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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xii

추천사

이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는 짧은 시간에 차세대 빅데이터(Big Data) 처리 엔진

으로 부상했으며, 점점 더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다. 스파크는 빅데이터 혁명의 도화

선이 된 하둡 맵리듀스(Hadoop MapReduce)에 비해 진일보했다. 몇몇 주요 관점에서 살

펴보자면, 쓰기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진 우수한 API들 그리고 대화형 쿼리(query), 스트리

밍(streaming),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그래프 처리와 같은 다양한 작업 부하를 처

리해 낼 수 있는 기존의 배치 애플리케이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운 좋게도 스파크가 백지 상태일 때부터 오늘날의 가장 인기 있는 빅데이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스파크의 창시자인 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 그리고 이 책의 공저자들이면서 핵심 스파크 개발자들인 패트릭 

웬델(Patrick Wendell), 앤디 콘빈스키(Andy Konwinski), 홀든 카로(Holden Karau)를 만

난 것은 특히 기쁜 일이었다.

급부상하는 스파크의 인기와 함께 생긴 고민거리는 질 좋은 참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 책은 스파크를 배우려는 데이터 과학자, 학생, 개발자를 위해 디자인된 수십 개의 상

세한 예제를 갖추어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배경 지식

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접근하도록 쓰였으며, 어느 분야에 있던 사람도 입문하기에 좋은 시

작점이 될 것이다. 

이온 스토이카(Ion Stoica)

데이터브릭스 CEO이자 UC 버클리 AMPLap 공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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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1 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IT 분야의 변화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다. 처음 이 분

야에 뛰어들었을 때는 Main Memory DBMS가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그리고 

그런 회사에 어쩌다 보니 신입으로 입사했었다). 데이터 처리의 병목 구간이 디스크이고 앞으로 

메모리 가격은 점점 내려갈 테니 시장성이 매우 커 보였다. 

그러나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SSD가 등장했

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모리 가격의 하락보다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스마트폰

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 모바일이 이렇게 발전할지도 알 수 없던 때였다. 결국, 그 시대의 

MMDBMS들은 거의 잊히게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scale 

out 구조의 하둡과 그 에코 시스템이 등장하며 데이터 처리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

르게 되었다(RDBMS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둡을 있게 했던 맵리듀스조차 이제는 조금씩 저물어 가는 양상을 보이

며, 이 책의 주제인 스파크나 본인이 참여 중인 타조(Tajo) 같은 MR을 대체하는 프로젝트

들이 다수 생겨났다. 물론,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할 때도 스파크는 이미 핫(hot)한 소프트웨

어였지만 지금은 더욱 인기가 치솟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의 양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10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데이터를 읽어 올바른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읽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

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 외에 소프트웨어의 다른 중요한 가치라면 사용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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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스파크는 마치 맥가이버 칼과도 같은 느낌

이다. 분산 처리 능력을 갖춘 코어 API 위에 추가적인 컴포넌트로 SQL, 스트리밍, 머신 

러닝 등을 다 함께 제공하는 그런 통합 도구로서 말이다. 또한, 스칼라로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는 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스칼라를 잘 안

다거나 주로 쓰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좋은 영향을 끼

친다고 생각한다.

고급 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스파크 입문 수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적이라 경험이 많은 

독자들에겐 성에 안 찰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번역이지만, 수개월

간 이래저래 많은 고생을 했고 이제는 끝낼 때가 온 것 같다. 집필이든 번역이든 아무나 하

는 건 아닌 것 같다.

주말에도 늘 나가서 번역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가족에게 소홀했다. 정주원, 성빈, 수빈에

게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또, 좋은 회사를 만들어 주신 그루터 대표님과 훌

륭한 그루터 멤버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족한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제이펍 출판

사 분들과 서툰 문장에 많은 고생을 겪으셨을 편집자 및 베타리더들 그리고 번역이 막힐 때 

큰 도움을 준 정신섭 군에게도 많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9월

옮긴이 박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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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병렬 데이터 분석이 점점 당연시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더 쉬운 도구

를 찾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치 스파크는 가장 있기 있는 도구로 빠르게 떠올랐으며, 

맵리듀스(MapReduce)를 확장하면서도 보편화시키고 있다. 스파크는 크게 세 가지의 장점

이 있다. 첫 번째로, 쓰기 쉽다. 자신의 PC에서 고수준 API를 사용해 처리할 작업 내용에

만 집중해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두 번째로, 스파크는 빠르면서도 대화형 작업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는 기존에 각기 다른 엔진

을 써서 돌아가던 여러 가지 타입의 연산(예: SQL 쿼리, 텍스트 처리, 머신 러닝)을 한군데서 

쉽게 묶어서 돌릴 수 있는 범용 엔진이다. 이런 특징들은 스파크를 일반적인 빅데이터 학습 

시에 좋은 출발점이 되게 해 준다.

이 입문서는 스파크를 빠르게 익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쓰였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PC
에 스파크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하고, API를 배우기 위해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 정도 시점이 되면 가능한 작업의 세부 사항과 분산 실행

에 대해 다루고, 최종적으로는 스파크에 내장된 머신 러닝, 스트림 처리, SQL 등의 고수준 

라이브러리를 둘러보게 될 것이다. 한 대의 컴퓨터든 수백 대로 구성된 클러스터든 데이터 

분석에 관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책이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

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와 데이터 엔지니어(data engineer)를 대상으로 한다. 

스파크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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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이기 때문이다. 스파크의 강력하고도 데이터 집중적인 라이브러리들(MLlib처럼)은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지닌 통계적 지식으로 단일 머신에서만 고민하던 문제들을 훌

쩍 뛰어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스파크로 범용적인 분산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지, 제품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지 익힐 수 있다. 그들 모두 다른 분

야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겠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겪는 거대

한 분산 컴퓨팅 문제에 대해서 스파크를 적용하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될 것이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데이터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모델을 찾는 것에 집중한다. 그

들은 대개 통계 및 수학적인 지식을 갖고서 파이썬(Python), R, SQL을 쓰는 데에 익숙하

다.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한 예제에는 파이썬과 함께 적절한 SQL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파크의 머신 러닝 및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신이 데

이터 과학자라면 이 책을 읽고서 특히 더 큰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데 추가의 노력 없

이 기존과 동일한 수학적 접근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그룹은 자바(Java), 파이썬 및 여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다.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이 책에서 스파크 클러스터

를 어떻게 셋업하고, 스파크 셸(shell)을 어떻게 사용하며, 병렬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파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당신이 하둡에 익숙하

다면 HDFS와 어떻게 연동하는지와 클러스터(cluster)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분산 실행 개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당신이 데이터 과학자든 엔지니어든 간에 이 책에서 최대한의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파이

썬이나 자바, 스칼라(Scala) 혹은 비슷한 언어 중 하나에는 익숙해야 한다. 이 책은 독자가 

일단 데이터를 스토리지 솔루션(storage solution)에 올려놓았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솔루션들에 대해 저장하고 읽어 오는 방법을 다루지만, 그런 것들을 셋업하는 

방법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만약 위에 열거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 많다. 다음의 “도움이 되는 책”에

서 그런 책 중 몇 권을 알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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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의 장들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시작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적합하고 엔지니어들에게 적합한지 언급할 것이다. 즉, 어떤 

배경을 가진 독자든 모든 부분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책의 첫 두 개 장은 PC에 스파크를 설치하는 것과 스파크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룬다. 스파크를 쓰는 목적과 설치법을 알고 나면 개발과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에 매우 

유용한 도구인 스파크 셸의 사용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 이후의 장은 상세한 스파크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와 클러스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스파크에서 사용 가능한 고

수준 라이브러리들(스파크 SQL이나 MLlib 등)을 다룬다.

도움이 되는 책

데이터 과학자이면서 파이썬에 경험이 별로 없다면 《Learning Python》과 《Head First 

Python》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파이썬에 경험이 있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한다면 

《Dive into Python》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엔지니어에게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데이터 분석 기술을 넓히기 위한 책으로 《Machine 

Learning for Hackers》와 《Doing Data Science》가 훌륭하다.

이 책은 입문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집필되었다. 나중에 스파크의 내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책을 펴낼 생각도 있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는 아래의 인쇄 표기법에 따른 규칙이 쓰였다.

고딕체

새로운 단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명, 확장자 등을 가리킨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코드 인용 및 본문 내에서의 프로그래밍 요소들 – 변수나 함수명, 데이터베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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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환경 변수나 프로그램 문장 및 키워드에 쓰인다.

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사용자(user)가 직접 타이핑해야 하는 명령어나 문자열을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값이나 경우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교체되어야 할 부분을 표시

한다.

 

이 아이콘은 팁이나 제안을 표시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코드 예제

이 책의 모든 예제는 깃허브(GitHub)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github.com/data 

bricks/learning-spark에서 코드를 살펴보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코드 예제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으로 제공된다.

 

이 책의 자바 예제는 자바 버전 6이나 그 이후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자바 8은 인라인 

함수(inline function)(옮긴이_통상 한 줄짜리의 매우 간단한 함수. 기존 자바에서는 람

다 대신 몇 줄짜리 메소드를 위해 익명 클래스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식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복잡해 보였다)를 더욱 쉽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람다라 불리

는 문법을 도입해서 스파크 코드를 더 단순하게 짤 수 있다. 이 책의 대부분의 예제에

서는 이 문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자바 8을 쓰는 회사나 기관

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바 8 문법을 쓰고자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데이터브릭스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부 예제들은 자바 8로 포스팅되어 깃허브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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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당신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왔다. 이 책에 소개된 대개의 예제 코드를 당신의 

프로그램이나 문서에 사용해도 괜찮다. 코드를 거의 그대로 쓰더라도 사용 허가를 얻기 위

해 우리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특별한 허가 없이도 이 책의 예제 코드들을 

가져다가 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오라일리 책에서 예제 코드들의 

CD-ROM을 만들어 팔거나 배포하는 것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 책을 인용하거

나 예제 코드를 사용해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책의 예제 코드들을 

대거 인용하여 상용 제품의 문서에 쓰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인용 표시를 해 준다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인용 표시는 대개 제

목, 저자, 출판사, ISBN을 포함한다. 

만약 코드 예제를 언급한 올바른 사용이 아닌 권한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써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permissions@oreilly.com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감사의 말

저자들은 책을 읽고 피드백을 해 준 리뷰어(reviewer)들에게 우선 감사를 전한다: 조지

프 브래들리(Joseph Bradley), 데이브 브리질랜드(Dave Bridgeland), 채즈 챈들러(Chaz 

Chandler), 믹 데이비스(Mick Davies), 샘 드호리티(Sam DeHority), 비다 하(Vida Ha), 앤

드루 갤(Andrew Gal), 마이클 그렉슨(Michael Gregson), 잔 조에픈(Jan Joeppen), 스테픈 

조(Stephan Jou), 제프 마르티네즈(Jeff Martinez), 조시 마호닌(Josh Mahonin), 앤드루 오

(Andrew Or), 마이크 패터슨(Mike Patterson), 조시 로즌(Josh Rosen), 브루스 찰빈스키

(Bruce Szalwinski), 샹뤼 멍(Xiangrui Meng), 레자 자드(Reza Zadeh). 

저자들은 특별히 다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데이비드 안드레위스키(David 

Andrzejewski), 데이비드 버틀러(David Buttler), 줄리엣 하우글랜드(Juliet Hougland), 마

렉 콜로드지에(Marek Kolodziej), 타카 시나가와(Taka Shinagawa), 데보라 지겔(Deborah 

Siegel), 노먼 뮐러 박사(Dr. Normen Müller), 알리 고지(Ali Ghodsi), 사미르 파룩(Sameer 

Farooqui). 이들은 책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핵심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으며 많은 부

분에서 책의 질을 높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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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주제와 관련해 시간을 들여 수정해 주고 각 장의 내용을 일부 작성해 준 전문가들

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타사가타 다스(Tathagata Das)는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서 10
장을 완료하기 위해 작업해 주었다. 타사가타는 여기저기의 예제들을 분류해 주고 많은 질

문들에 답해 주었으며, 기술적인 공헌에 더해 글의 흐름이 문제없도록 도와주었다. 마이클 

암브루스트(Michael Armbrust)는 스파크 SQL 부분의 오류를 고치도록 도와주었으며, 조

지프 브래들리는 11장의 MLlib 소개 예제들을 만들어 주었다. 레자 자드는 MLlib 장에서 

편집과 기술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



xxi 저자 소개

저자 
소개

홀든 카로(Holden Karau)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의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이며, 오픈 소스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녀는 초기 스파크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데이터브릭스 이전에는 구글(Google), 

포스퀘어(Foursqare), 아마존(Amazon) 같은 회사들에서 다양한 검색 및 분류에 관련된 일

을 하였다. 그녀는 워털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을 졸업하면서 컴퓨터 과학/수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소프트웨어 외에는 사격, 용접, 훌라후프를 즐긴다.

앤디 콘빈스키(Andy Konwinski)   

데이터브릭스의 공동 창업자이다. 박사과정으로 재학하다가 UC 버클리(Berkeley)의 

AMPLab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행하며 대용량 분산 컴퓨팅과 클러스터 스케줄링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아파치 메소스(Apache Mesos) 프로젝트의 공동 창시자이며 커미터이다. 

또한 구글에서 차세대 클러스터 스케줄링 시스템인 오메가(Omega)를 설계하며 시스템 엔

지니어들 및 연구원들과 일하였다. 최근에는 AMP 캠프 빅데이터 부트캠프와 스파크 서밋

을 주최하고 이끌고 있으며, 스파크 프로젝트에도 공헌하고 있다.

패트릭 웬델(Patrick Wendell)   

데이터브릭스의 공동 창업자이며 스파크 커미터이자 PMC 멤버이다. 스파크 프로젝트에

서 스파크 1.0을 포함해 여러 버전의 릴리스 관리자로 활동해 왔다. 패트릭은 또 스파크 코

어 엔진의 여러 하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브릭스 창업 이전에 UC 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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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컴퓨터 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연구 분야는 대용량 분석의 워크로드에 대

해 빠른 응답성을 보이는 스케줄링에 대한 것이었다.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에서 컴퓨터 과학 교육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   

아파치 스파크의 창시자이자 데이터브릭스의 최고기술경영자(CTO)이다.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때 연구 프로젝트로 스파크를 시작했다. 현재는 아파치의 부사장

이기도 하다. 스파크 외에도 클러스터 컴퓨팅 분야에서의 연구와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오

픈 소스 공헌을 하였는데, 그중에는 아파치 하둡(커미터로 활동)이나 아파치 메소스(프로젝트 

시작에 관여) 등이 있다.



xxiii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김용균(이상한 모임)

스파크를 설치하고 운영, 활용하는 방법까지 스파크와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마치 스파크에 관한 백과사전과도 같은 책입니다. 원리, 설치 방법 등 스파크를 처음 접하

는 독자에게도 좋은 책이지만, 스파크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도입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손정호(한의사)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정도로 빅데이터란 용어는 최근 사회 전

반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로는 하둡이 가장 잘 알려졌는데, 최

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스파크에 관한 내용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

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이 책의 수준은 하둡이나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준(줌인터넷)

스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머신 러닝까

지 다양한 내용을 적당한 볼륨으로 담았습니다. 스파크에 대해 좀 더 깊은 공부를 위한 책

이라기보다는 스파크 학습의 시작점으로는 썩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xiv

  원강민(바우드)

빅데이터, 머신 러닝 등에 대해 많이 들었으나 직접 코딩할 기회는 없었는데, 베타리딩이라

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감사했습니다. 풍부한 설명과 예제를 통해 ‘아! 스파크가 이런 거구

나’를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왜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

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더군요. 저는 파이썬을 주로 이용했

는데 다음에는 자바, 특히 스칼라로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재빈(연세대학교)

이름처럼 불꽃이 튀는 듯한 스파크 서적을 읽으면서 스파크에 대한 열정이 불꽃처럼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단연 추천합니다. 다

만, 장마다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프

로젝트를 하는 구성을 만들어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차성호

튜토리얼에서 잘 다루지 않는 스파크의 전체적인 기능과 구조에 대해 다룬 레퍼런스 북이

자 스파크 입문서입니다. 튜토리얼을 읽으면서 원하는 기능을 하나씩 붙여도 돌아가긴 하

지만, 더 좋은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질 때 한 번씩 꺼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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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소개

C h a p t e r  1
L e a r n i n g  S p a r k

이번 장은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다. 이미 스파

크나 그 컴포넌트(component)들에 익숙하다면 2장으로 넘어가도 괜찮다.

아파치 스파크란 무엇인가?

아파치 스파크는 범용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클러스터용 

연산 플랫폼이다.

속도라는 면에서 스파크는 다양한 연산 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익히 유명한 맵리듀

스(MapReduce) 모델을 대화형(interactive) 명령어 쿼리(query)나 스트리밍(streaming) 처

리 등이 가능하도록 확장하였다. 속도는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곧바로 검색하고 결과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몇 분, 몇 시간씩 기다리게 되는지를 결정

하기 때문이다. 스파크가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연산을 메

모리에서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설령 복잡한 프로그램을 메모리가 아닌 디스크에서 돌리더

라도 맵리듀스보다는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 준다.

범용적이라는 면에서 스파크는 기존에 각각 분리된 분산 시스템에서 돌아가던 배치 애플리

케이션(batch application), 반복 알고리즘(iterative algorithm), 대화형 쿼리, 스트리밍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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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작업 타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런 워크로드(workload)들을 

단일 시스템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스파크는 실제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pipeline)에

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작업을 쉽고 저비용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해 준다. 게다가 기존의 다

양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관리 비용 또한 줄여 주는 장점도 있다.

스파크는 고수준에서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어서 파이썬(Python), 자바(Java), 스칼라

(Scala), SQL API 및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내장해 지원한다. 또한 다른 빅데이터 툴과도 

매우 잘 연동되어 있다. 특히 스파크는 하둡(Hadoop) 클러스터 위에서도 실행 가능하며, 

카산드라(Cassandra)를 포함하는 어떤 하둡 데이터 소스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통합된 구성

스파크 프로젝트는 밀접하게 연동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핵심에서 스

파크는 다수의 작업 머신이나 클러스터 위에서 돌아가는 많은 연산 작업 프로그램을 스케

줄링하고 분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스파크의 핵심 엔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빠

르고 범용적이라서 SQL이나 머신 러닝 같은 다양한 워크로드에 특화된 여러 고수준 컴포

넌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컴포넌트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라이

브러리들을 연동해 쓰듯이 사용자가 컴포넌트들을 연동해 쓸 수 있게 상호 호환되도록 설

계되었다.

이처럼 밀접하게 컴포넌트를 연동하는 설계 원칙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S/W 구

성에 포함된 모든 라이브러리나 고수준 컴포넌트들이 하위 레이어(layer)의 성능 향상에 의

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파크 핵심 엔진을 최적화한다면 SQL이나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들도 자동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5~10개의 개별 S/W를 실행

하는 것 대신 하나만 돌리면 되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것은 배포, 유지 보수, 테스트나 기술 지원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한 것

이다. 또한 스파크의 구성 목록에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되더라도 스파크를 사용하는 모

든 기업이나 조직에서 별도의 설치에 대한 노력 없이 이 컴포넌트를 바로 써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운로드, 배포, 스파크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한 비용까지도 절

감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밀접한 컴포넌트 연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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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깔끔하게 합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파크에서 

스트리밍 소스(streaming source)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류하는 머신 러

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자. 동시에 분석가들은 결과 값에 역시 실시간으로 SQL 

질의를 날릴 수 있다(예를 들면, 결과 값을 비정형 로그 파일과 조인하는 등). 게다가 능력이 되

는 데이터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라면 그 데이터에 즉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파이썬 셸

(shell)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독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

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IT 팀은 오직 하나의 시스템만 관리

하면 된다. 

아래의 그림 1-1에서 스파크의 각 컴포넌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스파크SQL 
(정형화된 데이터)  

스파크 스트리밍
(실시간)

MLlib
(머신 러닝)

그래프X
(그래프 처리)

스파크 코어

단독 스케줄러 얀 메소스

≐≐ 그림 1-1 ≐스파크≐구성

스파크 코어

스파크 코어(Spark Core)는 작업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장애 복구, 저장 장치와의 연

동 등등 기본적인 기능들로 구성된다. 스파크 코어는 탄력적인 분산 데이터세트(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를 정의하는 API의 기반이 되며, 이것이 주된 스파크 프로그

래밍 추상화의 구조이다. RDD는 여러 컴퓨터 노드에 흩어져 있으면서 병렬 처리될 수 있

는 아이템들의 모음을 표현한다. 스파크 코어는 이 모음들을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 수많

은 API를 지원한다.



CHAPTER 1   스파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소개4

스파크 SQL

스파크 SQL은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크의 패키지이다. 스파크 SQL은 SQL뿐

만 아니라 하이브 테이블, 파케이(Parquet), JSON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한다. 특

히 아파치 하이브(Hive)의 SQL 변형(하이브 쿼리 언어 - HQL이라 불림)을 써서 데이터에 질

의를 보낼 수 있다. 스파크 SQL은 단순히 S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SQL
과 복잡한 분석 작업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덕분에 개발자가 단일 애플리

케이션 내에 파이썬, 자바, 스칼라의 RDD에서 지원하는 코드를 데이터 조작을 위해 SQL 

쿼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우수한 컴퓨팅 환경에서라면 스파크가 제공하는, 이 강한 연

동 능력은 스파크 SQL을 여느 다른 오픈 소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도구(data warehousing 

tool)들과 차별화시켜 준다. 스파크 SQL은 스파크 1.0에서부터 추가되었다.

기존에 샤크(Shark)라는, UC 버클리(UC Berkeley) 외부에서 오래 전에 개발된 SQL 온 스

파크(SQL-on-Spark)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는 스파크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이브를 

수정한 것이었다. 이것이 현재의 스파크 SQL로 바뀌면서 스파크 엔진 및 언어 API들과 더 

우수한 연동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다.

스파크 스트리밍

스파크 스트리밍(Spark Streaming)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옮긴이_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

터 흐름을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부른다. 전체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없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을 처리 가능하게 해 주는 스파크의 컴포넌트이다. 여기서의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은 제품 환경의 웹 서버가 생성한 로그 파일(log file)이나 웹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만들어 

내는 상태 업데이트 메시지들이 저장되는 큐(queue) 같은 것들도 해당된다. 스파크 스트리

밍은 스파크 코어의 RDD API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데이터 스트림 조작 API를 지원함

으로써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젝트에 빠르게 익숙해지게 해 준다. 그리고 메모리나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든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

리케이션이든 서로 바꿔가면서 다루더라도 혼란이 없게 해 준다. 이 API들의 아랫단에서 

스파크 스트리밍은 스파크 코어와 동일한 수준의 장애 관리, 처리량, 확장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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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lib

스파크는 MLlib라는 일반적인 머신 러닝(ML, Machine Learning) 기능들을 갖고 있는 라

이브러리와 함께 배포된다. MLlib은 분류(classification), 회귀(regression), 클러스터링

(clustering),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등의 다양한 타입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모델 평가 및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같은 기능도 지원한다. 게다가 경사 강하

(gradient descent)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몇몇 저수준의 ML 핵심 기능들도 지원한다. 이 

모든 기능들은 클러스터 전체를 사용하며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프X

그래프X는 그래프(예: SNS의 친구 관계 그래프)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이며, 그래프 병렬 

연산을 수행한다.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스파크 SQL처럼 그래프X도 스파크 RDD API를 

확장하였으며, 각 간선(edge)이나 점(vertex)에 임의의 속성을 추가한 지향성 그래프를 만

들 수 있다. 또한 그래프를 다루는 다양한 메소드들(예: subgraph, mapVertices) 및 일반적

인 그래프 알고리즘들[예: 페이지 랭크, 삼각형 세기(triangle counting)]의 라이브러리를 지원

한다.

클러스터 매니저

스파크는 한 노드(node)에서 수천 노드까지 효과적으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

다.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파크는 하둡의 얀(YARN), 아파치 메소

스(Apache Mesos), 스파크에서 지원하는 가벼운 구현의 클러스터 매니저인 ‘단독 스케줄

러(Standalone Scheduler)’ 등 다양한 클러스터 매니저 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이 

설치되지 않은 머신에 스파크를 설치한다면 단독 스케줄러가 시작하기에 쉬운 선택이며, 

이미 얀이나 메소스 클러스터가 있다면 스파크는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장에서 그 선택지들과 함께 어떤 클러스터 매니저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다룬다.

스파크는 누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스파크는 클러스터 컴퓨팅을 위한 범용 프레임워크(framework)라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

케이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서문에서 이 책이 대상으로 삼는 두 종류의 독자들 –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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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이야기했었다. 각 그룹이 어떤 식으로 스파크를 쓰게 될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당연하게도 두 그룹 사이의 일반적인 사용 형태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의 두 분야로 나눠 볼 수는 있다. 데이터 과학(data science)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data application)이다.

물론 이 구분은 애매한 기준이고 모호한 사용 형태이기는 하다. 많은 사람이 양쪽의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분석을 하다가 역할을 바꿔 완벽한 데

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짜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위의 두 그룹을 구분지어 각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터 과학 작업

지난 몇 년 동안 새롭게 떠오른 분야인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에 자리한다. 표

준적인 정의가 없긴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들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

고 모델링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는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보통 SQL, 통계, 예측 모델링(머

신 러닝)의 경험과 함께 보통 파이썬, 매틀랩(MatLab), R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다. 게

다가 통찰력을 갖기 위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적 경험도 갖고 있

다[때때로 데이터 랭글링(data wrangling)이라고 불린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거나 통찰을 갖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한다. 때때로 그들의 업무 흐름에는 단발성 분석도 포함되므로 

이때는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코드와 단순한 쿼리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결과를 보기 위해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는 대신) 대화형 셸을 사용한다. 스파크의 속도와 단순한 API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나며, 내장된 라이브러리는 수많은 알고리즘을 즉시 꺼내 쓸 수 있게 해 

준다.

스파크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통해 데이터 과학의 여러 작업을 지원한다. 스파크 셸은 파

이썬이나 스칼라를 사용하여 대화형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스파크 SQL은 별

도의 SQL 셸을 갖고 있어서 SQL을 통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고, 혹은 일반적인 스파크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파크 SQL을 쓰거나 스파크 셸 내에서 쓸 수도 있다.

머신 러닝과 데이터 분석은 MLlib을 통해 지원한다. 게다가 매틀랩이나 R의 외부 프로그

램을 호출하는 기능도 있다. 스파크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전에 R이나 팬더스(Pandas)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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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구로 처리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큰 데이터 사이즈로 겪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

간혹 초기 분석 단계가 끝난 후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이 ‘제품화’하는 일이 되거나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안정화 작업(예: 장애 관리)이 되면서 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일부가 되

는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 구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초기의 분석 이후

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되어 고객에게 추천 상품을 제안해 주는 제품 수준의 추천 시스

템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흔히 데이터 과학자가 했던 작업을 제품화하는 작업

은 다른 사람이나 팀이 맡게 되며, 대개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엔지니어이다.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

스파크의 다른 주 용도는 엔지니어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해

를 돕기 위해 스파크를 사용해 상용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다양한 레벨의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고 엔지니어를 간주한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캡슐화, 인터페이스 

설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

리고 대다수가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이다. 그들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그 공학적 지식을 사용한다.

엔지니어들에게 스파크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클러스터 위에서 동시에 동작하게 하고, 분

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네트워크 통신, 장애 대응의 복잡성을 숨기는 방법을 단순한 형

태로 제공한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빠르게 구현하도록 해 주면서

도 충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파크 

API(분산되어 있는 객체들의 모음을 전달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의 모듈화된 체계는 업무를 

재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로 나누기 쉽고 로컬에서(옮긴이_분산이 아닌 단독 환경으로도) 테스

트하기 쉽도록 한다.

스파크의 사용자들은 스파크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배우고 쓰기 쉽고, 코드가 

숙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이므로 스파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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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의 간략한 역사

스파크는 활동적이면서도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개발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오픈 소

스(open source) 프로젝트이다. 스파크를 처음 사용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아마도 프로젝트

의 역사에 대해서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스파크는 나중에 AMPLab이 되는, UC 버클리

의 RAD 연구실의 연구 프로젝트로 2009년에 시작됐다. 연구원들은 이전에 하둡 맵리듀스

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맵리듀스가 반복적인 대화형 연산 작업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

을 발견했다. 그래서 스파크는 시작부터 인메모리(in-memory) 저장 장치 및 효과적인 장애 

복구 지원 같은 개념에 기반하여 대화형 쿼리와 반복성 알고리즘에 빠르게 동작하도록 설

계되었다.

2009년에 탄생한 직후, 여러 학술 콘퍼런스에서 스파크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

며, 이때도 이미 특정 작업들에 대해서는 맵리듀스보다 10~20배는 빨랐다.

최초의 스파크 사용자들 중에는 모바일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머신 러닝 연구원들 같은 UC 

버클리 안의 다른 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교통량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스파크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많은 외부 조직들이 스파크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50개 이상의 조직이 스파크의 사용자 목록 페이지(http://bit.

ly/1yx195p)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십수 개 업체들이 스파크 밋업(Spark Meetups)(http://

www.meetup.com/spark-users/)이나 스파크 서미트(Spark Summit)(http://spark-summit.org) 같은 

스파크 커뮤니티 행사에서 그들의 사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UC 버클리 외에도 데이터

브릭스(Databricks)나 야후!(Yahoo!), 인텔(Intel) 같은 회사들이 스파크에 주로 공헌하는 곳

들이다.

2011년에 AMPLab은 샤크나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고수준 컴포넌트를 개발하기 시작했

다. 이것들과 다른 컴포넌트들은 때때로 버클리 데이터 분석 스택(BDAS, Berkeley Data 

Analytics Stack)으로 불리기도 한다(https://amplab.cs.berkeley.edu/software).

스파크는 2010년 3월에 처음으로 오픈 소스화되었으며, 2013년 6월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이관되었고, 지금은 최상위 레벨 프로젝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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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의 버전과 릴리스

스파크는 개발된 이후 매 버전마다 늘어나는 수많은 공헌자를 가진 매우 활성화된 프로젝

트이고 커뮤니티였다. 스파크 1.0에는 100명 이상의 개별 공헌자가 있었다. 활동 수준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계속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스파크의 업데이트 버

전을 내놓고 있다. 스파크 1.0은 2014년 5월에 릴리스되었다. 이 책은 주로 스파크 1.1.0
이나 그 이후의 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념이나 예제는 초기 버전과도 호

환된다.

스파크의 저장소 계층

스파크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system)이나 하둡 API가 

지원하는 다른 저장 시스템[로컬 파일 시스템, 아마존 S3, 카산드라(Cassandra), 하이브, HBase 

등등]에 있는 어떤 파일로부터든 분산 데이터 모음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

파크가 반드시 하둡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하둡 API를 사용하는 저장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것뿐이다. 스파크는 텍스트 파일, 시퀀스 파일(SequenceFiles), 에이

브로(Avro), 파케이(Parquet)뿐만 아니라 다른 하둡의 InputFormat(옮긴이_하둡이 입력 파

일 포맷 지원에 쓰는 Java 클래스)이 지원하는 파일까지 지원한다. 이 데이터 소스들과 연동하

는 방법은 5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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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맛보기

C h a p t e r  2
L e a r n i n g  S p a r k

이번 장에서는 컴퓨터 하나에서 스파크를 다운받아 로컬 모드(local mode)로 실행해 볼 것이

다. 이번 장은 데이터 과학자든 엔지니어든 스파크를 처음 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쓰였다.

스파크는 파이썬, 자바, 스칼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 굳이 프로그래

밍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언급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 최소 하나에는 익숙한 것으로 

가정하겠다. 책의 예제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세 가지 언어 모두로 제공할 것이다.

스파크 자체는 스칼라로 만들어졌으며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 위에서 

돌아간다(옮긴이_이는 스파크의 특징이 아니라, 스칼라란 언어 자체가 컴파일하면 자바 바이트 코

드를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파크를 PC에서 실행하든 클러스터에서 

돌리든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바 6 혹은 그 이후의 버전만이 필요하다. 만약 파이썬 

API를 사용한다면 2.6이나 그 이후 버전의 2.x대 버전 인터프리터(interpreter)도 필요하

다. 아직 파이썬 3는 지원하지 않는다.

스파크 다운로드하기

스파크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물론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푸는 것이다. 

최신 릴리스의 스파크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해 보자. http://spark.apache.org/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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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에 접속하여 “2. Choose a package type”을 “Pre-built for Hadoop 2.4 and 

later”로 선택하고 “3. Choose download type”을 “Direct Download”로 선택한 후 “4. 

Download Spark” 옆의 파일 링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spark-1.3.0-bin-hadoop2.4.tgz 

같은 이름의 압축된 타르볼(TAR 혹은 tarball) 파일을 다운받게 된다(옮긴이_번역 시점에서는 

spark-1.4.1-bin-hadoop-2.6.tgz이 최신 버전 파일이다. 이후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 파일명은 달

라질 수 있다).

 

윈도 사용자는 공백이 들어간 디렉터리 이름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

로 공백이 없는 이름으로 디렉터리를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예: C:\spark).

하둡은 없어도 되지만, 이미 설치된 하둡 클러스터나 HDFS가 있다면 버전에 맞게 다운

로드받아야 한다. 아까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패키지 타입을 변경함으로써 적합한 버전

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 타르볼 파일 이름이 약간씩 다르다. 소스 코드로부터 빌드해서 

바이너리(binary)를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최신 소스 코드는 깃허브(GitHub)(http://

github.com/apache/spark)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패키지 타입을 

‘Source Code’로 선택해 다운받을 수도 있다.

 

맥 OS X를 포함, 대부분의 유닉스/리눅스 배포판들은 타르볼의 파일 묶음을 해제할 

수 있는 tar라는 이름의 명령행 툴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tar가 없

다면 인터넷에서 무료 타르볼 해제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된다. 예를 들어, 윈도라면 

7-ZIP같은 툴이 좋다.

이제 스파크를 다운로드했으니 압축을 풀고 기본 스파크 배포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볼 차례다. 터미널을 열고 스파크를 다운로드받은 디렉터리로 가서 tar 압축을 해제한다. 

이렇게 하면 끝의 tgz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새로운 디렉터리가 만들어

진다. 그 디렉터리 안으로 들어가 어떤 파일들이 들어 있는지 볼 수 있다. 언급한 일련의 과

정들은 다음의 명령어들로 가능하다[옮긴이_저자가 윈도의 tar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했지

만, 아래 과정들은 리눅스, 유닉스 호환 OS(맥 OS X 포함)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의 실행 예제들

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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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tar -xf spark-1.3.0-bin-hadoop2.4.tgz
cd spark-1.3.0-bin-hadoop2.4
ls 

tar 명령어가 포함된 라인에서 x 플래그(flag)는 tar 명령이 파일을 추출하도록(eXtract) 지

시하는 것이며, f 플래그는 타르볼 파일 이름이 무엇인지 지정하는 플래그이다. 이제 스파

크에 포함된 주요 파일과 디렉터리들에 대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README.md

스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짧은 소개를 담고 있다.

bin

  다양한 방식으로 스파크를 사용하기 위한 실행 파일이 있다(예: 스파크 셸, 나중에 이번 장에서 다

룬다).

core,≐streaming,≐python,≐…

스파크 프로젝트의 주요 컴포넌트들의 소스 코드를 담고 있다.

examples

  사용자들이 코드를 보고 실행해 보면서 스파크 API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예제 코드들이 

있다.

스파크 프로젝트의 수많은 디렉터리와 파일들을 보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의 이후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스파크의 파이썬 셸과 스칼라 

셸에 대해 살펴보자. 스파크에 포함된 예제들을 돌려 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간단한 스파크 코드를 직접 짜서 컴파일하고 실행해 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 해 볼 모든 과정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로컬 모드(local mode), 즉 비분산 모드로 

돌려 볼 것이다. 스파크는 다양한 모드나 환경에서 돌려 볼 수 있다. 로컬 모드 외에도 메소

스(Mesos), 얀(Yarn), 스파크 배포판에 포함된 단독 스케줄러 등에서 동작 가능하다. 다양

한 모드들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룰 것이다.

스파크의 파이썬 셸과 스칼라 셸 소개

스파크는 즉석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대화형 셸들을 제공한다. 스파크가 제공하는 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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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용자가 R이나 파이썬, 스칼라의 셸 혹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셸인 배시(Bash), 

윈도의 명령행 프롬프트 등을 써 보았다면 친숙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단일 컴퓨터에서 디스크나 메모리의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셸들과는 달리 스파크의 

셸은 여러 머신의 메모리나 디스크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데이터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스파크는 이런 작업이 분산 처리가 되도록 알아서 동작한다.

스파크는 작업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 처리할 수 있어서 많은 분산 작업들, 심

지어 십수 대의 머신에서 테라바이트(terabyte)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높은 성능 덕분에 일반적으로 셸에서 수행하게 되는 반복적인 일회성, 

탐색적 분석 같은 종류의 작업을 스파크에서 수행하는 것도 적절하다. 스파크는 클러스터 

연결을 잘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파이썬과 스칼라 셸을 지원한다.

 

이 책에서 대부분의 코드는 스파크의 모든 언어로(옮긴이_자바, 스칼라, 파이썬) 제공

되지만, 대화형 셸은 파이썬과 스칼라로만 가능하다. 셸은 API를 익히기에 매우 좋은 

도구이므로 자바 개발자라도 이 예제들은 파이썬이나 스칼라 셸에서 해 보기를 권한

다. API는 세 가지 언어 모두에서 유사하게 지원된다.

스파크 셸의 유용성을 체험해 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돌려 

보는 것이다. 공식 스파크 문서의 퀵 스타트 가이드(http://bit.ly/1JbQrqm)를 따라해 보자. 

첫 단계는 스파크의 셸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파이썬 셸을 열려면 

스파크 디렉터리에서 다음을 타이핑한다.

bin/pyspark

(윈도에서는 bin\pyspark) 스칼라 셸을 열려면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bin/spark-shell

몇 초 안에 셸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셸이 실행되면서 많은 로그 메시지들을 보게 될 것

이다. 로그 출력 다음에 셸 프롬프트를 띄우기 위해 엔터를 한 번 눌러야 할 수도 있다. 

PySpark 셸을 실행하면 그림 2-1과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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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기본≐로그≐출력과≐함께≐실행된≐PySpark≐셸

혹시 셸에서 출력되는 로그 메시지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로그 출력 수준을 조절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conf 디렉터리에 log4j.properties 파일을 만든다. 스파크 

개발자들은 이미 이 파일의 예제 파일인 log4j.properties.template 파일을 넣어 놓았다. 

로그를 적게 출력하기 위해 일단 conf/log4j.properties.template 파일을 conf/log4j.

properties로 카피하고 다음 라인을 찾아간다.

log4j.rootCategory=INFO, console

그리고 경고(WARN) 메시지만 보이도록 위의 라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로깅 레벨을 

낮춘다.

log4j.rootCategory=WARN, console

셸을 이제 다시 열면 훨씬 적은 로그가 출력될 것이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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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로그≐출력이≐더≐줄어든≐PySpark≐셸

 

IPython 쓰기

IPython은 파이썬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진보된 파이썬 셸로 탭 자동완성 기능 등을 제

공한다. 설치법은 http://ipytho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IPython으로 스파크를 쓰려

면 IPYTHON 환경 변수를 1로 세팅해 실행한다.

IPYTHON=1 ./bin/pyspark

IPython의 웹 브라우저 버전인 IPython 노트북을 쓰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IPYTHON_OPTS=”notebook” ./bin/pyspark

윈도에서는 다음처럼 set 명령으로 설정해 사용한다.

set IPYTHON=1
bin\pyspark 

스파크에서는 연산 과정을 클러스터 전체에 걸쳐 자동으로 병렬화해 분산 배치된 연산 작

업들의 모음으로 표현한다. 이 모음은 탄력적인 분산 데이터세트, 혹은 RDD(Resi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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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Dataset)라고 부른다. RDD는 분산 데이터와 연산을 위한 스파크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RD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파이썬을 위한 예제 2-1과 스칼라 예제 2-2에서 텍스

트 파일로부터 셸을 써서 RDD를 하나 만들어 보고 간단한 즉석 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

>>> lines = sc.textFile(“README.md”) # lines라는 RDD를 만든다 

>>> lines.count() # 이 RDD의 아이템 개수를 센다

127
>>> lines.first() # 이 RDD의 첫 번째 아이템, 이 예제에서는 README.md의 첫 번째 라인

u’# Apache Spark’ 

≐≐예제≐2-1≐≐파이썬으로 줄≐수≐세기

scala> val lines = sc.textFile(“README.md”) // lines라는 RDD를 만든다. 
lines: spark.RDD[String] = MappedRDD[...] 

scala> lines.count() // 이 RDD의 아이템 개수를 센다 
res0: Long = 127 

scala> lines.first() // 이 RDD의 첫 번째 아이템, 이 예제에서는 README.md의 첫 번째 라인 
res1: String = # Apache Spark 

≐≐예제≐2-2≐≐스칼라로 줄≐수≐세기

각 셸을 빠져나가려면 Ctrl-D를 누른다.

 

7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음과 같은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INFO SparkUI: Started SparkUI at http://[ip주소]:4040 

그 주소의 스파크 UI에 접속하여 작업이나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정보들을 모두 볼 

수 있다(옮긴이_클러스터일 경우는 여러 개의 머신이 존재하므로 어떤 컴퓨터에서 UI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로깅이 필요할 것이다).

예제 2-1과 예제 2-2에서 로컬 머신으로 텍스트 파일로부터 lines라는 변수에 RDD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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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았다. RDD에서는 RD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세트의 항목(여기서는 텍스트 파일의 

각 라인이 하나의 항목) 개수를 센다거나 첫 번째 것을 출력하는 등의 다양한 병렬 작업을 실

행할 수 있다. 이후 장들에서는 RDD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겠지만, 그 전에 기

본적인 스파크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파크의 핵심 개념 소개

이제 셸에서 첫 코드 실행도 해 봤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스파크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가 

왔다.

넓게 보면 모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클러스터에서 다양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드라이

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당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main 함수를 

갖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분산 데이터세트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세트에 연산 작업을 수행한

다. 앞의 예제들에서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스파크 셸이었으며 원하는 작업들을 타이핑해서 

실행할 수 있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은 연산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을 나타내는 SparkContext 객체를 통

해 스파크에 접속한다. 셸에서 이 SparkContext 객체는 자동적으로 sc라는 변수에 만들

어진다. 예제 2-3에서처럼 sc의 타입을 출력해 보자(옮긴이_pyspark에서 실행한 예제이다).

>>> sc
<pyspark.context.SparkContext object at 0x1025b8f90>

≐≐예제≐2-3≐≐sc 변수≐파악

SparkContext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RDD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제 2-1과 

예제 2-2에서 텍스트 파일의 각 라인을 표현하는 RDD를 만들기 위해 sc.textFile()을 호출

했었다. 그러고 나면 그 라인에 count() 같은 다양한 연산을 수행해 볼 수 있다.

이런 연산들을 수행하기 위해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은 보통 익스큐터(executor)라 불리는 

다수의 노드(옮긴이_대체적으로 ‘노드’는 클러스터의 머신 하나를 표현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는 익스큐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머신이라고 볼 수 있다.)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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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1, 예제 2-2에서 살펴본 count() 예제를 클러스터에서 실행했었다면 클러스터의 각 

머신들은 파일의 서로 다른 부분을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로컬 모드로 스파크 셸

을 실행했으므로 스파크는 하나의 머신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하지만 물론 병렬 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러스터에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셸 프로그램을 쓴다). 그림 2-3은 스파크가 클러스

터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나타낸다.

드라이버 프로그램

SparkContext

작업 노드

익스큐터

익스큐터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작업 노드

≐≐ 그림 2-3 ≐스파크의≐분산≐실행을≐위한≐컴포넌트들

마지막으로, 많은 스파크 API들은 클러스터에서 각종 연산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원하는 함수를 작성해 연산 함수에 인자로 보내는 식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 앞의 

README 예제에서 Python 같은 특정 단어만 들어 있는 라인을 걸러내는 식(filtering)으로 

더 응용해 볼 수 있다. 파이썬 예제 2-4와 스칼라 예제 2-5를 보자.

>>> lines = sc.textFile(“README.md”)

>>> pythonLines = lines.filter(lambda line: “Python” in line) 

>>> pythonLines.first()
u’## Interactive Python Shell’

≐≐예제≐2-4≐≐파이썬 필터링≐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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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val lines = sc.textFile(“README.md”) // lines라는 이름의 RDD를 생성한다 
lines: spark.RDD[String] = MappedRDD[...] 

scala> val pythonLines = lines.filter(line => line.contains(“Python”)) 
pythonLines: spark.RDD[String] = FilteredRDD[...] 

scala> pythonLines.first()
res0: String = ## Interactive Python Shell 

≐≐예제≐2-5≐≐스칼라 필터링≐예제

예제 2-4나 예제 2-5의 lambda나 =>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언급하자면, 그것들은 파

이썬과 스칼라에서 한 라인짜리 함수를 정의하는 약어/기호이다. 이런 언어들에서 스파크 프로그

래밍을 하더라도 물론 일반적인 방식처럼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넘겨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다.

def hasPython(line): 
    return “Python” in line 

pythonLines = lines.filter(hasPython)

스파크에 함수를 전달하는 것은 자바에서도 가능하지만, Fun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

래스로 정의해야 한다.

JavaRDD<String> pythonLines = lines.filter( 
  new Function<String, Boolean>() { 
    Boolean call(String line) { return line.contains(“Python”);  } 
  } 
); 

자바 8은 파이썬이나 스칼라와 유사하게 람다(lambda)라는 간단한 문법을 도입했다. 이 문법을 쓰

면 위의 예제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JavaRDD<String> pythonLines = lines.filter(line -> line.contains(“Python”)); 

38페이지의 “스파크에 함수 전달하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

스파크에 함수 전달하기

스파크 API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API들이 보여 주는 마

술 같은 능력의 많은 부분은 filter같이 사용자 함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산들이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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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에서 실행되는데, 병렬 처리까지 동시에 된다는 것이다. 즉, 스파크는 당신이 짠 함수

를 가져다가[예를 들어, 클러스터 위에서 실행되는데, line.conatins(“Python”) 같은] 이것을 실

제 실행 노드로 보내 준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만 짜서 돌려도 여러 개의 노드

에서 돌아갈 수 있다. 3장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RDD API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

단독 애플리케이션

이 스파크에 대한 둘러보기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할 내용은 독립적인(standalone) 프

로그램 내에서 스파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화형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도 스파크는 자바

나 스칼라, 파이썬으로 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쓸 수 있다. 셸에서 쓰는 것

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SparkContext 객체를 초기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에 API를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스파크와 연동하는 방법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자바나 스칼라에서는 메이븐(Maven) 의존

성 필드에 spark-core 아티팩트(artifact)를 써 준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최신 스파크 버

전은 1.3.0이므로 메이븐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groupId = org.apache.spark
artifactId = spark-core_2.10
version = 1.3.0

메이븐은 자바 기반 언어들이 공개된 저장소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링크하게 해 주는 인

기 있는 패키지 관리 툴이다. 메이븐으로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도 있으며, 스칼라의 sbt 툴
이나 그래들(Gradle)같이 메이븐 저장소에 접근 가능한 다른 빌드 툴을 써서도 가능하다. 

혹은 인기 있는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인 이클립스

(Eclipse)를 쓰면 프로젝트에 간단하게 메이븐 의존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파이썬에서는 간단하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지만, 실행은 스파크에 포함되어 있

는 bin/spark-submit 셸 스크립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spark-submit 스크립트는 파이썬

에서 스파크를 연동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파크의 파이썬 API가 동

작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직접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려면 예제 2-6처럼 간단하

게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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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park-submit my_script.py

≐≐예제≐2-6≐≐파이썬 스크립트≐실행

[윈도에서는 슬래시(/) 대신 역슬래시(\)를 써야 한다(옮긴이_또한 spark-submit 대신 spark-

submit.cmd를 실행해야 한다).]

SparkContext 초기화하기

한 애플리케이션이 스파크에 연동되려면 우선 프로그램 내에서 관련 스파크 패키지들을 임

포트(import)하고 SparkContext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SparkConf 
객체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설정을 해야 SparkContext를 생성할 수 있다. 예

제 2-7부터 예제 2-9까지 각 언어별로 이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from pyspark import SparkConf, SparkContext 

conf = SparkConf().setMaster(“local”).setAppName(“My App”)
sc = SparkContext(conf = conf)

≐≐예제≐2-7≐≐파이썬에서 스파크≐초기화하기

import org.apache.spark.SparkConf
import org.apache.spark.SparkContext
import org.apache.spark.SparkContext._

val conf = new SparkConf().setMaster(“local”).setAppName(“My App”) 
val sc = new SparkContext(conf) 

≐≐예제≐2-8≐≐스칼라에서 스파크≐초기화하기

import org.apache.spark.SparkConf;
import org.apache.spark.api.java.JavaSparkContext; 

SparkConf conf = new SparkConf().setMaster(“local”).setAppName(“My App”); 
JavaSparkContext sc = new JavaSparkContext(conf); 

≐≐예제≐2-9≐≐자바에서 스파크≐초기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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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들은 SparkContext를 초기화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때 

다음의 두 가지 인자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   클러스터 URL: 위 예제에서 local이라고 쓰인 부분. 스파크에게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에게 

접속할지 알려 준다. local은 한 개의 스레드(thread)나 단일의 로컬 머신에서 돌 때 따로 접

속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주는 특수한 값이다.

•   애플리케이션 이름: 위 예제에서 My App 부분. 클러스터에 접속한다면 클러스터 UI에서 저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클러스터에 분배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인자들이 더 존재하

기는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선 나중의 장들에서 다룰 것이다. 

SparkContext를 초기화했다면 이제 앞에 나왔던 모든 메소드들을 써서 RDD를 만들고 

다룰 수 있다.

최종적으로 스파크를 셧다운(shut down)하려면 SparkContext에서 stop() 메소드를 호출

하거나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끝내면 된다[예: System.exit(0)나 sys.exit()를 써서].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룬 정도면 PC에서 간단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돌려 보기에는 충분

하다. 더욱 고급 단계의 설정에 대해서는 7장에서 클러스터에 어떻게 접속하는지와 직접 

짠 코드가 자동적으로 작업 노드로 전달되도록 패키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다루게 될 것

이다. 현재는 공식 스파크 문서 중의 ‘Quick Start Guide(http://bit.ly/1JbQrqm)’를 참고

하기 바란다.

단독 애플리케이션 빌드하기

단어 세기(word count) 예제가 없다면 빅데이터 서적의 소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다(옮긴이_하둡의 기본 예제 프로그램이 텍스트의 단어 개수 세기이며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된

다). 단일 머신에서 단어 세기를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분산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수

의 머신들이 파일 읽기와 결과 합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제로 많이 사용된다. sbt와 메이

븐으로 간단한 단어 세기 예제를 빌드하고 패키징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예제

들이 함께 빌드가 가능하기는 하나 최소한의 의존성으로 빌드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예제 2-10(자바)과 예제 2-11(스칼라)에서 보듯이 learning-spark-examples/mini-complete-

example 디렉터리에 따로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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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SparkContext 객체를 만듦

SparkConf conf = new SparkConf().setAppName(“wordCount”);
JavaSparkContext sc = new JavaSparkContext(conf);
// 입력 데이터를 불러온다.
JavaRDD<String> input = sc.textFile(inputFile); 
// 단어별로 나눈다.
JavaRDD<String> words = input.flatMap(
  new FlatMapFunction<String, String>() { 
    public Iterable<String> call(String x) { 
      return Arrays.asList(x.split(“ “)); 
    }}); 
// 단어, 숫자 쌍으로 변환하고 개수를 센다.
JavaPairRDD<String, Integer> counts = words.mapToPair( 
  new PairFunction<String, String, Integer>(){ 
    public Tuple2<String, Integer> call(String x){ 
      return new Tuple2(x, 1); 
    }}).reduceByKey(new Function2<Integer, Integer, Integer>(){ 
        public Integer call(Integer x, Integer y){ return x + y;}}); 
// 단어 개수를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counts.saveAsTextFile(outputFile);

≐≐예제≐2-10≐ 단어≐세기≐자바≐애플리케이션≐–≐아직≐세부적인≐코드≐내용에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

// 스칼라 SparkContext 객체를 만듦

val conf = new SparkConf().setAppName(“wordCount”) 
val sc = new SparkContext(conf)
// 입력 데이터를 불러온다.
val input = sc.textFile(inputFile) 
// 단어별로 나눈다.
val words = input.flatMap(line => line.split(“ “))
// 단어, 숫자 쌍으로 변환하고 개수를 센다.
val counts = words.map(word => (word, 1)).reduceByKey{case (x, y) => x + y} 
// 단어 개수를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counts.saveAsTextFile(outputFile) 

≐≐예제≐2-11≐ 단어≐세기≐스칼라≐애플리케이션≐–≐아직≐세부적인≐코드≐내용에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매우 간단한 빌드 스크립트 파일을 써서 sbt(예제 2-12)와 메이븐(예제 

2-13)으로 빌드가 가능하다. 이후에 JAR 파일로 빌드할 때 스파크 코어 라이브러리는 작업 

노드의 클래스패스(classpath)에 어차피 존재하므로 굳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스파크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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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은 provided로 설정하였다.

name := “learning-spark-mini-example”

version := “0.0.1”

scalaVersion := “2.10.4”

// 추가 라이브러리들

libraryDependencies ++= Seq(
  “org.apache.spark” %% “spark-core” % “1.2.0” % “provided” 
) 

≐≐예제≐2-12≐ sbt≐빌드≐파일

<project> 
<groupId>com.oreilly.learningsparkexamples.mini</groupId>
  <artifactId>learning-spark-mini-example</artifactId> 
  <modelVersion>4.0.0</modelVersion>
  <name>example</name>
  <packaging>jar</packaging>
 <version>0.0.1</version>
 <dependencies> 
    <dependency> <!-- 스파크 의존성 --> 
      <groupId>org.apache.spark</groupId> 
      <artifactId>spark-core_2.10</artifactId> 
      <version>1.2.0</version> 
      <scope>provided</scope> 
    </dependency>
 </dependencies>
 <properties>
  <java.version>1.6</java.version> 
 </properties>
 <build> 
  <pluginManagement>
   <plugins>
    <plugin> <groupId>org.apache.maven.plugins</groupId> 
     <artifactId>maven-compiler-plugin</artifactId> 
     <version>3.1</version>
     <configuration>  

≐≐예제≐2-13≐ 메이븐≐빌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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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java.version}</source>
          <target>${java.version}</target> 
        </configuration> </plugin>
      </plugins>
    </pluginManagement>
  </build>
</project>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JAR 파일로 묶을 때 spark-core 패키지는 provided로 설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룬다.

한번 빌드 파일을 설정하고 나면 이후로는  bin/spark-submit 스크립트를 써서 만든 애플

리케이션을 쉽게 패키징하고 실행할 수 있다. mini-complete-example 디렉터리에서 스

칼라(예제 2-14)와 자바(예제 2-15)로 빌드해 볼 수 있다.

sbt clean package 
$SPARK_HOME/bin/spark-submit \ 
  --class com.oreilly.learningsparkexamples.mini.scala.WordCount \ 
  ./target/...(위와 동일) \
  ./README.md ./wordcounts 

≐≐예제≐2-14≐ 스칼라로≐빌드하고≐실행하기

mvn clean && mvn compile && mvn package 
$SPARK_HOME/bin/spark-submit \ 
  --class com.oreilly.learningsparkexamples.mini.java.WordCount \ 
  ./target/learning-spark-mini-example-0.0.1.jar \
  ./README.md ./wordcounts 

≐≐예제≐2-15≐ 메이븐으로≐빌드하고≐실행하기

스파크에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여 실행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스파크 공

식 문서의 ‘Quick Start Guide(http://bit.ly/1JbQrqm)’를 참고하기 바란다. 7장에서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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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

요약

이번 장에서는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단일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고, 대화형이나 독립 애

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스파크로 프로그래밍할 때에 필요

한 핵심 개념들 –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SparkContext와 RDD를 만들고 병렬 작업으로 

돌리는 것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훑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RD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