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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시 의 두에 따라 기존의 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하 다. 

이런 성질의 데이터를 장, 활용하기 한 방법으로 Apache 하둡이 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RDBMS 상의 

데이터를 하둡 데이터 분석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데이터 크기와 복잡도의 증가로 장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 데이터를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으로 송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형 데이터 수집 모듈인 Sqoop과 Nosqoop4u의 개발을 통하여 데이터 송 성능을 비교하 다.

1. 서 론

   인터넷과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 무엇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인해 ‘빅데

이터’ 라는 용어가  사회의 키워드로 떠올랐고, 이

에 따라 용량이며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데이터의 

장  활용, 분석 기술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데이터 장  운용 방법 

의 하나 던 RDBMS는 비용, 처리 속도 문제 등 용

량 데이터를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처리하기 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데이터 장 방

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장, 활용하기 

해 하둡의 HDFS가 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데이

터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하여 장 방식을 바꿔야만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한 원천 데이터로 활용할 목

으로 RDBMS상의 데이터를 하둡 HDFS로 송 시

켜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이를 한 데이터 

송 모듈이 등장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송 모듈  용량 

데이터 송 솔루션인 Sqoop과 Nosqoop4u의 설계와 

기능에 하여 기술하고[1,2], 구 을 통하여 데이터 

송 기능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 데이터 송 모듈인 Sqoop과 N

osqoop4u의 시스템 설계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

는 두가지 모듈을 구 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 

5장은 본 논문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하

여 기술한다.

2. 련 연구

   하둡 에코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3,4].  정형 데이터 수집 모듈인 Sqoop은 용량 데이

터 송 솔루션이며, HDFS, RDBMS, DW, NoSQL 등 

다양한 장소에 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Hiho는 Sqoop과 같은 용량 

데이터 송 솔루션이며, Hadoop에서 데이터를 가져오

기 한 SQL을 지정할 수 있으며, JDBC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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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oop

export HADOOP_COMMON_HOME="Hadoop directory"

를 지원한다. 결과 데이터 액세스 모듈인 HBase는 H

DFS 기반의 비 계형 분산 데이터 베이스이다. 실시

간 랜덤 조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각각의 로세

스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비동기 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데이터 장 모듈인 HDFS는 마스터, 슬 이  

구조의 분산 일 시스템이고 데이터 처리 모듈인 Map

Reduce는 분산환경에서 병렬처리를 하기 한 시스템

이다. Pig는 용량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기 한 

랫폼으로 높은 수 의 스크립트 언어로 구성되어 있

다. Hive는 Hadoop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 라 구조로서 데이터 요약, 질의, 분석 기능을 제공

한다. 분산 코디네이터인 Zoopeeker는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간에 상호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Avro는 데이터 직렬화를 지원하는 

임워크이다. 데이터 분석과 마이닝에 사용되는 M

ahout은 Hadoop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구 한 오  소스이다. 워크 로우 리 모듈인 Oozi

e는 Hadoop 작업을 리하는 워크 로우 스 러 

시스템으로 Map Reduce 작업이나 Pig 작업 같은 특

화된 액션들로 구성된 워크 로우를 제어한다. 

  그림 1. 하둡 에코시스템

3. 설 계

 

 그림 2. 

  그림 3. Nosqoop4u의 동작

4. 구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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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oop N osq oop4 u

지 원  R DB MS
MySQL, MsSQL, 

Oracle, 
PostgreSQL, DB2

MySQL, 
PostgreSQL, DB2

송  기 능
RDMBS - HDFS 
간 양방향 데이터 

송

RDBMS -> 
HDFS 단방향 

데이터 송

HB ase, 
Hive와  통 합 지원 미지원

맵리 듀스  기 능  
사 용 여 부 사용 미사용

송  데 이터
특정 테이블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테이블

쿼리에 한 
응답결과

export HADOOP_MAPRED_HOME="Hadoop directory"

export SQOOP_HOME="Sqoop directory"

export PATH=$PATH:$SQOOP_HOME/bin

$ sqoop import

--connect    #JDBC 연결 주소

--table       #읽을 테이블

--username    #인증 사용자명을 설정

--password    #인증 비 번호를 설정

-m,--num-mappers     #병렬로 가져오기 하여       
                        n개의 맵 태스크를 사용

 표 3. 

nosqoop4u options

  -o, --output      # 출력 치(HDFS, FILE, stdout)

  -c, --connect url # jdbc 연결 url

  -u, --user        # db 사용자 이름

  -p, --pass        # db 사용자 패스워드

  -d, --driver      # JDBC 드라이버 클래스

  -e, --query       # sql 질의

  -F, --delim       # 구분자 (default: ^A)

  -f, --fetch       # fetch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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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4 KWIX(KwangWoon IT 
Exhib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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