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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파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툴이다. 스파크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스파크 스트리밍

이라는 기술을 제공한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데이터 소스가 분석서버로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한다. 이때 전송하

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 경우 전송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의 크기가 클 때 허프만 인코딩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시키므로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키워드: 스파크(spark),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실시간(real time), 데이터 압축(data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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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데이터 분석은 여러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에서 생성된 데이터

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분석에는 배치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이 있다. 배치 방식은 

데이터가 일정량 쌓이게 되면 분석 서버로 전송하여 분석 서버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배치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수집된 후에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떨어진다. 스트리밍 방식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과 분석 

서버가 소켓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트리밍 방식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소켓을 통하여 분석 서버로 전송되어 분석을 시작한다. 스트리밍 

방식은 구현이 복잡하나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소켓을 통하여 전송될 

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하고 분석서버에서 압축을 풀어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 연구에서는 스파크에 

대해 연구한다. 3장에서는 압축기법이 적용된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Related works

1. Spark Streaming

스파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픈 소스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다. 

스파크는 데이터소스인 HDF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고속의 병렬 

분산 처리한다. 스파크에서는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기 위한 Map 

Reduce 방식도 지원하지만 실시간 분석을 위한 Streaming 방식도 

지원한다. 스파크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터, 결합, 집계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다. Fig. 1은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1.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스파크에서는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된다. 또한 대화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CLI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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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스파크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소스와 분석서버를 

소켓으로 연결한다. 데이터 소스는 소켓을 통하여 데이터 스트림을 

스파크 분석서버로 전송한다. 분석 서버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을 배치 

형태로 분할하고 각각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출력한다. 

Fig 2는 스파크에서의 실시간 분석 과정을 나타낸다.

Fig. 2. 스파크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과정

Fig. 2에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스트림이 전송될 때 보내야하는 

데이터의 양이 크다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클 경우 큐에 저장하고 순서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큐에서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떨어진다. 제안하

는 기법은 데이터 소스가 전송해야하는 데이터의 양이 클 경우 압축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양을 축소시켜 전송한다. Fig. 3.은 제안하는 

실시간 분석 기법을 나타낸다.

Fig. 3. 제안하는 분석 기법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텍스트 형식이다. 제안하는 기법

에서 압축 알고리즘은 허프만 인코딩 방식을 사용한다. 허프만 인코딩 

방식은  텍스트 형식의 압축 알고리즘 중 압축률이 뛰어난 호프만 

인코딩을 사용한다. 허프만 인코딩은 문자의 빈도수에 따라 트리를 

구성하고 트리의 가지에 0 또는 1의 값을 부여하여 분자를 압축한다. 

따라서 압축을 해제 할 때 또한 트리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데이터 압축시에 사용한 트리를 같이 전송하여 분석서버에서 압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파크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가 

클 경우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송해야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압축을 통하여 크기를 

줄여서 전송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전송 시간보다 

압축 시간이 길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추후 구현과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 압축을 시작하는 임계점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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