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

에 살고 있다. Statisa 통계 조사[1]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의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

한 79제타바이트이며 데이터의 규모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

여 빅데이터 저장·처리·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빠른 처리율을 원하고

있다.

하둡은 빅데이터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

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하둡의 환경설정 파일 수정을 통해 서버의 자원을

클러스터에 적절하게 할당하여 처리율을 높이는 방

법이다.

Hadoop2는 설정 파일을 통해 CPU, MEMORY,

NETWORK 자원 할당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Hadoop3의 등장은 기존 자원과 더불어 GPU의 사용

을 고려할 수 있다. GPU는 수 천개의 작은 코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 시 빠른 처리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둡 환경에서 GPU를 사용

한 처리 속도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처리

기법은 하둡 환경설정을 통해 MapReduce 사용 시

GPU를 통해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adoop의 Yarn과 GPU 사용을 위한 환경설정 파일

을 알아보고, 제안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둡 환

경에서 GPU를 사용한 Job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Hadoop의 Yarn과 GPU 사용을 위

한 환경설정 파일을 살펴보고, 제안하는 처리 방법

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2.1 YARN

Yarn은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매니저 역할로

HDFS와 MapReduce 사이에서 리소스 관리, 스케

줄링 관리, 태스크트래커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한다[2]. [그림1]은 Yarn의 아키텍처이다. Yarn은

크게 네 종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리소스 매니저로 전체 클러스터의 자원을 관리한다.

리소스 매니저는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요청하면

이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리소스 사용 상태를 모니

터링 한다. 둘째는 노드매니저로 맵리듀스의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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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커의 기능을 담당하며 컨테이너를 실행한다. 셋

째는 컨테이너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Job이ㅊ 실행

되는 곳으로 슬레이브 서버의 자원들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로 컨테이너에서 실

행되며 노드매니저에게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컨테

이너 실행을 요청한다.

[그림 1] Yarn 아키텍처

2.1.2 Capacity Scheduler

[그림 2]는 Yarn에서 자원 할당을 위해 사용하는

Capacity Scheduler이다.

[그림 2] Capacity Scheduler

Capacity Scheduler는 풀이 아닌 큐를 이용한다. 각

큐는 서로 다른 용량을 설정하여 맵 태스크와 리듀

스 태크스를 실행할 수 있다. Capacity Scheduler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

고, 특정 큐가 할당받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여분의 용량을 다른 큐에게 임시로 할당할 수

있다.

2.2 yarn-site.xml

yarn-site.xml은 Yarn의 네 종류 컴포넌트에 대한

설정파일이다. 표[1]은 노드매니저의 GPU 설정 파

라미터이다[2].

파라미터 비고
nodemanager.resource-

plugins
GPU 모듈 활성화 설정

resource-plugins.gpu.al

lowed-gpu-devices
GPU 검색 설정

resource-plugins.gpu.p

ath-to-discovery-exec

utables

노드매니저가 GPU정보

를 얻기 위한 설정

resource-plugins.gpu.d

ocker-plugin.nvidia-do

cker-v1.endpoint

nvidia-docker endpoint

설정

[표 1] GPU Parameter

2.3 요구사항 도출

본 절은 앞서 선행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2.3.1 GPU 자원할당

GPU 자원은 수 백개의 노드로 구성된 하둡 클러

스터에서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U 자원

은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JOB을 요청했을 때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안하는 하둡 환경에서 GPU를 사용한 Job

처리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

둡 환경에서 GPU를 사용한 처리 방법은 제안한다.

3.1 하둡 클러스터 구성도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둡 환경에서

의 GPU를 사용한 Job 처리 방법의 하둡 클러스터

구성도이다. GPU 자원이 있는 서버와 CPU 자원만

있는 서버를 각기 다른 클러스터로 분리한다. 클라

이언트가 요청하는 Job은 크기에 따라 Big, Middle,

Short로 분류하여 클러스터에 처리를 요청한다.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78 -



[그림 3] GPU를 활용한 Job 처리 방법

3.2 Job 처리 순서도

[그림 4]는 제안하는 하둡 환경에서 GPU를 사용

한 Job 처리 방법의 순서도이다.

[그림 4] Job 처리 순서도

클라이언트가 Job을 요청하면 Job 크기 분류 로직은

크기에 따라 Big, Middle, Small로 분류한다. Big,

Middle Job은 CPU Cluster에 할당된다. Yarn의

Capacity Scheduler에 의해 Job은 크기에 맞게 자원

할당이 이루어진다. Short Job은 GPU Cluster로 할

당된다. 각 클러스터는 할당받은 Job을 처리 후 결

과를 반환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둡 환경에서 GPU를 사용한 Job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CPU, GPU

서버들을 각기 다른 클러스터 구성하여 크기에 따라

Job들을 처리한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 실제 구현과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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