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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은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로 구성되는 클러스터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
장한다.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은 범용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사용을 가정하여 설계되었으나 다양한 저
장장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의 저장장치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저장장치 정책 기
능이 추가되었다. 이 기능을 통해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블록 복제본을 저장할 때 각 블록
복제본이 저장될 저장장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둡에서 제공하는 저장장치 정책 중
All_SSD, Hot, One_SSD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의 분산 파일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며, One_SSD 정책을
사용할 때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  론
개인화 서비스와 소셜 서비스의 부상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에 대한 효율적인 저장과 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저장 시
스템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예로 병렬 
DBMS, 구글 파일 시스템, 하둡 등을 들 수 있다. 하둡[1]은 
많은 양의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대량의 자료 처리를 위하여 여러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
에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처리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
크이다.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이
하 HDFS)은 하둡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
임워크이다. HDFS는 여러 노드로 구성되는 클러스터 환경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며, HDFS 클러스터는 파일 네
임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네임노드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의 데이터노드로 이루어지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이
루어진다. 하둡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가 범용 하드웨어
로 구성됨을 가정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HDFS에서는 저장장
치로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실패를 대비하여 데이터블록을 여러 
데이터노드에 복제하여 저장하며, 블록의 크기를 128MB로 크
게 설정하여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탐색의 비중을 줄이는 특징
을 가진다.

다양한 저장장치 사용의 요구에 따라 하드디스크의 사용만을 
가정하던 하둡에서 데이터노드가 다양한 저장장치로 이루어진 
환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드디스크 이외에 추가된 저장장
치는 ARCHIVE, SSD, RAM_DISK이며 각 저장장치 특징을 활
용하기 위하여 하둡에서는 저장장치 정책을 선정할 수 있는 기
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저장장치 정책 기능은 HDFS 상의 파일
이나 디렉토리가 저장 될 저장장치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데

이터 블록의 복제본이 데이터노드에 저장될 때 각 데이터블록
이 어떤 장치에 쓰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저장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이종 저장
장치 환경과 단일 저장장치 환경에서의 HDFS의 성능을 측정
하고 비교한다. 또한 One_SSD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하
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저장장치 정책에 관하여 설명한다. 3장
에서는 TestDFSIO 벤치마크를 수행하여 얻은 이종 저장장치 
환경에서의 HDFS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연구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2.1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는 하둡을 구성하는 코어 프로젝트 중 하나로, 범용 하
드웨어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관
리하기 위해 설계된 파일시스템이다. HDFS는 마스터-슬레이
브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노드와 슬
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노드 두 종류로 구성되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동작한다. 네임노드는 파일시스템의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주어진 파일에 대한 데이터 블록을 가지는 데
이터노드의 정보를 관리한다. 데이터노드는 실제 데이터 블록
을 저장하는 노드로, 클라이언트나 네임노드의 요청에 의해 데
이터 블록을 저장 및 탐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저장하
고 있는 데이터 블록에 대한 정보를 네임노드에 주기적으로 보
고하여 네임노드가 데이터 블록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다. 데이터노드에서의 데이터 읽기/쓰기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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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노드 설명
CPU Intel Xeon E5-2670V3 2.3GHz 

24 Core (48 Thread)
메모리 64GB
저장장치 삼성 SSD 850 Pro 256GB * 2

WDC WD10EZEX 7200RPM * 2
복제본 수 3
HDFS 블록 크기 128MB

표 1 성능평가 환경 설정

지며, 블록은 기본 128MB로 디스크 블록에 비해 크게 설정된
다. 이는 전체 데이터 전송 시간에서 디스크 탐색 시간의 비용
을 줄이기 위함이다. 

범용 하드웨어의 사용을 가정하여 설계된 하둡은 데이터의 
내고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여러 데이터
노드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블록 복제본의 수는 
‘Replication Factor’로 설정된 값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는 세 개의 복제본을 가진다. 이 때, HDFS는 세 개의 복제본
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 복제본은 로컬 랙의 노드에 
저장하며, 두 번째 복제본은 첫 번째 복제본과 같은 랙의 다른 
데이터노드에, 그리고 마지막 복제본은 다른 랙의 데이터노드
에 저장하게 된다. 하나의 데이터 노드의 하드웨어 실패의 확
률에 비해 랙의 하드웨어 실패의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HDFS에서는 위의 방식으로 블록 복제본을 위치시킴으로써 분
산 파일시스템의 내고장성을 제공한다.

2.2 HDFS의 이종 저장장치 정책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사용의 증가, 자주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아카이브 저장소의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하
둡의 2.6 버전부터 HDFS에서는 이종 저장장치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이 기능에서 제공되는 
저장장치는 ARCHIVE, DISK, SSD, RAM_DISK가 있다[2].

각각의 저장장치는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아카이
브 저장소로 이용되는 저장장치는 데이터 접근속도가 느리지만 
단위 가격 당 저장 용량이 크다는 것,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
해 빠른 읽기/쓰기 성능을 보이며 특히 임의 데이터 접근 속도
가 하드디스크에 비해 매우 빠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
다. HDFS에서는 각 저장장치의 특징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이
종 저장장치 환경에서 데이터 복제본이 저장될 저장장치를 결
정하는 여섯 가지의 정책을 제공하며, HDFS의 파일 또는 디렉
토리 단위로 사용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여섯 가지 정책 중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있는 Hot 정책은 
모든 데이터 복제본을 DISK에 저장하는 정책이다. Cold 정책
은 모든 데이터 복제본을 ARCHIVE에 저장하는 정책으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Warm 
정책은 하나의 복제본은 DISK에 저장하고 나머지 복제본은 
ARCHIVE에 저장하는 정책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와 접근
되지 않는 데이터가 함께 있을 경우를 위한 정책이다. 
Lazy_Persist는 하나의 복제본을 RAM_DISK에 저장하고 나머
지 복제본을 DISK에 저장하는 정책이다. Lazy_Persist는 
Replication Factor가 1일 때 효과적으로 동작하지만 2 이상일 
때에는 DISK에 데이터 블록이 쓰이는 것을 기다려야하기 때문
에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ll_SSD는 모든 복제
본을 SSD에 저장하는 정책이며, One_SSD는 하나의 복제본을 
SSD에 저장하고 나머지 복제본을 DISK에 저장하는 정책이다. 

3. 이종 저장장치 환경에서의 HDFS 성능 연구
3.1 TestDFSIO

하둡에서 제공하는 TestDFSIO는 HDFS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벤치마크로, HDFS에 읽기/쓰기를 수
행한다. TestDFSIO는 HDFS의 동작에 있어 운영체제 설정이

나 하둡의 클러스터 설정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거나 데이터 접
근 시 네트워크 병목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다양한 목
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주된 역할은 I/O 관점에서 분
산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TestDFSIO 벤치마크는 읽기, 쓰기를 수행하는 하나의 파일 
당 하나의 맵 태스크를 수행하며, 읽거나 쓰기를 수행할 파일
의 수는 벤치마크 수행 명령 시 설정이 가능하다. TestDFSIO 
벤치마크에서는 각각의 맵 태스크를 통해 읽기/쓰기를 수행하
고 해당 작업의 수행 결과 정보를 생성하며, 맵을 통해 생성된 
결과 정보는 하나의 리듀스 태스크를 통해 하나로 합쳐진다. 
TestDFSIO는 벤치마크 수행의 결과로 각 태스크에 대한 
Throughput mb/sec, 평균 IO rate mb/sec, 총 수행시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성능평가 환경
TestDFSIO 벤치마크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1GB 크기의 128개의 파일로, 총 128GB에 대한 읽기/쓰기 테
스트가 수행되었다. 벤치마크 성능 평가를 위한 HDFS 클러스
터 환경은 표 1과 같다. 하둡 클러스터는 3개의 데이터노드로 
구성되며 각 노드는 10Gbit/s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HDFS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를 128MB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으며, 
Replication Factor는 기본 값인 3으로 설정되었다.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삼성 SSD 850 Pro 
256GB, WDC WD10EZEX 7200RPM 하드디스크가 사용되었
다. All_SSD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2개의 SSD를, Hot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2개의 하드디스크를, One_SSD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1개의 SSD와 1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였다.

3.3 성능 평가 및 분석
그림 1은 All_SSD, Hot, One_SSD 각각의 저장장치 정책을 

사용하는 HDFS에 대하여 TestDFSIO 벤치마크를 통해 측정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읽기/쓰기 Throughput을 나타낸다. 측정 
결과 SSD 2개를 이용하는 All_SSD 정책의 읽기/쓰기 
Throughput은 각각 1935MB/s, 835MB/s로 높은 성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 2개를 이용하는 Hot 정책
의 읽기/쓰기 Throughput은 각각 377MB/s, 248MB/s로 측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 1개와 SSD 1개를 이용하는 
One_SSD 정책의 읽기/쓰기 Throughput은 각각 271MB/s, 
202MB/s로 측정되었다.

벤치마크의 수행 결과 세 경우 모두에서 쓰기보다 읽기의 성
능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은 HDFS에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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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종 저장장치 정책에 따른 HDFS의 Throughput
여러 개의 복제본을 생성하지만 읽기를 수행하는 경우 여러 복
제본으로부터 동시에 읽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에서 All_SSD 정책을 사용할 때가 Hot 정책을 사용할 때
보다 크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SSD와 하드디스크의 성능
차이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One_SSD 정책을 사용할 때 Hot 정책보다 
느린 성능을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HDFS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저장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상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노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과정에
서 느린 하드디스크가 병목이 되어 또 다른 저장장치인 SSD의 
속도가 빠름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느린 성능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종 저장장치로 구성된 HDFS에서 저장장치 

정책으로 All_SSD, Hot, One_SSD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능 측정 결과 저장장치로 SSD
를 사용하는 All_SSD 정책이 가장 빠른 성능을 보였으며, 하나
의 SSD와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One_SSD 정책의 성
능이 가장 좋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One_SSD 정책에서 가장 
느린 성능을 보이는 원인이 HDFS에서 데이터 접근 시 네트워
크 거리만을 기준으로 데이터노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느린 하
드디스크가 병목을 일으키는 것임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One_SSD에서 발생하는 하드디스크 병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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