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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에서는 멀티 응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하

둡(Hadoop) 2.0의 주요 특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맵리듀스

(MapReduce) 기반의 배치 처리(Batch Processing)에 최적화

되어 있던 하둡 1.0과는 달리, YARN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하둡 2.0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들

(Batch, Interactive, Streaming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성능컴퓨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기술들도 하둡 2.0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있다. 마

지막으로 YARN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로서 본 연구팀에서

개발 중에 있는 Many-Task Computing (MTC) 응용을 위한

신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I. 서 론

하둡(Hadoop)[1]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대명

사로서 아파치(Apache) 재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과 병렬 처리 프

로그래밍 모델인 맵리듀스(MapReduce)를 제공하

고 있다. 하둡이 주로 다루는 빅데이터는 미리 정해

진 크기(기본 64MB)의 블록(Block) 단위로 HDFS

노드들에 분산 저장되며, 고가용성을 위해 중복 저

장(기본 3개)하여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극복하고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하둡은 노드들을 구성하는

H/W 자원들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

한 벤더들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Commodity

H/W로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장

(Failure) 위험이 높은 편인 H/W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S/W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함으로써

고장 감내(Failure Recovery) 기능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기존의 클러스터 컴퓨팅 방식과는 달리 데

이터가 있는 곳에 계산(Computation)을 보냄으로

빅데이터와 방송 서비스 기술

□ 김직수 / 명지대학교

특집

“Multi-use Data Platform”하둡 2.0과
관련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기술



12 방송과 미디어 제22권 4호

388 특집 : 빅데이터와 방송 서비스 기술

써(Data Locality 활용)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

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블록들에 대한 복

제는 이러한 Data Locality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산 저장된 데이터 파일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로서 하둡 1.0은 맵리듀스라

는 프로그래밍 모델 및 런타임 시스템(Runtime

System)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하둡 1.0은 이러한 HDFS와 맵리듀스 기

반의 배치 프로세싱(Batch Processing)에 최적화

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이었으나, YARN[2]의 등

장과 함께 기존 맵리듀스 형태의 작업뿐만 아니라

인터액티브(Interactive), 스트리밍(Streaming), 그

래프(Graph) 처리 등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들이 하둡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원을 공

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그림 1> 참

조).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고성능컴퓨팅 분야

(HPC: High-Performance Computing)에서 주로

활용되던 MPI(Message Passing Interface)[3] 응

용들도 YARN 기반의 하둡 플랫폼에서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5,6].

본 연구팀에서도 이러한 하둡 2.0에서의 새로운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로서 국가 거대과학 분야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 이상 태스크들로 구성)에

서의 MTC(Many-Task Computing)[7] 응용(예:

신약 개발, 신약 재창출 등)을 하둡을 통해서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MOHA(Mtc On HAdoop)

프레임워크[8]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멀티 응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하둡

생태계에 신규 프레임워크로서 대규모 계산과학 응

용을 지원할 수 있는 MOHA를 추가하고, 하둡 생

태계 및 빅데이터 플랫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YARN과 하둡 플랫폼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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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하둡 YARN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

하둡 플랫폼에서 운영체제 역할을 수행하는

YARN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하둡 1.0과는 달리

자원 관리 기능(Resource Manager/Node Manager)

과 어플리케이션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기능(Appli-

cation Master)을 분리했다는 점이다(<그림 2> 참

조). 하둡 1.0에서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위해 중앙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Job-

Tracker와 각 노드 별로 실행되는 TaskTracker

가 필요한 자원의 할당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스케

줄링까지 모두 담당하는 모델이었다. 즉, 각각의

TaskTracker는 해당 노드의 자원 할당 및 태스크

실행을 담당하고, JobTracker는 태스크들을 실행할

노드들을 결정하여 스케줄링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자원의 할

당 역시 초기 설정 시에 정적으로 가용한 슬롯들

(Map 작업/Reduce 작업)을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 할당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구

조였다. 이는 하둡 1.0은 맵리듀스라는 병렬처리 프

레임워크에 특화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맵리듀스 기반으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예: SQL-on-Hadoop의 시초인 Hive[9]).

YARN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원 관리 기능과

어플리케이션 스케줄링 기능을 분리하여 Resource

Manager/Node Manager는 전적으로 자원 관리

및 할당만을 수행하는 1단계 스케줄링을 담당하고,

Application Master가 이렇게 할당된 자원을 활용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2단계 스케

줄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원 할당의 단위로

CPU, Memory 용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컨테이너

<그림 2> 하둡 2.0 아키텍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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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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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각 응용 별로 다

양한 형태의 자원 요청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하고 있다.

Resource Manager는 각 노드에서 실제적인 자

원을 컨테이너 형태(CPU/Memory 용량으로 표현

됨)로 할당하고 이러한 컨테이너들에 대한 사용량

의 모니터링은 Node Manager가 담당하고 있다.

Resource Manager는 순수하게 하둡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자원 관리만을 담당하는 비교적 단순한

모듈이며, 현재 가용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

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일종

의 정책으로서 부여하고 그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Application Master는 특정 프레

임워크 별로 작업을 실행시키기 위한 별도의 라이

브러리라고 볼 수 있으며, YARN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API들을 활용하여 구현된다. 즉, 특정한 어플

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각각의 Appli-

cation Master가 담당함으로써 하나의 하둡 클러스

터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YARN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로 의해 사용자는 데이터의 속

성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는 별도

의 Application Master를 개발하여 확장시킬 수 있

게 된다. 

<그림 3>은 이러한 YARN 기반 하둡 어플리케이

션의 실행 구조 및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YARN

API를 기반으로 개발된 하둡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그림 3> 하둡 YARN에서의 실행 구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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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제출을 위한 클라이언트(YARN Client), 어플

리케이션을 위한 자원 할당 처리와 스케줄링을 담

당하는 Application Master,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시키는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클

라이언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데이

터를 HDFS와 같은 공유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고 필

요한 환경 설정, 자원 요구사항 및 Application

Master 실행 정보를 Resource Manager에 제출하

면, “컨테이너 0”라고 불리는 Application Master

만을 위한 자원을 할당받게 된다. 할당된 컨테이너 0

에서 Application Master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

면, Resource Manager/Node Manager들과 단계

적인 통신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컨

테이너들을 할당받아 최종적으로 할당된 자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된다.

III. YARN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
MOHA

최근 다양한 과학 응용 분야들(천문학, 약학, 물리

학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HTC(High-Throughput

Computing) 또는 HPC(High-Performacne

Computing) 분야의 기술들을 통해 지원하기 어려

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러한

HTC와 HPC의 중간 개념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

임으로서 MTC(Many-Task Computing)[7]가 주

창되어 왔다. MTC 응용들은 주로 대규모의 계산

작업(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태스크), 상대적으로

짧은 작업 실행 시간(초/분 단위), 데이터 집적성(태

스크 당 수십 MB 정도의 I/O), 상대적으로 큰 작업

실행 시간 편차, 그리고 파일을 통한 통신 방식 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MTC 응용은 각각의 태스크들이 요구하는 I/O

처리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동시에 대량의

태스크들을 고성능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들이 파일

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패턴의 데

이터 집약형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MTC 응용들을 하둡 2.0에서의 새로운 데이

터 처리 프레임워크로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MOHA(Mtc On HAdoop) 프레임워크[8]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MOHA는 대부분의 YARN 어플리케

이션들과 같이 YARN Client로 구현되는 MOHA

Client, Applcation Master로 구현되는 MOHA

Manager, 그리고 MTC 태스크들의 실행을 담당하

는 MOHA TaskExecutor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MOHA Client는 사용자로부터 MTC 응용에 대

한 작업 제출 의뢰를 받아 다수의 태스크들을 생성

해서 MOHA Job Queue에 넣어두고, 필요한 데이

터와 실행 파일 등을 HDFS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TC 응용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태스크들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들을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게 저장할 수 있는 분산

메시지 큐(Distributed Message Queue)로서

Apache Kafka[12,13]를 활용하고 있다. MTC 응용

이 MOHA Client를 통해서 제출되면, MOHA

Manager는 태스크들의 실행을 위해 Resource

Manager와 통신을 통해 컨테이너들을 할당 받고,

이들 상에서 MOHA TaskExecutor들을 실행하게

된다. TaskExecutor들은 실행되는 즉시 작업 큐에

있는 태스크들을 Pulling 방식으로 가져와서 처리한

다. 작업 큐에 더 이상 태스크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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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결과들을 HDFS에 저장하고 TaskExecutor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 처리 방식은 상대적으로 실

행 시간이 짧은 MTC 응용들을 YARN에서 일일이

컨테이너를 할당 받아 실행하는 오버헤드를 극복하

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대규모 태스크들에 대

한 자원 할당 시간을 단축하고 고성능으로 태스크

들을 실행하고자 별도의 분산 메시지 큐를 관리하

게 된다. 이러한 MTC 응용들의 지원을 위한 신규

프레임워크로서의 MOHA를 통해 대규모의 작업들

이 서로 파일을 통해 통신하는 복잡한 형태의 MTC

응용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워크플

로우들을 지원할 수 있는 “Multi-use Data Plat-

form” 하둡 2.0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YARN은 클러스터 자원 관리와 어플리케이

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분

리하고 새로운 추상화 레이어를 구성함으로써 다양

한 데이터 처리 어플리케이션들의 수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하둡 1.0은 반드시 맵리듀

<그림 4> MOHA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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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API로 구현된 프로그램만 실행 가능하였으나,

YARN 체제에서는 맵리듀스도 실행 가능한 어플리

케이션의 하나로 통합되었다. 하둡 2.0에서의 새로

운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의 예로서 본 연구팀에

서 개발하고 있는 MOHA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

를 하였다. 향후 어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 처리 요

구량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다양한 컴퓨팅 분야들에

서 활용되던 기술들이 하둡 2.0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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