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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실시간 제약으로 타이밍에 민감한 특징이 있으며, 산업 영역에 적용 
시 시스템 동작과 안전필수 로그의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생성시킨다. 
본 논문은 공개소스프로젝트인 하둡에코시스템을 이용한 CPS 데이터분석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CPS 
처리의 특징 때문에 그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는 하나의 머신에서 분석될 수 없으므로, 하둡에코시

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기반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한

다. 하둡분산파일시스템(HDFS)은 거대한 CPS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기본 파일시스템이고, 하이브는 
데이터웨어하우징 처리를 위한 CPS 데이터분석에 사용된다. 플룸은 서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고 HDFS 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Rhive 는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을 적용하기 위
해 사용된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개관하고, 또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한 시스템 설계

전략을 소개한다. 
 

1. 서론 

사이버물리시스템은(Cyber Physical System, CPS) 생
성되는 데이터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적이고 자동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운영 목적을 위한 데
이터분석 및 제어 규칙의 조정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 
허가된 데이터 분석가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해야 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로, CPS 의 구성요소들은 반드시 실시간 기반에서 적
절한 타이밍에 동작해야 하고[1][2], 둘째로, CPS 는 안
전필수적 조건인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실패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3]. 한번의 실패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하고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CPS 는 고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감
시와 기능 분석을 통한 통제성 및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CPS 의 규모가 자라고 여러 
작은 시스템들과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

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4], CPS 로부터의 실시간 
기반 데이터는 하나의 머신에서 처리될 수 없다. 

 
2. 사이버물리시스템 

사이버물리시스템(CPS)는 활발한 연구 영역으로써 
최근 다양한 공학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로 인해 
특히 안전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래 시스템이 되
었다. 이러한 CPS 는 실세계의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

는 내장형 시스템, 외부의 컴퓨팅 시스템, 이를 이어

주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순환적인 연동 구조이다. 
미국의 경우, 2007 년 이후 여러 국가기구에 과학재

단 및 여러 연방기구에서CPS연구에 대한 투자가 활
발히 진행되어왔고, 그 결과로 IT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

버물리시스템가상기구 1(CPS Virtual Organization)을 통
해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협업을 도모한다. 유럽의 
경우, 2007 년의 ARTEMIS2 사업을 통하여 내장형 시
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이 연동되는 CPS의 형태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활
동으로 표준성과 확장성을 확보해 왔다. 
 
2-1.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CPS 는 산업 도메인에 종속적인 물리 시스템과 정
보기술에 속한 사이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의 경우, CPS 는 내장형 컴퓨터들의 물리 프로세스들

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시키는 집중된 시스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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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vanced Research Technology Embedded Intelligence Systems Joint
 Undertaking, 2007, http://www.artmis-ju.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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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3]. CPS 는 실세계의 인지, 제어, 운용을 목적

으로 컴퓨팅, 저장, 네트워킹, 프로그래밍의 기능을 
내재화한다[5]. 또한 CPS 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를 
담당하는 컴퓨팅 시스템과 센서와 작동기를 가진 물
리 시스템의 결합시스템이다[6].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하여 내장형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연동적으로 되었고, 실세계에서 많
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들은 각
각 가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전체 CPS 는 고수

준의 신뢰성을 위하여 실시간성, 내구성, 자동화, 보
안과 같은 필수적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대표적 
문제가 높은 신뢰성의 요구를 위한 시간적 요소를 사
용한 타이밍에 관한 것이다[7]. 

 
2-2. 사이버물리시스템 설계 실제 

Networked Control System Wind Tunnel (NCSWT)는 멀
티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평가도구이며[8], 반더빌트 
대학교의 ISIS 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NCSWT 는 이
기종 환경에서 정확한 데이터통신과 시간동기화를 보
장하기 위하여 MATLAB/Simulink 와 네트워크 시뮬레

이션 엔진인 ns-2 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High Level 
Architecture(HLA)를 구현한 Run-Time Infrastructure(RTI)
에서 에이전트 모델링을 목적으로 한다. NCSWT 는 
각각 다른 시간 모델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

템들의 연동을 위하여 순서와 인과의 정확한 제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ns-2 의 스케줄링 클래스를 HLA 표
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수정하였다. 

Programming Temporally Integrated Distributed 
Embedded Systems (PTIDES)는 실시간 시스템의 모델 
기반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이며[9], UC 버클

리 대학의 CHESS 그룹에서 개발되었다. PTIDES 는 명
확히 분산된 실시간 시맨틱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

워크 시간동기화를 높였고, PTIDES 에 의해 사용되는 
시간 스탬프는 실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컴포넌트들

은 나노초 단위의 매우 엄격한 시간동기화를 요구한

다. 또한 CPS 를 설계하기 위하여 물리제어기 공학자 
및 내장형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에서 명확한 전제를 
제공하는 ‘공동설계(co-design)’ 계약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10]. 이는 다양한 출신, 복잡한 디자인 견지, 
불충분한 합의가 공동작업과 협업을 어렵게 만들 수
도 있기 때문이다. 

 
2-3. 데이터분석에 대한 CPS 의 요구 

CPS 영역은 스마트빌딩, 스마트그리드, 교통, 자동

화된 무기 등 여러 인공의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여러 센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CPS 의 새
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CPS 는 타이밍 보정을 포
함한 기능들의 패턴을 입증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자
신을 감시하고 로그 혹은 상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
집한다. 그 크기와 기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데이터세트가 하나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3.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위한 공개소스프로젝트 

아파치재단의 하둡 3은 신뢰성, 확장성을 지향하는 
분산컴퓨팅을 위한 공개소스 프레임워크이며, 맵리듀

스 메커니즘과[11] 구글파일시스템의[12] 자바 기반 
구현물이다. 하둡은 로컬 저장소 및 컴퓨팅 능력을 
가지는 수천 대로 이루어진 머신들의 협업을 위해 설
계되었고, 그 머신들의 클러스터에서 하드웨어 및 어
플리케이션 단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한 탐지 및 
회복 기능을 제공한다. 하둡과 그 에코시스템은 
HBase, Pig, ZooKeeper와 같은 다양한 공개소스프로젝

트들을 포함하는데, 본 장에서 CPS 데이터분석과 연
관된 핵심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3-1. 하둡분산파일시스템 

하둡분산파일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는[13]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기종의 머신들 상
에서 내고장성을 가지며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HDFS 는 종종 거대한 데이터세트들을 가지는 다른 
하둡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가진다. 

HDFS 는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세트들을 다루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은 스트리밍 접근방법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대역폭이 
필요하다. 또한 HDFS 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들이 병
렬 처리를 위하여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순차적으로 
나누어져 분산 복제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은 
효율적인 파일 접근을 위하여 한번 쓰고 여러 번 읽
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HDFS 클러스터는 네임노드와 여러 개의 데이터노

드로 구성되어 있다. 네임노드는 파일시스템 속성을 
유지하는 네임스페이스 및 파일과 블록의 맵을 관리

한다. 네임노드의 단일고장점(single failure of point)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네임노드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용

성을 제공한다. 데이터노드는 나누어진 블록들을 저
장하고 검색하는 파일시스템의 일꾼 역할을 담당하며, 
주기적인 메시지 교환을 통해 저장 중인 블록 목록을 
네임노드에게 보고한다. 

HDFS 노드들은 많은 머신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하드웨어 오류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전제한

다. 그래서 HDFS 는 오류의 빠른 검색과 데이터블록 
복제, 클러스터의 체크섬과 메타정보와 같은 핵심 정
보의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3-2. 맵리듀스 

맵리듀스(MapReduce)는[11] 이기종의 머신들로 구

성된 클러스터 위에서 거대한 데이터세트의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맵리듀스의 병렬처리는 
HDFS 와 같은 분산파일시스템에 저장된 거대한 데이

터를 수행시킨다. 
맵리듀스는 두 개의 사용자 저장 함수인 Map 함수

와 Reduce 함수를 구현함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가
능하게 한다. 맵리듀스의 프로그램은 Job 이라 불리고 
Map 및 Reduce 함수의 각각의 실행을 Task 라고 한다. 

                                                           
3 아파치 하둡 프로젝트, http://hadoop.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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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둡에코시스템을 이용한 CPS 아키텍처의 데이터흐름 개관 

 

Map 함수는 데이터세트로부터 모든 데이터 입력을 읽
고 중간단계의 키-값 쌍의 목록을 생성한다. Reduce 함

수는 그 중간 결과를 통합하고 결과물을 생성한다. 
 

3-3. 플룸 
플룸(Flume) 4은 대용량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축

적, 전송을 위한 신뢰성 있는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프레임워크이며, 구조적으로 세 개의 단, 즉 에이

전트, 콜렉터 그리고 데이터스토어로 구성된다. 플룸

에이전트는 각각의 데이터소스에 설치되고 시스로그

(syslog) 혹은 콘솔과 같은 로그데이터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스, 채널 그리고 싱크의 컴포넌트

들로 구성된다. 소스는 웹서버와 같은 외부정보출처

에 의해 전달된 플룸이벤트들을 수신하고, 이를 하나 
이상의 채널에 저장한다. 채널은 그 이벤트 데이터들

을 싱크가 소비하기 전까지 저장하는 일시적 저장공

간이다. 싱크는 그 데이터들을 다른 플룸소스 혹은 
외부저장소에 넣는다. 플룸에이전트의 다른 형태인 
플룸콜렉터는 여러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이벤트들을 
취합하여 이를 싱크를 통해 HDFS와 같은 외부저장소

에 저장한다. 
플룸은 다음과 같은 신뢰성 단계를 제공한다. ‘End-

to-end mode’는 데이터출처로부터 단말저장소까지의 
저장완료를 보장하며, ‘store on failure mode’는 다음 노
드까지 전송된 데이터의 신용을 보장한다. 끝으로 
‘best effort mode’는 데이터 전송 후 아무런 보장을 하
지 않는다. 

 
3-4. 하이브 

하이브(Hive)5는 HDFS 혹은 아마존S3 처럼 하둡 호
환적인 파일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요약, 애드혹 
질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웨어하우스 인프라구조이며, 거대한 데
이터의 배치(batch)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다. 최근 하
이브의 데이터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확장성으로 비즈

니스 인텔리전스나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범용적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맵리듀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SQL
과 유사한 HiveQL 을 제공한다. 맵리듀스가 자바언어

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여,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SQL 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4 아파치 플룸, http://flume.apache.org 
5 아파치 하이브, http://hive.apache.org 

질의를 통해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 있다. 
 

3-4. R 과 RHive 
R프로젝트 6는 강력한 패키지 시스템을 가진 통계

적 데이터분석 환경이다. 다양한 통계 및 그래프 기
술을 제공하며, 특히 사용자 기반의 거의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풍부한 패키지들을 통하여 매우 높은 확
장성을 제공한다. 최근 2013 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패키지의 수가 4700 여개를 넘어섰다. 

R 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계되지 않았고, 메모리 기반의 컴퓨팅을 사용한다. 대
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R 에 원격 병렬 컴
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NexR 에서 
개발한 공개소스 프로젝트인 Rhive 를 사용하여 R 과 
하이브를 연동시킬 수 있다. 즉, 로컬의 R 프로그램에

서 하이브의 질의언어를 사용하여 병렬처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4. 하둡에코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구조 

그림 1 은 하둡에코시스템을 이용한 CPS 의 시스템 
아키텍처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준다. 여러 물리 영역

의 데이터를 받고 저장하기 위하여 각 영역에 물리정

보시스템을 사용한다. 플룸콜렉터는 각 물리정보시스

템에 설치된 플룸에이전트가 보낸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HDFS 에 저장한다. 하이브는 데이터 관리를 위
한 메타데이타를 만들고 사이버 분석기(analyzer) 혹은 
Rhive 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인 배치작업으로 그 저장

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사이버 분석기는 미리 정의되

고 조절 가능한 규칙(rule)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분석

하고, 사이버 제어기(Controller)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

서 접속 제어기를 통하여 각 물리 영역에 지시를 보
낸다. 
 
4-1. 목적지향 상호작용적 처리 

데이터 분석가(Analyst)는 물리영역의 데이터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분석가에 목적에 따라 데이터로

부터 통계적 지식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R은 통계

학자를 위한 강력한 통계 컴퓨팅 환경이고 데이터 분
석가의 로컬 머신에 설치된다. 데이터 분석가는 R과 
하이브를 연동시키는 Rhive 7를 사용하여 HDFS에 저

                                                           
6 R 프로젝트, http://www.r-project.org 
7 NexR Rhive, https://github.com/nexr/R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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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하이브에 의해 정렬된 물리영역의 데이터에 
접근 및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 는 R 도구 중 하나인 R 스튜디오의 데이터

를 분석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Rhive 패키지를 포팅하

여 R 스튜디오에 적용시키고 HDFS 에 저장된 CPS 데
이터의 샘플 데이터에 접속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의 분석을 하이브에 질의 형태로 위임하고 R 의 그래

프 기능을 사용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4-2. 영역발동 처리 

사이버 제어기는 도메인 데이터의 처리에 기반하여 
각 물리 영역에 통제 명령을 만들 수 있다. 사이버 
분석기는 배치작업과 같은 주기적인 작업과 타이밍모

델, 이벤트모델, 환경모델과 같은 사용자-정의 규칙을 
사용하여 물리영역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사이버 분석기의 처리 결과는 사이버 제어

기의 명령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제어기 
각 물리정보시스템에 명령을 전송할 때, 접속 제어기

의 보안 프로토콜에 의해 명령이 보호된다. 결과적으

로, 제시된 아키텍처는 물리영역 데이터로부터 처리 
및 제어까지 순환적인 데이터체인을 가지게 된다. 

 
5. 결론 

우리는 CPS 기술의 특징과 설계의 실제를 살펴보며 
실시간 기반, 안전필수적 그리고 대용량의 특징을 가
지는 CPS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CPS 의 아키

텍처를 관련된 공개소스 프로젝트들의 집합인 하둡에

코시스템과 함께 소개하였다. 제시된 아키텍처를 통
하여 CPS 데이터 분석가는 각 물리영역의 데이터를 
사이버 시스템의 저장소에 취합하고 효과적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고, 사이버 시스템은 대용량의 물리 데
이터를 조사하고 정보를 추출하여 물리 시스템을 제
어할 수 있다. 안전 필수적인 CPS 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분석의 결과를 적용할 수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아키텍처들의 
핵심 컴포넌트들이 공개소스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구현이 상대적으로 쉽고 각 프로젝트들의 회복 메커

니즘으로 얻어지는 신뢰성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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