이 

일반적인 SQL문만으로 이루어지며 stream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table과는 달리 stream과 view라는 object를 따로 만들어 stream에 변

화가 생기면 view에서 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었다. 

PostGIS를 통해 GIST spatial index를 만드는 게 가능함과 동시에 

spatial object를 만들어 QGIS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2.1.6 VoltDB [12]

   In-memory 기반의 오픈소스 DBMS로 Apache Kafka [13] 등을 통

해 입력받은 stream을 view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Stream 간의 join

은 지원하지 않지만 tumbling window 등 대부분의 stream 관련 기능은 

지원하는 편이며 SQL문을 사용한다. Latency의 경우 Apache Storm과 

함께 1 millisecond [14]의 속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Geometry data에 대해 좌표값을 표현할 수 있는 geography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index는 존재하지 않아 실제적인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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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oltDB에서의 stream과 이를 이용한 view의 
예.

그림 11 Stream Insight의 query 예제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제작사에서 이에 대한 추가를 약속한 상태이

다. [15]

2.1.7 Microsoft StreamInsight [16]

   SQL Server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른 Stream을 

다루는 시스템 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지원한다. Query를 나

타내는 용어로는 그림 10과 같이 LINQ라는 자체적 용어를 사용하기에 

SQL문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변형해서 사용해야 한다.

   비록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SQL Server를 이용, 기존 RDBMS에 해당

하는 내용들을 처리하는 것도 자유로우며 MSSQL Spatial을 통해 

Spatial object를 만드는 것과 Grid와 비슷한 MS만의 Spatial Index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QGIS에 연결하여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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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treamInsight의 구조

그림 13 Microsoft SQL Server의 Spatial Index
2.2 Recent CEP

   Tumbling Window와 같은 다양한 window function, stream 간의 

join 등 stream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대부분을 지원하며 멀티노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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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pache Storm에서 Stream처리 과정

의 활용,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 등 다방면에

서 자신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상업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

에 무슨 기능을 지원하는지 구조는 제공하지만 정확한 원리 등은 공개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로 비교하지는 않고 간략히 각자에 대한 소개만 

하도록 하겠다.

2.2.1 Apache Storm [17]

    Stream을 다룰 수 있는 멀티노드를 중점으로 만든 프레임워크로 데

이터소스인 spout과 그 spout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bolt로 나눠진다. 

이 bolt에서 나온 결과물을 spout처럼 사용할 수도 하며 그림에서 보듯 

DBMS 기반이나 초창기 DSMS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stream간의 join을 

손쉽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spout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곳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언

어로 개발이 가능하기에 확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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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torm Topology

그림 16 Spark Stack

   그림 14의 Topology를 보게 되면 하나의 master node인 nimbus에

서 명령을 내리고 다른 node인 supervisor들이 worker process에 명령

을 행하게 하고 Zookeeper가 supervisor 들을 관리하게 된다. 제작사에

서는  zookeeper에서 worker의 상태를 기록할 때 발생하는 disk I/O가 

bottleneck이라 [18] 하지만 CPU가 bottleneck이라 주장하는 외부 리

뷰도 존재한다. [19]

2.2.2 Apache Spark [20]

   Storm과 비슷하게 멀티노드, 인메모리를 중점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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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nfoSphere의 tier 구분

만 Storm이 말 그대로 stream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Spark는 분산 컴

퓨팅 시스템에 가까워 stream의 효율적 처리보다는 배치를 빠르게 처리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데이터 구조로는 RDDs(Resilent Distributed 

Datasets)를 사용하며 Storm과는 다르게 Hadoop Yarn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언어를 지원하지만 사용한 언어에 따라 성능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1] 지원하는 언어는 Storm보다는 적지만 

contributor의 숫자는 Spark가 Storm보다 더 많으며 좀 더 stream에 

적합하게 수정한 Spark Streaming [22] 이 존재한다.

2.2.3 IBM InfoSphere [23]

   IBM에서 지원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질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SQL문을 변경한 WQL을 사용한다. 그림 16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client tier 하나와 server에 해당하는 tier 3개로 이루어져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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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nfoSphere에서 Stream 처리 과정
   IBM 사에서 행한 벤치마크에서는 Infosphere를 이메일 서버에 두고 

들어오는 이메일들을 stream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

은 그림 17과 같이 이루어진다. IBM 사에서는 이렇게 행한 벤치마크 성

능 상으로는 Apache Strom 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24] 단점으로

는 상업 시스템인 IBM 시스템 상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구조가 다른 것

과 통폐합되고 바뀐다는 점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평가 받는다.

2.2.4 Oracle CEP [25]

   Query를 표현하는 언어로 Oracle C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상업 

시스템이지만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벤치마크 

자체는 존재하나 [26] 타사와의 비교가 없는 단순히 자사제품의 속도만

이 나오는 벤치마크이다. 실험 방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 벤치마크에서 Oracle CEP의 latency 대부분이 0~99 

microsecond에 분포해있다. 

2.2.5 TIBCO StreamBas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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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IBCO StreamBase의 stream 처리과정

그림 19 Oracle CEP의 Stream Query 진행과정

   업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업 CEP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사용

하기 보다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가져다가 쓰는 시스템에 가깝다. 그림 

에서 보듯 geometry적 요소를 표현하는데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

만의 고유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LiveView라는 frontend와 다른 곳으

로 alert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2.6 Esper [28]

   오픈소스 CEP로 최근 다른 CEP 들과 비교하면 distributed system

이 아니라 멀티노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Oracle CEP 등 많

은 CEP 들의 기반이 되었으며, 성능의 경우 과거에 측정한 것이기는 하



- 19 -

나 latency 3 microsecond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29][30]

2.3 선택한 시스템

   이런 여러 시스템 중 가장 크게 고민하게 한 것은 PipelineDB, 

VoltDB, Apache Storm, StreamInsight의 네 가지였다. 이중에 

StreamInsight의 경우 이전의 연구들에서 이미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는 

검증이 충분히 되었고, QGIS와의 연결을 지원하는데다가 spatial query

의 처리를 위한 spatial index도 grid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남은 세 가지 중 PipelineDB를 선택해서 토석류 발생 예측을 위한 시

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Stream을 처리하는 성능으로만 보면 최신의 

CEP 들이 PipelineDB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훨씬 더 좋은 성능

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신의 CEP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컴퓨터에 CEP, DBMS, QGIS 

3가지를 모두 돌려야한다. 하지만 토석류 예측 시스템의 경우 굉장히 사

양이 낮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만드는데다가 셋이 

서로 간에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하기에 3개의 연결을 만들어야 하는데 

QGIS에 CEP를 쓴 선례가 없기에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2. 인 메모리 기반이 아니다.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VoltDB 같은 

DBMS의 경우 인메모리 기반인데 반해 실제 이 시스템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컴퓨터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 인메모리 DB를 돌리고 해당 

DB에 있는 내용을 QGIS에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었다. 

   3. 디스크기반 DBMS 중 성능이 우수: Stream-to-stream relation

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tumbling window가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우회해서 비슷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PostgreSQL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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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MS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4. PostGIS extension이 가능. PostGIS extension을 통해 GIST 

spatial index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일반적인 RDBMS보다 spatial 

query를 처리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PostGIS를 통해 

spatial object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QGIS와 보장된 연결을 

구축해 DBMS 안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손쉽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확실히 지원하고 base로 RDBMS

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PostgeSQL을 사용했기 때문에 backend에 사

용할 시스템으로는 PipelineDB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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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토석류 발생 예측을 위한 지질정보 시스템의 구조

제 3 장 구조

   크게 구조는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아이콘의 클릭 

형태로 query를 입력받아 시행하는 frontend에 해당하는 QGIS와 QGIS

로부터 명령받은 command를 실행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처리해서 QGIS가 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backend에 해당하

는 PipelineDB로 이루어져있다. 

3.1 Frontend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backend와의 소통하여 

PipelineDB에서 처리한 정보가 PostGIS를 통해 spatial object화 되고, 

이 정보가 그림 21과 같이 QGIS에서 시각화되어 표기된다. 이런 데이터

의 시각화 말고도 사용자가 아이콘을 통해 입력한 명령을 backend에서 

실행하도록 명령하며 QGIS 내의 여러 application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

로의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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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QGIS에서 이정표와 강우 관측소, 배경 지도의 표기

그림 24 eVis를 통해 특정 column에 있는 경로를 읽어 사진을 보여주는 예제

그림 23 Openlayers plugin을 이용한 웹을 통한 지도설정

   그림 22와 같이 Openlayers plugin을 통해 지도 layer를 local map 

뿐만이 아닌 인터넷에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각 이정표의 청사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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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ackend의 PipelineDB에서의 Table과 Stream 관계도

그림 26 QGIS 상에서 노란색(이정표)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빨간색)을 나타낸 장면

장사진 등을 eVis plugin을 통해 table에 있는 특정 column의 값을 읽어 

해당하는 경로에 있는 사진을 그림 23과 같이 볼 수 있게 해준다.

3.2 Backend

    PostgreSQL에 기반해서 stream management 기능을 더한 

PipelinDB와 그 extension인 PostGIS로 이루어져있으며 PipelineDB에

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오는 자료를 처리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PostGIS에서 spatial object화 시켜 QGIS에 전달을 하게 된다.

3.2.1 최근접 강우관측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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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표에 있는 좌표 값과 강우 관측소에 있는 좌표 값을 이용, 모든 

이정표마다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를 구하는 과정으로(다차원 Nearest 

neighbor 문제) Spatial index의 존재가 여기서 중요해진다. 10분마다 

발생하는 실시간 강우자료의 처리보다는 발생빈도가 낮지만 새로운 이정

표가 추가될 때마다 한 번은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PipelineDB에 PostGIS extension을 추가해 spatial index를 만들어 해

당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대한 시간 결과는 이후 4장 실험 결과에 표시

하도록 하겠다.

3.2.2 실시간 강우자료의 처리

   실시간 강우량으로 들어오는 자료의 경우 현지 강우 관측소의 상태나 

통신 불량으로 인해 강우량으로 NULL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경우 바로 

전 시간대의 강우량을 대신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16:00에 들어온 

기상 관측소 50번의 강우량이 NULL을 뜻하는 –999인 경우 15:50분에 

들어온 기상관측소 50번의 강우량 50을 찾아 –999 값을 50으로 대체하

여 stream에 집어넣어 NULL 값으로 작업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다. 

   기존 RDBMS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나 PipelineDB의 

경우 stream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최근 1시간 강

우량을 구하는 window를 통해 손쉽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3.2.3 주의보, 경보 발령

   3.2.2에서 업데이트 된 실시간 강우량을 토대로 나온 1시간, 6시간, 3

일 강우량을 이용, 각 이정표의 토석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해

당 지점에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릴지를 결정한다. 

   기존의 RDBMS에서는 1시간, 6시간, 3일의 강우량을 3일치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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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쌓인 곳에서 sorting을 통해 고통스럽게 구해야 했지만 PipelineDB에

서는 stream 데이터의 처리를 넣었기에 view를 선언하고 정해진 기준 

값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졌으며 3.2.2와 3.2.3 모두 10분마다 한 

번 stream에 input이 발생하면 행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둘을 합친 질의

문에 대한 결과를 4 장 실험결과에서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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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험한 컴퓨터의 사양

제 4 장 실험 결과

4.1 시스템 사양 및 실험 설정

    실험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DBMS에 내재된 timer를 이용해서 얻은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소 50번을 시행 후 평균을 낸 결과 값을 

이용했다. 

   실험의 경우 현실 데이터는 실제 국내에 있는 기상 관측소(AWS) 

676개와 설치한 이정표(station) 1209개에 대해 행해졌으며,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부에 해당하는 CRS 좌표계 

Korea 2000 Central Belt 기준 x 값 130000 ~ 400000, y값 100000 

~ 560000에 해당하는 좌표에 무작위로 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synthetic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4.2 Stream Data에 대한 Query와 결과

   Stream 데이터의 처리가 포함되는 질의문의 경우 PipelineDB의 대조

군으로 PostgreSQL에서 sorting을 해서 찾는 방법과 QGIS 내부에 있는 

dBase를 기반한 DBMS를 사용했다. QGIS의 경우 기본적인 질의문은 

PostgreSQL과 같으나 index 생성이 안 되며 일일이 join을 명령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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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NULL 값 입력시 이전시간 강우량으로 
대체하는 질의문

PostgreSQL

UPDATE aws_raw SET 
time=new_aws.time, hour =(
CASE WHEN new_aws.hour=-999 
THEN (select t.hour from (select 
*,row_number() OVER (ORDER BY 
time DESC) AS row FROM 
aws_raw where 
aws_raw.aws_id=new_aws.aws_id) t 
where t.row =1)
ELSE new_aws.hour
END )
FROM new_aws 
WHERE 
aws_raw.aws_id=new_aws.aws_id 
AND aws_raw.time=(select k.time 
from (select *,row_number() OVER 
(ORDER BY time ASC) AS row 
FROM aws_raw where 
aws_raw.aws_id=new_aws.aws_id) k 
where k.row =1);

PipelineDB

INSERT INTO 
aws_stream1(aws_id,time,hour) ( 
SELECT new_aws.aws_id, 
new_aws.time, (
CASE WHEN new_aws.hour=-999 

해 성능이 심하게 나오지 않았기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질의문을 한 번만 

실행하고 synthetic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험을 행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 

실린 질의문은 NULL에 해당하는 –999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전 시간의 

강우량을 이용하는 질의문과 6시간 강우량을 구하는 질의문으로 1시간과 

3일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길이에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기에 따로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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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6시간 강우량 업데이트 질의문

PostgreSQL

UPDATE "누적 강우량" SET "6시간 
누적강우량(mm)" = (select 
SUM(t.hour) from (select 
*,row_number() OVER (ORDER BY 
time ASC) AS row FROM aws_raw 
where aws_raw.aws_id="누적 
강우량"."AWS 코드") t WHERE t.row 
=433 OR t.row =427 OR t.row =421 
OR t.row =415 OR t.row =409 OR 
t.row =403);

PipelineDB

CREATE STREAM 
aws_stream1(aws_id int, time 
bigint, hour double precision);
CREATE CONTINUOUS VIEW 
aws_raw1_hour AS SELECT 
aws_id, sum(hour) AS hour FROM 
aws_stream1 WHERE 
(arrival_timestamp > 
clock_timestamp() - interval '5 
minute') GROUP BY aws_id;
CREATE CONTINUOUS VIEW 
aws_raw1_6hour AS SELECT 
aws_id, sum(hour) AS hour FROM 
aws_stream1 WHERE 
(arrival_timestamp > 
clock_timestamp() - interval '245 

THEN (SELECT hour FROM 
aws_raw6_hour WHERE 
aws_raw6_hour.aws_id=new_aws.a
ws_id)
ELSE new_aws.hour
END) FROM new_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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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 GROUP BY aws_id;
CREATE CONTINUOUS VIEW 
aws_raw1_3day AS SELECT 
aws_id, sum(hour) AS hour FROM 
aws_stream1 WHERE 
(arrival_timestamp > 
clock_timestamp() - interval '4265 
minute') GROUP BY aws_id;

UPDATE "누적 강우량" SET "6시간 
누적강우량(mm)" = (select hour 
from aws_raw1_6hour where "누적 
강우량"."AWS 코드"= 
aws_raw1_6hour.aws_id);

그림 28 Stream Data에 대한 Query를 QGIS와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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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QGIS에 대한 그래프 없이 Stream Data에 대한 Query를 비교한 결과

그림 30 Stream Data를 AWS 개수에 따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ms 단위로 
나타낸 표.

   그림 27의 경우 왜 QGIS에서 복잡한 query 작업을 할 때 QGIS에서 

권고를 하듯 다른 DBMS에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줬으며 그림 28과 그림 29에서는 PipelineDB와 PostgreSQL의 성능차

이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676개에서부

터 PipelineDB가 PostgreSQL에 비해 6배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synthetic 데이터로 넘어가 AWS의 개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PipelineDB에서 stream을 사용할 경우 

완만한 직선을 그리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줘 scalable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 PostgreSQL에서 sorting을 동원한 방법은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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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의문
QGIS QGIS의 distance Matrix 기능 사용

sorting의 존재 때문에 제곱에 가까운 곡선을 보여주며 소요시간이 증가

해 기상관측소의 개수가 50000개로 증가했을 때는 PipelineDB와 26배

의 성능차이를 보여주며 PipelineDB가 stream data의 처리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4.3 Spatial Data에 대해 Query와 결과

   PostGIS의 spatial index로 향상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두 가지 비교군을 두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spatial index가 없는 

PostgreSQL에서 brute force로 최단 거리를 가진 기상관측소를 구한 방

법이다. Query문은 아래에 첨부했으며 간단한 거리 연산과 min을 구하

는 방법으로 구해보았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QGIS 자체에 memory에 테이블 전체를 올릴 경

우 쓸 수 있는 방법으로 memory 내부에서 계산을 하고 결과물을 파일로 

출력하는 형식이다. 그림 30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의 

경우 시간 측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에는 시행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AWS보다는 이정표가 추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는 점에 입각하여 AWS의 개수는 실제 기상 관측소의 개수인 673개로 

고정시키고 이정표에 해당하는 Station 개수만 늘려가며 일반 

PostgreSQL과 PostGIS로 spatial index를 생성한 경우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좀 더 크기가 큰 경우에 대해 어떻게 작동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작업으로 in-memory에서 작업하는 QGIS, brute 

force로 작업하는 PostgreSQL, PostGIS의 spatial index를 이용하는 

PipelineDB의 성능을 각각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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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SELECT station_id, 
min((highway.x-aws.x)*(highway.x-
aws.x)+(highway.y-aws.y)*(highway.
y-aws.y)) FROM highway, aws 
GROUP BY highway.station_id 
ORDER BY station_id ASC;

PostGIS

SELECT highway.station_id, 
(SELECT aws.aws_id FROM aws 
ORDER BY highway.geom <#> 
aws.geom LIMIT 1) FROM 
highway;

그림 31 QGIS 내부의 Distance Matrix로 
거리 값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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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上 AWS 개수를 676개로 고정시키고 station 개수를 늘렸을 경우.
下 station 개수를 25000개로 고정시키고 AWS 개수를 늘렸을 경우.

   그림 31의 그래프는 spatial query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모리상에서 작업하는 QGIS의 distance matrix가 상당히 괜찮

은 성적을 보여주며 brute force로 mXn의 시간이 걸리는 PostgreSQL

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ostGIS를 통해 spatial index를 도입한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 34 -

그림 33 AWS 개수를 676개로 고정시키고 station 개수를 증가시켰을 시 실험

그림 34 Station 개수를 25000개로 고정시키고 AWS 개수를 증가시켰을 시 실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aws의 개수가 676개일 경우에는 linear한 모습

을, station 개수가 25000개일 때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5배 증가할 동안 

소요시간은 2배 정도 증가함에 그치며 spatial index가 spatial data를 

처리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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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지금까지 토석류의 발생 예측을 위해 DBMS에 기반을 두어 지질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DBMS

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를 여러 가지 특수한 DBMS와 extension,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통해 해결한 것을 보였다. 

   실제로 본 시스템에 Backend로 사용된 PostgreSQL에 기반을 둔 

PipelineDB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지원하는 

stream 처리부분 또한 조사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결점이 많은 편이

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인 다른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통

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냈으며 PipelineDB의 stream처리 기능을 이

용해 10분마다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 효율을 높여 기존의 

DBM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

음을 보여줬다.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 시 발생하는 Spatial query의 처리 역시 기존

에 있는 PostgreSQL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성능을 PostGIS의 spatial 

index를 추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

며 특히 brute force로 구하는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향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쉽게 정보를 보여주고 입력을 받기 위해 오픈

소스인 QGIS와 연결을 구축해 DB에 담긴 정보를 시각화하는데 성공하였

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있던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게 순도 100% 오픈소

스 프로그램들만을 사용해 공간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효율적으

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추후 연구는 오픈소스인만큼 현 시스템의 발전 및 사용대상의 요구 충

족일 될 것으로 보인다. QGIS에서 backend로 보내는 명령의 확장 말고

도 현재 PipelineDB에서는 시간을 단위로만 window를 만들 수 있으나 

본 시스템에 맞추어 들어온 tuple의 개수를 기준으로 window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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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쓰인 바가 있는 오픈소스가 아닌 Microsoft 

SQL Server로 구성된 시스템간의 성능 비교를 통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

으로는 이런 시스템들보다 성능적인 면에서 우세를 보이도록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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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on DBMS 
to predict avalanche outbreak

Chanho LEE
School of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Collage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BMS is advancing over the years and many of them are 
specialized in its own fiel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in combining and choosing these DBMS to get 
desired function.
   Predicting avalanche is one of these examples as this 
problem needs to efficiently process two difficult questions 
in one system. One is ability to execute realtime updating 
rainfall data which needs technology of stream data 
management and the other is finding closest weather 
observation station for each avalanche candidate site which 
needs spatial index to perform spatial query.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evaluate several stream 
management system to pick best component for our system 
and evaluate the completed system to check its quality. 
   Depending on survey we choose some components for 
our system. First, for stream data management we chose 
PipelineDB which is PostgreSQL with stream management 
system to process stream data. Second, for spatial query 
occurred by finding two closest point, we chose PostgreSQL 
extension PostGIS to settle this problem. Finally we 
complete our system by adding QGIS to show all the result 
we made from the system to users by visualizing it and 
accept input from them. 
    To verify our selections we use real query used to 
predict avalanche possibility to our system and compar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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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ith non modified DBMS’s result to show how 
much system made it better to get the results. 

keywords : DBMS, Stream Data, Spatial Query, 
System
Student Number   : 2014-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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