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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장비들의 발달로 인해 그래  데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량 그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입출력 비용을 감소시키기 한 캐싱 기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토폴로지의 특징인 그래 의 연결성과 과거의 서  그래  사용 이력

을 고려하여 다  계층 캐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캐시를 Used Data Cache와 Prefetched 

Cache로 구분한다. Used Data Cache는 자주 사용되는 서  그래  패턴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여 데이

터를 캐싱하고 Prefetched Cache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용된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캐싱한다. 그래  패턴을 추출하기 해 과거의 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패턴을 추출

하 다. 자주 사용되는 서  그래 들이 다시 사용될 것을 측하여 가 치를 부여하여 캐싱한다. 최근 사

용된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들이 사용 될 것을 측하여 캐싱한다. 각각의 캐시에 캐싱된 데이터들을 리하

고 메모리가 가득 찰 경우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교체하는 략을 제안한다. 성

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캐싱 기법이 기존의 캐시 리 기법에 비해 우수함을 증명한다.

■ 중심어 :∣그래프∣인-메모리∣캐싱∣데이터 교체∣빈발 패턴 검출∣
Abstract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social media and mobile devices, graph data have been using 

in various fields. In addition, caching techniques for reducing I/O costs in the process of large 

capacity graph data have been studi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layer caching scheme 

considering the connectivity of the graph, which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ph topology, and 

the history of the past subgraph usage. The proposed scheme divides a cache into Used Data 

Cache and Prefetched Cache. The Used Data Cache maintains data by weights according to the 

frequently used sub-graph patterns. The Prefetched Cache maintains the neighbor data of the 

recently used data that are not used. In order to extract the graph patterns, their past history 

information is used. Since the frequently used sub-graphs have high probabilities to be reused, 

they are cached. It uses a strategy to replace new data with less likely data to be used if the 

memory is full.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we prove that the proposed caching scheme 

is superior to the existing cache manag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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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시맨틱 웹, 바이오 정보 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객체들 사이에 계  상호 작용을 표

하기 해 그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1-3]. 그

래  데이터는 정 과 간선들로 구성된다. 그래  데이

터는 각 정 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객체들 사이의 계

를 통해 데이터 분석, 측, 추천 등에 사용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용자 

향력을 별하며 바이오 정보 시스템에서는 질병진단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같은 

자 거래, 화와 음악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아이템 추천을 해 그래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다[4][5].

용량의 그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해 

분산 처리[6], 서  그래  패턴 검출[7], 데이터의 재사

용을 고려한 진  그래  처리[8] 등에 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시스템 성능을 효과

으로 향상시키기 해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

에 상주시키는 인-메모리 캐싱 기법에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9-11]. 인-메모리 캐싱은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것으로 향후 

근되거나 사용될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상주시켜 

디스크에 근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사용될 데

이터가 메모리에 있는 경우 히트가 되었다고 하며 사용

할 데이터는 디스크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

터를 사용한다. 그래  데이터에 한 인-메모리 캐싱

을 해서는 그래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 의 가장 큰 특성  하나는 데이터의 연결성이

다. 연결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근할 데이터가 공간

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근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를 측한다. 한 정 에 한 근이 이루어 졌을 때 다

음번에 간선으로 연결된 주변 이웃 정 이 근될 가능

성이 높다.

최근 그래  데이터에 한 인-메모리 캐싱에 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10][11]에서는 임의 노드에 

근한 경우 인  노드들을 모두 캐시에 장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10]에서는 그래  교체 략으로 일반

인 LRU[12](least recently used)를 사용하여 그래  

데이터를 데이터의 토폴로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객

체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 다. [11]에

서는 그래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교체 정책을 제안하

다. 연결된 인  정 들을 캐싱 할 때 가 치를 부여

한다. 메모리에 데이터가 가득 찼을 때, 새로운 데이터

와 가 치 값이 낮은 데이터와 교체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10][11]에서 그래  데이터의 캐싱 할 때, 연

결된 모든 정 들을 모두 메모리에 상주시켜 사용될 가

능성이 낮은 데이터들이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웃 정 이 많은 정 에 근 할 

경우 주변 이웃들을 모두 메모리에 올리기 때문에 메모

리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근될 가능성이 낮

은 데이터들까지 메모리에 캐싱한다. 기존 연구[10][11]

들은 그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 서  그래 가 

사용될 때 같이 사용된 이웃 정 들을 고려하지 않았

다. 그래  데이터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캐싱하는데 있

어 주변의 정 을 모두 캐싱한다. 를 들어, 페이스북

의 유명한 사람은 수십 수백만의 이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이웃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올리게 된

다. 주변 이웃이 많은 정 에 근이 자주 나타나게 되

면 메모리가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메모리에서 많은 I/O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  그래 의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근 가능성이 높은 서  그래 를 캐싱하는 다  계층 

캐싱 략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메

모리의 잦은 교체와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들을 

캐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에 사용된 데이터

와 앞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나 어 리하기 해 캐시

를 Used Data Cache와 Prefetched Cach로 나 어 리

한다. 메모리내의 데이터가 가득 찼을 경우 메모리 내

의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와 교체하는 략이 필요하

다. 두 개의 캐시 계층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리한다. Used Data Cache는 TTL(Time To Live)값

으로 데이터를 리하며 TTL 값이 낮은 데이터를 교

체 상으로 삼는다. Prefetcehd Cache는 큐(queue)형

식으로 데이터를 리되어 먼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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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교체 상이 된다. Prefetched Cache에서 캐시 

이 발생하면 Used Data Cache로 데이터를 이주하여 

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의 그

래  데이터 캐시 리 기법과 기존 연구의 문제 에 

해서 기술한다. Ⅲ장에서는 그래  패턴과 그래  사

용 이력 정보를 이용한 캐시 방법  리 기법을 소개

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악하기 

해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진행 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그래  데이터의 활용과 련 어 리 이션들이 많

아짐에 따라 많은 기법들이 연구 되었다. Facebook[13]

에서는 캐시 계층을 효과 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성능

을 개선하기 해 분산 소셜 그래 를 통한 캐시 계층에

서 Memcache[9]를 사용하 다. Memcache는 분산 메모

리 캐시 환경에서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퇴출

시키는 교체정책을 사용하여 형 그래  처리를 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래  데이터 처리를 한 

캐싱 계층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LRU를 이용하여 메모

리 캐시 교체 정책을 사용하 다. Neo4j[14]는 여러 머

신에 걸쳐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 오  소스 그

래  데이터베이스이다. Neo4j에서는 두 개의 캐시 계

층을 제공하고 실제 데이터를 장하는 FBC(file buffer 

cache)와 정 , 간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장하는 

OC(object cache)로 나 어 처리한다. 하지만 그래  데

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LRU 교체 방식을 사용하

다. Pregel[15]은 형 그래  처리를 한 시스템을 

제공하 다. 하지만 캐싱 계층을 제공하지 않았다.

[10]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규모 그래

를 분석하기 한 NYNN이라는 인-메모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징으로 규모 

데이터와 빈번한 근과 업데이트를 고려하 다. 캐시 

리 정책으로 향후 근할 데이터가 공간 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된 노드

의 주변 이웃을 같이 메모리로 캐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캐시 퇴출  교체 정책은 범용 으로 사

용되는 LRU방식을 사용하 다. [11]에서는 빅데이터 

랫폼에서 분산 그래  처리를 한 그래  데이터 캐싱 

정책을 제안하 다. 그래  데이터의 앞으로 근할 데

이터가 재 근하고 있는 정 의 주변 정 임을 상

하여 주변 정   여러 홉의 정 을 메모리에 캐싱하는 

캐시 정책을 제안하 다. 한, 그래  데이터의 토폴로

지를 분석하고 고려하여 메타 데이터의 크기와 주변 이

웃 간의 홉 수 그리고 분산처리에 따른 통신 시간을 고

려하여 캐시 교체  퇴출 정책인 CBGA (clock-based 

graph aware caching)를 제안하 다.

그래  사용 패턴을 추출하기 해서 [16]에서는 여

러 트랜잭션에서 동시에 사용된 항목들의 사용 패턴을 

추출해 내는 알고리즘인 FP(frequent pattern)-Growth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FP-Growth 알고리즘은 패턴

을 찾기 해 트리와 노드 링크라는 특별한 자료구조를 

사용한다. 트랜잭션들을 리하는 테이블을 구축하고 

구축된 테이블을 통해 FP-트리를 생성하고 패턴을 추

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그래  데이터에 

용시켜 같이 사용된 정 들을 찾아내고 패턴을 추출해

낸다.

[13-15]에서는 그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시스

템을 처리하기 한 시스템이나 장소를 제공하 다. 

하지만 그래  토폴로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래  데이터 처리를 한 캐시 계층을 제공하지 않았

다. 그래  데이터를 일반 객체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처리하 다. 반면, [10][11]에서는 그래  토폴로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캐싱한다. 하지만 인 한 이웃 데이터

가 많은 경우 메모리 내 데이터의 잦은 교체와 메모리 

과부하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FP-Growt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래  사용 패턴을 추출하여 캐싱 시스템에 용한 캐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다중 계층 캐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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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캐싱 시스템 구조

1. 제안하는 기법의 구조

빠른 그래  데이터의 처리를 해 그래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 의 연결성

과 과거의 서  그래  사용 이력을 고려하여 서  그

래 의 사용 패턴과 근 빈도를 고려하여 다  계층 

캐싱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인-메모리 캐싱 시

스템 구조는 캐시 매니 와 다  계층 캐시로 나뉜다. 

캐시 매니 는 질의 리 테이블에서 사용된 질의 이력

을 장하고 사용된 질의의 빈도수를 통해 FP-트리를 

구축하여 질의 패턴을 검출한다. 한, 캐싱되는 데이터

들 리를 한 TTL값을 부여한다. 다  계층 캐시는 

Used Data Cache와 Prefetched Cache로 두 개의 계층으

로 나뉜다. Used Data Cache는 이 에 사용되었던 데이

터들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캐싱한

다. Prefetched Cache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번 질

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캐싱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질의 

Q1, Q2, Q3, Q4가 요청이 되었을 때, 각각의 질의에 해당

되는 데이터들은 Used Data Cache에 캐싱된다. 이때 

앞서 발생한 질의와 재 질의에 따라 서  그래  패

턴을 추출하고 각 데이터의 패턴값에 따라 TTL 값을 

부여한다. Prefetched Cache에는 요청된 그래 의 주변 

정  A, B, C, D등의 정 을 캐싱한다. Prefetched 

Cache에서 히트가 발생하 을 때 Prefetched Cache에 

있는 데이터를 Used Data Cache로 이주한다.

그래  질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Used data Cache

와 Prefetched Cache에 요청된 데이터가 있는지 검사한

다. 데이터가 있을 경우 메모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사

용하고 데이터가 없을 경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

온다. 질의에 응답하는 동시에 요청된 질의를 질의 이

력 리 테이블에 질의 정보를 장한다. 질의 이력 

리 테이블을 통해 FP-트리를 생성하고 질의패턴을 통

해 TTL값을 계산하여 Used data Cache에 장되는 데

이터에 TTL값을 부여한다. 질의 처리 차는 [그림 2]

과 같다. 그래  질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먼  

Used Data Cache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Prefetched 

Cache를 확인한다.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디스

크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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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질의 처리 절차

2. 그래프 사용 패턴 관리

다수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서  그래  패턴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재시키기 해 패턴을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패턴에 따라 각 서 그래

 에 가 치를 부여한다. 같이 사용된 이력이 많은 정

들은 높은 가 치를 부여 받아 메모리에 오래 상주하

게 된다.

그림 3. 질의 이력 관리 테이블과 FP-트리

서  그래 의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되는 질의 

정보를 질의 이력 리 테이블에 장한다. 장되는 

질의 정보는 간선의 사용 이력들을 장한다. 질의 

리 테이블은 큐(queue)형식으로 리하며 테이블에 질

의가 가득 찬 경우 질의가 들어온 순서 로 삭제되게 

된다. 질의 이력 리 테이블에 따라 FP-트리가 생성되

게 된다. 테이블을 탐색하면서 빈발된 간선 리스트를 

찾아내고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다. 정렬된 빈발 간선 

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검색을 통하여 질의를 

검색하면서 재귀  호출을 통해 FP-트리를 생성하게 

된다. 질의 이력 리 테이블의 질의 이력을 통해 FP-

트리를 구축을 한다. 구축된 FP-트리에서 사용이력이 

높은 간선들을 찾아내어 패턴 가 치(P)를 추출 해낸

다. [그림 3]은 질의 이력 리 테이블과 FP-트리를 나

타낸다. 질의 이력 리 테이블에는 각 질의가 들어온 

순서 로  질의 정보 {Q1, Q2, Q3, ··· ,Qn}가 장되어 

있다. 질의 이력 리 테이블의 질의 정보를 통해 FP-

트리를 구축하여 패턴 P(f, c, a)에 한 패턴 가 치 값

을 추출 해낸다. 이때 P(f, c, a) 값은  3이 되고 P(f, c, 

a, m, p)의 값은 2가 된다.

3. 그래프 데이터 캐싱

본 논문에서는 캐싱 계층을 Used Data Cache와 

Prefetched Cache로 나  다  계층 캐시 구조이다. 다

 계층 캐시 구조는  계층을 두 개로 나  구조로 자주 

사용된 데이터와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를 각기 다르게 리한다. 각 계층에서 메모리에 재

하는 기 이 다르기 때문에 기 에 따라 각각 다른 캐

시에 장 하여 쉽게 리할 수 있다.

3.1 Used Data Cache

그래  질의가 요청 되었을 때 이 에 사용되었던 데

이터들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Used 

Data Cache는 사용 되었던 데이터를 캐싱하고 자주 사

용 되었던 서  그래 들을 메모리에 오래 상주시킨다.  

질의 리 테이블과 FP-트리를 통해 찾아낸 패턴 가

치(Pattern weight)와 패턴에 포함된 정  수(Number 

of vertex)를 퉁해 TTL값을 부여한다. 패턴 가 치 값

은 FP 트리를 통해 추출된 사용된 간선 빈도를 의미하

고 패턴에 포함된 정  수는 같이 사용된 서  그래

의 크기를 의미하게 된다. TTL 값은 식 (1)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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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래프 질의 및 패턴

[그림 4]와 같이 질의 Q1, Q2, Q3가 존재한다고 할 때 

각 질의의 정 들을 Used Data Cache에 캐싱한다. 

한, 캐시 매니 의 질의 리테이블과 FP-트리를 통해 

패턴 P1을 검출하고 P1의 정 들은 다른 정 들보다 

더 높은 패턴 가 치로 인해 높은 TTL값을 부여 받는

다. [표 1]은 질의Q1, Q2, Q3가 요청 되었을 때, TTL값

을 나타낸 것이다. 근 이력이 높은 P1에 해당하는 정

 A, 정  B, 정 C의 TTL값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α값은 0.3으로 하 다.

Vertexno TTL 값 Vertexno TTL 값
A 3 H 2.2

B 3 I 2.2

C 3 J 2.2

D 2.5 K 0

E 2.5 L 0

F 2.2 M 0

G 2.2

표 1. 패턴 추출에 따른 TTL 값 

3.2 Prefetched Cache

그래  데이터 특성상 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들의 

주변 이웃 정  데이터들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Prefetched Cache에서 요청된 그래 데이터의 주변 

정 들을 캐싱한다. 그래  데이터의 각 간선에는 같이 

사용되었던 데이터의 근 횟수를 장한다. 를 들어, 

A정 과 B정 이 같이 사용된 경우, A정 과 B정 을 

잇는 간선의 근 횟수를 1 증가 시킨다. 질의가 요청 

되었을 때 사용된 데이터의 근 빈도가 높은 주변 정

들을 메모리에 같이 캐싱한다. 그래  데이터의 간선

에 장된 근수를 이용하여 근이력이 높은 Top-k 

개의 정 을 선별하여 메모리에 캐싱한다. 한, 한 홉

의 이웃 정  다  홉의 이웃 정 까지 메모리에 캐싱

한다. 다  홉 이웃 정  캐싱의 경우, 이  홉에서 선

별된 정 의 근이력이 높은 정 을 선별한다. [그림 

5]처럼 질의가 요청 되면 주변 정 들  근이력이 

높은 정 들을 찾는다. k가 2인 경우, 정  G과 정 M

이 선별되어 메모리에 캐싱된다. 반면에 나머지 주변 

정 인 A, D, H는 캐싱되지 않는다. 다  홉을 고려하

을 경우, 정  G의 근 이력이 높은 정  L과 정  

M의 근 이력이 높은 정  O가 선별되어 메모리에 같

이 캐싱된다.

        

그림 5. 그래프 질의에 따른 주변 정점 캐싱

4. 캐시 교체 및 관리 정책

메모리에 데이터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캐싱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 있는 데이터를 축

출시키거나 새로운 데이터와 교체하는 략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특성을 고려한 교체  리 

정책을 제안한다.

Used Data Cache는 사용 되었던 데이터를 캐싱하게 

된다. 질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캐시 미스가 발생하거

나 Prefetched Cache에서 히트가 발생한 경우에 데이터

를 Used Data Cache에 캐싱한다. 이때, 메모리가 가득 

차 있을 경우 캐시 매니 에 의해 부여된  TTL 값을 데

이터 교체 략을 수행하고 캐시 내 데이터를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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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값은 질의가 수행 될 때 데이터의 수만큼 감소되

며, 새로운 데이터가 메모리로 캐싱될 때 새로 캐싱된 

데이터는 TTL값이 가장 낮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새로

운 데이터의 TTL값이 큰 경우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가 교체 이루어지고, TTL값이 낮은 경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히트가 발생하 을 경우 데이터의 

기존의 TTL값을 새로운 TTL값으로 교체시킨다.

Prefetched Cache는 사용된 데이터의 이웃 정 들을 

캐싱하게 된다. FIFO(first in first out)형식으로 캐시를 

리한다. Prefetched Cache에서 히트가 발생하면 

Used Data Cache로 데이터를 보낸다. 동시에, 기존의 

Prefetched Cache내에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다. 만약 

Used Data Cache로의 캐싱이 실패하게 되면 

Prefetched Cache에 재 삽입한다. [그림 6]은 Prefetched 

Cache의 교체 략을 보여 다. 정  V3이 히트가 되었

을 때, Prefetched Cache내의 정  V3은 Used Cache로 

이주가 되어 Prefetched Cache에서 삭재가 된다. 한, 

새로운 데이터 정  Vn+1과 정  Vn+2가 들어옴으로써 

V1이 교체된다.

    

 

그림 6. Prefetched Cache 전략

Ⅳ. 성능 평가

본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 기법의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교체 

략을 LRU[12]방식을 사용한 NYNN[10]과 그래  환

경을 고려한 교체 략을 사용한 CBGA[11]와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 평가 환경은 [표 2]과 같다. 

Intel(R) Core(TM) i5-4460 CPU @ 3.20GHz, RAM 

8.00GB, Microsoft Window 10 64비트 운 체제를 사용

하는 PC에서 자바 로그램을 통해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실험 데이터로는 [표 3]과 같이 Twitter[17], 

Weki-talk[18]와 Youtube[19] 세 가지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 다. 각각의 데이터 집합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와 연결 정보인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청하는 데

이터 수는 1,000~10,000개이다. 요청된 데이터수와 히트

가 발생한 수에 따른 히트율과 질의 요청에 따른 수행 

시간에 해 성능 평가를 진행 하 다. 히트율에 한 

식은 식 (2)과 같다.

  
  

         (2)

구분 내용

프로세서
Intel(R) Core(TM) i5-4460 CPU @ 
3.20GHz

메모리 8 GB

디스크 1 TB

프로그램 언어 Java

표 2. 성능 평가 환경 

구분 정  수 간선 수

Twitter 11,316,811 85,331,846

Weki-Talk 2,394,385 5,021,410

Youtube 1,134,890 2,987,624

표 3. 데이터 집합 

Used Data Cache에서 부여받는 TTL값을 결정하기 

해 임계치 값 α를 결정해야한다. Twitter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1)에서 패턴 가 치 값과 패턴에 포함된 

정  수에 곱해지는 α값을 각각 다르게 하여 히트율이 

높은 결과를 내는 α값을 찾았다. 식 (1)의 α값을 0.1부

터 0.9 까지 0.05단 로 바꿔가며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그림 7]은 변경된 α 값에 따른 히트율에 한 평가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α값이 0.30

일 때 가장 높은 히트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히트율

이 가장 좋은 α = 0.30 을 성능 평가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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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α값에 따른 히트율

[그림 8]은 Twitter, Weki-talk와 Youtube 데이터를 

가지고 히트율에 한 평가 결과를 보여 다. 기존 기

법들인 NYNN과 CBGA를 비교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가장 높은 히트율을 나타내었다. NYNN은 메모리 내의 

데이터를 교체하는데 있어 그래 에 한 특성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 데이터 집합에 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히트율이 나타났다. CBGA는 그래 의 특성

을 고려하 지만 메모리내의 핫 데이터에 해 가 치

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잦은 데이터 교체로 인해 제안

하는 기법보다 낮은 히트율을 나타내었다. 성능평가 결

과, 제안하는 기법의 히트율은 NYNN에 비해  평균 약 

223% 증가, CBGA에 비해 약 129% 증가하 다. 

그림 8. 각각의 데이터 집합에 대한 히트율

[그림 9]은 이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에 따른 수

행 속도에 한 평가 결과를 보여 다. 1,000개부터 

10,000개까지의 데이터를 수행하 다. 제안하는 기법이 

이  기법인 NYNN과 CBGA에 비해 수행 속도 성능의 

우수함을 보여 다. 기존 기법인 NYNN과 CBGA는 주

변 이웃들을 모두 메모리에 캐싱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출력이 많아진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은 Top-k개

의 데이터들을 캐싱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보다 은 수

행시간이 걸렸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시간은 LRU[12]에 비해 평균 약 186%, CBGA[11]에 비

해 약 127% 향상되었다.

그림 9. 데이터 요청에 따른 수행 시간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  그래 의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근 가능성이 높은 서  그래 를 캐싱하는 다  계층 

캐싱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그래  패턴

을 캐시에 용하기 해 그래  데이터의 과거 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질의 이력 리 테이블과 FP-트리를 

통해 패턴을 찾아내었다. 자주 사용되는 서  그래 들

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하여 Used Data Cache에 캐싱한다. 한, 최

근 사용된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들이 사용 될 것을 

측하여 주변 데이터들을 Prefetched Cache에 캐싱한다. 

각각의 캐시에 캐시된 데이터들을 리하고 메모리가 

가득 찰 경우 캐시된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교체를 

수행 하 다. 성능 평가에서는 기존 기법과 비교를 통

해 본 논문의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히트율에서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질의 요청 수가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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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질의 수가 부족하여 질의 이력 리 테이블의 정보

가 충분하지 않아 처리 속도 측면에서 기존 기법과 성

능 차이가 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의 인  네트워크 분석과 바이오 정보 시스템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그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할 수 있

다. 향후 연구로는 요청된 데이터가 을 때에도 기존 

연구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안할 계획이

다. 한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그래  데이터 캐싱 기

법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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