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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서비스가 갈수록 대형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요

구된다. 따라서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분산 파일 시

스템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성능은 메타데이터 서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 서버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메

타데이터 서버의 향상된 설계를 위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데이터 서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연구,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는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인 GFS, HDFS, LakeFS을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서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서  론
1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수백 명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은 수천 개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서버, 데이터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대용량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서버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및 데이터 서버와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서버의 구조와 연산 처리 방법들은 

메타데이터 서버가 다수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전체 시스템 성능 

및 저장 공간에 대한 확장성, 서버 오류에 대한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메타데이터 서버들 간에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켜 성능을 향상시킨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예로는 

GFS(Google file system)[1], HDFS(Hadoop file  

system)[2], LakeFS[3], Ceph[4], Lustre[5], 

OASIS[6] 등이 있다. 특히 GFS, HDFS, LakeFS는 

기존의 하드웨어에 대한 호환성이 높으며,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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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저비용 

하드웨어를 통해 배포할 수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이런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들의 성능은 메타데이터 서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메타데이터 

서버의 향상된 설계를 위해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들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들의 메타데이터 서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을 분석한 

연구로는 [7]이 있다. [7]은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으나, 시스템의 

핵심인 메타데이터 서버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FS, HDFS, LakeFS의 

메타데이터 서버의 구조와 서버들의 연산 처리 방법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목받고 있는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인 GFS, HDFS, 

LakeFS을 중심으로 그외의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인 

Ceph, Lustre, OASIS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GFS, 

HDFS, LakeFS의 메타데이터 서버들에의 연산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메타데이터 서버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본  론  

 

2.1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 

 

분산 파일 시스템들의 구조는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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