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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의 끊임없는 발 에 따라 범 한 분야에서 방 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처리

하기 한 빅 데이터에 한 연구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하여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한 고성능의 서버  분산 처리를 한 다수의 컴퓨터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 혹은 사양의 수업 환경에서 

빅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원활한 빅 데이터 학습을 한 클라

우드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의 하나인 Spark를 이용한 빅 데

이터 랫폼 구축에 하여 기술한다.   

최근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 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혹은 기 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하여 각 조직에서는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

석  리하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빅 데이터에 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1].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리 도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리하는 기

술로써, 실제로 이를 수행하기 하여 다수의 고성능 

컴퓨  환경이 필요하다[2]. 하지만 실제 교육 환경에

서 모든 빅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

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기

반 빅 데이터 랫폼에 하여 서술한다. 단일 서버에

서 용도에 맞는 빅 데이터 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분할하며, 

사용자는 가상 환경에서 서버에 원격 속함으로써 원

활한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1 Apache Spark

Apache Spark는 빅 데이터 분석을 한 오  소스 

데이터 처리 임워크이다. 이는 일  처리, 실시간 

처리, 스트리  분석, 기계 학습  화형 SQL과 같

은 다양한 형 데이터 작업 부하를 포 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In-Memory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

써 Hadoop에 비하여 100배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

하다. Spark는 원래 Scala 언어로 작성된 도구이지만 

이외에도 Java, Python, R과 같이 응용 로그램 개발

을 한 여러 로그래  언어를 지원한다[3].

[그림 1] Apache Spark Architecture

2.2 Hadoop Yarn

Yarn은 기존의 Hadoop Map Reduce를 수행할 때 

클러스터 자원 배분 시 병목 상이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개발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로

그램이다. Yarn은 기존의 Map Reduce 시스템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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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원 리, Job 상태 리를 Resource Manager

와 Application Master로 분리하여 시스템 성능을 높

인다. 한, 기존의 Hadoop이 Map Reduce만을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Application에 CPU  

Memory를 할당함으로써 범용성 있는 컴퓨  클러스

터를 수행할 수 있다[4].

 

[그림 2] Hadoop Yarn Architecture

본 논문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우선, 서

버에 Spark Task를 수행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YARN을 이용하여 개별 사용자의 업무를 클라우

드 환경에서 제어한다. 이 때, YARN은 각 사용자의 

업무를 클러스터링하여 자원을 히 배분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그 후, YARN Container로 달된 사용

자 로그램을 Task로 변환하여 수행한다.

[그림 3]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빅 데이터 학습 환경에서는, 일반 으로 가상 컴퓨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므로 한 의 PC에 

다수의 머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

여 서버에 속한다. 서버에는 필요에 따라 학습에 

련된 여러 컴포 트를 미리 설치하고, 사용자는 서버

에 설치된 빅 데이터 분석 컴포 트를 클라우드 환경

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 사용자는 Spark에서 제공하는 SparkR, Spark 

Web UI 등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 수행 인 노

드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는 빅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양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  환

경을 구성하여 빅 데이터를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하여 서술하 다. 이를 통하여 

단일 서버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  환경

에서 빅 데이터 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추후 연구로는, 다수의 서버 환경이 제공되었

을 때 다수의 서버에 각기 다른 빅 데이터 랫폼 환

경을 구성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할 정이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SW 심 학지원사업(2015-0-00914)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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