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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

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둡이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저장 및 처리할 

수 없었던 대용량 데이터를 오픈소스인 하둡의 등장으로 누구나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규모 처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하둡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둡은 크게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는 HDFS(Hadoop Distribute File System)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맵리듀스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apReduce와 차세대 맵리듀스로 불리는 YARN을 비교 분석하고 맵리듀스의 용도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맵리듀스(MapReduce), 빅데이터(Bigdata), 하둡(hadoop)

I. 서 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자

원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단 한 대의 컴퓨터

로 저장 및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러 대의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맵리듀스 같은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구글은 무한으로 생성되는 웹문서의 데이터를 

비교적 저렴하게 수집 및 저장하고, 2개월 이상이 걸리던 페이지 

랭크 계산을 단축하기 위해 끝없는 연구와 고민 끝에 구글파일시

스템(GFS)과 대규모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

(MapReduce)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시스템과 아키텍처로는 처리

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파일시스템(GFS)을 벤치마킹하여 오픈 소스 프로그

램인 하둡(Hadoop) [2]이 나오게 되었고, 야후의 아마존, 페이스

북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나왔다.
맵리듀스 [1]는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로, 자동 분산 처리를 지원

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분산 처리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맵과 리듀

스의 두 함수로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또한, 고가의 서버 컴퓨터 대신 저렴한 일반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 클러스터로 사용하여 간결한 장애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맵리듀스의 배경지식과 활용방안에 대해 2장에서 기술하고 3장에

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1. 맵리듀스

1.1 맵리듀스 아키텍처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맵리듀스는 하나의 잡 트랙커와 여러 개

의 태스크트래커로 구성된다. 잡트래커는 네임노드에서 태스크트

래커는 데이터노드에서 각각 구동된다.

그림 1. 맵리듀스 시스템 구성

Fig. 1. MapRedu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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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트래커는 하둡 클러스터에 등록된 전체 잡의 스케줄링을 관

리하고 모니터링한다. 클라이언트가 하둡으로 실행을 요청하는 맵

리듀스 프로그램은 잡(job)이라는 하나의 작업 단위로 관리된다. 
전체 하둡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잡트래커가 실행되며, 보통 하둡

의 네임노드 서버에서 실행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잡을 요청하면 

잡트래커는 잡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개의 맵과 리듀스를 실행할지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맵과 리듀스를 어떤 태스크트래커에서 

실행할지 결정하고, 해당 태스크트래커에 잡을 할당한다. 이때 태

스크트래커는 잡트래커의 작업 수행 요청을 받아 맵리듀스 프로그

램을 실행한다.
태스크트래커는 사용자가 설정한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실행하

며, 하둡의 데이터노드에서 실행된다. 태스크트래커는 잡트래커의 

작업을 요청받고, 잡트래커가 요청한 맵과 리듀스 개수만큼 맵 태

스크와 리듀스 태스크를 생성한다.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가 

생성되면 새로운 JVM을 구동해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를 실

행한다.

1.2 차세대 맵리듀스 YARN

하둡 2.0 버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차세대 맵리듀스 프레임

워크인 YARN [5]이다. YARN에서는 기존의 잡트래커 기능을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와 애플리케이션 마스터

(Application Master)로 분리하였다. 리소스 매니저는 애플리케이

션에 할당해야 하는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잡의 스케줄링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그림 2. YARN 시스템 아키텍처

Fig. 2. YARN System Architecture

IV. 결 론

다양한 디바이스의 활용으로 SNS, 센서네트워크 등에서 발생

하는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중 하나로 빅데이터 처리 분석 기

술인 맵리듀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 처리 핵

심 기술인 맵리듀스에 대한 인력 양성과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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