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리겔 기반의 효율 인 그래  순환 검출 기법

김태연, 김 욱, 박기성, 이 구1)     

경희 학교 컴퓨터공학과

{cutup, hwook956,  kspark, yklee}@khu.ac.kr 

An Efficient Graph Cycle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Pregel

Taeyeon Kim, Hyunwook Kim, Kisung Park, Young-Koo Lee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페타 바이트 이상의 규모의 빅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XML 등과 같은 구조 인 정보를 갖는 용량의 그래 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용량의 그래 를 분석하기 한 연산 의 하나로 순환 그래 가 사용되고 있다. 용량의 그

래  환경에서 순환을 검출하는 연산은 단일 컴퓨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 비용

이 발생하여 분산처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처리에 효율 인 리겔 임워크를 이용

하여 효율 으로 순환을 검출하고, 복 순환을 제거하기 해 정규 순환 코드를 제안한다. 실험을 통

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용량 그래 에서 효율 으로 순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페타 바이트 이상의 규모의 빅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XML 등과 

같은 구조 인 정보를 갖는 용량의 그래 들을 분석하

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용량의 그래

를 분석하기 한 연산 의 하나로 순환 그래 가 사용된

다. 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그래  내에서 

순환이 발생하는 사용자들을 스팸 사용자[1]로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순환 그래 (cycle graph)는 그래 에서 순환이 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그래 를 의미한다. 기존의 순환 그래

를 탐색하기 한 연구는 모든 의 최단 경로 (all 

pairs shortest paths)를 이용한 알고리즘[2]와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하는 알고리즘[3]이 제안되었다. [2]는 기존의 

모든 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탐색 략을 이용하여 

모든 순환을 찾는 기법이다. [3]은 그래 를 깊이 우선으

로 탐색하며 모든 순환을 탐색하며, 동시에 복 순환을 

효율 으로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최근 페

타 바이트 이상의 규모를 갖는 빅 데이터의 출 으로 모

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

를 탐색하기 해 매우 오랜 수행시간을 갖게 되었다.

   최근 그래  알고리즘들을 효율 으로 분산처리하기 

한 리겔(Pregel)[4] 임워크가 제안되었다. 리겔

은 버텍스 단 로 알고리즘을 분할하여 분산처리한다. 그

래  순환을 검출하는 작업을 리겔의 버텍스 단 로 분

1) 교신 자

할할 때, 기존의 깊이 우선 탐색 기법은 효율 이지 못하

다. 하나의 버텍스를 시작 으로 하는 순환들을 모두 검출

한 후에만  다른 버텍스들을 시작 으로 하는 순환들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버텍스에서 동시에 순환들을 

검출하기 해서는 비 우선 탐색으로 분산처리 하는 것

이 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겔 임워크를 이용한 효율 인 

순환 그래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순환 검출 알고리즘을 리겔에서 분산처리하기 하여 

비 우선 탐색으로 재설계하 다. 한 비 우선 탐색으

로 분산처리 시 발생하는 복 순환을 방지하기 하여, 

정규 순환 코드(canonical cycle code) 개념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용량 그래 에서 효율

으로 순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2. 련 연구

   리겔(Pregel)[4]는 그래  연산들을 버텍스 심의 

함수로 설계하여 분산처리 하는 임워크이다. 리겔은 

마스터, 워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그래 는 버텍스 

식별자에 따라 분할되어 워커에 할당되며, 이들과 연결된 

에지들도 같은 워커에 할당된다. 워커들에게 분산된 각 그

래 의 버텍스들은 독립 으로 작동하며, 다른 버텍스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동작한다. 

   리겔은 버텍스의 값을 변경하거나 다른 버텍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슈퍼스텝이란 과정으로 동작한다. 리겔

은 활성화와 비활성화라는 두 가지의 버텍스 상태가 존재

한다. 활성화 상태의 버텍스들은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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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며 연결된 버텍스에 메시지를 달한다. 이때 더 이

상 송하는 메시지가 없을 때 비활성화 상태가 되며, 메

시지를 송받아 값이 변경되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때 한 비활성화 상태로 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

겔은 모든 버텍스가 비활성화 상태이거나 버텍스 간 메시

지 달이 발생하지 않을 때 종료하게 된다.

   [3]은 깊이 우선 탐색으로 그래 를 순회하며 모든 순

환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순환 검출을 

하여 버텍스 개수 크기의 방문기록배열(Visited Record 

Array)을 사용하 다. 버텍스를 방문할 때 마다, 방문 여

부를 이 배열에 표시하고, 같은 버텍스의 복 방문을 순

환 간주하여 검출하 다. 순환 검출은 스택을 함께 사용하

여 버텍스의 첫 번째 방문부터 재방문까지의 경로를 출력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이 우선 탐색 기반의 순회는 각 

버텍스에 한 분산처리에 합하지 않다.  

3. 리겔 기반의 효율 인 순환 검출 기법

   리겔 기반의 효율 인 순환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깊이 우선 탐색 기반의 순환 검출은 시작 버텍스 부터 

깊이 우선으로 다른 모든 버텍스들을 방문하고, 방문한 경

로 내에 순환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를 시작으로 하는 모든 경로 내에 순환이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하는 고비용의 연산이 요구된다.

   순환 검출을 그래  내의 모든 버텍스에서 동시에 수

행하기 해서는 비 우선 탐색이 효율 이다. 비 우선

으로 탐색을 시작하여 시작 버텍스를 다시 방문하는 경우

가 순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래 를 비 우선 탐색하는 

연산과 탐색한 버텍스가 시작 버텍스인지 확인하는 순환 

검출 연산을 분산처리하면 수행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리겔 기반의 순환 검출 기법을 설계한다. 각각의 슈퍼

스텝은 이웃 버텍스들을 방문하여 순환인지 검출하는 연

산을 수행한다. 버텍스들은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를 재

까지 방문한 경로에 담아 이웃한 버텍스에게 메시지로 

달한다. 그리고 다른 버텍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첫 번째가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 인지 확인하여 

순환을 검출한다. 이와 같은 슈퍼스텝을 반복하면 그래

에서 순환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경로로 이동

하 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각 슈퍼스텝 마다 순환을 검출하기 한 메

시지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처음 슈퍼스텝 0번에서는 

메시지 값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만 이웃한 

버텍스에게 메시지 값을 달한다. 슈퍼스텝 1번에서는 각

각의 버텍스들은 들어온 메시지 값에 자신의 식별자가 존

재하는지를 단한다. 그러나 아직 메시지에 자신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순환을 탐색하지 못했다. 따라

서 버텍스들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 값에 자신의 식별자를 

추가하여 이웃한 버텍스에게 메시지를 송한다. 슈퍼스텝 

2의 경우도 이  슈퍼스텝과 마찬가지로 아직 순환이 존

재하지 않는다. 다음 슈퍼스텝 3의 경우 들어온 메시지의 

값에 자신의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

라서 길이가 3인 순환 경로가 탐색되었다.

그림 1. 리겔 기반의 그래  순환 검출 기법

   

   제안하는 비 우선 탐색 기반의 순환 검출은 복되

는 순환을 검출하는 문제가 있다. 복 순환이란 같은 순

환이 버텍스를 방문한 순서에 따라 다르게 표 된 것을 

말한다. 를 들어, 그림1에서 1->2->4->1이라는 순환경

로와 2->4->1->2 라는 경로는 동일한 순환 경로이지만 

다른 순서로 방문하여 복으로 발생한다. 복 순환 가운

데 하나의 순환만을 검출하기 하여 정규 순환 코드를 

제안한다. 정규 순환 코드는 순환에서 가장 작은 값의 버

텍스 식별자로 시작하는 순환을 나타낸다.

   정의 1. 정규 순환 코드(canonical cycle code) 순환 

    가 주어졌을 때, 정규 순환은 

 ∈   조건을 하는 순환이다.

   제안하는 그래  순환 검출 분산 임워크는 순환이 

검출될 때마다 정규 순환 코드인지 확인하고, 정규 순환 

코드만 검출하여 복 순환을 방지한다.

   

Algorithm. Cycle Detection Compute

SNum : SuperStepCount
VID : VertecID

CCC : Canonical Cycle Code

1. if SNum is Zero
2.     Then VID add to the Message                           

      and SendMessage to neighbor Vertex;
3. else
4.     if Message is empty
5.        voteToHalt(); // Termination
6.     for Next Message is not empty
7.         if Message of Zero is same VID                      

            Then VID add to the Message;
8.            if Message is CCC Then Output Msg;
9.         else if Message contains to VID Then continue;
10.        else VID add to the Message                        

         and SendMessage to neighbor Vertex;

알고리즘 1. 그래  순환 검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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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1은 분산으로 구 한 그래  순환 검출 알고

리즘이며, 각 슈퍼스텝에서 반복하는 compute함수를 나타

낸다. k번째 슈퍼스텝에서 메시지의 첫 번째값이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와 동일하고 정규 순환 코드라면 순환으로 

검출한다(line7-8). 그리고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와 동일하

지 않은 경우 자신의 버텍스 식별자를 받은 메시지에 추

가하여 이웃 버텍스로 메시지를 달한다(line10).

4. 성능 평가

   실험을 해 오  리겔 임워크 HAMA[5]를 사

용하 다. 데이터 셋은 실험을 해 그래  랜덤 생성기를 

통해 생성하 으며, 그래 는 1000개의 버텍스와 약 1500

개의 에지, 5000개 버텍스와 6000개의 에지를 가지는 2개

를 사용하 다. 분산 설정으로 클러스터는 아마존 웹 서비

스(AWS)를 이용, 총 4 를 사용하여 1 는 네임노드로써 

사용하고 3개는 데이터노드로 사용하 다.

   그림 2는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순환을 찾을 때 수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순환을 실용 인 수행시

간으로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론

  그래  순환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XML 문서 분석 등

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겔 기반의 효율 인 그래  순환 검출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웃 버텍스를 방문하는 연산과 순환

을 검출하는 기법을 분산으로 처리하기 한 방법을 설계

하 다. 한, 정규환 순환 코드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복 순환을 제거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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