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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doop 기반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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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시 에 각 받고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은 강력한 통계 분석 기능과 데이터 가시화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 그 사용자를 속히 넓  가고 있다. 오 소스 기반으로서의 다양한 기능 확장성이 R의 강

인데 반해 규모 확장성이 미흡함으로 인해 용량 데이터 처리에서의 성능 제약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한 확장 패키지  하나인 RHadoop은 R로 작성된 코드에 해 하둡 랫폼 기반 병렬 분산 처리를 지원하

므로 데이터 분석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실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

용한 데이터 분석에서 RHadoop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능 개선을 평가함으로써 RHadoop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R과 RHadoop에서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정보를 각각 분석한 결과 8개의 데이터 

노드로 구성된 RHadoop 클러스터가 R과 비교하여 최  8배 이상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 다.

ABSTRACT

As a data analysis tool which is becoming popular in the Big Data era, R is rapidly expanding its user range by providing powerful 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visualization functions. Major advantage of R is its functional scalability based on open source, but its scale scalability is limited, 

resulting in performance degrades in large data processing. RHadoop, one of the extension packages to complement it, can improve data analysis 

performance as it supports Hadoop platform-based distributed processing of programs written in R.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validity of 

RHadoop by evaluating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RHadoop in real medical big data analysis.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nalysis of the 

medical history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sing R and RHadoop shows that RHadoop cluster 

composed of 8 data nodes can improve performance up to 8 times compared wit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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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산업계는 물론 국가경제

에도 큰 향을 미침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각 부처에

서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

으며, 그 활용도도 차 확 되어 가고 있다[1]. 그 

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 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패  등 다양한 보건 기

에서 질병, 건강, 의료서비스와 련된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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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

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2-3].

빅 데이터 분석을 한 기본 랫폼으로서 가장 각

받고 있는 도구  하나인 R은 강력한 통계분석  

가시화 기능을 보유한 오 소스 통계분석 패키지로서 

자체 인 통계 기능  그래픽 기능 이외에도 패키지

를 통한 다양한 기능 확장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R은 규모 확장성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 인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단 이 있다[4]. 이러

한 단 을 극복하기 해 개발된 RHadoop은 데이터 

분석 랫폼인 R과 빅데이터 처리 랫폼인 Hadoop

을 연동하여 R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Hadoop 랫폼

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오  소스 솔루션이

다1). RHadoop을 통해 R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을 하둡 랫폼에서 병렬분산 처리하므로 보다 높은 

분석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Hadoop을 이용하여 보건의료 빅

데이터의 분석을 수행할 때의 실행 성능을 비교함으

로써,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한 도구로서의 R과 

RHadoop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해 R

과 RHadoop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제공하는 진료내역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

터 분석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그 성능을 비교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  2장에

서는 R과 RHadoop의 개요  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성능 비교를 한 데이터셋, 시스템, 로

그램의 설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비교

하고,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련 연구

R은 통계  그래픽 처리를 해 개발된 인터 리

터 언어로서 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오 소스 언어이다[5]. 한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음

에 따라 다양한 고  분석 라이 러리들이 패키지 형

태로 무료 배포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1) RHadoop Wiki, http://github.com/Revolu 

tionAnalytics/RHadoop/wiki.

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래픽 처리의 수월성으로 인해 

최근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

각화(data visualization) 등의 목 으로 리 활용되

고 있다. 2017년 11월 재 R 3.4.3버 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지속 으로 소 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제공되

고 있다.

RHadoop은 RevelutionAnalytics에서 개발한 하둡 

기반의 분산처리 패키지로서 R언어로 작성한 코드가 

하둡을 통해 분산 실행이 되도록 R을 확장한 패키지

이다. 기존의 하둡은 Map과 Reduce의 구 시 Java언

어를 이용하 으나 RHadoop은 그림 1과 같이 두 함

수의 구 시 R을 이용하여 구 하고 이를 병렬 분산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R 사용자가 손쉽게 로그램을 

병렬분산 형태로 실행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2).

그림 1. RHadoop에서의 맵리듀스 처리
Fig. 1 Mapreduce processing using RHadoop

RHadoop과 련한 련 연구로서 데이터 규모와 

클러스터 규모에 따른 RHadoop 랫폼의 성능비교에 

따른 연구가 제시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회귀분

석에서의 RHadoop의 성능을 분석하 으나, 클러스터

의 규모를 최  5 의 데이터노드로 한정하 으며, 실

제데이터와 모의데이터를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6].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 보건의

료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수행 성능을 비교하 으나, 

데이터셋의 규모와 클러스터의 규모에도 제한이 있었

2) High Performance Predictive Analytics in R 

and Hadoop, https://www.slideshare.net/ 

Hadoop_Summit/inchiosa-june27-140pmroom230c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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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Number of records (k) Data size (MB)

100K 100 8

1M 1,000 81

3M 3,000 246

5M 5,000 411

7M 7,000 576

9M 9,000 741

11M 11,232 926

다[7].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직 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되, 그 

데이터셋의 규모와 클러스터 규모를 최  8 까지 다

양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Ⅲ. 성능 평가 환경 설정

3.1 분석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설정한 보건의료 빅데

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이다. 이 자료는 그림 2

와 같이 공공데이터포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상으로 요양기 (병/의원)으로부터의 진료이력이 있는 

각 연도별 수진자 100만 명에 한 진료정보로 구성

된 개방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3). 

이 데이터에는 100만명에 한 진료기록이 총 19개

의 컬럼으로 장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정보(성별, 

연령 , 시도코드 등), 진료상세정보(진료과목코드, 주

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요양일수, 입내원일수, 총처방

일수 등), 요양 여 청구 심사 결과(보험자부담 액, 

본인부담 액 등)을 포함한다. 그  실제 분석에 사

용한 자료는 2017년 재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15년 

진료내역정보 데이터로서 100만명의 수진자에 한 

총 1123만여 건의 진료내역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볼

륨은 총 926MB (971,018,769 Byte)이여 데이터 형식

은 CSV(: Comma Separated Value) 포맷으로 장되

어 있다. 

3) Open Data Portal, https://www.data.go.kr 

/dataset/15007115/fileData.do.

그림 2. 진료내역정보 빅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Fig. 2 The medical history information homepage 

본 연구에서는 1123만 여건의 체데이터에 한 

분석은 물론 수행 성능의 비교를 해 표 1과 같이 

데이터의 크기를 달리 한 총 7개의 데이터셋을 생성

하고 이를 성능 비교에 이용하 다. 이  11M은 2015

년 진료내역정보 체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표 1. 실험 데이터셋
Table 1. Dataset for the experiment

3.2 시스템 설정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 R의 성

능과 RHadoop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 다. RHadoop의 운용을 한 하둡 

클러스터는 2 코어 인텔 펜티엄 G4400T 로세서와 

4GB 메모리를 장착한 총 9 의 PC로 구성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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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체제로는 우분투 16.04 버 을 설치하 으며, 하

둡 2.7.4버 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 다. 이

때, 1 의 노드는 네임 노드로 구성하 으며, 나머지 

8 의 노드를 데이터 노드로 구성하 다. 네임 노드에

는 RHadoop과의 성능 비교를 하여 R 3.4.1과 R 개

발환경인 RStudio를 추가로 설치하 다. 그리고 R와 

하둡과의 연계를 한 RHadoop 패키지인 

plyrmr-0.6.0, rmr-3.3.1, rhdfs-1.0.8을 모든 노드에 설

치하 다. 

실험 환경의 구축 결과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실험 환경에서 R은 단일 시스템에서 동작하게 되며, 

RHadoop은 1 의 네임 노드와 8개의 데이터 노드에

서 동작한다. 하둡 클러스터의 규모에 따른 실행 성능

을 평가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노드를 1개, 

4개, 8개로 구분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그림 3. 실험 하드웨어 구성
Fig. 3 H/W configuration of the experiment

3.3 로그램 구

성능 비교에 사용할 데이터 분석 로그램은 진료

내역정보의 각 코드별 주상병코드를 추출하고 주상

병코드별 건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일로 장하

는 워드카운트(word count) 로그램이다. 이 로그

램을 통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질환의 빈도를 분석하

고 각종 통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석 로그램을 R과 RHadoop

에서 동작하도록 각각 로그래 하 다. R에서의 분

석 로그램은 그림 4에 도시되어 있다. CSV형태의 

진료내역정보 일을 로딩한 후 table() 내장함수를 

이용하여 주상병코드별 건수 집계를 수행하 다. 이때 

주상병코드가 10번째 컬럼에 장되어 있음에 따라 

그림 4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 다.

그림 4. R로 구 한 주상병 집계 
로그램

Fig. 4 Diseases count program using R

RHadoop에서의 분석 로그램 코드는 그림 5와 

같다. RHadoop에서는 하둡의 Map/Reduce 로그래

 모델을 그 로 따르는데, 각 함수의 내용은 R언어

를 이용하여 코딩을 수행한다. 본 로그램에서 

map() 함수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각 코드에 

해 주상병코드인 10번째 컬럼 값을 받아서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실행단계에서 여러 데이터노드

에 나뉘어져서 병렬로 수행된다. 그리고 reduce() 함

수는 주상병코드의 발생 건수를 집계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에서 제시한 두 로그램은 성능 비교를 해서 

최 한 다른 외부 라이 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함수들만 이용하 으며, 그 코드의 기능과 복잡도가 

최 한 유사하도록 구 하 다. 그리고, 각 로그램

의 수행 시간 비교를 해 R에서 제공하는 

system.time()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5. RHadoop으로 구 한 주상병 집계 로그램
Fig. 5 Diseases count program using R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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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비교 평가 결과

그림 6은 표 1에 제시된 7개의 데이터셋에 해 R

과 RHadoop을 각각 3회 이상씩 실행시킨 후 그 평균 

수행 시간을 도시한 그림이다. 이때의 R은 하나의 시

스템에서 그림 4의 R 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이며 

H1은 그림 5의 RHadoop 로그램을 한 개의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시킨 결과이다.

실험 결과 데이터셋 100K에서 7M까지는 R의 성능

이 수 배 이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

이터셋이 9M과 11M인 경우 H1의 성능이 보다 우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의 경우 기본 인 데이터 처

리 성능은 우수하나 데이터용량이 커지는 경우 그 성

능이 격하게 하됨을 보 다. R이 메모리 효율이 

높지 못함에 따라 데이터 일을 메모리에 재 후에 

실행되므로, 량의 데이터 일에는 합하지 못하다

는 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RHadoop의 경우 기

본 인 수행 성능은 R보다 느리지만 데이터 크기의 

증가에도 선형 인 실행 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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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과 RHadoop의 성능 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R and 

RHadoop

그림 7은 RHadoop 실행시 하둡 클러스터의 규모

를 달리하여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H1은 

하나의 데이터노드, H4는 4개의 데이터노드, H8은 8

개의 데이터노드로 구성된 하둡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클러스터의 규모가 늘어날 경우 데이터 

처리 시간이 체 으로 짧아지게 되나 그 패턴은 선

형 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1은 데이터 크

기에 따라 선형 인 실행 시간 증가를 보 으나, H4

과 H8에서는 선형  패턴이 다소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둡의 경우 데이터를 128MB

의 블록 단 로 나 어 장하고 블록 단 로 병렬 

수행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셋에 따른 장 블록의 수

가 3M의 경우 2, 5M의 경우 4, 7M의 경우 5, 9M의 

경우 7, 11M의 경우 8개로 나뉘어 장된다. 즉, 하둡

의 경우 실행 시간은 데이터 크기보다는 블록의 개수

에 향을 받게 되며, 가장 오랫동안 실행되는 데이터

노드에 실행 시간이 제약되게 된다. 그러므로, H8의 

경우 가용한 데이터 노드가 8개이므로 5M, 7M, 9M

의 실행 성능이 엇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에도 본 실험을 통해 데이터셋의 크기가 여러 블록으

로 나뉘어져서 분산 장되는 량의 데이터의 경우 

그만큼 RHadoop으로 인한 분산 처리 성능을 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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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RHadoop by 
cluster siz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 도구로서의 

R과 병렬 분산 처리를 지원하는 RHadoop의 비교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 인 분석을 한 

RHadoop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보건의료 련 공개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진료내역정보를 분석하여 주상병별 진료 건수

를 집계하는 로그램을 R과 RHadoop 각각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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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 하고 그 성능을 비교 검증하 다. 비교 결과 

RHaddop이 량의 데이터 분석에서 R보다 최  4배 

이상 우수함을 검증하 으며, 하둡 클러스터의 규모에 

따라서도 클러스터의 규모 증가에 따라 RHadoop의 

성능이 진 으로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소스 코드는 간단한 

로그램이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회귀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복잡도가 높은 분석에서의 성능 비교

도 필요하다,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기

반 랫폼으로서 RHadoop 기반의 분석 랫폼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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