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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링크 측 기법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한 방법으로서 그래  내에서 추가 으로 발생하는 링크를 

어떻게 측하여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가에 한 문제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 추천 서비스, 상  

계 분석,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용량

화 됨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재하지 못하거나 최단경로 알고리즘의 반복 수행 등 많은 수

행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리겔 기반의 모든 노

드들 간의 최단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의 반복 수행을 제거하여 수행속도를 향상시킨다. 다양한 데이터 

셋에 따른 수행 시간을 측정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인다. 

1. 서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 달

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 정보나 사용자 간의 계 데

이터 등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소셜 네트

워크에서 발생한 빅 데이터는 의견 분석, 계망 분석, 사

회 상 측 등 다양한 애 리 이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량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기

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사용자를 노드로, 사용자간의 

계를 링크로 하는 그래  구조의 데이터이다. 소셜 네트

워크 분석에서는 사용자 간의 계 패턴을 분석하거나, 

계의 형성, 변화 등의 흐름을 분석한다. 특히, 계의 흐름

을 측하기 해 그래  상에서의 링크 측 기법이 

리 사용된다. 링크 측 기법은 친구 추천 서비스, 상  

계분석,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다.

  링크 측 기법이란 특정 시각 의 소셜 네트워크로부

터 주어진 시각   에 발생할 링크를 측하는 기법이

다. 기존의 링크 측 기법들[1]은 소셜 네트워크의 일부만

을 이용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소셜 네트워크 체를 

활용하기 해 메모리상에서 모든 노드간의 최단 경로 연

산을 수행하여 용량 데이터에 합하지 않다. 

  최근에 그래  데이터를 분산처리하기 해, 노드 심

의 함수 설계 방식인 리겔(pregel)[2] 임워크가 제안

* 교신 자

되었다. 노드 단 로 사용자 정의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래  알고리즘을 병렬로 처리하기에 합하며,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는 신 가상의 메모리를 사용하여 기시

간을 이기 때문에 재귀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해서도 

효율 인 처리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리겔 임워크를 이용한 효율 인 

링크 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든 노

드에서 동시에 단일 시작  최단 경로 탐색을 수행하여 

모든 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기 한 반복 연산을 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데이터 셋에 한 실험을 통하

여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인다. 

2. 련연구

 2.1 The FriendTNS 알고리즘

  링크 측 기법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친구추천 

서비스에 사용된다. 기존의 링크 측 기법을 이용한 친구 

추천 기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로의 최  길이를 제

한한 일부 구조만을 이용하여 노드간의 유사도를 계산하

기 때문에 친구 추천 정확도가 낮다.

  FriendTNS 알고리즘[1]은 이를 해결하기 해 그래

의 체 구조를 반 한 노드 유사도 측정 척도를 정의하

고 이를 이용한 링크 측 방법을 제안하 다. 유사도가 

높은 노드일수록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인 한 노드들의 유사도 측정 기법과 인 하지 않은 노드

들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한 기법을 제안하여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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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 다.

   식 (1)은 인  노드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한 수식으

로 노드의 차수(degree)를 이용하여 인  노드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한다. 

  


            (1)

   식(2)는 확장 노드 유사도 측정을 한 수식이며, 인

하지 않은 노드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한 방법이다. 모

든 의 인  노드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식(1)과 식(2)를 통해 얻어진 행렬을 통해 가장 높은 유

사도를 가지는 상  k개의 링크를 측하여 친구를 추천

한다. 이 기법은 소셜 네트워크 구조 체를 활용하여 링

크를 측하지만, 모든 의 인 하지 않은 노드 간의 유

사도를 측정하기 해 모든 의 최단 경로 탐색 연산이 

필요하여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용량 그래 에 해 

합하지 않다.

 2.2 리겔

그림 1. 리겔 구조도

  리겔[2]은 노드 심으로 함수를 설계하여 분산 처리

하는 임워크이다. 그림1은 리겔의 체 구조도이다. 

리겔은 마스터와 워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노드 식별자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여 워커에 할당하며, 

할당한 노드들과 연결된 에지들도 같은 워커에 할당한다. 

워커들에게 분산된 각 그래 의 노드들은 독립 으로 작

동하며 다른 노드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슈퍼스텝이란 받은 메시지와 재 노드의 값을 비교  

변경하고 다른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다. 리

겔은 슈퍼스텝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그래  알고리즘을 

분산처리 한다. 리겔은 노드의 상태를 두 가지 상태인 

활성화, 비활성화를 정의하여, 활성화상태의 노드는 더 이

상 송하는 메시지가 없을 때 비활성화 상태가 되며, 메

시지를 송받아 값이 변경되면 다시 활성화된다. 모든 노

드가 비활성화 상태이거나 주고받는 메시지가 없을 때 종

료한다.

  리겔은 노드 단 로 함수가 수행되기 때문에 모든 노

드간의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반복 으로 수행하는 링크 

측 기법의 분산 설계에 합하다. 

3.  소셜 네트워크에서 리겔 기반의 효율 인 링

크 측 기법

  링크 측을 하기 해서 기본 노드 유사도와 확장 노

드 유사도를 구해야한다. 리겔은 노드 심으로 함수를 

설계하기 때문에 계산된 유사도 값을 노드에 장하고 그 

값을 다시 메시지로 보낸다. 노드는 자신의 차수, 다른 노

드와의 유사도 값 그리고 시작 노드 식별자 정보를 갖는

다. 메시지는 노드의 차수와 유사도 값, 시작 노드의 식별

자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본 노드 유사도는 첫 슈퍼스텝에서 모든 노드에서 자

신과 인 한 노드에 자신의 차수를 보낸 후, 다음 슈퍼스

텝에서 자신의 차수와 받은 메시지의 차수를 이용하여 기

본 노드 유사도를 구한다. 그리고 자신과 인 한 노드에게 

계산된 유사도 값을 보낸다.

  확장 노드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 1번째 슈퍼스텝에서 

보낸 메시지들의 유사도 값과 자신의 유사도 값을 곱하여 

인 한 노드에게 메시지로 보낸다. 

그림 2. 기본 노드 유사도 측정 과정

그림 2는 그림 2(a) 그래 에서 노드 1을 기 으로 기

본 노드 유사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일단, 첫 번째 슈퍼

스텝에서 인 한 노드에 자신의 차수를 메시지로 보낸다. 

그리고 다음 슈퍼스텝에서 차수를 바탕으로 식(1)의 계산

을 수행한다. 식 (1)의 계산 결과인     와 

  을 노드 2와 4에 메시지로 보낸다.  

         그림 3. 확장 노드 유사도 측정 과정

  그림 3은 확장 노드 유사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을 노드 3에 메시지로 달하여, 식 (2)를 통해 

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과,   로 

측정된다. 기본 노드 유사도와 확장 노드 유사도 측정을 

한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슈퍼스텝의 횟수를 통해 구

분하 다. 

알고리즘 1은 각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재 슈퍼스텝 카운터가 0일 때 자

신과 연결된 노드에게 자신의 차수를 보낸다. 그리고 슈퍼

스텝 카운터가 1일 때는 자신의 차수와 받은 메시지의 차

수를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한 뒤 유사도 값을 메시지로 

보낸다. 재 슈퍼스텝 카운터가 2이상일 때는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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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값과 받은 메시지의 유사도 값을 곱하여 확장된 유

사도 행렬을 채운다. 그 뒤에 확장된 유사도 행렬에서 시

작노드로부터 가장 유사도 값이 큰 노드를 출력한다.

Algorithm Efficient Link Prediction method 

· superstepcount : This time superstepcount
· thisEdge : This vertex with connection edges
· degree : Degree
· similarity : basic similarity value
· e_similarity : extend similarity value
1. degree = this.getDegree();
2. if(superstepcount == 0)
3.    For e : thisEdge
4.       sendMessage(e , degree);
5.    End For  
6. else if(superstepcount == 1)
7.    For msg : messages
8.        similarity = 1/(degree + msg.degree –1);
9.        For e : thisEdge
10.          sendMessage(e, simliarity);
11.       End For
12.    End For
13. Then
14.    For msg : messages
15.        e_similarity = similarity * msg.similarity;
16.        For e : thisEdge
17.          sendMessage(e, e_simliarity);
18.       End For
19.    End For
20.   Output e_similarity;
21.

알고리즘 1. 리겔 기반의 효율 인 링크 측 기법

4. 성능평가

  실험을 하여 오  리겔 임워크인 Apache 

Hama[3]를 이용하 다. 데이터 셋은 랜덤 그래  생성기

를 통해 가상 그래  데이터 3개를 생성하 으며, 그래

는 각각 100, 200, 500, 1000, 5000개의 노드와 약 150, 

250, 850, 1500, 6000개의 에지를 가지고 있다. 분산 설정

으로 클러스터는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이용, 총 4

를 사용하여 1 는 네임노드 나머지 3 는 데이터 노드로 

사용하 다.

그림 4. 링크 측 기법의 수행 시간

5. 결론

  링크 측 기법은 실제 실생활에서 용되고 있는 알고

리즘이고 분야 한 다양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의 그래  데이터에 해 

링크 측 기법을 효율 으로 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안하 다. 분산처리 임워크인 리겔에 용할 수 있

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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