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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보 공유의 용이성, 장소의 제약성 최소화, 저장 공간의 효

율적 사용을 위해 분산 파일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HDFS의 복제 정책은 모든 데이터에 3개의 복제복을 유지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의 중요도, 이용빈도수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상이한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이용 빈도수에 따라 복사본의 개수를 조

절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키워드: HMM(Hidden Markov Model), HDFS, 데이터 복제(Data Replication)

I. Introduction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분

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분산파

일 시스템은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큰 크기

의 블록단위로 나누어 저장을 수행하며 복제 기법을 기반으로 하

여 데이터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HDFS의 복제

정책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복제본의 

개수를 동일하게 3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HDFS의 

복제정책은 데이터의 중요도 혹은 이용 빈도수에 따라 요구되는 

상이한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중요도, 이용 빈도수, 우선순위를 확률적으

로 계산하여 데이터를 크게 Hot data, Cold data, Normal data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복제본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확장된 Replication 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DFS의 기본 개념

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

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II. Related Work

2.1 HDFS 파일 복제 구조

HDFS은 블록을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3개씩 복제본을 저장하

여 특정 서버의 하드디스크의 오류가 생기더라도 복제된 블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회 할 수 있다. HDFS에 저장되는 디렉토리, 
파일명은 네임스페이스 저장되고, 해당 파일의 복제본 수와 블록의 

위치는 네임노드의 메타데이터에 저장된다. 데이터노드는 주기적

으로 네임노드에게 heartbeat와 블록의 목록이 저장된 blockreport
를 보낸다. 네임노드는 heartbeat로부터 정상 작동 요부를 확인하

고 blockreport를 통해 데이터 노드의 모든 블록을 확인하고 파일 

복제본 위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네임노드는 HDFS client에게 직

접 파일을 전송하지도 않고, client가 HDFS에 저장하는 파일을 데

이터노드에 직접 전송하지도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1. HDFS 파일 복제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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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3.1 Replication classification category

현재 HDFS의 Replication 정책에서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하게 3개의 Replication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Replication 정책은 Storage Usage, 
Access Latency, Availability에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접근이 빈번하지 않은 파일의 저장의 경우에 더 비효

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접근 빈도수를 HMM 수학적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확률

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3가지 범위로 분류하고 데이터가 속하는 

범위에 따라 Replication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림3은 파일 접근 빈도수에 따른 분류 기분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파일 접근 빈도수에 따른 분류 기준

3.2 Hidden Markov Model(HMM)

제안된 기법은 데이터의 빈도수를 수집한 후 HMM모델을 이용

하여 데이터 학습과정과 추출과정을 거쳐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Hot Data, Normal Data, Cold Data
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Replication 개수를 차등적으로 유지하는 

유동적인 Replication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의 빈도수를 수집한 후 Baum-Welch Algorithm을 사용하여 데이

터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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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는 1000개의 text 파일로 총용량은 1.85MB이다. 기

존 Replication 복제정책과 제안된 Algorithm을 적용한 복제정책

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는 표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Algorithm을 적용한 경우 작업시간이 10% 증가하였지

만, 스토리지 점유율을 20.8%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기존 HDFS복제정책과 Algorithm 적용 후 스토리지 비교

복제정책
HDFS 스토리지 

점유율
복사본의 개수

작업

처리시간

기존

HDFS
11.8 GB 3개 6254초

Algorithm 적용
8.06GB

(20.8%감소)

상 복사본 3개

중 복사본 2개

하 복사본 1개

6879초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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