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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과학 분야에서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

술인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 동향에 대하여 기술한

다. 서론에서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정의 및 필요성을 다루고, 

본론에서는 데이터 중심 과학 패러다임의 등장과 그로 인한 사

이언스 빅데이터 요구사항, 사이언스 빅데이터 소스 수집 및 정

제, 저장 및 관리, 처리, 분석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이언스 빅데

이터 처리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 맵리듀스 등을 이용

한 워크플로우 제어 기반의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예

시로 소개한다. 

Ⅰ. 서 론 

2012년 IT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은 빅데이터

(Big Data)이다. 빅데이터에 관한 정의는 각 기관에 따라 다양

한데 맥킨지(McKinsey)의 경우 빅데이터를 ‘일반적인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로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으며 

[McKinsey, 2011] IDC의 경우 그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

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

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IDC, 2011] 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데이터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은 과학 분야일 것이

다. 여러 관측 기기들을 이용하여 얻은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용량에서 한계가 있다. 과학 데이

터 생산의 예를 살펴보면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학연구

소(CERN)의 경우 가속기에서 매년 약 15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고, [3] 미국의 Complete Genomics 사에 경우, 매달 

60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4] 또

한 <그림 1>은 나사 적외선 연구(NASA Infrared Missions)에서

의 데이터 생산 추이를 보여주는데 NASA의 적외선 데이터 저장

소인 IRSA (Infrared Science Archive)의 데이터 저장은 물론이

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Spitzer Space Telescope)로부터의 데이

터, WISE (Wide-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 적외선 망원

경의 데이터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모두 600TB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 데이터 중심 연구로 인한 과학 데이터의 폭발

적 증가를 해결하는 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및 축적, 데이터 개방 및 공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융합, 슈퍼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등 과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본문에서는 ‘사이언스 빅데이터’라고 한다. [1] 또한 많은 데이

터와 연산을 요구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와 사회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사이언스 빅데이터가 고려되고 있다. 

사이언스 빅데이터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

리,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빅데이터 등장 초기에는 처리 기술과 분석 방법, 빅데

이터가 등장한 배경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는 이러한 사이언스 빅데이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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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RSA에서 관리하는 과학 데이터의 추세

(출처: G. B. Berriman, S. L. Groom, “How Will Astronomy Archives 

Survive the Data Tsunam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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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정별 간단한 동향을 살펴보면 저

장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파

일시스템인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가 주

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임스페이스(namespace)와 네임노드

(namenode)의 한계로 인한 확장성, 성능, 분리 문제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네임노드와 네임스페이스를 도입하는 HDFS 연합(HDFS 

Federation) 기술이 개발중이다. [6] 또한 처리기술로 주로 사

용되는 맵리듀스(MapReduce)의 경우 버클리대학에서 맵리듀

스 온라인(MapReduce Online)이라는 이름으로 맵(Map)과 리

듀스(Reduce)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두어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 개발 중이다. 

[7] 분석 기술로는 빅데이터 내에서 주어진 요인들의 상관관계

를 토대로 의미있는 정보를 찾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고

급 분석(Advanced Analytics)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

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실제로 

Gartner의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2위, 2011년에는 4위, 2012년에는 6위에 고급 분

석기술이 위치해 있다. 이는 그만큼 분석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중심 과

학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데이터 중

심 과학에서의 워크플로우와 사이언스 빅데이터에 관하여 기술

한다.

Ⅱ. 데이터 중심 과학 

1. 데이터 중심 과학 패러다임 [3], [8]

데이터 중심 과학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학 연구 패러다임 중 

하나가 되었다. 실험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 내는 과정이 데이터 중심 과학이

라 할 수 있겠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강입자충

돌기(Large Hardron Collider: LHC)는 광속에 가깝게 가속된 

양성자나 중이온을 충돌시켜 빅뱅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

대 실험을 하는데, 충돌 한 번당 수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

기고, 한 해 130억MB가 넘는 데이터가 생긴다. 현재 CERN은 

12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 중이다. 또한 거대한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거대한 레파지토리

(Repository)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점점 거대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단순히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닌 여러 종류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 중심 과학은 여

러 군데에서 얻어진 대용량 데이터들을 가시화, 시뮬레이션 등

을 이용하여 고차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복잡한 패턴을 찾아 최

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기존의 분석보다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응용 또는 데이터들을 손

쉽게 실행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CERN에서의 경우를 살펴보자. CERN

은 대용량 LHC실험 데이터를 협업적으로 시뮬레이션, 처

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WLCG(Worldwide LHC Computing Grid)라는 그리드(Grid)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34개국에 있는 20만 개

의 CPU와 10000개의 클러스터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

으며, 이에 참여하는 과학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러한 거

대한 데이터를 협업적으로 분산 처리하기 위해 LHC 입자 가

속기의 검출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그리드 기술을 이용하

여 Tier-0 데이터 센터에 저장한다. Tier-0는 가속 센터로 데

이터를 획득하는 장소이며, 획득한 데이터들에 초기 프로세싱 

(Processing) 작업을 해 정제시키는 일을 한다. 또한 Tier-0에

서는 LHC 데이터를 전용 광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스 제네

바의 CERN으로부터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Tier-1 센터로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Tier-1 컴퓨터 센터는 국가 지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구조로 온라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CERN 으로

부터 데이터를 얻는다. 또한 이곳에서 주요 35개국 140여개의 

Tier-2 센터로 데이터를 급송한다. Tier-2는 물리학자들이나 

연구 그룹 등의 엔드유저(End User) 에게 위의 정보들을 분석

하도록 제공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산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전세계 물리학자들은 LHC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인프라는 위의 입자물리 실

험에 국한되지 않고 고에너지물리학(High Energy Physics), 

바이오의약(Biomedicine), 지구과학(Earth Science), 컴퓨터

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핵융합(Fusion), 천문학

(Astronomy), 지구물리학(Geophysics)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

게 활용된다.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의 데이터 처리는 여러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기서 

데이터는 반드시 조직화 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데이터이어

야 하며 분산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LHC 실험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여러 군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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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분석되어 가치 

있고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 데이터 분석의 종류에는 

원하는 결과 또는 방법론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고 뒤

에서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 데이터 처리 단계를 정리하자면, 

여러 곳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관측된 자료들은 데이터 정제와 

통합을 거친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게 되고 결과를 도출

하게 된다.

2. 데이터 중심 과학을 위한 사이언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과학을 위한 시스템 연구는 과거 그리드(Grid) 

환경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드 환경의 도입으로 분산된 

연구의 통합이 수월해진 이후 데이터 중심 과학을 지원하기 위

한 여러 시스템들이 등장하였다. 

<그림 2>는 시멘틱 응용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기반 생물정보 

분석환경의 구조이다. 본 시스템 또한 위에서 기술한 데이터 중

심 과학을 위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웹 서비스 모듈(Web 

Service Module)의 입력 데이터 핸들러(Input Data Handler)

와 작업 요청 모듈(Job Request Module)이 입력 데이터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온톨로지 데이터 레파지토리(Ontology 

Data Repository)와 온톨로지 데이터 매니저(Ontology Data 

Manager) 등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며 리소스 에이전트 서버

(Resource Agent Server) 등에서 작업 분배 등을 실행하며 추

론 엔진(Interface) 등에서 작업 분석 등을 수행한다. [9] 따라

서 데이터 중심 과학을 위한 사이언스 빅데이터는 상당히 대용

량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가질 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 처리, 데이

터 분석 등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저장에서 데이터 중심 과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이 쉽도록 하여야 한

다.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

터, 비정형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란 고

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

레드시트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반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

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

는 데이터로써 XML이나 HTML 텍스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

며 비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로써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동영상/음

성 데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따라서 관측된 데이터들에 

반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므로 데이터

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0] 여기서 데이터는 데이터베

이스 형식으로 저장 및 관리가 되게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

스는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 환경을 이용하

고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하다. [16]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서 데이터 중심 과학의 데이터 응용 또

는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렬 컴퓨팅 방식과는 다

른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 방식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와 같은 병렬 컴퓨팅은 계산을 

위하여 워크로드(Workload)를 분배시켜 프로세서들 간의 통신

을 바탕으로 병렬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의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는 이러한 병렬 컴퓨팅 방식 외에도 대용

량 데이터의 처리를 중심으로 다루는 병렬 컴퓨팅 방식이 필요

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분석 방식보

다 대용량의 데이터에 친화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

석 자료의 통합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데이터 중심 과학에

서 협업 등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실험들로부터 

얻어진 분석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

하다. [8]

이에 따라 데이터 중심 과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및 플랫

폼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사이언스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이언스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과학 연구 관

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 데이터들을 수집, 

정제, 저장, 관리, 처리, 분석, 가시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워

크플로우를 제시하며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 또한 데이터 

중심 과학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림 2. 시멘틱 응용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기반 생물정보 분석환경의 

구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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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 기술 및 플랫폼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처리는 기존 빅데이터 처리와 비슷하

게 이뤄진다. <그림 3>은 기존 빅데이터 처리 과정[NIA, 2011, 

문혜정, 2012]을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처리에 초점을 맞춰 재

구성한 그림이다. 여러 관측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 소스를 수집

하고 저장하며, 데이터들을 처리 및 분석하여 결과를 표현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빅데이터 소스를 수집하고 알맞은 형태로 정

제하여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빅데이터 소스 수

집 및 융합, 기존의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확장성의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대용량

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 처리 할 수 있는 분산 병렬 빅데이

터 처리,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쓰이는 빅

데이터 분석 등을 다루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라클(Oracle)과 

IBM에서 제안하는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분석하고 사이언

스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사이언스 빅데이터 소스 수집 및 정제

여러 관측 기기에서 얻은 자료들은 비정형 데이터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처리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를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이라고 한다. 데이터 정제는 보

통 문법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파싱(Parsing), 특정 포맷으로 맞

추기 위한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 데이터 중복 제거

(Duplicate Elimination), 통계적으로 데이터에서 누락되거나 잘

못된 곳을 수정하는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 의 네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10]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 저

장소(Data Warehouse)로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 것은 데

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TL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이 표현되고 각각의 데

이터 처리 과정마다 각각 알맞은 데이터 정제가 이루어진다. [11]

구글 리파인(Google Refine)은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

는데 쓰이는 툴로써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고, 데이터를 알맞

은 포맷으로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준다. 구글 리파

인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혼합하여 데이터 

그림 3.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 과정 (예시)

그림 4. 데이터 저장소 구성 단계: ETL 프로세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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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및 계산에 한정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데이터 검

색 및 변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가시성

(Visibility)이 떨어지는 점을 스프레드시트처럼 데이터를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개선하였다. [12]

2. 사이언스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

터의 폭발적 증가를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즉, 여러 지

역에 산재해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에서 확장성(Scalability)을 보장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기존

의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는 

그 측면에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13] 

빅데이터에서 RDBMS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

터의 ACID(Atomic, Consistent, Isolated, Durable) 특성

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증가와 빈번한 수정에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Eric Brewer의 CAP 이론(웹 서비스는 일

관성(Consistency), 가용성(Availability), 지속성(Partition 

Tolerance) 중에서 두 가지의 특성만 만족할 수 있다. [14])에

서 가용성과 지속성 혹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NoSQL(Not-only SQL)는 키(Key)와 값(Value)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고, 유연한 스키마의 사용

을 가능하게 하고, 분산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고확장성을 보

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15], [16]

빅테이블(Bigtable)은 NoSQL의 대표적인 예이다. 빅테이

블은 Brewer의 CAP 이론에서 일관성, 지속성을 만족하는 

NoSQL로써 대용량으로 확장성이 용이한 구조적 데이터를 위

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빅테이블을 이용하여 수 천 개

의 분산된 서버에서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구

글은 데이터 사이즈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지연 요구(Latency 

Requirement)를 맞춰야 하므로 데이터 관리가 까다로운 웹 인

덱싱(Web Indexing), 구글 어스(Google Earth), 구글 파이넌

스(Google Finance) 등에서 빅데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

장하고 있다. [17]

또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개발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기존 분산 파일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높은 결함 감

내성(Fault Tolerence)와 비용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데

이터 접근 및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보

다 훨씬 유용하다. HDFS는 보통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까

지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따라서 HDFS는 대용량 데이터에 최적

화 되어있다. [18]

3.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처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 및 

처리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처리는 2.2에 나와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 되고 처리 역시 병렬 분산 

형식으로 이뤄진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으로는 맵리듀스(MapReduce)가 있다. 맵리듀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셋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기술로써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대용

량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중간 과정의 키

(Key)/값(Value)를 생성하기 위한 Key/Value를 처리하는 맵

(Map) 함수와 같은 키를 가지는 모든 중간의 값들을 합치는 리

듀스(Reduce) 함수로 구성된다. 맵리듀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다수의 서버로 구성된 환경에서 자동으로 병렬 수행한다. 이러

한 런타임 환경은 입력 데이터를 나누고, 실행을 스케줄링하고, 

머신 간 통신을 관리하여 거대한 분산 시스템의 자원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컴퓨팅을 

병렬화하고, 데이터를 분산하고,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이슈들

을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는 환경

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19]

맵리듀스는 기존 병렬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와 비교될 수 있다. MPI 연산 구

조에서 분배된 작업들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각 노드들 간 데이

터를 주고 받음으로써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 그에 반해 맵리듀

스는 데이터를 각 노드에서 나눠 짧은 시간 안에 맵 함수를 실행

한 후 리듀스 함수를 실행해 결과를 취합한다. 또한 맵리듀스에

서는 디스크 I/O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디스크 I/

O를 사용하여 맵리듀스는 결함 감내성(Fault-Tolerance)를 보

장해주는데 맵리듀스에서는 한 노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것을 다른 노드에서 실행되게 하여 전체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응용의 종류 측면에서 MPI가 대규모 계산 작업에 알맞

다면 맵리듀스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작업에 알맞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PI는 반복적(Iterative)이고 서로 연관된 작업들을 

처리하는데 유용하며 맵리듀스는 비반복적(Non-Iterative) 하

고 독립적인 작업들을 처리하는데 유용하다. [20], [21]

현재 맵리듀스를 데이터 중심 과학에 적용하여 사이언스 빅

데이터를 실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클라우드블라스

트(CloudBlast)는 이러한 연구 중 하나이다. 블라스트(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는 뉴클레오타이드 또

는 단백질 서열들 사이의 지역적 유사성을 가지는 영역을 찾는 

등의 기능을 하는 툴로써 주어진 서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서열들과 비교를 하여 지역적 유사성을 찾아낸다. 이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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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블라스트의 병렬 실행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

고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a)>은 입력된 서열들을 분리하고 각각을 다른 노드

(Node)에서 처리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양의 증

가에 따른 확장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균형된 로드분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몇몇 노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5(b)는 이를 개선하여 입력된 서열들을 분리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또한 분리하여 나뉜 작업을 각각

의 노드에서 처리하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조각을 정렬하고 병

합하여 결과를 추출한다. 따라서 고확장성 및, 균형된 로드분배, 

그리고 결함감내성(Fault-Tolerance)를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그림 6>는 실제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블라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둡(Hadoop)을 이용하여 맵리듀스

를 처리하였는데 하둡에서 입력 파일들을 같은 사이즈의 서열

로 분배하여 스트림 패턴 레코드 리더(Stream Pattern Record 

Reader)에서 각각의 키에 따라서 분리된 서열을 처리한 뒤 블라

스트 맵퍼(Blast Mapper)로 보내고 최종결과를 분산 파일 시스

템(DFS)로 보내어 결과를 병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맵(Map)만

을 이용하여 리듀스(Reduce)는 이용하지 않고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결과를 병합했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형식의 결

과를 얻어야 할 때 리듀스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2] 

4.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분석 처리에서 수집된 데이터 소스들이 

데이터 정제 등을 통하여 정리되어 데이터 소스들은 분산 파일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저장되게 되고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들

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하여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처리

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여기서 빅데이터 안의 중요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로써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

하게 된다.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 계산과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앞에서 다룬 하둡(Hadoop)과 같은 기술

들을 이용하는 기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4.1 과학 데이터 분석 방법

통계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론에는 탐구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와 확인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가 있는데 탐구 데이

터 분석은 전체 데이터에서 원하는 형식 또는 패턴의 결과를 분

석하여 도출하는 방법이고 확인 요인 분석은 데이터를 특정 모

델이나 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8]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과 클러스터 분석 등은 빅데이터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며 과학 데이터를 다루는 사이언스 

빅데이터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자연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

하여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Sebastiani, 2002]으로써 정형 데

이터 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다루므로 비

정형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알맞은 기술이다. 

[23] 또한 클러스터 분석은 데이터를 의미 있고 유용한 클러스

터로 나누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다. 

그림 5. 블라스트(BLAST)의 병렬 처리 [22]

그림 6. 맵리듀스(MapReduce)를 이용한 블라스트(BLAST) 처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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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분석은 데이터를 특정한 성격을 공유하는 클러스터

로 구분하여 분류학,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기후

학, 심리학, 의학, 비즈니스 등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클러스터 프로토

타입(Cluster Prototype)을 찾아 요약(Summurization), 압축

(Compression) 등에 이용할 수 있다. [24] <그림 7>은 클러스

터 분석에 쓰이는 K-mean 클러스터 알고리즘이고 <그림 8>은 

K-mean 클러스터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이다. K-mean 클러

스터 알고리즘은 수많은 점(Point)들 중 K 개의 임의의 중심점

(Centroid)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심점 선택이 끝나

면 다음으로 각각의 점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찾은 중심점들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클러스터들 안에서 

새로운 중심점을 찾는다. 이렇게 각각의 점들에 대하여 클러스

터링을 하고 그 클러스터들 안에서 새로운 중심점들을 찾는 것

을 중심점들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클러스터

링이 끝나게 된다.

4.2 맵리듀스와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25]

- 맵리듀스와 HEP(High Energy Physics) 데이터 분석

HEP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HEP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

하여 데이터 처리 후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결과를 최종 

통합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HEP 데이터를 맵리듀스 방식으로 

병렬 처리 하였는데 여기서 맵은 파일 이름의 형식으로 입력된 

파일들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Histogram) 파일을 생성하고 

결과를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으로 보낸다. 

리듀스에서는 맵에서 생성된 히스토그램 파일을 합쳐 HEP 데

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이 결과는 다시 HDFS에 저장되게 된다. 

<그림 9>는 HEP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맵리듀스를 나타낸다.

- 맵리듀스와 K-means 클러스터링

K-mean 클러스터링의 맵리듀스를 이용한 처리는 HEP 데

이터 분석에서 맵리듀스를 한 번의 시행(Iteration)으로 결과를 

얻는 것과는 달리 여러 번의 시행으로 결과를 추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각 시행마다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생기고 중심점 또한 

각 시행에 따라 바뀌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K-mean 클러스터

링 또한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는데 맵 함수에서 전체 

데이터를 나누어 클러스터링을 한 후 거기서 거리 계산을 통해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하게 되고 하둡에서는 그 결과를 HDFS를 

통하여 리듀스로 보낸다. 리듀스에서는 중심점들의 위치 변화

를 비교하고 맵리듀스 연산을 더 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

한다. 즉, 전 시행과 현 시행의 클러스터링 및 중심점 위치 결과

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일정 상계점보다 작을 때 전체 클러스터

링은 종료된다. <그림 10>은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K-mean 클

러스터링을 처리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7. k-mean 클러스터 알고리즘 [Refer to 29]

K-mean Algorithm

1:	Select	initial	centroids	among	all	points

2:	while	positions	of	centroids	change

3:						Find	the	points	which	are	nearest	 to	each	centroid	and	

make	clusters	having	each	centroid	and	corresponding	

points.

4:				Select	centroids	again	in	the	latest	clusters

5:	end

그림 8. k-mean 클러스터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 [24]

그림 9. HEP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맵리듀스 [25]

그림 10. K-mean 클러스터링을 위한 맵리듀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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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은 2장에서의 빅데이터 처리 과정

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은 초기 관측 

등으로 얻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 소스를 정제

하고, 저장 및 관리하며, 결과를 얻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을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오라클(Oracle)과 

IBM에서 제안하는 사이언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분석하고 사이

언스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5.1 오라클(Oracle) 빅데이터 플랫폼 [26]

오라클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데이터 획득(Acquire 

Big Data), 빅데이터 조직(Organize Big Data), 빅데이터 분

석(Analyze Big Data)를 다룬다. 오라클 빅데이터 솔루션

은 빅데이터가 유입될 때 그 데이터는 상당히 대용량이고 비

정형의 데이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획득 단계

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때 지연을 최대한 적

게 시키기 위한 작업을 실행하며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Oracle NoSQL Database)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높은 성능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분산된 환경에서 맵리듀스(MapReduce) 기반의 

하둡(Hadoop)을 사용하여 대용량이고 대다수가 비정형인 데

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오라클에서는 데이터의 통계 분석

(Statistical Analysis),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을 위

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확장성이 높고 속도가 빠른 빅데이

터 분석 기법을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자료의 통합 솔루션 또

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은 또한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빅데

이터 처리 구조를 나타낸다.

5.2 IBM 빅데이터 플랫폼 [27][28][29]

IBM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제안

하고 있다. IBM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의 종류(정형, 반정

형, 비정형)에 관계없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통합하고 관

리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정보에 대한 고급 분석(Advanced 

Analysis), 새로운 분석 응용을 위한 개발 환경, 워크로드

(Workload) 최적화 및 스케줄링(Scheduling) 솔루션을 제공

한다. IBM 빅데이터 플랫폼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IBM 만의 

하둡 시스템(Hadoop System), 스트리밍 컴퓨팅(Streaming 

Computing),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이다. 

첫째로 하둡 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워크로드를 위한 최

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워크로드 최적화를 담당한다. IBM

의 워크로드 최적화는 적응적 맵리듀스(Adaptive MapReduce)

와 하둡 시스템 스케줄러(Hadoop System Scheduler)로 이루

어지는데 적응적 맵리듀스의 경우 맵(Map) 함수로 나뉜 작업들

의 실행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알고리즘으로써 각각의 작업들

이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여 더욱 효율적인 결정을 통하여 문제

를 풀 수 있도록 해주며 작업 스타트 업 오버헤드(Overhead of 

Task Startup)를 30% 가량 줄여준다. <그림 13>은 적응적 맵

리듀스(Adaptive MapReduce) 개념을 나타낸다. 또한 하둡 시

스템 스케줄러는 과거 히스토리(History)를 바탕으로 작업들의 

종류를 인지하여 오버헤드가 적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둘째로 스트리밍 컴퓨팅에서는 여러 입력 스트리밍에 대한 병

렬 처리와 고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한

다. 스트리밍 컴퓨팅을 이용하여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콘텐

츠를 가진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파이프라인 병렬화

그림 11. 오라클(Oracle) 빅데이터 처리 구조 [26]

그림 12. IBM 빅데이터 플랫폼 [27]

그림 13. 적응적 맵리듀스(Adaptive MapReduc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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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짧은 지연시간과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인포

스피어 스트림(InfoSphere Streams)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스

트리밍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플리

케이션을 낮은 오버헤드(Overhead)를 가지고 고성능으로 동작

시킬 수 있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이다. 인포

스피어 스트림은 또한 다른 분석적인 스트림(Stream)들을 함께 

통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것은 다른 고차원적인 분석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는 고성능 병렬 

프로세싱 엔진, 고성능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등을 통하여 고성능의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OLAP란 데이터베이스를 다차원으로 만들어 각 데이터 속성

을 각기 별개의 차원으로 간주하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

터를 다른 관점으로 쉽고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30] IBM의 네티자(Netezza)는 데이터 필터링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에 개방형 IBM 블레이드 서버와 

디스크 스토리지를 결합한 IBM 만의 고유한 비대칭 초병렬 처

리 아키텍처로써 네티자를 통하여 디스크 전송률을 최대로 하

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쿼리를 가

능하게 하여 데이터 관리, 분석에 있어서 높은 성능을 보장한

다. 실제로 네티자가 제공하는 네티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

라이언스는 기존 시스템보다 몇 십배 빠른 속도, 최소의 관리 

및 조율, 페타바이트의 용량, 고성능의 고급 분석을 제공한다. 

[31]

Ⅳ. 워크플로우 제어 기반의 사이언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

측,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

석, 결과 가시화의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흐름

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즉, 데

이터 중심 과학의 패러다임이 작업들의 순차적인 실행을 위한 

워크플로우 형태를 따르며 각각의 작업들에서 멀티소스(Multi 

Source)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따

라서 기존의 워크플로우 스케줄링 같은 워크플로우 관련 연구

와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를 워크플로우에서 다루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의 

워크플로우 모델로써 두 가지의 맵리듀스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연구를 기술한다. 두 모델 모두 워크플로우에 맵리듀스를 적용

하여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이고 확장성 및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를 높인다.

1.   맵리듀스를 적용한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 구성 

프레임워크(A MapReduce-Enabled Scientific 

Workflow Composition Framework) [32]

본 논문에서는 <그림 16(a)>와 같이 워크플로우를 입력 포

트와 출력 포트를 모델링하는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를 다루

는 논리계층(Logical Layer)와 워크플로우 구성과 컴포넌트

(Component)를 다루는 물리계층(Physical Layer)을 분리하

여 고려한다. 또한 <그림 16(b)>와 같이 단항 구성 기반 워크플

로우(Unary-Construct-Based Workflows)로써 논리적 층

과 물리적 층에서의 워크플로우를 매핑(Mapping) 시켜 워크플

로우의 입출력과 구성 및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모델을 고려한

다. 단항 구성 기반 워크플로우에서는 물리적 층에 존재하는 구

성 및 컴포넌트를 위한 워크플로우 겉으로 하나의 워크플로우

를 더 씌워 맵리듀스에서의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의 사용을 용

이하게 한다.

그림 15. 네티자 데이터 웨어하우스(Netezza Data Warehouse)  

처리 모델 [27]

그림 14. 스트리밍 컴퓨팅(Streaming Computing)의 파이프라인 병렬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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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a)>는 물리적 층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에서의 맵 

함수 예이다. 여기서 W2 워크플로우는 W1 워크플로우의 입력

값들을 곱하는 역할을 한다. 맵 함수를 적용하면 <그림 17(a)>

의 화살표 오른쪽처럼 작업들이 분리되게 되고 W1 워크플로우

의 입력값들을 곱한 값이 중간값이 되어 리듀스의 실행을 기다

린다. <그림 17(b)>는 물리적 층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에서의 

리듀스 함수 예이다. 여기서 W3 워크플로우는 입력에 들어있

는 모든 값들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리듀스 함수를 적용하면 

<그림 17(b)>의 화살표 오른쪽처럼 작업들이 분리되게 되고 리

듀스의 방식대로 차례로 더해지게 되어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

력한다.

또한 본 눈문에서는 맵과 리듀스 뿐만 아니라 조건부

(Conditional), 반복(Loop) 등의 함수들을 제공하여 더욱더 다

양한 쓰임새를 가지게 하였고, 맵리듀스 작업이 각 테스크 레벨

뿐만 아니라 워크플로우 레벨에서 레벨화되고, 맵과 리듀스가 

임의대로 함께 구성될 수 있고, 다른 워크플로우 구성요소들과

도 역시 함께 구성될 수 있어 워크플로우에서의 맵리듀스의 적

용이 용이하며 워크플로우 구성 측면에서 강력함을 보인다.

2.   케플러 + 하둡: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서 데이터 중심 응용을 다루기 위한 일반적 아키

텍처(Kepler + Hadoop: A General Architecture 

Facilitating Data-Intensive Applications in 

Scientific Workflow Systems) [33]

케플러(Kepler)는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한 종류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워크플로우의 생성및 실행을 통하여 여

러 모델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www.kepler-project.org] 

본 논문에서는 케플러에 하둡을 결합하여 맵리듀스를 통한 케

플러의 사용을 제안한다. 여기서 하둡(Hadoop)은 슬래이브 모

니터링(Slave Monitoring)과 데이터 복제(Data Replication) 

등을 통하여 결함 감내성, 높은 접근성 및 데용량 데이터 처리

의 용이성 등을 제공하게 된다. 워크플로우 안에서 맵리듀스의 

처리가 필요할 때 맵리듀스는 <그림 18>의 왼쪽처럼 맵리듀스 

액터(Actor)의 형태로 워크플로우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게 되고 

각각의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는 <그림 18>의 중간과 오른쪽처

럼 서브 워크플로우(Sub Workflow)의 형태를 가진다.

그림 18. 맵리듀스 액터(MapReduce Actor), 맵 서브 워크플로우(Map Sub Workflow), 리듀스 서브 워크플로우(Reduce Sub Workflow) [33]

그림 16.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 (Scientific Workflow) 제어 모형

그림 17.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에서 맵리듀스 변환 과정

(a)	두	계층의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	모델

(a)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에서의	맵(Map)

(b)	단항	구성	기반	워크플로우(Unary-Construct-Based	Workflow)	[32]

(b)	과학	응용	워크플로우에서의	리듀스(Reduc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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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a)>는 맵리듀스 액터의 사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맵리듀스 액터 개발자가 여러가지 모델을 위한 맵 서브 워크플

로우와 리듀스 서브 워크플로우의 맵리듀스 액터를 개발하면 

워크플로우 개발자는 그것들을 이용해 각 과학 분야에 맞는 워

크플로우를 생성하고 엔드 유저(End User)는 그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

또한 하둡에서의 맵리듀스 액터 실행을 위항 아키텍처는  

<그림 19(b)>와 같다. 아키텍처는 케플러GUI, 하둡 마스터

(Hadoop Master), 하둡 슬래이브(Hadoop Slave)로 구성된

다. 맵리듀스 액터가 실행되기 전 입력데이터는 로컬 파일 시스

템(Local File System)에서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으로 옮겨지게 되고 맵리듀스 액터는 맵리듀스 실행을 

위해 여러 슬래이브(Slave)에 분배되게 된다. 또한 맵리듀스 액

터의 실행이 끝나면 출력데이터를 HDFS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

으로 옮기게 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문에서는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사례 및 동향, 데이터 중심 

과학과의 관계, 처리 과정, 플랫폼 등을 다루었다. 과학 데이터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이언스 빅데이터는 대용

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이언스 빅

데이터는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

는데.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한 실험을 사이언

스 빅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여 진행하고, 기상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보와 자연 재해를 위한 

데이터 처리에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를 이용하며 매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의학 분야에서도 최적화된 판단을 제공한다.

데이터 중심 과학은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

임으로써 여러 실험을 통해 얻어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및 분

석하여 새롭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는 과정이다. 데이터 중심 과

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기술은 

현대 과학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사이언스 빅데이터가 이

를 해결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데이터 중심 과학의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중심 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요

구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사이언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은 빅데이터 소스를 수집

하고 알맞은 형태로 정제하여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빅데이터 소스 수집 및 융합, 기존의 저장 방식에서 벗어

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확장성의 빅데

이터 저장 및 관리,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 처리 

할 수 있는 분산 병렬 빅데이터 처리,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데

이터를 추출하는데 쓰이는 빅데이터 분석, 분석된 결과를 그래

프, 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표현 및 가시화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처리 분석 과정은 현재 오라클, IBM 등에서 플

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데이터 중심 과학에서의 처리 흐름으로써 중요한 워크

플로우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델로써 두 계층의 워

크플로우에서의 맵리듀스를 이용한 병렬 처리 모델과 맵 서브 

워크플로우(Map Sub Workflow)와 리듀스 서브 워크플로우

(Reduce Sub Workflow)로 구성된 맵리듀스 액터(MapReduce 

Actor)를 사용하여 케플러에 맵리듀스를 결합하는 모델 등 여

러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중심 과학의 패러다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

용량 데이터의 분석은 사이언스 빅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높

은 정확성을 가질 수 있고 비용 절감 또한 달성할 수 있다. 또

한 가트너(Gartner)의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

그림 19. 워크플로우 기반 맵리듀스 액터의 사용 예시

(a)	맵리듀스	액터(MapReduce	Actor)의	사용

(b)	하둡(Hadoop)에서의	맵리듀스	액터(MapReduce	Actor)	아키텍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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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빅데이터와 차세대 분석 기술(Next-Generation 

Analysis) 등은 IT 업계에서 점점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

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 하기 위한 기술은 앞으로

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연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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