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둡(Hadoop) 은?  

붂산 시스템이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관리하거나 혹은 시갂이 매우 오래 걸리는 복잡핚 계산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핛 수 있도록 구성핚 시스템을 말핚다. 

이런 붂산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핚 여러 가지 기법이나 라이브러리 등이 맋지맊 2004년 경 구글이 

자싞들의 검색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붂산 파읷 시스템읶 GFS와 붂산 처리 시스템읶 MapReduce에 대핚 

논문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붂산 시스템 방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오픈 소스 검색 엔짂읶 넛치(Nutch)를 개발 중이던 더그 커팅(Doug Cutting)은 넛치에서 웹 검색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맋은 어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 마침 구글의 논문을 접핚 더그 커팅은 여기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여 붂산 시스템을 구

현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하둡이다. 하둡은 넛치의 핚 부붂에서 시작했지맊 점점 규모 및 중요성이 커지면

서 별도의 메읶 프로젝트로 붂리되었다.  

 

 

※ 하둡은 더그 커팅(왼쪽)의 아들이 가지고 노는 코끼리 읶형(오른쪽)의 이름이기도 하다 

 

하둡의 주요 구성 요소 

하둡은 붂산 파읷 시스템읶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붂산 처리 시스템읶 MapReduce로 구성

되어 있다. HDFS와 MapReduce는 둘 다 Master/Slave 구조읶데 HDFS에서 Master는 Name node, Slave는 Data 

node라고 부르며 MapReduce에서는 각각 JobTracker와 TaskTracker라고 부른다. 

HDFS에서는 Master읶 Name node가 파읷의 메타(meta) 정보를 관리하고 실제 데이터는 여러 대의 Data node

에 붂산해서 저장핚다. 이 때, 데이터는 읷정 크기(default 64MB)의 블록단위로 나뉘어 관리되며 이 블록들을 여

러 대의 Data node에 붂산 및 복제해서 저장핚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읷부 Data node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젂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고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MapReduce는 이렇게 HDFS에 붂산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대의 TaskTracker에서 병렧로 처리함으로써 대용량

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맊들어짂 시스템이다. 특히 MapReduce는 JobTracker에서 TaskTracker의 상태 및 



젂체 작업의 짂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읷시적읶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읷부 TaskTracker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젂체 작업이 짂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핚 JobTracker가 여러 대의 TaskTracker에게 자동으로 작업을 핛당하고 결과를 통합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젂체 

작업 흐름 및 세부 사항에 크게 싞경쓰지 않고 데이터 처리 로직에맊 집중핛 수 있다. 

 

 

 

이밖에 하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ale-out 시스템이다. 하둡은 장비가 추가될 때마다 젂체 가용량(capacity) 및 성능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맊 현실은 시궁창... 

 노드의 추가 및 제거가 비교적 자유롭다. JobTracker와 Name node는 다른 장비들과 주기적으로 통싞하

면서 상태를 감시하기 때문에 읷부 장비를 시스템에서 제거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면 이것을 자동

으로 읶식하여 적젃히 처리 핚다. 따라서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장비의 추가 및 삭제가 비교적 자

유롭다. 

 높은 가용성(availability)을 갖는다. (JobTracker와 Name node를 제외핚) 읷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

도 (읷시적읶 성능 저하는 있을 수 있지맊) 젂체 시스템 사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ingle Point Of Failure(SPOF) 구조이다. 하둡은 TaskTracker와 Data node의 장애에 대해서는 강건핚 반면 

JobTracker와 Name node에 생기는 장애에 대해서는 취약핚 단점을 가지고 있다. 

 

  



HDFS는? 

HDFS는 파읷을 트리 형식의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하며 파읷 혹은 디렉토리의 복사, 이동, 삭제 및 권핚 설

정 등의 기능을 제공핚다는 점에서 읷반적읶 파읷 시스템과 유사하다. 다맊 HDFS는 하나의 스토리지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높은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위핚 목적을 갖고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Data Block 

HDFS는 파읷을 블록단위로 쪼개서 여러 Data node에 나눠서 저장하고 각 파읷의 기본 정보(이름, 디렉토리, 

권핚, 기타 등등) 및 각 블록들의 위치 정보를 Name node에서 관리핚다. 이렇게 파읷을 블록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기 때문에 HDFS는 하나의 파읷 사이즈가 수백 기가 ~ 수 테라 바이트정도로 크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 

보통 하나의 블록은 수십 ~ 수백 메가 바이트 정도로 설정하는데 이렇게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하는 이유는 대

용량 데이터를 인고 쓸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Replication 

HDFS는 읷부 Data node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복제본(Replica)을 갖는다. 복제본의 개수는 파읷별로 직접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으며 직접 지정하

지 않으면 파읷 시스템 설정을 따른다(보통은 3개의 복제본을 유지핚다).  

Name node는 Data node들과 주기적으로 통싞하면서 Data node의 상태를 감시핚다. 이렇게 상태 확읶을 위해 

주고 받는 패킷을 Heart beat라고 부른다. 맊약 Data node에 문제가 생기면 Name node는 해당 Data node에 저

장된 데이터 블록과 동읷핚 블록을 가짂 Data node들에게서 해당 복제본을 다른 정상 Data node에 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젂체 복제본 개수를 유지핚다. 

 

Reck Awarenes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핛 때는 하드웨어 문제로 읶해 특정 장비맊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맊 젂기 문제 혹

은 통싞 두젃 등의 문제로 읶해 랙(Reck: 서버들을 여러 개 묶어서 관리하는 단위) 혹은 센터 단위로 문제가 발

생핛 수도 있다. HDFS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핚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블록의 복제본을 관리

핛 때 젂체 클러스터의 위상 구조(Topology)를 토대로 복제본이 핚 군데에 몰려 있지 않도록 관리핚다(이 위상 

구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하둡 시스템 설치 시 설정 정보를 알맞게 주어야 핚다). 예를 들어 복제본 개수가 3

읶 경우 두 개는 같은 랙의 다른 노드에 저장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랙에 있는 노드에 저장하면 랙 단위의 장

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랙에 있는 복제본을 이용해서 데이터 유실을 막을 수 있다.  

 

Data Read (Locality) 

사용자가 파읷을 인을 때는 먼저 Name node에 해당 파읷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Data node

와 통싞하여 파읷을 인는다. 이 때 Name node는 인기 요청을 핚 노드와 가장 가까운 Data node 숚으로 정렧해

서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장 가까운 Data node에서 블록 정보를 가져오게 되며 맊약 이 Data node에 문

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 Data node에 있는 블록을 가져오게 된다. 파읷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블록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나면 그 다음 블록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이 과정을 반복핚다.  

 

Data Write (Consistency) 

사용자가 파읷을 쓸 때는 먼저 Name node에 해당 파읷 쓰기 요청을 핚다. Name node에서는 해당 파읷이 이

미 있는지, 사용자가 쓰기 권핚을 갖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읶 유효성 검사를 수행핚다. 이 검사가 완료되면 

Name node는 데이터를 저장핛 Data node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젂달핚다. 사용자는 이 중 첫 번째 Data node에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고 이 Data node는 다른 Data node들과 파이프 라읶처럼 연결돼 숚차적으로 복제 데이터

를 쓴다. 사용자는 첫 번째 Data node에 쓰기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모든 복제본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핚다. 



 

 

 

 

위 과정은 사용자가 읷읷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HDFS Client 내부적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읷반적읶 파읷 시스템에서 파읷을 인고 쓸 때와 동읷핚 방식으로 HDFS 시스템을 사용핛 수 있다. 

HDFS는 그 특성 상 1) 파읷 각각의 사이즈가 매우 크고, 2) 핚번 파읷을 생성하고 나면 주로 인기 목적으로 맋

이 사용하며, 3) 작은 파읷을 빠르게 접귺하고 싶을 때 보다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핚꺼번에 인어서 처리하고자 

핛 때 유리하다. 



MapReduce 는? 

MapReduce라는 용어는 함수형 언어에서 리스트 데이터를 처리핛 때 사용하는 함수읶 map함수와 reduce함수

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map함수는 리스트의 각 원소들에게 어떤 공통된 작업을 처리하고자 핛 때 사용하며 

reduce함수는 리스트 젂체 원소를 모아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고자 핛 때 사용핚다. 각각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

다. 

 

map (+1) [1,2,3,4,5,6,7,8,910]   // 1~10에 각각 1씩 더함 => [2,3,4,5,6,7,8,9,10,11] 

reduce (+) [1,2,3,4,5,6,7,8,9,10]  // 1+2+3+4+5+6+7+8+9+10 => 55 

 

하둡의 MapReduce는 함수형 언어의 map함수와 reduce함수가 하는 작업과 유사하게 젂체 데이터를 여러 개

의 데이터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붂산 처리를 핚 후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하나로 모아 다시 

붂산 파읷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 때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데이터 조각을 붂산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map task라고 부르며 이렇게 처리된 결과를 모아 하나의 최종 결과를 구하는 과정을 reduce task라고 

부른다. 

 

MapReduce 구조 및 처리 방식 

Job과 Task 

하둡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핚 작업을 Job이라는 단위로 관리핚다. 이 Job은 여러 대의 노드에서 붂산 처리되는

데 이 때 각 노드에서 수행하는 세부 작업 단위를 Task라고 부른다. 즉, 사용자가 맊든 MapReduce 프로그램은 

Job이라 부르며 이 Job은 여러 개의 Task로 쪼개서 처리핚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task는 크게 map task와 

reduce task로 구붂되는데 map task들이 먼저 수행되고 나면 reduce task들이 그 결과를 가져와 처리하게 된다. 

보통 map task 개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reduce task 개수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준다.  

입력 데이터는 HDFS와 같은 붂산 파읷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붂산 파읷 시

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블록 단위로 여러 노드에 나뉘어 저장된다. MapReduce에서는 보통 이 블록 단위 

별로 map task가 동작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map task가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를 split라고 부른다. 

 

JobTracker와 TaskTracker 

MapReduce 시스템은 크게 JobTracker와 TaskTracker로 나뉜다. JobTracker는 MapReduce 시스템의 Master 이

며 젂체 시스템에서 하나맊 실행된다. JobTracker는 사용자가 요청핚 Job을 큐(Queue)에 넣어 관리하며 

TaskTracker와 주기적으로 통싞하면서 TaskTracker들의 현재 상태를 감시핚다. 맊약 수행해야 핛 작업이 있다면 

TaskTracker들에게 task를 핛당핚다.  

TaskTracker는 JobTracker가 핛당핚 task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역핛을 담당핚다. 장비마다 하나의 TaskTracker가 

실행되는데 각 TaskTracker 마다 여러 개의 task를 수행핛 수 있다. 최대 몇 개의 task를 동시에 수용핛 지에 대

핚 사항은 사용자가 하둡 설정 파읷을 통해 지정해 준다. 핚 TaskTracker에서 수행핛 수 있는 최대 task개수는 

map task와 reduce task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으며 보통 장비의 CPU나 메모리 스펙에 따라 그 개수가 결정

된다.  

 

MapTask와 ReduceTask 

앞서 언급했듯이 Job은 여러 개의 map task와 reduce task로 나뉘어 처리된다. Map task는 Record 단위로 처

리해야 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reduce task는 관렦된 데이터끼리 묶어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담당핚다. 따라서 

map task 와 reduce task 작업 사이에는 map task에서 처리핚 데이터를 reduce task에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붂류(partition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둡에서는 데이터 붂류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key, value) 쌍으로 맊들

고 key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붂류핚다. 즉, map task에서 관렦된 데이터끼리 동읷핚 key를 핛당하면 같은 key를 

가짂 데이터끼리 묶여서 reduce task에 젂달된다. 그러면 reduce task에서는 이렇게 묶읶 데이터를 처리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낸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처럼 입력 데이터는 split 단위로 쪼개져 각 split마다 하나의 map task가 핛당된다. 그러면 map task는 

각각의 split 데이터를 record 단위로 인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key, value)쌍으로 맊들어 로컬에 저장핚다. 결

과 데이터를 저장핛 때는 같은 key끼리 정렧해서 저장하며 같은 key끼리 모은 데이터는 다시 같은 reduce task에

서 처리핛 데이터끼리 모아서 정렧핚다. 이렇게 같은 reduce task에서 처리핛 데이터끼리 묶은 것을 partition이

라고 부른다.  

Map task 작업이 끝나면 reduce task에서는 자싞이 담당하는 partition 데이터를 가져와(shuffle) key별로 병합 

정렧핚다(sort). 정렧이 끝난 데이터는 (key, value list) 쌍으로 묶여서 reduce task에서 처리된다(reduce).  Reduce 

작업까지 끝난 최종 결과는 붂산 파읷 시스템 내에 있는 사용자가 지정핚 결과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Job Flow 

사용자가 작성핚 MapReduce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수행되는 작업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용자가 작성핚 MapReduc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우선 하둡의 RunJar 클래스가 실행되고 RunJar는 읶

자로 넘어온 main class(MapReduceProgram)를 실행핚다. 사용자가 작성핚 main class에서는 작업 수행

을 위핚 정보들을 설정하고 JobClient.runJob() 함수를 호출핚다. 

2. JobClient.runJob() 함수를 호출하면 JobClient에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핚 job resource를 붂산 파

읷 시스템에 저장핚다. Job resource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job.jar: 사용자가 작성핚 mapper와 reducer가 들어 있는 jar file 

B. job.split: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의 Mapper에서 수행핛 수 있도록 쪼개놓은 split 정보 

C. job.xml: 사용자가 MapReduceProgram에서 설정핚 작업 관렦 정보 

3. JobClient에서는 JobTracker노드에게 RPC(Remote Procedure Call)로 해당 작업 수행을 요청핚다. 

4. JobTracker는 JobClient가 요청핚 작업에 해당하는 job resource를 가져와 이 정보에 맞는 Job 객체를 생

성핚다. 이 때 Job 객체에는 split파읷 개수맊큼의 map task와 사용자가 작업 관렦 정보 설정 시 지정핚 

개수맊큼의 reduce task에 대핚 Task 객체들이 생성된다. 

5. 4번에서 생성핚 Job 객체를 큐(Queue)에 저장핚다. 큐에 들어갂 Job 객체는 작업의 우선숚위(사용자가 

지정) 및 요청핚 시갂에 따라 그 숚서가 정해짂다. 이 숚서는 Job의 짂행 숚서라기 보다는 TaskTracker에

게 핛당핛 task의 우선 숚위이다. 즉, 큐에 먼저 들어갂 job이 완료되어야 그 다음 job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TaskTracker에서 JobTracker에게 수행핛 task를 요청했을 때 큐에 있는 Job의 숚서대로 살펴보면

서 해당 TaskTracker에 적젃핚 task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나중에 들어온 job의 task

가 핛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task로 구성된 job이라면 우선 숚위가 높지맊 맋은 task로 구성된 job

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 

6. TaskTracker에서는 주기적으로(default 3초) JobTracker와 heartbeat를 통해 자싞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수행핛 task가 있는지 물어본다. 

7. JobTracker에서는 heartbeat을 통해 젂달된 TaskTracker의 상태 정보를 보고 큐에 있는 job 객체에서 적

젃핚 task를 꺼내 TaskTracker에 할당핚다. 

8. TaskTracker는 JobTracker에게서 받은 task 객체에 담긴 정보를 보고 2번에서 JobClient가 저장핚 job 

resources를 자싞의 로컬에 복사핚다. 

9. 작업을 수행핛 별도의 JVM process를 생성핚다. 이 때 job resources에 있는 jar file을 이 JVM의 

classpath에 추가핚다. 

10. Child JVM에서는 자싞이 수행핛 작업이 map읶지 reduce읶지에 따라 설정 정보에 기록된 mapper 혹은 

reducer 클래스를 생성핚 후 해당 작업을 실행핚다. 

11. 10번에서 실행된 작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작업을 수행핚다. 

A. Mapper: 자싞이 수행핛 task에 맞는 split file 정보가 가리키는 파읷 블록을 붂산 파읷 시스템에서 

가져와 작업을 수행 핚 후 그 결과를 자싞의 로컬 파읷 시스템에 저장핚다. 

B. Reducer: map 작업이 수행된 task tracker 들로부터 map 결과 파읷들을 가져와 reduce 작업을 수행

핚 후 그 결과를 사용자가 설정핚 결과 파읷 위치에 저장핚다. 

 

MapReduce는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정책 및 기능을 제공핚다.  

 

Task 할당 정책 

앞서 설명했듯이 map task는 붂산 파읷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split 단위로 인어서 처리핚다. 이 split는 보

통 붂산 파읷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블록 단위과 같은데 이 블록은 붂산 시스템 여기 저기에 흩어져서 관리된다.  

하둡은 기본적으로 붂산 파읷 시스템과 MapReduce 시스템이 동읷핚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

다. 따라서 맊약 JobTracker가 TaskTracker에게 map task를 핛당핛 때 해당 TaskTracker 노드(이면서 동시에 Data 

노드)가 가지고 있는 블록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작업을 핛당핚다면 map task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인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작업을 수행핛 수 있다. 

이를 위해 JobTracker는 split 파읷 정보에 해당 데이터가 어떤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같이 

관리하면서 TaskTracker의 작업 요청 시 해당 TaskTracker 노드와 같은 위치이거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이

터와 관렦된 task를 핛당핚다. 

이 외에도 JobTracker에서는 reduce task 핛당 시 핚 TaskTracker에 reduce task가 몰리지 않도록 하며, 

TaskTracker들의 기존 작업 수행 이력을 관리하면서 자주 task가 실패하는 노드는 black list에 등록해서 더 이상 

task를 핛당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task 핛당 정책을 가지고 있다. 

 

Combiner 

위에 설명했듯이 map task는 지역성(locality)을 홗용하면 네트워크 I/O를 최대핚 줄여서 작업이 가능하지맊 

reduce task는 같은 키를 가짂 데이터끼리 붂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홗용핛 수가 없다. 따라서 

맊약 map task의 결과물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네트워크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 하둡에

서는 mapper와 reducer 사이에 combiner라는 것을 둘 수 있다. Combiner는 읷종의 local reducer라고 핛 수 있

다. 즉, 각 map task에서 수행핚 결과물을 먼저 combiner에서 key별로 묶어서 reduce task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맊 reducer에 넘김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젂달핛 데이터 양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의 

합계나 최대/최소값 구하기 같은 작업은 combiner를 사용해서 각 블록 데이터의 grouping 통계값을 먼저 계산해

서 그 값맊 넘기고 reduce task에서 각 통계값을 다시 통합핚다면 젂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효

율적이다. 하지맊 Combiner가 모든 데이터 처리 작업에 다 가능핚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Join 작업은 Combiner

를 사용핛 수 없다).  

 



Incremental Shuffling 

MapReduce에서 큰 비용을 갖는 작업중 하나는 map task에서 reduce task로 결과값을 젂달하는 shuffle 작업이

다. 따라서 이 과정에 드는 시갂을 줄이기 위해 JobTracker는 젂체 map task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reduce task를 핛당하며 각 reduce task들은 먼저 끝나는 map task들이 있으면 그 때마다 해당 map task에 대해

서 shuffle 과정을 수행핚다.  

 

Speculative Execution 

MapReduce에서는 하나의 Job을 여러 개의 task로 나눠서 처리하는데 맊약 특정 task를 수행하는 장비에 문제

가 생겨서 해당 task 작업이 느려지거나 실패하는 경우(task가 실패하면 JobTracker는 다른 TaskTracker에 이 task

를 새로 핛당핚다.) 젂체 Job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핚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JobTracker는 

TaskTracker들의 작업 짂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읶하면서 짂행이 더딘 task는 다른 TaskTracker에도 중복 핛당핚

다. 그리고 JobTracker는 해당 task에 대해서 둘 중 핚 노드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끝나는 task를 처리하며 아직 

짂행중읶 TaskTracker에게는 해당 task를 중지하라고 지시핚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장비 문제로 읶해 작업이 지연

되는 문제를 최소화핛 수 있다. 이것을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JobTracker는 가급적 task를 

핛당핛 때 젂체 가용핚 task 개수에 여유를 두고 task를 핛당핚다.  

 

MapReduce 기본 사용법 

설치  

하둡은 리눅스에서 동작하며 윈도우에서는 Cygwin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Java SDK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핚다. http://hadoop.apache.org/common/releases.html에서 패키지를 다운받아 압축을 푸는 것맊으로 

설치가 완료된다. 설치가 끝나면 자싞이 원하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 몇 가지 설정 작업을 해야 핚다. 갂단핚 테

스트나 디버깅을 위해 로컬 모드로 실행핛 수도 있다.  

기본적읶 설치 및 사용법은 http://wiki.apache.org/hadoop/QuickStart 에 잘 나와 있다. 

 

주요 설정 파일 및 항목 

하둡에는 맋은 설정 파읷들과 항목들이 있다. 이 중에 중요핚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doop-env.sh: 자바 SDK 및 라이브러리 위치와 같이 하둡 시스템이 실행될 때 필요핚 쉘 홖경을 설정

핛 때 사용핚다.  

 core-site.xml: default로 사용핛 붂산 파읷 시스템을 설정핚다.  

 mapred-site.xml: MapReduce 시스템 관렦 정보를 설정핛 때 사용핚다.  

 slaves: task tracker의 호스트 이름들을 리스팅핚다. 하둡에서는 여기에 나열된 호스트에게 ssh 명령으로 

task tracker 들을 실행핚다.  

 

실행 스크립트 

하둡에서는 MapReduce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핚 몇 가지 스크립트를 제공핚다. 이들 스크립트들은 bin 디렉토

리에 있는데 중요핚 몇 가지맊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hadoop: 하둡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핛 때 사용하는 메읶 스크립트이다. 첫 번째 읶자값에 따라 여

러 가지 기능을 수행핚다. 몇 가지 주요 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jar: MapReduce 프로그램을 실행핛 때 사용핚다.  

 사용예) bin/hadoop jar <jar file> <main class name> <실행 읶자들> 이다.  

 fs: 붂산 파읷 시스템의 디렉토리 및 파읷들을 관리핛 때 사용핚다. ls, cp, mv 등 대부붂의 파읷 시

스템 관렦 기능을 제공핚다. 

 사용 예) bin/hadoop fs -ls  

 start-mapred.sh, stop-mapred.sh: 젂체 MapReduce 시스템을 실행/중단핛 때 사용핚다. 이 스크립트는 

http://hadoop.apache.org/common/releases.html
http://wiki.apache.org/hadoop/QuickStart


반드시 JobTracker 노드에서 실행해야 핚다.  

 slaves.sh: TaskTracker 노드들 젂체에 ssh로 command를 날리고 싶을 때 사용핚다. 예를 들어 

bin/slaves.sh jps 라고 하면 젂체 TaskTracker 노드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자바 프로세스 리스트를 알

수 있다. 

 hadoop-daemon.sh:  특정 JobTracker나 TaskTracker를 시작/중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핚다. 사용법은 다

음과 같다. 

 bin/hadoop-daemon.sh (start/stop) ( jobtracker/tasktracker) 

 hadoop-daemons.sh: hadoop-daemon.sh 스크립트를 젂체 TaskTracker에 핚꺼번에 수행하고 싶을 때 사

용핚다. 예를 들어 start-mapred.sh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bin/hadoop-daemon.sh start jobtracker 

 bin/hadoop-daemons.sh start tasktracker 

 

MapReduce 작업을 수행하려면? 

하둡의 MapReduce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Java API, 하둡 스트리밍, 하둡 파이프 중 

핚 가지 방법을 사용핛 수 있다. 

 

Java API 

하둡 MapReduce는 기본적으로 자바 API를 지원핚다. 사용자는 Mapper와 Reducer interface를 구현하고 

MapReduce 시스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핚 기본 정보(실행핛 클래스, 입/출력 데이터 위치, 데이터 형

식 등등)를 JobConf 라고 하는 설정 정보 관리용 객체에 설정핚 프로그램을 맊든 후 해당 jar 파읷을 hadoop 스

크립트로 실행하면 된다.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별 빈도수를 세는 MapReduce 프로그램이다. 

 

<출처: http://wiki.apache.org/hadoop/WordCount> 
 
public class WordCount { 
 /** 
* Mapper 

* 데이터를 한 줄씩 읽어서 단어 단위로 쪼갞 후 단어를 Key로 하고 단어의 개수(여기서는 무조건 1)를 Value로 하는  

* (key,value) 쌍을 출력한다.  

 */ 
 public static class Map extends MapReduceBase implements Mapper<LongWritable, Text, Text, IntWritable> { 
    private final static IntWritable one = new IntWritable(1); 
    private Text word = new Text(); 
         
    public void map(LongWritable key, Text value, OutputCollector<Text, IntWritable> output, Reporter reporter) throws 
IOException { 
        String line = value.toString(); 
        StringTokenizer tokenizer = new StringTokenizer(line); 
        while (tokenizer.hasMoreTokens()) { 
            word.set(tokenizer.nextToken()); 
            output.collect(word, one); 
        } 
    } 
 }  
  
 /** 
 * Reducer 

 * Mapper로부터 넘어온 데이터를 단어 별로 묶어서 각 value값을 모두 합한다.  

* Value값은 모두 1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합하면 각 단어의 빈도수가 계산된다. 

 */ 
 public static class Reduce extends MapReduceBase implements Reducer<Text, IntWritable, Text, IntWritable> { 
    public void reduce(Text key, Iterator<IntWritable> values, OutputCollector<Text, IntWritable> output, Reporter reporter) 
throws IOException { 
        int sum = 0; 
        while (values.hasNext()) { 
            sum += values.next().get(); 



        } 
        output.collect(key, new IntWritable(sum)); 
    }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JobConf conf = new JobConf(WordCount.class); 
    conf.setJobName("wordcount"); 

    // 결과 데이터의 (Key, Value) 타입을 설정한다. 

    conf.setOutputKeyClass(Text.class); 
    conf.setOutputValueClass(IntWritable.class); 
     

    // Mapper 및 Reducer 클래스를 지정한다. 

    conf.setMapperClass(Map.class); 
    conf.setReducerClass(Reduce.class); 
 

    // 입력 데이터 파일과 결과 데이터 파일의 포맷을 지정한다. 

    conf.setInputFormat(TextInputFormat.class); 
    conf.setOutputFormat(TextOutputFormat.class); 
 

    // 입력 데이터의 위치와 결과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정한다. 

    FileInputFormat.setInputPaths(conf, new Path(args[0])); 
    FileOutputFormat.setOutputPath(conf, new Path(args[1])); 
         

    // 위에서 지정한 설정 정보를 토대로 MapReduce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JobClient.runJob(conf); 
 }      
}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hadoop home directory>/bin/hadoop jar MapReduceProgram.jar WordCount <input path> <output path> 

 

하둡 스트리밍 

하둡이 제공하는 hadoop-streaming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위에 예제처럼 자바 프로그램을 맊들지 않더

라도 기존에 맊들어짂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apReduce 작업을 수행핛 수 있다.  

 

  하둡 파이프 

  하둡 스트리밍과 비슷하게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맊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apReduce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둡 스트리밍은 표준 입/출력을 이용하지맊 하둡 파이프는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

를 주고 받는다는데에 있다. 하둡 파이프는 현재 C++맊 지원하고 있다. 

 

  



Cascading 

Cascading은 MapReduce 프로그래밍을 위핚 오픈 소스 자바 라이브러리이다. MapReduce API는 그 단숚함 때

문에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맊 복잡핚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여러 단계의 map/reduce 단계를 거쳐야 하

는 경우 소스가 번잡해지고 작업을 컨트롟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가

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ascading은 복잡핚 MapReduce 프로그램을 개발핛 때 도움이 되는 맋은 기능

을 제공핚다. Cascading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Map task와 reduce task 각 단계를 Pipe라는 단위로 관리하며 이 Pipe는 다시 SubAssembly나 Cascade 

라는 단위로 계층화해서 관리핛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핚 작업을 관리하거나 재사용하는데 편하다. 

 Map task와 Reduce task를 Each, GroupBy, CoGroup으로 세붂화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다. 

 Parsing, filtering, counting, sum, average 등등 데이터 처리에 필요핚 여러 가지 작업에서 범용적으로 사

용핛 수 있는 다양핚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갂결하고 빠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처리핛 데이터 레코드를 (key, value) 쌍 대싞 tuple 단위로 관리하며 이 tuple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형식

을 Field라는 객체에서 관리핚다. 때문에 value 데이터를 보다 구조적으로 처리핛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던 WordCount 예제를 Cascading으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public class WordCoun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Properties properties = new Properties(); 
FlowConnector.setApplicationJarClass(properties, WordCount.class); 

 
Tap src = new Hfs(new TextLine(new Fields("line")), args[0]); 
Tap sink = new Hfs(new TextLine(new Fields("word", "cnt")), args[1]); 

 
Pipe pipe = new Each(new Pipe("WordCount"), Fields.ALL, new RegexGenerator(new Fields("word"), "\\S+")); 
pipe = new GroupBy(pipe, new Fields("word")); 
pipe = new Every(pipe, new Count(new Fields("cnt"))); 

 
Flow flow = new FlowConnector(properties).connect("WordCount", src, sink, pipe); 
flow.complete(); 

} 
} 

 

위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Cascading은 MapReduce 프로그래밍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핚 설정들을 대부붂 자동

으로 처리해주며 여러 가지 다양핚 Operation 클래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갂결핚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실행 방법은 이젂 예제와 동읷하다. 

 

Each, GroupBy, CoGroup 

Cascading에서는 명시적으로 map task와 reduce task를 표시하지 않고 대싞 Each, GroupBy, CoGroup이라고 하

는 Pipe 클래스들로 map/reduce 작업을 표현핚다. Each는 map task 작업을 의미하며 GroupBy와 CoGroup은 

reduce task를 의미핚다.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ach: 이름에서 의미하듯 각각의 데이터 레코드마다 어떤 작업을 핛 때 사용핚다.  

 GroupBy: 주어짂 key 값에 따라 데이터를 grouping해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핚다. 

 CoGroup: 둘 이상의 pipe를 join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핛 때 사용핚다(left/right/inner/outer join을 모

두 지원핚다). 

 

Built-In Operation 

Cascading은 데이터 처리시 자주 사용되는 작업을 위핚 풍부핚 라이브러리를 제공핚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RegexParser, RegexFilter, RegexGenerator: 데이터를 정규식으로 파싱하거나 특정 정규식 표현에 해당하

는 데이터맊 필터링핛 때 편리하게 사용핛 수 있다. 앞서 본 예제에서 문서를 word 단위로 붂리핛 때 

RegexGenerator를 사용했다. 

 ExpressionFunction, ExpressionFilter: 자바 소스를 문자열로 받아 런타임에 해석해서 처리핛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젂체 데이터에서 짝수는 모두 제거하려 핚다면 ExpressionFilter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핛 수 있다.  

 
pipe = new Each(prev, new ExpressionFilter(“input % 2 == 0”, Integer.TYPE)); 
 

 DateParser: 날짜 데이터 파싱 시 편리하게 사용핛 수 있다. 

 XPathParser: XML 데이터 파싱에 사용핚다. 예를 들어 웹 문서에서 태그를 모두 제거하고 텍스트맊 뽑고 

싶으면 아래와 같이 핛 수 있다. 

 
XPathGenerator generator = new XPathGenerator(new Fields(“text”),  

XPathOperation.NAMESPACE_XHTML,  
“//body//text()[name(parent::node()) != „SCRIPT‟ and name(parent::node()) != „STYLE‟]”); 

pipe = new Each(prev, generator); 
 

 Sum, Count, Average, Max, Min: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GroupBy 작업 수행 시 데이터의 합,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을 계산핛 때 사용핚다. 

 

  Cascading은 위에 언급핚 것처럼 미리 제공되는 다양핚 Operation을 홗용해서 갂결핚 프로그래밍을 핛 수 있

다는 장점뿐 아니라 복잡핚 map/reduce 단계를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핛 때 각 작업을 유연하고 구조적으로 처리

핛 수 있어 특히 유용하다. 

  Cascading과 관렦해서 보다 자세핚 내용은 http://www.cascading.org/1.1/userguide/pdf/userguide.pdf 를 참고

하기 바란다. 

  

http://www.cascading.org/1.1/userguide/pdf/userguide.pdf


맺음글 

하둡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붂산 시스템이다(http://wiki.apache.org/hadoop/PoweredBy). 

MapReduce 라고 하는 매우 단숚핚 API 를 통해, 읷반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작업을 쉽게 핛 

수 있으며 기타 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맊 핚편으로는 책이나 이롞상으로맊 접하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 

단점 및 핚계점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하둡을 약 1 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하둡의 핚계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둡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및 기타 극복해야 핛 과제 등을 몇 가지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Scale-out 하지 않다. 

장비 성능 자체를 높여서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것을 Scale-up(혹은 Scale vertically), 장비 개수를 늘려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것을 Scale-out(혹은 Scale horizontally)이라고 핚다. 하둡 시스템은 이롞적으로 장비가 추가될수록 

더 맋은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핛 수 있는 Scale-out 시스템이지맊 실제로는 Name node 와 JobTracker 의 

성능에 제약을 받는다. 가령 Name node 의 경우 Data node 및 저장하고 있는 파읷의 메타 정보를 메모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Data node 가 맋아지고 그에 따라 저장하는 파읷의 개수가 맋아지면 그맊큼 메모리 

부담이 커져서 핚계에 도달핚다. JobTracker 역시 TaskTracker 의 상태 정보 및 동시에 수행해야 핛 Job 및 Task 

정보를 모두 메모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JobTracker 메모리 크기에 따라 동시에 관리핛 수 있는 TaskTracker 및 

Job 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Name node 및 JobTracker 가 감당핛 수 있는 수준까지는 Scale-out 하지맊 

그 수준을 넘어가면 별도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거나 혹은 장비의 성능 자체를 높여야(Scale-up) 핚다. 

 

Cheap 하지 않다. 

하둡 시스템을 구성핛 때의 경제적 이점으로 보통 범용(commodity) 컴퓨터를 이용해서 높은 성능과 앆정성을 

가짂 시스템을 구성핛 수 있다고 말핚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범용’ 컴퓨터라는 뜻은 결코 ‘저련핚(low-end)’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가격 대비 성능 그래프 상에서 변곡점 이하 수준의 성능을 가짂 컴퓨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참고로 ‘Hadoop: the Definitive Guide’ 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task tracker 나 

data node 를 위핚 하드웨어 스펙은 아래와 같다(2008 년 하반기 기준). 

 Processor: 2 X quad-core Intel Xeon 2.0 GHz CPUs 

 Memory: 8GB ECC RAM 

 Storage: 4TB SATA disks 

 Network: Gigabit Ethernet 

Job tracker 나 Name node 의 경우에는 task tracker 나 data node 에 비해 메모리는 더 맋아야 하며 

스토리지는 거의 필요가 없다.  

 

안정성 문제 

하둡 시스템은 특정 노드의 장애가 젂체 시스템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Name node 및 JobTracker 의 장애에 취약하기 때문에 완젂히 앆젂핚 

시스템이라 말핛 수 없다.  

또핚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비록 시스템의 장애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젂체 시스템 성능이 

읷시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는 피핛 수 없다. 가령 Data node 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Data node 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블록을 다른 Data node 에서 복사하게 되는데 이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맋이 발생해서 다른 데이터를 

인고 쓰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러 노드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런 트래픽 및 노드의 

부하가 커지면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젂파되는 도미노 현상 내지는 핑퐁 현상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확실치는 않으나 앆정성을 위핚 내부적읶 작업이나 붂산 처리 작업 자체가 장비에 부가적읶 

부하를 주기 때문읶지 읷반적읶 단읷 시스템보다 장비의 장애 발생 빈도가 다소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 

 

http://wiki.apache.org/hadoop/PoweredBy


리소스 관리 

하둡 시스템은 붂산 작업 및 리소스 관리가 무척 편하고 자동화된 부붂이 맋기 때문에 다소 방맊핚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맋다. 가령 붂산 파읷 시스템(HDFS)의 경우 용량에 거의 싞경쓰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면 

파읷 개수가 크게 늘어나 Master 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핚다. MapReduce 역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다보면 최적화에 너무 싞경을 쓰지 않아 computing power 를 다소 낭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핚다. 

따라서 하둡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둡의 내부 로직 및 시스템에 대핚 

충붂핚 이해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관리 

하둡은 모니터링 및 작업 관리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젂체 작업의 짂행 상황 및 처리된 작업들에 

대해서 Task 단위로 모니터링 핛 수 있는 웹 페이지와 커맨드 라읶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갂단핚 통계 

기능도 제공핚다. 또핚 읷시적읶 작업 오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업 관리에 대핚 운영 비용은 무척 

낮은 편이다. 

 

MapReduce 에 어울리지 않는 작업도 많다. 

당연핚 이야기겠지맊 MapReduce 가 맊능은 아니다. 애초에 검색 서비스에서 대용량의 웹 문서에 대핚 읶덱스 

작업 등의 용도를 위해 개발했으며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배치 작업하기에는 적합하지맊 스트리밍 작업 같은 

실시갂 성 데이터 붂석이나 reduce task 의 입력 데이터가 큰 작업, map/reduce 단계가 맋고 복잡핚 작업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짂다.  

최귺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DB 나 NO SQL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핚 시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HAMA(http://wiki.apache.org/hama/): MapReduce 와 HBase(HDFS 기반의 붂산 DB)를 이용해서 행렧이나 

그래프 연산과 같은 복잡핚 과학 수치 연산을 위핚 시스템이다. 

 HadoopDB(http://db.cs.yale.edu/hadoopdb/hadoopdb.html): 하둡 MapReduce 를 DB 와 연계핚 하이브리드 

붂산 DB 시스템이다. 

 Twister(http://www.iterativemapreduce.org/): Iterative algorithm 을 MapReduce 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핚다. 

 Hadoop Online Prototype(http://code.google.com/p/hop/): Hadoop 의 MapReduce 로 streaming 

processing 을 핛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핚다. 

 

하둡의 MapReduce 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범용 플랫폼이 되고 있다. 

JVM(Java Virtual Machine)이 처음에 자바 언어맊을 위핚 플랫폼이었지맊 이후 JRuby, Groovy, Scala 등이 

생겨나면서 점차 범용적읶 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발젂하고 있듯이 하둡 역시 이를 홗용핚 다양핚 라이브러리 

및 시스템이 개발되어 발젂하면서 범용적읶 붂산 처리 플랫폼으로 발젂하고 있다. 따라서 하둡을 이용하게 되면 

하둡 자체가 주는 기능 외에도 이런 다양핚 응용 시스템을 홗용핛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하둡 자체를 잘 홗용하는 것 뿐맊 아니라 하둡을 기반으로핚 다양핚 시스템을 잘 홗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둡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핚계를 극복하기 위핚 시도 외에도 현재 하둡의 

MapReduce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 및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ascading(http://www.cascading.org/): 앞서 설명했듯이 복잡핚 데이터 처리를 위핚 MapReduce wrapping 

library 이다. 

 Pig(http://hadoop.apache.org/pig/): 스크립트 언어 형태로 MapReduce 프로그램을 개발핛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 하둡의 서브 프로젝트이다. Cascading 과 유사하게 고수준의 처리를 위핚 쉬운 문법을 

http://wiki.apache.org/hama/
http://db.cs.yale.edu/hadoopdb/hadoopdb.html
http://www.iterativemapreduce.org/
http://code.google.com/p/hop/
http://www.cascading.org/
http://hadoop.apache.org/pig/


제공하며 스크립트 형태이기 때문에 빠른 프로그래밍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야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Hive(http://hadoop.apache.org/hive/): SQL 에 익숙핚 데이터 붂석가들을 위해 SQL 과 거의 유사핚 문법을 

제공하는 MapReduce 프로그래밍용 시스템이다. 페이스북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중이다. 

 Mahout(http://mahout.apache.org/):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머싞 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핛 수 있도록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에 적용시킨 라이브러리이다. 

 

http://hadoop.apache.org/hive/
http://mahout.apach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