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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RDF 데이터의 분산 장을 한 
동  분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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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Storage of Large-Scale RD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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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규모 RDF 데이터를 효과 으로 분산 장  리하기 해 RDF 분할 기법의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으로 데이터의 추가  변경이 발생하는 동  환경에서 부하 분

산을 지원하는 RDF 동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그래  분할을 수행하기 한 기 으로 

질의에 의해 사용된 RDF 데이터의 사용 빈도에 따라 클러스터와 서  클러스터 그룹을 생성한다. 생성된 

클러스터와 서  클러스터는 분산된 서버의 부하  장되는 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여 분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속 인 데이터 변경  추가로 인해 특정 서버에 한 데이터 집 을 해결하고 서버들간에 

효율 인 부하 분산을 수행한다. 성능평가를 통하여 분산 서버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분할 기법에 비

해 질의 수행 시간이 크게 향상됨을 보인다.

키워드: RDF, 동  분할, 규모 RDF 데이터, 부하 분산

Abstract In recent years, RDF partitioning schemes have been studied for the effective distributed 

storage and management of large-scale RDF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n RDF dynamic 

partitioning scheme to support load balancing in dynamic environments where the RDF data is 

continuously inserted and updated. The proposed scheme creates clusters and sub-cluster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 RDF data used by queries to set graph partitioning criteria. We partition the 

created clusters and sub-clusters by considering the workloads and data sizes for the servers. 

Therefore, we resolve the data concentration of a specific server,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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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and update of the RDF data, in such a way that the load is distributed among servers in 

dynamic environments. It is shown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scheme 

significantly improves the query processing time over the existing scheme.

Keywords: RDF, dynamic partitioning, large-scale RDF data, load balancing

1. 서 론

1990년  월드 와이드 웹(W3:World Wide Web)이 

창시된 이래로 웹 기술은 끊임없이 발 되고 있으며 웹 

이용자 수와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보는 웹

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인 웹은 정보 리소

스간의 하이퍼링크 계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요구에 

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검색과 정보의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

하게 되었다. 즉,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보다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는 차세  웹이 필요하

게 되었다. 차세  웹의 안으로 시맨틱 웹(Semantic 

Web)이 각 받고 있다[1,2]. 시맨틱 웹은 정보들 사이에 

의미 있는 계를 정의하고, 추론 등을 통해 새로운 지

식을 생성할 수 있다.

시맨틱 웹에서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요한 만큼 웹 데이터를 형식 으로 기술하기 

해 W3C에서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

work)를 제안하 다[3]. RDF는 정보 리소스의 의미와 

다른 정보 리소스와의 의미  계를 표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언어로 주어(subject), 서술어(pre-

dicate), 목 어(object)의 트리  구조로 구성된 문장이

다. 즉, 주어, 서술어, 목 어를 통해 RDF 문서를 사용

하면 컴퓨터가 정보 리소스들 사이의 계를 악하여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 시 의 도래와 함께 시맨틱 웹의 확산으로 

RDF 데이터가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다. 를 들어, 

국내에서 매일 생산되는 기상 데이터는 1.6TB(Terabyte)

이며, 1년이면 584TB의 규모의 데이터가 증가한다. 

이와 함께, 규모 RDF 데이터를 단일 서버에서 처리

할 경우 처리 용량과 속도 측면에서 성능 하되어 다

수 사용자에 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다수의 서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장 리하기 한 

RDF 데이터 분할 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RDF 분할 기법을 해 분산 서버 환경에서 그

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그래  분할 기법은 그래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해 세 단계로 구성된 효율 인 알고

리즘을 통해 그래  데이터 분할을 수행한다[4-6]. 하지

만 이런 기존 기법은 분할하는 규칙이 정해진 알고리즘

을 통해 그래  데이터가 분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

화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 요구에 따라 서버간에 발

생하는 통신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빠른 질의 

응답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버간에 발생하는 

통신비용이 증가하는 로 조인 연산이 발생하는 질의

로 인해 응답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RDF 그래  데이터가 A, B, C, D

와 같이 4개의 분산 서버 환경에 분할 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분할된 간선을 기 으로 다른 서버간에 

조인 연산이 발생하는 질의 Q1, Q3, Q4와 조인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질의 Q2의 패턴이 나타났다. 질의 Q2는 

서버간에 조인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질의로써 은 비

용으로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질의 Q1, Q3, 

Q4와 같이 조인 연산이 발생하는 질의의 요청이 증가하

는 경우, 서버간에 통신비용이 증가하여 질의 응답 시간

이 지연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동  분할 기법[7,8]이 연구되었다.

SPAR[7]은 데이터 지역성(Data Locality)를 높이고, 

네트워크 부하(Network Load)를 최소화하기 해 동일

한 서버에 데이터 복제를 수행한다. SEDGE[8]은 데이

터 지역성(Data Locality)을 높이고, 서버간에 통신비용

을 최소화하기 해 그래  데이터의 재분할을 수행하

며, 서버간의 부하 분산(Load Balancing)을 수행하기 

해 데이터 복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지속 으로 그래

 데이터의 추가  변경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기존 

기법[7,8]을 용하면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제 이 발생

한다. 첫째, 지속 인 데이터의 추가로 인해 특정 서버

에 데이터 집  상이 발생하여 병렬 시스템으로써의

그림 1 분할된 간선을 기 으로 빈번하게 요청되는 질의 패턴

Fig. 1 Frequently requested query patterns based on the 

split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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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하된다. 둘째, 데이터 복제로 인해 복제된 데

이터에 해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다. 즉, 복제된 데

이터에 해 추가 으로 데이터의 추가  변경이 발생

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 한 복제된 데이터에도 반복해

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지

속 으로 데이터의 추가  변경이 발생하는 환경을 동

 RDF 데이터 환경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존 기

법은 처리 용량과 부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RDF 데이터 환경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  RDF 데이터 환경에서 부하 분산

을 고려한 RDF 동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클러스터 생성 단계,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 

그래  분할 단계로 세 단계의 알고리즘을 통해 그래  

데이터의 재분할을 수행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용자

의 다양한 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화를 

수행하여 클러스터(Cluster)와 서  클러스터(Sub-cluster)

를 생성한다. 그리고 처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래  분할 단계의 수행과정  생성되는 티션의 크

기를 고려하여 분할을 수행한다. 한, 분산 서버에서 

서버간의 데이터 사용 빈도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할

을 수행함으로써 부하 분산의 문제 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병렬처리 시스

템의 장 을 극 화하면서 빠른 질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기존에 제

안된 그래  분할 기법의 문제 과 본 논문의 연구 목

을 설명한다. 3 에서는 제안하는 동  RDF 데이터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고려한 RDF 동  분할 기법을 

기술한다. 4 에서는 기존 기법과의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5 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연구

시맨틱 웹의 확산으로 RDF 데이터가 격히 증가되

면서 규모 RDF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 

분산 서버 환경에서 그래  데이터의 분할 기법이 연구

되고 있다. 일반 인 기존 그래  분할 기법[4-6]은 총 

세 단계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비 단계로 

그래 의 크기를 이기 한 그래  압축(Graph Coar-

sening), 2단계는 압축된 그래 를 분할하는 그래  분

할(Graph Partitioning), 3단계는 분할된 그래 를 압축

하기 의 형태로 복구하는 그래  확장(Graph Un-Coar-

sening)이다. CHACO[4] 기법은 은 비용과 데이터의 

높은 품질을 제공하기 해 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

된 그래  분할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METIS[5] 기

법은 CHACO 기법보다 빠른 속도와 그래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티션의 품질을 높이기 

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 기법은 계속해서 변화하

는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서버간

의 통신비용을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많

은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서버의 부하 집 에 

해 고려되지 않았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동  

분할 기법[7,8]이 연구되었다. SPAR[7]는 분산 서버 환

경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그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

할(Partitioning)  복제(Replication)를 리하는 미들

웨어(Middle-Ware)이다. 미들웨어는 서버간에 발생하는 

통신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지역성(Data Locality)

을 높이기 해 노드(Subject or Object)를 심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동일한 서버에 데이터 복제를 수행한

다. SEDGE[8]는 데이터 지역성(Data Locality)을 높이

고, 서버간의 통신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요청되는 질의의 패

턴을 기반으로 그래  데이터의 재분할을 수행한다(Com-

plementary Partitioning). 한 서버간의 부하 분산(Load 

Balancing)을 수행하기 해 특정 서버에 부하가 집

되는 경우, 부하가 집 되는 티션을 복제하여 부하가 

은 서버들에 공유함으로써 부하 분산을 수행한다(On- 

demand Partitioning).

와 같이 기존 기법[7,8]은 서버간의 통신비용을 최

소화하면서 빠른 질의 처리를 해 데이터를 복제를 수

행한다. 하지만 지속 으로 데이터의 추가  변경이 발

생하는 환경에서 SPAR 기법과 SEDGE의 주문 분할

(On-demand Partitioning) 기법은 복제된 데이터에 

해 추가 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즉, 

복제된 데이터에 해 추가 으로 데이터의 추가  변

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 한 복제된 데이터에

도 반복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

생한다. 한 SPAR 기법과 SEDGE의 보완 분할(Comple-

mentary Partitioning) 기법은 지속 인 데이터 추가로 

인해 특정 서버에 데이터 집  상이 발생하여 병렬 

시스템으로써의 성능이 하된다.

본 연구 목 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효과 인 부하 분산을 수행하

기 해 데이터의 사용 빈도수를 고려한다. 한, 동  

RDF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집  상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티션의 크기를 고려한다.

3.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

3.1 체 처리 과정

동  RDF 데이터 환경은 규모 RDF 그래  데이

터가 지속 으로 추가  변경되는 환경으로 기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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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법[7,8]은 특정 서버에 한 데이터 집  상과 

복제된 데이터로 인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  RDF 데이터 환경에서 

빠른 질의 응답을 제공하기 한 동  분할 기법 연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RDF 데이터 환경에

서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의 데이터를 분

석하여 부하 분산을 고려한 RDF 동  분할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질의 데이터의 사

용 빈도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하게 

분배함으로써 효율 인 분할  부하 분산을 수행한다. 

질의 데이터의 사용 빈도수를 질의 빈도수라 정의한다. 

질의 빈도수가 높은 질의 데이터 기반의 그룹화를 클러

스터, 클러스터에 비해 질의 빈도수가 낮은 질의 데이터 

기반의 그룹화를 서  클러스터라 정의한다. 그리고 동

 RDF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복제와 

집  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분할되는 티션

의 크기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RDF 데이터들을 효율 으로 분배하여 분산 

서버에서의 부하 분산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

본 으로 METIS[5] 기법을 통해 규모의 RDF 그래

 데이터가 분산 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의 체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서버간 통신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질의에 의해 부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 단계 과정을 통해 그래  데이터 분할

을 수행한다. 클러스터 생성 단계는 클러스터의 생성으

로 효과 인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 기 이 되며, 

질의 빈도수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을 생성한

다.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는 서  클러스터의 생성으

로 각 서버들의 부하 분산의 균형을 맞추기 해 활용

되며, 클러스터에 비해 질의 빈도수가 낮은 데이터를 기

그림 2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의 처리과정

Fig. 2 Procedure of the proposed RDF dynamic parti-

tioning scheme

반으로 서  그룹을 생성한다. 마지막 그래  분할 단계

는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클러스터를 기 으

로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서  클러스터

를 하게 분배함으로써 그룹화를 수행하여 분할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동  RDF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

인 그래  데이터의 분할을 수행하기 해 통계정보를 

리한다. 마스터 서버(master server)와 슬 이  서버

(slave server)로 구성된 분산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자

에 의해 질의가 요청될 때, 마스터 서버는 표 1과 같은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리한다. 통계정보는 다음과 같

이 제안하는 기법의 2가지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

된다. 첫째,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표 1의 질의 빈도수(Freq)에 

따라 질의 데이터를 그룹화하기 한 기  정보로 사용

된다. 둘째, 기존 기법에서 동  RDF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집  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하는 기법의 그래  분할 단계에서 표 1의 질

의 빈도수(Freq)와 질의의 크기(Size)를 기반으로 분할

을 수행한다.

표 1은 RDF 데이터가 분산 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서버(Server),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질의(Query), 질의 

빈도수(Freq), 질의의 크기(Size/Vertex_Count)의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3은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을 통해 재분

할된 RDF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림 3(a)는 그래  데이

터가 A, B, C, D 4개의 서버로 구성된 분산 서버 환경

에 분산 장된 구조이다. 클러스터(CA, CB, CC, CD, 

CE)는 질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서  클러스터(SA, SB, 

SC, SD)는 클러스터에 비해 질의 빈도수가 은 것을 

나타낸다. 그림 3(b)는 그림 3(a)에서 빈번하게 요청되

는 특정 질의에 부하가 발생하 을 때, 통계정보(표 1)

를 기반으로 재분할된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

표 1 클러스터 정보 리 테이블

Table 1 Cluster information management table

Server Query Freq Size/Vertex_Count

A CA 47 2000 K

C CB 50 1800 K

B CC 25 1200 K

D CD 57 2000 K

B CE 22 1000 K

A SA 13 800 K

B SB 7 500 K

D SC 3 500 K

C SD 10 8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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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ery load occurrence     (b) Process of the proposed scheme

그림 3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 수행

Fig. 3 Process of the proposed RDF dynamic partitioning scheme

그림 4 클러스터(C) 생성

Fig. 4 Cluster(C) creation

에서 각 티션은 클러스터를 기 으로 서  클러스터

를 하게 추가  분배함으로써 특정 서버에 한 

데이터 집 을 해결하고 서버들간에 효율 인 부하 분

산을 수행할 수 있다.

3.2 클러스터 생성

동  분산 환경에서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는 질의를 

빠르게 처리하기 해서는 서버간에 조인 연산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요청되었던 

질의는 향후 요청될 가능성을 상하여 동일한 서버에 

장  리할 수 있도록 분산 장해야 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고, 질의 빈

도수가 높은 질의를 기반으로 그룹화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클러스터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는 질의를 

기반으로 그룹화 되고, 질의 데이터의 그룹 는 질의 

빈도수가 높은 그룹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

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의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 클러스터는 분산 서버 시스템의 마스터 서버에서 

리되는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그룹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버간의 균형된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 각 서버에

서의 기 으로 사용되며, 서버의 수만큼 생성한다. 이

를 통해 다른 서버에 분산 장되어 있는 질의 데이터

를 동일한 서버에 그룹화함으로써 요청되는 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빠

른 질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기법에서 3단계 처리 과정  클

러스터 생성 단계의 수행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생성

한 를 나타낸다.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요청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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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클러스터 생성하는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for creating clusters

 서버의 수만큼 클러스터(CA, CB, CD, CCE(CC+CE))를 

생성한다. 그림 4의 표는 통계정보(표 1)와 같으며, 클러

스터 집합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는 통계정보에서 질의의 크기(Size/Vertex_Count)는 활

용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와 질의 빈도수만을 나타

낸 표이다. 한, 통계정보를 질의 빈도수(Freq)를 기

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과 같다. 즉, 질의 빈도수

가 높은 질의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로 생성된 결과이다. 

하지만 클러스터는 분산 서버의 수만큼 생성 되는데 질

의 CC와 CE의 경우, 기본 으로 서  클러스터에 해당

되지만 CC의 빈도수의 균형을 맞추기 해 CE를 같이 

그룹화 함으로써 클러스터로 생성된 것을 나타낸다.

그림 5는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입력되는 매개변수(Parameter)는 통계정보(Statistical_ 

data)이다.  2는 질의 빈도수가 높은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해 사용자에 의해 요

청된 질의를 빈도수 기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수행

한다.  3-7은 질의 데이터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질의

의 평균 빈도수만큼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3.3 서  클러스터 생성

동  분산 환경에서 각 서버의 균형된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분산 서버의 질의 빈도수 평균값을 

기 으로 통계정보의 질의 빈도수(Freq)를 활용해야 한

다. 분산 서버의 질의 빈도수 평균값이란 분산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할하면서 균형된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 기 이 되는 질의 빈도수 평균값으로써 통계정보의 

질의 빈도수를 기 으로 계산되는 평균 값을 의미한다. 

즉, 각 서버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사용이 되고, 클러스

터의 빈도수를 기 으로 질의 빈도수가 낮은 서  그룹

을 질의 빈도수 평균값만큼 더함으로써 분산 서버의 부

하 분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

서는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클러스터를 제외

한 질의 빈도수가 낮은 질의를 기반으로 그룹화하여 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기반

으로 그룹화 되지만 클러스터에 비해 질의 빈도수가 낮

은 서  그룹을 의미한다. 이는 각 서버의 균형된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 활용되며, 각 서버는 클러스터를 

기 으로 서  클러스터를 추가 으로 분배함으로써 효

과 인 부하 분산을 수행한다. 즉, 부하 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  그룹을 사용한다. 한 서  클러스터

는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클러스터를 기 으로 

연결된 간선을 통해 거리의 홉 수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 값에 허용되는 범 에 따라 분배를 수행한

다. 추가로 서버간의 통신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사용

자에 의해 한번도 요청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룹화를 수

행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존 분할된 그래  데이터 

구조가 깨지는 것을 방지  보존할 수 있으며, 향후 사

용자에 의해 요청될 수 있는 질의의 범 도 측하여 분

배함으로써 추가 인 재분할 비용을 일 수 있다.

그림 6은 제안하는 기법에서 3단계 처리 과정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의 수행 과정을 통해 서  클러

스터를 생성한 를 나타낸다.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 다음으로 수행하는 단계이며, 생

성된 클러스터(CA, CB, CC, CD, CE)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  클러스터(SA, SB, SC, SD)

를 생성한다.

그림 7은 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나타

낸다.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매개변수는 통계정보와 클러

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의 집합(Clusters)

이다.  2-6은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각 클

러스터를 기 으로 2홉의 거리만큼 간선(Edge)으로 연

결된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 이를 통해 향후 사용자에 의해 요청될 수 있는 질의

의 범 를 측하여 분배함으로써 추가 인 재분할 비

용을 일 수 있는 장 을 얻을 수 있다.

3.4 그래  분할(Graph Partitioning)

제안하는 기법에서 세 단계 처리 과정  마지막 단

계로 그래  데이터의 분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래

 분할 단계는 동  RDF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 특정 

서버에 데이터 집  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티션의 크기를 고려한다. 한, 기존 동  분할 기법에

서의 데이터 복제의 궁극 인 목 인 부하 분산의 문제

도 해결하기 해 분산 서버의 질의 빈도수 평균값을 

계산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통

계정보의 각 질의 빈도수(Freq)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C = 

{C1, C2, ..., Ci)를 생성하고,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는 

서  클러스터 S = {S1, S2, ..., Sj}를 생성한다. 마지막 

그래  분할 단계는 클러스터 생성 단계,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와 서  클러스터를 활

용하여 통계정보의 질의 빈도수(Freq)와 질의 크기

(Size/Vertex_Count)를 기반으로 분할을 수행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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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  클러스터(S) 생성

Fig. 6 Sub-cluster(S) Creation

그림 7 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Fig. 7 Algorithm for creating sub-clusters

서버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기 으로 간선(Edge)으로 연

결된 서  클러스터를 분배하여 티션 PK = {Ci, Sj, 

Sj+1, ...}으로 그룹화를 수행한다. 이때, 데이터 집  

상을 해결하기 해 티션 크기(P_Size)를 식 (1)과 식 

(2)의 허용 범 에 제한한다. 한, 효과 인 부하 분산

을 수행하기 해 클러스터의 빈도수를 기 으로 서  

클러스터의 빈도수를 식 (3)만큼 더함으로써 그래  데

이터 분할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에서 데이터 집  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티션 크기를 고려한다. 따라

서, 티션의 최소 크기(P_Sizemin)과 최  크기

(P_Sizemax)를 제안한다. 식 (1)은 각 서버에 최소 장

되어야 할 티션의 크기(P_Sizemin)를 나타내고, 식 (2)

는 각 서버에 최  장해야 할 티션의 최  크기

(P_Sizemax)를 나타낸다. Nodecnt는 분산 서버 시스템에

서의 서버 수, Sizefull은 분산 서버에 장된 데이터 

는 장해야 하는 데이터 집합의 체 크기, 식 (1)의 와 

식 (2)의 는 사용자가 사용 환경의 목 에 따라 임의

로 지정할 수 있는 임계 값이다. 데이터 는 데이터 집

합의 크기는 RDF 언어에서 주어(subject)와 목 어

(object)로 표 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의 노드(Node)로 

구분하여 노드의 수를 카운트하여 계산한다.

          Sizemin
  

× (1)

          Sizemax 
  

×  (2)

한, 분산 서버의 효과 인 부하 분산을 수행하기 

해 분산 서버의 질의 빈도수 평균값을 고려한다. 따라

서, 질의 빈도수 평균값(AVG_Freqserver)을 제안한다. 식 

(3)은 그래  분할 단계 수행과정  클러스터와 서  

클러스터의 그룹화를 수행하는 기 으로 설정되는 값을 

나타낸다. Nodecnt는 분산 서버 시스템에서의 서버 수, 

Query_Freqsum은 통계정보에서의 질의 빈도수의 합을 

의미한다.

      Avg Freq 
    

 (3)

추가로 제안하는 기법에서 그래  분할(데이터 이동)

의 통신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클러스터를 기 으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거리가 멀리 있는 서  

클러스터와는 동일한 서버( 티션)로 그룹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를 들어, 그림 6에서 CB를 기 으로 SB의 경

우는 간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B를 동일

한 서버( 티션)에 그룹화를 수행할 경우 기존 그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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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ation of clusters and sub-clusters (b) Partitioning of Server C

그림 8 티션 분할 과정

Fig. 8 Partitioning process

그림 9 그래  분할하는 알고리즘

Fig. 9 Algorithm for partitioning graph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림 8은 제안하는 기법의 세 단계의 그래  분할 단

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 6에서 클러스터 

CB를 심으로 일부분을 나타낸다. 그림 8(a)와 그림 

8(b)는 제안하는 기법의 클러스터 생성, 서  클러스터 

생성 단계를 수행한 결과에서 서버 C에 클러스터 CB를 

기 으로 식 (1), 식 (2), 식 (3)에 허용되는 크기만큼 

서  클러스터 SD가 그룹화 되어 분할되는 과정을 나타

낸다. 를 들어, 4개의 분산 서버 환경에 10M개의 노

드가 장되어 있고, 식 (1)의  = 0.5와 식 (2)의  = 

1.2로 가정한다. 한 식 (1)은 P_Sizemin = 10000000/4*0.5 

= 1250000, 식 (2)는 P_Sizemax = 10000000/4*1.2 = 3000000

로 계산된다. 한, 식 (3)은 Avg_Freqserver = (47+50+25+ 

57+22+13+7+3+10)/4 = 58.5로 계산된다. 즉, P_Sizemin과 

P_Sizemax는 각 서버에 장할 수 있는 노드의 수는 

1250000～3000000개, 각 서버의 티션 빈도수 합은 질

의 평균 빈도수 58.5를 기 으로 제한된다. 통계정보(표 

1)에서 CB는 1800000개의 데이터를 SD는 800000개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때, 식 (1)과 식 (2)의 허용범 로 

CB를 기 으로 간선으로 연결된 서  클러스터  SD

를 같이 그룹화하여 분할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에

서의 SC는 SD를 기 으로 간선으로 연결된 서  클러스

터지만 이런 경우, 식 (1)과 식 (2)의 허용범 를 과하고, 

식 (3)을 기 으로 질의 빈도수(부하)가 C서버에 집 되는 

문제 이 발생하므로 SC는 그룹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림 9는 그래  분할 단계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매개변수는 통계정보와 

클러스터의 집합, 서  클러스터 단계에서 생성된 서  

클러스터의 집합(Sub_cluster)이다.  2-9는 하나의 클

러스터를 기 으로 련된 서  클러스터를 하게 

분배함으로써 티션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 되는 티

션의 크기는 식 (1)과 식 (2)의 허용 범 의 크기로, 

티션의 빈도수는 식 (3)에 제한되어 생성된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최근 연구된 기법들  우수한 성능을 보인 SEDGE[8]

의 기법과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에서 임의

의 질의를 생성하 고, 각 질의의 응답 속도와 부하 분

산을 평가하 다. 성능평가 환경은 Intel® CoreTM i3 CPU 

540 로세서, 4G 메모리, 1TB 디스크 환경에서 8개의 가

상 서버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집

합은 기존 연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Web_graph (15GB)

와 Twitter graph(24GB)를 활용하 다. 식 (1)의 와 

식 (2)의  는 각 서버에 장되어야 할 티션의 크기

를 제한하기 한 비율로써 1의 값으로 지정하면 각 서

버에 티션의 크기가 정확한 수치로 분할되어 장되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환경에서 정확한 수치로 분할하

게 되면 효과 인 분할을 수행할 수 없고, 제안하는 기

법의 연구 목 을 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

므로 실험에서는 분할 되는 티션 크기의 오차 범 를 

허용하기 해 식 (1)의 를 0.5, 식 (2)의  를 1.5로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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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8개 질의들의 응답 시간

Fig. 10 Response times of 8 queries

그림 10은 서로 다른 8개 질의에 해서 제안하는 기

법과 기존 기법의 응답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 

기법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재분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두 기법

의 질의 응답 시간은 그림과 같이 비슷한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 Q7의 경우, 기존 기법

이 제안하는 기법에 비해 질의 응답시간이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빈도수가 높은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화를 수행하고, 생성하는 티션

의 크기를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최소, 최 의 임계 값

의 허용 범 로 생성하도록 고려하 다. 즉, 기존 기법

과의 분할 과정이 완 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

는 결과이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

법에 비해 질의 응답 시간이 약 7% 향상되었다.

그림 11은 8개 질의를 동시 요청할 때 분산 서버의 

부하를 측정하기 해 각 서버에서의 질의 처리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 기법의 경우 Server1(S1)과 

Server4(S4)가 질의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rver1(S1)은 Q1, Q2의 질의가 처리되는 데

이터가 동일한 서버에 분산 장되었고, Server4(S4)는 

Q4, Q5, Q6의 질의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동일한 

서버에 분산 장되었기 때문에 Server1(S1)과 Server4 

(S4)에서의 질의 수행 시간은 지연된다. 반면에, 제안하

는 기법은 빈번하게 요청되는 8개의 질의를 기 으로 

각 서버에 하게 잘 분산 장되었고, 각 서버마다 

하나의 질의를 처리함으로써 질의 부하가 집 되는 문

제를 해결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분산 서버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고려하 기 때문에 기존 기법에서 특정 서

버에 부하가 집 될 때 데이터를 복제하여 부하가 은 

서버들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법(On-demand Parti-

tioning)을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약 50% 질의 

수행 시간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8개 질의에 한 부하

Fig. 11 Loads of 8 queries

그림 12 질의 요청 수에 따른 표 편차

Fig. 12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y requests

그림 12는 8개의 질의를 동시 요청했을 때 각 서버에서 

질의 수행 시간 차이에 한 표  편차의 결과이다. 질의 

수행 시간 차이에 한 표 편차는 질의 수행 시간을 기

으로 각 서버에서의 부하 분산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측

정하기 해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11과 다르게 

그림 12에서는 같은 질의를 동시에 여러 번 수행하는 상

황이기 때문에 질의 요청 수에 따라 질의 처리 시간은 

 증가한다. 제안하는 기법 역시 같은 질의의 요청 수가 

많을수록 각 질의의 처리 시간은 증가했지만 분산 서버의 

체 인 질의 처리 시간은 기존 기법보다 평균 약 52%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의 그래 에서 

Query Requests가 80, 160, 240, 320은 8개의 질의를 각

각 10, 20, 30, 40번을 동시에 요청한 것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  RDF 데이터 환경에서 부하 분산

을 고려한 RDF 동  분할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

는 기법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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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하게 분배  분할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서

버에 한 데이터 집 을 해결했으며, 서버들간에 효율

인 부하 분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8]에 비해 병렬처리 시스템의 장 을 극 화

하면서 빠른 질의 응답을 제공한다. 성능평가 결과, 여

러 질의가 동시에 요청되는 환경에서 분산 서버에서의 

질의 수행 시간은 기존 기법보다 평균 약 52% 향상되

었고, 병렬 처리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증명하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RDF 동  분할 기법을 실제 

분산 환경에서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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