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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재사용을 고려한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
(An Efficient Continuous Subgraph Matching 

Scheme Considering Data Reuse)

최 도 진 †     복 경 수 ††     유 재 수 †††

                      (Dojin Choi)       (Kyoungsoo Bok)        (Jaesoo Yoo)

요 약 다양한 응용에서 그래  스트림에 한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서  그래

를 탐색하기 해서는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스트림에서의 색

인 재사용과 분산 처리가 가능한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을 제안한다. 서  그래  매칭 질

의를 분산 처리하기 해 차수 기반의 질의 분할 기법을 제안하고 그래  스트림을 분할된 질의 기반으로 

색인한다. 다수의 질의가 입력되는 환경에서 야기되는 색인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해서 색인 정보를 재사

용한다. 한, 각 서버의 색인 부하를 계산하는 비용 모델을 통해 질의 할당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스트림 환경에서 효율 인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해 스톰에서 구 된다.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다양한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키워드: 서  그래  매칭, 연속 질의 처리, 분산 처리, 스트림 처리, 스톰

Abstract With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graph streams in various applications, a continuous 

subgraph matching scheme is required to search the subgraphs that undergo changes in real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continuous subgraph matching scheme that reuses indexing and 

performs distributed processing in graph stream environments. In order to perform distributed 

processing, we propose a query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degree and subsequently manage 

the decomposed subqueries as an index. The proposed scheme reuses indexing information to reduce 

the load on the index caused by the environment in which multiple queries are entered. We also 

conduct query allocation through a cost model that calculates the indexing load of each server. For 

efficient performance of distributed processing in stream environments, the proposed scheme was 

implemented in Storm.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s were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scheme.

Keywords: subgraph matching, continuous query processing, distributed processing, stream processing, 

storm



데이터 재사용을 고려한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  843

1. 서 론

객체들 사이의 상호 계 즉, M:N 계를 표 하기 

해 그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그래 는 객체를 

표 하는 정 과 두 정  간의 계를 표 하는 간선들

로 구성된다. 이러한 그래  자료 구조는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들 사이에 정보 흐름이나 인  계 변화를 표 하는데 

사용되고, 생물학 분야에서는 단백질 간의 계 등을 표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IP

를 노드로 표 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유형을 간선으로 

표 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그래 로 모델링하고 있다.

그래 로 모델링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

의 그래 를 찾는 서  그래  매칭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를 들어, 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패

킷 정보를 그래 로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그래  정보

를 활용하여 악의 인 네트워크 공격을 막는다[1-2]. 단

일 호스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 흐름을 그래 로 모델링

하고 두 정  간의 간선이 량으로 발생하거나 간선의 

가 치가 다른 간선과 비교하여 악의  호스트를 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 인 형태의 그래 를 서  

그래  질의로 등록하고 입력 그래 에 해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한다[3-8].

그래  스트림이란 그래  데이터가 실시간 혹은 -

실시간으로 스트림 데이터로 입력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IoT 기술들의 발 과 함께 그

래  스트림이 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

과 같이 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이 스트림 형태

로 입력이 되는 환경이 다수이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서  그래  매칭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필요

하다. 효율 인 서  그래  매칭을 해서 이  서  

그래  매칭 결과를 다음 스트림에서 활용하는 것을 연

속 인 서  그래  매칭이라고 하며, 실시간 환경에서

의 연속 인 서  그래  매칭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3]에서는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을 해 그

래  분산 처리 모델인 Pregel [9] 기반의 질의 처리 기법

을 제안하 다. 질의로 등록한 패턴을 DAG (Directed 

Acyclic Graph) 형태로 분할하여 해당 DAG에 따라 메

시지 송 규칙을 테이블로 정의하여, 그래  스트림이 

메시지 송 규칙을 만족하면 서  그래 로 단하는 

기법이다. [4]에서는 [3]에서 제안된 기법과 유사하게 간

선 이 모델을 정의하고 이 상태  규칙에 따라 서

 그래  매칭 결과를 생성한다. [5]에서는 모든 정

에 해 1-hop의 이웃 정 들을 트리의 자식 노드로 만

들어서 리하는 NNT(Node Neighbor Tree) 색인을

제안하 고, NNT 기반의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

을 제안하 다. 그러나 [3]에서는 그래  스트림에 의해

서 서  그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검증된 정

보를 재활용하지 하지 못하고 다시 검증 단계를 수행하

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한, 새로운 서  그래  매칭 

질의를 등록할 때, 기존 질의 정보와 복되는 DAG 정

보를 재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재사용이

란 그래 에서 복되는 색인은 두 번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색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에서는 

단일 서버 환경에서의 처리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용

량 그래  스트림이 입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서버의 

부하를 고려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5]에서도 새로운 

서  그래  매칭 질의가 입력될 때, 기존 색인 정보를 

재사용하지 않고, 모든 그래  스트림에 해 동일한 색

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색인 생성에 많은 부하가 발생한

다. 그래   질의 입력이 사 에 입력된 정 인 환경

[6-8]이 아닌 서  그래  매칭 질의가 동 으로 입력 

 삭제되는 환경[3-5]에서의 효율 인 서  그래  매

칭에 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그래  스트림에서의 색인 재사용과 분산 처리가 가능

한 형태의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분산 처리와 실시간 스트림 처

리를 해서 분산 스트림 처리 랫폼인 스톰(Storm) 

[10]을 활용한다. 서  그래  매칭 질의는 지속 으로 

입력  삭제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다량의 질의 

입력을 처리하기 해서 질의를 분석하여 기존에 색인 

된 부분은 재사용하고, 그 지 않은 부분은 새로 색인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 질의 재사용을 해 서  그

래  매칭 질의를 분할하며, 분할된 서  질의를 기반으

로 분산 처리를 수행한다. 추가 으로, 특정 서버에 부

하가 발생하는 환경을 막기 해서 질의 처리의 부하를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의를 할당하는 정책을 제안

한다. 질의 할당 정책에 의해 질의 처리의 부하를 분산

시킬 수 있다. 부하는 각 서  그래  질의별로 스트림 

양과 질의 색인의 크기에 따라 정의한다. 질의가 새로 

입력되면 서버의 부하 정도에 따라 질의를 서버에 할당

한다. 분산 처리된 서  그래  매칭 결과는 하나의 서

버에서 결과를 병합하여 최종 서  그래  매칭 결과를 

생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 기존 기법들을 

설명한다. 3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특징과 처리 방법

을 기술하고 4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

하기 해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 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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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3]에서는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을 해 그

래  분산 처리 모델인 Pregel을 활용한다. Pregel은 그

래 에서 각 정 이 수행해야 할 동작(함수)을 정의하

고, 슈퍼 스텝이라고 하는 일련의 단계마다 모든 정 이 

정의된 동작을 수행한 후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분산 처

리를 수행한다. Pregel 특성상 처리의 단계마다 동기화

를 수행하게 된다면 가장 느린 서버에 맞추어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서버의 부하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율 인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질의로 등록한 패턴에서 싱

크 정 (조인의 매개가 되는 정 )을 찾고 해당 정 을 

기 으로 질의를 DAG로 분할한다. 분할된 정 에서 루

트 혹은 시작 인 소스 정 을 정의하고, 데이터가 입력

될 때 정 의 특징에 따라 다른 정 으로 메시지(소스 

정  → 연결된 다른 정 )를 송한다. 만약, 싱크 정

이 메시지를 정상 으로 수신한다면 서  그래  매칭 

결과를 생성하는 형태로 수행한다.

[4]는 단일 서버 환경에서의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을 제안한다. [3]과 유사하게 규칙에 따라 서  그

래  매칭 결과를 생성한다. 질의 처리를 한 색인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해서 Null, Implicit, Explicit 세 

가지의 간선 이 모델을 정의한다. 스트림으로 입력되

는 정  모두 질의에 따라 간선 이 상태를 장한다. 

만약 질의와 일치하는 그래  모형이면 Explicit 상태로 

이되며 해당 정보는 최종 인 서  그래  매칭 결과

로 생성된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

속 으로 입력이 되더라도 서  그래  매칭 연산을 다

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일 서버 기반의 처

리 기법으로 질의 처리나 색인의 부하 분산에 한 고

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에서는 서  그래  매칭을 해서 모든 정 에 

해 1-hop의 이웃 정 들을 트리의 자식 노드로 만들어

서 리하는 NNT 색인을 제안하 다. 질의와 그래  

스트림에 해서 NNT 색인을 수행하고 있다. 서  그

래  매칭을 수행하기 해서 질의 NNT를 기반으로 

NPV (Node Projected Vector)라는 벡터값으로 변환하

여 n차원상의 으로 표 한다. 만약 그래  스트림 

NPV 값이 질의 NPV 값을 지배(dominate)한다면 질의 

그래 가 모두 출 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서  그

래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배 정보를 지속

으로 리하여 그래  스트림 환경에서의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5]는 새로운 질의가 입력되

더라도 기존의 색인 정보를 재사용하지 않는 문제 이 

발생하고, 모든 데이터에 해서 NNT, NPV 색인을 수

행하여 색인에 한 부하가 매우 크다.

3. 제안하는 연속 인 서  그래  매칭 기법

3.1 특징

스트림 환경에서 효율 인 분산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하기 해서는 총 세 가지의 역할이 나 어져 유기

으로 결합 되어야 한다. 첫째, 서  그래  질의를 여

러 서버에 걸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서  그래  매

칭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분산 처리된 결과를 하

나의 결과로 병합하여 제공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각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여 질의를 어떠한 형

태로 분할할지 혹은 어떠한 서버에 질의 정보를 달할

지에 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의 환경은 동 으로 변화되는 그래 를 스트림 형

태로 입력받아 해당 그래 에서의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 던 스트림 

환경에서의 질의 재사용 문제, 분산 처리 환경을 고려하

지 못하 거나 동기 처리 방법을 채택하여 발생하는 부

하를 차수 기반의 질의 분할 기법과 부하 기반의 질의 

할당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분산 스트림 처리 랫폼인 스톰을 활

용한다. 스톰은 분산 처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스트림 처

리에 합하다. 스톰은 다수의 스 웃(Spout)과 볼트

(Bolt)로 구성된 하나의 토폴로지를 구성하여 스트림 처

리를 수행한다. 스톰에서 스 웃은 그래  스트림이 입

력으로 들어오는 곳을 의미하며 스트림을 하나의 튜  

단 로 처리하는 컴포 트를 볼트라고 한다. 스톰 환경

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동  그래  스트림이 스 웃을 

통해 지속 으로 입력되는 상황에서 질의 스 웃을 통

해 서  그래  매칭 질의가 등록된다. 마스터 볼트

(Master bolt)에서 질의는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해

서 정해진 정책에 의해서 질의를 분할한다. 마스터 볼트

는 분할된 서 -질의를 각 분산 서버의 부하 정보를 기

반으로 서 -질의를 할당한다. 다수로 구성된 슬 이  

볼트(Slave bolt)는 분할 된 질의에 해서 색인을 수행

한다. 마스터 볼트에서 그래  스트림 정보를 볼트에 

달하면, 슬 이  볼트는 해당 정보를 색인한다. 각 서

버는 색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분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하고, 만약 만족한다면 매칭 정보를 병합 볼트로 

송한다. 병합 볼트는 질의 정보에 따라 슬 이  볼트가 

달한 매칭 정보를 확인하여 조인 연산이 가능한 부분 

그래 들은 하나의 그래 로 병합하고, 해당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여 최종 인 서  그래  매칭 결과를 

생성한다. GGC (Graph Garbage Collector) 볼트는 질

의와 연  없는 입력 스트림을 리하는 볼트이며, 정확

한 서  그래  매칭을 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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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3.2 그래  스트림

그래  스트림은 정해진 시간 도 내에서 입력된 총 

5가지의 값으로 표 한다. 입력 스트림 값은 <V_ID1, 

V_ID2, V_L1, V_L2, TIMEi>로써 V_ID는 정 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고 V_L은 정 의 이블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TIMEi는 i번째 시간에서 발생한 간선임을 의

미한다. 그림 2는 그래  스트림 입력 이다. 총 3개의 

도 스트림이 입력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으로 입력

되는 W1의 스트림을 그래 로 표 하면 1번, 2번 정

이 각 A, B라는 이블을 가지며 연결되고 4번(A), 2번

(B) 정  간의 간선이 T2시간에 입력되고, 2번과 3번

(E) 정  간의 간선이 T2 시간에, 5번(B)과 6번(D) 정

 간의 간선이 T3 시간에 입력되었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W1 그래  스트림을 G1과 같은 그래 로 표 할 

수 있다. 다음 도 스트림인 W2가 입력되면 이  도

의 T1 시간 의 모든 간선 정보가 삭제되고, T4 시간

의 간선이 새로 추가가 된다. G2에서 선으로 표 되는 

정 과 간선은 삭제되었다는 의미이며, 붉은 실선은 재 

도에 새로 추가된 스트림이다. 1번 정 은 T1 시간

의 간선 정보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2번과

그림 2 그래  스트림 제

Fig. 2 An example of the graph stream

6번 정  사이에 간선과 7번(C) 정 과 7번과 4번 정

과의 간선은 T4 시간 에 추가된 스트림이므로 G2에 표

되었다.

3.3 질의 분할

분산 시스템에서의 하나의 질의를 처리하기 해서는 

각 서버에게 질의 처리 역을 분배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서  그래  매칭 질의를 수행하기 해서 각 

슬 이  볼트는 질의와 연 된 그래  스트림 정보를 

색인하고, 색인된 스트림 정보를 활용하여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한다. 각 슬 이  볼트가 색인할 정보를 마

스터 볼트에서 정의한다. 그러기 해서는 마스터 볼트

는 질의를 분할해서 색인할 역을 나 어야 하고, 질의

를 분할하는 정책을 정의해야만 한다.

먼 , 입력된 질의와 연 된 색인 테이블을 생성하기 

해서 질의 분할 정책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질의 분할 

정책은 질의 그래 의 차수 정보를 활용한다. 차수가 높

은 정 을 기 으로 하나의 색인 테이블을 만들고, 해당 

정 들을 질의 그래 에서 삭제해나가면서 다수의 색인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림 3은 차수 기반의 질의 분할 기

법의 제를 나타낸다. 질의가 입력되면 질의 그래  내

의 모든 정 에 해 차수를 계산한다. 가장 높은 차수

를 가진 정 을 핵심 정 이라고 지칭하며 핵심 정 을 

기 으로 질의 그래 를 분해한다. 핵심 정 과 연결된

그림 3 차수 기반의 질의 분할 기법

Fig. 3 Query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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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인 재사용 제

Fig. 4 An example of index reusing

모든 정 을 같은 핵심 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색인 

테이블로 리한다.

차수가 가장 높은 B가 핵심 정 이며 B를 기 으로 연

결된 간선 BA, BD, BE 을 하나씩 삭제하고, B 핵심 정

 테이블이 생성된다. 간선이 삭제된 후 차수가 0인 정

은 삭제하고 1 이상이 넘는 정 들은 분해 의 그래

와 연결되는 정 이기 때문에, 조인 정 으로 표기한다. 

제에서는 A 정 이 조인 정 이 된다. 핵심 정  B도 

마찬가지로 간선이 모두 삭제되면 차수가 0이기 때문에 

삭제된다. 모든 삭제가 완료되고, 아직 남은 정 이 존재

한다면, 다음 분해 단계가 수행된다. 다음 분해 단계에서

는 A,C 정  모두 차수가 1인데 이때 차수가 모두 동일

하기 때문에 조인 정 을 핵심 정 으로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 A 정 은 조인 정 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A 정

 기 으로 분해가 되고 A 핵심 정  테이블이 생성된다.

각 핵심 정  테이블은 어떤 핵심 정 을 기 으로 분

해되었는지에 한 정보와 어떤 질의에 의해 생성된 테

이블인지를 기록한다. 추가로 색인 역을 별도로 구분

하여 색인 역에 한 포인터 정보를 같이 리한다. 표 1

은 그림 3의 분할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핵심 정  

테이블을 나타낸다. 고유 번호(ID), 핵심 정  정보(Core_ 

Vertex), 핵심 정 과 같이 분할된 정 들(Vertices), 질

의 목록(Queries), 간선 테이블 목록(Edge_Tables)을 

장한다. 고유 번호는 각 테이블을 식별하기 한 번호이

고, 핵심 정  정보는 어떠한 핵심 정 을 기 으로 분할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분할된 정 들은 그림에서 핵심 

정 (B)을 기 으로 연결된 정 들(A,D,E)을 부 장

한다. 조인 정 인 A는 별도의 조인 정 의 목록으로 

리된다. 질의 목록은 어떤 질의에 의해 생성된 테이블인

지를 의미하는데, 추후에 색인의 재사용(3.4 )을 해 

사용되는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간선 테이블 목록은 실

제 입력 스트림이 색인되는 역을 의미한다.

표 1 핵심 정  테이블

Table 1 Core vertex table

ID Core_Vertex Vertices Queries Edge_Tables

0 B A,D,E Q1 [E1, S1]

1 A C Q1 [E2, S2]

3.4 색인 재사용

그래  스트림 환경에서 다수의 질의 요청에 한 실

시간 응답을 해서는 효율 인 색인 재사용 기법이 필

요하다. 색인 재사용이란 이 에 입력되어있던 질의와 

일치하는 색인 정보는 그 로 사용하고 새로운 정보만

을 색인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핵

심 정  테이블을 활용하여 새롭게 입력되는 질의에 

해서 기존 테이블의 재사용을 수행한다. 질의는 사 에 

핵심 정 을 기반으로 분해되었는데, 핵심 정  테이블

은 하나의 질의의 서  그래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의의 서  그래 를 기반으로 새롭게 입력되는 질의

에 포함이 되는 서  그래 는 동일한 색인 역을 사

용하고, 아니라면 새로운 핵심 정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림 4는 질의 재사용 제를 나타낸다. Q1에 한 

핵심 정  테이블이 아래와 같이 존재할 때, Q2가 입력

되면, 먼  Q2의 정  정보(A, B, D)를 모두 포함하는 

핵심 정  테이블을 후보 테이블(0번 테이블)로 지정한

다. 그런 후에 후보 테이블  Q2의 간선 정보(BA, 

BD)를 모두 리하는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해당 테이

블(0번 테이블)을 재사용 테이블로 지정하고, 질의 목록

에 새로운 질의 목록을 추가한다. 0번 테이블은 B를 기

으로 BA, BD 간선 정보가 존재하여 재사용 테이블이 

된다. 재사용 테이블에서 새로 입력된 질의의 정 들 이

외의 정 들은 새로운 핵심 테이블로 분할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BE를 리하는 2번 테이블이 새롭게 생성

된다. 색인 정보가 재차 분할되었기 2번 테이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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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B를 조인 정 에 추가하고, 0번 테이블에는 Q2 정

보를 질의 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테이블의 색인 정보를 

Q1과 Q2 모두 공유함을 표기한다. 2번 테이블도 마찬가

지로 Q1에서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질의 목록에 Q1

을 장한다. 만약 Q2가 삭제가 되면 0번 핵심 테이블

에 질의 목록이 하나로 어든다. 이때, 질의 목록이 한 

개이며 같은 핵심 정 을 가지는 핵심 정  테이블이 

있다면, 두 핵심 정  테이블을 병합(Merge)한다. 기존 

색인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색인 역

(S1,S3)에 정보가 없을 때 병합을 수행한다.

3.5 색인  서  그래  매칭

제안하는 질의 처리 기법은 질의 분할 정책에 의해서 

생성된 핵심 정  테이블을 기반으로 질의와 연 된 정

보만을 색인하고, 색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한다. 색인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하여 핵

심 정 과 연 된 간선 정보만을 색인하고, 연 되지 않

은 정보는 장하지 않는다.

표 2는 표 1에 간선 테이블 목록에 장된 간선 색인 

테이블(E1) 정보를 나타낸다. 간선 색인 테이블에는 핵

심 정 과 연결되는 간선 정보들(Edges)을 장하는 공

간과 스트림 도의 시간(=3) 만큼의 색인 역을 확보

한다. 각 색인 역에서는 입력되는 도에 해당 간선의 

출  여부를 기록한다. 그림 2의 처음 도에서는 핵심 

정  B가 포함된 간선들(BA, BA, BD, BE)이 입력되

었다. T1 에는 BA 간선이 출 하여 간선 색인 테이블에

는 정  고유 번호(2,1)와 핵심 정 의 고유 번호(2)를 

같이 기록한다. T2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BA, BE 간선

이 출 하여 두 간선을 모두 기록하고 T3 시 에는 BD 

간선이 출 하여 해당 정보를 기록한다. 이때 간선 색인 

테이블의 모든 간선이 출 하 기 때문에 B를 기 으로 

분할된 질의의 서  그래 가 출 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간선의 정보만을 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핵심 정

과 연결된 간선인지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만약 

모두 동일한 핵심 정  기반의 간선이라면, 질의의 서  

그래  색인 테이블(S1)에 질의의 서  그래  정보를 

기록한다.

서  그래  매칭은 각 핵심 정  테이블에서 생성되

는 서  그래  간의 조인을 수행하면 된다. 질의 분할

에서 조인 정 을 지정하 기 때문에 해당 정 을 기

표 2 간선 색인 테이블

Table 2 Edge indexing table

Edges T1 T2 T3

BA (21, 2) (24, 2)

BD (56, 5)

BE (23, 2)

표 3 질의의 서  그래  색인 테이블

Table 3 Query’s subgraphs indexing table

Core_Vertex Vertices Remove_Time

2 (4,6,3) T2

으로 조인을 수행한다. 서  그래  매칭을 설명하기 

에, 핵심 정  테이블의 서  그래 를 색인하는 정보를 

먼  설명한다. 표 3은 표 1의 질의 서  그래  색인 

테이블(S1) 정보를 나타낸다. 질의의 서  그래  색인은 

간선 색인 테이블에 의해 생성된 서  그래  정보를 

리한다. 각 테이블은 핵심 정  정보(Core_Vertex), 

핵심 정 과 같이 분할된 정 들(Vertices), 삭제 시간 

(Remove_Time)을 장한다. 첫 도(W1)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도(W2)에서는 2번 

핵심 정 을 기 으로 6번 정  D와의 간선이 연결되어 

B 핵심 정  테이블의 질의의 서  그래 가 만족한다. 

그 이유는 간선 색인 테이블의 모든 간선의 핵심 정

이 2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 의 고유 번호(2), 핵심 정  

이웃들의 고유 번호(4,6,3), 삭제 시간을 장한다(T2). 

삭제 시간은 모든 간선 정보  가장 오래된 간선의 출

 시간을 기록한다. 도 스트림은 지속 으로 입력  

삭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삭제 시간을 기록하여 해

당 스트림 정보가 필요가 없어질 때, 질의의 서  그래

 색인 정보도 같이 삭제하기 해서다. W2 에서는 A 

핵심 정  테이블도 4번과 7번으로 구성되는 질의의 서

 그래 가 만족한다. 모든 핵심 정  테이블에서 서  

그래 가 생성되어 최종 인 서  그래  매칭을 수행

한다. 서  그래  매칭은 색인 테이블에서 조인 정  

고유 번호를 비교한다. 표 3의 질의의 서  그래 는 조

인 정  A의 고유 번호가 4이며 S2의 조인 정  A의 

고유 번호도 4이기 때문에 Q1의 서  그래 가 만족하

게 된다. 만약 Q2가 입력된 상황이라면 Q2 한, 0번 핵

심 정  테이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서  

그래  매칭 연산을 통해서 두 질의에 한 서  그래

 매칭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6 분산 환경에서의 연속 서  그래  매칭

분산 환경에서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을 수

행하기 해서 분산 서버의 부하를 정의하고, 부하 기반

의 질의 분배 방법을 제안한다. 마스터 볼트는 질의 분

할을 수행하고, 각 핵심 정  테이블 정보를 부하 정보

를 기반으로 슬 이  볼트에 송한다. 슬 이  볼트

는 색인 방법에 의해 스트림을 색인하고, 질의의 서  

그래  정보를 병합 볼트에 송한다. 병합 볼트는 최종 

서  그래  매칭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GC 볼트는 기존에 입력된 질의와 연 되지 않은 스트

림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일시 으로 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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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해당 정보와 일치하는 질의가 입력되면 GGC 

볼트는 색인 담당 볼트에 해당 정보를 재 송하여 서  

그래  매칭 결과 락을 방지한다.

만약 각 슬 이  볼트의 부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효율 인 분산 서  그래  질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

다. 마스터 볼트에서 분할된 질의 정보와 각 슬 이  

볼트별 부하 정보를 기록하여 부하에 따른 서  그래  

질의 할당 정책을 제안한다. 질의의 부하를 측정하기 

해서 각 핵심 정  테이블의 크기와 스트림 처리량을 

기록한다. 각 슬 이 별 부하는 다음 식 (1)을 통해 계

산한다. 평균 으로 리하는 핵심 정  테이블의 크기

와 평균 스트림 처리량을 합으로 부하 값을 계산한다. 


 

  (1)

새로운 질의가 등록될 때 부하가 은 서버에 서  

그래  질의를 할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심 

정  테이블의 특성상 핵심 정 이 같은 테이블은 같은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이 통신량 에서는 더욱 효율

이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새로운 질의가 등록되면, 

핵심 정  테이블 할당이 되지 않은 볼트에 송하고, 

만약 모든 볼트가 핵심 정  테이블을 리하고 있다면, 

동일한 핵심 정 을 가지면서 은 부하를 가지는 볼트

에 새로운 핵심 정  테이블을 할당한다. 해당 질의 할

당 방법은 성능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한다.

GGC 볼트는 동  스트림 환경에서의 정확한 서  그

래  매칭 정보를 제공해주기 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

안하는 기법에서 사용하는 질의 색인 방법은 질의에 해

당하는 정보만을 색인하므로 서  그래  질의와 연

되지 않은 정보는 사라질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질의가 

등록되기 에 동시간  입력된 스트림이 먼  처리 된

다면 해당 스트림은 질의 결과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림 

5는 GGC 볼트의 처리 순서를 나타낸다. 먼 , 간선 정

보를 나타내는 (C, D, T3)가 입력이 된다. 여기서 C와 

D는 두 정 의 속성 값을 나타내고, T3는 입력되는 시

간을 나타낸다. 마스터 볼트는 장된 핵심 정  테이블

들의 정보를 확인하여 C 혹은 D가 핵심 정 인 핵심 

정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간선 정보를 GGC 볼트에 송한다. 이때, T3 

시 에 핵심 정 이 D인 새로운 질의가 등록되면, 마스

터 볼트는 핵심 정  테이블의 목록에 질의 정보를 추

가하고, GGC 볼트에 D가 핵심 정 인 질의 정보와 시

간을 같이 송한다. GGC 볼트는 입력된 질의 정보와 

시간 정보를 가지고 T3 시간에 입력된 C,D 간선 정보

를 특정 슬 이  볼트에 재 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삭제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  그래  매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GGC 볼트 처리 순서

Fig. 5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he GGC Bolt

4. 성능 평가

제안하는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의 타

당성을 입증하기 해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표 4는 

성능 평가를 한 라미터를 보여 다. 총 4개의 분산 

노드에서 스톰을 구축하 고, 볼트 수, 질의 수, 질의 크

기를 변화시켜가며 실험 평가를 진행하 다. 실험에 사

용되는 데이터 세트는 YouTube와 Wiki 데이터 세트이

며, 사용자와의 계 혹은 Wikipedia[12]에서의 웹 링크

를 그래 로 표 하는 데이터이다[11].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정 의 수는 3,238,846개와 1,892,691개이며 총 

간선 수는 각 18,524,095, 39,953,144개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스트림에 한 질의 처리

를 수행하기 해서 데이터 세트의 간선 정보를 도 

사이즈 3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스트림으로 입력하

다. 서  그래  매칭 질의는 간선 스트림의 입력 간

에 입력된다.

제안하는 분산 처리 환경에서 질의 할당 정책의 최

화 된 가 치 값을 찾기 해서 가 치 변화에 따른 성

능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6은 가 치 ⍺에 따른 평균 

스트림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성능 평가 결과 각 데이

터 세트별로 최 의 가 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표 4 성능 평가 라미터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parameters

Name Value

# of nodes 4

CPU Intel Core i5-6400 2.7GHz 4 Core

Memory 48GB, DDR4

Platform Storm 1.2.2

# of bolts 1,2,4,6,8,10,20

# of queries 10, 20, 30, 40, 50, 100

Query size 10, 20, 30, 40, 50 ,100

⍺ 0.1~0.9

Datasets YouTube[11], Wikipedia[11]

# of vertices 3,238,846 |  1,892,691

# of edges 18,524,095 |  39,9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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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 치 ⍺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

Fig. 6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weight ⍺

그림 7 볼트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YouTube)

Fig. 7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bolts(YouTube)

그림 8 볼트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Wiki)

Fig. 8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bolts(Wiki)

YouTube 데이터 세트에서는 0.7을 Wiki 데이터 세트에

서는 0.9라는 값을 얻었으며, 이후에 수행되는 성능 평가

에서 각 데이터 세트별 최 의 가 치 값을 이용하여 다

른 질의 할당 정책 기법과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제안하는 질의 할당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서 

볼트 수, 질의 수, 질의 크기에 따른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볼트 수는 분산 처리 환경에서의 제안하는 기법의 

확장성이 의미 있음을 입증하기 해서 수행하는 성능 

평가이다. 그림 7과 8은 각 데이터 세트에서 볼트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성능 평가 결과 낮은 

볼트 수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일부 안 좋은 성능을 나

타내기도 하지만 볼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하는 기

법이 부하 정보만을 활용한 기법과 순차 으로 질의를 

할당하는 기법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Youtube 데이터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안정 인 성

능을 나타내고 있었고, 8개의 볼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나타냈다. Wiki 데이터에서는 볼트 수가 6개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무 많은 볼트 수는 시스템 

환경에 따라 최 화되지 않은 값임을 알 수 있었다.

질의 수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질의 수는 10～100으로 변경하며 

질의 크기는 100으로 고정하 다. 질의 크기란 하나의 

질의에 포함되는 간선의 최  수를 의미한다. 그림 9와 

10은 질의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제

안하는 질의 할당 기법과 부하만을 고려한 기법, 라운드 

로빈 기법과의 비교 결과 질의 수가 10개 일 때를 제외

한 모든 경우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그러나 성능 평가를 통해 질의 수가 

10개 일 때의 최 화된 가 치 값이 변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추후 연구에서 입력되는 질의 수, 크기에 

따라 가 치 값을 최 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정이다. 특히 질의 수가 100일 때는 질의가 많은 핵심 

정 으로 분할되어 서  그래  매칭에 확인하지 않아

도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더 작은 질의 수일 때보다 좋

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질의 크기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서 성

능 평가를 진행하 다. 질의 크기는 10～100으로 변경

하며 질의 수는 100으로 고정하 다. 그림 11과 12는 

질의 크기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이  

성능 평가 결과와 마찬 가지로 질의 크기 100 이외의 

성능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질의 

크기 한 가 치 값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고, 가

치 값이 질의 크기, 질의 수 100에 최 화되어 나타나

는 상임을 알 수 있었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최 화된 상황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이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제안하는 기법

은 최 화된 값일 때 최  374%의 성능 향상을 보임으

로써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정 인 성능 향상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래  스트림에서의 색인 재사용과 

분산 처리가 가능한 효율 인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효율 인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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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질의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YouTube)

Fig. 9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ies(YouTube)

그림 10 질의 수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Wiki)

Fig. 10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ies(Wiki)

그림 11 질의 크기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YouTube)

Fig. 11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query size(Youtube)

그림 12 질의 크기에 따른 스트림 처리 시간(Wiki)

Fig. 12 Stream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query siz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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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수행하기 해서 분산 스트림 처리 랫폼인 스

톰을 활용하 다. 기존 색인 정보 재사용을 해서 차수 

기반 분할을 통해 핵심 정  테이블을 생성하 고, 생성

된 핵심 정  테이블 기반의 간선 색인을 수행하 다. 

분산 시스템에서 질의 처리의 부하를 조정하기 해서, 

색인 테이블의 크기와 스트림 양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 

모델을 제안하 고, 비용 모델 기반의 질의 할당 방법을 

수행하 다. 한, 스트림 처리 도  발생할 수 있는 데

이터 손실의 문제를 GGC 볼트를 통해 해결하 다. 제

안하는 기법은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 기법 비 20% 

이상의 서  그래  매칭 처리 성능 향상을 나타냈으며, 

최  374%의 성능 향상을 나타냄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 인 기존 연속 서  그래  매칭 기법

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할 

정이다. 한, 기존 질의 할당 정책과 달리 가 치가 최

화된 상황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이는 문제 을 해결

하기 해서 상황 인지  기계학습을 통해 상황에 맞

는 가 치 최 화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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