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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빅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실험 장비의 발전에 따라 첨단 분야에서의 과학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프 매

칭은 컴퓨터 네트워크 모니터링, 소셜 네트워크의 진화 분석, 생물학 네트워크에서 모티프(motif) 탐지 등 네트워크 분석 및 데

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링 및 유사 그래프 매

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및 기반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확보된 대용량 그래프에서 유사한 

형태의 서브 그래프를 매칭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반의 생성 도구를 제안한다.

키워드: 서브(Sub), 대용량(Large Capacity), 그래프(Graph), 유사(Similar), 매칭(Matching)

대용량 그래프에서의 유사 매칭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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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 기기의 보급와 발달로 스마트 시대를 지나 초연결 지능 

연결 형태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등의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용량 그래프 작성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등 각종 실험 장비의 발전에 따라 첨단 분야에서의 

과학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래프 형태로 생산되는 데이

터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상이 되는 대용량 

그래프로부터 질의로 주어진 서브 그래프를 검색하여 찾아주는 서브 

그래프 매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만을 검색하

는 완전 일치 서브 그래프 매칭에 비해 유사 서브 그래프 매칭은 

질의 그래프와 비슷한 결과까지 검색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응용 및 연구에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그래프에서 

Command 형태의 Text 기반 서브 그래프 생성하는 기존의 방식을 

Graphic 형태로 생성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

에서 유사 매칭 그래프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서브 그래프를 GUI 형태로 생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림1과 같이, JSP를 사용하여 웹에 기반한 그래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rag and Drop 방식으로 동작한다.

Fig. 1. Drag&Drop을 이용한 노드 생성 및 연결

해당 GUI 기반의 서브 그래프 생성 도구는 다중 노드를 작성하고 

각 노드의 연결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단순히 시각적인 모양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네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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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뿐만이 아니라 Vertex, Edge의 관계 타입과 그에 대한 속성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그림2와 같이 Cypher 코드로서의 표현도 

가능하게 해준다.

Fig. 2. 생성된 서브 그래프에 대한 Cypher 코드

또한, 이와 같은 코드 변환으로 그림3과 같이 Neo4j와 연계되어 

현재 그래프에 대한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에 대한 질의 처리도 

실행된다.

Fig. 3. Neo4j 콘솔 연동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한 서브 그래프 데이터는 그림4와 

같이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에서 매칭되어 특정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Fig. 4.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에서의 서브 그래프 매칭

III. Conclusions

대용량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에 대한 일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방법들은 각 노드에 대한 속성들을 Command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는 작성중인 서브 그래프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어로서의 정확한 입력 확인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Graphic 형태로 생성하고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브 그래프를 통해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에서 정확한 

질의를 통한 정확한 유사 매칭 그래프 데이터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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