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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제조업 혁신 변화로 구축

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모든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제어하고 있다. 대량으

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들은 분산처리 

시스템을 이용한다[1]. 사물인터넷(IoT)의 센서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는 수십 바이트에서 수백 킬로바이트로 매우 

작은 파일들을 포함하거나 이미지, 스냅샷, 동영상을 포

함하고 이종 시스템의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DFS에서 파일의 접근 성능 향상과 데

이터 노드의 로컬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응형 캐시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16MB 이하의 소형 

파일과  16MB∼64MB 크기의 중형 파일, 64MB 이상 크

기의 파일을 대용량 파일로 나누어 파일 용량 정보를 이

용하여 크기를 나누어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일 크기에 따라 데이터 노드가 적응형

으로 캐시를 관리하게 되어 로컬 디스크의 낭비를 줄여 

효율을 높힌다. 파일 크기에 따른 관리를 통해 로컬 디스

크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크기의 파일을 처리

할 때 로컬 디스크의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가 향상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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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하는 적응형 캐시 관리 기법 

1. 시스템 구조

  하둡은 대용량 크기의 파일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구조

이다. HDFS 데이터 노드의 블록 크기가 64MB로 설정되

어 있을 때 10KB, 100KB, 1MB, 10MB, 50MB 크기의 파

일은 각각 하나의 블록에 저장된다[2]. 블록 크기가 

128MB이거나 256MB일 때도 10KB, 100KB, 1MB, 

10MB, 50MB 크기의 파일은 각각 하나의 블록에 저장된

다. 블록의 크기가 커질수록 디스크 효율이 떨어지고 낭

비되는 공간이 많아진다. 처리할 파일의 평균 크기가 

10MB 정도로 일정하다면 블록 크기를 64MB 혹은 

128MB의 크기로 설정하였을 때 데이터 노드의 공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6MB, 64MB, 

128MB 3개의 블록 크기 기준을 설정하였다. HDFS상에

서 클라이언트가 이종의 파일들을 처리할 때 파일의 크

기를 확인하여 블록 크기가 16MB, 64MB, 128MB인 데

이터 노드를 구성하고 파일 요청시 16MB이만의 소형 파

일은 16MB 블록 데이터 노드로 파일 크기가 17∼64MB

인 파일은 64MB 블록 크기의 데이터 노드로 파일 크기

가 65MB 이상인 대용량 파일은 128MB 블록 크기의 데

이터 노드로 저장하고 처리한다. 클라이언트 파일이 요

청되면 네이터 노드에 파일 크기 캐시에서 파일의 크기

를 확인하여 각각 파일 크기에 적합한 블록 크기의 맞는 

데이터 노드에 정보가 전달되고 저장된다. 수 KB에서 수

백 KB 크기의 로그나 센서 데이터는 16MB 블록 크기의 

데이터 노드인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다. 일반적인 이미

지나 음성 혹은 문서와 같은 중간 크기의 파일들은 하둡

의 기본 블록 크기인 64MB 블록 크기의 데이터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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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공정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제어하고 있다. 기존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들은 하둡을 이용한다.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HDFS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

응형 캐시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노드의 로컬 디스크의 공간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평균 데이터 크기

를 분석하여 데이터 노드 확장시 적합한 블록 크기를 적용할 수 있게 관리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데이터 노드

에서 로컬 디스크 효율 향상과 읽기와 쓰기 속도의 속도에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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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리된다[3]. 동영상, 스냅샷, 백업 이미지 등의 대용

량 파일은 128MB의 블록 크기를 갖는 데이터 노드에서 

저장 및 처리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대용량의 파일만 

존재하는 생산 라인의 경우 블록의 크기를 256MB로 늘

려 데이터 노드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4]. 

▶▶ 그림 1. 제안하는 적응형 캐시 관리 기법 

2. 데이터 노드 확장

  데이터 노드의 설정을 통해 블록 크기에 맞는 데이터 

노드를 관리하는 적응형 캐시 기법을 제안하였다. 스마

트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처리할 때 서로 다른 크

기의 파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노드 확장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파일의 크기를 3단계로 분리하

는 캐시 서버에서 처리되는 파일 크기의 평균을 구하여 

블록 크기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추가 데이터 노드를 확

장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 패토리에 적용된 시스템을 확장할 경우 캐시 

서버에 파일 크기인 소형 파일, 중형 파일, 대형 파일의 

값을 더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고 16MB, 32MB, 

64MB, 128MB, 256MB의 블록 크기를 데이터 노드 확장

시 많이 사용되는 파일 크기에 최적화된 블록 크기의 데

이터 노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성능 평가

  성능 평가는 Intel Xeon E3-1230 2.4Ghz 프로세서를 

탑재한 32G 메모리를 가진 리눅스 CentOS 7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네임 노드 시스템과 Intel i5-2400 3.1Ghz 프로

세서를 탑재한 16G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을 세컨더리 네

임 노드, 캐시 관리 서버로 구성하고 Intel Pentium 

G3260 3.3Ghz 프로세서에 8G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 3

대를 데이터 노드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의 크기에 따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크기의 파일의 쓰기와 읽기를 하둡 시스

템과의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파일 크기와 블록 크

기에 따른 접근 시간도 평가하였다.

▶▶ 그림 2. 데이터 노드 디스크 효율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형 캐시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성능 평가 결

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파일당 최대 15%의 액세스 시간

이 향상되었고, 동일한 크기의 파일을 블록 크기에 따라 

저장하고 데이터 노드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17% 이상 공간 효율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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