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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반영하여 사용자간의 관계를 사용자 중심으

로 계층적 시각화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하둡(hadoop)과 하

이프(hive)를 이용하여 분산저장 및 병렬로 계산하며, 계산 결과는 D3를 이용하여 계층적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visualization method based on cloud technique which uses internal

relationship of user correlation and external relation of social network to visualize user

relationship hierarchy. The proposed method use hadoop and hive for distribution storing and

parallel processing which the result of calculation visualizes hierarchy graph using D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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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단말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서버에 접근하며,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컴퓨팅 서

비스이다[1].

온라인상에 형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의 정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

인상의 상업 활동의 추천정보나 기타 다양한 분

야의 분석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

다. 이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및 시

각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 중요한 공동체나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네트워크상에서 그

래프로 표현하는 시각화방법이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많은 선호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전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상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를 반영하여 사용자간의 관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계층적 시각화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상관행렬로 계산된 내부

관계정보와 노드 상호작용 정보에 의한 외부 접

근 정보를 이용하여서 사용자중심의 계층적 시각

화방법을 제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하둡

(hadoop)[8]과 하이브(hive)[2]를 이용하여 분산저

장 및 병렬로 시각화 처리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계산결과는 D3[3]를 이용하여 계층적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distribution file

system)과 분산 컴퓨팅을 위한 맵리듀스

(MapReduce)를 포함하여 개발된 분산병렬처리

시스템이다[8]. 하이브는 페이스북이 개발한 하둡

기반의 데이터웨어하우징 시스템으로 SQL과 매

우 유사한 HiveQL이라는 쿼리를 제공한다[8]. D3

는 마이크 보스탁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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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데이터 집합의 문맥 안에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SVG(scalable vector

graphics), Canvas 같은 웹 페이지 요소를 데이터

에 따라 보여주고, 삭제하며,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9].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병렬

시각화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시각화 방법 모듈,

분산병렬 처리 모듈, 시각화 표현 모듈로 구성된

다. 시각화의 클라우드 기반의 병렬처리 과정은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의 시각화 분석을 원하면

시각화 방법 모듈의 그림1(a) 전처리 단계에서 소

셜 네트워크의 XML 자료를 미리 정의된 HiveQL

스키마에 적합한 관계형 자료로 변환한다. 변환된

자료는 분산병렬 처리 모듈의 그림1(c) 하이브를

통하여 그림1(d) 하둡에 분산 데이터로 저장되며,

시각화 방법 모듈의 그림1(b) 시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하이브를 통해 저장된 자료를 하둡에서

분산병렬로 계산한다. 계산결과를 시각화 표현 모

듈인 그림1(e) D3로 보내어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를 계층으로 시각화 표현한다.

그림 1. 클라우드 기반 시각화 방법
Fig. 1 visualization method based on cloud

Ⅲ.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Social Network Generation 사이트의 실

제 소셜 네트워크 자료인 8개의 각기 다른 규모

의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한다[10].

Henry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제시된 시각화 방

법을 평가한다. Henry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각화

에 대한 가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가지 작업에

대한 평가척도를 제시하였다[4].

평가비교는 제안방법인 RH(관계계층; relationship

hierarchy)을 NL, MAT, MatLink, MatTrix 방법

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NL은 Ghoniem의

노드링크에 의한 시각화 방법이며[5], MAT는 매

트릭스에 의한 시각화방법이고[6], MatLink[4]와

Matrix[7]는 Henry가 제안한 노드링크와 매트릭

스의 혼합형 방법이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인 RH가 NL방법에 비하여

22.1%의 가독성이 우수, MAT방법에 비하여

27.2% 우수, MatLink방법에 비하여 18.6% 우수,

MatTrix에 비하여 13.6%가 더 우수하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이전 소셜 네트워크의 시각화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의 내외부관

계를 반영하여 사용자간의 관계를 사용자 중심으

로 계층적 시각화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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