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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다양한 센서 기기에서 쏟아지는 대용량의 정형/비정형의 스트림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단일 스트리밍 처리 시스템 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클러스터의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들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Spark 는 분산 처리 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데이터 일관성과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스트림 

데이터 분석 시 발생하는 메모리 공간 부족과 실시간 병렬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러스터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처리와 스트림 실시간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기존 배치 처리 방식과  제안 시스템의 성능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 서론 

현재 복합적인 IT 기기들의 발달로 스트리밍 

데이터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 지고 있으며, 처리 용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트리밍 분석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유입 시점에 처리해 

다양한 데이터 뷰로 만들어 분석한다.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처리의 분산 병렬 방식이 필수적이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Hadoop 기반의 기존 

빅데이터 시스템의 클러스터 분산 병렬 처리로 Map과 

Reduce 함수의 간단한 조합만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해결을 하였다[1]. 하지만, 디스크 

기반의 일괄 처리 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실시간 

분석 처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스트리밍 

빅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여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기술한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고속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연구와 스트리밍 분석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고속 스트리밍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계 구성과 클러스터 구축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고, 4장에서는 기존 방식과의 비교 실험을 

위하여 메모리와 파일 사이즈를 달리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후속 연구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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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고속 빅데이터 처리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고속화를 위한 연구는 Map 과 

Reduce 처리로만 실행되는 기존 Hadoop 의 배치처리 

아키텍쳐에 변화를 주어 처리 하는 방식[2][3]이 있고, 

읽기 위주의 클러스터 처리에 맞게 데이터 포맷에 

변화를 주는 방식[4][5]이 있다. 

최근에는 클러스터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결함허용과 안정성을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계보를 

미리 만들어 처리하는 DAG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중에서 클러스터의 메모리에 RDD[6] 데이터 셋을 

구성할 수 있는 Spark[7]는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2.2 스트리밍 분석 

스트리밍 분석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하여 유입 시점에 분석해 원하는 데이터 

뷰를 만들어 처리하는 것으로 주로 단일 머신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대용량의 스트리밍 분석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처리에 맞는 분석 플랫폼들이 필요하며, 

아직은 특정 스트리밍 분석을 위한 작업은 각각의 처리 

단계에 맞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데이터 처리 과정 즉,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배치처리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작업이 

복잡하게 연동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여러 분석 플랫폼들의 연결로 인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랫폼 구성을 대용량 배치 처리를 

위한 레이어와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한 레이어로 

나눈 후 나중에 결합하여 처리하는 구조가 제안되었다. 

특히, Spark는 클러스터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고속의 

스트리밍 배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플랫폼 안

에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8]와 반복적인 머신러닝 작업, 

그래프 처리 등을 동시에 인터렉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

으므로 고속의 빅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3. 고속 스트리밍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총 5 대의 노드를 사용하여 

Hadoop 의 YARN[9]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대용량 스트림 분석의 배치처리와 고속의 

실시간 분석을 위하여 인터렉티브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HDFS[10]에서는 master 노드에 리소스 관리만을 

위한 YARN의 RM(RecourceManager)를 두고, 나머지 

Slave 노드들에는 AM(ApplicationMaster), 

NM(NodeManager) 들을 두어 처리한다. 이때 

AM에서는 잡스케줄링 처리를, NM는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그림 1)의 시스템 구성도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즉,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함과 동시에 

머신러닝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작업을 

할 수 있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처리도 가능하다. 

연속된 스트리밍 데이터는 처리를 위하여 클러스터의 

메모리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분리하여 클러스터에서의 배치처리가 용이하게 

데이터에 대한 계보(Lineage)를 미리 세운 후 처리한다. 

이는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가 주를 이룰 경우 중간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2  시스템 구축 환경 

시스템 구축 환경은 <표 1>에서와 같이 5대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Hadoop을 설치하고 분석을 

위한 Spark, Hive[11], 시각화 툴 등을 설치한다. 

실험을 위하여 메모리 사이즈를 8, 16, 32, 64 GB로 

달리하여 클러스터들을 따로 구축하였다. 

 

<표 1> 시스템 구축환경 

 

Type Specification 

CPU 2.8 GHz, Intel Xeon E5-2680v2 

Memory 8 GB, 16 GB, 32 GB, 64 GB 

HDD 500 GB 

OS Ubuntu 12.10 

S/W 

Platform 

Spark 1.4 

Hive 2.0 

R 2.0 

Hado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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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각종 센서 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유입 즉시 특정 조건이 결합된 데이터를 

찾아내어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불량품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험에서는 Hadoop기반의 기존 배치처리 방식인  

Hive와 Spark를 비교하였다. 클러스터의 메모리 

사이즈와 파일 크기를 달리하여 입력된 센서 

데이터에서 특정 스트림의 카운트를 통해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2)의 결과를 보면, 데이터 

크기가 1000MB이고 메모리가 64GB로 커짐에 따라 

Hive대비 최대 15.7배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  

 

 
 

(그림 2) Spark 와 기존 배치처리와의 비교 

 

 

5.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스트림 데이터를 고속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클러스터의 로컬 디스크 접근 보다는 

메모리에서의 일괄 처리로 속도 향상을 보일 수 있는 

Spark 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안한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관리시스템은 빠른 실시간성과 

인터렉티브한 환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연속적인 스트림 처리시 안정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은 기존 배치처리 방식으로 

하고, 실시간성을 요하는 스트림 분석을 위해서는 

인터렉티브한 환경에서 미리 선정된 마이닝 모델들과 

결합하여 처리한다.  

후속 연구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들의 비정형성에 특화된 데이터 포맷 개발이 

있겠고, 이와 더불어 배치 처리와 연동될 수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다양한 마이닝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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