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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doop platform is a representative storing and managing platform for big data. Hadoop
consists of distributed computing system called MapReduce, and distributed file system called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ode constructions and several parameters. However, since it is hard to construct
thousands of nodes and analyse the constructed system, simulation method is required to analyse
the system. This paper proposes Hadoop simulator based on DEVS formalism which provides
hierarchical and modular modeling. Hadoop simulator provides an experimental environment that is
possible to change of various parameters. It is also possible to design input mode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Hadoop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validate Hadoop Simulator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Hadoop execution results and perform variou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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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종류의 빅 데이터가 증가하는 추
세에 따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며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
러한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하둡이 있다[1]. 하둡은 분산 컴퓨팅
을 위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2]와 분산 파일 시
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3]
로 구성되어 있다. 하둡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통상 수백 대 이상의 노드들로 구성되며,
실제 노드들의 스펙이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에 따라 하둡 플랫폼이 가지는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수천 대 이상의
노드 구축 후에 이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적, 그
리고 공간상의 제약 등 쉽지 않기 때문에 시뮬
레이션 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이미 하둡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었지만 많은 연구들이 맵리듀스를 시뮬레
이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고
HDFS와 함께 하둡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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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둡을 구성하는 맵리
듀스와 HDFS를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
(DEVS: Discrete Event System Formalism)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구현한다[5]. 제안하는 하
둡 시뮬레이터는 하둡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
넌트들이 모듈러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하둡 플랫폼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하둡 시뮬레이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 하둡 모델 설계
2.1. 하둡 플랫폼 모델

HDFS에서는 네임 노드의 분산 저장 알고리즘
을 통해 하나의 파일을 여러 노드로 분산하여
블록 단위로 저장하며, 데이터 노드를 통해 실제
블록을 받아 저장하고 요청하는 파일의 해당 블
록을 읽어준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
를 맵리듀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하는데,
잡트래커에 의해 잡을 여러 태스크로 쪼개어 여
러 노드로 할당하고 해당 노드의 태스크 트래커
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한다. 이 때
네임 노드와 잡 트래커는 마스터 노드에 존재하
며, 데이터 노드와 태스크 트래커는 슬레이브 노
드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각각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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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둡 시뮬레이터 결합 모델

들을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로 나누어
DEVS로 모델링하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 모델
을 두어 노드들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
을 하도록 모델링하였다.
2.2. 입력 모델 및 파라미터

입력 모델은 실제 하둡 수행 결과를 통한 맵
수행 시간, 셔플 수행 시간, 정렬 시간, 리듀스
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각 어플리케이
션의 특성을 반영하며, 이 모델을 입력 받아 시
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시뮬레이터 파라미터로는
노드의 수, 각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맵과 리
듀스 수, HDFS에서 블록 복제본의 수, 블록 사
이즈 등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3. 시뮬레이션 환경 및 실험 결과

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노드 수 증가에 따
른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DEVS 형식론을 이용하여 하둡
플랫폼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응용
프로그램은 실제 하둡 결과를 이용하여 입력 모
델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실제 하둡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
고 검증하였다. 또한 노드의 수를 증가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하둡 시뮬레이터의 확장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기존의
하둡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모델들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더욱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실험 가능한 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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