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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혹

은 데이터 운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조가 보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이런 표준화가 초기에 

있고 모델링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

에 따라 같은 데이터로도 다양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정점과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경로 탐색 중심으로 데이터를 조직한다.

그래프는 개체를 정점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실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식으

로 나타낸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개체간의 연결 

관계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체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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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탐색에서 논리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기

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간의 

단순 연결이 아닌, 연결 관계에도 라벨과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함으로써 개체 간의 관계에도 세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범용적 표현 구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

터 설계자마다 다른 접근의 그래프 모델링을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그래프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

를 가장 단순하게 변환하여 그래프 모델에 적용한 

모델, 관계형 데이터를 업무적 관점에서 그래프 모델

로 재구성한 모델, 그래프 모델을 RDF 모델처럼 정

규화 하여 분할한 모델이다[1,2].

그래프 모델링을 처음 접하는 데이터 설계자는 기

존 모델링이 다양한 만큼 오히려 어떤 모델을 사용해

야 할지 혼돈이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그래프 모델의 쿼리 성능을 비교하고 결과를 제공함

으로써 그래프 모델에 따른 쿼리 실행에 대한 응답 

속도의 차이를 통해 각 모델의 효율성이 얼마나 극대

화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능 측정에 쓰인 데이터 세트는 Northwind로 데

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 세

트를 각각의 모델에 맞게 마이그레이션 하였다. 실험

은 정확성을 위하여 모든 쿼리를 20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래프 모델

링 기법에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목적에 적합한 모델

링을 선택하는 것에 안내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  론

2.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목적은 데이터베

이스 내에 이상이 있는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데이

터가 불일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구조

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 제1 정규형에서 제5 정규형

을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단일 테이블은 수많

은 작은 테이블로 분할되어 어떤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가에 대한 구조화를 갖춘다.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프

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에는 중복성 및 일치하지 않

는 종속성을 제거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유연성을 높

이는 동시에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규칙에 따

라 테이블을 만들고 해당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

는 작업이 포함된다. 데이터가 중복되면 디스크 공간

이 낭비되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중복된 정보로 인해 갱신 이상이 발생하게 되며, 여

러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위치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변

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

를 한다[3].

2.2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정점과 간선의 집합으로 

이뤄진다. 보다 쉽게 표현하면 정점들의 연결하는 간

선은 정점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래프는 개체를 

정점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실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식으로 나타낸다. 이러

한 범용적 표현 구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준다[4].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그래프는 특정 엣지의 유

형 또는 전체 그래프를 전반을 통하여 트래버스 될 

수 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드 간의 관계는 

쿼리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조인 또는 관계를 트래버스하는 속

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

의 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관계를 신속하게 쿼리해야 

하는 소셜 네트워킹, 추천 엔진, 이상 탐지 등의 사용 

사례에 유용하다[5].

2.3 선행 연구-Arango의 성능 측정

Arango의 테스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자 프로필

과 관계를 사용했다.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

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그보다는 소셜 네트워크에 

적합한 쿼리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단일 읽기 

및 쓰기 프로필을 수행하고, 연령 분포에 대한 개요

를 얻기 위해 집계를 계산하거나, 이웃의 이웃 관계

를 요청하거나, 최단 경로 등의 쿼리를 사용하였다.

이 쿼리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과 상관

없이 테스트를 거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특수 솔루션과 다중 모델 데이

터베이스 간에 성능을 비교할 수 있었다[6].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는 ArangoDB, MongoDB,

Neo4j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슬로바키아의 소셜 네

트워크 스냅 샷이며 Stanford University SNAP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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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션에서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사람들을 묘사하

는 1632803 개의 정점과 그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30622622개의 간선을 포함한다. 테스트를 위해 워크

로드를 처음부터 5회 실행하여 결과를 평균화 하였

다. Fig. 1은 테스트 결과이다[6].

2.4 Hongcheng Huang의 성능 측정

Hongcheng Huang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Neo4j를 통해 쿼리 성능 측정을 하였다. 그래프 모델 

기반의 Neo4j 데이터베이스는 구현 시 일반적인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다르다. Neo4j는 세 가지 쿼리 

방법을 제공하며 데이터 크기, 쿼리 복잡성, 쿼리 번

호 등 여러 차원에서 쿼리 성능을 평가했다. 결과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성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7].

Neo4j의 쿼리 메서드에는 Java Core API, Trav-

erser Frame Work 및 Cypher 쿼리 언어가 포함된

다. Neo4j의 쿼리 시간은 100 개의 객체 데이터 세트

에서 MySQL보다 2∼5배, 500 개의 객체 데이터 세

트에서 15∼30 배 더 낮았다. 그리고 그래프 모델이 

관계형 모델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또한, Neo4j가 

독립형 모드보다 임베디드 모드에서 실행될 때 쿼리 

성능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 마지막에서는 데이

터 크기, 관계의 복잡성 및 쿼리 안정도 등 다양한 

쿼리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했다. Fig. 2는 테

스트 결과이다[7].

3. 테스트 모델

3.1 Neo4j의 그래프 모델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은 사용자가 노드와 속성 및 

레이블이 있는 관계로 연결된 그래프로 임의의 도메

인을 설명하는 프로세스이다. Fig. 3의 그래프 데이

터 모델은 Cypher 쿼리 형식의 질문에 응답하고 그

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여 비즈

니스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8]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

(a)

(b)

Fig. 1. Arango’s performance test. (a) Result chart. (b) Result table.



1039관계형데이터를 이용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별 구조 분석과 쿼리 성능 비교 연구

링과 유사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규화 된 

테이블 구조에 맞게 데이터 모델을 수정하는 대신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데이터 모델은 유스 케이스와 사용자

가 데이터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 유형에 따라 고유하

다. 이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일률적인 방식

이 없다. 모범 사례와 신중한 모델링을 사용하면 프

로세스와 사용 사례에 도움을 주는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했다[8].

3.2 AgensGraph의 그래프 모델

AgensGraph의 그래프 모델은 테이블을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열은 그

래프 모델에서 속성을 가진 정점으로, 테이블명은 정

점 레이블과 간선 레이블로 하여 Northwind 데이터 

세트의 그래프 모델을 Fig. 4로 표현했다[9].

그래프 모델과 관계형 모델의 가장 큰 차이 중 하

나는 그래프 모델이 관계형 모델과는 다르게 현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관계형 모델은 복잡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공해 표 형태의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각 객체 간에 

관계가 맺어진 형태이고, 유사한 객체끼리의 묶음이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그래프 모델의 

데이터 구현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9].

3.3 Lance Gutteridge의 그래프 모델

Fig. 5의 양식 노드의 속성은 명명된 값, 즉 필드의 

목록이다. 필드에 명명된 값 컬렉션의 목록이 될 수 

있는 벡터 유형 필드가 있다. 이들은 하위 양식의 모

음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각 품목에는 제품 코드, 수량 

및 가격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는 양식이 기본적으

로 하위 노드이며, 양식 자체로서 기본 노드를 가지

며 하나 이상의 첨부된 노드 콜랙션이 있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위 그래프는 유형이 동일하

Fig. 2. Hongchaen Huang’s performance test.

(a) (b)

Fig. 3. Neo4j’s graph model (a)Graph database ERD. (b)Grap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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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하위 양식 모음의 각 멤버는 다른 멤버와 속성

이 동일하다. 각 양식은 실제로 하위 그래프를 정의

했다. 일부 양식에는 상세 선이 없으므로 단일 노드

이다[10].

Fig. 5에서 검은 색 화살표 속성은 다른 형식의 

식별자일 수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서 고유 ID로 수행된다. 녹색 화살표는 양식의 식별

자는 다른 식별자로 구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원장에 별도의 계정과 목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계

정 원장 코드 앞에 지점 ID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식에서 ID로 참조되는 양식으로 연결된다. 빨간색 

화살표는 양식 노드와 해당 양식의 세부 라인 목록 

간의 관계이다. 각 디테일 라인은 또한 노드이며 폼

의 최상위 레벨에 연결된다. 파란색 화살표는 상세 

선에서 양식의 상단까지의 연결이다. 디테일 라인은 

속성으로 폼 코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폼과 연

결될 수 있다[10].

3.4 테스트 데이터 세트(Northwind)

Fig. 6은 Northwind 데이터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툴의 화면이다. Northwind는 Microsoft에서 제공하

는 샘플 데이터 세트로 가상의 상거래 업체의 비즈니

(a)

(b)

Fig. 4. AgensGraph’s graph model (a)Graph model. (b)Relationship database ERD.



(a) (b)

Fig. 5. Lance Gutteridge’s graph model (a) Real world data. (b) Graph model.

Fig. 6. Northwind data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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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모델링하였다. 세계적으로 특정 물품을 수출입

하는 기업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제작되었다. 따라

서 제품의 공급자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데이

터가 탑재되어 있다. 매우 간단하고 관련성이 높은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 도구이다.

주문에는 고객과 직원이 있으며 다대일 관계이다. 주

문에는 주문 세부 사항, 주문에서 판매된 제품의 품

목이 일대다 관계이다[11].

4. 그래프데이터베이스 각 모델별 쿼리 성능

4.1 실험 환경

Table 1은 성능 측정에 사용한 환경 설정 목록이

다. Intel i7 8565u 1.8Ghz up to 4.6Ghz의 프로세스와 

24GB 메모리 기반의 Windows 10 home 운영체제에 

Oracle VirtualBox 6.0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였다.

버추얼 머신 OS로는 Ubuntu 18.04.2 LTS를 설치하

였고, 테스트를 진행할 DBMS로는 Agensgraph 2.2

를 설치하였다. 쿼리 언어로는 Cypher를 사용하였다.

4.2 성능 측정에 사용할 쿼리

Table 2는 본 논문에서 각 모델별 성능을 측정할 

쿼리 목록이다. 모델에 따라 정점, 간선, 속성의 구조

가 최대한 다른 형태를 띌 수 있는 쿼리를 사용하였

다. 단, Query 3은 모델이 바뀌어도 같은 쿼리를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는 성능 측정 시 타 쿼리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4.3 성능 및 용량 측정 결과

Table 3은 Graph Model 3가지의 성능 및 용량 측

정 결과이다. Model A는 관계형 데이터를 가장 단순

하게 변환하여 그래프 모델에 적용한 Neo4j의 모델,

Model B는 관계형 데이터를 업무적 관점에서 그래

프 모델로 재구성한 AgensGraph의 모델이며, Model

C는 그래프 모델을 RDF 모델처럼 정규화 하여 분할

한 Lance Gutteridge의 모델이다.

각각의 모델은 northwind 데이터 세트를 해당 모

델에 맞게 마이그레이션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쿼리는 20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측정 결과 값은 소숫점 3자

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은 Model A가 가장 적게 사

용하였고, 평균 쿼리 처리 성능 또한 Model A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만을 고려한다면 그래

프 스키마를 최대한 단순화 시킨 Modela A를 선택하

Table 1. Environment configuration

항    목 내    용

Hardware

CPU Intel i7 8565u 1.8Ghz up to 4.6Ghz

RAM 24Gb DDR4 2400Mhz

Storage 512Gb m.2 nvme

Software
OS Windows 10 home

Virtual Machine Oracle VirtualBox 6.0

Virtual Machine

Configuration CPU : Core 4 / Ram : 8Gb / Storage : 10Gb

OS Ubuntu 18.04.2 LTS

DBMS Agensgraph 2.2

Table 2. The queries for the performance test

쿼리 설명

Query 1 USA에 거주중인 고객이 Germany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주문한 수

Query 2 Seattle에 거주하는 직원의 이름과 해당 직원이 주문을 받은 수

Query 3 전체 주문 중 United Package가 배송한 주문

Query 4 Canada에 배송한 전체 주문 수

Query 5 Sydney에 있는 공급업체가 총 납품한 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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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맞지만, 그래프 모델링 구조상 엣지를 선택

하여 다양한 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 이는 

업무에서 개체를 검색 시 다양한 정점과 간선에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Model B의 경우 Model A에 비해서는 평균 쿼리 

처리 성능이 조금 느리지만 Model C에 비해서는 매

우 우수하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는 용량도 

Model A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프 모델링

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비슷하여 실사용에

서 그래프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설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odel C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도 가장 많이 사

용하며, 평균 쿼리 처리 성능도 가장 느리다. 하지만,

RDF 모델링 스타일의 특성상 데이터 사용자가 원하

는 다양한 쿼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실사용에서 다

양한 정점과 간선에 다수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검

색하는 것이 가능해 세부적인 분석과 관계를 검색하

고자 하는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각 Model의 분석 결과는 그래프 모델링에 익숙하

지 않은 데이터 설계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첫째, 그래프 모델링을 세부화 할 경우 평균 쿼리 처

리 성능은 느려지지만 다양한 정점과 간선에 다수의 

매개변수로 쿼리가 가능하여 복잡한 연결 관계의 분

석이 가능하다. 둘째, 그래프 모델링을 단순화 할 경

우 평균 쿼리 처리 성능은 빨라지지만 사용 가능한 

쿼리의 제한이 생기고 그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어려

워진다. 셋째, 관계형 데이터를 업무적 관점에서 그

래프 모델로 재구성할 경우 평균 쿼리 처리 성능도 

우수하며, 그래프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설

계자도 빠른 학습 곡선으로 쿼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프 모델링은 실제 결과에 필요한 업무

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그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은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여 그 관계 자체를 개체 데이터

만큼의 비중을 갖게 함으로써 모델링의 자유도를 높

이고 모델링 개발자들에게 좀 더 창의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델링을 

할 때에 정점에 많은 정보를 담아 스키마를 단순화 

시키면 칼럼 형태의 모델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정점을 정규화하여 스키마의 규모가 커지면 

RDF 형태의 모델이 된다. 이와같이 그래프 모델링은 

다양한 구조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프, 키-밸류, 칼럼, 다큐먼트 등의 no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이나 복잡성의 한계 

때문에 등장하였다. XML 기반의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12]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구조의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

터베이스로 객체간의 관계인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

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의 다양한 구조를 간선에 의미를 부여하

여 레이블로 처리하였다. 더 나아가면 간선에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객체간의 중요도나 관계 정보 등을 저

장할 수 있다. 경로 사이에 관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타 noSQL

처럼 속성에 저장하여 사용한다면 상대적으로 테이

터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도메인에서 필요

한 쿼리에 따라 모델별로 쿼리 성능이 다르다. 우리

는 이에 그래프 모델링은 퀴리 응답 속도로 산출되는 

숫자적인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 프로

Table 3. Performance test results per graph model

Model A Model B Model C

Data Size 10,864.51Kb 10,912.51Kb 14,543.66Kb

Query 1 7.88ms 12.03ms 278.98ms

Query 2 1.22ms 1.43ms 3.62ms

Query 3 8.69ms 6.75ms 6.48ms

Query 4 2.02ms 1.81ms 2.44ms

Query 5 6.24ms 6.77ms 17.98ms

Query Average 5.21ms 5.76ms 61.9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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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대한 의도를 반영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역시 상기해야 한

다.

모델 간의 수치적인 결과들은 4장의 Table 3과 같

다. 성능만을 고려한다면 그래프 스키마를 최대한 단

순화 시킨 Model A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Model C

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성능과 데이터 구

조를 최적화 하면서 빠른 학습 곡선을 기대한다면 

Model B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섬세한 결과물

을 도출해내야 하는 실사용에서는 성능 상의 한계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프 모델을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수직적 깊이가 있는 데이터 모델링이 적합하다. 추후 

데이터 확장이 용이하고 다양한 매개변수를 이용하

여 쿼리가 가능한 반면, 쿼리 속도와는 교환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점을 정규화하여 분리했을 때 단순

히 수직적 깊이만 생기는 것이 아닌 온톨로지적 접근

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온톨로지는 다른 데이터베

이스에서 묘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간선 자체에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향후에 추론의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성능상의 단점을 넘어서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래프 모델링은 시스템의 성능과 시

스템의 개발 목적에 적확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온톨로지적 접근이 

보다 섬세하고 논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주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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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현재 단국대학교 미래

ICT융합학과 박사과정

2006년∼현재 (주)디엠씨시스 대

표이사

2019년∼현재 (주)유니트론텍 상

무이사

관심분야 : 자율주행. IOT 보안, 블록체인

정 재 진

2005년 동신대학교 디지털콘텐

츠학과 교수

2005년∼2009년 동의대학교 디지

털문화콘텐츠공학과 교수

2009년∼현재 단국대학교 SW융

합대학 응용컴퓨터공학과

교수 

2015년∼현재 단국대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블록체인 플랫폼, ICT융합서비스, 바이오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