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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빅 데이터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로 인한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하둡

과 스파크는 유즈케이스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둡의 

맵리듀스를 줄이고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프로

세싱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키워드: 빅 데이터(Big data), 맵 리듀스(Map Reduce), 스파크(Spark), K-Means

I. Introduction

빅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의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1]와 맵 리듀스 (Map 
Reduce)[2]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빅 데이터를 처리 분석과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3]의 분산 메모리를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 

볼륨의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RDDs(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
의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하둡과 스파크는 유즈케이스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둡의 

맵 리듀스를 줄이고 스파크를 이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머신러

닝 알고리즘인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프로세싱 모델의 성능

을 비교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K-Means
K-Means 알고리즘은 비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문서와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나타내는 centroid와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문서

를 적합한 클러스터에 재배치하는 방법이다. centroid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문서들의 평균 벡터값을 이용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특성상 생성된 클러스터 중심에 따라 클러스

터링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초기 클러스터중심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에 따라 빠른 시간에 최적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클러스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클러스터링 과정에 서 발생하는 새로운 클러스터링 중심(cluster 
centroid)을 결정하는 것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했다. 성능평가 결과 

스파크가 메모리 처리를 하는데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아파치 스파크와 맵 리듀스를 비교하기 위해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data set의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data set은 각각의 레코드의 

위도 및 경도 값을 포함한 1240MB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했다.
데이터 레코드의 샘플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1. Date
2. Device Name
3. Device ID
4. Status
5. Latitude
6. Longitud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 1)

78

data set을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행했다.
다양한 분석을 얻기 위해 싱글노드에 64MB, 1240MB와 두 개의 

노드에 1240MB로 설정한 뒤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필요조

건에 따라 클러스터링 소요 시간을 성능평가 하였다.
성능평가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4GB RAM
∙ Linux Ubuntu
∙ 500GB Hard Drive

그림 1과 그림 2는 스파크를 와 Map Reduce를 이용한 K-Means 
성능 평가 결과이다. 성능평가 결과 스파크의 성능이 맵리듀스 보다 

최대 3배의 처리 시간 감소로 시간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Results for K-Means using Spark(MLlib)

  

Fig. 2. Results for K-Means using Map Reduce(Mahou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하둡의 맵 리듀스를 줄이고 스파크를 이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하둡과 스파크 두 프레임워크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능 비교를 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스파크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맵 리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Mahout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기존의 맵 리듀스 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는 스파크로 

대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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