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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뜬다 하는

요즘 Spark이라고 하는 분산 프레임웍이 뜨고 있죠. 
일부에서는 Hadoop은 이미 Legacy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Spark의 근간을 이루는 두 논문



Spark = RDD + Interface
거칠게 말하자면

RDD를 알아야 Spark을 아는거다.



원전(논문)을 뒤져봅시다.

• 2012년 NSDI에 발표 
• NSDI 

• USENIX Symposium on Networked 

Systems Design & Implementation 
• 통신과 대형 처리 시스템 
• 다른 곳보다 구현체에 후함. 
• 올해 2014년 - 본류인 네트워크 위주  
• 당시 2012년 - 빅데이터 섹션이 흥함 

• RDD -> 2012 NSDI Best Paper



덤) 올해의 NSDI 재미난 것들



OK! RDD를 읽어보자.

지식의 원전인 RDD 논문을 읽어봅시다.  
Spark홈페이지 가보면 친철하게 링크도 되어 있습니다.





14장 짜리 페이퍼
생각보다 술술술 읽힘 

• 비슷한 계열의 Google File System논문과 비교하면 천지차이 

• GFS는 사골같이 쓰여져 있어 읽을수록 새로운 맛 

• RDD는 라면 같아서 한번에 후루룩 잘 읽힘 

• 논문 쓰는 스타일의 차이도 있음 

• GFS = 스탠포드 = 정석 

• RDD = 버클리 = 개념원리



논문 구성은 심플
1. Introduction - 왜 이런 요상한 것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 

2.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 - RDD라는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 

3. Spark Programming Interface - RDD로 일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예제로 보임 

4. Representing RDD - RDD는 어떻게 표현되고, Lineage는 또 어떠한가? 

5. Implementation - 잡스케쥴링, 인터프리터 통합, 메모리 관리, 체크포인팅등을 어찌 구현? 

6. Evaluation - 성능 평가. 특히 메모리에 자료를 올려놓은 Hadoop과도 비교함 

7. Discussion - RDD는 제한된 세트인데도 왜 대부분의 프로그램 모델이 표현될까? 

8. Related Work -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기 까지 영향 준 다른 프로젝트들 

9. Conclusion



하지만 논문 구성대로라면 
재미가 없으므로 

제가 재구성 하였습니다.



Motivation

MapReduce가 대형 데이터 분석을 쉽게 만들어주긴 했어욤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 아래의 것들 잘 못함 

- 더 복잡하고, multi-stage 한 처리 (머신러닝, 그래프) 

- interactive 하고 ad-hoc한 쿼리 

이런거 해결할려고, pregel 같은 특수목적 분산 프레임웍들
은 나왔지만 뭔가 근본적인 접근이 없을까?



뭐가 빠진 걸가?

MR이 iteration에서 빡센 이유는  

각 iteration을 돌때마다 스테이지간 자료 공유가  

HDFS를 거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걸 넘쳐나는 RAM으로 하자!

효율적인 Data Sharing 도구



빠르겠지? 후훗?
위쪽의 단계마다 HDFS쓰는 삽질에서, 아래쪽의 램에 저장해 놓고 계속 쓰면 빠르겠지?



빠르겠지? 후훗?
쿼리할 때 마다, 처음부터 읽어오기보단, 한번 램에 올려 놓고, 그다음에 쿼리쿼리쿼리!



문제는 이거임
중간에 뽀개지면(fault)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fault-tolerant & efficient한 
램스토리지를 만들수 있지? 

(이쁘고 착한 여친인건가?)

어떤 이들에겐 ‘그냥 여자친구’도 넘기 힘든 장벽이지. 힘내라 사나이들.



기존의 RAM을 쓰던 패러다임

RAM은 RAM이니까. update는 되야 되지 않겠는감?

그래서 fine-grained update가 지원되는  
RAMCloud, Piccolo등의 접근이 있었다.

근데 fault-tolerance위해 개판됨. 
replicating & checkpointing의 빡셈

한놈이 부셔져도, 무사하려면? -> 복사해 둬야겠군 -> replicating 
replicating하는 동안은 멈춰야하겠지? -> 멈춘다고? -> 느려! 
replicating으로도 불안하면 disk에 써야겠지? -> checkpointing -> 엄청 느려!



그런데 GFS(HDFS)가  
어떻게 Breakthrough를 일으켰는지  

생각해보자.

Modifiy가 안되는 파일 시스템 
무조건 쓰며 달리는 파일 시스템

그게 뭔 파일 시스템이야 스럽지만 
그걸로 많은 것을 단순화 시켜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때론 상식을 뒤집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 



RAM도 read-only로만 써볼까?

뭔가 일이 착착 풀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  

어떤 특성을 가지나? 

• Immutable, partitioned collections of records 

• 스토리지 -> RDD 로 변환하거나, RDD -> RDD만 가능 

그럼 뭐가 좋나? 

• 어 만들어진 이래 고쳐진 적이 없다고? (immutable = read-only) 

•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기록해두면 또 만들 수 있겠네? 

• 부모로 부터 어찌 만들어졌는지 계보(lineage)만 기록해도 fault-tolerant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리니지가 원래 뭔뜻인지는 이번에 알았다!



코딩은 어찌 하는가?
DryadLINQ-like API in the Scala language  

코딩을 하는 것은 실제로 계산 작업이 되는게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며 lineage 계보를, 

directed acyclic graph(DAG)로 디자인 해 나가는 것

자료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그리는 와중(transformation)에는 실제 계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2가지 RDD operator가 있다.
transformations & actions 

transformation은 (map, reduce, join 등등) 데이터의 이합집산, 지지고 볶는 흐름 
단순히 map, reduce만 있던 MR보다 명령어가 풍부하다. 
Actions는 실제로 말미에 ‘자 모든 transformation된 결과를 내놓아라~’ 하는 명령 
trans->trans->…->trans->action 요런 구성이 된다.



lazy-execution

인터프리터에서 룰루랄라, transformation들로 코딩하고 
있으면 아무일 안생김 

리니지만 신나게 생성되어 감 

action들은 실제로 “야 내놔”하는 작업들 

action에 해당하는 명령이 불리면 그제서야 쌓였던 것 실행 
(lazy-execution)



근데 lazy가 대박이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보를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즉 대강의 Execution Plan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뒤에 실행하므로, 

자원이 배치된, 배치될 상황을  

미리 고려해서 

최적의 코스로 돌 수 있다.

상사가 나한테 똑같이 일 10개를 시킬 때, 하나하나씩 시키고 확인하는 거보다, 
차라리 10개 리스트를 한번에 주면, 내가 알아서 순서 정해서 잘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 (물론 애초에 일을 안시키면 더 좋겠다?)



두가지 type의 dependency

책상 한자리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모아서 하는게 좋다. 그런일이 narrow dependecy 
이 자료부터 저 자료까지 모든 책상에 있는 자료 훓어와야 하는 건 느리다. 그런게 wide



narrow dependecy를 잘써라!

narrow dependency의 경우,  
해당 작업이 다 한 노드에서 돌 수 있다. 

네트워크 안탄다는 소리다 

엄청 빠르다. 

설사 가지고 있는 파티션이 부셔져도, 
 그 노드에서 다 복원가능하다.

narrow는 한 책상 (한 노드 안에서) 다 처리 가능하다. -> 메모리의 속도로 동작한다. 왕빠름 
wide는 책상들을 돌아다니며 모은다. (여러 노드) -> 네트웍의 속도로 동작한다. 좀 느림



wide dependency

쉽게 말해,  
셔플이 일어나야 하는 애들이다. 

네트워크 타야 한다. 

부셔지만 망한다. (계산비용 비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추가로 
checkpointing해주는게 좋을수도.



job scheduling
DAG에 따라 계산해 나간다. 

이미 계산해놓은 파티션은 패스 

필요한데 없는 파티션을  
lineage를 이용해 만들어가며 
결과를 내놓는다. 

파티션이 수행될 노드는 data-
locality 를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HDFS)



워커들 도는 모습은 기존과 비슷

데이터 덩어리는 파티션으로 쪼개어 져서, 머신들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내려온 transform들이 각 파티션마다 수행된다. 
필요에 따라(shuffle류) 파티션 내용이 다른 머신으로 쏘아집니다.



여기서 궁금.

수행중 메모리가 모자라면 어찌 되나요?

LRU로 안쓰는 파티션 날림 
- 캐시랑 하는짓이 유사 
- 원본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캐시랑 유사하니 

- 당당히 캐시랑 비슷하게 동작



수행중 Fault가 나면 Recovery 영향은?

lineage는 용량이 작기때문에 

잘 로깅해 놓고 있다가(부담없다) 

특정 파티션에 문제 생기면 

다른 노드서 땡겨서 실행

여기서 궁금.



그래도 체크포인팅을 한다면?

뽀개져도 lineage로 복원해 낼 수 있지만 

wide dependency의 경우 모든 파티션을 다 훓어야 하므로 역시 느리다. 

때로는 재계산을 통한 구축 비용이, 디스크에 checkpointing해 놓았다 
걍 읽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게 의심된다면 해놓자. checkpoint. 

여기서 read-only가 또 활약. 다른 시스템들 처럼 멈출 필요 없이 병렬로 
백그라운드에서 async로 돌리면 됨. 왜냐면 쓰는동안 안바뀌니까.



이런 애들의 결과물은  
반복된 shuffle(join)의 결과물
이기에 checkpointing해두는
게 좋음

이놈은 뭐 부서진 파티션이 있
어도 금방 해당 파티션 만들 수 
있음



흥 네가 성능이 그리 좋아?

첫번째 Iteration은 다들 텍스트 파싱, 이건 대강 넘기시고 
HadoopBM은 파일을 디스크 HDFS가 아니라 in-memory HDFS에 쓴다. 
Hadoop이라도 하드를 쓰지 않고 메모리만 써가며 한번 도전해 본다. 
두번째 이후가 순수 계산 대결인데(까만색) Spark이 압도적

IO Intensive CPU Intensive 좋다
.



그러하다.

머신이 늘어도  
그러한가?



Spark VS in-memory hadoop
RAM쓰니까 당연히 빠르겠거니 했지만 

왜 in-memory HDFS를 쓰는 HadoopBinMem보다 빠른가? 

• Hadoop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너무 복잡해서 기본요금이 비쌈 

• HDFS라는 파일 구조체가 다루는데 비쌈 

• Bin을 계산을 위해 Java object로 또 돌리는데 계산 비용 

• (spark은 java object상태로 계속 활용한다. 물론 용량큼)

결국 RDD가 Spark이 짱이란 말이 하고 싶었나보다.  
풀업저글링(in-memory 로 전부 처리하는 hadoop)도 안되더라. 
하긴 아무리 메모리라도 애초에 작업 반복할때마다 전부 썼다 읽었다 하는데 될리가;;;



그래. 빠르다. 근데 표현영역은?

아무래도 RDD라는 제한된 형태를 쓰다보니, 모던한 요구
사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논문에 쓰여 있다. 거의 다 된단다.

MapReduce 

DryadLINQ 

SQL

Pregel 

Iterative MapReduce 

Batched Stream Processing

하긴 우린 Map, Reduce만 가지고도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잘 써왔다.  
명령어 갯수가 더 많은데 당삼 더 잘되겠지..



결론

RAM을 ROM처럼 써보기로 했다.

fault-tolerant & efficient한 
램스토리지를 만들었다! 

(이쁘고 착한 여친을 만났다!)

(RAM이지만 한번쓰고 다신 안고쳐)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Spark의 전설이 시작되었다.



부록) RDD에 영향을 준 패러다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