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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대다수의 빅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은 스트리밍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기반으로 한다. 빅 데이터 스트림의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은 빅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해사 분야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데이터의 폭발적 증대에 따른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기술 중에 적합한 오픈소스로 NiFi, Kafka, Druid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에서 해사 

분야 서비스 분석에 필요한 외부 연계 필요 정보들을 상시 최신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프레임워크 기술 적용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oday's technology environment, most big data-based applications and solutions are based on real-time processing of 
streaming data. Real-time processing and analysis of big data stream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applications and solutions. In particular, in the maritime data processing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technology capable of rapidly processing and analyzing a large amount of real-time data due to the 
explosion of data is accelerating.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iFi, Kafka, and Druid as suitable 
open source among various open data technologies for processing big data, and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external 
linkage necessary for maritime service analysis in Korean e-Navigation service. To this end, we will lay the foundation 
for applying open data framework technology for real-time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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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대다수의 빅 데이터 기반 애

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은 스트리밍 데이터의 실시간 처

리를 기반으로 한다. 빅 데이터 스트림의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은 빅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 
특히 해사 분야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데이터의 폭

발적 증대에 따른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가속화되고 있

다. 또한 상황 인식 및 지능형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

해 스마트 IoT 장치에서 전송된 빅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

리하려면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2] 
최근 빅 데이터 시스템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점점 발전하였고, 2011년 Hadoop 시스템 모습과 현재

의 빅 데이터 시스템은 많은 변화가 있다.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로 흔히 Hadoop은 MapReduce를 

사용하는데 MapReduce는 페타바이트(Petabyte) 이상

의 데이터를 여러 노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병

렬 처리하는 기법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Map과 Reduce 방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처리한다. MapReduce는 대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지만, 배치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

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기 어렵다.[3,4]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소

스 기술들 중에 적합한 오픈소스로 NiFi, Kafka, Druid
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에서 해

사 분야 서비스 분석에 필요한 기상정보, 해양안전정보, 
선박운항정보 등의 외부 연계 필요 정보들을 상시 최신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

형 데이터 프레임워크 기술 적용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의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Hadoop의 MapReduce가 빅 데이터 분

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하고 다단계 

처리가 필요한 업무나 상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한 처리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며, 분산 메모리 

기반의 Spark는 Hadoop에 비해 10배 이상의 빠른 성능

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5] 하지만 Spark는 In-Memory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성능이 시스템 메

모리에 의존적이다.[6] 따라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NiFi, Kafka, Druid 각
각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과 

특성을 살펴보고 프레임워크 적용 방법을 연구하였다.

2.1. NiFi

NiagaraFiles의 줄임말인 Apache NiFi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다.[7] 
NiFi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실행되며 여러 네트워크

를 통과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

해주며, 모든 데이터 소스와 대상 간의 데이터 이동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형식, 스키마, 프로토콜, 속도 및 크

기의 서로 다른 분산 환경을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클라우드, 하둡, 검색엔진, SNS, 
검색엔진, 암호화, 이미지 변환 등 150여 가지 이상의 구

성 요소를 제공하며, 현재 글자 인식과 음석 인식 등 다

양한 기능들을 공개하고 있다.[8]
NiFi는 엄격한 보안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이 있는 핵심적인 업무의 데이터 흐름에 사용할 수 있으

며, 전체 데이터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변경 사항을 즉

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이벤트로 

정보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엔진이며, 이벤트 프

로세서 및 정보 컨트롤러로 작동하는데 배치 작업 보다

는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 
가령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데이터가 완

전히 로드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NiFi를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 SQL을 개별 행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Consumer에게 데이터를 훨씬 풍부하게 제공 

할 수 있다.[8] 또한 이벤트 처리 중 손상된 값이 있는 경

우 처리 중인 정보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큰 

블록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프로시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iFi는 <그림 1>과 같이 Flowfile, Flowfile 프로세서 

및 Connections로 구성되며, 정보 흐름을 일련의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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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하여 파일 도착 및 검색, 파일 읽기, 파일 변경, 
파일 이동 등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도구로 구성된

다.[8]

2.1.1. Flowfile
Flowfile은 NiFi에서 데이터 단위를 나타내는데 

Flowfile은 Flowfile 내용 및 Flowfile 속성으로 구성된

다. 내용은 Flowfile이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속성은 데이

터에 대한 컨텍스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속성은 키와 값 형태로 데이터의 이동 및 저장 시 필

요한 정보들로 구성되는데 각 Flowfile은 추가 작업을 

사용하여 추가될 수 있는 기본 속성 세트로 구성된다.[8]

2.1.2. Flowfile 프로세서

Flowfile은 일반적으로 출력과 입력이 있는 자체 포

함된 코드 세그먼트로서 Flowfile 프로세서는 NiFi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Flowfile이 생성되면 Flowfile 
Repository에 내용과 속성에 대한 위치가 저장된다. 이 

속성에는 파일 이름, 작성 날짜 및 파일의 내용이 들어

있는 페이로드가 포함된다. 
프로세서와 프로세서를 이동할 때마다 Flowfile의 복

사본이 만들어져서 추적이 가능하며,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Flowfile 위치에 대한 포인트 정보만 복사한다.[8]

2.1.3. Connections
명령을 보내고 응답을 받으려면 연결이 필요한데 

Flowfile은 프로세서 간에 이동해야 하며, Connections
는 프로세서 간 이동 경로를 결정한다.

Connections은 Flowfile의 큐(Queue) 역할로서 Flowfile
의 우선순위, 만료, 부하조절 기능을 한다. 우선 순위를 

정해 다음 프로세서에게 제공할지 여부, 만료는 얼마까

지만 큐에 머물지, 부하조절은 큐 용량에 따라 Flowfile 
생성 속도를 조절한다.[8]

2.2. Kafka

Kafka는 메시지를 디스크 순차적으로 저장함으로 서

버에 장애가 나도 메시지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으므

로 유실 걱정이 없으며 디스크가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어 디스크 I/O가 줄어들어 성능이 빨라진다. 또한 분

산 처리를 함에 있어 여러 개의 Partition을 서버들에 분

산시켜 나누어 처리함으로 메시지를 상황에 맞추어 빠

르게 처리할 수 있다.[6] 따라서 Kafka는 강력한 내구성, 
확장성 및 결함 허용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분산 메시징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분산 메시지 큐로 

처리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한다.
데이터 Producer와 Consumer를 분리하는 분산형 메

시지 버스로서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대형 소프트웨

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시간 이벤트 처리 및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단 없이 많은 수의 

Consumer를 추가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이벤

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Producer와 

Consumer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한다.[9]
Kafka의 메시지 내구성이 높고 특정 기간 동안 메시

지 및 이벤트 지속 다른 프레임 워크와의 통합이 용이하

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

를 안정적으로 얻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

인 구축과 데이터 스트림을 변환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하여 광범

위한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된다.[9]

Fig. 1 NiFi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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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afka Architecture

2.2.1. Producers
Producer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Kafka-Cluster에 적

재하는 프로세스이다.

Fig. 3 Kafka Cluster

2.2.2. Kafka Cluster
Kafka 서버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로 <그림 3>와 같이 

Kafka Cluster를 이루는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Broker : Kafka Cluster는 일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Broker로 구성되는데 Broker는 상태를 저장

하지 않으므로 Zookeep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상태

를 유지한다.[9] 

하나의 Kafka Broker 인스턴스는 초당 수십만 건의 

읽기 및 쓰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각 Broker는 성능에 영

향을 주지 않고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9]

- Zookeeper : Kafka Broker 관리 및 조정에 사용되며 주

로 Producer와 Consumer 에게 Kafka시스템에 새 

Broker가 있는지 또는 Broker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

는데 사용된다.[9] 

Broker 유무에 대해 Zookeeper가 수신한 통지에 따라 

Producer와 Consumer는 결정을 내리고 다른 Broker와 

작업을 조정한다.

2.2.3. Consumers
Consumer의 집합을 구성하는 단위로 Kafka에서는 

Consumer Group으로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Consumer 
Group 안의 Consumer 수만큼 파티션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한다.[9]

2.2.4. Stream Processors
하나의 가공 공정을 나타내는 프로세서 토플로지 노

드로 프로세서 API를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수신 레

코드를 처리하는 임의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정의하고 

이러한 프로세서를 관련 상태 저장소와 연결하여 프로

세서 토플로지를 구성한다.[9]

2.3. Druid

Druid는 고성능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컬럼 지

향의 분산 데이터 스토어로 막대한 양의 이벤트 데이터

를 빠르게 흡수하고 데이터 상부에 낮은 레이턴시의 쿼

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대의 서버 클러스터에 배

포되며 초당 수백만 레코드의 수집 속도, 수조 개의 레

코드 보존 및 1초 미만에서 몇 초의 쿼리 대기 시간을 제

공한다. 또한 비공유 모델로 검색에 용이한 인덱스 포맷

으로 실시간이나 배치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질의를 처리할 수 있

다.[10]
Druid는 <그림 4>와 같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각 

핵심 노드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배포가 가능하

며, 다른 노드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독립적

으로 작동한다. 또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평으로 확장 

가능하며 다중 테넌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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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Coordinator 노드

Coordinator 노드는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관리한다. 또한 Overload 노드와 Historical 노드를 감시

하고 세그먼트가 Historical 노드에 균형을 잘 유지하고

각 실행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저

장단위인 세그먼트의 목록을 클러스터의 현재 세그먼

트와 비교한다. 
주로 세그먼트 관리 및 배포를 담당하는데 Historical 

프로세스와 통신하여 구성에 따라 세그먼트를 로드 또

는 드롭하며 주기적으로 클러스터의 상태를 판단하여 

예상되는 클러스터의 상태와 실제 클러스터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상태와 비교하여 지금 클러스터의 

상태를 결정한다.[11]

2.3.2. Overload(Real-time) 노드

Overload 노드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를 담당하며 

데이터 수집 작업의 할당을 제어한다. 수집 작업을 

MiddleManager에 할당하고 세그먼트 배포를 조정한다. 
작업 수락, 작업 배포 조정, 작업 잠금 생성 및 상태 반

환을 담당하며 로컬 또는 원격의 두 가지 모드 중 하나

로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12]
로컬모드에서 Overload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는 모

든 MiddleManager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간

단한 작업에 사용되며 원격모드에서는 Overload 및 

MiddleManager는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며 각각 

다른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인덱싱 서비스를 모든 

Druid 인덱싱에 대한 단일 엔드 포인트로 사용하려는 

경우 원격 모드를 사용한다.[12] 

2.3.3. Broker노드

Broker 노드는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쿼리를 요청 받

고 이 쿼리를 중계하는 매개자로 Historical 노드와 

MiddleManager 노드에 전달한다. 
Historical 노드나 MiddleManager 노드에 직접 쿼리

하기 보단 Broker 노드에 쿼리하는 것이 좋다. 분산 클

러스터를 실행하려는 경우 쿼리를 라우팅하는 프로세

스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세그먼트에 있는지에 대해 

Zookeeper에 개시된 메타 데이터를 이해하고 올바른 노

드에 도달하도록 쿼리를 라우팅한다.[13]

2.3.4. Historical 노드

Historical 노드는 배치 처리를 담당하며 Deep 
Storage로부터 세그먼트를 다운 받아 처리하고 이 세그

먼트에 대한 쿼리에 응답한다. 
Zookeeper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정보를 위해 구성 가능한 Zookeeper 경로를 

감시한다. Coordinator 노드와 직접 통신하지 않고 조정

을 위해 Zookeeper에 의존한다.[14] 

Fig. 4 Drui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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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MiddleManager 노드

MiddleManager 노드는 Coordinator와 Overload 노드

의 작업을 실행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소스

로부터 받아서 클러스터에 배포한다.[15] 

2.3.6. Zookeeper
Zookeeper는 클러스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다. Coordinator 및 Broker 노드를 관찰하여 어떤 세그먼

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16]

2.3.7. Deep Storage
Deep Storage는 세그먼트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

한 영역이다. 모든 Druid 서버가 액세스 할 수 있는 공유 

파일 스토리지로 시스템에 수집된 모든 세그먼트가 저

장된다. [17]

2.3.8. Metadata Storage
Metadata Storage는 Druid 클러스터가 작동하는데 필

수적인 메타 데이터를 저장한다. 세그먼트 가용성 정보 

및 작업 정보와 같은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PostgreSQL 또는 MySQL과 같은 전통적인 

RDBMS와 유사하다.[18]

Ⅲ. 제안하는 개방형 데이터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3.1.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Fi와 Kafka는 데이터 파이

프라인을 만드는 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수평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구성 요소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제공한다.[19] 따
라서 NiFi와 Kafka는 각자가 Producer 혹은 Consumer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정이 가능하나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적용에서는 <그림 5>와 같이 NiFi
가 Kafka의 Producer 역할을 하게 하여 NiFi는 스트림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자동화하도록 하고 Kafka는 실시간 데이

터 파이프라인 및 스트리밍 App을 구축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NiFi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소스에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생성

하여 Kafka Broker에 전달하는 Kafka의 Producer 역할

을 하도록 했다. 
이런 기법으로 설정한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NiFi의 

PublishKafka라는 속성을 사용하여 일련의 프로세서를 

끌어다 놓기만 하면 Publish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Kafka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파이프라인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제어도 할 수 있다. 
반대로 NiFi에는 Kafka브로커 및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ConsumerKafka 속성도 있다. 이럴 경우 NiFi와 

Kafka는 Broker를 통해 Producer와 Consumer를 연결하

는데 NiFi에서 데이터 흐름 논리의 대부분은 Producer
와 Consumer 내부에 있지 않고 Broker에 있으므로 중앙 

집중식 제어가 가능하다. 
NiFi에는 Producer 및 Consumer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PublishKafka와 ConsumerKafka에 

모두 “Message Demarcator” 라는 속성이 있다. Producer 
측에서 구분자가 있는 경우 스트림 파일을 구분자 기준

으로 각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데 반해 이 속성

을 비워 두면 PublishKafka는 스트림 파일을 단일 메시

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처리량을 생성한다. 

3.2. 실시간 저장

Kafka는 빠르고 확장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트림 전달을 위해 설계된 내결함성이 있는 메시징 버

스로 NiFi로부터 전달된 이벤트를 수집하고 버퍼링한

다. 여기서 Kafka는 스트림의 중앙 저장소처럼 사용되

며, NiFi로부터 전달된 이벤트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Druid로 라우팅 되기 전에 Kafka에 저장된다. 
NiFi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Kafka Topic이라 불리

는 파이프라인에 데이터 스트림 레코드를 게시하고, 

Fig. 5 NiFi as a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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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색

인 작업을 위해 Druid로 전송된다.[20]
Druid는 초당 수백만 건의 이벤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이벤트를 탐색

하고 실시간 결과와 이벤트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이

상적인 스트리밍 분석 데이터 저장소로써 Kafka의 메시

지 버스와 쌍을 이루어 고가용성과 유연성을 제공하여 

Kafka와 Druid는 강력한 스트리밍 분석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가능하다. [20]
Druid는 Kafka로부터 넘겨온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OLAP 쿼리를 위해 설계된 데이터 저장소로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요청한 형태로 데이터를 인덱

싱하며, 다차원에 대한 집계나 질의를 실시간으로 응답

해준다.[21]
Kafka를 통해 Druid로 스트림 데이터를 넘기는 목적

은 Kafka가 Druid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Druid의 Overlaod 노드는 데이터 Consumer 
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해 줄 Producer가 필요한데 

Kafka가 여기에 위치하여 데이터 버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Overload 노드에서 Kafka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간다. 

Fig. 6 Data Access between Kafka and Druid

Kafka는 <그림 6>과 같이 파일 오프셋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이 파일 오프셋은 Consumer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Druid의 Overload 노드는 이 오프셋을 직접 관

리하여 전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 만약 실패가 되

었을 경우 이 오프셋을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지속적으

로 가져온다. 
하지만 Druid의 한계점인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저장을 

하지 않으므로 Druid-HDFS-Storage 확장을 사용하여 

Deep Storage로 Hadoop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NiFi, 

Kafka, Druid의 통합 파이프라인은 복잡한 이벤트 처리 

및 기계학습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빠

르게 집계하면서 탐색적 분석을 해야 하거나 데이터가 

입력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 항상 가용성을 보장

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Ⅳ. 실험 및 평가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에서 해사 데이터의 실시

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프레임워크 적용

을 위해 제안하는 NiFi, Kafka, Druid 각각의 실시간 데

이터 처리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데이

터 처리, 데이터 저장의 역할로 <그림 7>과 같이 구성하

였으며,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으며, <표 2>와 같이 

해양기상데이터, 선박입출항데이터, 선박운항데이터 

테이블로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Table. 1 Test Environment

Equipment Desc.

Server

Intel XEON Processor E5-1620 V4
128GB 2400MHzz DDR4 RDIMM ECC
1x2.5Inch 1TB SATA Class 20 SSD
2x4TB 3.5Inch SATA HDD
NVIDIA Quadro M4000 8GB

Table. 2 Test Dataset

Data source Dimension row

SeaVantage 12 2,890,000

Ship Arr/Dept 76 2,500,000

Ship Sailing 125 3,600,000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실험

환경에서 3개의 가상 노드를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쿼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수집부터 쿼리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의 직접적

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실험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셋

을 HDFS 데이터 노드에 함께 배치하고 <그림 8>과 같

이 실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쿼리 처리 속도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 Timeseries 데
이터에 대해 기존 시스템 보다 10배 이상의 응답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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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여기서 Druid는 기본적으로 SQL을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RDruid를 사용하였고 Hadoop은 

HiveQL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을 위한 서버 구동환

경의 제약적인 한계로 Druid를 단일 노드로 구성하였으

나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에서 대기 시간이 매우 짧은 쿼리에 

서비스의 중점을 두고 수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

용 프로그램에 각 쿼리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을 정도

로 빠르게 반환해야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며, 수집

하는 Timeseriese 데이터를 완전히 색인화하여 기존 

Hadoop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중간 계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기존 시스

템에 적용 시 Hadoop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원본을 모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로드하여 더 빠르게 엑세스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해사 데이

터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NiFi, Kafka, 
Druid가 가지는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분석 기

법들의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및 스트리밍 가시화를 

통한 예측 분석이 가능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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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al-time data linkage processing diagram of maritime data

Fig. 8 Processing Time per Time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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