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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네트워크 기술 발 과 함께 IoT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그래  스트림 데이
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래  스트림에서 객체들 사이의 계가 동 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래 의 
변화를 탐지하거나 분석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스트림에서 이  슬라이
딩 도우에서 검출한 빈발 패턴에 한 정보를 이용해 빈발 패턴을 진 으로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  슬라이딩 도우에서 검출된 패턴이 앞으로 몇 슬라이딩 도우동안 빈발할지 는 
빈발하지 않을지를 계산하여 빈발 패턴 리 테이블에 장한다. 그리고 이 값을 통해 다음 슬라이딩 도
우에서는 필요한 계산만 수행함으로써 체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한 패턴 간에 간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만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유의미한 패턴만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함을 보이기 해 여러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그래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가 커질수록 복되는 데이터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 기법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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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activation of Io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many graph stream data have been generat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in the graph streams changes dynamically, studies have been conducting to detect or 
analyze the change of the graph.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to incrementally detect 
frequent patterns by using frequent patterns information detected in previous sliding windows. 
The proposed scheme calculates values that represent whether the frequent patterns detected in 
previous sliding windows will be frequent in how many future silding windows. By using the 
values, the proposed scheme reduces the overall amount of computation by performing only 
necessary calculations in the next sliding window. In addition, only the patterns that are 
connected between the patterns are recognized as one pattern, so that only the more significant 
patterns are detected. We conduct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s in order to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scheme. The proposed scheme is faster than existing similar scheme 
when the number of duplicated data i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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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래 는 객체간의 복잡한 계를 표 하기 한 자

료구조로 교통망, 생물정보학,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1-6].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발 과 

함께 IoT (Internet of Thing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한 활성화로 인해 그래  데이터가 실시간 으

로 변화하는 스트림 데이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7]. 

이와 같이 실시간 으로 변화되는 그래  데이터를 그

래  스트림 데이터라 한다. 그래  스트림은 이상 감

지, 실시간 트랜드 분석, 이벤트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IoT 기

반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센서간의 데이터 흐름을 

그래 로 표 하고 공정  공 망 지능화, 이상 감지 

등을 수행한다[8].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사용자간의 계  정보 소비 패턴을 그래 로 표 하

고 인  네트워크 분석  실시간 트랜드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래 에서 객체들 사이의 계가 동 으로 변화함

에 따라 그래 의 변화를 탐지하거나 분석하기 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빈발 패턴 검출은 그래  스트

림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 기법  하나로 특정 기간 

동안 자주 발생한 서 그래 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9-12]. 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고장 측을 

해 조 상들에 한 패턴을 감지한다. 소셜 네트

워크에서는 사용자간에 친  계를 분석하기 해서 

사용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 패턴을 별한다[13]. 

최근 그래  스트림에서 빈발 패턴 검출에 한 활용

이 증감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17]. [9]에서는 시간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해 FP-Streaming 

(Frequent Pattern-Streaming)기법을 제안하 다. [10]

에서는 그래  스트림을 DSTree (Data Stream Tree)

라는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빈발 패턴 검출을 할 때 효

율 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장한다. 그래  스트림 

데이터가 입력되면 DSTree를 구축한 후, 이 DSTree를 

이용해 FP-Tree (Frequent Pattern Tree)를 구축하여 

빈발 패턴을 검출한다. 하지만 DSTree를 구축할 때, 트

리를 구성하기 해 많은 포인터가 사용되고,  트리

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 이 있다. 

[11]에서는 [10]에서 제안한 DSTree 보다 더 효율 으

로 그래 를 장할 수 있는 DSMatrix (Data Stream 

Matrix)를 제안하 다. DSMatrix는 2차원 배열이기 때

문에 DSTree보다 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한, 

새로운 빈발 패턴 검출 기법을 통해 더 효과 으로 빈

발 패턴을 찾는다. 하지만 슬라이딩 도우로 빈발 패

턴을 검출할 때, 도우가 겹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복으로 처리하여 성능이 하된다. 한, 이 두 개의 

연구에서는 에서 제시한 고려할  에 세 번째인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련이 없는 두 

개의 패턴을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문제 이 있다. [12]

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결성을 고려한 빈발 

패턴 검출 기법을 제안하 다. 이웃하는 간선 정보를 

테이블로 리함으로써 연결된 패턴만을 검출한다. 하

지만 슬라이딩 도우로 인해 발생하는 복 처리 문제

를 여 히 해결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그래  스트림 

데이터에서 진 으로 빈발 패턴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도우가 이동할 때 이  

도우에서 분석한 결과를 재사용하여 연산량을 감소

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은 입력되는 그래  스트림을 

DSMatrix에 장 한 후, 간단한 AND 연산을 통해 빈

발 패턴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때, 검출된 패턴은 앞으

로 몇 슬라이딩 도우동안 빈발할지 는 빈발하지 않

을지를 계산하여 따로 테이블에 리한다. 이 게 계산

된 값을 통해 다음 슬라이딩 도우에서는 필요한 계산

만 수행함으로써 체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

과 련된 연구들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빈

발 패턴 검출 기법에 해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해 성능 평가 결과를 

보여 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논문의 결과와 향후 연구 

내용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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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래  스트림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하기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  스트림에서 빈

발 패턴을 검출하기 한 첫 단계는 그래 를 분석하기 

편리한 형태로 장하는 것이다. 한 그래  스트림은 

연속 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빠르게 장하고 은 연

산으로 다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야한다. [10]에

서는 그래  스트림을 메모리에 장하기 한 

DSTree라는 구조를 제안한다. 그래  스트림이 입력되

면, 각 엣지를 순서 로 정렬한 후 트리를 구축한다. 이 

DSTree의 각 노드는 간선에 한 정보를 배치별로 유

지하기 때문에, 도우 슬라이드가 이동했을 때에도 해

당 정보만 바꿔주면서 DSTree를 유지한다. [11]에서는 

DSMatrix라는 구조를 제안한다. DSMatrix는 2차원 배

열로 그래 의 각 간선에 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1 

는 0으로 표 하여 은 메모리 공간에 그래  스트림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빈발 패턴을 검출하기 한 방법은 크게 유사 알고리

즘과 정확성 알고리즘이 있다. 유사 알고리즘은 정확성

보다 빠르게 검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기법으로 

표 으로 FP-streaming 알고리즘[9]이 있다. 이 알고리

즘에서는 그래  스트림 데이터가 매시간마다 입력데

이터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해 입력 시간 

별로 빈발 패턴을 검출한다. 

정확성 알고리즘은 모든 빈발 패턴을 정확하게 검출

해 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유사 알고리즘에 

비해 느리게 검출하지만 정확한 빈발 패턴만을 검출한

다. [11]에서는 두 가지 정확성 빈발 패턴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그래  스트림을 DSMatrix에 

장한 후, 모든 간선에 해 FPTree를 구축한다. 이 게 

구축된 FPTree에서 재귀 으로 FPTree를 구축함으로

써, 모든 빈발 패턴 검출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여러 

FPTree를 구축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쉽

다. 두 번째 기법은 각 간선에 해 FPTree를 구축한 

후,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각 노드를 방문하며 빈발 

패턴의 발생 횟수를 세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각 간선

별로만 FPTree를 구축하기 때문에 더 은 비용으로 

빈발 패턴 검출이 가능하다. [12]에서는 빈발 패턴 검출

을 할 때 FPTree를 구축하지 않고 간단한 AND연산을 

통해 빈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을 제안한다. 한 간

선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더 의미있는 빈발 패턴을 검

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여기서는 두가지 빈발 패턴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기법은 모든 빈발 패턴

을 AND연산을 통해 검출한 후, 연결되지 않은 패턴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AND연

산을 하기 에 서로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연산을 수

행한다.

[9]에서는 시간별로 빈발 패턴을 검출하지만 그래  

스트림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에는 이  시간에서 

빈발 유무가 향을 미친다. 그 기 때문에 빈발 패턴

을 정확히 검출할 수 없다. [10]에서는 그래 의 구조가 

크게 변할 경우 DSTree 구조가 바 되기 때문에 

DSTree를 재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한 DSTree를 구축할 때 많은 포인터를 사용

하게 됨으로써 메모리에서 이 트리를 유지하기 한 

리비용이 커진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11]에서는 DSMatrix라는 2차원 배열을 제

안하여 효과 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빈발 패턴 검출 

과정에서 많은 FPTree를 구축하면서 많은 연산과 메모

리가 필요하다. 한 [11][12]은 슬라이딩 도우 기법

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인 복 계산을 해결하지 

못하며 성능 하가 발생한다.

Ⅲ. 제안하는 점진적 빈발 패턴 검출 기법

1. 제안하는 기법의 특징

그래  스트림 데이터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 세 

가지 고려할 이 있다. 첫 번째는 한정 인 장 공간

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빠르게 빈발 패턴 검출을 해

야 한다. 스트림 데이터는 연속 으로 입력되며,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해야할 데이터가 실

시간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입력되

었을 때, 분석한 후 삭제하여 메모리를 확보해야 다음

에 입력될 데이터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시

간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이다. 즉, 

재의 빈발 패턴이 나 엔 빈발 패턴이 아닐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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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의 경우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론 그래 의 연결성

을 고려하여 패턴을 검출해야한다. 여기서 연결성이란 

검출된 패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그림 1]에서 패턴 A, B, F가 검출되었을 때, 

A와 B는 연결되었기 때문에 패턴 AB라고 볼 수 있고, 

F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 인 패턴이다.

그림 1. 연결성을 고려한 패턴 

본 논문에서는 한정 인 장 공간을 효율 으로 사

용하기 해 DSMatrix를 사용한다. DSMatrix는 

boolean 형식의 2차원 배열로 작은 크기로 많은 그래

를 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 간

단한 AND 연산을 이용하므로 빠르게 빈발 패턴 검출

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안하는 기법은 시간에 따라 입

력되는 데이터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기 해 슬라이딩 

도우를 사용한다.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시간

동안의 그래 의 변화를 고려한 빈발 패턴 검출이 가능

하다. 한 간단한 연산을 통해 연결성을 고려하여 더 

의미 있는 패턴을 검출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체 처리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처리 단계는 그래  스트림이 입력될 때, 입력된 데이

터를 메모리에 효율 으로 장하기 한 단계이다. 이 

때 DSMatrix라는 2차원 배열을 이용하여 은 공간에 

많은 그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빈발 패턴 검출 

단계에서는 실제 빈발 패턴을 검출하기 한 연산을 수

행한다.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에는 패턴의 발생 횟수

를 합하여 빈발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두 패턴을 

AND 연산을 하여 다시 발생횟수를 합함으로써, 여러 

간선으로 이루어진 빈발 패턴 검출이 가능하다. 이 때, 

빈발 패턴 리 테이블을 통해 이  도우 슬라이드에

서 검출한 빈발 패턴에 한 정보를 이용한다. 빈발 패

턴 리 테이블에는 기존에 검출된 패턴이 앞으로 몇 

슬라이딩 도우동안 빈발할지 는 빈발하지 않을지

를 계산하여 장하고, 이 값을 통해 다음 슬라이딩 

도우에서는 필요한 계산만 수행함으로써 체 연산량

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검출한 빈발 패턴을 사용자

에게 달함과 동시에 다시 빈발 패턴 리 테이블에 

장하여, 다음 도우 슬라이드에서 활용한다.

그림 2. 전체 처리 과정 

2. 전처리

처리는 그래  스트림이 입력되면 메모리에 장

하는 단계이다. 그래  스트림 데이터는 연속 으로 입

력되며,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해야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데이

터가 입력되었을 때, 분석한 후 삭제하여 메모리를 확

보해야 다음에 입력될 데이터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단계는 

DSMatrix이라는 2차원 배열구조를 이용한다. DSMatrix

는 boolean 형식의 배열이기 때문에 기존 기법[10]에서 

사용한 DSTree보다 은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장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 에서 간선의 유무를 1, 0으로 

표 하기 때문에 빠른 추가, 삭제가 가능하여 슬라이딩 

도우 방식에 합하다.

DSMatrix는 하나의 도우 슬라이드는 사용자가 정

한 수만큼의 배치로 이루어진다. [그림 3](a)와 같이 그

래 가 입력될 때, DSMatrix는 [그림 3](b)와 같이 구

성된다. 여기서 1개 배치는 3개 그래 이고 3개의 배치

는 1개 슬라이딩 도우로 이루어져있다. 각 간선은 연

결된 두 개의 정 의 이름으로 표 한다. 즉, [그림 

3](a)에서 정  1과 정  2에 연결된 간선은 [그림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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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열처럼 1/2로 표 한다. 이 게 표 된 간선들은 ]

그림 3](b)의 contents 부분에 발생유무를 1 는 0으로 

표 한다. 를 들어, [그림 3](a)에서 ⓒ는 1/2, 1/3, 2/4, 

3/4를 가진 그래 인데, 이 때 DSMatrix는 4.(b)의 4번

째 열로 표 할 수 있다. 이 게 구성된 DSMatrix를 이

용해 다음 단계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한다. 그리고 검

출 후에 새로운 슬라이딩 도우가 입력되면, 가장 앞

의 배치를 삭제하고 뒤에 새로운 배치를 추가하는 방법

으로 빠르게 다음 슬라이딩 도우의 그래 들을 장

한다.

(a) 그래프 스트림 데이터

(b) DSMatrix

그림 3. DSMatrix 생성 과정

3. 빈발 패턴 검출

3.1 기본적인 빈발 패턴 검출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 제안하는 기법은 두 가지를 

고려하 다. 첫째, 스트림 데이터는 연속 으로 입력되

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분석한 

후 삭제하여 메모리를 확보해야 다음에 입력될 데이터

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해 빠르게 빈발 패턴을 

검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의 발생 

횟수를 합하여 빈발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두 패턴을 

AND 연산을 하여 다시 발생 횟수를 합하여 연속 으

로 여러 간선으로 이루어진 빈발 패턴 검출한다. 여기

서 AND연산과 발생횟수를 합하는 연산은 간단한 연산

이기 때문에 빠른 패턴 검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연결성을 고려하 다. 만약 두 개의 패턴이 떨어져있다

면 이 두 패턴이 동시에 발생해도 하나의 패턴으로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연결성을 고려

하여 더 의미 있는 빈발 패턴을 검출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하기 해서는 

먼  단일 간선에 해 빈발 여부를 확인한다. 처리 

단계에서 만들어진 DSMatrix에서 각 간선 별로 하나의 

배치에서의 발생 횟수를 계산하여 [표 1]의 빈발 패턴 

리 테이블의 FiB (Frequency in Batch)에 입력한다. 

FiB는 하나의 배치에서 해당 간선이 발생한 횟수이다. 

그리고 FiS (Frequency In Sliding window)는 앞에서 

계산한 FiB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해당 간선이 재 슬

라이딩 도우에서 빈발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를 들어 [표 1]의 1/2간선은 하나의 배치마다 3회씩 발

생하 고, 이번 도우 슬라이드에서 총 9번을 발생하

다. 여기서 만약 τ=5라면 1/2 간선은 9회 발생했기 때

문에 빈발 패턴이다.

row SlideNum FiB FiB FiB FiS

1/2 1 3 3 3 9

1/3 1 3 2 3 8

1/4 0 1 2 1 4

2/4 -1 2 0 1 3

3/4 0 2 1 3 6

표 1. 빈발 패턴 관리 테이블

단일 간선이 다음 몇 번의 슬라이드 동안 빈발할지 

혹은 빈발하지 않을지를 계산하여 slideNum에 입력한

다. 를 들어, [표 1]에서 다음 도우 슬라이드에서 

1/2간선이 모두 0이 입력되었다고 해도, 빈발 횟수는 여

히 6으로 빈발하는 간선이다. 하지만 그 다음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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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slideNum

Input : 

 FiB[] – array of FiB which is the number of edge 

       in a batch

 FiS  - The number of the edge in sliding window

 th - threshold

Output : slideNum

slideNum ← 0

if FiS >= th then

   BatchCount ← FiS–FiB[0]

   while BatchCount >= th and

   slideNum < SlidingWindowSize do

      BatchCount ← BatchCount–FiB[slideNum+1]

      slideNum ← slideNum+1

   end while

   return slideNum

else

   BatchCount ← FiS–FiB[0]+BatchSize

   while BatchCount < th and

   slideNum < SlidingWindowSize do

      BatchCount ← BatchCount–B[SlideNum+1] 

                   + BatchSize

      slideNum ← slideNum + 1

   end while

   return -slideNum  

end if

그림 4. slideNum 계산 알고리즘

슬라이드에서 다시 모두 0이 입력되면 총 3번 발생하

으므로 빈발 간선이 아니다. 따라서 slideNum은 1이 된

다. 이 slideNum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slideNum은 FiS가 threshold 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경우로 나 어 계산한다. 먼  클 때에는 BatchCount

에 재 슬라이딩 도우에서 가장 처음 배치를 삭제했

을 때 남은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새로 입력되는 배치

가 모두 0이라고 가정하여 threshold를 넘는지 확인한

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몇 회 반복했을 때 BatchCount

가 threshold보다 작아지는지 계산하여 결과를 반환한

다. 만약 FiS가 threshold보다 작다면, 다음에 입력될 

배치가 모두 1이라고 가정하여 threshold를 넘지 않는

지 확인하고, 횟수를 반환한다. 빈발하는 단일 간선을 

모두 검출한 후에는 여러 간선들로 이루어진 패턴을 검

출한다. 검출된 두 개의 패턴에 AND 연산을 하면, 두 

패턴이 동시에 발생한 빈발 횟수를 알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 계속 으로 패턴을 확장한다. 즉, 두 개의 간선

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검출한다면 단일 빈발 간선을 이

용한다. 앞의 제에서 단일 간선 패턴  1/2와 1/3으

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111;011;111 이므로 발생 횟

수는 8이 되기 때문에 1/2/3 역시 빈발하는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추가 으로 여러 간선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검출할 

때에는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개의 패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단할 때에는 간선 이름을 이용한

다. 즉, 패턴의 이름에 복되는 정 의 id가 있다면 두 

패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두 

개의 패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빈발 패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제에서 1/2와 3/4는 복되는 

정  id가 없기 때문에 AND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 게 검출한 빈발 패턴은 [표 2]과 같이 빈발 패턴 

리 테이블에 장한다. 여기서 FiB, FiS, SlideNum은 

단일 간선에서의 계산 방법과 같다.

row SlideNum FiB FiB FiB FiS

1/2 1 3 3 3 9

1/3 1 3 2 3 8

1/4 0 1 2 1 4

2/4 -1 2 0 1 3

3/4 0 2 1 3 6

1/2/3 1 3 2 3 8

1/3/4 0 2 1 2 5

표 2. 패턴이 추가된 빈발 패턴 관리 테이블

3.2 점진적 빈발 패턴 검출

본 논문에서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 슬라이딩 도우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슬라이딩 도우는 데이터가 

복되기 때문에 [11][12]과 같이 성능 하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에 검출하 던 빈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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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빈발 패턴 리테이블에 장하고, 이를 활용하

여 새로운 빈발패턴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빈발 

패턴 리 테이블에는 기존에 검출된 패턴이 앞으로 몇 

슬라이딩 도우동안 빈발할지 는 빈발하지 않을지

를 계산하여 장하고, 이 값을 통해 다음 슬라이딩 

도우에서는 필요한 계산만 수행함으로써 체 연산량

을 감소시킨다.

[그림 5]과 같이 새로운 그래 가 입력되었을 때, 

DSMatrix는 [그림 6]의 빨간 상자 부분의 배치가 추가

된다. 새 배치가 추가되면 기본 인 빈발 패턴 검출과 

같이 FiB와 FiS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하지만 slideNum

이 0이 아니라면 slideNum을 감소시킨 후, FiB와 FiS를 

계산하지 않는다. 즉, [표 3]과 같이 1/2, 1/3와 2/4는 

FiB와 FiS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림 5. 새로 입력된 그래프 스트림

그림 6. 윈도우 슬라이드가 이동한 후 DSMatrix

여러 간선들로 이루어진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에도 

앞의 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다. [표 3]에서  1/2/3 

패턴은 slideNum이 1이었기 때문에 FiB, FiS는 계산하

지 않아도 빈발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lideNum을 0으로 변경한 후 빈발 패턴으로 유지한다. 

1/3/4 패턴 같은 경우에는 slideNum=0 이었기 때문에  

1/3과 3/4의 새로 입력된 배치 부분만 AND 연산을 하

여 FiB와 FiS를 계산한다. 즉, 1/3은 000, 3/4는 010이므

로 000 & 010 = 000이 되고, 따라서 새로 추가된 부분의 

FiB=0, FiS=3이 된다. 이 때, 만약 FiS가 threshold 값보

다 크다면 slideNum을 계산한다.

row SlideNum FiB FiB FiB FiS

1/2 1 → 0 3 3

1/3 1 → 0 2 3

1/4 0 2 1 3 6

2/4 -1 → 0 0 1

3/4 0 1 3 1 5

1/2/3 1 → 0 2 3

1/3/4 0 1 2 0 3

표 3. 윈도우 슬라이드가 이동한 후 빈발 패턴 검출

Ⅳ.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기

존 기법[11][12]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표 4]는 

성능평가 환경을 보여 다. 임의의 그래  스트림 데이

터를 생성하고 배치의 크기, 도우 슬라이드의 크기, 

threshold 값 등 여러 가지 경우에 해 평가하 다. 성

능평가 환경은 Intel(R) Core(TM) i5-4440 3.10GHz 

로세서, 8G 메모리, 1TB디스크 환경으로 구성되고 

Java로 구 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구분 내용

프로세서 Intel(R) Core(TM) i5-4440 3.10GHz

메모리 8 GB

디스크 1 TB

프로그램 언어 Java

표 4. 성능 평가 환경 

[그림 7]은 데이터 크기, 즉 간선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기존 기법과 비교한 실험 결

과이다. 이 실험에서는 그래 의 간선의 개수를 변화시

키며 성능평가를 하 고, 배치는 100개의 그래 로 구

성되며, 도우 슬라이드는 5개의 배치로 이루어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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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Threshold는 80%로 도우 슬라이드에서 400

회 이상 등장한 패턴을 검출한다. 이 실험에서 간선의 

수가 을 때에는 처리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간선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시간이 

최  60%까지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는 간선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되는 처리결과도 같

이 증가하는데 기존 기법은 이런 복되는 처리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7. 간선 수에 따른 처리 시간

[그림 8]은 도우 슬라이드의 크기에 따른 제안 기

법의 처리 속도의 차이를 보여 다. 각 그래 는 30만

개의 간선으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하나의 슬라이딩 

도우에 배치가 20개가 있을 때, [11]의 처리시간의 63%, 

[12]의 처리시간의 50%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슬라이딩 도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진  빈발 패턴 검출 기법을 사용할 때, 

slideNum의 값에 따라 앞으로 몇 번의 입력동안 계산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

에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가 커지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패턴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체 연산량이 감소하

게 된다. 

그림 8.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에 따른 처리시간

[그림 9]는 threshold값에 따른 처리 시간을 보여

다. 이 성능평가에서 그래 는 30만개로 이루어져 있고 

1개 배치는 100개 그래 , 1개 슬라이딩 도우는 5개

의 배치로 구성되어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threshold

가 작아지면 처리속도가 격하게 감소한다. 그 이유는 

두 개 이상의 빈발 패턴을 검출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경

우의 수가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threshold가 80% 일 때에는 [12]에 비해 약 60%, [11]에 

비해 55%의 처리속도를 보이며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 이유는 threshold 값 역시 

slideNum의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hreshold 값이 

클수록 slideNum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능의 

향상을 보인다. 따라서 데이터와 응용 분야에 맞는 

한 threshold값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9. threshold에 따른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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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래  스트림에서 빈발 패턴 검출을 

한 진 인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게 함으로

써 기존의 기법보다 빠르게 빈발 패턴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에 해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빈발 패턴 검출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상감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간의 계  정보를 이용한 

인  네트워크 분석  실시간 트랜드를 분석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  슬

라이딩 도우에서 발견한 빈발 패턴들을 빈발 패턴 

리 테이블에 리하여 다음 빈발 패턴 검출할 때 활용

함으로써 처리속도를 감소시킨다. 한 연결성을 고려

하여 유의미한 빈발 패턴을 검출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그래 의 크기가 커지고,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가 커질수록 슬라이딩 도우에서 복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복 연산을 감소시킴으

로써 기존 기법들보다 평균 55%정도 처리 시간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threshold 값이 작아지면

서 빈발 패턴의 수가 지수 형태로 증가하게 되고, 그 결

과로 성능이 하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빈발 패턴을 테이블에 리하기 때문에 빈발 패턴의 수

가 많아질 때, 이를 리하기 하여 많은 메모리 공간

이 필요하고, 스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리해야하는 패턴의 수

가 증가되었을 때 인덱스를 이용하여 스캔하는 비용을 

이고, 필요한 패턴에 직  근하기 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기법에 해 연구할 정이다. 한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평가를 진행하 기 때

문에,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실제 데이

터를 이용하여 더 다양한 실험 평가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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