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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 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용량의 빅데이터에 한 처리와 

분석이 요한 이슈로 다 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데이터로 인해서 이러한 데이

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혹은 어떻게 분석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가공할 것인지가 

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리 도구로써 하둡은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있어

서 가장 해결에 근 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하둡의 주요 구성요소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JAVA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온라인 용량 장소 시스템의 가장 기본 인 

요소인 온라인 데이터 장소를 직  설계하고 제작하고, 구 하여 으로써 용량 장소의 구  방

식에 한 이슈를 다 보도록 한다.

그림 1 C-drive의 기본 구성

1. 서론

    최근 IT산업의 가장 큰 화두  하나로 빅데이터의 처

리와 분석을 꼽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 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단문의 텍스트들로부터, 교통의 

실시간 서비스 정보 혹은 주식시장에서의 각종 융정보

에 이르기까지  사회에는 매 순간마다 그 수를 헤아

릴 수 없을 정도의 다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혹은 어떻게 분석하

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가공할 것인지에 한 고

민은 단히 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하둡

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해결에 

근 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Hadoop의 주요 구성요소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JAVA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온라인 용량 장소 시스템의 가장 기본 인 요소를 직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과 고찰에 하여 다루고 있다. 

HDFS라는 최신의 거 한 가상의 일 시스템 에서 서

버를 동작시키고 클라이언트를 제작하여 서버와 클라이언

트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기까지에 한 내용으로, 이 시스

템의 구성과 제작과정,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지는 나름

로의 기술  의미에 하여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마치 로컬 하드 드라이이

의 명사인 C드라이 와 같이 마음껏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직  제작  구 해 으로써 하

둡을 이용한 온라인 장소의 활용방안  쉬운 구  방

안에 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C-drive 디자인  구

   본 논문에서 구 한 온라인 장소의 이름을 클라우드 

시스템 드라이 라는 의미로 C-drive라고 하 으며, 이의 

구 사항에 해서 기술하도록 한다. C-drive의 기본 인 

시스템의 컨셉은 매우 간단하다. C-drive는 근본 으로 

온라인에서 용량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가상의 디

스크를 제공하는 개념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서버

와 클라이언트가 존재해야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송수

신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 쪽에선 사용자를 한 

UI가 존재해야하고, 서버 측에서는 사용자의 계정정보 , 

장된 일을 리할 수 있어야한다는 제를 확보해야

한다. 시스템 컨셉을 바탕으로 도식화한 시스템 구성은 그

림 1과 같으며,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데이터 통신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부분으로, 

소켓 로그래 을 통해 제작되며, 통신 로토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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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를 사용한다. 기본 으로 사용자의 계정  사용자

가 원하는 데이터의 송수신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2) 데이터 처리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통신부를 통하여 달한 

혹은, 달받은 데이터를 각자 주어진 과정을 통하여 사용

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

분이다.

3) 데이터 리

 서버의 경우, 클라이언트로부터 달 받은 데이터를 어떻

게 보 하고 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다. 계정정보

와 계정마다 할당되는 계정공간 내 데이터 리를 담당하

는 부분이다.

4) UI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로부터 달받은 계정정보  

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화 시키고,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한 사용자의 명령과 그에 따른 결과

를 어떻게 보여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다.

   기본 으로  C-drive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TCP/IP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1:1 통신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버 컴퓨터에 속하고자 하는 클라이

언트의 숫자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거나 몇몇 소수의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데이터 송수신을 요구할 경우, 데이

터의 역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병목 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소켓 로그래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하여 기본 으로 멀티 싱, 멀티쓰 딩과 같은 

자체 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 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의 로세

스에서 다수의 소켓을 열어 응하는 멀티 싱은 용

량 데이터를 안정 으로 송수신하는데에 문제 이 있으며, 

멀티 쓰 드는 로세스가 동작하는 서버의 로세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병목 상을 해소하기 해서 기본

인 멀티쓰 드의 사용 외에도 C-drive는 일종의 로드밸런

싱의 개념을 추가하 다. C-drive 시스템의 서버는 메인

서버와 서 서버가 나뉘어져 있으며, 모든 클라이언트는 

최 로 메인서버를 방문하게 된다. 이때, 메인서버는 방문

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서 서버들  하

나의 IP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 다. 클라이언트는 앞

선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서 서버의 IP주소를 이

용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서 서버로 속하여 자신의 ID, 

 패스워드 정보를 달한다. 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

터 받은 계정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계정에 할당된 데이터 

공간을 찾아가 얻어낸 계정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달해

주고, 클라이언트의 이후 요청명령을 해 기한다. 만약 

클라이언트에게서 어떠한 요청이 있다면 그에 맞는 동작

을 수행한다.

   C-drive의 송수신을 심으로 한 데이터의 반 인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처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 한 로, 데이터의 송수신은 메인서버  

서 서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의 통신하고 있다면. 데이

터의 처리는 서 서버와 하둡 HDFS간의 데이터 읽기/쓰

기로 설명할 수 있다. 하둡은 HDFS를 포함한 부분의 

기능과 련된 API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3에서

와 같이 서버는 이러한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장된 

HDFS에 근하여 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2 C-drive의 데이터 흐름 

  

그림 3 HDFS에 한 C-drive 서버의 근

  C-drive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어 리 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

것을 사용자가 의도 로 사용하기 해선, 데이터를 리

하기 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데이터를 구조

화시켜 보 해야하며, 둘째로 각각의 사용자에 한 각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메타데

이터, 즉 데이터에 한 구조화된 데이터로서 다른 데이터

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혹은 그에 하는 형식으로 구 이 

가능하다. 즉, 각 개인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들의 속성정

보, 사용내역과 련된 기록들을  다른 데이터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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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냄으로써 사용

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메타데이터 리는 HDFS가 제공하는 API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으로 데이터 

리를 구성하 다. C-drive가 제공해야하는 데이터 정보

는 다음과 같다.

1) 계정 ID

2) 계정 비 번호

3) 계정 공간 할당

4) 계정 공간 내 데이터리스트

5) 로그 기록을 한 로그 일.

 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표 하여 리

하 다.

1) 계정 ID : /id hdfs 공간 내 id명 디 토리.

2) 계정 비 번호 : /id/pass.dat id명 디 토리 내부의 비

번호 정보 일.

3) 계정 공간 할당 : /id/home/ id명 디 토리 내부 홈디

토리.

4) 계정 공간 내 데이터리스트 : /id/home/ 디 토리의 

일리스트 조회 API사용.

5) 로그 기록을 한 로그 일 : /id/log/log.txt 계정디

토리 내 로그폴더/ 일

 이로써 계정정보와 계정 내 데이터의 로그는 해결되었고, 

그 외의 간단한, 이를테면 동기화 정도의 로드를 요구하는 

로그를 기록하길 원한다면 log폴더 내에 로그기록을 메타

데이터로 남기면 되는 것이다. 

3. UI 구성  실험

   C-drive는 JAVA로 GUI를 구 하 으며, 클라이언트

와 서버 부분의 GUI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의 간단한 첫 화면 구성으로, ID와 비 번호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박스와 로그인 요청 버튼, 계정생성버튼, 종료

버튼이 만들어져 있다. 계정생성버튼을 를 경우 동일한 

화면에서 버튼의 기능과 텍스트가 변화한다. 클라이언트의 

계정을 이용해서 온라인 장소로 속한 메인화면 GUI

의 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인서버의 경우 실행 시, Text화면이 실행된다. 메인서

버가 동작 , 클라이언트로부터 속 요청이 오거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쓰 드  소켓을 생성과 같은 동작이 일

어날 경우, 해당 동작의 정보가 Text화면에 표시된다. 클

라이언트와 메인서버의 통신  데이터 송 GUI 테스트

를 통해서 C-drive가 제 로 동작 인지를 확인할 수 있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둡을 이용한 온라인 용량 장소 시

스템, C-drive를 직  제작하고 구 해 보았다. C-drive는 

결과 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구 되었으며 테스트되었다. 실제로 데이터가 송수

신되고 있음을 확인하 고, 계정 간 데이터 구조가 설계했

던 로 동작하고 있음 역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오 소스인 하둡을 이용하여 용량 온라인 장소를 구

하 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클라이언트의 C-drive 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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