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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빅데이터 저장 및 처리 플랫폼인 하

둡(Hadoop)의 기술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산 시스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는 하둡 플랫폼의 속도저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 메모리 처리를 지원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오

픈 소스 분산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아파치 스파크의 작업은 메모리에 의존적이므로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전체 

작업 성능은 급격히 낮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용량에 따른 아파치 스파크 성능 비교를 통해 아파치 스파크 동작을 위해 

필요한 적정 메모리 용량을 확인한다.

키워드: 빅 데이터(big data),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 인 메모리(In-memory)

I. Introduction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오픈 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다[1]. 아파치 스파크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RDD)라 부르는 인 메모리 처리 방식

을 지원한다[2]. 아파치 스파크의 인 메모리 기반 데이터 처리 방식은 

머신 러닝과 그래프 알고리즘과 같은 반복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

다. 하지만, 아파치 스파크의 작업 실행 시간은 자원 할당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노드 개수와 CPU 속도, 메모리 용량 등에 의존하므로 

전체 작업 성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용량에 

따른 아파치 스파크 성능 비교를 통해 아파치 스파크 동작을 위해 

필요한 적정 메모리 용량을 확인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RDD)

RDD는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변경 불가능한 객체들의 집합이다[3]. 
아파치 스파크의 모든 작업은 RDD 생성, RDD 변경, RDD 연산 

호출로 이루어진다. RDD는 반드시 안정된 저장장치 안의 데이터나 

다른 RDD에서의 결정론적인 실행에 의해 생성되며, RDD는 실제 

저장장치에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각 RDD는 서로 다른 노드들에

서 RDD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노드의 작업이 실패하더라도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RDD를 항상 재구성 할 수 있다.

III. Performance Comparison

본 논문에서는 아파치 스파크 성능 비교를 위한 전체 노드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Fig. 1. Simulation Setup

아파치 스파크 환경 구축은 Ubuntu 환경에서 Java 1.7, Scala 
2.10.4, Apache Spark 1.5.1을 이용했으며, Wikipedia dump data와 

'WordCount'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 시간을 측정했다. 각각의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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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에 1개의 task를 할당하기 위해 Wikipedia dump data의 용량은 

512MB로 설정했다.

Fig. 2. Simulation Result

메모리 용량에 따른 'WordCount' 작업 실행 시간은 그림 2. 와 

같다. CPU core 당 64 MB(총 512MB) 이하 메모리 용량의 환경에서

는 'Word Count'가 실행되지 않으며,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실행 시간이 줄어든다. CPU core 당 512 MB(총 4GB) 이상일 

경우 실행시간이 12~13초로 일정하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의 아파치 스파크의 성능을 

비교했다. 아파치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총 메모리 용량이 

입력 데이터의 용량과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동작하지 않았으며, 
메모리 용량이 증가할수록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이 줄어들다가 

CPU core 당 메모리 용량이 입력 데이터 용량보다 커지면 실행 

시간이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성능 비교 결과를 통해 인 메모리 

기반의 아파치 스파크 성능을 활용하기 위한 적정 CPU core 당 

메모리 용량은 어플리케이션의 입력 데이터 용량과 같거나 커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의 아파치 스파크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메모리 용량에 따른 아파치 스파크 성능을 

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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