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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개요 (1)
 열-지향형(Column-Oriented) 데이터 저장
• 하둡 데이터베이스 라고도 함
• 구글의 BigTable 기반으로 설계
• http://labs.google.com/papers/bigtable.html

 대규모 테이블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분산 데이터베이스
• 수십억 개의 행(rows)과 수백만개의 열(column)
• 하드웨어의 클러스터 상에서 실행
• 자동 장애 극복 (automatic fail-over)
• 수평적 확대 가능 (horizontally scalabable)
• 자동 샤딩(automatic sharding),
– 샤딩(sharding): 데이터베이스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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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개요 (2)
 NoSQL 데이터베이스 형태
• SQL 기반 접근 안됨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적용 안됨
• HDFS와 달리 랜덤 실시간(random real-time) CRUD 연산 지원,
CRUD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
 자바로 작성된 오픈 소스
• 간단한 자바 API
• Map/Reduce 프레임워크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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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
 테이블은 행(row)들로 구성
• 행은 고유의 키(unique key)로 참조
• 키는 바이트의 배열
• 어떤 자료형도 키가 될 수 있음
– 문자열, long, 자체의 직렬화 데이터 구조

 행은 열(column)로 구성되며, 열은 컬럼 패밀리(column

family)로 그룹화
 데이터는 셀(cell)에저장
• 행 x 컬럼 패밀리 x 열 로 구분
• 셀의 내용도 바이트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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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패밀리 (Column Family) (1)
 열들은 컬럼 패밀리로 그룹화
• family:column 으로 표시
• 예, user:first_name
•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방법 제공
• 컬럼 패밀리에 다양한 특성 적용
• 압축
• 메모리 내장 옵션 (in-memory option)
• HFile/StoreFile 파일에 함께 저장

 컬럼 패밀리 정의는 정적(static)
• 테이블과 함께 생성되며, 추가 및 변경이 거의 없음
• 컬럼 패밀리 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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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패밀리 (2)
 컬럼 패밀리 이름은 인쇄 가능한 문자
• 키와 셀 값들과 같은 바이트가 아님
 family:column은 셀 값에 대한 태그와 같음
 반면 열(column)은 정적이 아님
• 실행 시에 새로운 열 생성
• 한 패밀리에 대해 수백 만개까지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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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패밀리 (3)
 행은 Families:Columns 안에 저장된 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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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Timestamps)
 셀 값들은 여러 버전을 가짐
• 각 셀의 여러 개의 버전들이 저장
• 디폴트로 3

• 데이터를 구분하는 또 다른 차원
• 타임스탬프는 영역 서버(region server)가 명식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찍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제공
• 버전들은 시간이 감소하는 내림차순으로 저장
• 가장 최근의 것들을 먼저 읽음
– 현재의 값을 읽도록 최적화됨

 제공되는 버전들의 갯수는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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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키 (Row Key)
 행들은 키 값의 사전식(lexicographically)으로 정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 키(primary key)와 비슷
• 고유한 값
• 최소의 보조 인덱스(seondary index)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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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cell)
 Value = Table+RowKey+Family+Column+Timestam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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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참조
 가장 최근의 값 (디폴트)
 특정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범위 내의 여러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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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아키텍처
 테이블은 영역(region)들로 구성
 영역 (Region)
• 함께 저장되는 행들의 범위
• 너무 커지면 동적으로 분할되고, 너무 적으면 동적으로 통합
 영역 서버 (Region Server)
• 하나 이상의 영역들을 저장
• 하나의 영역은 오직 한 개의 영역 서버에 의해 관리됨
 마스터 서버 (Master Server)
• HBase 클러스터(즉, 영역 서버들)를 관리하는 데몬
 HBase 의 데이터는 HDFS에 저장
• HDFS의 높은 가용성(availability)과 고장감내(fault-tolerance) 특성
에 의존
 분산 조정(distributed coordination)을 위해 Zookeep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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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컴포넌트

참조: WAL (Write-Ahead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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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의 영역 서버 간 분산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6

HBase 데이터베이스

HBase 영역 (Regions) (1)
 영역은 키들의 한 범위
• 시작 키 -> 끝 키 (예, k3cod -> odiekd)
• 시작 키는 영역에 포함되고, 끝 키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데이터의 추가
• 처음에는 한 개 영역만 존재
• 데이터가 추가되어 미리 설정된 최대값의 개수를 넘으면 영역은 분리
• 디폴트는 256 MB

• 중간 키에서 2개 영역으로 분리

 서버 당 영역의 수는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다양
• 영역 서버 당 10 ~ 1000개 영역
• 영역 당 1 GB ~ 2GB 만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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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영역 (2)
 데이터를 영역으로 분리 이점
• 한 영역이 실패한 경우 빠른 회복(fast recovery)이 가능
• 서버가 과부하된 경우 부하 균형(load balancing)이 가는
• 서버들 간에 이동됨

 영역 분리는 빠르게 수행
• 비동기 프로세스가 영역 분리를 수행하는 동안 원래 파일들에서 읽음
 이 모든 것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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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Data Storage) (1)
 데이터는 HDFS의 HFiles/StoreFiles 라는 파일들에 저장
 HFile은 기본적으로 키-값 맵 (key-value map)
• 키들은 사전식으로 정렬
 데이터가 추가될 때 WAL(Write Ahead Log)라는 로그에

저장되고, 또한 메모리에도 저장(memstore)
 플러시 (Flush)
• 메모리의 데이터 크기가 최대 설정 값을 넘어서면 HFile로 내보내짐
(플러시)
• 데이터가 HFile로 저장되면 WAL에서 제거
• 영역 서버는 플러시 동안 읽기-쓰기, WAL/memstore 쓰기를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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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2)
 HDFS는 기존 파일의 갱신(update)을 지원하지 않아서

HFile은 불변(immutalble)
• HFile의 키-값 들을 제거할 수 없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많은 HFiles 들이 생성

 한 레코드가 삭제되었음을 표시하는 삭제 마커(delete

marker)가 저장
• 이 마커들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
• 제거된 레코드들을 숨김

• 실행 시에 HFile과 WAL의 내용 사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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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3)
 HFile들의 수를 조정하고 클러스터 간의 부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 HBase는 주기적으로 데이터 압축 (data
compaction)을 수행
• 작은 압축 (minor compaction)
• 작은 HFile들을 좀 더 큰 HFile들로 통합 (n-way merge)
• 데이터들이 이미 파일 내에서 정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수행
• 삭제 마커에는 적용되지 않음

• 큰 압축 (major compaction)
• 각 영역에서 한 컬럼-패밀리 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 모든 엔트리들을 스캔하고, 필요하면 삭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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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마스터 (HBase Master)
 영역(region)들과 이들의 위치(location)를 관리
• 영역들을 영역 서버에 할당
• 작업부하들을 수용하기 위해 재-균형화(re-balanced)
• 영역 서버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복구
• 분산 조정 서비스로 Zookeeper 사용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지는 않음
• 클라이언트는 직접 영역 서버들과 통신
• 일반적으로 부하는 적음
 스키마 관리 및 변경에 책임
• 테이블과 컬럼 패밀리의 추가 및 삭제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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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와 Zookeeper
 HBase는 영역 할당을 위해 광범위하게 Zookeeper를 사용

 HBase가 Zookeeper 데몬을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분

리하여 설치/관리 할 수도 있음
 http://zookeeper.apach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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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컴포넌트

참조: WAL (Write-Ahead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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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Bas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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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설치
 마스터 노드에서 설치한 후에 슬레이브 노드에 복사
• 2개의 노드 클러스터 설치: master(192.168.0.200),
slave1(192.168.0.201)
• 설치 디렉토리: ~/hbase-1.2.6
 HBase 1.2.6 다운로드
• hadoop - 2.7.3 호환 버전
• http://www.apache.org/dyn/closer.cgi/hbase/
• 미러 사이트 선택하여 다운로드
•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hbase/1.2.6/hbase-1.2.6bin.tar.gz
$ wget http://apache.mirror.cdnetworks.com/hbase/1.2.6/hbase-1.2.6bin.tar.gz

 압축 해제
$ tar -xvzf hbase-1.2.6-bin.tar.gz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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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설정 – 환경 변수
 HBase 환경 변수 설정
• ~/.bashrc 에 추가
# HBase Path
export HBASE_HOME=$HOME/hbase-1.2.6
export PATH=$PATH:$HBASE_HOME/bin

 ssh 를 통한 배포 및 수정
$ scp .bashrc slave1:~/
$ ssh slave1 'source .bas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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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설정 – hbase-site.xml (1)
 ~/hbase-1.2.6/conf /hbase-site.xml

<?xml version="1.0"?>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configuration.xsl"?>
<configuration>
<property>
<name>hbase.rootdir</name>
<value>hdfs://master:9000/hbase</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master</name>
<value>master</value>
<final>true</final>
</property>
<property>
<name>hbase.zookeeper.quorum</name>
<value>192.168.0.200,192.168.0.201</value>
</property>

HBase 데이터베이스

HBase 설정 – hbase-site.xml (2)

<property>
<name>hbase.cluster.distributed</name>
<value>true</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zookeeper.property.dataDir</name>
<value>/home/hadoop/hbase-1.2.6/zk_data</value>
</property>
<property>
<name>hbase.zookeeper.property.clientPort</name>
<value>2181</value>
</property>
</configuration>

HBase 데이터베이스

HBase 설정 – hbase-env.sh, regionservers
 ~/hbase-1.2.6/conf/hbase-env.sh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racle
export HBASE_PID_DIR=/home/hadoop/hbase-1.2.6
export HBASE_MANAGES_ZK=true
export HBASE_OPTS="-XX:+UseConcMarkSweepGC"
export HBASE_MASTER_OPTS="$HBASE_MASTER_OPTS"
export HBASE_REGIONSERVER_OPTS="$HBASE_REGIONSERVER_OPTS"
 ~/hbase-1.2.6/conf/regionservers

master
slave1

 ssh 를 통한 배포 및 수정
$ scp -r /home/hadoop/hbase-1.2.6 slave1:~/

HBase 데이터베이스

HBase 구동
 마스터 노드에서 실행 중인 스파크/하둡 중지 후

하둡/스파크/HBase 실행
$ ~/spark-2.1.0-bin-hadoop2.7/stop-master.sh
$ ~/hadopp-2.7.3/sbin/stop-all.sh
$ ~/hadopp-2.7.3/sbin/start-all.sh
$ ~/spark-2.1.0-bin-hadoop2.7/start-master.sh
$ ~/hbase-1.2.6/bin/start-hbas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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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구동 확인 - j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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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디렉토리
 /hbase 디렉토리

 웹(http://192.168.0.200:50160)으로 표시

• 웹 관리 UI는 60010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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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Base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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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시작
 JRuby IRB (Interactive Ruby Shell)
• HBase 명령이 추가
• IRB에 수행되는 것은 HBase 셀에서도 수행
• http://en.wikipedia.org/wiki/Interactive_Ruby_Shell

 셀 시작
$ $HBASE_HOME/bin/hbase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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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명령 - help
 명령 리스트를 보기 위해선 help 명령 사용
hbase> help “command” (quotes are required)
-> help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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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호 (quote) 사용
 모든 이름에 인용부호(따옴표) 사용
• 테이블, 열 이름
• 텍스트는 단일 따옴표
• hbase> get 't1', 'myRowId'

• 이진값에는 이중 따옴표
• 이진 값에는 16진수 표현 사용
• hbase> get 't1', "key₩x03₩x3f₩xcd"

 파라미터 지정에는 루비(ruby) 해시 사용
• {'key1' => 'value1', 'key2' => 'value2', …}
• 예
hbase> get 'UserTable', 'userId1', {COLUMN => 'address:str'}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7

HBase 데이터베이스

HBase 셀 명령
 HBase 셀은 다양한 명령 지원
• 일반
• status, version

• 데이터 정의 언어 (Data Definition Language, DDL)
• alter, create, describe, disable, drop, enable, exists, is_disabled,
is_enabled, list

• 데이터 관리 언어 (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
• count, delete, deleteall, get, get_counter, incr, put, scan, truncate

• 클러스터 관리 (cluster administration)
• balancer, close_region, compact, flush, major_compact, move,
split,unassign, zk_dump, add_peer, disable_peer,
enable_peer,remove_peer, start_replication, stop_replication

 각 명령 상세 내용
• hbase> help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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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사
 status 명령으로 클러스터의 상태를 디스플레이
• hbase> status
• hbase> status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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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의 및 조작 명령 (DDL and DML)
 예를 통하여 소개
1. 테이블 생성
• 컬럼 패밀리 정의
2. 테이블에 데이터 레코드 입력
• 다수 레코드들 입력
3. 데이터 접근
• count, get, scan
4. 데이터 편집
5. 레코드 삭제
6. 테이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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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 생성
 다음 스키마의 Blog 테이블 생성
• 2개 컬럼 패밀리
• info 패밀리는 3개의 열: title, author, date
• content 패밀리는 1개의 열: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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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 생성 예
 테이블과 컬럼 패밀리 생성에 여러 옵션 사용 가능
• hbase> create 't1', {NAME => 'f1', VERSIONS => 5}
• hbase> create 't1', {NAME => 'f1'}, {NAME => 'f2'},
{NAME => 'f3'}
• hbase> create 't1', 'f1', 'f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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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이블에 데이터 레코드 입력
 여러 개 레코드의 데이터 입력

 put 명령: 셀의 값 입력
• hbase> put 'table', 'row_id', 'family:column', 'value'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3

HBase 데이터베이스

2. 테이블에 데이터 레코드 입력 예 (1)
# insert row 1
put 'Blog', 'Matt-001', 'info:title', 'Elephant'
put 'Blog', 'Matt-001', 'info:author', 'Matt'
put 'Blog', 'Matt-001', 'info:date', '2009.05.06'
put 'Blog', 'Matt-001', 'content:post', 'Do elephants like monkeys?'
# insert rows 2-4
…
셀 당 1개의 put 명령
…
# row 5
put 'Blog', 'John-005', 'info:title', 'Mouse'
put 'Blog', 'John-005', 'info:author', 'John'
put 'Blog', 'John-005', 'info:date', '1990.07.06'
put 'Blog', 'John-005', 'content:post', 'Mickey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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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이블에 데이터 레코드 입력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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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Data Access) - count
 데이터 접근
• count: 레코드의 전체 개수를 표시
• get: 한 행을 읽음
• scan: 범위로 지정된 여러 행들을 읽음
 count 명령
• hbase> count 'table_name'
• 전체 테이블을 스캔해서 큰 테이블인 경우 속도 느림
• 매 n개 행들 간격으로 갯 수를 표시, 디폴트는 1000
• hbase> count 't1', INTERVA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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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coun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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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get
 단일 행 읽기
• hbase> get 'table', 'row_id'
• 전체 행을 리턴

• 테이블 이름과 row id를 기술
• 옵션: 타임스탬프, 타임-범위(time-range), 버전

 특정 열 읽기
• hbase> get 't1', 'r1', {COLUMN => 'c1'}
• hbase> get 't1', 'r1', {COLUMN => ['c1', 'c2', 'c3']}
 특정 타임스탬프, 타임-범위 읽기
• hbase> get 't1', 'r1', {TIMERANGE => [ts1, ts2]}
• hbase> get 't1', 'r1', {COLUMN => 'c1', TIMESTAMP => ts1}
 다수 버전 읽기
• hbase> get 't1', 'r1', {VERSIONS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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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ge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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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scan (1)
 전체 테이블이나 부분을 스캔
 전체 행 또는 명시적으로 지정된 컬럼 패밀리, 열, 특정 셀을

가져옴
 전체 테이블 스캔
• hbase> scan 'table_name'

 결과 값의 개수 제한
• hbase> scan 'table_name', {LIMIT=>1}
 특정 범위 스캔
• hbase> scan 'Blog', {STARTROW=>'startRow',
STOPROW=>'stopRow'}
• 시작 행은 포함되고, 끝 행은 포함되지 않음
• 시작 행 또는 끝 행만 지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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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scan (2)
 특정 열로 제한
• hbase> scan 'table', {COLUMNS=>['col1', 'col2']}
 특정 시간 범위
• hbase> scan 'table', {TIMERANGE => [1303, 13036]}
 필터로 결과 값 제한
• hbase> scan 'Blog', {FILTER =>
org.apache.hadoop.hbase.filter.ColumnPaginationFilter.new(1,
0)}
• 필터는 나중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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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접근 – sc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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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편집
 put 명령으로 row i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값을

삽입
 행이 이미 존재하면 값을 갱신
• 여러 개의 값은 버전(VERSION)으로 관리

 실제로 갱신되는 가?
• 셀에 새로운 버전을 삽입
• 디폴트로 가장 최근의 버전만 선택
• 셀 당 N 버전이 보관
• 테이블 생성 시에 컬럼 패밀리 당 버전 개수 설정
hbase> create ＇table＇, {NAME => ＇family＇, VERSIONS => 3}
•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에 버전 수정
hbase> alter 'table', {NAME => 'family', VERSION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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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편집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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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편집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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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코드 삭제
 지정된 테이블의 행과 열을 삭제
• hbase> delete 'table', 'rowId', 'column'
• 해당 셀의 모든 버전 삭제
 타임스탬프를 지정하면 지정된 타임스탬프 이전의 버전들만

삭제
• hbase> delete 'table', 'rowId', 'column',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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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코드 삭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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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이블 삭제
 테이블 삭제 전에 테이블 오프라인 설정(disable)
• 테이블이 오프라인으로 설정되어야만 스키마 기반 연산이 수행
• hbase> disable 'table_name'
• hbase> drop 'table_name’
• 예:
hbase> disable 'Blog’
hbase> drop 'Blog'
 큰 테이블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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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파크 스트리밍의 HBase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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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결과 HBase 저장 예
 석유 시추 시설 모니터링 예에서의 센서 스트리밍의 데이터

프레임을 HBase 테이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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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테이블 스키마
 테이블 이름: oil_sensor
 컬럼 패밀리
• data: 모든 이벤트
• alerts: 낮은 압력의 알림 경고
• stats: 일자별 통계
 행의 키
• 오일펌프 이름,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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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출력 설정
 맵리듀스의 TableOutputFormat 클래스 사용하여 HBase

테이블 출력 작업 설정
• org.apache.hadoop.hbase.mapred.TableOutputFormat

final val tableName = "oil_sensor" // HBase Table
// set up HBase Table configuration
val conf = HBaseConfiguration.create()
conf.set(TableOutputFormat.OUTPUT_TABLE, tableName)
val jobConfig: JobConf = new JobConf(conf, this.getClass)
jobConfig.set("mapreduce.output.fileoutputformat.outputdir", "/sparkdata/stream/out")
jobConfig.setOutputFormat(classOf[TableOutputFormat])
jobConfig.set(TableOutputFormat.OUTPUT_TABLE,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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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테이블 저장
 센서 값을 HBase의 Put 객체로 변환 후 saveAsHadoop

dataset() 메서드를 사용하여 HBase 테이블에 저장
// Convert a row of sensor object data to an HBase put object
def convertToPut(sensor: Sensor): (ImmutableBytesWritable, Put) = {
val dateTime = sensor.date + " " + sensor.time
// create a composite row key: sensorid_date time
val rowkey = sensor.resid + "_" + dateTime
val put = new Put(Bytes.toBytes(rowkey))
// add to column family data, column data values to put object
put.add(cfDataBytes, colHzBytes, Bytes.toBytes(sensor.hz))
put.add(cfDataBytes, colDispBytes, Bytes.toBytes(sensor.disp))
put.add(cfDataBytes, colFloBytes, Bytes.toBytes(sensor.flo))
put.add(cfDataBytes, colSedBytes, Bytes.toBytes(sensor.sedPPM))
put.add(cfDataBytes, colPsiBytes, Bytes.toBytes(sensor.psi))
put.add(cfDataBytes, colChlBytes, Bytes.toBytes(sensor.chlPPM))
return (new ImmutableBytesWritable(Bytes.toBytes(rowkey)), put)
}
…………
rdd.map(HBaseSensorStream.convertToPut).saveAsHadoopDataset(job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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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데이터의 HBase 테이블 저장 예
- SBT 프로젝트 스크립트

 SBT 프로젝트 스크립트 작성
• 소스 프로그램: src/main/scala/HBaseSensorStream.scala
• 프로젝트 스크립트, hbasesensor.sbt
• 라이브러리에 hadoop, hbase 의존성 추가
name := "SensorStream Project"
version := "1.0"
scalaVersion := "2.11.11"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spark" % "spark-core_2.10" % "2.1.1"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spark" % "spark-streaming_2.10" % "2.1.1"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hadoop" % "hadoop-common" % "2.7.3"
"org.apache.hbase" % "hbase" % "1.1.2"
"org.apache.hbase" % "hbase-server" % "1.1.2"
"org.apache.hbase" % "hbase-client" % "1.1.2"
"org.apache.hbase" % "hbase-common"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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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SensorStream.scala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org.apache.hadoop.hbase.HBaseConfiguration
org.apache.hadoop.hbase.client.Put
org.apache.hadoop.hbase.io.ImmutableBytesWritable
org.apache.hadoop.hbase.mapred.TableOutputFormat
org.apache.hadoop.hbase.util.Bytes
org.apache.hadoop.mapred.JobConf

import
import
import
import

org.apache.spark.SparkConf
org.apache.spark.SparkContext
org.apache.spark.streaming.Seconds
org.apache.spark.streaming.StreamingContext

object HBaseSensorStream extends Serializable {
// HBase Table
final val tableName = "oil_sensor"
// Column Family
final val cfDataBytes = Bytes.toBytes("data")
final val cfAlertBytes = Bytes.toBytes("alerts")
// Columns
final val colHzBytes = Bytes.toBytes("hz")
final val colDispBytes = Bytes.toBytes("disp")
final val colFloBytes = Bytes.toBytes("flo")
final val colSedBytes = Bytes.toBytes("sed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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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colPsiBytes = Bytes.toBytes("psi")
HBase
final val colChlBytes = Bytes.toBytes("chlPPM")
// schema for sensor data
case class Sensor(resid: String, date: String, time: String, hz: Double, disp: Double, flo: Double,
sedPPM: Double, psi: Double, chlPPM: Double) extends Serializable
object Sensor extends Serializable {
// function to parse line of sensor data into Sensor class
def parseSensor(str: String): Sensor = {
val p = str.split(",")
Sensor(p(0), p(1), p(2), p(3).toDouble, p(4).toDouble, p(5).toDouble, p(6).toDouble,
p(7).toDouble, p(8).toDouble)
}
// Convert a row of sensor object data to an HBase put object
def convertToPut(sensor: Sensor): (ImmutableBytesWritable, Put) = {
val dateTime = sensor.date + " " + sensor.time
// create a composite row key: sensorid_date time
val rowkey = sensor.resid + "_" + dateTime
val put = new Put(Bytes.toBytes(rowkey))
// add to column family data, column data values to put object
put.add(cfDataBytes, colHzBytes, Bytes.toBytes(sensor.hz))
put.add(cfDataBytes, colDispBytes, Bytes.toBytes(sensor.disp))
put.add(cfDataBytes, colFloBytes, Bytes.toBytes(sensor.flo))
put.add(cfDataBytes, colSedBytes, Bytes.toBytes(sensor.sedPPM))
put.add(cfDataBytes, colPsiBytes, Bytes.toBytes(sensor.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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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hlBytes, Bytes.toBytes(sensor.chlPPM))
HBaseput.add(cfDataBytes,
데이터베이스
return (new ImmutableBytesWritable(Bytes.toBytes(rowkey)), put)
}
// convert psi alert to an HBase put object
def convertToPutAlert(sensor: Sensor): (ImmutableBytesWritable, Put) = {
val dateTime = sensor.date + " " + sensor.time
// create a composite row key: sensorid_date time
val key = sensor.resid + "_" + dateTime
val p = new Put(Bytes.toBytes(key))
// add to column family alert, column psi data value to put object
p.add(cfAlertBytes, colPsiBytes, Bytes.toBytes(sensor.psi))
return (new ImmutableBytesWritable(Bytes.toBytes(key)), p)
}
}
def main(args: Array[String]): Unit = {
// set up HBase Table configuration
val conf = HBaseConfiguration.create()
conf.set(TableOutputFormat.OUTPUT_TABLE, tableName)
val jobConfig: JobConf = new JobConf(conf, this.getClass)
jobConfig.set("mapreduce.output.fileoutputformat.outputdir", "/sparkdata/stream/out")
jobConfig.setOutputFormat(classOf[TableOutputFormat])
jobConfig.set(TableOutputFormat.OUTPUT_TABLE, tableName)
println("set configuration")
val sparkConf = new SparkConf().setAppName("HBaseSensorStream").set("spark.files.overwrit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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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sc = new SparkContext(sparkConf)
// create a StreamingContext, the main entry point for all streaming functionality
val ssc = new StreamingContext(sc, Seconds(2))
// parse the lines of data into sensor objects maprfs:///
val sensorDStream = ssc.textFileStream("/sparkdata/stream/filestream").map(Sensor.parseSensor)
sensorDStream.print()
sensorDStream.foreachRDD { rdd =>
// filter sensor data for low psi
val alertRDD = rdd.filter(sensor => sensor.psi < 5.0)
alertRDD.take(1).foreach(println)
// convert sensor data to put object and write to HBase table column family data
rdd.map(Sensor.convertToPut).saveAsHadoopDataset(jobConfig)
// convert alert data to put object and write to HBase table column family alert
alertRDD.map(Sensor.convertToPutAlert).saveAsHadoopDataset(jobConfig)
}
// Start the computation
ssc.start()
println("start streaming")
// Wait for the computation to terminate
ssc.awaitTermin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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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SensorStream 응용의 빌드
 응용 빌드
$ sbt package
• target/scala-2.11/hbasesensorstream-project_2.11-1.0.jar 파일 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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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테이블 생성
 HBase 셀에서 HBase 테이블 생성
hbase> create 'oil_sensor', 'data', 'alerts',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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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SensorStream 응용 실행
 스파크의 드라이버 및 실행자 노드에 HBase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의 위치 지정
• $SPARK_HOME/conf/spark-defaults.conf 에 다음 추가
spark.driver.extraClassPath
/home/hadoop/hbase-1.2.6/lib/*
spark.executor.extraClassPath
/home/hadoop/hbase-1.2.6/lib/*

 spark-submit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 실행 전에 sensordata.csv 제거하고, 실행 후에 다시 복사
$SPARK_HOME/bin/spark-submit --class HBaseSensorStream
--master yarn target/scala-2.11/hbasesensorstream-project
_2.11-1.0.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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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submit 실행 에러 - Netty 버전 에러
 spark-submit 실행 시 다음과 같은 에러의 경우
• Error sending result StreamResponse, io.netty.handler.codec.Enc
oderException: java.lang.NoSuchMethodError:
• Netty 라이브러리 중복 에러
• $SPARK_HOME/jars: netty-3.8.0.Final.jar, netty-all-4.0.42.Final.jar
• $HBASE_HOME/lib: netty-all-4.0.23.Final.jar

• 해결 방안
• $HBASE_HOME/lib 에서 netty-all-4.0.23.Final.jar 제거하고 $SPARK_H
OME/jars의 netty-all-4.0.42.Final.jar 최신 버전으로 복사

 Netty
• asynchronous event-driven network application framework
for rapid development of maintainable high performance protocol
servers & clients.
• https://nett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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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테이블 확인
 스파크 셀에서 HBase 테이블 확인
hbase> scan 'oil_sensor', {COLUMNS=>['data'], LIMIT=> 2}
hbase> scan 'oil_sensor', {COLUMNS=>['alerts'], LIM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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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파크 HBase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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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입출력 예
 앞의 HBase 테이블에 저장된 오일 센서 데이터를 읽고,

일별 통계를 계산한 후 stats 컬럼 패밀리에 저장
•
•
•
•
•

센서 데이터를 RDD로 읽어서 데이터프레임 변환
테이블 스키마 출력, 데이터 5개 출력, 일별 오일 압력(psi) 평균 출력
스파크 SQL 사용하여 일별 통계 계산
일별 통계 데이터프레임 생성, 출력
데이터프레임을 RDD로 변환 후 HBase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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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입력
 맵리듀스의 TableInputFormat 클래스 사용하여 HBase 테이블 입력

(scan) 작업 설정
• org.apache.hadoop.hbase.mapreduce.TableInputFormat
val conf = HBaseConfiguration.create()
conf.set(TableInputFormat.INPUT_TABLE, tableName)
// scan data column family
conf.set(TableInputFormat.SCAN_COLUMNS, "data")
// Load an RDD of result(ImmutableBytesWritable, Result) tuples from the table
val hBaseRDD = sc.newAPIHadoopRDD(conf, classOf[TableInputFormat],
classOf[org.apache.hadoop.hbase.io.ImmutableBytesWritable],
classOf[org.apache.hadoop.hbase.client.Result])
hBaseRDD.count()
// transform (ImmutableBytesWritable, Result) tuples into an RDD of Results
val resultRDD = hBaseRDD.map(tuple => tuple._2)
resultRDD.count()
// transform RDD of Results into an RDD of SensorRow objects
val sensorRDD = resultRDD.map(SensorRow.parseSens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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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입력 데이터의 RDD 변환
 케이스 클래스 사용하여 RDD 객체 변환
case class SensorRow(rowkey: String, hz: Double, disp: Double, flo: Double,
sedPPM: Double, psi: Double, chlPPM: Double)
object SensorRow extends Serializable{
def parseSensorRow(result: Result): SensorRow = {
val rowkey = Bytes.toString(result.getRow())
// remove time from rowKey, stats row key is for day
val p0 = rowkey.split(" ")(0)
val
val
val
val
val
val

p1
p2
p3
p4
p5
p6

=
=
=
=
=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Bytes.toBytes("hz")))
Bytes.toBytes("disp")))
Bytes.toBytes("flo")))
Bytes.toBytes("sedPPM")))
Bytes.toBytes("psi")))
Bytes.toBytes("chlPPM")))

SensorRow(p0, p1, p2, p3, p4, p5, p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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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입출력 예 예
- SBT 프로젝트 스크립트

 SBT 프로젝트 스크립트 작성
• 소스 프로그램: src/main/scala/HBaseSensorStream.scala
• 프로젝트 스크립트, hbaserwstats.sbt

name := " HBaseRWStats Project"
version := "1.0"
scalaVersion := "2.11.11"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spark" % "spark-core_2.10" % "2.1.1"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spark" % "spark-sql_2.10" % "2.1.0"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libraryDependencies +=

"org.apache.hadoop" % "hadoop-common" % "2.7.3"
"org.apache.hbase" % "hbase" % "1.1.2"
"org.apache.hbase" % "hbase-server" % "1.1.2"
"org.apache.hbase" % "hbase-client" % "1.1.2"
"org.apache.hbase" % "hbase-common"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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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RWStats.scala

import
import
import
import

org.apache.spark._
org.apache.spark.sql.SparkSession
org.apache.spark.sql.functions.avg
org.apache.spark.sql.Row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org.apache.hadoop.hbase.HBaseConfiguration
org.apache.hadoop.hbase.client.Put
org.apache.hadoop.hbase.client.Result
org.apache.hadoop.hbase.io.ImmutableBytesWritable
org.apache.hadoop.hbase.mapred.TableOutputFormat
org.apache.hadoop.hbase.mapreduce.TableInputFormat
org.apache.hadoop.hbase.util.Bytes
org.apache.hadoop.mapred.JobConf

object HBaseRWStats {
// HBase Table
final val tableName = "oil_sensor"
// Column Family
final val cfDataBytes = Bytes.toBytes("data")
final val cfStatsBytes = Bytes.toBytes("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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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lass
SensorRow(rowkey: String, hz: Double, disp: Double, flo: Double, sedPPM: Double,
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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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Double, chlPPM: Double)

object SensorRow extends Serializable{
def parseSensorRow(result: Result): SensorRow = {
val rowkey = Bytes.toString(result.getRow())
// remove time from rowKey, stats row key is for day
val p0 = rowkey.split(" ")(0)
val p1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val p2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val p3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val p4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val p5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val p6 = Bytes.toDouble(result.getValue(cfDataBytes,
SensorRow(p0, p1, p2, p3, p4, p5, p6)
}
}

Bytes.toBytes("hz")))
Bytes.toBytes("disp")))
Bytes.toBytes("flo")))
Bytes.toBytes("sedPPM")))
Bytes.toBytes("psi")))
Bytes.toBytes("chlPPM")))

case class SensorStatsRow(rowkey: String, maxhz: Double, minhz: Double, avghz: Double,
maxdisp: Double, mindisp: Double, avgdisp: Double, maxflo: Double, minflo: Double,
avgflo: Double, maxsedPPM: Double, minsedPPM: Double, avgsedPPM: Double,
maxpsi: Double, minpsi: Double, avgpsi: Double, maxchlPPM: Double, minchlPPM: Double,
avgchlPPM: Double)
object SensorStatsRow {
def convertToPutStats(row: SensorStatsRow): (ImmutableBytesWritable, P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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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columns with data values to put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hzmax"), Bytes.toBytes(row.maxhz))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hzmin"), Bytes.toBytes(row.minhz))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hzavg"), Bytes.toBytes(row.avghz))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dispmax"), Bytes.toBytes(row.maxdisp))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dispmin"), Bytes.toBytes(row.mindisp))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dispavg"), Bytes.toBytes(row.avgdisp))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flomax"), Bytes.toBytes(row.maxflo))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flomin"), Bytes.toBytes(row.minflo))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floavg"), Bytes.toBytes(row.avgflo))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sedPPMmax"), Bytes.toBytes(row.maxsedPPM))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sedPPMmin"), Bytes.toBytes(row.minsedPPM))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sedPPMavg"), Bytes.toBytes(row.avgsedPPM))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psimax"), Bytes.toBytes(row.maxpsi))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psimin"), Bytes.toBytes(row.minpsi))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psiavg"), Bytes.toBytes(row.avgpsi))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chlPPMmax"), Bytes.toBytes(row.maxchlPPM))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chlPPMmin"), Bytes.toBytes(row.minchlPPM))
p.add(cfStatsBytes, Bytes.toBytes("chlPPMavg"), Bytes.toBytes(row.avgchlPPM))
(new ImmutableBytesWritable, p)
}
}
def main(args: Array[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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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데이터베이스
implicit conversions from Spark RDD to Dataframe
HBase
val sc = spark.sparkContext
import spark.implicits._
val conf = HBaseConfiguration.create()
conf.set(TableInputFormat.INPUT_TABLE, tableName)
// scan data column family
conf.set(TableInputFormat.SCAN_COLUMNS, "data")
// Load an RDD of rowkey, result(ImmutableBytesWritable, Result) tuples from the table
val hBaseRDD = sc.newAPIHadoopRDD(conf, classOf[TableInputFormat],
classOf[org.apache.hadoop.hbase.io.ImmutableBytesWritable],
classOf[org.apache.hadoop.hbase.client.Result])
hBaseRDD.count()
// transform (ImmutableBytesWritable, Result) tuples into an RDD of Results
val resultRDD = hBaseRDD.map(tuple => tuple._2)
resultRDD.count()
// transform RDD of Results into an RDD of SensorRow objects
val sensorRDD = resultRDD.map(SensorRow.parseSensorRow)
// change RDD of SensorRow objects to a DataFrame
val sensorDF = sensorRDD.toDF()
// Return the schema of this DataFrame
sensorDF.printSchema()
// Display the top 20 rows of DataFrame
sensorDF.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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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by the rowkey (sensorid_date) get average psi
sensorDF.groupBy("rowkey").agg(avg(sensorDF("psi"))).take(5).foreach(println)
// register the DataFrame as a temp table
sensorDF.createOrReplaceTempView("SensorRow")
// group by the rowkey (sensorid_date) get average, max , min for all columns
val sensorStatDF = spark.sql("SELECT rowkey,MAX(hz) as maxhz, min(hz) as minhz, avg(hz) as
avghz, MAX(disp) as maxdisp, min(disp) as mindisp, avg(disp) as avgdisp, MAX(flo) as maxflo,
min(flo) as minflo, avg(flo) as avgflo,MAX(sedPPM) as maxsedPPM, min(sedPPM) as minsedPPM,
avg(sedPPM) as avgsedPPM, MAX(psi) as maxpsi, min(psi) as minpsi, avg(psi) as avgpsi,
MAX(chlPPM) as maxchlPPM, min(chlPPM) as minchlPPM, avg(chlPPM) as avgchlPPM
FROM SensorRow GROUP BY rowkey")
sensorStatDF.printSchema()
sensorStatDF.take(5).foreach(println)
// map the query result row to the SensorStatsRow object
val sensorStatsRowRDD = sensorStatDF.map {
case Row(rowkey: String, maxhz: Double, minhz: Double, avghz: Double, maxdisp: Double,
mindisp: Double, avgdisp: Double, maxflo: Double, minflo: Double, avgflo: Double,
maxsedPPM: Double, minsedPPM: Double, avgsedPPM: Double, maxpsi: Double, minpsi: Double,
avgpsi: Double, maxchlPPM: Double, minchlPPM: Double, avgchlPPM: Double)
=>
SensorStatsRow(rowkey: String, maxhz: Double, minhz: Double, avghz: Double, maxdisp: Double,
mindisp: Double, avgdisp: Double, maxflo: Double, minflo: Double, avgflo: Double,
maxsedPPM: Double, minsedPPM: Double, avgsedPPM: Double, maxpsi: Double, minpsi: Double,
avgpsi: Double, maxchlPPM: Double, minchlPPM: Double, avgchlPPM: 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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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tatsRowRDD.take(5).foreach(println)
// set JobConfiguration variables for writing to HBase
val jobConfig: JobConf = new JobConf(conf, this.getClass)
jobConfig.set("mapreduce.output.fileoutputformat.outputdir", "/sparkdata/stream/out1")
// set the HBase output table
jobConfig.setOutputFormat(classOf[TableOutputFormat])
jobConfig.set(TableOutputFormat.OUTPUT_TABLE, tableName)
// convert into rdd and the SensorStatsRow objects into HBase put objects and write to HBase
sensorStatsRowRDD.rdd.map(SensorStatsRow.convertToPutStats).saveAsHadoopDataset(jobConf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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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RWStats 응용의 빌드
 응용 빌드
$ sbt package
• target/scala-2.11/hbaserwstats-project_2.11-1.0.jar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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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RWStats 응용 실행
 spark-submit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SPARK_HOME/bin/spark-submit --class HBaseRWStats
--master yarn target/scala-2.11/hbaserwstats-project_2.111.0.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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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테이블 확인
 스파크 셀에서 HBase 테이블 확인
hbase> scan 'oil_sensor', {COLUMNS=>['stats'], LIM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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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자신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에서 배운 스파크를 적용하고

실행
• 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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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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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servelets.com Hadoop Tutorial
• HBase Part 1 – Overview
• http://www.coreservlets.com/hadoop-tutorial/#HBase-1

• HBase Part 2 – Installation and Shell
• http://www.coreservlets.com/hadoop-tutorial/#HB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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