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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FS: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요 약

본고에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의 현황 및 최근 이슈를 다

룬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산업체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는 Hadoop의 분산 파일 시스템을 위주로 

현황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 국내에서 개발된 유사한 구조의 분

산 파일시스템인 GLORY-FS를 Hadoop 파일 시스템과 대비

하여 국내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Ⅰ. 서 론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저장 및 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한 응용 

및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파일 저장량과 입출력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트워

크 환경으로 연결된 다수의 서버들을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조

직하여 운영하는 시도들이 행하여 지고 있으며, 특히 Hadoop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 [1][2]

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 노드 규모의 

대규모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Hadoop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확장성 문제점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GLORY-FS는 저비용 서버들을 이용하여 페타바이트급 저

장 공간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에 대한 효율적인 통

제 능력과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SW이다. 

HDFS와 달리 GLORY-FS는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SW 혹은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저장 공간을 기존 환

경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메타데

이터 클러스터, POSIX에 준하는 수준의 메타데이터 연산 지원, 

장애 복구로 인한 서비스 영향 최소화 등 다양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 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

의 기술 동향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HDFS와 대비하여 

GLORY-FS의 기술적 차이점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Ⅱ.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동향 

Hadoop [1][2]은 MapReduce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매우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Hadoop의 큰 특징은 거대 데이터

를 분할하여 수 천대의 노드에 분산 저장하고, 데이터가 저장

된 노드에 분석을 위한 계산 작업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노드 간 

통신 부하는 최소화하면서 병렬로 분석 작업을 처리하는데 있

다. Hadoop을 활용하여 계산 성능과 저장 공간 그리고 입출력 

성능을 저비용 하드웨어를 증설함으로써 선형적으로 확장 시

킬 수 있는 점은 페타 바이트급의 거대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

어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제적인 프레임워크임을 부인하기 어

렵다. 실제로 야후의 Hadoop 클러스터의 경우 약 4,000대의 

Hadoop 서버, 25 페타 바이트의 저장 공간 규모로 현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Hadoop의 활용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3] <표 1>.

HDFS는 Hadoop이 제공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유닉

스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API와 유사하지만, 

MapReduce 응용에 최적화 시키기 위해 표준에서 벗어난 간소

표 1. Hadoop 활용 사례 (출처: ;login:)

활용 사례 활용 규모

Yahoo

4000+	노드	(datanode당	4개	1	TB	HDD,	 16GB,	2	

Quad-core	CPU)

총	15	PB	저장공간,	50	GB	namenode	memory

7천만개	파일,	8천만개	블록(128	MB블록)	저장

소트	벤치마크로	약	30GB/s	통합	성능	 (노드당	

20MB/s)

Facebook

2,000	노드

총	21	PB	저장공간,	108	GB	namenode	memory

총	2억개	파일	및	블록	저장

eBay

700	노드	(24	TB	HDD,	72	GB	RAM,	and	a	12-core	

CPU)

총	16PB	저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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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전용의 API를 제공한다. HDFS는 배치 처리에 적합하도

록 개별 파일 시스템 연산의 응답성 보다는 클러스터 전체의 통

합 입출력 성능의 선형적인 확장성 제공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파일 내 임의 영역에 대한 변경, 랜덤 입출력, 접근 제어 등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Fuse 등을 이용하더라도 범용적인 1차 

스토리지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4].

구조적으로는 PVFS [5,6], Lustre [7], 그리고 GFS [8, 9]

와 같은 다른 분산 파일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HDFS도 메타

데이터를 위한 전용의 서버(NameNode)와 응용의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데이터 서버(DataNodes)로 구성되며 이들은 TCP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 상호 연결된다. Lustre나 PVFS와 다

른 점으로 HDFS의 데이터 노드의 경우 RAID와 같은 노드 수

준의 디스크 장애 대비를 활용하지 않고, Google 파일 시스템

과 같이 다수의 데이터 노드간에 데이터 중복 저장을 통해 데이

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 구조는 분석 대상 데이터가 여러대의 데이터 서버에 존

재하므로 계산 작업을 여러 노드에 유연하게 배치 시킬 수 있

는 장점과 노드 장애 복구시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가 병렬

로 유실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000 노드 규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야후에서 발표한 바

에 따르면 1,000노드 당 하루에 2~3대의 노드 장애가 발생하

며 장애 발생된 노드에 장착된 4TB분량의 데이터들은 평균 2분

안에 복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

Hadoop의 활용 사례 증가와 함께 풍부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제 Hadoop은 단순한 공개 SW 기반 분석 플랫폼의 

지위를 벗어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산업

체 표준 또는 독자적인 생태계로의 지위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여러 기업체에 의한 Hadoop 상용화 움직

임도 활발하다. 실리콘밸리의 MapR은 자체 배포판을 통해 기

존 Hadoop의 성능을 10배 이상 향상시킨 독자적인 배포판을 발

표하였으며[11], Intel[12], EMC[13], NetApp[14] 등 메이저 벤

더 및 스토리지 업체 또한 자사 제품에 특화된 Hadoop 솔루션

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메이저 벤더는 모두 

기존 공개 SW Hadoop 대비 진일보한 성능 및 기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전문 기업 및 메이저 벤더의 높

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여 기업체의 

Hadoop 도입이 보다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메이저 벤더의 자사 제품 시

장 확대를 위한 Hadoop 시장 끌어안기에 불과하며 업체별 솔루

션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15, 16].

Hadoop의 기능 및 성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에

는 수천 노드 규모의 대규모 활용 사례 증가에 따라 Hadoop

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확장성 한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Facebook, 야후, eBay 등 Hadoop의 대표적인 대규모 활용 사

례에서 점차 평균 파일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 되고 있으

며, 또한 프로세서 발전에 따른 노드당 연산 능력의 증가, 이로 

인한 노드당 입출력 효율의 개선 필요성, 저장 장치의 고용량화 

추세 등에 따라 Hadoop 클러스터가 감당해야 할 최대 용량 및 

최대 파일 수 등이 현재 구조상에서 제한 받기 시작한 것이다 

[10].

HDFS의 확장성은 당연하게도 네임노드의 컴퓨팅 자원에 제

한 받는데, 수천대의 노드로 구성된 Hadoop 클러스터가 발생

시키는 모든 메타데이터 연산은 현재까지의 Hadoop 구조에서

는 한대의 네임노드가 감당하는 구조로서, 빠른 메타데이터 처

리 요청을 위해 약 1억개 파일당 약 60GB, 1PB 저장 공간당 

1GB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위한 RAM이 네임노드에 필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Hadoop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 클라이언트는 보다 높은 메타데이터 부하를 발생 

시키게 되며 이는 결국 한대로 제한된 네임노드 효율이 전체 클

러스터의 성능 한계의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한대의 네임노드

의 성능은 <표 2>의 수준으로 위와 같은 다양한 제약 조건에 따

르면 하나의 Hadoop 클러스터는 1억개 수준의 파일 및 수십 

PB 규모 이상의 저장 공간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이며 이미 야

후, Facebook 등은 이 규모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10].

표 2. Hadoop 주요 연산별 성능 (출처: ;login:)

성능 항목 (NNThroughput, DFSIO) 성능

Open	file	for	read	(ops/s) 126,100

Create	file	(ops/s) 5,600

Rename	file	(ops/s) 8,300

Delete	file	(ops/s) 20,700

Data	Node	Heartbeat	(ops/s) 300,000

Blocks	report	(blocks/s)	(ops/s) 639,700

Read	Bandwidth	per	node	(MB/s) 66

Write	Bandwidth	per	node	(MB/s) 40

이 이슈는 비록 향후 로드맵 및 논문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0억~100억개 이상의 파일을 관리

하거나,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 규모 관리 등 중장기 로드맵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3].  대표적인 방식으로 Ceph[17], 

Federated cluster[18], GFS2[19] 등의 방식을 들수 있으며 이

들 모두 한 클러스터 내에 다수의 네임노드를 두는 네임노드 클

러스터링 방식의 변형들이다. Ceph의 경우 동적 서브트리 분

할 (dynamic subtree partitioning) 방식으로 전체 네임스페이

스를 분할하여 다수의 메타데이터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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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ed cluster 방식은 전체 네임스페이스를 정적 분할 방

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메타데이터 서버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GFS2의 경우 네임스페이스 관리 자체를 BigTable과 같은 방식

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유사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존재한

다 [20].

이와 같은 추세는 슈퍼컴퓨팅용 병렬 파일 시스템인 Lustre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팅에 대응하여 향후 

개발 로드맵에 메타데이터 클러스터링이 계획되어 있다 [7].

Ⅲ. GLORY-FS 파일시스템

GLORY-FS는 저비용 서버들을 이용하여 페타바이트급 저장 

공간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장애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능력과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SW이다[21, 

22].

Hadoop 파일 시스템과 같은 최근의 분산 파일 시스템 구

조와 같이 GLORY-FS또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분

리 저장하는 구조이다 <그림 1>. 디렉토리 트리와 파일 이름, 

접근 권한과 같은 메타데이터는 전용 메타데이터 서버(MDS: 

Metadata Server)들에 저장 관리 되며, 파일의 실제 데이터는 

수천 노드로 증설 가능한 데이터 서버(DS: Data Server)들에 

분산 저장되는 구조이다. 저장된 데이터는 HDFS와 같이 자동

적으로 다수의 데이터 서버에 중복 저장되어 만약의 경우 발생

하는 서버 또는 디스크 장애에도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능, 구조적 유사성에 불구하고 GLORY-FS의 태생적 목

적은 Hadoop 파일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Hadoop 파일 시

스템은 검색 결과, 로그 등 페타바이트급의 분석 대상 데이터

를 수천대의 데이터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로컬리티에 기반하

여 MapReduce, Hbase 등 Hadoop 응용을 지원 하는 것이 주

된 목적임에 비해 GLORY-FS는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SW 또는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저장 공간을 기존 환

경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림 2>.

예를 들어 소규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기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스토리지를 GLORY-FS로 단순 교체

하여 페타바이트급 대규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손쉽게 확

장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적용 사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Linux 

및 Windows의 명령어, 쉘스크립트, 오피스 SW, 웹서버, 미디

어 서버 등 기존 응용의 거의 대부분이 수정 없이 지원 되어야 

하며, 이는 GLORY-FS가 단순한 CRUD(creat, read, update, 

delete) 위주의 Java API 또는 REST API가 아닌 Linux의 

POSIX 표준 API 및 Windows의 Win32 API를 지원하는 이유

이다. 이와 같은 표준 준수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체제 커널을 

변경해야 한다면 수백~수천 노드 규모의 커널 패치 부담이 발

그림 1. GLORY-FS의 HW 구성도

그림 2. 분산 파일 시스템 별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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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므로 운영 체제 커널 변경을 최소화한 채 기존 응용과의 호

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ux의 경우 Fuse 에 기반하여POSIX 

API를 지원하며, Windows의 경우 Callback File System에 기

반하여 Win32 호환 API를 지원한다 <그림 3>.

구조 및 기능적으로 HDFS와 유사한 면과 함께 상기와 같은 

활용 목적의 차이도 동시에 존재함에 따라 GLORY-FS의 개발 

과정은 HDFS와 비교하여 유사한 기술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해

결뿐 아니라 상이한 기술적 도전 과제에도 직면하였다.

첫째, 국내에서의 GLORY-FS의 주 활용 목적은 대규모 인

터넷 서비스를 위한 1차 스토리지로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GLORY-FS의 클라이언트는 웹서버, 스트리밍 서버 등이 실

행되는 응용 서버에 설치되어 동작하며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이터 서버는 일반적으로 응용 서버와 분리되어 구성된다. 이는 

Hadoop의 주 응용인 MapReduce에서 데이터 로컬리티를 활

용하기 위해 분석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동일 노드상에 구성되

어 운영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태생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Hadoop 파일 시스템이 MapReduce 응용뿐 아니라 이

미지, 동영상 스트리밍 등을 위한 대규모 저장소로 활용 될 수 

있듯이, GLORY-FS 역시 MapReduce 프레임워크를 지원하

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Hadoop 

의 HDFS 대신 GLORY-FS을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MapReduce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게 되며 이 경우 MapReduce

의 로컬리티 기반 작업 배치 기능과 연동을 위해 GLORY-FS

의 파일별 데이터 저장 위치 정보를 MapReduce 프레임워크에 

제공하기 위한 API(getFileBlockLocations)가 제공된다.

둘째, GLORY-FS는 단일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확장이 가

능한 메타데이터 클러스터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그림 4>. 

GLORY-FS가 주로 활용 되는 분야인 인터넷 기반의 대규모 

동영상, 이미지, 웹디스크 등의 서비스에서 단일 서비스 기준으

로 최대 파일의 건수가 이미 10억개를 초과함에 따라 단일 메타

데이터 서버 용량 한계에 일찍부터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재 메타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능이 개발 완료되어 활용되고 있

다. GLORY-FS의 메타데이터 클러스터 방식은 메타데이터 서

버를 추가함에 따라 단일 네임스페이스를 위한 저장 공간과 처

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HDFS의 federated cluster 방식이 전체 네임스페이스를 사전

에 서브 트리 별로 일정하게 분할하여 네임노드들이 이들을 나

누어 처리하는 구조의 한계인 특정 네임노드의 서브 트리 오버

그림 3. GLORY-FS의 SW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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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현상 및 이에 따른 서브 트리 재배치 필요성이 원천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셋째, GLORY-FS의 메타데이터는 POSIX에 준하는 수준의 다

양한 메타데이터 연산을 지원한다. POSIX 표준의 경우 디렉토

리 경로명, 파일명 등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뿐 아니라 사용자/그

룹 별 접근 제어, 심볼릭/하드 링크 지원 등이 요구되며 이에 따

라 관리 대상 메타데이터의 종류, 정보량 및 메타데이터 연산의 

수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HDFS에 비해 약간 큰 1억건당 100GB 

수준의 메타데이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HDFS와 달리 메

타데이터 서버의 RAM에 의한 최대 파일수 제한을 극복하기 위

해 메타데이터는 SSD 기반의 DBMS를 이용하여 저장 관리 되며, 

이 구조를 통해 실제 메타데이터 서버당 3억개 수준의 파일이 무

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서버에 장착된 RAM은 약 1

억개의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캐시로 활용 되어 최근 생성되

거나 접근되는 파일에 대한 접근 성능을 높이고 있다.

넷째, GLORY-FS는 비용 효율적인 페타바이트급 분산 파

일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따

라 데이터 서버별 용량 집적도가 높은 구성이 일반적이다. 현

재 GLORY-FS로 구성된 가장 큰 클러스터는 용량으로는 10 

페타바이트를 넘었으며, 데이터 서버에 장착되는 HDD의 수

량은 평균 16개에서 최대 30개 이상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MapReduce를 위한 HDFS 구성이 일반적으로 4개의HDD를 

데이터 노드별로 장착함에 비해 노드당 용량 집적도가 4배에서 

8배 수준이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데이터 서버 한대 장애시 복

구해야 할 데이터량 또한 이에 비례 하여 증가 하므로 장애 복

구로 인한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및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고려

가 필요하다. 데이터 서버 또는 디스크 장애시GLORY-FS역시 

HDFS와 유사한 사본에 의한 복구가 진행 되며, 동작 가능한 

모든 데이터 서버가 유실된 데이터를 나누어 병렬 복구를 진행

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 시킨다. 또한 GLORY-FS는 복구시 서

비스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렬 복구에 동원될 데

이터 서버의 수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해 

데이터 서버간 복제 전용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그림 5>, 

서비스용 네트워크와 복제 네트워크에 대한 독립적인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HDFS가 파일 데이터에 대한 순차 append 만을 지원

함에 비해 GLORY-FS는 파일 데이터에 대한 랜덤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라 GLORY-FS의 데이터 사본 생성 프

로토콜의 난이도는 HDFS보다 크게 높다. HDFS의 경우 파일

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변경 내용만을 여러 사본에 파급 시키면 

충분하기 때문에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이 비교적 단순해 질 

수 있다. 그러나 GLORY-FS의 경우 랜덤 입출력에 의해 파일

의 중간 부분 어디에서나 임의의 바이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러한 데이터 변경 모두가 모든 사본에 일관되게 파급되고 추적

되어야 하므로 사본간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의 난이도가 증

가한다. HDFS를 Fuse에 기반하여 POSIX API를 지원하기 위

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랜덤 업데이트를 HDFS가 자체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HDFS 수준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확장

하기 위해서는 사본에 대한 동기화 프로토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용 HDFS 배

그림 4. GLORY-FS의 메타데이터 서버 구조

그림 5. 복제 전용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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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판에서 랜덤 업데이트의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MapR NFS].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GLORY-FS는 현재 국내에서 십여곳의 사이트에서 20페타 바

이트 규모의 크고 작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성품 스토리지 서버에 기반하여 순차 입출력 성

능을 요구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반 서비스를 위

한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구성 위주로 적용 되었으며, 최근

에는 랜덤 입출력 성능을 높여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서비스에서 SAN/Fiber Channel 스

토리지 장치 등 고가의 고성능 스토리지를 GLORY-FS로 대체

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10Gbps/40Gbps 네트워크 기반으로 메

타데이터 처리 성능과 입출력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용량 뿐 아

니라 성능 측면에서도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컴퓨팅용 스토리

지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Ⅳ. 결 론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HDFS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확장성 

한계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GLROY-FS를 개발하고 다수의 사이트에서 운영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GLORY-FS에 적용되었던 다양한 기술

적 도전 과제들을 언급하고, 각각의 기술 측면에서 HDFS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현재 GLORY-FS는 국내에서 총 20페타 바이트 규모의 서비

스들에 적용되어 있으며, 랜덤 입출력과 메타데이터 처리 성능

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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