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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파일시스템은 서로 분산된 여러 서버들을 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높은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지원한다. HDFS
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로 처리되고 있지만 실시간 파일 접근에 관한 고려는 부족하다. 파일을 읽을 때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상호 작용을 하지만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동시작업량이 많을 때 접근수행속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HDFS 파일 접근 수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HDFS의 

위에 분산 캐시를 둔 새로운 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tem), 분산 캐시 시스템(distributed cache system)

I.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산 파일시스템으로는 GFS(google 
file sytem)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tem)가 있

다.[1][2] 그 중 HDFS는 대용량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저 장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블록의 크기가 기본 64MB로 크고 

데이터 복제 기반 내고장성을 지원한다.[3] HDFS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로 처리되고 있지만 실시간 파일 접근에 관한 고려는 부족

하다. 파일을 읽을 때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상호 작용을 하지만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동시작업량이 많을 때 접근수행속

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서 HDFS 파일 접근 수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슈이다. 
많은 시스템이 수행 속도 향상을 위해 HDFS 특징을 수정을 시도한

다.[4] 그러나 이것은 원래 디자인을 바꿔야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

를 낸다고 보장을 하지 못 한다. 본 논문에서는 HDFS의 위에 캐시

를 둔 새로운 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는 HDFS 위에 캐시를 둔 분산 캐시시스템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 한다. 

II. 본 론

본 논문의 목표는 HDFS 위에 분산 캐시시스템 구현 하는 것이

다. 그것은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데이터 접근 속도를 가속

화 시킬 수 있다. HDFS 와 캐시 시스템 서로 독립적이여서 전체 

시스템을 호환성이 유지되고 캐시의 변화는 HDFS 시스템에 수행

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다. 그림 1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간단한 배

치의 예를 나타 낸 것이다. 캐시시스템은 HDFS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 할 수도 있고 Windows는 Linux들과 같은 캐시함수

를 필요로 하는 OS에서 HDFS의 네임노드, 데이터노드 그리고 다

른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웹서버 같은) 접근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의 간단한 배치 구조

Fig 1. System deploymen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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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분산 캐시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캐시 시

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며 호스트에서 데

몬으로 실행된다. 라이브러리는 는 Communication & Control 
그리고 Shared Memory Access로 구성된다. Communication & 
Control의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호스트상에서 캐시

시스템과 상호운영되며, 이 시스템에서는 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

여 ZooKeeper를 사용한다.

그림 2. 분산 캐시 시스템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Distributed Cache system

ZooKeeper는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하나의 서버에만 서비스

가 집중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알맞게 분산하여 동시에 처리하게 

해주고, 하나의 서버에만 서비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알

맞게 분산하여 동시에 처리하게 해주며, 분산환경을 구성하는 서

버들의 환경설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이다.  
ZooKeeper는 서버와 원격으로 통신하며 배치된 파일, 그리고 위

치하는 특정 캐시파일의 해시 값을 계산한다. 파일의 해시 값을 매

번 계산하는 것은 시간소모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해

시 값을 계산하고 있을 때 시스템스코프 내에서 같은 파일의 해시 

값을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ZooKeeper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해둔다. 그러면 ZooKeeper 서비스는 메모리 내의 트리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캐시 라이브

러리의 구동 프로세스에서, 캐시의 초기화 작업은 Zookeeper 서

비스에 접근을 하며 zookeeper 서버 내의 모든 파일의 해시 값을

패치하고 순서대로 그것들을 메모리에 저장시킨다. 캐시서비스가  

패치된 파일을 로드할 때, 만약 페이지를 저장하고 배치시킬 공간

이 부족하다면, 서비스는 LRU 알고리즘에 의해 오랫동안 쓰지 않

은 일부 파일들을 제거할 것이다. LRU 알고리즘을 위한 통계적 

정보는 역시 ZooKeeper에 저장된다.

III.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HDFS위에 분산 캐시시스템 구현 하여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데이터 접근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을 

제시 하였다.  캐시 서비스는 로컬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 I/O 의 

파일동작을 향상시켰으며,  HDFS 의 접근빈도를 줄여서 HDFS 
네임노드의 작업량을 완화 시켰고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수행을 향상시켰다. 많은 실시간 서비스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데

이터 접근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접근 모델로 깊게 

앞으로 연구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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