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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스파크와 우연히 인연을 맺고 《러닝 스파크》 초판을 번역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

랐다. 나는 아직도 스파크로 일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스파크도 많이 변했고 내 처지도 많이 달라

졌다.

어찌어찌 좋은 기회가 생겨 미국에서 일하게 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런데 막상 나는 스파

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기도 한다.

미국에 온 것이 마냥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미국에 대한 환

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것도 많이 사라졌다.

반농담이지만, 미국에 있다고 저절로 영어가 늘거나 여기저기서 우상화되는 ‘실리콘 밸리 개발자’ 수준의 

고급 인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영어를 쓸 뿐이다(결정적!).

여기서 있다 보면 좋은 개발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자도 많이 본다. 기본기를 갖추고 늘 새로

운 것을 배우고 익힌다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이 분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미국에 와서까지 번역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번역 일 하는 데 시간 뺏기는 것을 이해해 주고, 생

소한 외국 생활도 묵묵히 잘 견뎌 나가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번역 솜씨

를 좋게 봐주시고 또다시 일을 맡겨 주신 제이펍 대표님, 같이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어설픈 내가 미

국에서 적응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이성수 님께 큰 감사를 전한다.

시애틀 근교의 어느 스타벅스에서

박종영

옮긴이 머리말x



옮긴이 머리말  

커리어의 대부분을 SQL을 메인으로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자로 살아오다가, 쿠팡에 와서

EDW 엔지니어로 빅데이터 개발을 하며 데이터베이스와 SQL의 한계를 많이 느낄 때쯤에 접하게 된 

것이 아파치 스파크였다. SQL을 베이스로 하이브에서 개발 일을 하던 내게 스파크의 성능은 완전히

신세계였다. 그 후 스파크로 좀 더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웹로깅 플랫폼 팀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더욱 스파크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이때 같은 팀 동료인 박종영 님의 제안으로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Amazon Redshift》를 쓰는 동안 다시는 책 쓰는 일을 하

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스파크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모든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그러하듯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부분인 것 같다. 사용할 줄 아는 것과 그 기술에 대해 깊게 아는 것은 다르기에 더 깊게 알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나와 같은 마음을 독자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첫 번역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제이펍 대표님

과 편집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나에게 항상 많은 것을 알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박종영 님께

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바쁜 삶 가운

데에서도 나의 발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아내와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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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비교적 최신 버전인 아파치 스파크 3.1.2에서 제공하는 API와 관련 예시를 다루면서 데이터 처리와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

해한다면 스파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조은(오늘코드)

이 책의 초판을 통해 스파크를 처음 배웠고, 개정판이 나온다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SQL이나 판다스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해 봤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용량과 속도 등의 문제로 스파크

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때 곁에 두고 보면 좋을 

책입니다. 기존에 판다스를 주로 사용했던 입장에서 Koalas를 통해 판다스 API로 스파크 데이터를 

가져와 전처리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판에 비해 좀 더 쉽고, 스파크가 친근하게 느껴졌

습니다.

이석곤(엔컴)

빅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

파크 설치부터 기본 이론 설명, 처리, 운용, 관리, 스파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

다. 특히 실습 코드를 스칼라와 파이썬의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서 파이썬 개발자들도 스파크를 배

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타리더 후기xii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이태영(신한은행)

기술의 시대, 근본에 대한 성찰 없이 “스파크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

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스파크의 출현 배경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

로 유용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 사례들을 짚어 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현수(유노믹)

최신 스파크 버전을 다루는 책을 번역 출판한다고 해서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스파크 3.2.x 버전

부터는 코드를 스칼라 2.13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입 안전을 유지하면서 구조화된 API를 사용

해서 더 좋은 성능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xiii



  시작하며

아파치 스파크는 2009년 UC Berkeley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파

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으로 이전한 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수백 개의 회사에서 1,400명이 넘

는 컨트리뷰터가 있었고, 글로벌 스파크 밋업 그룹(https://www.meetup.com/ko-KR/topics/apache-spark/)

은 회원 수가 50만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파크의 사용자 기반도 데이터 과학에서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다양한 사용 사례와 함께 파이썬, R, SQL 및 JVM 개발자를 포

함하여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아파치 스파크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발을 계속해 왔으

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스파크 3.0의 출시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였고, 업데이트된 학습 자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

다. 《러닝 스파크》의 두 번째 버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 번 제안되었으나 직접 저술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비록 《러닝 스파크》 초판의 공동 저술에 참여했었지만, 이제는 차세대 스파크 컨트

리뷰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책의 개정판을 작성하기 위해 초

기부터 아파치 스파크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 4명의 숙련된 실무자와 개발자가 팀을 이루어 명확하고 

유용한 가이드에 스파크 개발자를 위한 최신 API와 모범 사례를 통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개정판에 대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실습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스파크 및 분산 빅데이터 처

리의 주요 개념은 각 장에서 따라 하기 쉽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의 코드 예제를 통해 개발자는 스

파크를 사용하여 자신감을 얻고 구조화된 API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러닝 스파크》 개정판이 스파크를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든 독자가 대규모 데이터

를 처리하는 여정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

수석 기술자, 데이터브릭스 공동 설립자, 스탠퍼드 대학 조교수이자 아파치 스파크의 창시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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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며

《러닝 스파크》의 두 번째 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든 카로Holden Karau, 앤디 콘빈스키Andy 

Konwinski, 패트릭 웬델Patrick Wendell, 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가 기존에 저술한 초판이 2015년

에 출판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판은 내장 및 외부 데이터 소스, 머신러닝, 스파크가 

긴밀하게 통합되는 스트리밍 기술의 확장된 에코시스템을 포함하여 스파크 2.x 및 스파크 3.0을 통한 

아파치 스파크의 진화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첫 번째 1.x 릴리스 이후 몇 년 동안 스파크는 사실상 빅데이터 통합 처리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 과

정에서 다양한 분석 워크로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독

자를 위해 이러한 진화를 포착하고 선별하여 스파크를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콘텐츠가 의도한 독자에게 적

합하도록 각 장이 이전 장에서 쌓아 올리는 토대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대상 독자

빅데이터와 씨름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일 

것입니다. 이 책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 스파크를 사용하

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는 스파크의 정형화된 API를 사용하여 배치 및 스트리밍 모두에서 복잡한 데이

터 탐색 및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화형 쿼리에 스파크 SQL을 사용하며, 스파크의 내장 

및 외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추출, 변환 및 로드extract, transform, and load, ETL하는 작업의 일부

로 서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다듬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크 및 오픈소스 델타 

레이크Delta Lake 테이블 형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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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위해 스파크의 MLlib 라이브러리는 분산 머신러닝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해 많은 공통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MLlib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 분

산 머신러닝을 위한 모범 사례, 스파크를 사용하여 단일 노드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 오픈소스 라이

브러리 ML 플로우를 사용하여 이러한 모델을 관리 및 배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책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분석 엔진으로서 스파크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파크

가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의 대부분의 예제는 스칼라, 파이썬 및 SQL

로 작성되었고, 필요한 경우 약간의 자바를 추가하였습니다. R을 사용한 스파크 학습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하비에르 루라스키Javier Luraschi, 케빈 쿠오Kevin Kuo, 에드거 루이즈Edgar Ruiz의 《Mastering 

Spark with R》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는 분산 엔진이기 때문에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스파크의 분산 구성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실행이 클러스

터에서 병렬 작업으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배포 모드가 어떤 환경에

서 지원되는지도 다룰 것입니다.

다루기로 선택한 많은 주제가 있지만,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한 몇 가지 주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형의 저수준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API와 그래프 및 그래프 병렬 계산을 위한 스파크의 

API인 GraphX가 포함됩니다. 또한 스파크의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확장하여 고유한 작업을 구

현하는 방법, 고유한 카탈로그를 구현하는 방법 또는 고유한 DataSource V2 데이터 싱크 및 소스를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고급 주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스파크의 일부이지만, 스파크 학습

에 대한 입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를 대신해서 모든 구성 요소에 걸쳐 스파크의 정형화된 API와 스파크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대규

모 데이터를 처리하여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는 데이터 과학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우리는 개념을 소개하고, 예제 코드 조각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시연하고, 책의 깃허브 저장소에서 

전체 코드 예제 또는 노트북을 제공하여 장에서 장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1장 아파치 스파크 소개: 통합 분석 엔진
빅데이터의 진화를 소개하고 아파치 스파크 및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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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아파치 스파크 다운로드 및 시작
로컬 컴퓨터에서 아파치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3장 아파치 스파크의 정형화 API ~ 6장 스파크 SQL과 데이터세트
이 장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세트 정형화 API를 사용하여 내장 및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데

이터를 수집하고, 내장 및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적용하고, 스파크 SQL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장들은 이후 장들의 기초를 구성하며 적절한 경우 모든 최신 스파크 3.0 변경 사항을 통합합니다.

7장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및 튜닝
스파크 UI를 통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튜닝, 최적화, 디버깅 및 검사하는 모범 사례와 성능 향상

을 위해 튜닝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8장 정형화 스트리밍
스파크 스트리밍 엔진과 정형화 스트리밍 프로그래밍 모델의 발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스트

리밍 쿼리의 구조를 조사하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상태 저장 유지 집계, 스트림 조

인 및 임의 상태 저장 유지 집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능이 좋은 스트리밍 쿼리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9장 아파치 스파크를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
아파치 스파크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스파크 에코시

스템의 일부로 세 가지 오픈소스 테이블 형식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조사합니다. 배치 및 스트리밍 워

크로드 모두에 대해 델타 레이크Delta Lake와 스파크의 긴밀한 통합으로 인해, 우리는 해당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이 솔루션이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레이크하우스를 촉진하는 방법을 탐구합

니다.

10장 MLlib을 사용한 머신러닝
스파크용 분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MLlib을 소개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평

가 메트릭, 모델 저장 및 로드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종단 간 예제를 안내합니다.

11장 아파치 스파크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관리, 배포 및 확장
MLflow를 사용하여 MLlib 모델을 추적 및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고, 다양한 모델 배포 옵션을 비교 

및 대조하고, 분산 모델 추론, 피처 엔지니어링 및/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위해 MLlib이 아닌 

모델에서 스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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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에필로그: 아파치 스파크 3.0
에필로그에서는 스파크 3.0의 주목할 만한 기능과 변경 사항을 강조합니다. 개선 사항과 기능의 전체 

범위를 한 챕터에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파크 

3.0이 공식적으로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들 챕터 전체에서 우리는 필요한 곳에 스파크 3.0 기능을 통합하거나 언급했으며, 모든 코드 예제

와 노트북을 Spark 3.0.0-preview2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코드 예제의 사용

이 책의 코드 예제는 스칼라, 파이썬, SQL 및 필요한 경우 자바로 된 간단한 스니펫부터 전체 애플리

케이션 및 종단 간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챕터의 일부 짧은 코드 스니펫은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복사하고 붙여넣어 스파크 셸(pyspark 또

는 spark-shell)에서 실행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독립형standalone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거나 전

체 노트북의 일부입니다. 스칼라, 파이썬 또는 자바에서 독립형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이 책의 깃허브 저장소(https://github.com/databricks/LearningSparkV2)에 있는 각 장의 README 파일 

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경우, README(https://github.com/databricks/LearningSparkV2/tree/master/notebooks)에서 스파

크 3.0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가져오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구성

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노트북에 있는 대부분의 코드는 아파치 스파크 3.0.0-preview2로 작성되고 

테스트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마지막 장을 작성할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될 때쯤이면 아파치 스파크 3.0이 출시되어 일반 사용자를 위해 커뮤니티에 제공될 것입

니다. 운영체제에 대해 다음 구성으로 공식 릴리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

spark.apache.org/downloads.html).

•	아파치 스파크3.0(아파치 하둡 2.7용으로 사전 구축됨)

•	JDKJava Development Kit 1.8.0

파이썬만 사용하려는 경우, 간단히 pip install pyspark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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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고딕체

새로운 용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 이름 및 파일 확장자를 나타냅니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변수 또는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수, 

명령문 및 키워드와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참조하는 단락 내에서도 사용됩니다. 

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사용자가 제공한 값이나 컨텍스트에 의해 결정된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이 요소는 일반적인 참고를 나타냅니다. 

감사의 말

이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팀으로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였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례 

없는 COVID-19 시대에 그들의 지원과 피드백이 없었다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지원하고 업무의 일부로 헌신적인 시간을 할당해 

준 데이터브릭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개정판 작업을 격려해준 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 레

이놀드 신Reynold Xin, 알리 고드시Ali Ghodsi, 라이언 보이드Ryan Boyd, 릭 슐츠Rick Schultz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준 애덤 브레인달Adam Breindel, 아미르 이세이Amir Issaei, 야체크 라스

코프스키Jacek Laskowski, 션 오웬Sean Owen, 비시와나스 수브라마니안Vishwanath Subramanian에게 감

사드립니다. 커뮤니티 및 업계 관점에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근면하고 건설적인 피드백

은 이 책을 스파크 학습을 위한 귀중한 리소스로 만들어 줬습니다.

공식적인 도서 검토자 외에도 특정 주제와 해당 챕터의 섹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

터 귀중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들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코너 머피Conor Murphy, 권혁진, 마리안 수

Maryann Xue, 니알 터빗Niall Turbitt, 웬첸 판Wenchen Fan, 시아오 리Xiao Li, 유안지안 리Yuanjian Li에게 

감사드립니다.

NOTENOTE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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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치거나 무시하는 것을 양해해 준) 데이터브릭스의 동료, (주중 및 주

말 동안 새벽이나 늦은 밤에 글을 썼을 때 인내해주고 공감해 준)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드리며, 

전체 오픈소스 스파크 커뮤니티 모두의 지속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스파크는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없

었을 것이고 우리 작성자들도 쓸 내용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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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치 스파크 소개:  
통합 분석 엔진

C H A P T E R

이 장에서는 아파치 스파크의 시작과 그 아래에 깔린 철학을 살펴본다. 또한 스파크 프로젝트의 핵

심 컴포넌트와 분산 아키텍처도 살펴본다. 이미 스파크의 역사나 개념에 익숙하다면 이번 장은 넘어

가도 좋다.

스파크의 시작

이 절에서는 아파치 스파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아파치 스파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것으로

부터 영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업계 표준인 빅데이터 통합 처리 엔진

으로 채택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빅데이터와 구글에서의 분산 컴퓨팅

컴퓨팅 규모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색인하고 검색하는 구

글Google 검색 엔진의 능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구글이란 이름은 ‘규모’와 동의어다. 사실, 구글

은 수학 용어 구골googol(1 뒤에 0이 100개 붙는 숫자)의 의도적인 오타이기도 하다!

RDBMS 같은 전통적인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수단으로도 구글이 색인을 만들

고 검색할 규모의 인터넷 문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여 필연적으로  

1



구글 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GFS1, 맵리듀스MapReduce, MR2, 빅테이블BigTable3 등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GFS가 클러스터 안에서 상용 서버에 장애 내구성이 있는 분산 파일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빅

테이블은 GFS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 수단을 제공했다. 맵리듀스는 함수형 프로

그래밍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GFS와 빅테이블 위에서 대규모 데이터 분산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병

렬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맵리

듀스 시스템4과 연계하여 데이터의 지역성과 랙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으로 연

산 코드(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보내게 된다.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들은 중간 연산을 통해 집계하고, 결과를 합쳐 리듀스 함수에서 최종 결과를 

생산해서 이를 애플리케이션이 접근 가능한 분산 저장소에 기록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로컬 디스크에 대한 

IO를 극대화한다.

구글의 작업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는 논문5으로 발표되었으며,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야후!Yahoo! 같은 업체는 그

들의 검색엔진에서 유사한 빅데이터 문제를 겪고 있었다.

야후!에서의 하둡

구글의 GFS 논문에 기술된 컴퓨팅 차원의 과제와 해결책은 하둡 파일 시스템Hadoop File System, 

HDFS6과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로서의 맵리듀스 구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벤더 중립적인 비영리 재단인 아파치(https://www.apache.org/)로 이관되면서 관련 모듈은 하둡7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되었다(하둡 공통 모듈, 맵리듀스, HDFS, 아파치 하둡 얀YARN).

아파치 하둡은 야후! 외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수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기여자들과 두 

곳의 오픈소스 기반 회사들(클라우데라Cloudera와 호튼웍스Hortonworks, 현재는 합병됨)에 영감을 주었지

만, HDFS에서 돌아가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1  http://static.googleusercontent.com/media/research.google.com/en//archive/gfs-sosp2003.pdf
2  http://static.googleusercontent.com/media/research.google.com/en//archive/mapreduce-osdi04.pdf
3  http://static.googleusercontent.com/media/research.google.com/en//archive/bigtable-osdi06.pdf
4  옮긴이  예: 하둡, https://en.wikipedia.org/wiki/MapReduce
5  https://bowenli86.github.io/2016/10/23/distributed%20system/data/Big-Data-and-Google-s-Three-Papers-I-GFS-and-MapReduce/
6  https://storageconference.us/2010/Papers/MSST/Shvachko.pdf
7  https://en.wikipedia.org/wiki/Apache_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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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번거로운 운영 복잡도로 인해 관리가 쉽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인 배치 처리를 위한 맵리듀스 

API8는 장황하고 많은 양의 기본 셋업 코드를 필요로 했으며, 장애 대응은 불안정했다. 셋째, 방대한 

배치 데이터 작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MR 태스크가 필요해지면 각 태스크는 이후의 단계들을 위해 

중간 과정의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써야 했다(그림 1-1). 이런 디스크 I/O의 반복적인 수행은 큰 타

격이었으며, 거대한 MR을 처리하는 데 수 시간은 고사하고 수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HDFS  
읽기

HDFS  
읽기

HDFS  
쓰기

HDFS  
쓰기

그림 1-1  맵과 리듀스 작업 사이의 반복적인 읽기/쓰기

마지막으로, 하둡 MR은 일반적인 배치 처리를 위한 대규모 작업에는 적당하지만 머신러닝이나 스트

리밍, 상호 반응하는 SQL 계통의 질의 등 다른 워크로드와 연계해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워크로드를 다루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용도에 딱 맞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

었고(아파치 하이브Hive, 아파치 스톰Storm, 아파치 임팔라Impala, 아파치 지라프Giraph, 아파치 드릴Drill, 아파

치 마하웃Mahout 등),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API 및 클러스터 설정 방식, 추가적인 하둡 운영의 부담과 

개발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앨런 케이Alan Kay의 격언인 “간단한 것은 간단해야 하고, 복잡한 것은 가능

해야 한다Simple things should be simple, complex things should be possible”를 떠올리며), 하둡과 MR을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방법은 없었을까?

AMP 랩에서의 스파크 초창기

하둡 맵리듀스 작업에 참여해 본 UC 버클리의 연구원들은 스파크Spark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서 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동적이고 반복적인 컴퓨팅 작업에서 MR이 비효율적인(혹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배우기 복잡한 프레임워크란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스파크를 단순하고 빠르고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RAD 랩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중에 

AMP 랩이 되었다(지금은 RISE 랩으로 알려졌다).

스파크의 초기 논문9 데모에서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하둡 맵리듀스보다 10~20배 정도 빨랐으며, 지

금 속도와는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스파크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력은 하둡 맵리듀스에서 차용한 아

이디어들이지만, 그 외에도 더 뛰어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장애 내구성을 갖게 하고 

8  옮긴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래밍적인 방법들을 통칭한다.

9  https://www.usenix.org/legacy/event/hotcloud10/tech/full_papers/Zahar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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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성을 극적으로 높였으며, 반복적이고 상호 작용이 많은 맵리듀스 연산을 위한 중간 결과를 메모

리에 저장하게 한다든가, 프로그래밍 모델로 쉽고 구성이 간편한 API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며 다

양한 워크로드를 통일성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스파크에서 통일성은 중요한 주제이므로 곧 다시 이 

개념을 다룰 것이다.

2013년까지 스파크는 널리 쓰이면서 원 저작자들과 연구원(마테이 자하리아Matei Zaharia, 알리 고시Ali 

Ghodsi, 레이놀드 신Reynold Xin, 패트릭 웬델Patrick Wendell, 아이온 스토이카Ion Stoica, 앤디 콘빈스키Andy 

Konwinski)들은 스파크 프로젝트를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SF에 이관하고, 데이터브릭스Databricks라

는 회사를 만들었다.

데이터브릭스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개발자들은 2014년 5월 ASF의 주도 아래 아파치 스파크 1.010을 릴리스

하였다. 이 첫 메이저 릴리스는 데이터브릭스 및 100여 개의 상용 업체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빈번한 

릴리스와 주목할 만한 기능을 이끌어낼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아파치 스파크란 무엇인가?

아파치 스파크11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서 대규모 분산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 설계된 통합형 

엔진이다.

스파크는 중간 연산을 위해 메모리 저장소를 지원하여 하둡 맵리듀스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할 수 있

다. 스파크는 머신러닝MLlib, 대화형 질의를 위한 SQL(스파크 SQL),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트리

밍 처리(스파크 스트리밍), 그래프 처리(GraphX) 등을 위해 쉽게 사용 가능한 API들로 이루어진 라이브

러리를 갖고 있다.

스파크 설계 철학의 중심에는 네 개의 핵심 특성이 있다.

•	속도

•	사용 편리성

•	모듈성

•	확장성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10  https://spark.apache.org/releases/spark-release-1-0-0.html
11  https://spark.apache.org/

CHAPTER 1 아파치 스파크 소개:  통합 분석 엔진4



속도

스파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에 대한 목표를 추구해 왔다. 우선, 최근 하드웨어 산업의 눈부신 발

전 덕에 가격 및 CPU와 메모리의 성능이 향상했고, 스파크의 내부 구현은 이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

게 되었다. 오늘날 상용 서버는 저렴해지고 있으며 수백 기가바이트의 메모리와 수많은 코어, 효과적

인 멀티스레딩과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유닉스 기반 O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파크 프레임워크는 이 

모든 요소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두 번째로, 스파크는 질의 연산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대그)로 구성한다. 

이 DAG의 스케줄러와 질의 최적화 모듈은 효율적인 연산 그래프를 만들어서 각각의 태스크로 분해

하여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 위에서 병렬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리적 실행 

엔진인 텅스텐Tungsten은 전체적 코드 생성whole-stage code generation이라는 기법을 써서 실행을 위한 

간결한 코드를 생성해 낸다(이에 대한 내용과 SQL 최적화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간 결과는 메모리에 유지되며, 디스크 I/O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므로 성능이 크

게 향상된다.

사용 편리성

스파크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세트 같은 고수준 데이터 추상화 계층 아래에 유연한 분산 데이터

세트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RDD라 불리는 핵심적이면서도 단순한 논리 자료구조를 구축하여 단순

성을 실현하였다. 연산operation의 종류로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액션action의 집합과 단순

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각자 편한 언어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성

스파크 연산은 다양한 타입의 워크로드에 적용 가능하며,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스칼라, 자바, 파이썬, SQL, R). 스파크는 문서화가 잘된 API들로 이루어진 통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핵심 컴포넌트로는 스파크 SQL, 스파크 정형화 스트리밍, 스파크 MLlib, GraphX가 있는

데, 이것들은 다 같이 하나의 엔진 안에서 연동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뒷부분에서 이것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함으로써 모든 것이 실행 가능해지며 전혀 다른 작업을 

위해 별도의 엔진을 돌릴 필요도, 별도의 API를 배울 필요도 없게 된다. 스파크를 쓴다면 자신의 워

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처리 엔진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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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스파크는 저장보다는 빠른 병렬 연산 엔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저장과 연산을 모두 포함하는 아

파치 하둡과는 달리 스파크는 이 둘을 분리하였다. 이는 스파크가 수많은 데이터 소스(아파치 하둡, 아

파치 카산드라Cassandra, 아파치 H베이스HBase, 몽고DBMongoDB, 아파치 하이브Hive, RDBMS 등)에서 데이터

를 읽어 들여 메모리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파크의 DataFrameReader나 DataFrameWriter 

또한 아파치 카프카Kafka, 키네시스Kinesis, 애저Azure 저장소, AWS S3 등 더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

이터를 읽어 들여서 논리적인 데이터 추상화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다.

스파크 개발자 커뮤니티는 성장 중인 생태계(그림 1-2)의 일부로서 서드파티 패키지 목록12을 유지하고 

있다. 이 풍부한 패키지 생태계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를 위한 스파크 커넥터, 성능 모니터링 도

구 등을 포함한다.

그림 1 - 2  아파치 스파크의 커넥터 생태계

 

12  https://spark.apache.org/third-party-proje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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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분석

통합이란 개념이 스파크에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은 스파크에 있어서 설계 철학과 진화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다. 2016년 11월,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은 아파치 스파크를 

인정하고 아파치 스파크를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엔진’이라고 설명한 논문 〈Apache Spark: A 

Unified Engine For Big Data Processing〉13에 대해 원저자들에게 그 유명한 ACM 어워드를 수여하

였다. 수상 논문은 하나의 단일 분산 처리 엔진 위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컴

포넌트 스택으로 스파크가 스톰Storm, 임팔라Impala, 드레멜Dremel, 프레겔Pregel 등 모든 개별적 배치 

처리batch processing, 그래프, 스트리밍, 질의 엔진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일화된 스택으로의 아파치 컴포넌트

그림 1-3에서 보듯, 네 개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스파크 SQL, 스파크 MLlib, 스파

크 정형화 스트리밍, GraphX를 제공한다. 이 각각의 컴포넌트는 스파크의 중심 장애 대응 엔진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API를 써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스파크 코어 엔진이 적절한 DAG로 변

환해 실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바, R, 스칼라, SQL, 파이썬 중 어느 것으로 스파크 코드를 작성해 

정형화 API(3장에서 다룬다)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코드는 고도로 경량화된 바이트코드로 변환되어 클

러스터 전체에 나뉘어 워커 노드의 JVM에서 실행된다.

스칼라 SQL 파이썬 자바 R

스파크 코어와 스파크 SQL 엔진

스파크 SQL과  
데이터 프레임 + 

데이터세트

스파크 스트리밍 
(정형화 스트리밍)

머신러닝
그래프 처리  

GraphX

그림 1 - 3  아파치 스파크 컴포넌트와 API 스택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스파크 SQL
이 모듈은 구조화된 데이터와 잘 동작한다. RDBMS 테이블이나 구조화된 데이터의 파일 포맷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으며(CSV, 텍스트, JSON, 에이브로Avro, ORC, 파케이Parquet 등), 그 데이터로 

스파크에서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자바, 파이썬, 스칼라, R 등으로 스

파크 정형화 API를 사용하여 SQL 계통의 질의를 써서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 들일 

13  https://cacm.acm.org/magazines/2016/11/209116-apache-spark/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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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스파크 SQL은 ANSI SQL 2003 표준14과 호환되며, 순수한 SQL 엔진처럼 동

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스칼라 코드 예제에서는 아마존 S3에 저장된 JSON 파일을 읽어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 SQL 계통의 질의로 결과를 가져와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

// 스칼라 예제
// 아마존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여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다
spark.read.json("s3://apache_spark/data/committers.json")
  .createOrReplaceTempView("committers")
// SQL 질의 실행 후 결과를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음
val results = spark.sql("""SELECT name, org, module, release, num_commits
    FROM committers WHERE module = 'mllib' AND num_commits > 10
    ORDER BY num_commits DESC""")

유사한 코드를 파이썬이나 R, 자바로도 쓸 수 있으며, 생성된 바이트 코드도 서로 동일하므로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스파크 MLlib
스파크에는 MLlib이라고 불리는 범용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포함한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다. 스파

크의 첫 릴리스 후 라이브러리 성능은 스파크 2.x대의 엔진 개선 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MLlib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고수준 데이터 프레임 기반 API 기반으로 여러 인기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제공한다.

아파치 스파크 1.6을 시작으로, MLlib 프로젝트MLlib project15는 두 개의 패키지로 분리되었다(spark.mllib과 

spark.ml). 후자는 데이터 프레임 기반 API인 반면, 전자는 RDD 베이스이고 지금은 유지보수maintenance 모

드다. 모든 새로운 기능은 spark.ml 밑으로 들어간다. 이 책에서 ‘MLlib’이라는 표현은 아파치 스파크의 머

신러닝 통합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이 API들은 특성들을 추출하고 변형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훈련이나 평가를 위해) 배포하는 동안 

모델을 보존해 준다(저장하거나 재로드를 위해). 그 외의 추가적인 도구들은 일반적인 선형대수 연산을 

사용하게 해 준다. MLlib은 경사 하강법 최적화를 포함한 다른 저수준 ML 기능을 포함한다. 아래의 

파이썬 코드 예제는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연산을 요약하였다(좀 더 확장

된 예제는 10장과 11장에서 다룰 것이다).

14  https://en.wikipedia.org/wiki/SQL:2003
15  https://spark.apache.org/docs/latest/ml-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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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스파크 셋업과 간단한 세 단계를 거쳐 첫 단독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파크 셸에서의 모든 처리가 하나의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로컬 모드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프레임워크를 익히면서 반복적인 스파크 수행이 가능하여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스파크 셸을 

사용하여 실제의 복잡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전에, 소규모 데이터로 스파크 작업을 실

험해볼 수 있지만 분산 처리의 이득을 보기 원하는 큰 데이터나 실무 작업에는 로컬 모드는 적당하지 

않다. 대신 YARN이나 쿠버네티스 배포 모드를 써야 할 것이다.

스파크 셸은 스칼라, 파이썬, R만 지원하지만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자바를 포함해 지원하는 언어 

어느 것으로나 작성 가능하고 쿼리는 스파크 SQL로 실행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당히 익

숙한 언어를 이미 갖고 있기를 바란다.

1단계: 아파치 스파크 다운로드

시작을 위해 스파크 다운로드 페이지1로 가서 2번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Pre-built for Apache 

Hadoop’을 선택하고 3번의 ‘Download Spark’ 링크를 클릭한다(그림 2-1).

1  https://spark.apache.org/downloads.htm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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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파치 스파크 다운로드 페이지

이는 현재의 최신 버전인 spark-3�1�1-bin-hadoop2�7�tgz을 다운로드하며 이는 랩톱에서 로컬 모드

로 스파크를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하둡 관련 바이너리를 포함하고 있다. 혹은 현재 운영 중인 HDFS

나 하둡 설치본 위에 설치를 원한다면 메뉴에서 적절한 하둡 버전을 찾아 선택한다. 소스 코드에서 직

접 빌드하는 방법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하지만 관련 문서2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아파치 스파크 3.0이 여전히 프리뷰 모드일 때 인쇄에 들어갔지만 독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최

신 버전을 받아 볼 수 있다.3

아파치 스파크 2.2 릴리스 이후 스파크를 파이썬으로 배우려는 개발자들에게는 PyPI 저장소4로부터 

파이스파크PySpark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오직 파이썬으로만 프로그래밍한다면 스칼라, 자바, R등

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필요가 없으므로 바이너리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

다. PyPI로 파이스파크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pip install pyspark’만 입력하면 된다.

SQL, ML, MLlib을 위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도 ‘pip install pyspark[sql,ml,mllib]’이라는 명령

어로 설치 가능하다(혹은 SQL 의존성만 필요하다면 ‘pip install pyspark[sql]’).

본인의 컴퓨터에 자바 8이나 그 이상의 버전을 설치해야 하며 JAVA_HOME 환경변수를 세팅해야 한다.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지는 이 문서5를 참고한다.

2  https://spark.apache.org/downloads.html
3  옮긴이   22년 3월 31일 현재 최신 버전은 3.2.1이다.

4  https://pypi.org/project/pyspark/
5  https://www.oracle.com/java/technologies/downloads/#jav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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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셸 모드에서 R을 사용하고 싶으면 먼저 R(https://www.r-project.org/)을 설치하고 sparkR

을 실행해야 한다. R로 분산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R 커뮤니티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 

sparklyr(https://github.com/sparklyr/sparklyr)을 사용할 수 있다.

스파크의 디렉터리와 파일들

이 책에서 독자는 랩톱이나 클러스터에서 리눅스나 맥 OS 중에서 하나를 사용 중이라고 가정하며 

모든 명령어와 가이드는 그 기준으로 씌어져 있다. 타르볼tarball6 파일 다운로드를 끝내고 나면 cd 명

령어를 써서 다운로드 디렉터리로 간 후 tar -xf ~/Downloads/spark-3.1.1-bin-hadoop2.7.tgz로 압

축을 해제하고 다시 cd로 그 디렉터리로 들어가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 cd spark-3.1.1-bin-hadoop2.7
$ ls
LICENSE    R          RELEASE    conf    examples   kubernetes   python   yarn
NOTICE     README.md  bin        data    jars       licenses     sbin

각 파일과 디렉터리의 의도와 목적을 대략 요약해보겠다. 스파크 2.x와 3.0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으며 일부 파일과 디렉터리들은 변경된 것들도 있다.

README�md

이 파일은 스파크 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스에서 어떻게 빌드하는지, 어떻게 단독 스파크를 

실행하는지, 스파크 문서의 링크와 설정 가이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떻게 스파크에 기여하는

지 등 새롭게 추가된 상세한 설명들을 담고 있다.

bin

이름이 가리키듯 이 디렉터리는 스파크 셸들을 포함해서(spark-sql, pyspark, spark-shell, 

sparkR) 스파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 여기와 셸과 실행 파일

은 나중에 spark-submit을 써서 단독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거나 쿠버네티스로 스파크를 

실행할 때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푸시하는 스크립트 작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sbin

이 디렉터리의 대부분의 스크립트는 다양한 배포 모드에서 클러스터의 스파크 컴포넌트들을 시작

하고 중지하기 위한 관리 목적이다. 배포 모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장의 표 1-1을 참고한다.

6  옮긴이  tar, tgz, tbz 등의 압축파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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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2.4 릴리스부터 이 디렉터리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쓰는 스파크를 위한 도커 이미지 

제작을 위한 Dockerfile들을 담고 있다. 또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전에 스파크 배포본을 어떻

게 만들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파일도 포함하고 있다.

data

이 디렉터리에는 MLlib, 정형화 프로그래밍, GraphX 등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txt 파일이 있다.

examples

어떤 개발자에게든 새로운 플랫폼을 배우는 여정을 편하게 해 주는 두 가지 필수사항은 ‘입문’ 예

제 코드들과 이해하기 좋은 문서들이다. 스파크는 자바, 파이썬, R, 스칼라에 대한 예제들을 제

공하는데,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이용하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이다. 이후의 내용들에서 이 예제들 

중 일부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2단계: 스칼라 혹은 파이스파크 셸 사용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대화형 ‘셸’로 동작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yspark, spark-shell, spark-

sql, sparkR의 네 가지 인터프리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회성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파이썬, 스

칼라, R, SQL이나 bash 같은 유닉스 셸을 써 봤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의 대화형 셸들이 그것들을 

모방한 덕에 익숙해 보일 것이다.

이 셸들은 클러스터에 연결하고 분산 데이터를 스파크 워커 노드의 메모리에 로드할 수 있도록 확장

되어 왔다. 당신이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를 다루든 작은 데이터세트를 다루든 스파크 셸은 스파크를 

빨리 배우는 데에 적절하다.

파이스파크를 시작하려면 cd로 bin 디렉터리로 가서 pyspark를 실행해서 셸을 띄운다. PyPI를 써서 

파이스파크를 설치했다면 아무 데서나 그냥 pyspark를 실행하면 된다.7

$ ./pyspark
Python 3.9.1 (default, Feb  3 2021, 07:04:15)
[Clang 12.0.0 (clang-1200.0.32.29)] on darwin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21/02/28 00:15:21 WARN NativeCodeLoader: Unable to load native-hadoop library for your 
platform... using builtin-java classes where applicable

7  옮긴이  출력 내용은 환경과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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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park's default log4j profile: org/apache/spark/log4j-defaults.properties
Setting default log level to "WARN".
To adjust logging level use sc.setLogLevel(newLevel). For SparkR, use setLogLevel(newLevel).
Welcome to
      ____              __
     / __/__  ___ _____/ /__
    _\ \/ _ \/ _ '/ __/  '_/
   /__ / .__/\_,_/_/ /_/\_\   version 3.1.1
      /_/

Using Python version 3.9.1 (default, Feb  3 2021 07:04:15)
SparkSession available as 'spark'.
>>> spark.version
'3.1.1'
>>>

비슷하게 스칼라로 스파크 셸을 시작하려면 cd로 bin 디렉터리로 가서 spark-shell을 실행한다.

$ ./spark-shell
21/02/28 00:19:28 WARN NativeCodeLoader: Unable to load native-hadoop library for your 
platform... using builtin-java classes where applicable
Using Spark's default log4j profile: org/apache/spark/log4j-defaults.properties
Setting default log level to "WARN".
To adjust logging level use sc.setLogLevel(newLevel). For SparkR, use setLogLevel(newLevel).
Spark context Web UI available at http://192.168.0.8:4040
Spark context available as 'sc' (master = local[*], app id = local-1614500374179).
Spark session available as 'spark'.
Welcome to
      ____              __
     / __/__  ___ _____/ /__
    _\ \/ _ \/ _ '/ __/  '_/
   /___/ .__/\_,_/_/ /_/\_\   version 3.1.1
      /_/

Using Scala version 2.12.10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Java 1.8.0_211)
Type in expressions to have them evaluated.
Type :help for more information.

scala> spark.version
res0: String = 3.1.1
scala>

 2단계: 스칼라 혹은 파이스파크 셸 사용 23



로컬 머신 사용하기

이제 로컬 머신에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했으니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화형 셸을 이용

해 스파크를 써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파크를 로컬 모드에서 돌릴 것이다.

로컬 모드에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1장의 표 1-1을 참고한다.

 

앞 장에서 얘기했듯이 스파크 연산들은 작업으로 표현된다. 작업들은 태스크라고 불리는 저수준 

RDD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며 실행을 위해 스파크의 이그제큐터들에 분산된다.

데이터 프레임을 써서 텍스트 파일을 읽고, 읽은 문자열을 보여주고 파일의 줄 수를 세는 짧은 예제

를 보자. 이 간단한 예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고수준 정형화 API 사용의 예를 보여줄 것이다. 데이터 

프레임의 show(10, false) 연산은 문자열을 자르지 않고 첫 번째 열 줄만 보여주게 된다. 기본적으로 

truncate 플래그는8 true이다. 스칼라 셸에서의 실행 화면은 아래와 같다.

scala> val strings = spark.read.text("../README.md")
strings: org.apache.spark.sql.DataFrame = [value: string]

scala> strings.show(10, false)
+------------------------------------------------------------------------------+
|value                                                                         |
+------------------------------------------------------------------------------+
|# Apache Spark                                                                |
|                                                                              |
|Spark is a unified analytics engine for large-scale data processing. It       |
|provides high-level APIs in Scala, Java, Python, and R, and an optimized      |
|engine that supports general computation graphs for data analysis. It also    |
|supports a rich set of higher-level tools including Spark SQL for SQL and     |
|DataFrames, MLlib for machine learning, GraphX for graph processing,          |
| and Structured Streaming for stream processing.                              |
|                                                                              |
ㅣ<https://spark.apache.org/>                                                  |
+------------------------------------------------------------------------------+
only showing top 10 rows

scala> strings.count()
res2: Long = 109
scala>

8  옮긴이  출력 줄이 너무 길면 자를지를 결정한다.

NOTENOTE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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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간단하다. 비슷한 예제를 파이썬 대화형 셸인 pyspark에서 사용해보자.

$ pyspark
Python 3.9.1 (default, Feb  3 2021, 07:04:15)
[Clang 12.0.0 (clang-1200.0.32.29)] on darwin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21/02/28 00:44:32 WARN NativeCodeLoader: Unable to load native-hadoop library for your 
platform... using builtin-java classes where applicable
Using Spark's default log4j profile: org/apache/spark/log4j-defaults.properties
Setting default log level to "WARN".
To adjust logging level use sc.setLogLevel(newLevel). For SparkR, use setLogLevel(newLevel).
Welcome to
      ____              __
     / __/__  ___ _____/ /__
    _\ \/ _ \/ _ '/ __/  '_/
   /__ / .__/\_,_/_/ /_/\_\   version 3.1.1
      /_/

Using Python version 3.9.1 (default, Feb  3 2021 07:04:15)
SparkSession available as 'spark'.
>>> strings = spark.read.text("../README.md")
>>> strings.show(10, truncate=False)
+--------------------------------------------------------------------------------+
|value                                                                           |
+--------------------------------------------------------------------------------+
|# Apache Spark                                                                  |
|                                                                                |
|Spark is a unified analytics engine for large-scale data processing. It provides|
|high-level APIs in Scala, Java, Python, and R, and an optimized engine that     |
|supports general computation graphs for data analysis. It also supports a       |
|rich set of higher-level tools including Spark SQL for SQL and DataFrames,      |
|MLlib for machine learning, GraphX for graph processing,                        |
|and Structured Streaming for stream processing.                                 |
|                                                                                |
|<https://spark.apache.org/>                                                     |
+--------------------------------------------------------------------------------+
only showing top 10 rows

>>> strings.count()
109
>>>

어느 셸이든 빠져나가려면 Ctrl-D를 누른다. 본 것처럼 스파크 셸을 쓰면 빠른 대화형 작업으로 빠르

게 배우는 것뿐 아니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기에도 아주 좋다.

앞의 예제에서 API 문법과 스칼라 파이썬 양쪽에서 함수 형태의 동일성에 주목하기 바란다. 1.x부터 

스파크의 진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많은 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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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DD를 쓰지 않고 상위 수준 정형화 API를 써서 텍스트 파일을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 읽어 

들였다는 점에 주목하자. 책 전체에서 이런 정형화 API에 집중할 것이다. 스파크 2.x 이후로 RDD는 

하위 수준 API로 조정되어 있다.

상위 수준 정형화 API로 표현된 모든 연산은 저수준으로 최적화되고 생성되는 RDD 작업으로 분해된 다음, 
이그제큐터들의 JVM을 위한 스칼라 바이트코드로 변환된다. 생성된 RDD 작업 코드들은 사용자들은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RDD API와도 다르다.

3단계: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개념의 이해

이제 단독 모드에서 스파크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해 보았고 스파크 셸을 띄워서 몇 가지 간단한 예제

도 실행해보았으므로 마지막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

실행해본 예제 코드 하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개념들과 코드가 어떻게 스파크 실행기에서 태스크로 변환되고 실행되는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몇몇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애플리케이션

API를 써서 스파크 위에서 돌아가는 사용자 프로그램.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클러스터의 실행

기로 이루어진다.

SparkSession

스파크 코어 기능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진입점을 제공하며 그 API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객체이다. 스파크 셸에서 스파크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SparkSession을 제공하지만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SparkSession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 한다.

잡(job)

스파크 액션action(예: save(), collect())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되는 여러 태스크task로 이루어진 

병렬 연산9

스테이지(stage)

각 잡은 스테이지라 불리는 서로 의존성을 가지는 다수의 태스크 모음으로 나뉜다.

9  옮긴이  스파크 액션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이 없으면 결코 스파크 작업은 시작되지 않는다.

NOTENOTE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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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task)

스파크 이그제큐터로 보내지는 작업 실행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각각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

스파크 애플리케이션과 SparkSession
모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에는 스파크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드라이버는 Spark 

Session 객체를 만든다. 스파크 셸을 써서 작업을 할 때 드라이버는 셸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

전 예제들에서 봤던 것처럼 SparkSession 객체(spark라는 이름의 변수로 접근 가능하다)가 미리 만들어

진다.

그 예제들에서는, 스파크 셸을 랩톱에서 로컬 실행했기 때문에 모든 연산 또한 단일 JVM에서 로컬 실

행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분석하기 위해 클러스터에서도 스파크 셸을 실행할 수도 있다. spark-

shell --help나 pyspark --help 명령을 타이핑하면 스파크 클러스터 매니저에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다. 그림 2-2는 이를 실행하면 클러스터에서 어떻게 스파크가 실행되는지 보여준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스파크 드라이버

이그제큐터

이그제큐터

코어에 할당된 태스크

클러스터 노드

클러스터 노드

스파크세션

그림 2-2  스파크의 분산 아키텍처 위에서 스파크 드라이버와 통신하는 스파크 컴포넌트들

SparkSession 객체를 만들었으면 그를 통해 스파크 연산을 수행하는 API10를 써서 프로그래밍이 가능

하다.

10  https://databricks.com/blog/2016/08/15/how-to-use-sparksession-in-apache-spark-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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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잡

스파크 셸로 상호 작용하는 작업 동안, 드라이버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상의 스파크 잡으

로 변환한다(그림 2-3). 그리고 각 잡은 DAG로 변환된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스파크의 실행 계획이 되

며 이 DAG 그래프에서 각각의 노드는 하나 이상의 스파크 스테이지에 해당한다.

드라이버 잡

잡

잡

그림 2-3  하나 이상의 스파크 잡을 생성하는 스파크 드라이버

스파크 스테이지

어떤 작업이 연속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맞춰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DAG 노드가 생

성된다. 모든 스파크 연산이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서 실행될 수는 없으므로 여러 스테이지로 나뉘어

야 한다. 종종 스파크 이그제큐터끼리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연산 범위 경계 위에서 스테이지

가 결정되기도 한다.11

잡

잡

잡

드라이버 스테이지 스테이지

그림 2-4  하나 이상의 스테이지를 생성하는 스파크 잡

스파크 태스크

각 스테이지는 최소 실행 단위이며 스파크 이그제큐터들 위에서 연합 실행되는 스파크 태스크들로 이

루어진다. 각 태스크는 개별 CPU 코어에 할당되고 데이터의 개별 파티션을 갖고 작업한다(그림 2-5). 

그런 식으로, 16코어 이그제큐터라면 16개 이상의 파티션을 갖는 16개 이상의 태스크를 할당받아 작

업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철저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1  옮긴이  셔플(shuffle)이라 불리는 노드끼리의 데이터 교환이 스테이지의 경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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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잡

잡

잡

스테이지 스테이지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그림 2-5  이그제큐터들에서 분산처리되는 하나 이상의 태스크를 생성하는 스파크 스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지연 평가
분산 데이터의 스파크 연산은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액션action으로 구분된다. 트랜스포메이

션은 이미 불변성의 특징을 가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하나의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이름처럼 변형transform한다. 다시 말해 select()나 filter() 같은 연산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지 않으며, 대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연산 결과를 만들어 되돌려 준다.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은 뒤늦게 평가된다. 다시 말해 그 결과는 즉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계보lineage

라 불리는 형태로 기록된다. 기록된 리니지는 실행 계획에서 후반쯤에 스파크가 확실한 트랜스포메

이션들끼리 재배열하거나 합치거나 해서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도록 한다. 지연 평

가는 액션이 실행되는 시점이나 데이터에 실제 접근하는 시점(디스크에서 읽거나 쓰는 시점)까지 실제 실

행을 미루는 스파크의 전략이다.

하나의 액션은 모든 기록된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연 연산을 발동시킨다. 그림 2-6에서 모든 트랜스포

메이션 T는 액션 A를 호출할 때까지 기록된다. 각 트랜스포메이션 T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

한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그림 2-6  게으른 트랜스포메이션과 부지런한 액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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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평가는 스파크가 사용자의 연계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살펴봄으로써 쿼리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리니지와 데이터 불변성은 장애에 대한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한다. 스파크는 리니지에 각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록해 놓고 데이터 프레임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는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

에 단순히 기록된 리니지를 재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상태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덕분

에 장애 상황에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2-1은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에 해당하는 일부 예시이다.

표 2-1  스파크 연산 중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들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orderBy() show()

groupBy() take()

filter() count()

select() collect()

join() save()

액션과 트랜스포메이션들은 스파크 쿼리 계획이 만들어지는 데에 도움을 주며 다음 장에서 다룰 것

이다. 하나의 쿼리 계획 안의 어떤 것도 액션이 호출되기 전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다음의 파이썬과 

스칼라 예제에서 두 개의 트랜스포메이션 read()와 filter()와 하나의 액션 count()를 보게 될 것이

다. 액션은 쿼리 실행 계획의 일부로서 기록된 모든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실행을 시작하게 한다. 이 예

제에서는 filtered.count()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셸에서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

# 파이썬 예제
>>> strings = spark.read.text("../README.md")
>>> filtered = strings.filter(strings.value.contains("Spark")) 
>>> filtered.count()
20 

// 스칼라 예제
scala> import org.apache.spark.sql.functions._
scala> val strings = spark.read.text("../README.md")
scala> val filtered = strings.filter(col("value").contains("Spark"))
scala> filtered.count()
res5: Long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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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넓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은 스파크가 지연 평가하는 연산 종류이다. 지연 연산 개념의 큰 이득

은 스파크가 연산 쿼리를 분석하고 어디를 최적화할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최적화는 조인이나 

파이프라이닝이 될 수도 있고 연산들을 한 스테이지로 합치거나 반대로 어떤 연산이 셔플이나 클러

스터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지 파악해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좁은narrow 의존성과 넓은wide 의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입력 파티션을 

연산하여 하나의 결과 파티션을 내놓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느 것이든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예

를 들어 앞의 예제에서 filter()와 contains()는 하나의 파티션을 처리하여 데이터 교환 없이 결과 

파티션을 생성해 내므로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roupBy()나 orderBy()는 스파크가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는 다른 파

티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여서 합치고 디스크에 쓰는 등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2-7은 두 종류의 의존성에 대해 보여준다.

좁은 의존성 넓은 의존성

그림 2-7  좁은 의존성 대 넓은 의존성

스파크 UI
스파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12를 써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레벨(잡, 스테이지, 태스크 레벨)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파크가 배포된 방식에 맞

춰 드라이버가 웹 UI를 띄우게 되며 기본적으로 4040 포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다양

한 수치와 내용을 볼 수 있다.

•	스케줄러의 스테이지와 태스크 목록

12  https://spark.apache.org/docs/3.0.0-preview/web-u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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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D 크기와 메모리 사용의 요약

•	환경 정보

•	실행 중인 이그제큐터 정보

•	모든 스파크 SQL 쿼리

로컬 모드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써서 http://localhost:4040 혹은 머신의 주소를 통해 이 인터페이

스에 접근할 수 있다.

spark-shell을 띄운다면 초기 출력에 4040 포트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출력된다.

 

아까의 파이썬 예제가 어떻게 잡, 스테이지, 태스크들로 바뀌는지 살펴보자. DAG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웹 UI에서 ‘DAG Visualization’을 클릭하면 된다. 그림 2-8에서 드라이버가 잡과 스

테이지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8  DAG 간단한 파이썬 예제에 대한 DAG

NOTENOTE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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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안에서 각각의 연산은 파란 박스로 표시된다. 스테이지 0은 하나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만

약 태스크가 여러 개라면, 모두 병렬로 실행될 것이다. 그림 2-9에서처럼 Stage 탭에서 각 스테이지의 

자세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림 2-9  스테이지 0의 상세도

스파크 U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은 UI가 스파크 내부의 작업에 대한 디

버깅과 검사 도구로서 현미경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자.

데이터브릭스 커뮤니티 에디션

데이터브릭스는 관리형 아파치 스파크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회사이다. 로컬 머신에서 로컬 모드로 실

행하는 것 말고 이 책의 많은 예제들을 데이터브릭스 커뮤니티 에디션을 써서 실행해볼 수 있다(그림 2-10). 아파

 스파크 UI 33



치 스파크를 배우는 도구로서 커뮤니티 에디션은 살펴볼 만한 많은 예제와 가이드를 갖고 있다. 파이썬, R, 스칼

라, SQL에서 자신만의 노트북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주피터 같은 노트북을 읽어 들일 수도 있다.

그림 2-10  데이터브릭스 커뮤니티 에디션

계정 가입을 위해서는 https://databricks.com/try 로 가서 무료 사용 안내를 따라 하면 된다. 한번 등록하면 깃

허브 저장소 (https://github.com/databricks/LearningSparkV2)에서 이 책의 노트북을 읽어 들일 수 있다.

첫 번째 단독 애플리케이션

스파크에 익숙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 스파크 배포판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위한 예제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가 들어 있다. 스파크 설치 디렉터리에서 examples 디렉터리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로컬 머신의 스파크 설치 디렉터리 밑에는 여러 자바나 스칼라 예제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골라 실행시

킬 수 있도록 bin/run-example <클래스> [인자] 형태의 명령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 ./bin/run-example JavaWordCount README.md 

이 명령은 README�md 안에 있는 각 단어 목록과 개수를 INFO 메시지로 화면에 뿌려 준다(단어 세

기는 분산 컴퓨팅 분야의 ‘Hello, World’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쿠키 몬스터를 위한 M&M 세기
앞 예제에서는 파일의 단어를 세어보았다. 파일이 너무 큰 경우 데이터를 작은 조각들로 나눠 클러스터

에 분산하고, 우리가 작성한 스파크 프로그램이 각 파티션의 단어를 세는 태스크를 분산 처리한 후 최

종적으로 단어 개수 결과를 집계해 되돌려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제는 약간 뻔한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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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지만 더욱 큰 데이터에 스파크의 분산 기능과 데이터 프레임 API를 쓸 것

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API들은 이후의 장들에서 다루게 되므로 지금은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 책의 저자 중에는 M&M을 사용하여 쿠키를 굽는 것을 좋아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으며, 그녀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과학 과정을 수강하는 미국의 여러 주state 출신 학생들에게 상으로 이 쿠키들을 

자주 주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데이터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에 사는 학생들에게 적

절한 비율로 M&M의 색깔이 주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그림 2-11).

그림 2-11  색깔에 따른 M&M 분배13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을 읽어 들여서(각 라인은 주, M&M 색깔, 개수를 갖고 있다) 색

깔과 주별로 집계하는 스파크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 집계된 결과는 각 주별로 학생들이 어떤 

색깔의 M&M을 좋아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완전한 파이썬 프로그램은 예제 2-1에 있다.

예제 2-1  M&M 개수 집계 (파이썬 버전)

#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온다.
# 파이썬을 쓰므로 SparkSession과 관련 함수들을 PySpark 모듈에서 불러온다.
import sys 

from pyspark.sql import SparkSession 

if __name__ == "__main__": 
   if len(sys.argv) != 2:
        print("Usage: mnmcount <file>", file=sys.stderr) 
        sys.exit(-1) 

    # SparkSession API를 써서 SparkSession 객체를 만든다.
    # 존재하지 않으면 객체를 생성한다. 
    # JVM마다 SparkSession 객체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spark = (SparkSession 

13  https://qz.com/918008/the-color-distribution-of-mms-as-determined-by-a-phd-in-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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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빨리 생성되며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면서,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위한 대

규모 처리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아파치 

스파크다.

스파크 3.x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이 개정판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에게 스파크의 구조와 통

합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머신러닝 알고리

즘의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단계별 연습, 코드 예제와 노트북 등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파이썬, SQL, 스칼라, 자바를 이용한 고차원 정형 API 학습

■ 스파크 작업과 SQL 엔진의 이해
■ 스파크 설정 및 스파크 UI를 사용하여 스파크 작업을 검사, 튜닝, 디버깅

■ JSON, 파퀘이, CSV, 에이브로, ORC, 하이브, S3, 카프카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 연결

■ 정형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배치 및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 수행

■ 오픈소스 델타 레이크 및 스파크로 안정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MLlib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MLflow를 사용하여 모델 재생산 및 배포

출판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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