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단일 머신 그래  처리 

시스템에서의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

2019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부

이  진



요 약

  최근 몇 년간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와 웹 그래 에 한 처리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효과 인 그래

 처리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

하기 해 다수의 노드를 이용한 메모리 기반의 분산 그래  처리 

시스템들이 개발되었고 많은 심을 얻었다. 그러나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기 한 비용 문제와 네트워크 바틀넥 문제, 분산 알고리즘 

개발  구 에 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들이 주목을 얻기 시작했다.

  단일 머신 그래  처리 시스템들은 규모 그래 를 처리하기 

해 데이터를 디스크에 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근하는 out of 

core 방식으로 그래 를 처리한다. 그 결과, 메모리 계층 간 속도 차

이를 해결하기 해 각각의 시스템들은 마다의 독창 인 처리 기

법과 자료 구조로 효율 인 계산과 은 I/O 비용으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했다. 최근에는 단일 머신 엔진의 단 을 극복하기 해 그

래 의 구조  특징을 이용한 그래  정렬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기법은 입력 그래  데이터에  처리를 가하여 자주 근되는 

데이터들이 디스크 상에서 인 하게 장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한 

번의  처리 과정으로 그래  엔진에 한 변형 없이 수행 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그래  엔진의 특징과 데이터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

고 기존 그래  정렬 기법들을 검토한 후, 이 기법들의 단 을 보완

하기 해 허  정 의 특성, 그리고 그래  데이터  알고리즘의 

특징을 모두 고려한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인 Horder를 제안

한다. 다양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Horder가 성

능 향상과 I/O 비용 감 측면에서 기존 그래  정렬 기법들을 유

의미하게 개선하 음을 확인하 다.

  : , , 

  : 2017-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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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산학 분야에서 규모 그래  처리에 한 수요가 나날이 증하

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화로  

이와 련된 데이터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 들과 기업들

은 이러한 빅 데이터에 한 분석을 마 , 추천 시스템,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등 다양한 략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  데이터를 보면 수

십억 개 이상의 정 과 조 단 의 간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셜 혹은 웹 그래 들은 특정 정 에 다수의 간선들이 몰려있는 

멱함수 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효율 인 그래  처리를 해 다양한 분산 그래  처리 시스템들

이 개발되었다. 표 으로 Pregel[1], GraphLab[2], GraphX[3] 등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 노드에서 정  심 연산(Vertex Centric 

Computation Model)을 통해 각 정 마다 독립 으로 연산을 수행함

으로써 병렬화로 인한 빠른 수행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산 시스템의 경우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과 네트워크 성능이 

큰 바틀넥이 된다는 단 이 있다. 한 그래  데이터가 여러 노드

에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드 간 워크 밸런스 문제, 그래  티

셔닝 문제 등이 요한 이슈로 여겨진다.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 특히 SSD, NVMe 등 장 장치들

의 탁월한 기술 발달로 인해 단일 노드에서 규모 그래 를 처리



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표 인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인 

GraphChi[4], TurborGraph[5], FlashGraph[6] 등은 그래  데이터를 

HDD(혹은 SSD)에 장하고 독창 인 계산 모델  자료 구조를 

통해 분산 그래  시스템에 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단일 머신 

기반 그래  엔진의 경우, 그래  데이터를 읽어오기 해 디스크에 

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 한 무작  I/O를 이고 순차 인 I/O

를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요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해서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로 그래  정렬(Graph 

Ordering)이 있다[7,8,9]. 이 기법은 그래  엔진의 계산 모델이나 자

료 구조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입력 그래  데이터에  처리 과정

을 가하여 좋은 지역성을 확보해 I/O 비용을 낮춤으로써 체 인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래  데이터의 구조  특징이

나 그래  알고리즘 특성을 이용해 정 의 id를 재부여하여 지역성

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기법들은 웹이나 소셜 그래  

데이터를 겨냥해서 개발되었다거나  처리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

는 등 치명 인 단 들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에 언 한 기존 그래  정렬 기법들의 단 들을 

개선하고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에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  알고리즘을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을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래

 데이터의 구조  특징과 그래  알고리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

존 그래  정렬 기법들의 한계 을 제시하 다. 2) 기존 그래  정

렬 기법들의 한계 을 보완하고 허  정 의 특징과 그래  데이터 

 알고리즘의 근 패턴을 모두 고려한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을 제안하 다. 3) 제안된 그래  정렬 기법의 우수성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하 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그래  데이터와 알고

리즘 특징과 표 인 단일 그래  엔진들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최신 그래  정렬 기법들의 특징을 논하고, 4장에서는 이 논문

에서 제안하는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에 해 설명한다. 5장

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기본 기법들을 단일 머신 그래  엔진 상에

서 비교 실험한 결과를 다루며,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련 연구

2.1 지역성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에서 성능 하의 주된 요인  하

나는 메모리 계층 간 속도 차이에 따른 디스크 I/O 비용이다. 량

의 그래  데이터는 단일 노드의 메모리에 모두 재될 수 없기 때

문에 HDD나 SSD와 같은 장 장치에 장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그래  알고리즘의 데이터 근 패턴이 디스크에 무작 으로 나

타난다면 이는 I/O 비용 증 로 인해 체 인 수행 시간이 나빠지

게 된다. 디스크에서는 순차 인 I/O가 무작 인 I/O보다 수백 배 

더 빠르기 때문에 디스크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디스크 근 패턴을 

악하여 최 한 순차 인 I/O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성능 개선

에서 요하다.

그림 1: 그래  알고리즘에서 디스크 근 패턴

  그림 1을 보면 그래  알고리즘의 근 패턴으로 인한 나쁜 지역

성이 디스크 I/O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9]. 정  

100번의 이웃 정 들(회색)에 한 데이터가 필요로 한 상황을 가정

하 는데, 해당 데이터들이 디스크에 인 하게 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 인 디스크 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이 근 

패턴을 사 에 악하여 근되는 페이지 수를 이거나 순차 인 

근을 늘린다면 체 인 수행시간의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쁜 지역성으로 인해 그래  알고리즘 수행 시간  최  80%

가 메모리 근에 소요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10], 단일 

노드 기반의 그래  처리에서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 그래  알고리즘

  재 개발된 부분의 그래  엔진들은 정  심 연산 모델

(Vertex Centric Computation Model) 방식으로 그래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있다. 각 정 은 자신의 이웃들로부터 값을 달받고, 

재 값을 바탕으로 연산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자신의 이웃에게 

달함으로써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미리 설정된 횟수 동안 알고리즘

을 수행하거나 더 이상 활성화된 정 이 없을 때까지 해당 알고리

즘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 이 게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하면서 이웃 

정 들 간에 값을 교환하기 때문에, 분산 그래  시스템에서는 이 

통신량을 이는 것이 가장 핵심 인 과제 다.

  단일 그래  처리 시스템에서는 그래  데이터의 큰 크기로 인해 

장 장치에 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한 정 이 요청한 

이웃 정보가 디스크에 분산되어 장되어 있게 되면 I/O 비용이 늘

어나게 되어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수렴 속도도 늦어지게 된다. 따

라서 그래  알고리즘의 데이터 근 패턴을 악하여 요청이 일어

날 데이터들을 같은 페이지 혹은 인 한 페이지에 장하면 지역성

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알고리즘에서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8,9,10]. 이번 에서는 표 인 그래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특징을 악하려 한다.

2.2.1 PageRank

  PageRank[19]는 표 인 반복 연산 그래  알고리즘으로 주로 

웹이나 소셜 그래  데이터를 상으로 활용된다. 주어진 그래 에

서 각 정 의 향력을 ‘랭크’라는 것을 통해 결정하며, 정 의 랭크 

값이 미리 설정한 값보다 차이가 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으로 연

산을 반복 수행한다. 정  u에서 정  v로 가는 간선들이 존재하고 

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라고 했을 때, 정  v의 페이지 랭

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2.2 Weakly Connected Component

  WCC는 주어진 그래 에서 간선의 방향에 계없이 도달 가능한 

부분 그래 를 찾는 그래  알고리즘이다. 보통 이블  방식

(Label Propagation)으로 구 되는데, 각 정 은 자신의 id를 이웃 

정 에게 달하고, 달받은 값과 자신의 값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으로 갱신한다. 페이지 랭크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값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2.2.3 K-Core Decomposition

  

  K-Core Decomposition은 K보다 차수가 같거나 큰 정 들의 부분 

그래 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먼 , 차수가 1인 정 들을 삭제해가

면서 해당 정 들의 코어 값을 1로 설정한다. 이후 K를 증가시켜가

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지치기(pruning)를 하여 더 이상 정

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한다.

그림 2: K-Core 알고리즘 시



2.2.4 Breadth First Search

  비 우선 탐색(Breath-First-Search)은 시작 정 으로부터 인

한 이웃 노드들을 먼  탐색하는 그래  탐색 알고리즘이다.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비교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최단 거리 문제, 네

트워크 최  유량 문제 등 더 복잡한 그래  응용에 리 활용되고 

있다.

2.3 그래  데이터

  그래  처리 엔진의 주 상이 되는 웹이나 소셜 그래 와 같은 

그래 들의 주요 특징은 멱함수 분포(power-law degree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이다[11]. 즉, 소수의 정 에 많은 간선이 

붙어있는 구조  특징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 게 차수가 높은 허  

정 은 다른 정 에 비해 이웃 정 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정

들의 이웃이 될 확률도 높다. 한, 그래  알고리즘 특성상 반복

으로 같은 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  정 들은 빈번한 근

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허  정 들을 인 하게 장하면 시간 

지역성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9].



그림 3: 소셜 그래  시각화 [21]

  하지만 그래  데이터에는 웹이나 소셜 그래  뿐만 아니라 도로

망 데이터와 같이 멱함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다. 이

런 데이터의 경우는 허  정 들의 지역성을 이용한 방법이 치 

못하고 성능 향상도 기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특

성도 고려된 보다 범용 인 그래  정렬 기법이 요구된다.

그림 4: 도로 네트워크 시각화 [22]



2.4 단일 머신 기반 그래  엔진

  이번 에서는 표 인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인 

GraphChi와 FlashGraph의 특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4.1 GraphChi

  GraphChi[4]는 표 인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으로 그래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한 뒤 PSW (Parallel Sliding 

Window)라는 기법을 통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최 한 무작 인 

디스크 근을 이고 효과 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분산 

그래  엔진에 하는 성능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매 반복마다 

체 데이터에 항상 근해야 한다는 단  때문에 그래 의 일부분

만을 수행하는 순회 알고리즘 같은 경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

하 다.

그림 5: GraphChi의 Parallel Sliding Window (PSW) [4]



2.4.2 FlashGraph

  FlashGraph[6]는 GraphChi의 이러한 단 을 개선함과 동시에 

SSD의 장 을 살린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이다. I/O 비용을 

이기 해 필요한 데이터에만 근하기 때문에 GraphChi보다 좋

은 성능을 보 고, SAFS라고 하는 SSD 일 시스템을 통해 높은 

IOPS와 병렬화를 극 화하 다. 한, I/O 요청이 인 하거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경우, 그림 6에서 보듯 이들을 병합함으로써 I/O 비

용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최 화 기법들을 제안하 다.

  이 이외에도 X-Stream[12], TurboGraph[5], GridGraph[13], 

VENUS[14] 등 다양한 단일 머신 기반의 그래  엔진들이 개발되었

다.

그림 6: FlashGraph의 I/O 요청 병합 [6]



제 3 장 그래  정렬 기법

  그래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될 수 있는데, 일반 으

로 간선들이 나열된 형태인 간선 리스트(Edge List) 형태로 제공된

다. 정  데이터는 부여받은 id순으로 디스크에 장이 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정  id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지역성이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 의 정  id는 데이터 생산자의 주 에 달

려있는데, 웹 그래  데이터의 경우 도메인이 기 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 으로 부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그래  데이터

라 하더라도 id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같은 그래  엔진 상

에서 상이한 수행 시간을 보이게 된다.

  그래  정렬 기법이란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  데이터의 정  

id를 재부여(Reordering)함으로써 지역성이 높도록 정 들을 장하

여 그래  처리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다. 이 기법의 장 은 단 한 

번의  처리로 그래  엔진의 계산 모델이나 자료 구조에 변형이 

없이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이다.

  물론 그래  정렬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보다  처리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헤드 시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분

의 그래  알고리즘은 반복 으로 수행하는 일이 잦고, 하나의 데이

터에 해 여러 라미터와 다양한 알고리즘을 반복 으로 수행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오버헤드는 무시될 수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정렬 기법으로 인해 큰 오버헤드가 발생

한다면 이러한 장 이 무색하기 때문에, 오버헤드와 성능 향상의 

한 균형을 가진 정렬 기법이 필요하다. 

  2.2 에서 언 한 것처럼 그래  데이터의 특성과 그래  알고리

즘의 데이터 근 패턴을 고려한 여러 그래  정렬 기법들이 제안

되었는데, 그  표 인 것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3.1 Gorder

  Gorder[7]는 재까지 제안된 방법  가장 정교한 그래  정렬 

기법으로 이웃하는 정 들이 최 한 순차 으로 id를 부여받도록 한

다. 두 정  간 공통 이웃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Sibling 

Relationship), 그리고 이웃 계에 있는지(Neighbor Relationship)를 

함수(Score Function)를 통해 각각 계산하고 이 값이 최 가 되도록 

정 들의 id를 부여한다. 이를 만족하는 최 의 그래  정렬을 찾는 

것은 NP-Hard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들은 우선순  큐와 도

우 방식 등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근사하게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 다.

3.2 BFS Ordering

  BFS Ordering[8,20]은 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이 

알고리즘이 방문하는 정  순서 로 id를 재부여하는 그래  정렬 

기법이다. 그림 7을 보면 왼쪽에 원본 그래  데이터에서 정  0을 

시작 정 으로 하여 비 우선 탐색 방문 순서 로 정  id를 재 부

여한 결과가 나와 있다. 2.3 에서 설명한 로 정  심 연산 모델

은 각 정 의 계산 결과가 간선을 통해 이웃으로 달되므로, 이웃 

간 지역성이 고려된 비 우선 탐색의 그래  정렬 방식은 성능 향

상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7: BFS Ordering

3.3 Hub Cluster Ordering

  Hub Cluster Ordering[9]은 웹, 소셜 그래 의 멱함수 분포 특성

을 고려한 정렬 기법으로 평균 차수 이상을 가진 정 들(허  정 )

이 디스크 상에서 인 하게 장되도록 id를 부여한다. 이는 선행 

연구인 Frequency based clustering[10]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기존 

방식은 허  정 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신 허  정 들을 정렬하지 않고 한데 모아놓는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허  정 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가장 

빈번히 근되는 정 들이 같은 페이지 혹은 캐시 라인에 장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일부분 희생하는 신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겠다는 략이다.

  그림 8은 원본 그래  데이터를 Hub Cluster Ordering 기법을 통

해 재 정렬한 정  데이터의 가 나와 있다.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

이 허  정 들을 나타내고, 재 정렬 과정을 통해 허  정 들이 인

하게 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래  정렬 기법은  처리 시

간이 빠르고 웹이나 소셜 그래 에 잘 동작한다는 장 이 있지만, 



도로망 그래  데이터나 멱함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래 에 효과

이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

그림 8: Hub Cluster Ordering



제 4 장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

4.1 동기

  3장에서 언 한 것처럼 그동안 다양한 그래  정렬 기법들이 제

안되었지만 각 기법들은 마다 한계 들을 가지고 있다. 먼  

Gorder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최 에 근사한 정렬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다양한 최 화 기법에도 불구하고 여 히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는 단 이 있다. 5장에서도 언 하겠지만, 일

반 인 PC의 경우 간선 14억 개를 가진 트 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무려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다음으로 BFS Ordering은 비 우선 탐색의 방문 순서를 통

해 지역성을 확보해 정  id를 부여하는데, 허  정 의 역할이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  정 들이 빈번하게 근되는 그래  알

고리즘의 경우 무작 인 I/O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한편, Hub Cluster Ordering은 허  정 이 자주 근되는 경향을 

이용하여, 이들을 인 하게 장하여 I/O 비용을 이겠다는 략이

지만, Gorder나 BFS Ordering처럼 그래  엔진의 정  심 연산이 

가진 데이터 근 패턴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멱함수 분

포를 따르는 웹 그래  등에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나 허  정  

특징이 뚜렷하지 못한 도로망 데이터 같은 경우 효과가 미미할 가

능성이 높다.



4.2 Horder

  3.4 에서 살펴본 그래  정렬 기법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하나는 그래 의 구조  특성과 알고리즘의 근 패턴을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  정 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을 인 하게 

장함으로써 지역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2장에

서 언 한 것처럼 지역성을 높이기 한 매우 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제안된 기법들은 이 두 가지 특

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허  정 의 특징과 그래 의 구조  특성  알

고리즘 근 패턴을 모두 고려한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

(Horder)을 제안한다. 에서 언 한 두 가지 지역성을 모두 반 하

기 해 정렬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4.2.1 허  정 의 지역성

  2.3 에서 언 한 것처럼 허  정 은 다른 정 들보다 이웃의 수

가 많기 때문에 자주 근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허  정 들을 

인 하게 장하면 디스크 상에서 지역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10]에서처럼 허  노드들을 정렬하여 간선이 많은 허  정 부터 

id를 순차 으로 부여하게 되면 빈번히 근되는 정 들이 같은 페

이지 혹은 캐시 라인에 장될 확률이 높아져 결과는 좋아지지만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Hub Cluster Ordering처럼 평균 차수 이상

을 가진 정 들에 하여 정렬 과정 없이 순차 으로 id를 부여하

다.



4.2.2 이웃-자매 계의 지역성

  정  심 연산 모델에서 각 정 의 연산 결과는 간선을 통해 이

웃들로 달된다. 이런 이유로 정 과 이웃 계에 있는 정 들을 

인 하게 장하면 지역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웃 계만큼 

요한 것이 자매 계에 있는 정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  v의 

이웃들의 수를 N(v)라고 할 때, 정  v을 공유하는 자매 계에 있

는 정 들의 수는 라고 할 수 있다. 는 N(v)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매 계에 있는 정 들 한 지역성을 높이는데 있

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7]. Gorder는 각 정 이 

얼마나 많은 이웃-자매 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스코어를 계

산하는데 이에 한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Horder에서는 이웃-자매 계의 지역성을 반 하기 해 정 의 

1-홉 이웃, 2-홉 이웃들에게 순차 으로 id를 부여한다. 이 게 id를 

부여하면, 해당 정 과 이웃 계에 있는 정 들(1-홉)과 자매 계

에 있는 정 들(2-홉)의 지역성이 모두 반 됨과 동시에 Gorder의 

복잡한 방식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지역성이 

반 된 정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 Horder로 정렬된 그래  시



  이 홉 사이즈를 최 로 하게 되면 비 우선 탐색과 유사한 결과

가 되는데 단순히 이 크기를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

림 10은 홉 크기에 따른 PageRank, WCC, K-Core 수행 시간을 나

타내고 있다. 1-홉의 경우, 이웃 계에 있는 정 들의 지역성은 반

하지만 자매 계에 있는 정 들의 지역성은 반 되지 않기 때문

에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홉 사이즈가 커질수록, k-홉에 있는 

정 들의 id를 부여할 때 구조 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디스크 

상에 인 하게 장되어 결국 지역성이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Horder에서는 이웃 계와 자매 계에 있는 2-홉까지의 부분 

그래 들만을 인 하게 장하여 지역성을 높이도록 하 다.

그림 10: 홉 사이즈에 따른 수행 시간 ( )



제 5 장 실험  성능 평가

5.1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된 PC 환경은 i5-4570, RAM 12G, HDD 1TB이다. 최

근에 개발된 표 인 단일 머신 그래  엔진인 FlashGraph 상에서 

실험하 고, 사용된 그래  알고리즘으로는 PageRank, Weakly 

Connected Component, K-core, BFS이다. 충분한 성능 차이를 보기 

해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들  크기가 비교  큰 데이터들로 

구성하 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제시하 다. wikipedia[15], 

twitter_rv[16], sd1-arc[17]는 웹, 소셜 그래 이며, usa-road[18]는 

멱함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 미국 도로망 데이터이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5.2  처리 시간

  표 2는 Gorder와 Horder 기법으로 각각 wikipedia와 twitter 데이

터를 재 정렬하는데 걸린 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Ordering은 입력 

그래 를 정렬하는데 걸린 시간이고 Total은 그래 를 정렬하고 재 

정렬된 그래  일을 디스크에 쓰는 데까지 걸린 체 시간이다. 

twitter 데이터의 경우, Horder가 Gorder에 비해 최  40배 빠른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래  정렬 처리에 한 속도 차이는 입

력 그래 의 크기가 클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Gorder와 Horder  처리 시간 ( )



5.3 그래  정렬 기법별 수행 시간 비교

  그림 11은 3장에서 소개한 그래  정렬 기법들과 Horder가 그래

 알고리즘들을 각각 5번씩 수행하여 평균 낸 시간을 가장 오래 

걸린 시간으로 정규화하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Original은 그래  정렬이 용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이고, 

Random은 정 의 id를 무작 로 부여한 것이다. 원본 데이터는 데

이터를 제공한 자의 주 에 따라서 id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베이스 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Random 정렬을 추가하 다.

  PageRank, WCC, K-Core 알고리즘의 경우 체 으로 Gorder, 

Horder, Hub Cluster, BFS 기법 순으로 좋은 성능을 보 다. BFS 

알고리즘에 해서는 BFS 정렬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 개선을 보

는데, 이는 그래  정렬 방식이 BFS 탐색 순서와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다른 알고리즘들에 해서 일 인 성능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렬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wikipedia 

데이터는 크기가 비교  작기에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 큰 성능 개

선 폭을 보이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twitter_rv나 

sd1-arc처럼 규모가 큰 데이터들에 해서 Horder의 경우 원본 데

이터 비 최  2배 이상의 성능 개선을 보 다. 그래  엔진은 주

로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개선은 

매우 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usa-road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과 다르게 노드 차수의 편차가 

기 때문에 허  정 의 역할이 비교  작다. 따라서 허  정 의 

특성을 이용한 Hub Cluster 기법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 다. 반면, 

Horder는 허  정 과 그래 의 구조  특성을 모두 이용했기 때문

에 데이터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실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해서 반 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11: 그래  정렬 기법들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



  표 3은 twitter_rv 데이터에 하여 PageRank 알고리즘을 SSD 

상에서 수행하 을 때 각 그래  정렬 기법별 수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드디스크 상에서

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SSD에서 PageRank 알고리즘 수행 결과



  그림 12는 Gorder와 Horder 기법으로 twitter_rv 데이터에 해서 

PageRank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수행 시간과  처리 시간을 합

한 시간을 나타낸 그래 이다. 수행 시간에서 Gorder는 Horder에 

비해 근소한 성능 우세를 보이지만  처리 시간까지 포함한 경우 

Horder가 압도 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Gorder가 Horder

에 비해 반 으로 더 나은 정렬 기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림 12: Gorder와 Horder 체 시간 비교 ( )



5.4 I/O 비용

  그래  정렬 기법은 자주 근되는 데이터들의 지역성을 높임으

로써 I/O 비용을 이는 기법이다. 이는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났는

데, 표 4는 원본 데이터와 그래  정렬 기법으로  처리를 가한 

twitter_rv 데이터에 해서 K-Core 알고리즘을 수행하 을 때, 

근되는 페이지의 수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되는 페이지의 

수가 그림 11에서의 수행 시간과 반 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K-Core 알고리즘 수행 시 I/O 비용



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규모 그래  처리에서 사용되는 그래  데이터

의 특징과 그래  알고리즘의 특성에 해 살펴보고 디스크 기반의 

단일 노드 그래  엔진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래  정렬 기법

에 해 알아보았다. 한, 최근 제안된 다양한 그래  정렬 기법들

에 해 살펴보고, 이들의 한계 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허  정 의 특징과 그래  알고리즘의 특성을 모

두 고려한 하이 리드 그래  정렬 기법인 Horder를 제안하 다. 

Horder는  처리 시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와 그 지 않은 데이터에 해서 모두 지역성을 잘 반 하여 

정렬한다는 장 이 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큰 규모를 가진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래  

알고리즘에 해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Horder가 다른 그래  정렬 

기법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고, 높은 지역성을 통해 

근되는 페이지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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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ecent years as the demand for effectively processing social 

network data and web graphs increases, there are many studies 

in this area. To process the huge real world graphs, various 

distributed graph processing frameworks which utilize multiple 

machines have been proposed. However, because of cost issues 

about organizing the distributed environment, network bottleneck 

issues, and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the distributed 

algorithms, single machine based graph processing systems have 

been considered an attractive research topic. 

  As single machine based graph engines store the data in the 

disk storage and access them, the speed gap between the 

memory hierarchy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issues. Recently, 

to deal with this problem, graph ordering technique which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graph topology has been studied. 

This technique makes frequently accessed data to be stored 

adjacently by pre-processing the input graph data.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machine 

graph engine and topological properties of graph data and 

compare the various graph ordering techniques. And, we propose 

the hybrid graph ordering technique, Horder, which considers 

both properties of hub nodes and the graph topology. Our 

evaluation shows that Horder provides the improved performance 

and I/O cost efficiency compared to other ordering techniques.

   keywords : Database, Graph Processing, Grap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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