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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빅 데이터 처리 학습 환경 구축

황보람, 김성규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On Implementing a Learning Environment for Big Data Processing 

using Raspberry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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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의 크기나 복잡도가 커서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기법으로는 다루기 힘든 
데이터의 처리를 의미한다. 싱글보드 컴퓨터를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 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
터 처리에 필요한 분산처리 시스템을 데스크톱 기기 환경이 아니라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하둡 분산처리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다양한 테스트를 통한 성능 분석과 스케일링의 용이성을 통해 
구축한 학습 환경 구성의 효율성을 보인다.   

주제어 : 빅 데이터, 스마트기기, 하둡, 라즈베리파이, 컴퓨팅 그리드 

Abstract  Big data processing is a broad term for processing data sets so large or complex that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are inadequate. Widespread use of smart devices results in a huge impact on the way 
we process data. Many organizations are contemplating how to incorporate or integrate those devices into their 
enterprise data systems. We have proposed a way to process big data by way of integrating Raspberry Pi into 
a Hadoop cluster as a computational grid. We have then shown the efficiency through several experiments and 
the ease of scaling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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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Mobile) 기기의 보 ,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확산,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발

에 따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 

EMC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 양은 930억 기가바이트(GB)이며, 2014년에는 

1,360억 기가바이트(GB), 2020년에는 8,470억 기가바이

트(GB)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측되고 있다[1, 2]. 

이를 통해 빅 데이터(Big Data) 사회가 도래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빅 데이터란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상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규모 데이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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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4, 5, 6].

기에는 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리 사용

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합하여 계산그리드

(computational grid)로 만들어 처리하려 했으나 CPU 성

능과 련된 한계를 드러내었다[7, 8, 9, 10]. 한 기존의 

계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무 

크다. 용량 데이터를 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

는 일이 요해지자 빅 데이터 처리를 한 데스크톱 컴

퓨터를 활용한 하둡(Hadoop)이나 Hive와 같은 분산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11, 12].

빅 데이터에 한 심이 증가했음에도 련된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부족하다. 한 분산처리 

환경을 데스크톱 컴퓨터로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

요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이를 활용하여 비용의 효율

인 빅 데이터 처리 학습 환경을 제안한다. 하둡의 주요 

환경 설정을 변경하면 노드로 일반 스마트 기기의 활용

도 가능하기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자원( 기 인 스마

트 기기)들을 사용 가능하기에 스 일링(scaling)이 용이

한 장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2 모델B를 활용하여 빅 

데이터 학습을 한 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

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처리  

실습에 효율 인 노드 구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

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련 기술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 설계  구 에 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테스트 수행  결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 5장에

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배경연구

2.1 모바일 그리드 컴퓨팅

모바일 그리드 컴퓨 에 해서는 자원 기반 그리드 

컴퓨  구조는 기 그리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자원 활용은 재 그리드 컴퓨 에서 

요한 이슈이며 많은 문제 들을 제시하 다. 표 인 

두 가지의 모바일 그리드 컴퓨  구조로 록시기반 모

바일 그리드 구조와 에이 트 기반 모바일 그리드 구조

가 제시되어 왔다. [Fig. 1]은 록시기반 모바일 그리드 

구조를 보여 다[9]. 

[Fig. 1] Proxy based Mobile Grid Structure

2.2 하둡(Hadoop)

하둡(Hadoop)이란 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 치 톱 벨의 오  소스 로젝트이

다. 하둡은 분산 일시스템(HDFS)과 분산처리시스템

(MapReduce)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산 일시스템이란 

블록구조의 일 시스템이며, 여러 개의 블록은 여러 서

버에 나눠서 장되기 때문에 로컬 서버의 하드 디스크

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분산처리시스

템은 크게 맵(Map)과 리듀스(Reduce) 단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맵 단계에서는 입력 일을 한 씩 읽어 데이

터를 변형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변형 규칙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정의 할 수 있다. 리듀스 단계에서는 맵 단계에

서 얻은 결과를 집계한다. 하둡 버  2부터는  

YARN(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시스템을 지

원한다. 이 의 하둡 버 에서는 반드시 맵리듀스 API로 

구 된 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했지만 하둡 버  2는 

YARN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처리 애 리 이션을 수용

할 수 있게 되었다[11, 12].

2.3 Hadoop ARM cluster

ARM 칩은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설계되지는 않

았지만 성능이 향상되면서 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Cubieboard는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ARM 칩을 미니 보드로 제작하고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둡의 분산처리의 가능성을 보여 다.

[Fig. 2]의 Cubieboard ARM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라

즈베리 이를 사용해서 각각의 ARM 칩들이 개별 인 

노드로 작동하여 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다[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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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M Cluster

3. 시스템 구축

3.1 시스템 구축 환경

[Fig.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빅 데이터 학습을 

한 분산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둡 클러

스터의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 구성을 해 라즈베리

이2 모델 B와 데이터 장을 해 각 라즈베리 이에 

8GB micro SD 카드 메모리를 사용한다. 노드 사이의 데

이터 통신을 한 스 치 허 와 안정 인 원 공 을 

해 출력이 5V-32W/6.5A인 USB 멀티 충 기와 5핀 

Micro USB 이블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속도는 다운로

드가 평균 93Mbps, 업로드가 평균 94Mbps인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 한 것이다. 

소 트웨어 환경은 라즈베리 이의 운 체제로 라즈

비안 (리 스) May 2015버 과 Java 1.8.0 그리고 분산처

리를 한 하둡은 2.6.0 버 을 사용한다.  하둡 에코시

스템으로 하이 (Hive) 1.2.1버 , 아 치 스 크(Apache 

Spark) 1.4.1버 을 시스템 구축에 용하 다.

 

[Fig. 3]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3.2 시스템 구현

[Fig.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빅 데이터 학습을 

한 분산처리 시스템을 촬 한 것이다. 라즈베리 이2 기

기 6개를 사용하여 네임노드 1개, 데이터노드 5개로 구성

된 분산처리 환경을 구축한 것을 보여 다.

[Fig. 4] Photo of the proposed system

3.2.1 하둡 주요 환경설정 구성

하둡의 분산 일시스템(HDFS)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기 으로 설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이나 스

마트 기기에서 환경 설정 변경 없이 실행한다면 많은 실

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15, 16]. HDFS와 맵리듀스

(MapRuduce)에서 사용할 환경 정보를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설정한다. 하둡 버  2에서 YARN의 경우 

Map 작업의 결과가 Reduce 작업으로 제 로 달되지 

못하고 네임노드 매니 가 지되어 분산처리 작업이 끝

까지 실행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Reduce 작업의 송 요

청에 응답해서 데이터를 송하는 데몬이 필요하다. 이

러한 서비스를 auxiliary service라고 하는데, 환경설정 

일 yarn-site.xml에서 aux-services 련 속성 값을 설

정해주어야 분산처리 작업이 정상 으로 실행된다.

Attibute Value
core-site.xml

hadoop.tmp.dir /hdfs/tmp
fs.default.name hdfs://Pi1:9000

mapred-site.xml
mapred.job.tracker Pi1:54311
mapreduce.framework.name yarn

hdfs-site.xml
dfs.replication 2

yarn-site.xml
yarn.nodemanager.aux-services mapreduce_shuffle
yarn.nodemanager.aux-services.mapred

uce.shuffle.class

org.apache.hadoop.mapred.

ShuffleHandler
yarn.resourcemanager.hostname Pi1
yarn.resourcemanager.resource-tracker.

address
Pi1:8025

yarn.resourcemanager.scheduler.address Pi1:8035
yarn.resourcemanager.address Pi1:8050

<Table 1> Hadoop environment setup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빅 데이터 처리 학습 환경 구축

25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251-258

3.2.2 하둡 클러스터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학습용 시스템에서 하둡이 실행

되고 있을 때 사용자는 하둡에서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

스를 통해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HDFS 리용 

웹 인터페이스는 http://[namenode ip]:50070으로 근할 

수 있는데, HDFS 사용통계 정보, 데이터 노드 상태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YARN을 한 웹 인터페이스는 

http://[namenode ip]:8088로 근할 수 있고, YARN 클

러스터 자원 황, YARN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애

리 이션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istory 서버는 

http://[namenode ip]:19888로 근할 수 있고, YARN 클

러스터에서 실행된 맵리듀스 작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

다. 각각의 웹 인터페이스들이 정상 으로 실행되는 것

을 통해 하둡 클러스터가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Hive & Apache Spark 

하둡은 다양한 서  로젝트를 제공하는데, 이런 서

 로젝트들이 상용화 되면서 하둡 에코 시스템이 구

성되었다[17]. 이 에 Hive와 Spark를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에 용시켜 정상 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

하 다. [Fig. 5]는 WordCount 실행을 통해 Hive 용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Fig. 5] Hive confirmed via execution of Wordcount 

4. 성능평가

4.1 실험 내용

본 논문에서 구 한 빅 데이터 학습용 시스템에 좀 더 

효율 인 노드 구성을 제안하기 해 다음과 같이 세 가

지 테스트를 수행하 다. 첫 번째는 Word Count 테스트

로 데이터 노드 수와 데이터 크기에 변화를 주어 처리 시

간을 측정하 다. 두 번째는 Word Count 테스트에서 네

트워크 구성을 다르게 하여 처리 시간 차이를 측정하

다. 세 번째는 Pi 테스트로 데이터 노드의 수와 생성하는 

Map의 수, Map 당 샘  표본의 수에 변화를 주어 처리 시간

을 측정하 다. 테스트에 사용한 코드는 하둡에서 제공하

는 맵리듀스 제 코드로 WordCount와 Pi를 사용하 다.

WordCount는 복잡도가 으로 입력된 데이터에

서 단어의 수를 집계하는 코드이다. 측정을 해 사용한 

데이터는 텍스트로 된 비정형 데이터이고, 데이터 크기 

증가에 용된 수열은  

   ≤ ≤ 
 이다. 데이터 노드의 수는 2, 

3, 5, 8개로 변화를 주었다. 데이터 노드의 수를 2개부터 

시작한 것은 1개로 했을 때 웹 인터페이스에 작업 수행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완 한 클러스터가 아니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성은 데이터 노드 5개 까

지는 하나의 스 치 허 에 연결 했지만, 8개로 증가했을 

때는 두 개의 스 치 허 에 나 어 연결하 다. 네트워

크 구성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간에 손실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해 별도로 테스트를 수행하 다.

Pi는 몬테카를로(Quasi Monte Carlo)방법을 사용하여 

값을 측정하는 코드로 복잡도가  이다. 생성하

는 Map의 수는 피보나치수열로 1부터 16까지의 값으로 

변화를 주었고, Map 당 표본 수는 10, 100, 1000으로 변화

를 주며 처리 시간을 측정하 으며 정확한 측정을 해 

같은 실험을 3～5회 반복 실시하 고, 각각의 처리 시간 

평균을 구하 다. 

4.1.1 WordCount - 데이터노드 수와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처리 시간

[Fig. 6]은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처리 시간을 비교

하기 쉽게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크기에 따라 

처리 시간이 격히 증가되는 구간이 64MB와 128MB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드 수가 증가되어도 이 구

간이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 WordCount 테스트에서 노

드 수가 데이터 처리 성능에 그다지 큰 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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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ing time due to data size per node

 체로 그래  높이가 128MB까지는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연산양이 으면 데이터 송에 더 큰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노드 증가에 따른 이득이 제 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Fig. 7]은 512MB까지의 체 인 처리 

시간 평균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1GB 데이터에 

한 처리 시간은 평균에서 제외하 다. 그 이유는 1GB는 

노드 3개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무 

커지면서 노드의 네트워크 연결이 종료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 512MB까지의 결과만 비교하 다. 그래 를 보면 노

드가 증가하면서 체 인 처리 시간이 차 감소하다가 

6개일 때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노드의 개수가 9개일 때는 오히려 처리 시간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의 원인을 9개의 노드를 두 

개의 스 치에 나 어 연결했기 때문으로 상하 고, 

두 번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이 데이터 

처리 속도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 다.

 

[Fig. 7] Processing time due to number of nodes 
per data size

 

4.1.2 WordCount -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간

[Fig. 8]은 6개의 노드 구성으로 스 치허  하나에 연

결 했을 때와 두 개의 스 치 허 에 나 어 연결했을 때

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데이터 크기가 작을 때

는 두 그래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가 64MByte 이상 되었을 때부터 에 띄는 차이가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래 를 통해 노드를 구성할 

때 되도록 하나의 스 치로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이 좋

다는 것을 확인하 다. 앞선 첫 번째 테스트에서 노드 수

가 9개일 때 데이터 처리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에 네트

워크 구성이 어느 정도 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Fig. 8] Processing time with one switching hub 
versus that with two of them

   

4.1.3 Pi - 데이터노드 수와 생성하는 Map의 수, 

Map당 Sample 수 변화에 따른 처리 시간

세 번째 테스트는 앞선 두 번째 테스트에서 확인한 네

트워크 구성 차이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여 정확한 비

교를 하기 해 모든 노드 구성을 두 개의 스 치 허 에 

나 어 연결하여 진행하 다. 스 치 하나에 모든 노드

들을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의 결과보다 처리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상된다.

[Fig. 9] Processing time due to number of maps 
and samples per node 

[Fig. 9]는 map의 수와 map에서 발생되는 sample의 

수에 따른 처리 시간을 비교하기 쉽도록 그래 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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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데이터 처리 시간에 map당 표본 수는 큰 향

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map의 수가 커질수록 노

드의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 처리시간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을 통해 체 으로 노드의 개수가 증가될 때 

처리 시간이 차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연산양이 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노드 수 증가에 따른 

처리 시간의 감소에 해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due to 
number of nodes

4.2 데스크톱 기기 기반의 하둡 클러스터와의 

    성능비교

[Fig. 11] WordCount processing time of Raspberry 
Pi hadoop clusters versus that of desktop 
computer based hadoop clusters 

  

데스크톱 기기를 이용한 하둡 클러스터 비 라즈베

리 이 하둡 클러스터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기존 실

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트 형식의 비정형 데이터를 

한 WordCount 실험과 Pi 실험을 진행하 다.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WordCount 실험에서 24GB 메모리

를 갖는 인텔 i5 데스크톱 컴퓨터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

한 하둡 클러스터가 라즈베리 이 하둡 클러스터보다 평

균 5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노드의 수가 증가하

면 그 성능 차이가 더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Pi 

실험에서도 데스크톱 기기 기반의 하둡 클러스터가 5배

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약 2배 정도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4.3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Scaling 용이성

하둡의 주요 환경 설정을 변경하면 노드로 라즈베리

이 뿐만 아니라 일반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 가능하다. 

기 인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여 스 일링(scaling)

의 용이성 시험을 해  라즈베리 이 신 삼성 Galaxy 

Tab 10.1의 하드웨어 사양을 시뮬 이션하여 같은 방법

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Scaling 용이성 확인을 해 일

반 인 스마트 기기 사용 환경을 가정하여 계산에 참여

하는 노드의 수와 참여하는 노드는 임의로 조 할 수 있

도록 하 다.  

[Fig. 12]에서 각 데이터 크기에 따른 막  그래 는 

노드의 개수가 1, 2, 3, 5, 8, 13일 때를 보여 다. [Fig. 12]

에서 보면 노드 수가 13부터는 노드가 증가하여도 처리

시간 자체가 증가하여 반 인 처리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256K이하의 데이터 크기에

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데이터 노드 수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데이터 노드 수가 증가하면 처리 시

간이 증가함을 보여 다. 반면에 256K이상의 데이터 크

기부터는 노드 수가 8일 때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그 시간차가 

확연히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 Ease of scaling – Processing time 
due to number of nodes in a grid
and dat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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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의 그래 의 변화에 따른 추세선을 3차 다항

식을 통해 만들어 보면, 데이터 송 속도가 평균 다운로

드 9.65Mbps, 업로드 10.05Mbps로 유지 되며, Job()에 

한 복잡도가 일 때, 데이터 크기를 , 데이터 처

리 노드 수를 이라 하면, 처리 시간  ≓  

  이 된다.  

 

5. 결론

빅 데이터를 학습하기 한 분산처리 환경을 구축하

고자 할 때, 데스크톱 기기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것에는 

비용 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있다. 빅 데이터 분산처리

를 해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를 활용하여 비용

의 빅 데이터 처리 학습 환경을 구축하 다. 학습 시스템

을 하둡에서 좀 더 확장하여 하둡 에코시스템 Hive와 

Spark가 정상 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 다. 

세 가지 테스트의 결과와 scaling 용이성 테스트를 통

해 빅 데이터 학습을 해 제안한 시스템 구축 환경에서 

노드 개수가 6개일 때 가장 효율 이었고, 4개 이하의 노

드 구성일 때는 micro SD 카드의 용량이 8GB보다는 커

야 데이터 처리를 안정 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되도록 모든 노드를 하나의 스 치에 연결하

는 것이 좋고, 연산양이 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노드 

수를 증가시켰을 때 처리 시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스크톱 기기와 비슷한 성능의 스마트 기기가 개발

되고 있는  시 에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용 하둡 분산처리 시스템에 학습용도 뿐만 

아니라 실용 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구

체 인 효용성을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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