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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IT환경보다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맵리듀스는 데이터 집약적인 연산 어플리케이션에 효과

적인 프로그래밍 모델로써, 대표적인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 지원중인 하둡 이 있다. 
본 논문은 하둡 맵리듀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프리패칭 기법과 스트리밍 기법을 제안한다. 하둡 맵리듀스의 성능 이슈 

중 하나는 맵리듀스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 전송에 의한 작업 지연이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맵리

듀스와는 달리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프리패칭 스레드를 별도로 생성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의 맵리듀스 작업 중에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전체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프리패칭 기법을 사용해도 하둡 맵리듀스의 특성상 최

초 데이터 전송 시에는 작업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스트리밍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에 의한 대기시

간을 추가로 줄일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였으며, 성능 측정결과 기존의 하둡 

맵리듀스 및 프리패칭 기법만 적용된 맵리듀스 보다 스트리밍 기법이 추가 적용된 맵리듀스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키워드: 맵리듀스(Mapreduce), 프리패칭(Prefetching), 스트리밍(Streaming)

I. 서 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IT환경보다 많은 데이터 가 생성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맵리듀스는 데이터 집약적인 연산 어플리케이션에 효과적인 프로그래

밍 모델로써, 대표적인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아파치 소프트웨

어 재단에서 개발 지원중인 하둡 이 있다 [1-3]. 하둡 맵리듀스 특성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의 연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로컬 데이터가 아닌 외부데이터를 처리 하는 경우, 맵리듀스의 

효율을 위해 데이터 전송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 시간동

안의 데이터 처리 지연을 해결하고자 데이터 프리패치 기법[5]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프리패칭 기법을 적용하여도 최초 데이터 

전송시간 동안은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작업대기 시간이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프리패칭 기법과, 데이터 전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스트리밍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하둡 맵리듀스의 작업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Mapreduce

하둡 맵리듀스는 맵과 리듀스 두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맵 단계에서 복수개의 맵 태스크가 입력된 데이터를 

스플릿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모든 맵 태스크가 종료되면 맵 단계는 

종료된다. 이후 맵 태스크의 결과들이 섞이고, 정렬 된 후에 리듀스 

태스크들에 의해 병렬로 처리되어, 리듀스 작업의 결과가 하나의 

아웃풋 파일로 합쳐지면서 맵리듀스 전체 작업이 끝나게 된다[4]. 
이 과정에서 맵 태스크를 처리하는 노드가 자신이 실행하는 맵 태스크

의 입력 데이터 스플릿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입력파일을 

가진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맵 태스크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 중에는 처리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데이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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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 전 까지 대기한다.

그림 1. 맵리듀스 작업 처리 흐름도

Fig. 1. Mapreduce Workflow

2. Data Prefetching

하둡 맵리듀스의 맵 태스크는 할당받은 맵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며, 입력데이터가 로컬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 있을 경우, 데이터 전송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러한 전송 과정 중에는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없으므로 전체 처리시간

이 지연 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그림 2 와 같은 형태의 프리패치 

기법이 제안되었다. [5]

그림 2. 프리패치가 적용된 맵 태스크 

Fig. 2. Map Task with Prefetch Architecture

프리패칭 기법의 핵심은 직렬로 처리되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프리패칭 스레드를 이용하여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동시에 가능케 하여 전체 맵 태스크 처리 시간을 줄이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리패칭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초 데이터 

전송 시간동안은 한 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전송될 때 까지 데이터 

처리를 실행 할 수 없으므로 작업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III. 본 론

본 논문에서는 하둡 맵리듀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리패치 기법을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병렬화 하고, 추가로 최초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하는 작업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리밍 

기법[6]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프리패칭 기법은 

프리패칭 스레드를 이용해 그림 3과 같이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동시에 수행 하지만, 최초의 데이터 전송 중 에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송이 완료될 때 까지 작업대기시간이 존재한다. 

그림 3. 프리패칭이 적용된 맵태스크 작업 실행

Fig. 3. Maptask with Prefetch

하둡 맵리듀스 작업의 입력 데이터는 라인 단위로 나뉘어 맵 태스크

에서 실행됨으로써[4] 입력파일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데이터만으로

도 맵 태스크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 전송 중에 처리를 

하는 스트리밍 기법과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프리패칭 

기법에 스트리밍 기법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맵 태스크는 그림 4와 

같이 전체 작업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림 4. 프리패치와 스트리밍이 적용된 맵태스크 작업 실행

Fig. 4. Maptask with Prefetch and Streaming

제안된 시스템과 기존 하둡의 성능 측정을 위한 수학적인 모델링을 

위해, 아래의 표 1 과 같이 인자 값들을 정의 하였다.

변수 명 설명

 맵 태스크의 입력 스플릿 사이즈

 입력 스플릿이 저장되는 버퍼 사이즈


입력 스플릿이 스트림으로 전송될 때 저장되는 버퍼 

사이즈

 기존 하둡에서 맵 태스크의 초당 데이터 처리 량

 ′ 향상된 하둡에서 맵 태스크의 초당 데이터 처리 량


입력 데이터가 있는 노드와 맵 태스크가 진행되는 

노드 사이의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기존 하둡이 맵 태스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프리패칭 기법이 적용된 맵리듀스의 맵 태스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프리패칭 기법과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된 맵리듀스의 

맵 태스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표 1. 모델링 인자 값

Table 1. Modeling Factors

위와 같은 인자 값을 통해 기존 하둡의 맵리듀스 성능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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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 프리패칭이 적용된 맵리듀스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위 모델링에서 ′   두 개의 값 사이에 작은 값은 택하는 

이유는 데이터 전송시간이 데이터 처리시간보다 빠를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처리시간보다 데이터 전송시간

이 문제가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송 시간이 짧은 경우만을 고려하였

다. 또한  ′  과   는 전송 버퍼에 사용되는 작은 메모리 

공간을 제외하면 리소스의 차이가 없으므로, 성능 차이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이를 고려한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프리패칭 맵리듀스 모델링에서의  

   은 맵태스크가 최초로 

입력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이다. 이 부분을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된 전송으로 표현 할 경우, 데이터 처리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한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송 완료되는 시점인  

 

가 된다. 또한, 스트리밍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입력 파일 사이즈는 

변하지 않으므로 최초의 파일 전송 외에 나머지 파일이 전송되는데 

소모되는 시간은 기존의 프리패칭 기법에서 모델링 한  

    

이며, 이와 동일하게 파일 처리 속도 또한  

  로 나타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프리패칭 및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된 하둡 맵 리듀스의 작업 처리 시간의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프리패칭 및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된 맵 리듀스가 기존의 하둡 

맵 리듀스보다 얼마나 성능이 향상 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 수식을 이용하여 기존 하둡 맵리듀스 와의 성능 비교를 위한 

인자 값들을 표 2 와 같이 설정 하였다. 

값 Case 1 Case 2 Case 3

  1,024 1,024 1,024 

  1,024 2,048 2,048 

  1,024 512 10

 1,024 1,024 1,024

 102,400 102,400 102,400

표 2. 기존 맵리듀스와 향상된 맵 리듀스의 성능 비교를 위한 인자 값 

설정

Table 2. Values for Compare Original Mapreduce and           

   improved Mapredcue

그림 5. 기존 맵리듀스와 향상된 맵리듀스의 성능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ng between Original Mapreduce and 

Improved Mapreduce

그림 5 는 기존 하둡 맵리듀스에 비해 프리패칭과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된 하둡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또한, 맵태스크 

처리 성능과 데이터 전송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프리패칭에 

의한 성능 향상의 폭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프리패칭만 적용된 시스템과 스트리밍 기법을 추가로 적용

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설정은 아래의 표 3 과 같다.

값 Case 1 Case 2 Case 3

  1,024 1,024 1,024 

  2,048 2,048 2,048 

  1,024 512 10

 1,024 1,024 1,024

 102,400 102,400 102,400

표 3. 프리패칭이 적용된 맵리듀스와 향상된 맵리듀스의 

성능비교를 위한 인자 값 설정

Table 3. Values for Comparing Prefetching Mapreduce          

     and Improved Map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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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리패칭이 적용된 맵리듀스와 향상된 맵리듀스의 성능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ng between Prefetching    

Mapreduce and Improved Mapreduce

스트리밍 기법 적용 시 스트리밍 버퍼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전송대

기 시간이 감소한다. 그림 6의 결과는 프리패칭만 적용된 맵리듀스에 

비해 스트리밍 기법이 추가 적용된 맵리듀스의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둡 맵리듀스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리패칭 기법 과 스트리밍 기법을 제안하였다. 
맵 단계에서 프리패칭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병렬로 처리 하여 데이터 전송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프리패칭 

기법을 적용 할 수 없는 최초 데이터 전송에 의한 작업 처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 기법을 추가 적용하였다. 또한 결과물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였으며, 성능 측정결과 

기존의 하둡 맵리듀스 및 프리패칭 기법만 적용된 맵리듀스 보다 

스트리밍 기법이 추가 적용된 맵리듀스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스트리밍 기법의 적용 시 작은 데이터 전송 사이즈에 의한 

패킷 오버헤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킷 당 전송 데이터의 크기 

결정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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