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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둡 분산 파일시스템(HDFS)은 마스터/슬레이브로 구성되는 범용 하드웨어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 HDFS는 저비용의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축 및 확장에
필요한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POSIX 표준과 다른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
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시스템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HDFS에서 제공하는
NFS 게이트웨이 기능은 HDFS를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일시스템에 NFS로써 마운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NFS와 HDFS 두 가지 분산 파일 시스템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HDFS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순차 읽기, 임의 읽기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성능 측정 결과 HDFS에서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읽기 성능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임의 읽기의 성능이 매우 낮게 측정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어지는 여러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통해 파일을 관리한다.

1. 서 론
IT 시장 조사 업체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한 연구에

HDFS는 범용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되었기

서는 2020년까지 온라인 정보 서비스 ‘디지털 유니버스’의 누적

때문에, 하드웨어 실패를 대비하여 데이터 복제 방법으로 내고장

데이터의 양이 약 40,000 엑사바이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을 제공하며, 데이터에 병렬적으로 접근하여 높은 처리량을 제

[1].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로

공한다.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 서버에서 데이터

NFS는 POSIX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파

를 공유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분산 파일 시스템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NFS를 이용할 때, 고가의 스토리지 시

(Network File System, NFS)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축과 확장에 높은 비용이 든

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NFS는 POSIX

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HDFS는 저비용의 하드웨어를 이용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N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애플

하는 Scale-out 기술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축과 확장에 필요한

리케이션은 로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분산

비용이 낮지만, POSIX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HDFS에서는 ‘NFS 게이트웨

또 다른 분산 파일 시스템인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이’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NFS 게이트웨이 기능은 HDFS에 저장

Distributed File System, HDFS)[2]은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이루

된 데이터에 NFS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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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순차 읽기 성능 측정 결과
그림 1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구조 [3]
능이다. NFS 게이트웨이 기능을 이용하면 NFS와 HDFS의 장점

2.2 HDFS NFS 게이트웨이
HDFS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HDFS API를 이용

을 모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NFS 게이트웨이

하는 것과 web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능을 이용할 때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POSIX 표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일부 응용프
로그램에서 HDFS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HDFS에서 제공하는 NFS 게이트웨

는 단점이 있다.

이를 이용해서 HD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클라이언트의

HDFS에서 제공하는 ‘NFS 게이트웨이[4]’ 기능은 클라이언트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써

가 HDFS를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일시스템의 일부로 마운트 할

HDFS와 HDFS NFS 게이트웨이 기능에 관하여 설명한다. 3장에

수 있도록 한다. NFS 게이트웨이 기능에서 제공하는 4가지 사용

서는 HDFS의 성능과 HDFS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성능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으

1)

사용자는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HDFS에 저장된 데이
터를 NFS가 마운트 된 로컬 파일시스템을 조회하는 방식과

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고, HDFS에 저장되어있는 데이
2. 관련 연구

터를 마운트 포인트로부터 직접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

2.1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HDFS는 범용 하드웨어 기반의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2)

사용자는 HDFS에 저장된 파일을 로컬 파일시스템으로 다운
로드 할 수 있다.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구
3)

글 파일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로컬 파일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HDFS에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림 1>은 HDFS의 구조를 나타낸다. HDFS는 하나의 네임노

4)

드와 여러 데이터노드로 구성되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이루

사용자는 마운트 포인트의 데이터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
를 덧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의 쓰기는 불가능하다.

어진다.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노드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3. NFS Gateway를 이용한 HDFS의 성능 연구
3.1 성능 평가 환경
본 장에서는 저장장치에 직접 접근할 때의 성능, HDFS 클러스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한다. 슬
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의 파일 연산 요청을 처리한다.

터의 성능, 그리고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성능을 측정

HDFS는 대용량의 파일을 기본 128MB로 설정된 블록으로 나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누어 저장한다. 또한 하드웨어 실패를 대비하여 하나의 블록을

벤치마크 성능 평가를 위한 HDFS 클러스터는 1개의 노드에서

여러 데이터노드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가 동시에 구동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HDFS는 데이터의 내고장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여러 데이터노

저장장치의 성능, HDFS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성능 측

드의 복제로부터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높은 처리량

정에는 IO 성능 측정에 이용되는 fio[5] 벤치마크가 이용되었다.

을 보인다.

또한 HDFS 클러스터의 성능 측정에는 하둡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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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FS 게이트웨이의 임의 읽기 성능
(a) 저장장치의 임의 읽기 성능
그림 3 임의 읽기 성능 측정 결과
TestDFSIO 벤치마크가 이용되었다. 성능 측정을 위해 8GB의 데
IOPS의 성능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터가 이용되었다.
실험은 Hadoop의 버전은 2.6.0 버전에서 수행되었고, 사용된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DFS를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일시스템의 일부

리눅스 커널은 3.10 버전이다. HDFS의 데이터 블록 크기는 기본

로 마운트 할 수 있는 기능인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순

값인 128MB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저장장치로는 삼성

차 읽기, 임의 읽기의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SSD 850 Pro 1대가 이용되었다.

성능 측정 결과,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 순차 읽기에서

3.2 성능 평가 결과 및 분석
<그림 2>는 순차 읽기를 수행할 때, 저장장치, HDFS 클러스터,

는 HDFS 클러스터의 처리량의 약 47%, 저장장치의 처리량의 약

그리고 NFS 게이트웨이에서의 읽기 처리량 성능을 나타낸다. 측

읽기 성능에 비해 약 100배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 결과 TestDFSIO 벤치마크를 통해 측정한 HDFS 클러스터의

저장장치와의 성능 차이가 순차 읽기의 성능에 비해 임의 읽기에

처리량은 약 480MB/s로 측정된다. SSD에 직접 읽기를 수행할 때

서 현저히 낮은 이유는 범용 하드웨어의 사용을 가정하여 설계된

의 처리량은 약 530MB/s로 가장 빠르게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HDFS가 순차 접근을 지원하고, 큰 블록 사이즈를 가지기 때문이

N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처리량은 약 230MB/s로 측정된

다. NFS 게이트웨이의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분산 파일 시

다. 이 성능은 저장장치의 성능의 약 43%, HDFS의 성능의 약

스템의 선택 시 NFS 게이트웨이에 알맞은 워크로드의 이용이 필

47%이며, 가장 느린 성능을 보인다.

요하다.

43%의 성능을 보인다. 또한, 임의 읽기에서는 저장장치의 임의

<그림 3>은 임의 읽기를 수행할 때의 저장장치, HDFS NFS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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