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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 모바일, 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양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개별 성향 분

석, 맞춤형 광고 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빅 데이터 시

스템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있다[1-3]. 의료 분야는 대

표적인 빅 데이터 활용 분야로서 개인화된 의료,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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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랫폼인 하둡이 가지고 있는 분산 노드 관리 기법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에서 노드 관리를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은 클러스

터에 포함된 노드가 일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즉시 고장으로 판정함으로 인해 클러스터를 동적으

로 구성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은 연결이 끊어진 노드가 추

후 클러스터에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드의 제거를 최대한 지연함으로써 노드 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클러스터의 규모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분산 처리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

으면서도 노드 관리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입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management problems of Hadoop distributed node, which is a platform for big data processing,

and proposes a novel technique for enabling flexible node management of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adoop

cannot configure Hadoop cluster dynamically because it judges temporarily unavailable nodes as a failure. Delayed block

replication scheme proposed in this paper delays the removal of unavailable node as much as possible so as to be easily

rejoin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increases flexibility of node management with little impact

on distributed processing performance when the cluster siz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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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석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4],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병원 경영 전략의 혁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접수․진료․입원․

수납의 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진료 기록 빅

데이터의 분석이 필수적이다[5].

빅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중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은 대표적인 빅 데이터 분산 처

리 플랫폼 중 하나로서 대량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

산 노드들에 저장하고 이를 배치 형식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이다. 하둡은 주요 구성 요소로

서 첫째는 빅 데이터를 다수의 분산 노드들에 저장하

기 위한 파일 시스템인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이하 HDFS)[6]이

고 둘째는 HDFS에 저장된 빅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

기 위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MapReduce

Framework)이다. 그 중 HDFS는 동일한 데이터를 여

러 노드들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형식으로 1000개 이

상의 노드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고가

용성을 제공한다[7].

하둡은 다수의 분산 노드들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구동되며,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들은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을 위해 하둡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노드들은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되는 하둡 전용 시스템들이며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

거나 성능이 매우 노후하지 않는 한 클러스터로부터

제거되지는 않는다. 특정 노드로의 접근이 불가한 상

태가 발생하면 하둡은 이를 고장이 발생한 노드로 판

단하여 즉시 클러스터에서 제거하고 해당 노드가 저

장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다른 노드들에게 다시 재배

치함으로써 데이터의 고가용성을 유지한다. 이와 같이

하둡 노드들은 클러스터 내에서 강 결합되어 있는 특

징이 있다.

강 결합된 클러스터의 문제점은 필요시 노드를 선

택적으로 클러스터에 편입시키거나 제거하기가 어렵

다는 점이다. 즉, 유휴 자원이 일시적으로 확보된 경

우 선택적으로 클러스터에 포함하여 분석 성능을 높

이거나 클러스터 내의 노드들을 필요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둡 노드 관리 기법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수의 노드들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클러스터에 편입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시

스템의 활용성 및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을 제

시한다.

이 문제를 먼저 제시한 기존의 연구[8]에서는 유연

성 확보를 위해 노드의 상태를 명시적으로 변경하도

록 하는 명령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으나 본 논문에

서는 별도의 명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대신 노드

의 접근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고장으로

판정하지 않고 재 편입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클러

스터의 유연성 및 노드의 활용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접근 제한 상황이 발생할 때 데이터

의 가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재배치

를 최대한으로 지연함으로써 해당 노드가 추후 클러

스터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클러

스터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둡

HDFS의 고가용성을 위한 노드 관리 메커니즘을 분

석한다. 3장에서는 노드의 접근 제한 상태를 포함하는

새로운 노드 상태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접근

제한 상태에서 데이터 재배치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된 블록 복제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제안한 기

법을 통해 변경된 클러스터 규모에 따른 하둡의 성능

을 비교 분석하고 6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Ⅱ. HDFS의 노드 관리 메커니즘 분석

하둡 클러스터는 하나의 네임노드(Name Node)와

다수의 데이터노드(Data Node)로 구성되어 있다. 네

임노드는 마스터 노드로서 파일시스템의 네임스페이

스를 관리하며, 파일시스템의 디렉토리 및 파일에 대

한 메타데이터를 유지한다. 파일은 데이터노드들에 저

장되는데, HDFS는 분산 노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유

실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을 고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블록을 여러 데이터노드에 복제하여

저장한다. 이때의 블록 크기의 기본 값은 128MB이며

복제 계수(Replication Factor)의 기본 값은 3으로 설

정되어 있다.

HDFS에서의 복제본 배치는 랙 인지(Rack-aware)

기반 복제 배치 전략을 기본으로 하며 그림 1과 같이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위상 구조(Network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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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다른 랙의 다른 노드에 분산 저장하는

방식을 따른다[9]. 이는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며, 파일시스템의 신뢰성, 가용성

및 데이터 접근 성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

Rack 1

N1

N2

N3

N4

N5

N6

Block

Rack 2

N7

N8

N9

N10

N11

N12

Block

Block

Replicate to
other rack Replicate to

other node

그림 1. HDFS의 블록 복제본 배치 기법
Fig. 1 Block replica placement scheme of HDFS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노드가 제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시

스템의 고장 등으로 인해 해당 데이터노드가 더 이상

정상 동작하지 않을 때이다. 네임노드는 데이터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노드로부터 노

드의 상태 및 블록 복제본 정보를 포함한 하트비트

(Heartbeat)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받는다. 이때의

주기는 HDFS의 속성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기본 값

은 3초이다. 만일 하트비트 신호를 특정 데이터노드로

부터 10분(기본 값)동안 수신하지 못하면 네임노드는

해당 데이터노드가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

는 데드 노드(Dead Node)로 판정한다.

데드 노드가 발생하면 블록 관리자(Block

Manager)에서 상시 쓰레드로 동작하는 복제 모니터

(ReplicationMonitor)가 이를 즉시 감지하고 해당 노

드가 저장하고 있던 블록들의 복제 계수를 유지시키

기 위하여 블록 복제(Block Replication)를 다시 수행

한다. 즉, 이를 통해 데드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블록

들을 다시 다른 노드들에게 바로 재배치함으로써 데

이터의 가용성을 유지한다.

두 번째 경우는 예상 가능한 장애로서 하드웨어의

교체를 위해 데이터노드를 가동 중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HDFS의 속성 중 하나인 dfs.hosts.exclude에 데

이터노드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둡의 dfsadmin 프로그

램을 통해 노드 재설정을 요청하면 HDFS는 즉시 위

임해제 관리자(DecommissionManager)를 통해 해당

데이터노드를 위임 해제(Decommissioning) 상태로 전

환한다. 노드가 위임 해제 상태로 전환되면 해당 데

이터노드가 보유하고 있던 블록들을 클러스터 내의

다른 데이터노드로 복제하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노드의 상태는 위임 해제 완료(Decommissioned) 상

태가 되며 안전하게 노드를 제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장애 상황 모두 HDFS에서는

유실될 데이터 블록의 복제 계수를 유지 위해 즉시

블록 복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용성을 유지시

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절차는 해당 노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클러스터에서 영구히 제거됨을 의미

하므로, 이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기존의 유휴 시스템들

을 선택적으로 클러스터에 편입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Ⅲ. 하둡 데이터노드의 상태 모델

이 장에서는 하둡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들의 유

연성(Flexibility)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드의 유연성 확보 기법은 지

정된 시간 이상 하트비트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때

해당 노드를 데드 노드로 즉시 판정하는 대신 다른

목적으로 해당 노드를 당분간 중지시킨 것으로 가정

하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둡

데이터노드의 상태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제안한다.

그림 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데드(Dead) 상태는 기존

의 데이터 노드 상태 모델에서 제거된 것이며 정상

(Normal), 위임 해제(Decommissioning) 및 위임 해제

완료(Decommissioned) 상태는 기존에 하둡에 존재하

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 새로 추가한 접근 제한(Inaccessible)

상태는 하트비트 신호의 미수신이 발생한 경우 전이

되는 상태로서 기존의 데드(Dead) 상태를 대체하는

상태이다. 접근 제한 상태에서는 즉시 블록의 복제를

수행하는 대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면서 점진적으로

블록 복제를 수행한다. 이 상태에 있는 데이터노드가

다시 가동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하드비트 신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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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드에 보내게 되면 즉시 정상 상태로 전이된다. 추

후 점진적인 블록 복제에 따라 블록들이 모두 다른

노드들로 복제가 되면 그때 데드 노드와 같이 클러스

터에서 제거가 된다. 시간을 지연하면서 점진적으로

블록을 복제하기 위한 기법의 상세한 메커니즘은 4장

에서 설명한다.

Normal

New

Decommissioning

commission

Timeout
expired

Timeout 
expired

Heartbeat
Received

Requested 
by user

Decommissioned

Null

Block Replication
Completed Dead

Requested 
by user

Removed from
cluster

Block Replicatio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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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노드의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Fig. 2 State transition diagram of a data node

Ⅳ.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데이터노드에 대한 블록 복

제를 점진적으로 처리할 때 본 논문의 접근 방법은

블록의 가용성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복제를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다. 만일 몇 개의 노드가 연쇄적으로 접

근 제한이 되면 특정 블록의 복제본이 모두 접근 가

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블록의 가용성이 보

장받게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 제안하는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Delayed

Block Replication Scheme)은 블록의 가용성을 모니

터링하면서 최소 가용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복제를 수행함으로써 점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블록에 대한 최소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HDFS

의 추가적인 속성인 최소 복제 계수를 정의한다. 최소

복제 계수는 일부 노드가 접근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도 접근 가능한 블록의 최소값을 의미하며, 그 값은 2

이상 복제 계수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값을 2 이상

으로 설정한 이유는 만일 최소 복제 계수를 1로 설정

하면 해당 노드가 접근 제한이 될 때 더 이상 복제본

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은 접근 제한 노드에 저장되

어 있던 블록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복제본 수가 최소

복제 계수에 미치지 못하는 블록에 대해서만 블록 복

제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이 기법의 상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Step 1 : 노드가 접근 제한이 발생하면 해당 노드

가 가지고 있는 블록 각각에 대해 접근 가능한 블

록 복제본의 개수를 계산한다.

� Step 2 : Step 1에서 복제본 개수가 최소 복제 계

수에 미달하는 블록이 있으면 해당 블록을 가지고

있던 접근 제한 노드 중 접근 제한 시간이 가장

오래된 노드의 블록 정보를 무효화하고 정상 노드

를 통해서 해당 블록의 복제를 수행한다.

� Step 3 : 접근 제한 노드에서 하트비트 신호가 다

시 수신되면 정상 상태로 전환하고 가지고 있는

블록들에 대한 일관성 체크를 수행한다. 이때, 블

록 복제본의 개수가 블록 복제 계수보다 큰 경우

하둡 밸런서(Balancer)를 통해 개수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 Step 4 : 접근 제한 노드가 가지고 있는 블록들이

모두 무효화되면 해당 노드를 클러스터에서 제거

한다.

그림 3은 노드의 접근 제한에 따른 지연된 블록 복

제 기법의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다. 이 그림에서는 복제 계수와 최소 복제 계수를

각각 3과 2로 설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 (a)는

6개의 데이터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초기 상태로

서 8개의 블록이 3개씩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때 노드6이 접근 제한 상태가 되면 해당 노드가

가지고 있는 블록들에 대한 지연된 블록 복제가 그림

3 (b)와 같이 시작되는데 노드6이 가지고 있는 블록

B3, B5, B6, B7은 다른 노드를 통해 최소 복제 계수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에서의 유연한 노드 관리를 위한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

371

를 만족하므로 즉시 블록 복제가 수행되지는 않는다.

그림 3 (c)와 같이 노드2가 추가적으로 접근 제한

이 되면 B3과 B7은 접근 가능한 블록이 하나밖에 남

지 않으며 이에 최소 복제 계수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때 두 블록에 대해서는 최소 복제 계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복제를 수행하고 먼저 접근 제한이 발생

한 노드6이 가지고 있던 해당 블록들을 무효화 처리

한다. 추가적으로 그림 3 (d)와 같이 노드5가 접근 제

한이 발생하면 B5, B6, B7의 복제본 개수가 최소 복

제 계수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한 블록 복제를 수행하

고 노드2와 노드6이 가지고 있던 해당 블록들을 무효

화한다. 이때 노드6은 더 이상 유효한 블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클러스터에서 제거된다. 이를 통해 접

근 제한된 노드를 즉시 제거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데

이터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노드들은 언제

든지 다시 클러스터에 재 편입되면 가지고 있던 블록

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클러스터에서 노드들

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Ⅴ.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클러스터의 데이터노드의 접근 제한에

따라 클러스터의 규모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하둡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 환경으로 2 코어

펜티엄 프로세서가 장착된 7개의 PC를 1기가비트 스

위칭 허브로 연결하였으며, 소프트웨어로는 우분투 14

와 하둡 2.7.3을 이용하였다.

클러스터 규모에 따른 성능 분석을 위해 두 가지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그림 3 (a)와

유사하게 1대의 네임노드와 6대의 데이터노드로 구성

된 클러스터이고 두 번째는 그림 3 (d)와 유사하게 1

대의 네임노드와 3대의 데이터노드로 구성된 클러스

터이다. 지연된 복제 블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복제 계수를 3으로 설정하였으

며, 두 번째 클러스터는 복제 계수를 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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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of 6 nodes with 8 blocks

(b) State when Node6 has become Inaccessible

(c) State when Node2 has become In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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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 예시
Fig. 3 An example of delayed block replication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은 임의 생성된

256MB, 512MB, 1GB, 2GB 네 개의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였으며, 하둡 잡(Job)은 패키지에 기본으로 포

함되어 있는 wordcount 예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잡의 실행은 단일 잡을 실행하는 경우와 하둡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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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하를 발생시킨 후 잡을 실행하는 경우로 구분하

였다. 이때의 시스템 부하는 10GB 파일에 대해

wordcount 잡을 먼저 실행시키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그림 4는 각 클러스터에서 네 개의 파일에 대한 단

일 잡 실행 성능을 도시한 결과이다. 3 데이트 노드

클러스터가 약간 성능이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노

드의 개수가 적음으로 인해 리듀스(Reduce) 작업에

따른 추가적인 노드 간 네트워크 전송 비용이 줄어들

었기 때문이다.

그림 4. 단일 잡의 실행 성능 비교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of single job

그림 5. 시스템 부하 상태에서 잡의 성능 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of job when

heavily loaded

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로서 하둡에 시스템 부하를

발생시켰을 때의 비교는 그림 5와 같이 6 데이터 노

드 클러스터가 다소 성능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그 차

이는 크지 않으며 이는 클러스터의 규모에 따라 발생

하는 차이라 볼 수 있다. 즉, 본 논문이 제안하는 지

연된 블록 복제 기법은 하둡의 전체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드 제거 시 즉시 블록을

복제하지 않으므로 저장 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

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규모의 증대/감소 시 블

록 복제 횟수를 줄임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클러스터

를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노드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노드의 상태 모델을 제안하고 접

근이 제한된 노드에 대한 지연된 블록 복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 접근이 제한된 노드

에 대한 점진적인 복제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클

러스터 내에 포함된 노드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들 또한 유연하게

클러스터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험 평

가를 통해 제안한 기법이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로서

제안한 기법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험 평가를 통해 본 기법을 추가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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