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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기술들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

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IoT 기술

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들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

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데

이터가 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하

는 데이터의 양 또한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1]. 기존에 유행했던 MySQL,

OracleDB, Postgre 등의 RDBMS(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

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량의 데

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NoSQL이 각광받기 

시작했다[2]. Fig. 1은 데이터베이스의 순위로 아직

까지 Oracle, MySQL, MSSQL이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NoSQL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

는 현황이다[3].

의료 분야 역시 IT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

로운 시대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대한 의

료 데이터와 IT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과거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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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기관에 따라 데이터 표현 형식의 차이가 존재

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이를 극복하기 위해 HL7

FHIR, ISO, OHDSI 등에서 다양한 의료 데이터 표준

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 HL7 FHIR는 JSON,

XML 등의 개발자들에게도 편리한 표준들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의료 데이터에 대해 의료 기관 별 

데이터 표현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의료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HL7 FHIR의 

환자 의료 데이터 표준을 이용해 RDBMS와 NoSQL

간의 성능 분석을 진행했다. 성능 비교 분석은 Yahoo

의 YCSB(Yahoo Cloud Serving Benchmark)라는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크 툴을 사용하였고, 실험의 결

과로 MySQL과 MongoDB 간의 성능 차이는 Mongo

DB가 MySQL에 비해서 대량의 데이터의 처리에 있

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연구의 기반이 되는 RDBMS와 NoSQL, 그리고 HL7

FHIR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의

료 데이터에 대한 NoSQL 적용 제시, 그리고 4장에서

는 제안한 실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2.1 RDBMS

RDBMS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으로 행

(row)과 열(column)로 구성이 된 2차원 테이블 형태

의 데이터 모델에 기초를 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수정, 삭제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RDBMS의 특징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며,

직관적인 문법을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를 속성

(Attribute)와 값(Value) 사이에서 관계를 찾아내고 

테이블 모양으로 도식화하는 구조화를 한다. RDBMS

는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관련 프로그램의 

변형 없이 새로운 데이터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추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 정렬,

탐색하는 속도가 빠르다.

대표적인 RDBMS 중 하나는 MySQL이다. MySQL

은 Oracle에서 제작한 무료 오픈 소스 DBMS로 다양

한 운영체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다중 사용자 및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을 위한 API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일반 사용자도 사용하기 쉬운 DBMS 중 하나이다.

하지만 RDBMS 및 MySQL은 2차원 테이블 형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큰 

단점이 있다. 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모델을 쉽게 개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RDBMS로 

정형화 되지 않고 가변성이 높은 데이터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2.2 NoSQL

NoSQL은 RDBM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데이터베이스로써 관계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Fig. 1. Database Ranking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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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스키마가 없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모델에 

최적화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저비용 하드웨어의 분

산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스케일 아웃 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NoSQL의 종류는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로 

열 기반(Columnar)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열을 

읽고 쓰는데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전반적인 

디스크 I/O 요구 사항과 디스크에서 로드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에서는 열 기반 스토리지가 분석 쿼리 

성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로 문서(Docu-

ment) 데이터베이스는 JSON, XML 형식의 문서와 

같은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NoSQL 문서에 따라 

다른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데이터

를 구성 및 저장하고 선택적 값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래프(Graph) 데이터베이

스는 간선이라고 부르는 방향 링크와 정점을 저장해

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데이터들과 관련

된 속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 메모리 키-값 스토

어(In-Memory Key-Value Store)는 읽기 중심의 혹

은 컴퓨팅 집약적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NoSQL 데이

터베이스이다. 핵심 데이터 조각을 메모리에 저장해 

접근 지연 시간을 줄여주어 성능을 향상 시키는 데이

터베이스이다[6].

MongoDB는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10gen에서 개

발한 데이터베이스이다. MongoDB는 데이터를 입력

할 때 BSON(JSON), XML 형식으로 저장하기 때문

에 스키마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키-값

에 대한 복잡한 검색이 가능하다.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에 비해 응답속도가 빠르고 인덱스를 추가하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MongoDB에서는 

JOIN이나 트랜잭션 처리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를 추

가하는 것이 비동기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

터가 유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7].

2.3 HL7 FHIR

HL7은 Health Level 7의 약자로 서로 다른 의료정

보시스템 간에 효과적인 정보 교환과 유지 보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표준을 설계하기 위해 1987

년 미국에서 조직된 표준화 기구이다[8]. 늘어나는 

헬스케어 서비스 및 융합 서비스에서 병원 및 지역마

다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어려움

을 겪고 있었고, 이에 HL7은 헬스 데이터의 상호 운

용성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HL7에 의한 의

료 기관의 변화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의료 데이

터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의료 데이터의 

전산처리로 의료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졌다. 또한 표

준화된 의료 코드로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이 용이

해졌으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용이해졌다.

FHIR는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

ces의 약자로 의료 기기 간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 HL7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이다. FHIR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웹 기반 기술로 사용 환경이 

편리하다. 기존의 HL7의 프레임워크인 V2 Mes-

sage, V3 RIM(Reference Information Model), CDA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의 장점들을 결합

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JSON 및 

XML 등 개발자가 활용하기 쉬운 표준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기존 패러다임에 유연

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HL7 FHIR의 표준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SMART on FHIR가 있다. SMART(Substitutable

Medical Applications and Reusable Technology)는 

개방형 표준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 개발자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CEM(Clinical Element Model)의 FHIR 프로파일링

을 통해, EHR 시스템을 재활용 및 공유 가능한 헬스

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Fig. 2는 SMART

on FHIR의 아키텍처이다.

Fig. 2. SMART on FHI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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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정보 데이터에 대한 NoSQL 적용

3.1 NoSQL 적용의 필요성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의료 데이터는 IT 기술의 

융합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의료 데이터 역시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 기관 별 데이터 유형  

차이로 상호 데이터 교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RDBMS는 데이터 스키마가 정해져있고 수정이 어

렵다는 점에서 의료 정보 데이터의 효과적인 상호 

교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서 효율적인 측면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NoSQL의 적용이 절실하다. NoSQL

은 데이터 스키마가 RDBMS와 달리 유동적으로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데이터의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대처하기가 쉽다. 또한 NoSQL은 

분산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분산 저장이 가능하기 때

문에 의료 데이터의 양이 커지더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NoSQL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표준

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HL7 FHIR 역시 이러한 특징

에 맞추어 XML, JSON 같은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3.2 의료 정보 데이터 스키마

HL7 FHIR에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에 대한 포맷

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이번 실험에서는 환자

(Patient) 표준을 참조하여 데이터 구조를 제작했다.

RDBMS의 스키마는 Table 1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비슷한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NoSQL의 

스키마도 RDBMS의 스키마와 유사하게 구성했다.

NoSQL은 JSON 형태의 Document(문서) 형태로 예

시는 Fig. 3과 같다.

3.4 성능 분석 방법

성능 분석 방법으로는 YCSB를 사용했다. YCSB

는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로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프레임워크이다. YCSB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는 YCSB Client로 확장 워크로

드를 생성해준다. 두 번째는 Core workloads로 확장 

워크로드 생성기에서 실행되는 작업 부하 시나리오 

세트를 제공한다[9].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청 패턴과 

유사하도록 다중 클라이언트 기능을 제공하고, 워크

로드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YCSB는 실제 서비스 요청과 유사한 패턴

을 낼 수 있다. YCSB의 아키텍처는 Fig. 4와 같다.

YCSB를 사용하여 CRUD 동작의 비중을 다르게 설Table 1. Schema of Patient in RDBMS

Table Name Column Name Type

Patient

id Int

resourceType Text

meta JSON

text JSON

identifier JSON

active Text

gender Text

birthDate Date

deceasedBoolean Boolean

Fig. 3. Schema of Patient in JSON structure.

Fig. 4. Architecture of YCS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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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요청 패턴을 실험할 수 있으며, YCSB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워크로드는 Table 2와 같다. 워크

로드 별로 초당 명령어 처리속도와 평균 대기시간 

등 성능 비교에 필요한 지표들을 얻을 수 있다[11].

현재 YCSB가 제공하는 대표 워크로드는 A부터 

F 타입까지 있다. Table 2에서 Operation은 실행하

는 워크로드의 연산 비중을 뜻하는데, A의 Update

heavy를 예로 들자면 전체 연산 중에서 Read 연산을 

50%, Update 연산을 50%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

한 Record selection은 연산할 레코드를 검색하기 위

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뜻한다. Zipfian은 지프 

분포를 적용해 레코드를 탐색하는 것이고, Latest는 

최근의 데이터, Uniform은 Uniform Distribution으

로 연속균등분포를 통해 레코드를 검색하는 것이다.

Table 2의 각 값들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면 Operation의 비중, Record Selec-

tion의 타입 등을 설정이 가능하다. 각각 연산에서 

사용되는 쿼리문의 경우, 삽입에는 임의의 값들을 삽

입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고, 수정, 삭제, 검색

은 기본 키 값에 의한 단순 수정, 삭제, 검색으로 이루

어져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성능 분석 실험을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1대의 Ubuntu 16.04 운영체제의 

컴퓨터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에 사용한 데이

터베이스로는 RDBMS에서 MySQL, NoSQL에서 

MongoDB를 사용하였다. 성능 분석은 앞 장에서 말

한 YCSB 툴을 이용하여 특정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 환경에 대한 구조는 Table

3과 같다.

4.2 실험 내용

의료 데이터에 대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HL7 FHIR

의 환자 데이터 표준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

고 데이터는 임의의 랜덤 값으로 저장했다. 데이터에 

대해서 CRUD 중 Read를 비교하기 위해 Read only

workload인 workload C를 사용하여 의료 데이터의 

수를 500, 1000, 5000, 10000, 100000 개까지 늘리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C 타입의 workload는 Read 100

%의 연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Runtime, Through-

Table 2. The core workload in YCSB [12]

Workload Operation Record selection Application Example

A:Update heavy
Read: 50%

Update: 50%
Zipfian

Session store recording recent actions in a user

session

B:Read mostly
Read: 95%

Update: 5%
Zipfian

Photo tagging; add a tag is an update, but most

operations are to read tags

C:Read only Read: 100% Zipfian
User profile cache, where profiles are constructed

elsewhere (e.g., Hadoop)

D:Read latest
Read: 95%

Insert: 5%
Latest

User status updates; people want to read the latest

statuses

E:Short ranges
Scan: 95%

Insert: 5%

Zipfian/

Uniform

Threaded conversations, where each scan is for the

posts in a given thread (assumed to be clustered

by thread id)

F:Read-modify-

write

Read: 50%

Read-modify-

write : 50%

Zipfian
User database, where user records are read and

modified by user or to record user activity

Table 3. Environment of performance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ing(YCSB) 0.14.0

Database
RDBMS NoSQL

MySQL 8.0.11 MongoDB 3.6.5

OS Ubuntu 16.04 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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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AverageLatency를 기준으로 각각 도식화했다.

Runtime은 테스트하는 workload의 실행 시간, Thr-

oughout은 초당 명령어 처리 시간(Operation per

second), AverageLatency는 평균 지연 시간을 뜻한

다.

4.3 비교 분석 결과

MongoDB와 MySQL의 데이터의 수를 500 개에

서 10만 개까지 늘리며 실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의 (a) Runtime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데,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비슷

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데이터의 양이 커질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져 10만 개의 데이터에서 는 약 2.9배의 

차이를 보였다. (b) Throughout는 초당 명령어 처리

를 나타낸다. 수치가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보

여준다. MongoDB 같은 경우에 10만 개의 데이터에

서 실험 했을 때의 수치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MySQL

에 비해 초당 처리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장 격차

가 클 때는 약 4.5배의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c) AverageLatency는 평균 지연 시간으로 지연 시

간이 낮을수록 성능의 우수함을 나타내는데, 둘 다 

비슷한 추세로 감소를 하였지만, MongoDB에서의 

평균 지연 시간이 더 짧으며, 10만 개의 데이터 기준 

지연 시간은 MySQL과 약 2.9배의 차이를 보인다.

Fig. 5의 결과로, NoSQL인 MongoDB가 데이터의 

양이 커질수록 MySQL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

준다.

5. 결  론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ICT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분야 에도 이러한 기술들

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의료 기관별 상호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RDBMS만 가지고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DBMS와 NoSQL를 이용한 HL7

FHIR 기반의 의료 데이터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RDBMS에서 MySQL을, NoSQL에

서 사용하였고, 성능 분석은 YCSB라는 벤치마크 툴

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실험에 대한 데이터로 환자 

데이터를 RDBMS와 NoSQL의 스키마를 구성하고 

랜덤 값으로 10만 개의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리고 

Read-only 워크로드를 통해 기본 키 값에 의한 검색 

쿼리를 진행 했고, 비교 분석한 결과 10만 개의 데이

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행 시간은 MySQL이 1만 

개의 데이터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MongoDB와 2.9

배의 차이를 보였다. 초당 명령어 처리는 MongoDB

가 5천 개의 데이터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1만 

개의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는 4.5배의 차이를 보

이며 명령어 처리의 우수함을 보였으나, 10만 개부터

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며 명령어 처리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평

균 지연 시간은 MongoDB이 더 짧은 지연 시간을 

(a)

(b)

(c)

Fig. 5. Performances about MongoDB and MySQL in 

workload C. (a) Runtime, (b) Throughout, and 

(c) Average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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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만,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 비슷하게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며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RDBMS에서는 NoSQL에 비해 보

다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RDBMS와 

NoSQL을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진행할 연구 계획으로는 의료 데이터에 대해 

NoSQL과 RDBMS 간의 효율적인 트랜잭션이 가능

하게 하고, 효과적인 의료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구축

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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