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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변환의 업무 환경에
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데이터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데이터 처리시간이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하여 자주 활용되었던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IDC, 금융, 보험, 소셜 미디
어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새로
운 분석방안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DB) 기술에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기
반 데이터베이스 성능 비교 사례들을 분석해보고 전력시스템에
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한전의 전력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데이터의 총량은 2018년에 33ZB(Zettabytes)이고,
2025년에는 175ZB에 이를 것 이라고 한다[1],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하여 과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의 기술을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처리
성능을 향상하고 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2015년 파나마
페이퍼즈(Panama Papers)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간 연관관계 분
석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2]. S
Srivastava, L Zhuhadar 등은 기존 RDB로 분석이 어려운 파나
마 사건(약 총 2.6 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자료를 GDB 분석으로
조세회피 근거를 추적할 수 있음을 연구로 증명했다. GDB와 같
은 그래프 마이닝 기술은 RDB 보다 높은 쿼리(Query) 성능과
비정형 데이터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3]. 본 연
구는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분
석하고 전력시스템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전의 업무 시스템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
는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본

자율주행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림 1> 소셜 네트워크 표현 그래프 개념

2.1.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 및 성능 분석 사례

기존 업계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RDB는 정형화된 스키마 구
조의 유연성 부족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존재한다. 테이블(Table) 간에 외부 참조키를 통해 주키 열
(Column)에 연결하는 방법은 실제로 많은 계산과 메모리가 필
요하다. GDB는 노드(Node)와 관계(Relation)로 연결된 노드의 n
depth로 떨어져 있는 다른 노드 검색 성능이 RDB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표 1>은 기존 RDB와 NoSQL 계열의 GDB의 성
능 비교 분석을 나타낸다. 인터넷 기업 라쿠텐에 의하면
MySQL를 NewSQL 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면 기존 사용
서버 대수를 90%가량 줄일 수 있고, 분산 처리에 샤딩
(Sharding)이 필요할 경우 애플리케이션마다 12개월이 걸리는
개발을 한 달 내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5].
<표 1> RDB와 GDB(Neo4j) 성능 비교 사례

론

2.1 관련 연구
2.1.1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정점(Node)과 간선(Edge)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보다 쉽게 표현하면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은 정점
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래프는 개체를 정점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실제 세계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범용적 표현 구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 하는데
유용하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그래프는 특정 엣지의 유형
또는 전체 그래프 전체를 트래버스 할 수 있다[4]. 그래프 데이
터베이스는 맵핑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은(Schemaless) 특성 때문
에 RDB 대비 월등한 연산성능을 보여주며, 비정형데이터를 보
다 유연하게 관리되고, 직관적인 데이터구조를 제공한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관계를 신속
하게 쿼리해야 하는 소셜 네트워킹, 추천 엔진, 이상 거래 탐지,

2.1.3 에너지 섹터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적용 방법론 사례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 Fortum을 대상으로 그래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전력시
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6].
그 연구에 의하면 그래프 이론이 적용된 전력 분야의 유스 케
이스는 9개분야에 총 310개의 유스 케이스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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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umber of past use-cases of Fortum

Use-case cluster

Number of past
use-cases

Hydropower: optimisation
13
Hydropower: operation and maintenance
12
Nuclear
power:
operation
and
47
maintenance
Wind
power: design, operation and
65
maintenance
Electric vehicle applications
42
Energy trading
110
Master data management
16
Energy storage
21
Knowledge graphs
20
KTH 연구에서는 Fortum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위에서 분
석된 각 클러스터의 유스 케이스들을 Graph Applicability,
Technical Feasibility, Economic Potential, Strategic Alignment
관점에서 각 항목에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각 유스케이스가 그
래프 이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유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각 클러스터의 유스케이스를 점수화한 내용은 그림 2
와 같다.

는 그 영역의 업무의 특성을 잘 평가하고 점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Energy
Trading 분야 그래프 적용 가능성 평가의 경우 날씨나 수요 공
급 조건, 다양한 변수 세트를 가지는 특성으로 그래프 유형에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술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중간 정
도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고려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델 구측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 했다. 경제적인
잠재성 관점에서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5점을 얻었다. 작업성
관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작업이 가능하는는
측면에서 6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략적 제
휴 측면에서는 전력시장의 자유화 이후 가격 변동성의 증가를
고려할 때 에너지 거래는 모든 참여자의 핵심 활동이 될 것이라
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2 분산 트랜잭션 가시화 업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적용 분석
2.2.1 분산 트랜잭션 가시화 업무 개요

저자들은 다양한 사내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의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그 연구에서 수행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트랜잭션 장애가 있기 전에 시스템 부
하 현황 및 자원의 상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상태를 인
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담당자에게 알람을 주고 분석한 결
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 운
영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내용도 중
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2.2.2 KTH 연구 템플릿을 이용한 적합도 검토

앞에서 소개한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의 연구 템블릿을 활용
한다면 저자들이 연구 중인 업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응용 적합도에 관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Master Data
Management 분야처럼 다양한 정보들의 트랜잭션들이 실시간으
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아키텍쳐 모델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및 성능에 대하
여 간단하게 분석하고, 에너지 섹터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스케이스 그리고 그 유스케이스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저자들이 연구
중인 업무에 그래프 이론을 적용하고 아키텍쳐를 설계하는 연구
를 향후 진행 예정이다.

<그림 2> 각 분야별 유스케이스의 평가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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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스케이스별 그래프 및 추진 전략 점수

각 유스케이스들을 점수화하기 위한 점수 항목과 점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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