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2011. 11)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용량 데이터 처리 모델에 한 조사

진아연*, 박 호*

*숙명여자 학교 멀티미디어과학과

e-mail:einbilden@naver.com

yhpark@sookmyung.ac.kr

A Survey on Massive Data Processing Model

in Cloud Computing

Ah-Yeon Jin*, Young-Ho Park*

*Dept of Multimedia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은 세계 인 시장조사기 인 가트 사의 10 략기술에서 2년 연속 1 를 할 정도

로 많은 각 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컴퓨  자원을 서

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

는 컴퓨 을 지칭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상에서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 으

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표 인 모델에는 MapReduce와 Dryad가 있으며, 서로간에 많은 공통 이 있지만 

MapReduce는 범용 로그래  언어를 기반으로 쉬운 병렬 로그래 을 가능하게 했다는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Dryad는 재사용이 쉽고 데이터 처리 흐름을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은 세계 인 시장조사기 인 가트 사

가 선정한10  략기술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2

년 연속 1 로 선정되었고[1], 진 홀 가트  최고경 자는 

2014년엔 클라우드 기반 사업자  어도 한 곳이 로

벌 톱10 IT서비스 사업자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2]이라

고 확언을 할 정도로 클라우드 컴퓨 의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  상에서 효율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을 정의하고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MPP 방식(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workload)의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표 인 모델인 

MapReduce[3], Dryad[4]에 해 조사한다.

2.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은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 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아래의 

두 정의를 선별하여 본 논문의 클라우드 컴퓨 의 정의로 

차용한다.

 - IBM : 웹 기반 애 리 이션을 활용하여 용량 데이

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

터를 데스크톱PC, 휴  화, 노트북PC,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

 - UC Berkeley: “데이터 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응용과 이를 한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

트웨어”

  의 정의들을 요약하자면 클라우드 컴퓨 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컴퓨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

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 을 지칭한다.

  클라우드 컴퓨 은 규모 데이터, 처리시간이 극단 으

로 높은 작업 등 여러 요청들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비공유 구조로 연결된 수많은 노드들을 이용한 병렬 

처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표

인 모델인 MapReduce와 Dryad에 해 설명한다.

3.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모델

   3.1 MapReduce

  MapReduce는 용량 데이터 셋을 처리하기 한 로

그래  모델로, 추상화에 이 맞추어져있다. 

MapReduce는 시스템의 분산 구조를 감추면서 범용 로

그래  언어를 기반으로 쉬운 병렬 로그래 을 가능하

게 한다. MapReduce의 로그래  모델은 Map과 Reduce 

함수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함수의 정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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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지정하게 한다.

  MapReduce 임워크는 Map과 Reduce의 2 단계로 

질의를 처리한다. 사용자가 작성한 map과 reduce 함수는 

모든 워커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각 단계에 각 함수들

이 수행된다. 마스터에 의해 스 쥴링된 작업은 다수의 태

스크로 분할되고 분할된 태스크는 각 워커들에게 할당된

다.

  MapReduce는 분산 일시스템인 Google File 

System(GFS)를 하부 장 구조로 활용하며 하나의 마스

터와 다수의 워커(worker)로 구성[6]된다. 마스터는 작업 

스 쥴링과 태스크(task) 할당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담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을 제출하면 마스터는 해당 

작업을 M 개의 Map 태스크로 분할하고, 이 태스크들을 

각 워커들에게 할당한다. 각 워커들은 설정된 최  태스크

량만큼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워

커들의 상황을 마스터가 악하여 균등하게 태스크를 할

당시킨다. Map 태스크를 수행 한 결과는 Reduce 단계에

서의 입력 데이터로 이용된다. 이때 Map 워커들은 간결

과를 로컬 디스크에 장하고 마스터에게 장된 간결

과의 정보를 달하고, 이 정보를 Reduce 태스크에 담아 

Reduce 태스크 워커들에게 달하여 작업을 최종 수행한

다. 이러한 과정은 MapReduce가 각 워커들의 태스크 완

료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런타임 스

쥴링 략을 가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

들의 성능 차이가 크더라도 평균 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

다.

  한 클라우드 기반에서 처리하는 부분의 데이터들은 

장시간의 분석  처리를 필요로 하는데 MapReduce는 단

순하면서 강력한 내고장성을 가진다. 마스터가 주기 으로 

보내는 핑에 한 워커들의 응답으로 고장 발생 여부를 

단하게 되며, 문제가 있는 태스크를 다시 스 쥴링 하고 

재시작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내고장성을 보장한다.

  3.2 Dryad

  Dryad는 MapReduce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로그램

을 자동으로 분배  스 쥴링하여 병렬 실행한다. 그 기 

때문에 개발자는 동시성 제어, 통신 등 분산 환경에 한 

고려 없이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Dryad는 기존에 

작성된 로그램들의 재사용과 유연한 데이터처리 흐름 

지원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고정된 

MapReduce와 달리 데이터 처리 흐름을 정의하기 한 다

양한 요소를 로그래  모델에 포함시키고 있다. 첫 번째

는 데이터 처리 연산자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 (vertex) 

로그래  모델이다. 정  로그램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통신 유형들을 따르는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놓은 C++ 

클래스 일을 상속받아 작성하게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 

흐름을 작성하는 그래  로그래  모델이다. 그래  

로그램은 데이터 흐름을 기술하는 역할을 하며 질의 처리 

계획을 사용자가 직  작성한다. 이 게 작성된 로그램

은 비순환 방향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로 나타나

는데, 여기에서 정 (vertex)은 연산자를 의미하며 간선

(edge)는 연산자 간의 데이터 달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

로운 처리 흐름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수 의 언어 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기술하는데 

있어 매우 복잡하 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해 .NET 

기반의 언어인 LINQ(.NET Language INtegrated Query)

를 기반으로 개발된 고수  로그래  언어를 이용한 

DryadLINQ를 제안하 다.

4. 결론

   지 까지 살펴본 용량 처리 모델은 로그래 을 통

해 작업을 결정하므로 비정형 인 데이터의 처리에 특화

되어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합한 특징을 가진다. 

조사한 두 모델은 로그래  언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데

이터를 처리 할 것인지를 기술한 것으로, 서로 간에 많은 

공통 이 있다. 하지만 MapReduce는 범용 로그래  언

어를 기반으로 쉬운 병렬 로그래 을 가능하게 하여 많

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Dryad는 기존에 작성된 

로그램들의 재사용이 쉽고 데이터 처리 흐름을 유연하

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 장 이다. 이러한 각 모델들의 

특징을 알고 이에 맞춰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을 구성한

다면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단된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2011-00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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