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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계에 도달한 시스템 성능으로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 

특정 영역에만 사용되었던 병렧 프로그래밍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병렧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를 

구현할 매우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술 중 Scala 는 사용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위하여 디자인 되어있고, 병렧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Actor 모델은 

이미 Erlang 에서 도입되어 홗용에 대한 부분이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쉽고 

안정적으로 동기화 프로그래밍을 구현 할 수 있다. 

 

Scala 는 “The Next Java” 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강한 커뮤니티의 호응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병렧 프로그래밍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프레임워크 지원으로 병렧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매우 기대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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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rallel Programming 의 등장 

 

1.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황금기가 사라지고 있음 

 Moore’s Law 에서 예견된 대로 하드웨어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함 (그림-1) 

 직접회로의 트랜지스터 수가 대략 2 년당 2 배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 

 증가된 트랜지스터만큼 컴퓨팅 성능은 향상되었으며, 비용은 젃감 

 1965 년 첫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직접회로의 발젂을 정확하게 예측 

 

그림-1. Moore’s Law 

 
*출처: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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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이후 Moore’s Law 에 의한 발전속도가 한계에 도달함 

 직접회로 내 트랜지스터를 배치를 위한 기술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 

 증가하는 젂력소모 및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쉽지 않음 

 

2. 병렬 프로그래밍은 향후 성능향상에 대한 해결책 

 병렬 프로그래밍은 동시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여 처리속도를 높이는 기법 

 단순히 여러 작업을 병렬 처리한다면 성능 향상이 높지 않음 

 Amdahl’s Law : 어떤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성능향상이 있을 때 

젂체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공식(그림-2) 

 젂체 프로그램 중 병렧처리 영역이 커질수록 성능 향상의 폭이 급격히 

증가되고, 일정 수 이상의 병렧 작업은 작업 향상에 크게 효용이 없음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병렧처리 영역의 비중을 늘여야 성능 

효과가 높음 

 

그림-2. Amdahl’s Law 

 
*출처: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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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처리될 작업량이 많을 때 병렬처리에 의한 성능향상 효과가 큼 

 Gustafason’s Law : 처리될 작업량이 증가될수록 병렧 처리될 수 있는 

작업량이 직렧 처리될 작업량보다 더 늘어나게 됨으로, 결국 병렧 

처리로 인한 성능 향상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이롞 (그림-3) 

 병렧 영역의 비중이 가변적인 상황에서라도 병렧 작업이 증가됨에 

따라 성능향상은 고르게 이루어짐 

 

그림-3. Gustafason’s Law 

 
*출처: Wikipedia.org 

 

3. Parallel and Functional Programming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병렬 프로그래밍의 매우 좋은 기법으로 제시됨 

 병렧 프로그래밍의 난제는 자원에 대한 경쟁 상태에 대한 처리라던가, 

동기화에 관렦된 복잡한 부분에 있음 

 근본적인 원인은 작업 갂에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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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 내부에 기본적으로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작성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상태 젂이가 없어서 경쟁 상태나 

동기화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함수형 병렬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작업 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장점 

 영역 분할법 : 처리 할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눔 (그림-4) 

 작업 분할법 : 처리 할 작업 기준으로 나눔 (그림-5)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구성 단위가 독립적인 함수이므로 작업 분할에 

있어서 명령형 프로그래밍보다 더 용이함 

 

그림-4. Domain decomposition 

 
*출처: https://computing.llnl.gov/tutorials/parallel_comp/ 

 

그림-5. Functional decomposition 

 
*출처: https://computing.llnl.gov/tutorials/parallel_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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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arallel Programming 의 기술 

 

1. Scala 

 개요 

 2003 년 Martin Odersky 에 의해 개발된 언어 

 사용자 요구가 늘어남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위하여 디자인 됨 

 장점 

 Java Virtual Machine 상에서 구동되며, 기존 Java 와 강력한 통합 가능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Java 의 객체지향적 

모델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 

 정적 데이터 타입을 지원 함으로서, 컴파일 시점에 미리 오류 발견이 

가능하며 동적 타입 언어(Ruby/Python…)에 비해 빠른 속도를 보장함 

 동향 

 알려짂 병렧 프로그래밍 기술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 (그림-6) 

 

그림-6 Scala Trends 

 
*출처: ind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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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Programming Model 

 Actor Model 

 1973 년 Carl Hewiit 에 의해 고안되어서 Erlang 을 통해 처음 구현됨 

 대용량 처리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성능으로 명성이 높음 

 Scala 의 Actor 모델은 Erlang 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성능과 

안정성에서 높은 보장성을 가짐 

 

 Actor implementation in Scala 

 Message Passing Model 과 동일한 디자인 (그림-7) 

 특정 Actor 에게 어떠한 작업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Actor 는 작업 

처리해야 할 내용을 자싞의 큐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서 처리함 

 메시지를 젂송한 곳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싞의 작업을 그대로 

짂행하는 비동기 방식 

 Actor 모델은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여 병목이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 

큐를 사용하여 많은 메시지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작업 처리에서 많은 장점을 가짐 

 

그림-7. Message Passing Model 
 

 
*출처: https://computing.llnl.gov/tutorials/parallel_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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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arallel Programming 사례 

 

1. 대표적인 Scala 적용사례 

 Twitter 

 회사개요 :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대표적 기업으로 엄청난 

메시지 처리량으로 잘 알려짐 

 기존배경 : 기존 시스템은 Ruby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적용영역 : 성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백앤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메시지 큐를 Scala 의 Actor 를 이용하여 젂홖 

 적용효과 : 기존보다 더 많은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평함 

 Twitter 의 Scala 적용은 Scala 가 유명하게 된 중요한 이유 

 

 LinkedIn 

 회사개요 : Social Network Service(SNS) 중 하나로 커리어에 대한 

인맥을 관리하는 기업 

 기존배경 : 기존 시스템은 Ruby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적용영역 : Scala 로 이루어짂 Nobert Framework 을 작성하여 구축. 

Apache ZooKeeper(분산홖경 관리)와 JBoss Netty(네트워크 통싞) 

위에서 작성. Norbert Framework 은 클러스터 토폴로지 변경과 라우팅 

및 부하 분산, 작업의 분할 등을 제공 

 

 FourSquare 

 회사개요 : Location-Based Service(LBS)를 제공하는 기업 

 기존배경 : 기존 시스템은 PHP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의 성능과 생산성에 대안을 찾게 되고 

결국 Scala 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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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ala 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산/비동기 관련 제품은 다양함 

 Akka 

 고수준의 동시성 및 분산처리, 이벤트 기반 시스템에 대한 고 가용성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Framework 

 Java 와 Scala 2 가지 버젂으로 제공 

 라이브러리 형태로 혹은 독립적인 커널 형태로 구동이 가능 

 Scala 를 상용 서비스하는 Typesafe 사에서 제시하는 Middleware 

구현표준 

 향상된 Actors 컨테이너, 최고 관리 계층에 의한 고 가용성, 분산 

홖경에서의 메시지 젂달과 비동기 처리를 통한 위치 투명성, 

Transactional Memory 등의 기능을 제공 

 

 Spark 

 클러스터 컴퓨팅을 제공하는 Open source 제품으로 Scala 로 구현됨 

 주로 In-memory 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사용 

 Hadoop MapReduce 의 대체재 

 Java 와 Scala 2 가지 버젂으로 제공 

 Scala 및 Java API 를 통하여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들과 연계되는 

기능도 쉽게 개발 가능 

 

 Finagle 

 Twitter 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던 라이브러리 

 비동기 원격 호출 서버/클라이언트에 대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 

 Java 의 Netty Framework 을 기반으로 Scala 로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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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Google 의 Loop Recognition1 에서 볼 수 있는 Scala 의 장점 

 Scala 관점에서 결과 요약 

 Scala 는 코드 복잡도에 대한 최고 효율 보임 

 Java 와 마찬가지로 Scala 도 Garbage Collection 에 대한 튜닝이 힘듬 

 Scala 의 메모리 사용량은 C++보다 많으나 Java 보다는 적게 사용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은 C++을 사용하는 것이나, 고비용의 

튜닝을 요구하므로, 간결한 Scala 가 강점을 가짐 

표-1. 실행시간 비교 

Benchmark Time [sec] Factor 

C++ Opt 23 1.0x 

C++ Dbg 197 8.6x 

Java 64-bit 134 5.8x 

Java 32-bit 290 12.6x 

Java 32-bit GC 106 4.6x 

Java 32-bit SPEC GC 89 3.7x 

Scala 82 3.6x 

Scala low-level 67 2.9x 

Scala low-level GC 58 2.5x 

Go 6g 161 7.0x 

Go Pro 126 5.5x 

*출처: Loop recognition in C++/Java/Go/Scala 

2. Scala 의 향후 전망 

 컴퓨팅 성능 향상의 한계 및 X86 기반 저련한 서버의 등장으로, 병렧 

컴퓨팅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관심은 더욱 더 늘어날 예상 

 Scala 는 “The Next Java” 로 평할 만큼 빠르게 확산 중임 

 Scala 는 특히 병렧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 

                                           

1 C++/Java/Scala/Go 4가지 언어에 대해 시험 :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언어별 구현 

난이도 및 성능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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