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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 방안 연구

Data Processing Method for Real-time Safety Supervision System in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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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철도기술연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은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열차제어설비, 신호설비,

전력설비, 통신설비, 기계설비 및 선로변 안전검지장치 등으로 분산되어 감시되고 있던 개별 감시시스템의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며, 축적되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및 위험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감시 설비의 안전관련 정보를 통합하기 때문에 개별 감시설비를 기준으로 최소

5~10배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실시간 처리 성능이 요구되고, 누적된 테라급 이상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과 사고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이 동시에 요구된다[1].

본 논문「3. 기존 사례 및 솔루션 분석」에서 보듯이 기존의 철도관제 및 설비감시 시스템들은 주로 디스크 기반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나 실시간 처리나 빅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도입되고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빅 데이터 처리에는 약점이 있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처리에 약점이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솔루

션은 대부분 단일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고, 디스크와 메모리 특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안전관

제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처리와 빅 데이터 처리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솔루션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철도 안전 관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요구사항 도출과 기존의 데이터 처리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빅

Abstract A goal of the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is to improve the safety oversight efficiency and

to prevent accidents by integrating existing distributed monitoring systems, train, signal, power and facilities. So, the

system require better performance regarding real-time processing based on big data. The disk-based database that is

used in existing railway control systems has a problem with real-time processing; memory-based databases haves a lim-

itation in terms of big-data processing; and time series databases haves a limitation in terms of real-time processing. So,

we need a new database architecture for simultaneous real-time processing based on big data. In this study, we review

the existing railway monitoring systems and propose a new database architecture for a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

sion system.

Keywords : Railway safety supervision, Real time, Big data, Database

초 록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은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열차, 신호, 전력 및 설비 등으로 분산되어 감시되던

시스템의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안전감시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존 개별 감시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의 대용량 처리와 실시간 처리 성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 관제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

는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및 빅 데이터 처리기능이 없고, 최근 도입되는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빅

데이터 처리기능이 없으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처리 기능이 없다. 이에 따라, 실시간 안전관제에서 요구되

는 빅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처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제의 데이터

처리 사례를 분석하고, 빅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처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철도안전관제, 실시간, 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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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처리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이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요구사항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여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실시간 철도안전관제시스템 소개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중심의 실시간 감시 및 통제 설비로, 현장별로 설치되는 안전검지 인

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기존의 안전검지장치와 신규 안전검지장치로부터 분산된 광범위한 안전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사고 예측을 수행하며, 실시간 안전감시 및 통제를 통해 철도 종사자에게 경

고하는 것은 물론, 국가재난관리시스템[2] 및 철도안전정보시스템[3]과 연계하기 위한 외부 연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

간 감시를 위한 안전관제 플랫폼, 위험/사고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현장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외부

연계망 등으로 구성하며. 주요 구성 및 구현 기능은 ‘Fig. 1’과 같다[4,5].

2.2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 분석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요구 사항으로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용량을

산정하고, 빅 데이터 기반의 위험 및 사고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누적 데이터의 용량을 분석하였다.

2.2.1 수집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는 기존 분산된 열차, 신호, 전력 및 설비 등 센싱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수집 데이터의 용량은 기존의 신호분야 감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타 분야를 추가하여 산정한다. 수집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은 ‘Fig. 2’와 같다.

신호분야인 열차집중제어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1개 역사에서의 데이터 발생을 기준으로, 감시 대상 역수, 데이터베이스나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잡도, 네트워크 부하 등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자 등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

이 1분당 2만5천 건의 데이터 용량을 제시하고 있다[6].

Fig. 1. Physical diagram of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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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는 ‘Table 1’의 신호관제 분야, 열차 분야, 전력설비 분야, 통신 및 기계설비 분야, 선로변 안전검지설비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Table 1’의 신호관제 분야의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설비에서 감시되는 정보의 양

을 시스템의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Factor를 설정하여 합산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1분당 약 10만 건의 용량을 산출하였다.

이는 현재 감시되는 전체 데이터 량으로 실제 안전과 관련 없는 로그식의 데이터도 포함된 것으로 안전 관제를 위한 충분한 요

구사항으로 판단된다. 

2.2.2 축적 데이터 용량 분석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는 수집된 안전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및 위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

터 용량은 ‘Fig. 3’과 같은 단계로 분석한다. 우선, ‘Table 2’의 결과인 분당 10만 건을 기준으로, 평균 데이터 패킷 사이즈를

300 Bytes를 적용하고, 1년 단위 누적되는 데이터를 계산하면 약 14 TB (Tera Bytes) 정도로 예상된다.

2.2.3 요구사항 분석 결과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트랜잭션의 용량 측면에

서는 분당 10만 건 이상의 실시간 처리 성능이 요구되고, 빅 데이터 기반 위험 및 사고 예측을 위한 처리 성능은 연간 10TB이

Fig. 2. Flow diagram for calculation of data transaction.

Table 1. Transaction for data of CTC system.

Items Contents Factor Result

Site 1 sampling (32 Stations) 26,541/hr - 440

Peak time factor 2.0 880

Number of max station factor max 150 5.29 4,660

Complexity of database 1.3 6,058

Complexity of application 1.3 7,875

Load factor of network 1.3 16,983

Allowance for system 2.15 25,339

Table 2. Transaction for data of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Items Amount of bugget Factor TPMC Result/TPMC

CTC data 2 Million $ - 25,339

Train data 1 Million $ 0.5 12,669

SCADA data 1.5 Million $ 0.8 20,271

COMM & Facility factor 1 Million $ 0.6 15,203

Safety sensor factor 1 Million $ 0.5 12,669 86,152 ≒ 100,000

Fig. 3. Flow diagram for analysis of data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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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축적되어 대용량 분석을 위한 성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기존 사례 및 솔루션 분석

3.1 분석 배경

안전 관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분석한 결

과 대부분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실시간과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동시 적용에 대

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 중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3가지를 선별하여 서술하고, 기존 솔루

션에서 안전 관제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내용을 서술한다.

3.2 기존 감시시스템 데이터 처리 사례 분석

3.2.1 선로변 안전검지설비

선로변 안전검지 설비는 선로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검지하여 즉각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

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분기기 감시, 차축과열 감시시스템, 선로장애물 검지시스템, 기상 감시시스템, 끌림 검지시스템, 지진

감시 시스템 등이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요소까지 검지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있다[7-9].

이러한 설비는 수집 데이터를 메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데이터 보관비용을 고려하여 주로 로그 파일 형식

으로 처리한다. 이런 처리 방안은 데이터 활용성이 낮아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

3.2.2 열차운행 감시설비

열차운행 감시설비는 다수의 열차를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철도의 열차집중제어장치

(Centralized Traffic Control; CTC)[10], 도시철도의 열차운행종합제어장치(Total Traffic Control System; TTC)[11,12], 경전철

등 무인운전시스템에서의 열차자동운행감시장치(Automatic Train Supervision System; ATS)[13]가 있으며, 대부분 대형표시반,

선관제 콘솔, 주관제 콘솔 및 기타 주변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는 실적보고, 계획수립 등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 디스크 기반방식을 활용

한다. 이런 처리 방식은 실시간 처리에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메모리 방식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빅 데이터 처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에 적용할 수 없다.

3.2.3 전력감시설비

전력감시설비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또는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이라고도 부르며, 통신 경로상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원격장치(remote terminal unit; RTU)로부터 수집, 수신하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 원격 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4,15].

이러한 시스템들은 실시간 정보 처리를 위하여 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Real Time Database; RTDB)를 활용하고 있으나,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

3.3 기존 솔루션 분석

사례조사에서 보듯이 기존의 철도관제 및 설비감시를 위한 시스템들은 주로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간 처리 및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나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Disk-base Database Management System; DDBMS)는 디스크 활용으로 평균처리속도가

낮고 하드웨어에 따른 처리속도의 기복이 큰 단점이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베이스(Real-Time Database; RTDB)나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Main Memory Database Management System; MMDBMS)는 DDBMS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며 균일한 성능

을 제공하나 빅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고, 디스크 기반과 메모리 기반 특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Hybrid

Database)도 빅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Time Series Database)의 경우는 칼럼 단위로 저장하여 빅

데이터 기반의 빠른 검색을 제공하나 실시간 처리는 취약하다[16-19].

기존의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Table 3’과 같

이 비교한 결과, 시계열(Time Series) 특성과 메모리기반 데이터베이스(MMDBMS) 특성을 접목하는 경우 충족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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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존 사례 및 솔루션 분석 결과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의 데이터 처리는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사고재현, 안전감시, 현황분석 및 사고 통계 등 데이

터 활용도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적용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처리의 요구 사항은 트랜잭션의 용량 측면에서는 분당 10만 건

이상으로 기존 관제시스템을 기준으로 최소 5~10배까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성능과 사고 및 위험 예측

을 위하여 수십 테라급 이상의 빅 데이터 처리 성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특성을 보유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계열 특성과 메모리 기반 특성을 조합한 하이브

리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개발 인력 절감 및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4.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현

4.1 신규 아키텍처 제안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안으로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실시간과 대용량 처리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 처리 전용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처리 전용

의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을 제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기존의 빅 데이터 처리 전용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특성인 Log Table은 유지하면서,

메모리 기반 실시간 처리를 보완하기 위한 휘발성 메모리 Volatile Table의 구조를 추가하여 대용량의 데이터 로그 동안에도 실

시간 처리를 동시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상하였다.

4.2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는 ‘Fig. 5’와 같이 대용량 처리와 실시간 성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

한 대용량-실시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대용량 처리를 위한 시계열 특성 테이블과 실시간 처리를 위한 휘

발성 동적 테이블을 추가로 구성하여 상호 연계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request condition and function.

Request items RTDB DDBMS MMDBMS Time series

Real time index Supplied X Supplied X

Time series query X X X Supplied

Mass of database X Supplied X Supplied

Real time application X X Supplied X

Expand disk space Supplied Yes X Supplied

Fig. 4. Block diagram of database for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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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계열 특성 테이블은 안전관제I/F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안전데이터와 외부연계를 통한 외부 데이터를 수집

하여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위험 및 사고예측을 위한 것으로 빅 데이터 분석 기능에 활용되고, 신규로 부가되는 실시

간 특성의 동적 테이블은 메인 메모리에 상주하며 실시간 안점 감시 및 통제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메모리에서만 처리되

고 디스크에는 저장되지 않는 휘발성(Volatile)으로 구현된다.

4.3 데이터베이스 구현

4.3.1 구현 방안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빅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빅 데이터 처리에 특화

Fig. 5. Conceptual diagram of database for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Fig. 6. Block diagram for changing of new databa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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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실시간 특성의 동적 테이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 InfiniFlux 솔루션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InfiniFlux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참고용 테이블의 목적으로 조회

(SELECT) 기능만을 제공하는 Lookup Table을 보유하고 있었고, 메모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하고자 특성과 유사한 점

을 확인하였다[20].

이에 따라, 기존 구조를 ‘Fig. 6’과 같이 기존 Lookup Table의 구조와 유사한 휘발성 특성의 동적 테이블(Volatile Lookup

Table)을 추가하고, 동적 테이블에 대한 삽입(INSERT) 및 수정(UPDATE)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Storage Manager에서

관리되었던 기존의 Disk Data 기반 Lookup Table은 Persistent Lookup Table로 명칭을 변경하고, Volatile Lookup Table을 추

가하여 In-Memory 특성을 구현하도록 구조를 추가하였다.

4.3.2 모듈 구현

기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InfiniFlux를 활용한 모듈 구현은 기존 테이블 관리를 전담하는 MVCC(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 다중버전동시성관리) 모듈에 ‘Fig. 7’과 같이 연결형 리스트를 갖도록 테이블을 추가하였으며, MVCC 모

듈은 하나의 레코드가 Old value들을 리스트로 갖고 있으며, 갱신 혹은 삭제 연산이 발생한 old value들은 aging thread에 의해

서 병렬적으로 삭제가 되도록 구현하였다.

‘Fig. 8’과 같이 In-Memory 형식의 MVCC(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 모듈을 개선함으로써 휘발성 특성의 동적 테

이블에 대한 삽입(INSERT) 및 수정(UPDATE) 기능을 위하여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 구조를 위한 PCH Array 구조에서 Row

Ptr Page에 Linked List 구조인 Row Info Array 구조를 Link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빅 데이터 처리 기능과 더불

어 실시간 처리 기능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실시간 및

빅 데이터 동시 처리 기능이 구현되었다.

Fig. 7. Header for new volatile table.

Fig. 8. Block diagram for changing of new databa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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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현 데이터베이스 시험

5.1 시험 개요

신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시계열 특성의 구조를 변경하여 실시간 처리를 위한 휘발성 동적 테이블을 추가한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 안전관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이 충분히 만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 모듈 변경한 후 기존 솔루션의 성능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하였고, 두 번째는 추가된 실시

간 특성의 동적 테이블의 처리 성능이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시험하였으며, 세 번째는 기존 빅 데

이터 처리 기능과 실시간 기능이 동시에 처리되는 동안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실시간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를 시험하였다.

5.2 시험

5.2.1 시험 환경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안전 관제에서 활용되는 실제 테이블

을 적용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시계열 특성과 실시간 처리에 대한 동시 처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log 특성의 테이블과

동적 특성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은 구조를 변경하여 구현한 실시간과 빅 데이터 성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계열 테이블에 기록하는 모듈과 실시간 테이블에 기록/조회하는 모듈, 기록/조회에 따른 성능

을 측정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각각의 테이블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기능이나 동시에 두 개의 테이블에 반복적으

로 기록하면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2 기존 성능과의 비교 시험

기존의 구조를 변경하여 휘발성 동적 메모리의 업데이트(UPDATE) 모듈을 추가한 상태에서 변경 전 성능과 비교를 하기 위

Table 4. Test environment for new database.

Items Contents

H/W

CPU Intel(R) Core(TM) i7-4790 CPU @ 3.6GHz (Quad-Cores)

OS Red hat enterprise linux 2.1

Memory 32 GB

DISK 7200 RPM SATA 675GB

TABLE
Log 300 Byte

Volatile 300 Byte

Fig. 9. Performance test of new InfiniFlux database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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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으로, 변경 전 InfiniFlux 솔루션에서 제시하는 최대 입력(INSERT) 성능치인 초당 25만 TPS에서 구조를 변경한 후 얼

마나 성능 저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시험은 외부 시험용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해 시계열 테이블에 대한 최대 입력 조건

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을 수행한 결과 ‘Fig. 9’와 같이 기존 성능인 25만 TPS와 동등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

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휘발성 동적 테이블을 추가한 후에도 기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실

제 확인되었다.

5.2.3 실시간 처리 성능 시험

기존의 구조를 변경한 후 실시간 처리 성능이 실시간 안전관제의 실시간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

로, 실시간 안전관제의 처리 요구사항인 분당 10만 건(=초당 1,666건)에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0배 이상인 초당 6만 건(=

분당 360만 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시험은 외부 시험용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해 휘발

성 동적 테이블에 대하여 단독으로 전체 100만 건의 데이터를 1000건씩 업데이트(UPDATE)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Fig. 10’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평균 초당 6만 건(=분당 360만 건)의 처리 성능을 확인하였다.

5.2.4 빅 데이터 및 실시간 동시 처리 성능 시험

기존의 구조를 변경한 후 빅 데이터 처리와 동시에 실시간 처리 성능이 실시간 안전관제의 실시간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하

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실시간 안전관제의 처리 요구사항인 분당 10만 건(=초당 1,666건)에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0배 이상인 초당 6만 건(분당 360만 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시험은 외부 시험용 시뮬

레이션 모듈을 통해 휘발성 동적 테이블에 대하여 전체 100만 건의 데이터를 1000건씩 업데이트(UPDATE)를 수행하고, 동시

에 시계열 특성의 log 테이블에 대한 입력(INSERT) 및 조회(SELECT)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Fig. 11’에서와 같이 반복

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평균 초당 6만 건(=분당 360만 건)의 처리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에도

‘Fig. 10’의 결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Fig. 10. Performance test of UPDATE activity with volatile table.

Fig. 11. Performance chart of simultaneous UPDATE & SELEC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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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험 결과 분석

기존 시계열 특성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하여 volatile 속성을 추가한 경우에도 기존 InfiniFlux 최대 성능인 초당 25만

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 추가한 휘발성 동적 테이블에 대한 실시간 처리 성능과 빅 데이터 처

리 및 실시간 동시 처리에 대한 성능은 확장성을 고려하여 30배 이상으로 설정한 분당 360만 건(=초당 6만 건)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요구사항인 빅 데이터 및 실시간 동시 처리 기능 제공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요구사항인 분

당 10만 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최종 검증한 것으로, 향후, 시스템 추가 및 기능 개량에 따라 규모가 확장되더라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6. 결 론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은 기존 분산되어 감시되고 있던 개별 감시시스템의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열차 운행의 안

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며, 축적되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및 위험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통합 감시 시

스템으로 실시간 처리와 빅 데이터 기반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솔루션은 데이터 관리, 실시간 처리, 빅 데이터 처리 등 단일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 디스크 기반과 메모리 기반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솔루션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실시간 처리와 빅 데이터 처리 기

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안전관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메모리 기반 솔루션 2개를 별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2개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경우 비용적인 부담은 물론, 각각 상이

한 물리적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도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빅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처리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신규 데

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으며, 기존 빅 데이터 기반의 분석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실시간 안전관제의 실시간 요구사항인 분당 6만

건의 30배 이상에 해당하는 분당 360만 건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인 시계열 특성의 데이터베이스와 메모리 기

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 경우 실시간 안전 관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

발에 따른 인력 투입 및 개발 기간의 단축이 예상되며, 대용량 기반의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클라우딩 기반 실시간 감시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분야 등에서 많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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