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고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그래프에서 삼각형

을 검색하는 알고리즘과 그 응용을 다룬다. 삼각형은 그래프에

서 서로가 연결된 세 정점의 집합을 의미한다. 삼각형 검색 문

제는 폭 넓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로서 인식되

어왔다. 삼각형 검색 문제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여러 알

고리즘이 제안 되어 왔지만,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웹 등의 크

기가 방대해 기존의 방법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가 사

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맵리듀스를 활용한 분산/병렬 처리를 통

해 대용량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검색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럿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된 알고리즘들을 설

명하고 삼각형 검색의 응용에 대해서 소개한다.

Ⅰ. 서 론

소셜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스팸 사용자들은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에 범람하는 컨텐츠들

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웹에서 스팸 사이트들은 어

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위의 예제들은 모두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찾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래프는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 망을 포함하여 월드 와이

드 웹(WWW), 인터넷, 통화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들

을 정점과 간선으로 표현한다. 그래프에서 삼각형이란 서로 연

결된 세 정점의 집합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

면, 한 사용자에게 두 친구가 있고, 그 두 친구 역시 서로 친구

라면, 이 세 사용자는 친구 망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이룬다.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찾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데이터 마이

닝 분야와 그래프 분석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한 예로, 군집 계수 (clustering coefficient) [1] 는 그래프에

서 한 정점이 이웃 정점들과 군집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로 두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계수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삼각형의 수를 계산해야만 한다. 군집 계수는 소셜네

트워크의 가짜 사용자를 찾아내거나 [2], 웹에서 악의적 페이

지(malicious pages)나 성인 사이트등을 걸러내는 등 [3] 다양

한 방면에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삼각형을 찾는 문제는 네트

워크 스펙트럼 분석(spectral analysis) [4] 과 커뮤니티 탐색

(community defection) [5], 소셜네트워크의 컨텐츠 분석 및 

평가(qualifying quality of contents) 등에도 응용된다 [3]. 이 

외에도 다양한 응용들이 이전 연구들에서 소개되었다 [1][12]

[14][15].

삼각형 검색 문제의 다양한 활용과 그 중요성 덕분에, 사회 과

학, 정보 공학, 전산학 등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

아왔다 [16][17][18].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메모리 알

고리즘 (in-memory algorithm)에 관한 내용으로 [6][7][8],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최근 방대한 크기의 네트워크들을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과 Twitter에는 각각 800만명 1, 300만명 2 이상의 사용자가 활

발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2008년 구글의 발표에 따르면 1 

조 개 이상의 URL이 웹상에 존재 3 한다. 이러한 방대한 네트

워크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 대의 연산장치를 이용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최근, 구글에서 제안한 맵리듀스 

(MapReduce) [9] 와 이의 오픈소스(open-source) 버전인 하

둡(Hadoop) 4 이 분산/병렬 처리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삼각형을 검색하는 알고리즘 역시 최근 몇몇의 연

구자들에 의해 맵리듀스 알고리즘으로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그래프에서 삼각형 검색을 위한 맵리

듀스 알고리즘과 그 응용을 설명한다. Ⅱ 장에서는 삼각형 검

색 문제를 정의하고 기존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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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newsroom.fb.com/company-info

		2	https://about.twitter.com/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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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tp://hadoop.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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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맵리듀스와 하둡에 대한 소개와 맵리듀스 프로그램의 

한 예를 보인다. Ⅳ 장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삼각형 검색을 위

한 맵리듀스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Ⅴ 장에서는 삼각형 검색 

문제의 몇 가지 응용을 소개하고, Ⅵ 장에서 결론과 함께 끝을 

맺는다.

Ⅱ.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

삼각형 검색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모두 열거하

는 문제다. 그래프 G = (V, E) 는 정점 집합 V 과 간선 집합 E 의 

쌍이다. 정점 집합 V 에 포함되는 두 정점 u, v 에 대해서, u 와 

v 를 연결하는 간선은 {u, v} 혹은 {v, u}로 표현되며 이는 정점 

u와 v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삼각형이란 서

로 연결된 세 정점 집합을 의미하는데, 즉, {u, v},  {v, n},  {u, n}
가 간선 집합 E 에 모두 포함될 때 {u, v, n} 은 하나의 삼각형이

다. 즉, 삼각형 검색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1. (삼각형 검색 문제) 그래프 G = (V, E)가 주어졌을 때, 

{u, v},  {v, n},  {u, n} 이 모두 간선 집합 E에 포함되며 u,  v,  n
이 모두 정점 집합 V 에 포함되는 세 정점 집합 {u, v, n}을 모두 

열거하라. 즉,{{u, v, n} | {u, v}, {v, n}, {n, u}  ∈  E, u, v, n  ∈  V}를 구

하라.

<그림 1> 은 12 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그래프의 한 예이다. 이 

그래프에는 총 5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며, 삼각형 검색 문제의 

결과는 {{1,2,3}, {3,4,6}, {4,5,6}, {3,6,7}, {6,7,10}} 이다.

삼각형 검색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수 년에 걸쳐 제

안되었다[6][7][8]. 정점 순회 알고리즘(Vertex iteration 

algorithm)과 간선 순회 알고리즘(Edge iteration algorithm)

이 대표적이다. 한 정점 u ∈ V 와 연결된 모든 정점 집합을 

N(u)로 표현하고 이웃 정점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즉, N(u) = 

{v  ∈  V | {u,  v} ∈ E}. 정점 순회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 u ∈ V 

를 순회하며 모든 가능한 v, n ∈ N(u) 에 대해 {v, n} 이 간선 집

합 E 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되면 {u, v, n}을 출력한다. 

간선 순회 알고리즘은 모든 간선 {u, v} ∈ E 를 순회하며 n ∈ N 
(u) ∩ N (v) 인 모든 n에 대해 {u, v, n}을 출력한다.  가 모

든 정점에 대해 최대 이웃 정점 집합의 크기를 의미할 때, 두 알

고리즘 모두 같은 시간 복잡도  를 갖는다. 두 알

고리즘 모두 한 삼각형을 세 번씩 출력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는 정점 집합 V가 순완전순서(static total order)를 만족하도록 

정점에 순서를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정점의 순서를 

이웃 정점 집합의 크기로 정하면 두 알고리즘 모두   

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정점 순회 알

고리즘과 간선 순회 알고리즘의 변종인 Forward, Compact 

Forward [7], NodeIterator+ [10], NodeIteratorN [11] 등의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들이 제안 되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간 

복잡도   를 갖으며 입력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서로 

약간의 수행시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메모리의 크기가 무한대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

에, 근래에 생성되는 방대한 크기의 그래프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메모리 크기보다 큰 그래프를 처리하기 위한 한 가

지 방법은 분산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일은 결함 내성, 동기성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맵리듀스는 프로그래밍 모델에 

몇 가지 제한을 둠으로써 이러한 분산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쉽

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Ⅲ. 맵리듀스와 하둡

맵리듀스 [9] 와 그의 오픈소스 버전인 하둡은 대용량의 데이

터를 분산된 연산장치에서 병렬로 처리를 위해 제안된 소프트

웨어 프레임워크이다. 맵리듀스라는 이름은 함수형 언어들에 

자주 등장하는 맵(map) 함수와 리듀스(reduce) 함수로부터 유

래되었다. 맵리듀스를 통해 분산/병렬 컴퓨팅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만을 설계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맵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연산장치에 분배하도록 데이

터를 변형하는 역할을 하고, 리듀스 함수는 분배된 데이터를 처

리하는 역할을 한다. 맵리듀스는 맵 단계(map step), 셔플 단계

(shuffle step), 리듀스 단계(reduce step)의 세 단계를 거쳐 진

행된다.

맵 단계에서는 각 연산장치에서 맵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그림 1. 입력 그래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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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적으로 처리한다. 데이터는 한 줄씩 맵 함수에 전달되고, 

맵 함수는 이 한 줄을 처리하여 <키;값>의 쌍을 출력한다. 출력

되는 <키;값>의 쌍은 0개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맵 함수에 따라 다르다.

셔플 단계에서는 맵 단계에서 출력한 모든 <키; 값> 쌍들 중, 

같은 키를 갖는 값들이 한데 모인다. 즉, <키;값 집합> 의 형태

로 데이터가 변형되어 출력된다.

리듀스 단계에서는 각 연산장치에서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 데

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한다. 맵 함수의 입력은 셔플 단계에서 

출력된 <키; 값집합>이고, 리듀스 함수는 이를 처리하여 <키; 

값>들을 출력한다. 맵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듀스 함수에 따라 

출력되는 <키; 값>의 쌍이 없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그림 2> 는 맵리듀스를 이용한 단어 수 세기 예제이다. 이 

예에서는 세 개의 매퍼(mapper)와 세 개의 리듀서(reducer)가 

있고, 입력 데이터의 각 줄이 한 매퍼에서 실행 되며 셔플로부

터 출력된 <키; 값 집합>들이 각 리듀서에서 하나씩 입력으로 

주어질 때를 가정한다.

Ⅳ. 대용량 그래프에서 삼각형 검색을 

위한 맵리듀스 알고리즘

최근 몇 년 사이에 삼각형 검색을 위한 맵리듀스 알고리즘이 

여럿 제안되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제안된 맵리듀스 삼각형 검

색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Cohen 알고리즘 [12]

처음 소개할 알고리즘은 정점 순회 알고리즘을 맵리듀스 알고

리즘으로 변형 한 것으로, 연구자의 이름에 따라 Cohen 알고리

즘이라 부른다. Cohen 알고리즘은 두 번의 맵리듀스 작업을 필

요로 한다. 첫 번째 작업의 맵 함수에서는 간선 하나를 입력으

로 받아 순서가 낮은 정점 u ∈ V 를 키로, 순서가 높은 정점 v ∈ 

V 를 값으로 하는 < u; v > 쌍 하나를 출력한다. 리듀스 함수에

서는 한 정점 u ∈ V 을 키로, 그 정점의 이웃 정점들 중 순서가 

높은 정점들의 집합   을 값으로 하는 < u;   > 쌍 

하나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v, n ∈  이고 v 이 n 보

다 순서가 낮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v, n) 을 키로, u 를 값으

로 하는 < (v, n), u > 쌍을 출력한다. 즉,  에 포함된 정점

의 수를 d 라 할 때   개의 쌍을 출력한다. 

이 키 값은 정점 v 와 n 이 정점 u 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의

미하며, 만일 간선 {v, n} 이 간선 집합 E 에 포함된다면 u, v, n
은 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Cohen 알고리즘의 두 번째 맵리듀스 

작업은 정확하게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동작한다. 두 번째 작

업의 맵 단계의 입력은 입력 그래프의 간선 집합과 첫 번째 작

업의 결과물을 모두 받는다. 즉, 맵 함수는 간선 하나 또는 첫 

번째 작업의 결과물 중 한 < (v, n), u > 쌍을 입력으로 받는다. 

만일 맵 함수의 입력이 간선이고, 간선의 두 정점 중 u 가 순서

가 낮은 정점, v 가 순서가 높은 정점이라면, (u, v) 를 키, 특수 

문자(예를 들면 $)를 값으로 하는 < (u, v) ; $ > 쌍을 출력한다.  

만일 맵 함수의 입력이 첫 번째 작업의 결과물 < (v, n); u > 쌍 

이라면 그대로 출력한다. 리듀스 함수에서는 정점 쌍 (u, v)를 

키로, 집합 C ⊆ V ∪ {$} 를 값으로 하는 < (u, v), C > 를 입력

으로 받는다. 만일 C 가 특수문자 $ 를 포함하면 각각의 n ∈ C \ 
{$} 에 대해서 {n, u, v} 를 출력하고, $ 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에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특수문자  $ 는 키의 두 정점 u, 
v 에 대해서, 간선 집합 E에 {u, v} 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

고, C 에 포함된 각 정점은 u, v 를 연결하는 형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 가 있을 경우에는 C 에 포함된 모든 정점 n 에 대해서 

삼각형 {n, u, v} 를 이루는 것이다.

정점 순회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정점의 순서를 이웃 정점 

집합의 크기로 정하면 Cohen 알고리즘 역시 총   의 

연산량을 나타낸다. 하지만, 첫 번째 작업의 결과 데이터의 크

기 역시   이며, 이는 두 번째 작업의 셔플 단계에서 

역시   의 데이터가 셔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입/

출력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 중간 데이터가 폭증(intermediate 

data explosion)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맵리듀스 알고

리즘임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정점이 메모리에 들어차지 못

하는 매우 많은 이웃 정점을 가질 경우에 이 알고리즘은 해당 

그래프를 처리할 수 없다.

GP 알고리즘 [10]

GP알고리즘은 그래프 분할(Graph Partitioning) 기법을 사

그림 2. 맵리듀스 단어 수 세기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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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삼각형을 검색한다. 삼각형은 세 정점 집합이기 때문

에, 그래프의 정점 집합 V 를 2 이상인 p 개의 부분 집합으

로 나눌 경우에, 한 삼각형의 세 정점은 최대 세 개의 부분 집

합안에 반드시 포함된다. GP 알고리즘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

하여 삼각형을 검색한다. 그래프의 정점집합 V 를 서로 독립

적인 p 개의 부분 집합   으로 나누고, 이 부

분 집합들을 세 개씩 조합하여 조합된 정점 집합들로부터 유

도된 서브 그래프 (vertex-induced subgraph) 를 만든다. 유

도 서브 그래프는, 그래프 G = (V, E) 와 부분 정점 집합 V' ⊆ 
V 이 주어졌을 때, V' 를 정점 집합으로 하며 간선 집합 E 에서 

간선의 두 정점이 모두 V' 에 포함되는 모든 간선의 집합 E' 를 

간선 집합으로 하는 그래프  G' = (V', E') 이다. 이 때, 세 정

점 집합   의 합집합에서 유도된 서브 그래프를 

 로 표현하며, p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총   개의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 

진다. 각 서브 그래프에서 기존의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을 수행

하면 모든 삼각형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다. <그림 3> 은 <그림 

1> 의 입력 그래프가 4 개로 분할된 경우를 표현하는 예제이다. 

<그림 4> 는 GP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지는 서브 그래프들의 

예제이다. 

GP 알고리즘에서 맵 단계는 입력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들로 

나누는 일을 하고, 리듀스 단계에서는 서브 그래프들을 입력으

로 받아 기존의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맵 함수는 

한 간선 {u, v} 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간선이 포함되는 서브 그

래프를 나타내는 {i, j, k} 를 키로 하고 해당 간선을 값으로 하

는 < {i, j, k}; {u, v} > 를 출력한다. 간선의 정점이 어떤 부분 

정점 집합에 포함되는지는 임의의 해시 함수(hash function) h: 
V → [p] 에 의해 결정된다. 해시 함수 h 는 정점 u ∈ V 를 입력

으로 받아 0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은 정수 (즉, [p])를 출

력한다. 즉, h(u)는 정점 u 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번호를 나

타내며, 달리 표현하면 정점 u 가 부분 정점 집합   에 포

함됨을 뜻한다. 리듀스 함수는   를 입력으로 

받아   에 존재하는 삼각형을 모두 출력한다.

m 을 하나의 리듀스 함수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크기

라 할 때, 부분 정점 집합의 수인 p 는  로 정

해진다. 그래프 G = (V, E) 에서 E 의 간선 중 두 정점 u, 
v  가 각각  에 포함되며 u 의 순서가 v 의 순서보

다 우선하는 모든 간선의 집합을  라 하면, 즉  = 

, 총  개의  가 존재한

다. 모든 간선은 하나의  에 포함되므로, 간선이 고르게 분

포된다고 가정하면 한  는 |E|/  개의 간선을 포함하게 된

다. 서브 그래프  의 간선 집합  는  

의 합집합이므로, 한 서브 그래프는 9|E|/  의 간선 수를 가진

다. 서브 그래프에서 기존의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을 수행하려

면 모든 간선이 메모리에 들어가야 하므로 한 간선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크기를 e 라 할 때 9|E|e/  ≤ m  가 성립 되어야 

한다. e 는 상수이므로 p = )라 할 수 있다.

GP 알고리즘의 리듀스 함수에서는 기존의 어떤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 서브 그래프의 간선의 수는 

9|E|e/  이므로, O( ) 의 복잡도를 보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서브 그래프를 처리하는데 드는 작업 량은 O(( 
/  ))이다. 총 p(p - 1)(p - 2)/6  =  O(  ) 개의 서브 그래

프를 처리해야 하므로, 전체 필요한 작업의 수는 O(( /

그림 3. 그래프 분할 예제

그림 4. GP 알고리즘 유도 서브그래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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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 O(  ) 으로, GP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

즘과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간선 집합 E에 포함된 간선 {u, v} 의 두 정점이 동일한 부분 

정점 집합에 포함되는, 즉 {u, v} ∈ , 내부 간선(inner-edge)

은 맵 함수에서  번 중복하여 출력 되고, 

u 와 v 가 다른 부분 정점 집합에 포한되는 외부 간선(outer-

edge)은 p - 2 번 출력된다. E 에 포함되는 내부 간선의 수

의 기대값은  이고, 내부 간선이    번 

출력 되므로, 맵 단계는 내부 간선을  번 출력한

다. 외부 간선 역시 비슷한 계산 방법으로   번 출

력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셔플 단계에서 셔플되는 간선의 수가 

 라는 것을 의미하며, p 를   로 

설정하면  가 된다. Cohen 알고리즘에 비해 

GP는 중간 데이터의 크기가   의 요소만큼 적다. 

하지만, 내부 간선이 맵 함수에 의해 O( ) 번이나 중복되어 출

력된다는 점과, 내부 간선들로만 이뤄진 삼각형이 리듀스 함수

들에서 O( ) 번 중복하여 출력되는 등의 단점을 지닌다.

TTP 알고리즘 [13]

TTP 알고리즘은 GP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그래프 분할 기

법을 사용하여 삼각형을 검색한다. GP 알고리즘의 단점인 내부 

간선의 중복 출력 문제를 삼각형의 유형(Triangle Type)을 고

려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래프 G = (V, E)의 정점 집합 V 가 

p 개의 부분 집합   으로 분할 되었을 때, 삼각

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 삼각형의 모든 정점이 동일한 부분 정점 집합에 속한다.

유형 2. 삼각형의 모든 정점이 두 부분 정점 집합에 속한다.

유형 3. 삼각형의 모든 정점이 모두 다른 부분 정점 집합에 속한다.

GP 알고리즘은 유형 1과 유형 2의 삼각형을 불필요하게 중복

하여 계산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유형의 삼각형

을 계산하는데 있어 부분 정점 집합이 하나 혹은 두 개만 있으

면 되는데 반해 GP 알고리즘은 무조건 세 개의 부분 정점 집합

을 조합한 서브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TTP 알고리즘은 유형 1과 유형 2의 삼각형을 두 개의 부분 정

점 집합  에서 유도된 서브 그래프  에서 

검색하고, 유형 3의 삼각형을 세 개의 부분 정점 집합에서 유도

된 내부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서브 그래프  

에서 검색한다. 즉,  는  의 합집합이

고,  는  의 합집합이

다. 유형 1 과 유형 2 의 삼각형을 별도로 계산함으로써 유형 3 

의 삼각형 검색이 내부 간선 없이 외부 간선 만으로 가능해진

다. 유형 1의 삼각형을 부분 정점 집합 하나에서 유도된 서브 그

래프에서 찾지 않는 이유는, 유형 1의 삼각형을 이러한 방식으

로 모두 검색을 하였더라도, 유형 2의 삼각형을 검색 할 때, 유

형 1의 삼각형이 다시 검색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림 5> 는 TTP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 그래프들의 예제

이다. <그림 5 (a)>에 나열된 6 개의 서브 그래프에서 유형 1과 

유형 2의 삼각형을 검색하고, <그림 5 (b)>에 나열된 4 개의 서

브 그래프에서 유형 3의 삼각형을 검색한다.

TTP 알고리즘의 맵 단계는 GP 알고리즘의 맵 단계와 마찬가

지로 입력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들로 나누는 일을 하고, 리듀스 

단계 역시 서브 그래프들을 입력으로 받아 기존 알고리즘으로 

그림 5. TTP 알고리즘 유도 서브그래프 예제

(b) 유형3 삼각형 검색을 위한   서브 그래프

(a) 유형 1과 유형2 삼각형 검색을 위한  서브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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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을 검색한다. 맵 함수는 한 간선 {u, v} 를 입력으로 받

아 해당 간선이 포함되는 서브 그래프를 나타내는 {i, j, - 1} 혹
은 {i, j, k} 를 키로 설정한다. 여기서 키 {i, j,-1} 은 를, 키 

{i, j, k} 는  를 의미한다. 값은 각 그래프의 입력 간선 이다. 

h(u)를 정점 u가 속한 분할의 번호라고 하면, 입력 간선이 내부 

간선인 경우, 즉 h(u) = h(v) 인 경우, 맵 함수는 i < h(u) < j 
를 만족하는 모든 i 와 j 에 대해서 < {h(u), j, -1}; {u,v} > 와 

< {i, h(u), -1};  {u, v} > 를 출력한다. 입력 간선이 외부 간선

인 경우, 즉 h(u) ≠ h(v) 인 경우, h(u) 와 h(v) 중 더 큰 값을 

high, 낮은 값을 low라고 했을 때, i < low < j < high < k 를 

만족하는 모든 i, j, k 에 대해 < {i,low,high};  {u,v} >, < {low,j, 
high}; {u, v} >, < {low, high, k}; {u, v} >, < {low, high,-1}; 

{u, v} > 를 출력한다. 리듀스 함수는 < {i, j, -1};  > 또는 

< {i, j, k};  > 를 입력 받아 기존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으로 

삼각형을 모두 출력한다.

부분 정점 집합의 수 p 는 GP 알고리즘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정해진다. 서브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9|E|/
가 아닌 6|E|/  혹은 4|E|/ 의 간선이 존재한다는 점 만을 

주의하면 GP 알고리즘에서 p를 정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TTP 

알고리즘의 맵 단계에서는 내부 간선과 외부 간선 모두 p - 1
번 출력 된다. 또한 GP 알고리즘에서는 유형 2의 삼각형이 p - 

2번, 유형 1의 삼각형이 (p - 1)(p - 2)/2 번 중복하여 출력되

는데, TTP 알고리즘에서는 유형 1 의 삼각형 만이 p - 1번 중

복하여 출력된다. 즉, 맵 단계에서 출력되는 간선의 수는 |E|(p 

- 1)로, GP 알고리즘이 출력하는 간선의 수   

에 비해   배 적다.

TTP 알고리즘은 GP 알고리즘의 중복 현상을 삼각형 유형을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하지만, TTP 알고리즘 

역시  만큼의 데이터가 셔플되어야 하고, 이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 |E|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간 데이

터의 폭증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CTTP 알고리즘 [19]

Cohen, GP, TTP 알고리즘 모두 중간 데이터 폭증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 알고리즘 모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맵리듀

스 작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에 근거하여, CTTP 알고리즘은 다단계 접근법(Multi-round 

approach)를 통해 중간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한다. 맵리듀

스 시스템의 모든 연산 장치에 대한 전체 가용 메모리 크기를 

M 이라고 했을 때, 셔플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M보다 작게 하는 

것이 CTTP 알고리즘의 목표이다.

CTTP 알고리즘은 TTP 알고리즘과 동일한 서브 그래프들을 

생성하고, 각 서브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검색한다. TTP 알고

리즘과의 차이점은, TTP 알고리즘은 모든 서브 그래프를 하나

의 맵 리듀스 작업에서 모두 처리하는 반면에, CTTP 알고리즘

은 여러 맵리듀스 작업에서 나누어 처리한다. CTTP 알고리즘

에서 총 맵리듀스 작업의 수를 R 이라고 할 때, TTP 알고리즘

의 맵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이므

로 /R<M 이 만족되도록 R을  
M) 으로 설정한다. 그리하여, 각 맵리듀스 작업에서는 O(M)의 

데이터를 셔플하게 된다.

CTTP 알고리즘에서 삼각형을 검색해야 하는 서브 그래프의 

수를 K라 하면, K는   서브 그래프의 수  과 서브 그

래프의 수   의 합인   이다. CTTP는 매 맵리

듀스 작업마다 K/R개의 서브 그래프를 처리한다. r번째 맵리듀

스 작업에서 어떤 서브 그래프들을 처리할 지는 다음과 같이 정

해진다.

i<j<k  이면서, i+j+k≡r  mod  R  인 모든 i, j, k에 대해서 

 는 r번째 맵리듀스 작업에서 처리된다.

i < j  이면서 i + j ≡ r  mod  R  인 모든 i, j  에 대해서   는 

r번째 맵리듀스 작업에서 처리된다.

CTTP 알고리즘의 맵 단계에서는 TTP 알고리즘의 맵 단계와 

같은 일을 하지만, 각 r 번째 맵리듀스 작업에서 처리되는 서

브 그래프만을 리듀서에 전달해야한다. 맵 함수는 간선 {u, v}
를 입력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h(u) 와 h(v)가 다른 경

우, h(u) 와 h(v) 중 큰 값을 high, 작은 값을 low라 할 때, i < 
low < j < high < k 를 만족하면서 i ≡ r–low–high  mod  R, 
j ≡ r–low–high  mod  R, k ≡ r–low–high  mod  R 를 만족하

는 모든 i, j, k 에 대해서 < {i, low, high}; {u, v} >, < {low, j, 
high}; {u, v} >, < {low, high, k}; {u, v} > 를 출력한다. 또한, 

low+high≡r  mod  R 을 만족한다면 < {low, high, -1};  {u, 
v} > 도 출력한다. 만일 h(u)와 h(v) 가 같을 경우, i < h(u) 
< j 를 만족하면서 i ≡ r–h(u)  mod  R, j ≡ r–h(u)  mod  R 를 

만족하는 모든 i, j 에 대해서 < {i, h(u)}, {u, v} >,  < {h(u), j}, 
{u, v}> 를 출력한다. 리듀스 함수는 TTP 알고리즘과 마찬가지

로  또는  를 입력 받아 기

존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으로 삼각형을 모두 출력한다.

CTTP 알고리즘은 TTP 알고리즘과 완전히 동일한 서브 그래

프들에서부터 삼각형을 검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TTP와 마찬

가지로 총 작업의 양은 O(  ) 로 알려진 가장 빠른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과 동일한 복잡도를 갖으며, 다단계 접근법을 통해 

매 맵리듀스 작업마다 셔플되는 데이터의 수를 O(M)으로 줄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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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중간 데이터 증폭 현상을 없앴다. 단, CTTP 알고리즘은 매 

맵리듀스 작업마다 전체 데이터를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지만, 데이터를 한번 읽는 작업은 삼각형을 검색하는 작업

이나, 데이터를 셔플 하는 시간에 비해 부하가 크지 않다. 

Ⅴ. 삼각형 검색의 응용

본 장에서는 삼각형 검색 문제를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웹 

그래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다음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친구 망 (friendship network):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와, 

이들 간의 친구 관계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이용자를 정

점으로, 친구 관계를 간선으로 하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

다. 예를들면, Facebook에서는 사용자들의 친구 관계가, 

Twitter에서는 follow 관계가 친구 망으로 표현된다.

• 구독 망 (subscription network):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서는 사용자가 글이나 사진 등의 컨텐츠를 서비스에 게시한

다. 다른 사용자는 이와 같은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Facebook에서 사용자들은 ‘좋아요’ 기능을 이용해 

특정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고, Twitter 역시 

‘retweet’이라는 유사한 기능이 있다. 즉, 구독 망은 사용자

와 컨텐츠가 정점이고,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을 간

선인 그래프로 표현된다. 

다음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에 삼각형 검색을 활용한 

사례이다.

스팸 사용자 탐지 [2]: 친구 망 데이터에서 군집 계수를 활용

하여 스팸 사용자들은 탐지할 수 있다. 스팸 사용자는 광고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

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일

반 사용자와는 달리, 이러한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

기 때문에, 서로서로 친구일 확률이 낮다. 다시 말하면, 낮은 군

집 계수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와 스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컨텐츠의 질 측정 [3]: 기존에는 컨텐츠가 구독된 수를 기준으

로 컨텐츠의 질을 평가하였지만, 이 방법에는 한가지 맹점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많은 사용자에

게 동시 다발적으로 특정 컨텐츠를 홍보한다면 (즉, 스팸), 이 

컨텐츠는 낮은 질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 수 

덕분에 좋은 질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

구 망과 구독 망을 합친 복합 망에서 군집 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컨텐츠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홍보성 컨텐츠

의 경우, 구독자가 많을 지라도, 구독자 사이에 관계가 없기 때

문에 서로 친구일 확률이 낮다. 즉, 낮은 군집 계수를 보이는데, 

일반적인 컨텐츠의 경우에 게시자 혹은 구독자의 주변인들이 

마찬가지로 구독을 하게 되어 높은 군집 계수를 보이는 것과 상

반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컨텐츠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웹 그래프 분석

웹 그래프는 웹에서 페이지 혹은 사이트를 정점으로 하고, 페

이지들 사이의 하이퍼링크를 간선으로 하는 그래프다. 다음은 

웹 그래프에서 삼각형 검색을 활용한 사례다.

스팸 페이지 검출 [3]: 구글, 네이버 등과 같은 웹 검색 서비

스들은 사용자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를 포함하는 웹 페이

지들 중에 순위가 높은 순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페이지들

의 순위는 PageRank 등의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스팸 페이

지는 PageRank와 같은 페이지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속여 자

신의 페이지의 순위를 높게 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잘 노출되도

록 한다. 이러한 스팸 페이지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삼각형 검색

이 활용된다. 스팸 페이지들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서로가 서

로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페이지들에 비해 

많은 삼각형을 포함하게 된다. 비 정상적으로 많은 삼각형을 갖

는 페이지들을 검출함으로써 스팸 페이지를 판별해 낼 수 있다. 

웹 테마 검색 [15]: 웹 상에서 특정 주제를 갖는 사이트를 찾

그림 6. 웹 테마 검색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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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 위해서 삼각형 검색이 활용된다. <그림 6>은 ‘탱고’에 관

한 사이트 A 와, 이 사이트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사이트 B, 

C, D를 표현한 예제이다. 이 예에서 사이트 B와 D는 A와 마찬

가지로 ‘탱고’에 관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

결되어있다. 반면, 사이트 C는 B, D와는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들 사이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같은 주제를 다

루는 사이트의 경우는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

이 높지만, 연관이 없는 주제를 다루는 사이트들은 서로 연결되

어 있을 확률이 낮다. 즉, 같은 주제를 다루는 사이트들은 서로 

연결되어 삼각형을 이룬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특정 사이트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삼각형 검색이 활

용될 수 있다. 더욱이, 사이트가 포함되는 삼각형의 수에 따라

서 사이트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그래프에서 삼각형 검색을 위한 맵리듀스 

알고리즘과 그 응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Cohen 알고리즘은 정점 

순환 알고리즘을 변형한 맵리듀스 알고리즘이고, GP 알고리즘은 

그래프 분할 기법을 활용하여 Cohen 알고리즘에서의 중간 데이터 

증폭 문제를 줄였다. TTP 알고리즘은 삼각형 유형을 고려함으로서 

GP 알고리즘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출력을 줄였으며 CTTP 알고리

즘은 다단계 접근법으로 중간 데이터 증폭 현상을 해결하였다.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그

래프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프에서 삼각형을 검색하여 소셜네트

워크의 가짜 계정, 스팸 계정들을 검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외부 메모리 알고리즘, 분

산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들이 제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 중인 컴퓨팅 환경에 발맞춰 개

선된 삼각형 검색 알고리즘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

러한 알고리즘들의 활용으로, 최근 급속히 크기가 증가하는 다양

한 네트워크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형데이터 

검출(anomaly detection)을 통한 데이터 마이닝의 활성화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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