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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서 문제되고 있는 복제정책의 개선을 위해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동적 데이터 복제본 삭제 전략을 제안한다. HDFS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높은 Fault-Tolerance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접근에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여 대용량 데이터 집합을 갖는 응용 프로

그램에 최적화 되어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HDFS 에서의 복제 메커니즘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추가 블록 복제본이 많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여 유지보수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HMM과 최상의 상태 순

서를 찾는 알고리즘인 Viterbi Algorithm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복제본을 탐색하고, 탐색된 복제본의 삭제를 통하여 

HDFS의 디스크 공간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키워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복제
본(Duplication)

I.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분산 파일 시스템[1]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는 이상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HDFS
는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높은 

Fault Tolerance를 제공하며, 저비용 하드웨어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의 접근에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여 대용

량 데이터 집합을 갖는 응용 프로그램에 최적화 되어 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대용량 파일 저장을 위해 큰 크기의 블록 

단위의 저장을 수행하며, 데이터 복제 기법에 기반을 두어 시스템 

가용성 및 내고장성을 보장한다. 대표적인 분산 파일시스템으로는 

GFS(google file sytem)[2]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tem)[3]가 있다. 그러나 모든 블록들에 대하여 복제본을 추가적

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저장 공간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특히 생성된 지 오래되어 접근이 빈번하지 않은 복제본

일 경우 저장 공간의 낭비가 크게 되어 HDFS에서 데이터 노드의 많

은 디스크 공간과,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낭비가 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이 빈번하지 않은 복제본을 탐색하기 위해

서 확률적인 방법으로 전이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데이터 노드

의 복제본을 카운터 데이터로 구성하여 축적하므로 HMM(Hidden 
Markov Model)을 구성한다. HMM의 상태는 Hot과 Cold로 구

분하여 Hot상태는 자주 사용하는 복제본 으로, Cold상태는 접근

이 빈번하지 않은 복제본 으로 두어 HMM학습시켜 모델링 한다. 
학습된 HMM에서 최상의 상태 순서를 찾는 Viterbi Algorithm으

로 관찰된 복제본을 탐색하여 적합한 상태(Hot & Cold)를 결정한

다. 접근이 빈번하지 않아 탐색된 Cold 복제본은 HDFS의 QoS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삭제 하므로 디스크 공간의 절약과 서버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하둡 

프레임워크의 HDFS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HDFS 기반의 HMM 모델과 Viterbi Algorithm을 이용한 동

적 데이터 복제본 삭제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실험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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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그림 1. HDFS 구조

Fig. 1. HDFS Architecture 

HDFS는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로 구

성된다. 마스터 노드는 파일 시스템의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에 의한 파일 접근을 통제하는 단일 네임노드로 구성된

다[4][5]. 각 슬레이브 노드에는 노드에 붙은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데이터 노드가 있으며, HDFS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

한다. 내부적으로 파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블록으로 쪼개지며 

이러한 블록들은 데이터 노드의 집합 안에 저장된다. 네임노드는 

파일과 디렉터리의 열기, 닫기, 이름 변경과 같은 파일 시스템 네

임스페이스 동작을 수행하고 데이터 노드의 블록 매핑을 판단한

다. 데이터노드는 네임노드의 지시에 따라 블록 생성, 삭제 그리고 

복제를 수행한다. HDFS에서의 복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블록마다 3개의 복제본을 생성하여 다른 데이터 노드에 저장된다. 
또한 HDFS의 복제 정책은 운영자가 세울 수 있어 3개 이상의 복

제본을 저장해야 할 경우 데이터 노드의 위치는 랜덤으로 저장된다.

1.2 히든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은 시간적 변화를 가지는 데이터의 인식, 음성 인식, 분류

(Classification)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HMM은 관찰이 불가능한 

은닉(hidden)의 확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을 관찰이 가능한 

기호(symbol)를 발생시키는 다른 확률적 과정을 통하여 모형화

(modeling)하는 이중의 확률론적 과정이다[6]. 일반적인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이 관측 가능한 유한한 상태를 갖는 내부 프

로세스인데 반해 HMM은 각각의 상태에서의 관측 결과를 또 다

른 확률 프로세스로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

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다.
HMM은 관찰 가능한 상태들과 은닉 상태들 간의 확률적 관계

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알고리즘으로써 기호로   로 

표현되며 은닉 상태수를  , 관측 심벌의 개수를  , 관측 순서

의 길이를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가진다.

1)   ⋯  : 은닉상태 집합

2)   ⋯  : 관측 가능한 심벌의 집합

3)   ⋯  : 관측되는 관측열

4)    ,      : 초기 확률 분포

5)    ,            

: A는 상태 전이 확률 분포이며, 는 상태 에서 

상태 로 전이확률을 나타낸다.
6)   ,          

: Β는 관측심벌 확률 분포

III. 본 론

1.1 시스템의 상태(States)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HMM의 입력은 HDFS의 복제본이며 

HMM의 학습에도 사용된다. HDFS의 복제본은 다음과 같이 정

의 한다.

 ×  











  ⋯ 

  ⋯ 

⋮ ⋮ ⋱ ⋮
  ⋯ 

  (1)

배열에서 은 파일 에서 나누어진 블록 복제본을 의미 

하며 은 복제 요소를 의미한다.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어느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

해서는 그 시스템의 상태의 정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퍼지논리(Fuzzy -Logic)을 이용하여 먼저 측정되는 관

측(Observation)에 대한 심볼(Symbol)들을 정의하고 퍼지규칙

(Fuzzy -Rule)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을 썼

다. 이를 이용하면 시스템의 상태나 관측의 심볼 정의와, 

의 계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Hidden Markov Model 

1.2 HMM의 변수(Parameter) 계산

앞에서의 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나머지 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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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를 구해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관측 시퀀스를 이용하여 HMM의 확률을 최대화 시키는 

반복적인 업데이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MM의 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Baum-Welch 방법을 이용하였

다. Baum-Welch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특정 시간 에 대

하여 어느 상태 에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률  을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 에서 에 존재했을 때, 시간   에서 

에 존재할 확률 을 정의해야 한다. 주어진 모델과 관측 

시퀀스가 있을 때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순환 확률(forward 

probability), 역차 확률(backward probability)로 시간 가 1부터 

까지 있을 때 특정 시간 에 시스템의 상태 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각각 순차적인 방법과 역차적인 방법으로 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 초기화(initialization)

     (3)

    (4)

2) 유도(induction)

    





  



 




     (5)

   
  



         (6)

 는 다음 식과 같이  를 모든 에 대하여 합한 것

이다.

   
  



  (7)

식 (1)과 식 (6)을 이용하여 시간 에 대하여 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expected number of transition from  (8)


  

  

 expected number of transitions from  to  (9)

식 (7)과 (8)을 이용하여 HMM의 나머지 변수  와 를 반복

적으로 구할 수 있다. 각각 변수에 대한 최종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10)




  

  

 


  

  

 

(11)

1.3 불필요한 데이터 복제본의 탐색

이렇게 훈련된 복제본에 대한 HMM을 이용하여 관측 심볼의 

적합한 상태를 결정 하므로 불필요한 데이터 복제본을 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심볼의 적합한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Viterbi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Viterbi algorithm은 시간 의 

상태에서   의 상태 의 전이 확률  와 에

서 관측된 복제본인   의 확률    을 곱한 

값이 최대가 되는 path를 선택하면 된다. path확률(12)과 path 
node(13)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max ≤  ≤        (12)

     arg ≤  ≤    (13)

IV. 결 론

1.1 실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HDFS 환경에서 HMM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복

제본을 탐색하고 제거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HMM의 확률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여 복제본의 패턴(Pattern)에 적합한 HMM의 

훈련(Training)방법을 연구하였고 패턴 분석과정에는 퍼지 논리와 

Baum-Welch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복제본은 2가지 상태인 

Hot, Cold 에 Viterb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적합한 상태를 결정 

하였고 Cold 상태로 결정된 복제본은 삭제 한다. 복제본 삭제 시

에는 복제 정책의 Qos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삭제가 이루어 졌

다. 실험 결과 그림 3과 같이 불필요한 복제본이 동적으로 삭제됨

을 확인 하였으며 그 결과 복제 정책의 단점인 HDFS 데이터 노

드의 많은 디스크 공간과,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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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물레이션 시간마다 다른 복제의 총 수

Fig. 3. Different simulation time with different total replica number 

이렇게 HMM모델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상태에서의 관측 결과

를 또 다른 확률 프로세스로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

능한 상태를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을 통한 모델링으로 

다음 관측된 입력 값의 상태를 미리 결정 할 수 있어 처리속도 또

한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패턴 인식과 음성 인식 외의 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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