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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 기술과 웹의 발전으로 많은 응용에서 데이터의 양이 급격이 증가하였다. MapReduce
는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구글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이다. MapReduce 프레임워크

는 데이터 전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로부터, 데이터 처리 및 질의에 있어 I/O 비용이 전체 
처리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MapReduce 프레임워크에서 I/O 에 소요되는 비
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MapReduce 기반 시스

템의 성능 예측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최근 정보 기술과 웹의 발전으로 많은 응용에서 데
이터의 양이 급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Big 
Data)는 일반적으로 3V(Volume, Velocity, Variety)의 속
성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 크고 복잡하여 기존의 
DBMS 로는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등의 활용 목적으로, 빅데이터의 효
율적인 저장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Harvard Business Review[2]에 따르면, 월마트의 경우 
2004 년에 460TB 의 데이터를 보유 중이었으며, 현재

는 PT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데이터들은 재고 현황, 고객의 구매 성향 등 비즈

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는 2009 년 기준으로 매일 500TB 
이상의 소셜 데이터가 생성되며, 100PB 이상의 데이

터를 클러스터에 저장하고 있다. 구글에서는 2009 년 
기준으로 540PB 이상의 데이터를 검색 색인을 위해 
처리하고 있다. 

기존의 DBMS 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일 노드의 성능 향상은 어
느 수준 이상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값싼 범용 컴퓨터들을 클
러스터화 하여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단일 노드의 성능 향상(Scale-up)이 아
닌, 클러스터의 노드의 수를 늘려(Scale-out) 전체 처
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글은 클러스터에서 병렬 처리를 위해 Map-
Reduce 기법[3]을 제안하였다. MapReduce 는 많은 저
사양 노드들로 큰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확장성과 

장애 허용을 갖춘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기업들이 MapReduce 또는 그 오픈

소스의 구현인 Hadoop[4]을 도입하여 대용량 데이터

를 처리하고 있다. 
MapReduce 는 데이터 전달 패러다임(Data Shipping 

Paradigm)을 기반으로 한다. 이로부터, 입력 데이터 읽
기 및 중간결과 외부 병합 정렬 등을 위해 로컬 및 
네트워크 I/O 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실제 Map-
Reduce 에서는 I/O 비용이 전체 비용의 큰 부분을 차
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O 비용이 MapReduce 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실
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MapReduce
기반 시스템의 성능 예측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MapReduce 프레임워크의 동작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3 장에서는 MapReduce 에서 소요되는 I/O 비용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4 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2. MapReduce 프레임워크 

MapReduce 는 구글에서 제안한 병렬 처리 프레임

워크로서 확장성과 장애 허용을 지원한다. MapReduce
는 확장성과 장애 허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처리 과정을 단순화 시켰다. 

하나의 MapReduce 프로그램은 Map 함수와 Reduce 
함수로 이루어진다. Map 함수는 키(Key) 값과 크게 상
관없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선택(Selection) 
작업에 사용된다. Reduce 함수는 Map 함수를 거친 후 
키 값을 기반으로 그룹화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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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로 집적(Aggregation) 작업에 사용된다. 사용자

는 이 두 가지 함수를 정의하는 것 만으로 자신이 원
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MapReduce 의 수행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① 분산파일시스템(DFS)에 저장된 데이터는 일정 

크기로 분할되어 처리할 Mapper 에게 보내진다. 
② 각 Mapper 는 Map 함수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Selec-
tion)한다. 

③ 각 Mapper 는 선택된 중간 결과를 로컬 디스크

에 저장한다. 이 때 한 노드에는 여러 키 값을 
지닌 중간 결과가 섞여있을 수 있다. 

④ Reducer 는 자신이 처리할 키 값을 지닌 중간 
결과들을 외부 병합 정렬을 이용해 각 노드로

부터 모은다. 이 과정을 셔플링(Shuffling)이라고 
한다. 

⑤ Reducer 는 Reduce 함수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

는 집계(Aggregation) 처리를 수행하고, 최종 결
과를 생성하여 분산파일시스템에 저장한다. 

 
MapReduce 는 위의 ③, ④ 와 같이 프로그램 수행 

중간에 장애 허용을 위해 체크포인팅(Checkpointing)을 
수행한다. 또한, 확장성을 위해 단순히 일정 크기로 
입력 데이터를 분할하여 처리단위로 삼는다. 따라서 
각 처리 과정에서 많은 I/O 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부

터 I/O 비용이 전체 처리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3. 실험결과 

실험은 Master Node 1 대와 Slave Node 8 대로 이루

어진 클러스터에서 수행되었으며 자세한 사양은 다음

과 같다. 

<표 1> 실험구성 

 CPU RAM & HDD Etc. 

1 master 

AMD Athlon II 

x4 620 

4-cores 

8GB memory 

7200 RPM HDD CentOS 6.3 

Hadoop 0.21.0

1Gb switching 

hub 8 slaves 

Intel i5-2500k 

processor 

4-cores 

8GB memory 

7200 RPM HDD 

 
데이터 셋은 OLAP 성능 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

는 TPC-H 벤치마크[5]를 이용하였으며, 질의는 그 중 
Q01 과 Q06 를 사용하였다.  

그림 2 는 입력 데이터 셋의 전체 크기를 16GB 부

터 64GB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전체 질의 수행 시간

에서 I/O 시간의 비중과 CPU 시간의 비중을 측정, 비
교하였다. 결과, MapReduce 프레임워크에서 I/O 비용

은 전체 비용 대비 평균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MapReduce 수행 과정 

 
(그림 2) MapReduce 에서 I/O 비용의 비율 

4. 결론 및 추후연구 

우리는 실험을 통해 MapReduce 에서 I/O 비용이 
전체 비용의 2/3 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MapReduce 기반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 I/O 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데이터를 
로컬 노드에 캐싱(Caching)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로, 질의 패턴, 데이터 분포, 클러스터 노
드의 사양 등 다양한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I/O 비
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I/O 예상 비용

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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