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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xii

첫 번역서를 내며 긴장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세 번째 번역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아니 출판사의 배려 덕분에 이번에도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는 스파크 서적을 번

역하게 되어 영광이지만, 모자란 글솜씨로 독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든다.

개발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번역에 대한 경험은 잘한 일이면서 

동시에 잘못한 일 같기도 하다. 책 한 권을 번역해 보는 일은 드문 경험이고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잘한 일이지만, 이 책 한 권에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고 또 더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 읽힌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부끄러워 내가 왜 번역에 뛰어들었나 싶은 생각

이 들기 때문이다. 최소한 개발자로서의 내 코드는 번역서보다는 볼 사람이 적을 테니까 말

이다.

물론, 스파크를 업무에 활용하는 개발자로서 스파크 서적을 번역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GIT

을 도입한다고 해서 버전이나 릴리즈 관리가 환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코드 리뷰 도구

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버그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파크는 매우 훌륭한 프레임워크이지만 그 특성을 모르고 쓰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

키기에 충분하며, 나처럼 때아닌 장애에 식은땀을 흘리며 야밤에 코드를 수정하는 일이 허다

할 것이다. 스파크도 결국은 누군가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며, 파일 처리와 분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다. 화려한 최신 기술보다 탄탄한 기초 

지식을 가진 개발자가 오래 갈 수 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머리
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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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길다면 긴 시간 개발자로 일했지만, 이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

움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려는 편이며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항상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단점이지만, 새롭

고 흥미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분야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파크는 내게 단

연 최고에 가까운 흥밋거리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은 단순한 스파크 입문서가 아닌 스파크의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파이

프라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번역은 부끄럽지만 반드시 읽어 볼 가

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파이프라인 성능 향상의 

쾌감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실력에도 번역을 맡겨 주신 제이펍과 좋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애

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

2018. 5. 12 

박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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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파크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스파크를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메모리 오류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간헐적인 에러에 좌절해 본 사람에게 이 책은 단비와 같을 것이다. 스파크를 일부 가

벼운 작업에 사용해 보거나 테스트해 보았지만 실무에 적용해도 될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또한, 스파크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지 못하

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스파크를 활용하기 위한 약간의 지식

을 가진 사람과 스파크나 분산 처리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책을 찾고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참고 도서 및 자료들’을 살

펴보기 바란다.

우리는 주로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실무 클러스터에서 반복적인 질의를 최적

화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유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성능 쿼리를 작

성하는 것은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스파크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다른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데이터 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대개 데이터 과학자

에게 더 직관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통계적인 분야, 분산 처리,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경험

이 적은 데이터 엔지니어에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파이프라

인을 실무 환경에 도입하고자 할 때 데이터를 좀 더 중요하게 고민하는 엔지니어에게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독자들이 “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산될까?”, “데이터가 한쪽

으로 쏠릴까?”, “이 칼럼의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 값이 어떤 식으로 그룹화될

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질의 논리에 이 질문의 답들을 적

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테스트 분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직

관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데이터 분산 처리에 익숙한 데이터 과학자라도 프로그램이 평가

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더 완벽하고 빠르게 탐색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알고리즘을 실무에 반영하려는 엔지니어들과도 효과적

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계된 데이터의 양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이 많다. 기존의 솔루션을 확장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 알고 있던 기술을 달리 보아야 할 수도 있다. 이 책과 함께 아파치 스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에라타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들에게 감사한다. 각종 오류나 오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면 high-performance-spark@googlegroups.com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1 ‘고마운 사람들’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선호하는 이름이나 닉네임을 포함해서 보내 주기 바란다.

참고 도서 및 자료들

스파크를 처음 접하는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에게는 카로(Karau)와 콘빈스키(Konwinski), 

웬델(Wendell), 자하리아(Zaharia)가 집필한 『러닝 스파크』를 입문서로 추천한다.2 샌디 라이

자(Sandy Ryza), 유리 레이저슨(Uri Laserson), 션 오언(Sean Owen), 조시 윌스(Josh Wills)의 『9

가지 사례로 익히는 고급 스파크 분석』 또한 관심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훌륭한 책이다. 스

트리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발간 예정인 프랑수아 갤리엇의 『Stream Processing with 

Apache Spark』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1  역주  혹은 제이펍(readers.jpub@gmail.com)으로 보내 주길 바란다.

2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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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외에도 초급 스파크 교육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동영상을 선호한다면 페이코 

네이선(Paco Nathan)의 입문 동영상 시리즈가 올라와 있는 오라일리를 추천한다. 유료로는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및 클라우데라(Cloudera)가 있고, 그 외 하둡/스파크 회사에서도 

스파크 교육을 제공한다. 스파크 캠프에서 만든 기존 자료와 그 외 훌륭한 자료들 또한 아

파치 스파크 페이지(http://bit.ly/2JMPOG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스칼라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1장에 스칼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득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자. 배우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딘 왐플러(Dean Wampler)와 알

렉스 페인(Alex Payne)의 『프로그래밍 스칼라 2판』도 좋은 입문서이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 나오는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아이콘은 팁이나 제안을 표시한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주석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 사항을 표시한다.

클래스 이름 등이 ‘Evil’로 시작하는 예제 코드는 아파치 스파크의 내부 코드에 크게 의존

하고 있으므로 스파크 버전이 약간만 바뀌어도 코드가 깨질 수 있다. 경고하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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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예제 코드나 연습 문제 등의 추가 자료는 Github 저장소(https://git.io/vpG3O)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스파크 테스트 코드 중 일부는 Spark Testing Base(https://git.io/vpGcK)와 Spark 

Validator(https://git.io/vpGWV)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기 규칙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쁜’ 예제(‘Evil’로 시작하는 예제 코드 등)로 취급되는 구조화 스트리밍 머신러닝 예제들은 

spark structured streaming ml(https://git.io/vpGl1)에 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작성해도 좋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

라면 사용 허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몇 군데 코드를 가져다 프로그

램을 작성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제를 포함한 CD-ROM을 판매하

거나 배포하는 것은 오라일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인용하여 문의에 답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코드들은 아파치 2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된다. 예제 코드의 상당량을 제품의 문서에 포함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표시는 일반적으로 제목, 저자, 출판

사, ISBN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igh Performance Spark by Holden, Karau and Rachel Warren (O’Reilly). Copyright 2017 

Holden Karau, Rachel Warren, 978-1-491-94320-5.

만약 예제 코드의 사용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permissions@oreilly.com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

감사의 글

우리는 초기에 피드백과 제안으로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선 초

기 드래프트와 다이어그램을 리뷰해 준 앤야 바이다(Anya Bida), 제이콥 오더스키(Jacob 

Odersky), 캐서린 키어넌(Katharine Kearnan)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예제 코드와 초기 드래

프트를 리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마하무드 하나피(Mahmoud Hanafy)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SQL 부분의 초기 드래프트를 리뷰하고 피드백을 준 마이클 암브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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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Armbrust)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저스틴 피호니(Justin Pihony)는 가장 열성

적인 초기 독자 중 한 명이며 모든 부분에서 수정을 제안해 주었다(언어, 포매팅 등).

다양한 오류를 발견해 준 카낙 크시에트리(Kanak Kshetri)와 루벤 베링겔(Ruben Berenguel)을 

포함한 모든 오라일리 사전 릴리즈 독자들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이해해 준 회사 식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로렌스 스프라클렌(Lawrence Spracklen)에게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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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베
타
리
더

  구민정(SK주식회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작은 성

능 문제도 성능에 따라 태산같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들

었을 때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직은 스파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기

에, 책에서 당부한 대로 『러닝 스파크』로 제대로 입문한 후에 다시 읽어 볼 계획입니다. 여러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박수혁(엔씨소프트)

책 전반에 걸쳐 골디락스 곰의 예제를 통해 스파크의 성능 개선을 풀어가는 점이 흥미로웠습

니다. 현업에 적용하면 좋을 법한 아이디어가 넘쳐나 리뷰하는 내내 즐거웠으며, 공개된 예제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능 혹은 품

질에 있어 힌트를 얻고자 하는 스파크 개발자라면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염성욱(삼성SDS)

회사에서 스파크를 사용해 만든 빅 데이터 솔루션인 Brightics AI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발간된 책 중에는 참고할 만한 책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

서 다른 책에서 아쉽게 느꼈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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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만(incowiz)

스파크를 다뤄 본 적이 없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자가 중점을 둔 내용은 스파크 

코어와 스파크 sql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은 스파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정하에 

데이터 세트, 데이터 프레임 및 스파크의 구조화된 쿼리 언어에 대한 개요를 잘 설명하고 있

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x



고성능 처리를 위한 
스파크 시작하기

C H A P T E R

1 
이 장에서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얻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왜 스칼라를 배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스

칼라를 쓰고 있다면(혹은 다른 언어를 쓰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2장으로 넘어가도 좋다.

스파크는 무엇이며 성능은 왜 중요한가?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는 범용 목적의 고성능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서 1000명 이상이 

컨트리뷰터로 활동 중인 가장 활발한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다.1 스파크는 하나의 서버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쓰

기 쉬운 고수준의 API를 제공한다. 스파크의 설계와 인터페이스는 독창적이며, 동종의 시

스템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독특하게도 스파크는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 변형 로직

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병렬 실행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시스템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덕택에 때로는 서로 다른 규모와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 섞여 

있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서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1 http://spark.apache.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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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과 스파크에 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스파크에서는 꽤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들을 간단하게 구현하더라도 제대로 최적화하지 않으면 매우 느리거나 불안정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고려하는 작업은 매우 큰 용량의 데이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능 최적화에 의해 얻는 시간과 자원의 이득 또한 막대하다. 여기서 성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더 빨리 실행을 끝마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

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실행 가능 여부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수 기가바이트 단위를 

처리하는 데 실패한 쿼리를 데이터 구조의 철저한 파악 및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해 최적화하

고 매만져서 동일 시스템에서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

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경험담을 소개하자면, 이 책에서 다룬 최적화 기법들을 활용해서 동

일한 클러스터의 동일한 작업들이 100배 이상 빠르게 실행되도록 개선한 경우도 있었다. 데

이터 처리 분야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데이터 인프라 유지 비용과 

개발자들의 시간을 절약해 줌으로써 그만한 가치로 보답하기를 바란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기법을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스파크는 유사

한 종류의 다른 연산 프레임워크들에 비해 훨씬 고수준에서 세밀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

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즉, 어떤 방법은 특정 수준의 데이터 크기나 키 분포에 대해서 뛰어난 효과를 발

휘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한 예는 많은 문제

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즉, 스파크에서 groupByKey를 사용하면 악명 높은 메모리 

부족(out of memory) 예외를 자주 일으키지만, 중복이 적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

할 대안만큼 빠른 실행 속도를 보여준다. 사용 사례와 시스템의 특징 및 스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 과학 이슈를 해결하는 필

수 조건일 것이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쿼리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데이터를 더 적은 자

원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범위의 도구들과 시나리오

를 다루고 있다. 책에서 익힌 기법을 실제로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미래에 겪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고 스파크를 좀 더 범용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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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의 구성은 참고 용도로도 충분한 배경 지식을 제공

하지만, 책의 구성 자체가 계획적이므로 섹션들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기술적인 팁을 얻는 

것뿐 아니라 스파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스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데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이 책은 스파크나 스칼라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라면 다른 책

이나 동영상 강의들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저자들이 편파적일 수도 있

지만, 이런 목적이라면 『러닝 스파크: 번개같이 빠른 데이터 분석(Learning Spark: Lightning-

Fast Big Data Analysis)』이나 파코 네이썬의(Paco Nathan) 스파크 소개 동영상(https://oreil.

ly/2F9shwG)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운영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클러스터 세팅이나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같은 주제들은 다루

지 않는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미 시스템에 스파크를 설치하고 사용 중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과 관련된 조언 등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

분의 관심사가 운영 쪽이거나 조직 내부에 운영을 담당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스파크 운영

과 관련된 책들이 더 유용할 것이다.

스파크 버전 규칙

스파크는 표준처럼 쓰이는 [메이저].[마이너].[유지 보수] 형식의 의미론적 버전 번호 규칙

을 따르며, 마이너나 유지 보수 버전 릴리즈 간에는 실험적 기능이나 개발 중인 기능이 아

닌 공개된 API에 대해 안정적인 호환을 제공한다. 이런 실험적 컴포넌트들은 성능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도 있으며, Dataset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스파크 SQL에 새롭

게 도입된 구조적이며 강타입(strong-typed) 성격을 가진 데이터 추상화 계층이다. 스파크는 

MiMa를2 사용하여 버전 간 바이너리 API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

러므로 안정적인 API만을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다면 메이저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컴

파일할 필요는 없다.3

2 MiMa는 스칼라의 Migration Manager를 의미하며, 릴리즈 간의 바이너리 비호환성을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3   역주  스파크 API 문서를 보면 오른쪽 끝에 Experimental이나 Developer API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표시가 없는 것들

이 ‘안정적인’ API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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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스파크 2.0.1 API4를 사용해 집필했지만, 대부분은 이전 버전의 스파크에서도 잘 작

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왜 스칼라인가?

이 책은 스파크의 스칼라 API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독자가 스파크에 대한 실무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파크를 사용하는 독자

들이라도 자바나 파이썬 예제 없이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언어로 바꿔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자들은 스파크의 진정한 성능 발휘는 

스칼라를 써서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파크를 스칼라를 통해 활용하는 

것에는 이런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스칼라 사용을 권장할 만한 일반

적인 이유가 있다.

스파크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어쨌든 약간이라도 스칼라를 알아야 한다

파이썬이나 자바가 훨씬 더 널리 쓰이는 언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급 스파

크 개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칼라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

다. 스파크의 사용자 문서는 세련미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코드 베이스의 가독성은 뛰어

난 편이다. 스파크 고급 사용자라면 스파크 코드 베이스에 대한 세련된 이해를 갖춤으로써 

얻는 이점이 아마 다른 프레임워크의 코드를 분석해서 얻는 이점보다 더욱 클 것이다. 스파

크는 스칼라로 쓰였기 때문에 스칼라 코드를 읽을 수 없다면 스파크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RDD 클래스들의 메서드들은 스칼라 컬렉션 API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map, filter, flatMap, reduce, fold 같은 RDD 함수들은 스칼라의 동

일한 이름의 함수들과 거의 같은 스펙을 갖고 있다.5 본질적으로 스파크는 함수형 프레임워

크이며, 불변성(immutability)이나 람다 정의 같은 개념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

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스파크 API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역주  번역에는 번역 시점의 최신 버전인 2.2.1을 사용했다.

5 책을 보다 보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산의 의미론적인 부분은 서로 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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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의 스칼라 API는 자바 API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다

스칼라를 배운 적이 있다면 자바로 스파크 코드를 짜는 것보다 스칼라로 작성하는 것이 훨

씬 간편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일단 스칼라로 스파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자

바보다 훨씬 간결하다. 이는 스파크가 많은 부분에서 인라인 함수 정의나 람다 표현식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스칼라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있다(특히 자바 8 이전 버

전을 쓴다면). 두 번째로 스파크 셸은 디버깅이나 개발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인데, 이는 자바

를 제외한 REPL을 지원하는 언어들로만 사용할 수 있다(스칼라, 파이썬, R).6

스칼라는 파이썬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

파이썬은 배우기 쉬운 편이고, 코드도 짧으며, 인터프리터 언어인 데다가 여러 뛰어난 기능

을 가진 데이터 과학 도구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편하므로 파이썬을 통해 스파크를 사용

하는 것은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스칼라는 정적 타입 언어인 데다 파이썬은 JVM과의 통

신 비용(파이썬에서 스칼라로 통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파이썬 스파크 코드는 종

종 같은 JVM 코드보다 훨씬 느리다. 게다가 최신 스파크 기능들은 스칼라로 먼저 작성한 

후에 파이썬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파크의 최신 기능을 사용해 보고 싶다면 JVM 

언어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MLlib 같은 경우는 파이썬 지원 수준이 

훨씬 뒤처진 상태다.

꼭 스칼라를 써야만 하는가?

물론 스파크 코드를 스칼라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서 개발해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존재

한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이유는 팀원들이나 개발자 자신의 선호 여부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기존 코드나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에서의 언어 지원 여부도 스칼라 외의 언어를 써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파이썬은 최근 가장 지원이 잘되는 언어 중 하나다. 반면 자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장황하고 때때로 API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른 JVM 

언어에서 혼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객체 변환에 드는 비용 정도).7 

6   역주  REPL은 Read-Eval-Print Loop의 약자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인 단위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셸을 제공한다면 REPL
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특성상 인터프리터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는 대부분 지원한다. 자바는 9에서 지원 예정이다.

7  물론 성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스파크 1.6의 mapPartitions와 초기 자바 버전을 쓴다면 

109페이지의 ‘mapPartitions로 수행하는 반복자 - 반복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다룰 서버 성능 제약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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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모든 예제는 최종 출판 단계에서 스칼라로 표기하였지만, 구현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많은 예제는 이후 자바나 파이썬으로도 포팅할 것이다. 이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

리의 깃허브 사이트(http://bit.ly/2F5XYqJ)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특별히 포팅된 예제

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깃허브 저장소의 이슈(issue) 메뉴를 이용해 우리에게 알

려 주기 바란다.

그리고 스파크 SQL은 non-JVM 언어를 쓸 때의 성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개선을 이

루어 냈다. 7장에서는 스파크가 지원하는 언어인 파이썬과 R을 포함해 JVM을 쓰지 않는 

언어들에서 스파크로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당 부

분에서는 포트란, C, GPU 지원 언어 등을 사용하여 어떻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소개한다. 혹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대부분 스칼라로 개발하고 

있다 해도 굳이 모든 걸 스칼라로 해결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른 언어들에

서 널리 쓰는 전문화된 라이브러리들은 JVM 외부와 연동하는 오버헤드를 감수할 만한 가

치가 있기 때문이다.

스칼라 배우기

스칼라의 유용성에 대한 우리의 설득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 스칼라를 배우기 위한 몇 가

지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 스파크 1.6은 스칼라 2.10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스칼라 2.11로 

교차 컴파일되었다. 스파크 2.0은 스칼라 2.11 기준으로 만들어져 2.10으로 교차 컴파일되

었으며, 이후 2.12가 지원될 것이다.8 스칼라 학습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시

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책에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나 전문 교육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는 『프로그래밍 스칼라, 2판(Programming Scala, 2nd Edition)』이 매우 

훌륭하다. 액터(actor) 시스템을 다룬 부분은 스파크와는 별로 상관없지만 말이다. 스칼라의 

웹사이트 또한 다양한 종류의 스칼라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칼라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좌도 있다. 스칼라의 창시자인 마틴 오더스키(Martin 

Ordersky)가 직접 강의하는 ‘스칼라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원칙(Functional Programming 

Principles in Scala, http://bit.ly/2F6mrMA)’을 코세라(Coursera)에서 들을 수 있으며, edX에서는 

8   역주  쉽게 얘기해서 1.6이든 2.0이든 심지어 현재 최신인 2.2까지 모두 스칼라 2.10과 2.11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따로 지원한

다. 라이브러리 이름 뒤에 _2.10이 붙는지 _2.11이 붙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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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소개(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https://bit.ly/1N321WD)’를 

들을 수 있다. 여러 다른 업체에서도 동영상 기반의 스칼라 강좌들을 제공하지만, 저자들

이 개인적으로 들어 보거나 추천할 만한 것들은 위의 것들이 전부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라이트벤드(Lightbend, 기존의 Typesafe, http://bit.ly/2JkcKg5)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전문 교육을 추천한다. 우리가 직접 그곳의 강의를 들어 보진 

않았지만, 호평이 많은 데다 특별히 팀이나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대해서 스파크 사용

을 위한 스칼라 맞춤 교육을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요약

스칼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스파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겠지만, 스파크로 작업

할 때 스칼라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언어나 도구가 더 적합한 상황인 사람들

을 위한 기술들은 7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 책은 스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파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선택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음 장에서는 스파크의 기본 설계와 스파크를 효율

적으로 쓰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연산 패러다임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요약 7



이 장에서는 스파크의 전체적인 설계와 빅데이터 생태계에서의 스파크의 위치에 대해 소개

한다. 스파크는 하둡과 함께 분산 데이터 처리에 주로 쓰이는지라 아파치 맵리듀스(Apache 

MapReduce)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된다.1 곧 설명하겠지만 스파크의 설계 원칙은 맵리

듀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일단 하둡 맵리듀스와 달리 스파크는 반드시 아파치 하둡과 함께 

실행할 필요는 없다. ―자주 그렇게 쓰이기는 하지만. 스파크는 API나 설계, 지원 포맷 등

을 드라이어드 링크(DryadLINQ) 같은 다른 기존 연산 프레임워크에서 차용해 왔다.2 하지만 

스파크의 내부, 특히 장애를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것은 기존 시스템들과는 다르다. 스파크의 

독보적인 장점으로 메모리 기반 처리와 함께 지연 평가 방식으로3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

1  맵리듀스는 분산 시스템의 각 노드들 위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렬하는 map 프로시저와 매퍼 노드의 데이터들을 가져와 

집합 연산을 처리하는 reduce 프로시저로 정의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맵리듀스는 많은 언어로 구현되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구현은 하둡 맵리듀스인데, 이는 아파치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과 함께 패키징되어 제공된다 

( 역주  즉, 일반적으로 하둡은 HDFS와 맵리듀스를 통틀어 얘기한다).

2  드라이어드 링크는 분산 실행 엔진인 드라이어드(Dryad) 위에 기존의 닷넷(.Net) 언어 통합 쿼리(Language Integrated 

Query, LINQ)를 얹기 위해 시도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연구 프로젝트다. 스파크처럼 드라이어드 링크 API는 분

산 데이터세트를 표현하는 객체를 정의하고 객체 위에서 데이터세트를 가공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한다. 드라이어드 링

크는 지연 평가(lazy evaluation)를 수행하며 스케줄러는 스파크와 유사하다. 하지만 드라이어드 링크는 메모리 저장 공간을 

쓰지는 않는다. 더 많은 정보는 드라이어드 링크 문서를(https://bit.ly/2HGSB6F) 참조하기 바란다.

3   역주  함수 호출 시 바로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실제로 결과가 필요한 시점에 연산을 수행하여 값을 평가

(evaluate)한다.

스파크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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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꼽을 수 있다. 스파크의 제작자들은 스파크가 고속 분산 처리를 위한 최초의 고차원 프

로그래밍 언어라고 믿는다.4 

스파크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스파크의 설계에 적용

되어 있는 원리들과 스파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장에서

는 스파크의 병렬 처리 모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스파크 스케줄러와 실행 엔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책 전체에서 이 장의 개념들을 자주 참고하게 될 텐데, 독자

들이 다른 스파크 사용자들끼리 얘기할 때 듣게 되거나 문서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들을 쉽

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스파크는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아파치 스파크는 일반화된 병렬 처리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즉, 동일한 고수준의 스파크 함수들로 크기와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데이

터에 대해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스파크는 그 자체로는 데이터 저

장 솔루션은 아니다. 스파크는 스파크 JVM(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뿐이

며 이 JVM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만 지속된다. 스파크는 하나의 단

일 머신 위에서 한 JVM만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로컬 모드). 물론 그보다는 분산 저장 시스

템( HDFS, 카산드라(Cassandra), S3)과 클러스터 매니저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장 시스템은 스파크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며, 클러스터 매니저는 클

러스터 전반에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분산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스파크는 현재 단독 클러스터 매니저(Standalone Cluster Manager), 아파치 메소스(Apache 

Mesos)와 하둡 얀(Hadoop YARN)의 세 가지 종류의 클러스터 매니저를 지원한다(그림 2-1 참

고). 스파크에 포함되어 있는 단독 클러스터 매니저를 쓰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마

다 스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5

4 스파크에 대한 원본 논문(http://bit.ly/2Fc2fZH)과 다른 스파크 관련 논문들(http://bit.ly/2FbWFq0)을 참고한다.

5   역주  메소스나 얀을 쓸 때는 스파크를 일일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 스파크 패키지 파일만 클러스터에 올려놓으면 클러스터 

매니저가 스파크를 실행하면서 작업을 수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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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클러스터 매니저
(얀, 메소스, 단독)

분산 저장 시스템
(카산드라, S3, HDFS)

그림 2-1  스파크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생태계의 다이어그램

스파크 컴포넌트

스파크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수준의 질의 언어를 제공한다. 스파크 코어(Spark Core)는 스

파크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로, 스칼라, 자바, 파이썬, R로 API

가 각각 제공된다. 스파크는 유연성 있는 분산 데이터세트(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이하 

RDD)라 불리는 데이터 추상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RDD란 지연 평가를 수행하며 정적

인 타입을 가지는 분산 데이터 모음을 가리킨다. RDD에는 분산 데이터세트를 다룰 수 있

도록 map, join, reduce 등 대략적으로 역할이 구분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체 데이터세트에 적용하는 함수들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저장 시스템과 스파크 JVM 사이에

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I/O 기능 또한 정의되어 있다.

스파크는 R 언어를 지원하지만 현재 RDD 인터페이스를 R에서 쓸 수는 없다. 자바, 파이썬, 

R과 다른 언어들을 쓰는 팁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룰 것이다.

스파크 코어 외에도 스파크 생태계에는 스파크 SQL, 스파크 MLlib, 스파크 스트리밍, 그

래프X6 등 특정 분야의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퍼스트 파티 컴포넌트들이 있다. 이 중 

MLlib 같은 경우는 거의 스파크 API 기반으로만 작성되어 스파크 코어와 동일한 원리를 기

반으로 성능이 결정된다. 하지만 스파크 SQL의 경우 스파크 코어와는 다른 질의 최적화 엔

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 전혀 다른 고려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6  그래프X는 현재는 활발히 개발 중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프레임(GraphFrames)이나 다른 유사 프로젝트로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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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SQL은 스파크 코어와 함께 쓰이면서 스칼라, 자바, 파이썬, R API를 제공하며 추

가로 기본적인 SQL 질의를 지원한다. 스파크 SQL은 DataFrame이라고 불리는 반구조화

의(semi-structured) 데이터 타입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스파크 1.6부터는 

Dataset라는 이름의 반구조화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RDD 유사 버전을 제공한다.7 스파

크 SQL은 스파크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이며, 스파크 코어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부분 스파크 SQL과 함께 적용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스파크 SQL에 대해서

는 3장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4장에서는 스파크 SQL과 스파크 코어에서의 조인 성능에 대

해 비교해 본다.

스파크에는 ML과 MLlib라는 두 가지의 머신러닝 패키지가 있다. MLlib은 스파크로 작성

된 머신러닝과 통계 알고리즘 구현을 담은 패키지다. 스파크 ML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스파크 1.2부터 지원한다. MLlib보다 고수준의 API를 제공하는 스파크 ML의 목표는 사용

자들이 더 쉽게 실질적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스파크 

MLlib은 주로 RDD 기반으로 스파크 코어의 함수들을 사용해 만들어진 반면, ML은 스파

크 SQL의 DataFrames 기반으로 만들어졌다.8 스파크 커뮤니티는 장기적으로는 ML로 옮겨 

가면서 MLlib의 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파크 ML이든 MLlib이든 스파크 코어

와 SQL에 관한 것 말고도 성능에 대해 고려할 것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룬다.

스파크 스트리밍(Spark Streaming)은 데이터의 마이크로 배치9에 대한 스트리밍 분석에 스파

크 코어의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배치에 쓰이는 윈도 사이즈 같은 특수

한 고려 사항들이 많은 편이다. 스파크 스트리밍 사용에 대한 팁들은 278페이지의 ‘스파크

로 스트리밍 처리하기’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래프X는 스파크 위에 그래프 연산을 위한 API들을 구축한 그래프 처리 프레임워크다. 그

래프X는 스파크에서 가장 덜 성숙한 컴포넌트 중 하나이므로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

는다. 미래에 나올 스파크의 버전에서는 타입을 가진 그래프 기능이 데이터세트 API 위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프X는 294페이지의 ‘그래프X’에서 호기심 해소 차원으로 훑어보는 

정도로 짚고 넘어간다.

7  스파크 2.0에서 Dataset와 DataFrame이 통합되었다. Dataset는 ‘Row’ 객체를 가진 DataFrame이며 필드 번호로 접근할 수 

있다.

8 MLlib 문서(http://bit.ly/2JkdmlF) 참고

9   역주  원문은 minibatch라고 쓰고 있으나 한국 개발자들에게는 ‘마이크로 배치’가 더 익숙할 것 같아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

스파크는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11



이 책은 스파크 코어와 스파크 SQL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하지만 MLlib이나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스파크 API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런 도구들

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팁 또한 제공한다. 아마도 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할 때쯤

에는 자신의 함수들을 MLlib이나 ML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소개한 퍼스트 파티 컴포넌트들 이외에도 커뮤니티에서는 CSV를 파싱 및 테스트

하거나 다른 데이터 소스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등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많

은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고 있다. http://spark-packages.org/에서 그 라이브러리들의 목록

을 볼 수 있는데, spark-submit이나 spark-shell로 동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로딩할 수도 있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maven이나 sbt의 의존성을 추가해 빌드할 수도 있다. 우리는 66페이지의 

‘그 외의 포맷들’에서 CSV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스파크 패키지를 사용해 보고, 294

페이지의 ‘커뮤니티 패키지와 라이브러리 사용하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스파크의 병렬 연산 모델: RDD
스파크는 병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는 드라이버

(driver) 혹은 마스터 노드(master node)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만들어야 한다. 스파크

는 대용량 데이터세트를 RDD―변경할 수 없는 형태의 분산된 객체들의 모음―로 표현하

는데, 이들은 이그제큐터(executor) 혹은 슬레이브 노드(slave node)에 저장된다. RDD를 구성

하는 객체를 파티션(partition)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장된 노드가 아닌 다

른 노드에서 계산될 수도 있다. 스파크 클러스터 매니저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

한 파라미터에 따라 분산 시스템에 이그제큐터들을 실행하고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리고 스파크 실행 엔진은 연산을 위해 이그제큐터들에게 데이터를 분산해 주고 실행을 요

청한다(그림 2-4 참고).

스파크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RDD의 각 데이터들의 처리 단계를 결정하자마자 연산을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 시점을 뒤로 미루어 실제로 최종 RDD를 계산해야 하는 시점에 

RDD 변형을 수행한다(보통 저장 장치에 써야 할 시점이나 결과 데이터를 드라이버에 보내야 할 때). 

스파크는 더 빠른 접근과 반복 연산을 위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동안 로드된 

RDD를 이그제큐터 노드들의 메모리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스파크에서 변경 불

가능(immutable)하도록 구현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변형의 결과는 기존 RDD가 아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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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를 리턴한다. 이 장을 살펴보는 동안 이런 지연 평가, 인메모리 저장소, 불변성의 패러

다임이 스파크를 쓰기 쉽고 장애에 강하며 쉽게 확장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연 평가

인메모리 저장소를 쓰는 다른 많은 시스템들은 변경 가능한 객체를 ‘잘게 쪼개어서’ 업데

이트하는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중간 결과를 저장하면서 테이블의 특정 셀

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호출을 하는 것 등이다. 그에 반해 RDD의 연산은 완전히 게으른 방

식을 채택한다. 파티션은 액션이 호출되기 전까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액션은 RDD가 아

닌 다른 타입의 결과를 리턴하는 스파크 연산 종류의 하나로, 파티션 연산을 시작하게 하

고 스파크 외의 시스템으로(이그제큐터의 외부로) 결과를 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를 드라이버로 되돌려 주든지(count나 collect 같은 연산) 데이터를 외부 저장 시스템에 쓰는 것

(copyToHadoop 등) 같은 일이다. 액션은 스케줄러를 시작하게 하며 스케줄러는 RDD 트랜

스포메이션10 간의 종속성에 바탕을 둔 지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이하 

DAG11)를 생성한다. 다시 말하면 스파크는 최종 분산 데이터세트(각 파티션)의 각 객체를 생

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각 단계를 정의하기 위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

로 액션을 평가한다. 그리고 실행 계획(execution plan)이라 부르는 이 각 단계의 순서에 따라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스케줄러는 각 단계마다 존재하지 않는 파티션을 계산해서 만들어  

낸다.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이 100%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sortByKey는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하

기 위해 RDD를 우선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 양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지연 평가의 성능과 사용성에서의 장점

지연 평가는 드라이버와 통신할 필요가 없는 연산들을(1:1 종속성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

름) 통합하여 데이터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스파크 프로그램이 동

10   역주  액션처럼 스파크 연산의 종류. RDD의 데이터를 변형한 새로운 RDD를 리턴한다. 간단하게는 RDD를 다루는 메서드

들 중에서 RDD를 리턴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액션이라고 볼 수 있다.

11  역주  닫힌 부분이 없으며 간선에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스파크의 병렬 연산 모델: RDD 13



스파크의 성능을 책임지고 있는 스파크 SQL과 DataFrames 및 Dataset 인터페이스는 더 효

율적인 저장 옵션과 진일보한 옵티마이저, 직렬화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연산 등을 지

원한다. 이 컴포넌트들은 최선의 스파크 성능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그림 3-1 참고).

실행 시간: reduceByKey, groupByKey, DataFrame

실
행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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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록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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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횟수

120000000000 RDD
reduceByKey

RDD
groupByKey
DataFrame

90000000000

60000000000

30000000000

그림 3-1  판다스의 퍼지니스(fuzziness) 평균을 집계 연산하는 SimplePerfTest 기반으로  
측정한 RDD와 DataFrames의 상대적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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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새로운 컴포넌트들이다. Dataset는 스파크 1.6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DataFrame은 

스파크 1.3, SQL 엔진은 스파크 1.0에서 등장했다. 이 장에서는 스파크 SQL 도구들을 최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스파크 SQL과 기존 스파크 연산을 어떻게 조합해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스파크의 DataFrame은 기존에 많이 쓰이는 판다스(Panda’s)1나 R의 DataFrame과는 매

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기는 하지만 경험자라면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RDD처럼 DataFrame과 Dataset는 분산 데이터의 모음이지만 RDD에는 없는 스키마 정보

를 추가로 갖고 있다. 이 부가적인 스키마 정보는 더욱 효과적인 저장 계층을 제공(Tungsten)

할 뿐 아니라 옵티마이저(Catalyst)에서 추가적인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에도 쓰인다. 스키마 

정보 이외에도 Dataset와 DataFrame에서 수행되는 연산들은 일반적인 함수들과 달리 옵

티마이저가 논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DataFrame과 Dataset는 특별한 Row 객체를 

가지는데, 이는 컴파일 타임 타입 체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강타입의 Dataset API는 특히 

RDD에서 수행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함수형 연산을 할 때 빛을 발한다. RDD로 작업하

는 것에 비해 DataFrame은 스파크의 옵티마이저가 사용자의 코드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도와 76페이지의 ‘질의 옵티마이저’에서 살펴볼 새로운 종류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스파크 SQL, DataFrame, Dataset는 여러 가지의 진보적이고 우수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RDD로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일부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서 새로이 등장한 Dataset API는 추후 버전에서 좀 더 변경

될 여지가 있다.2

1  역주  파이썬을 위한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2  역주  이미 2.2.0이 나온 현재 많은 부분의 안정화와 기능 추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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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Session(혹은 HiveContext 또는 SQLContext)으로 
시작하기

SparkContext가 모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인 것처럼, StreamingContext는 모든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고 SparkSession은 스파크 SQL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모든 스파크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제 3-1에서 보듯이 몇 가지 추가 컴포넌트

를 import할 필요가 있다.

스파크 셸을 쓴다면 sc라는 이름의 SparkContext 변수와 함께 spark라는 SparkSession
의 변수를 자동으로 갖고 시작한다.

예제 3-1  스파크 SQL import문

import org.apache.spark.sql.{Dataset, DataFrame, SparkSession, Row}
import org.apache.spark.sql.catalyst.expressions.aggregate._
import org.apache.spark.sql.expressions._
import org.apache.spark.sql.functions._

스칼라에서 제공하는 타입 앨리어싱인 DataFrame = Dataset�Row�는 자바에선 불가능하

므로 Dataset<Row>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3

SparkSession은 보통 빌더 패턴에 의해 생성되며 getOrCreate(  )가 마지막에 오는데, 이 함수

는 이미 실행 중인 세션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리턴할 것이다. 빌더는 문자열 기반의 설정 키

를 config(key, value)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몇몇 일상적인 인자들에 대해 미리 지정해 놓

은 쇼트커트(shortcuts)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쇼트커트 중 하나로 enableHiveSupport(  )

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HiveUDF를 쓸 수 있게 해 주지만 하이브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

다. 하지만 추가적인 JAR 파일들이 필요하기는 하다(35페이지의 ‘스파크 SQL 의존성’에서 다룬

다). 예제 3-2는 하이브 지원 기능을 포함한 SparkSession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 준다. 

enableHiveSupport(  ) 쇼트커트는 하이브 JAR들을 쓰도록 스파크 SQL을 설정해 주는 것뿐

만 아니라 이들이 로드 가능한지를 철저히 검사하여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욱 명확

3   역주  예제 3-1의 코드는 스파크 소스(https://git.io/vSUWY) 내에 존재하며 DataFrame이라는 클래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

는다. 타입 이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스칼라의 기능에 의해 클래스처럼 보이지만 자바에선 이를 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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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 준다. 기본 config 함수에는 아무런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API 문서에 존재하는 쇼트커트라면 그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4

예제 3-2  SparkSession 생성

val session = SparkSession.builder(  )
  .enableHiveSupport(  )
  .getOrCreate(  )

// implicits의 내용을 import하며 코어 스파크와 달리 context에 정의되어 있다.
import session.implicits._

getOrCreate를 쓸 때 이미 세션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설정한 값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

히 존재하는 SparkSession을 가져오기만 한다. master 같은 일부 옵션들도 오직 기존 

SparkContex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SparkContext가 

사용된다.

스파크 2.0 이전에는 스파크 SQL을 쓸 때 SparkSession 대신 두 가지의 다른 진입점이 존

재했다(HiveContext 혹은 SQLContext). 이름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HiveContext는 하

이브 설치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SQLContext를 쓰는 주된 이유는 해결하기 곤란한 하이

브 의존성 충돌이 생기는 경우 때문이다. HiveContext는 좀 더 추가적인 사용자 정의 함

수(UDF)를5 쓸 수 있는 것뿐 아니라 SQLContext에 비해 좀 더 완성도 높은 파서를 갖고 

있다. 예제 3-4는 기존의 HiveContext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가능하다면 

SparkSession을 사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HiveContext, SQLContext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라이브러리나 모든 스파크 코드가 SparkSession을 쓸 수 있

게 업데이트된 것은 아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여전히 SQLContext나 HiveContext를 요구하

는 함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만약 기존 인터페이스(SQLContext나 HiveContext) 중 하나를 생성해야 한다면 예제 3-3의 추

가적인 import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4   역주  예를 들어 appName("myapp")을 호출하는 것은 config("spark.app.name", "myapp")을 호출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후자

는 키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귀찮고 실수할 여지도 많다.

5 UDF는 예를 들면 두 점 간의 지리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등 SQL을 확장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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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3  스파크 SQL 기존 인터페이스 import문

import org.apache.spark.sql.SQLContext
import org.apache.spark.sql.hive.HiveContext
import org.apache.spark.sql.hive.thriftserver._

SparkSession으로부터 HiveContext나 SQLContext를 가져오는 것은 org.apache.spark 
범위 바깥에서는 잘 지원되지 않지만 getOrCreate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예제 3-4  HiveContext 생성

val hiveContext = new HiveContext(sc)

// implicits의 내용을 import하며 코어 스파크와 달리 context에 정의되어 있다.
import hiveContext.implicits._

스파크 SQL 의존성

스파크의 다른 컴포넌트들처럼 스파크 SQL을 쓰는 것은 추가적인 의존성이 더 필요하다. 

만약 하이브 JAR들에서 셰이딩으로6 해결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용하는 범위를 

spark-sql JAR로 제한할 수 있다. ―spark-hive JAR 같은 걸 쓰지 않고 하이브 의존성에 접

근하고 싶겠지만 말이다.

SparkSession에서 하이브 지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HiveContext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의존성에 스파크 SQL과 하이브 컴포넌트들을 모두 추가해야 한다.

메이븐(Maven) 호환 빌드 시스템을 위해 2.0.0에서의 스파크 SQL과 하이브 컴포넌트들의 

묶음인 org.apache.spark:spark-sql_2.11:2.0.0, org.spsahce.spark:spark-hive_2.11:2.0.0이 존

재한다. 예제 3-5는 어떻게 이를 ‘일반’ sbt 빌드에 추가하는지를 보여 주고, 예제 3-6은 메

이븐 사용자들을 위한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6  역주  충돌을 일으키는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이름을 변경해서 충돌을 피하는 방법, maven 플러그인 등에서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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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5  ‘일반’ sbt 빌드에 스파크 SQL과 하이브 컴포넌트 추가

libraryDependencies ++= Seq(
    "org.apache.spark" %% "spark-sql" % "2.0.0",
    "org.apache.spark" %% "spark-hive" % "2.0.0")

예제 3-6  메이븐 pom 파일에 스파크 SQL과 하이브 컴포넌트 추가

<dependency> <!-- Spark dependency -->
  <groupId>org.apache.spark</groupId>
  <artifactId>spark-sql_2.11</artifactId>
  <version>2.0.0</version>
</dependency>
<dependency> <!-- Spark dependency -->
  <groupId>org.apache.spark</groupId>
  <artifactId>spark-hive_2.11</artifactId>
  <version>2.0.0</version>
</dependency>

스파크 의존성 관리

이런 의존성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별한 부담은 아니지만 때때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실수를 일으킬 수 있다. sbt-spark-package(https://git.io/vpG3t) 플러그인은 이런 스파

크 의존성 관리를 단순화해 준다. 이 플러그인은 보통 커뮤니티 패키지를 만드는 데 쓰이지

만(296페이지의 ‘스파크 패키지 만들기’에서 설명한다) 스파크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것

에도 도움이 된다. 이 플러그인을 sbt 빌드에 추가하려면 project/plugins.sbt를 만들고 예제 

3-7의 코드를 삽입한다.

예제 3-7 project/plugins.sbt에 sbt-spark-package 포함시키기

resolvers += ["Spark Package Main Repo" at
  "https://dl.bintray.com/spark-packages/maven"]

addSbtPlugin("org.spark-packages" % "sbt-spark-package" % "0.2.5")

spark-packages가 작동하게 하려면 예제 3-8처럼 스파크 버전과 최소 하나의 스파크 컴포넌

트를(코어) 지정해서 sbt 세팅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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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일반적으로 스파크 프로그램은 RDD 위에서 구성이 된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저장 장

치에서 RDD 포맷으로 데이터를 읽는 것, RDD에서 여러 연산과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것, 결과 RDD를 다시 저장 장치에 쓰거나 드라이버로 보내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

므로 스파크 성능의 상당 부분은 그 데이터 변형 능력, 트랜스포메이션―RDD에 정의되어 

있으며 RDD를 반환하는 연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파크는 대여섯 가지 타입의 RDD에 대한 특화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RDD

들은 각각 자신만의 속성들과 20여 가지의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들을 포함한다. 이 절

에서는 독자들이 RDD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결과

를 만들어 내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익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 어떤 종류의 RDD를 반환하는지, 트랜스포메이션 사이에 시도하는 영속화나 체크포인

팅이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여러 개가 이어진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유의해서 살펴보자. 

이 절의 트랜스포메이션들은 스파크 코어(그리고 MLlib)에서 사용하는 RDD 객체들의 것이

다. 이 RDD들은 스파크 스트리밍의 DStream 내부에서도 쓰이지만 기능이나 성능 속성 등

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함수는 DataFrame에서는 아직 지원

되지 않는다. 스파크 SQL은 다른 옵티마이저를 쓰기 때문에 이 장의 개념적인 설명들이 모

두 스파크 SQL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트랜스포메이션

C H A P T E 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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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RDD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스파크 SQL에서 쓰이는 

Dataset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69페이지의 ‘Datas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좁은 트랜스포메이션 vs. 넓은 트랜스포메이션

2장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에 대해 좁은 종속성과 넓은 종속성이라는 중요한 구분 기

준 하나를 소개했다. 이 기준은 트랜스포메이션의 평가, 나아가 성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

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서는 넓은 트랜스포메이션과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 더불어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넓은지 혹은 좁은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구

분 기준이 왜 평가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스파크가 지연 평가 방식이라는 것, 즉 트랜스포메이션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액션이 호출되

기 전까지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 보자. 13페이지의 ‘지연 평가’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장애 복구, 성능, 디버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이 팁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혼란

스럽다면 2장으로 돌아가서 스파크 실행 엔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

을 권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요약하면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은 셔플을 요구하는 반면, 좁은 트

랜스포메이션은 그렇지 않다. 21페이지의 ‘넓은 종속성 vs. 좁은 종속성’에서 좁은 트랜스포

메이션에서는 자식 파티션들은(결과 RDD의 파티션들) 부모 파티션 중 알고 있는 부분 집합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1 이 정의가 맞기는 하지만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의 공식적인 

정의에 비하면 조금 모호하다.

2012년에 최초로 스파크의 평가 의미론을 다룬 논문에서는(http://bit.ly/2Jnvewf) 좁은 종속

성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부모 RDD의 각 파티션이 자식 RDD의 최대 하나의 파티션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넓은 종속성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부모의 각 

파티션마다) 여러 자식 파티션이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자식 RDD의 

종속성에 따라 좁고 넓은 종속성을 정의했던 2장의 정의와 유사성을 띤다. 반면 논문의 저

자는 자식 RDD보다는 부모 RDD의 종속성 위주로 좁고 넓은 종속성을 정의하였다.

1   역주  헷갈릴 수 있는데, 좁은 종속성은 부모의 대상 파티션을 알 뿐 데이터의 내용은 미리 알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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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입력 데이터로부터(부모 RDD) 출력 데이터(자식 RDD)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므

로 우리는 2장의 정의가 개념화하기에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파크의 평가 엔

진은(DAG) 출력(마지막의 액션)으로부터 입력 RDD로 실행 계획을 역으로 구축한다. 그러므

로 스파크 제작자들이 내린 정의는 스파크가 평가되는 방식을 반영하므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좁은 종속성에서 여러 자식을 

가진 한 부모 파티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정의로 coalesce 같은 것이 왜 파티션을 줄일 때

만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며 늘릴 때는 제외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RDD를 평

가할 때 연산을 완료하는 태스크의 개수가 왜 입력 파티션이 아니라 출력 파티션과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준다. 

그림 5-1은 예제 5-1의 스파크 프로그램에 대한 좁고(얇은 화살표) 넓은(굵은 화살표) 트랜스포

메이션에 대해 부모와 자식 파티션들 간의 종속성을 보여 준다. RDD1은 정수들로 이루어

진 RDD라고 가정하자.

파티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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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파티션 간의 좁은/넓은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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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  좁은/넓은 종속성 예제

// 좁은 종속성. rdd에 map 연산으로 (x, 1)의 튜플로 만든다.

val rdd2 = rdd1.map(x => (x, 1))
// 넓은 종속성, groupByKey
val rdd3 = rdd2.groupByKey(  )

우리는 그림 2-2와 2-3에서 썼던 다이어그램과 같은 구조를 사용했다. 화살표들은 파티션 

종속성을 표현한다. 각 자식 파티션은 종속되는 부모 파티션들을 가리키는 화살표들을 가

진다. 만약 하나의 화살표가 x 파티션에서 y 파티션을 가리킨다면 이는 x가 y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다. 얇은 화살표는 좁은 종속성을 의미하고, 굵은 화살표는 넓은 종속성을 의

미한다.

그림 5-1에서는 RDD가 네 개의 파티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2장에서 보여 주었

던 다이어그램과는 달리 여기서는 매우 작은 RDD에서 실제 레코드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를 표시했다. 이 경우 RDD1이 정수 3, 3, 9, 2, 8, 5, 6, 4, 2, 7을 가진 RDD였을 때 RDD1, 

RDD2, RDD3이 어떻게 파티셔닝될 것인지 나타냈다.

보다시피 map 단계의 연산을 위해서는 작업하는 동안 파티션끼리 데이터가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자식 파티션은 하나의 부모 파티션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groupByKey 단

계에서는 하나의 반복자(iterator)에 하나의 키와 연계된 값들만을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키

의 레코드들이 동일한 파티션으로 모이도록 스파크가 임의의 숫자의 레코드를 옮겨야만 한

다(반복자라는 객체는 분산 객체가 아니라 로컬용임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자식 파티션들은 부모 

RDD의 다수의 파티션들에 기반하게 된다.

그림 5-1의 다이어그램은 머신끼리의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파

크 평가를 위한 추상적 개념인 파티션들이 서로 어떻게 종속되는지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다이어그램의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각 세로 열은 서로 다른 시점의 동일한 이그제큐터를 표

현한다. 화살표는 파티션들 간의 종속성을 가리킨다. 사실 데이터 재파티셔닝은 파티션들이 

동일한 머신 안에 존재하므로 머신 간의 데이터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레코드의 파티

션 변경이 이그제큐터 간의 데이터 이동을 필요로 한다면, 레코드들은 이그제큐터 사이에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통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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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대한 고려 사항

21페이지의 ‘넓은 종속성 vs. 좁은 종속성’에서는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데이터를 한 번에 

연결하고 실행하므로 좁은 종속성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부분적으로 더 빠르다고 이야기했

다. 이 절에서는 평가 관점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할 것이다.

좁은 종속성은 파티션 간에 데이터의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좁은 종속성은 드

라이버와의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임의의 숫자의 좁은 트랜스포메이션들은 드라이버가 

보낸 명령어들을 몇 개의 레코드 집합에서든(몇 개의 파티션에서든) 그 위에서 실행할 수 있

다. 스파크 용어로는 좁은 트랜스포메이션들의 각 모음이 질의 실행 계획에서 하나의 ‘스테

이지’ 안에서 연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25페이지의 ‘스파크 잡의 해부’에서는 하나의 

넓은 종속성과 엮인 셔플은 RDD의 평가에 새로운 스테이지로 표시된다고 했다. 태스크들

은 하나의 파티션에서 계산해야 하고 넓은 종속성의 각 파티션에서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

들은 대부분 여러 머신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종속성의 트랜스포메이션들은 파티션 

간의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후에 오는 연산들은 셔플이 완료되기 전에는 시

작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렬은 단순히 각 파티션에서만 정렬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코드들이 정

의된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있어야 하므로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므로 sortByKey 함수는 명백히 넓은 종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데이터의 파티셔닝이 필요하고, 특정 범위의 데이터들은 같은 파티션 내에 존재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각 파티션의 데이터를 정렬하면 전체적으로 정렬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정렬 이후에 오는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은 각 파티션의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셔플이 끝나기 전에는 수행되지 않는다.

스테이지의 경계는 성능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join 같은 다중 RDD 연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 RDD와 연계된 스테이지들은 일렬로 실행되어야 한다(4장 참고). 그러므로 셔

플은 데이터 이동과 잠재적인 디스크 입출력을(파일 셔플링을 위해) 요구하므로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병렬 수행도 제한된다.

장애 내구성의 고려 사항

넓은 종속성에서 한 파티션의 실패는 재연산이 필요한 파티션 개수가 훨씬 많으므로 좁은 

종속성의 파티션의 실패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mappedRDD(map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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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RDD 타입)의 부모 중 한 파티션이 실패했다면 자식들 중에서도 한 파티션만이 재연

산되어야 하는데, 이 재연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자식 파티션들의 태스크가 이그제

큐터들에게 분산되어 실행된다. 반면 정렬된 RDD의 부모가 파티션을 잃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모든 자식 파티션을 재연산해야 할 수도 있다. 넓은 종속성의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연

속으로 놓고 실행하는 것은 ―그중 메모리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다면― 굉

장히 높은 부하의 재연산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정 경우들에서는 

RDD를 체크포인팅(checkpointing)함으로써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을 

만큼 재연산의 비용이 높을 수 있다. 123페이지의 ‘RDD 재사용’에서 체크포인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coalesce의 특별한 경우

coalesce 연산은 RDD의 파티션 개수를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한다. 2장의 그림 2-2에서 보았

듯이, coalesce로 결과 파티션의 개수를 줄이면 자식 파티션들이 여러 부모 파티션들을 통

합하게 되므로 각 부모 파티션은 정확히 하나의 자식 파티션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러므

로 우리가 정의했던 좁은 종속성의 정의에 의하면 coalesce는 비록 RDD의 파티션 개수를 

변경하지만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태스크들은 자식 파티션에서 실행되므로 coalesce 연

산을 포함한 스테이지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의 개수는 coalese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 RDD

의 파티션 개수와 동일하다. 

coalesce를 이용하면 한 스테이지 안에서 셔플 없이 파티션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coalesce는 전체 스테이지에서 이전 파티션들까지 coalesce에 의해 지정된 숫자만큼만 병

렬 실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일부의 경우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coalesce
의 셔플 인자를 true로 설정하거나 repartition을 사용해서 셔플의 비용을 감수하고 위의 

동작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coalesce가 파티션의 개수를 늘린다면 각 부모 파티션은 다수의 자식 파티션에 의존

하게 된다. 그러므로 95페이지의 ‘좁은 트랜스포메이션 vs.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설명

한 넓은 종속성의 더 정확한 정의에 의해 파티션 개수를 늘리는 coalesce는 넓은 트랜스포

메이션이 된다. coalesce 함수는 자식 파티션들에게 데이터를 공평하게 분산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둔다. 따라서 각 입력 파티션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최종 위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초반에는 결과 레코드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게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초반 트랜스포메이션을 평가하기 전에는 각 파티션의 레코드 개수 또한 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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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므로 더 큰 파티션 숫자로 coalesce나 repartition을 호출하는 것은 셔플이 필요 

하다.

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타입의 RDD를 반환하는가?

RDD란 두 가지 면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다. RDD는 거의 모든 타입의( String, Row, Tuple) 

레코드를 가질 수 있으며, RDD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속성을 추가한 여러 구현체 중의 하

나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성능이나 평가 양쪽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첫 번

째 구분은 일부 트랜스포메이션은 특정한 레코드 타입을 가지는 RDD에만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구분은 각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런 RDD의 여러 구현체 중

의 하나를 반환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그로 인해 서로 다른 RDD 구현체에(mappedRDD와 

CoGroupedRDD 같은) 동일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호출되어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어

떤 RDD 구현체는 이전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레코드 순서나 지역성 정보를 이어받아 갖

고 있기도 하다.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 RDD와 연계된 데이터 지역성이나 파티션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 없는 셔플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한 것은 페어(Pair) RDD

와 가장 관계가 깊으므로 157페이지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파티셔닝 정보 보존하기’에서 자

세히 알아보자. 이 절에서는 성능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스파크 프로그램이 복잡

해지면서 난이도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레코드 타입 정보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RDD란 스칼라나 자바 혹은 다른 강타입 언어들과 매우 유사한 컬렉션 타입이며 컬렉션 멤

버들의 타입을 가리키는 타입 인자와 함께 인스턴스화된다.

스칼라 문법에서는 타입 인자를 대괄호(bracket)로 감싼다. 예를 들어 List�String�은 String 
객체의 시퀀스가 된다. 이는 자바 문법의 <>와 동일하다( List<String>).

RDD 또한 마찬가지로 타입을 가진다. 예를 들어 RDD로 읽어 들이기 위해 sc.textfile을 쓰

면 결과로 String 타입의 RDD를 얻게 된다(스칼라라면 RDD[String], 자바라면 RDD<String>으

로 표시).

많은 트랜스포메이션들은 특정 타입을 가진 RDD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RDD의 레

코드 타입 정보는 중요하다. 일반적인 타입의 RDD에 그런 특수한 메서드를 호출하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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