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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동적인 그래프 데이터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한 스트리밍 알고리즘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정*

1. 서 론1)

그래프(Graph)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월드와이

드웹,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관계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을 노드(Node)로 표현하고, 서로 친구

인 사용자들을 간선(Edge)으로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웹 페이지들을 노드로 표현하고, 하이퍼링크

(Hyperlink)로 연결된 웹 페이지들을 간선으로 연결함으

로써, 월드와이드웹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다수는 대용량

이며,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

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링크드인

(LinkedIn) 상의 소셜 네트워크를 표현한 그래프는 6

억 개 이상의 노드와 200억 개 이상의 간선을 포함하

고 있다 [1]. 또한, 링크드인에서 사용자가 가입 혹은 

탈퇴하고 연결을 맺거나 끊음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

드와 간선이 그래프에 추가되거나 삭제된다. 

이러한 대용량의 동적인 그래프 데이터는 주로 그

래프 스트림(Graph stream), 즉 그래프 변화 내역의 연

속된 나열로 주어진다. 그래프의 변화 내역이란 간선

(혹은 노드)의 추가 혹은 간선(혹은 노드)의 삭제를 

의미한다. 즉, 그래프 데이터에 변화가 발생할 때마

다, 해당 변화 내역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래프 스트림은 간선(혹은 노드)의 추가로만 구성된 일

반 그래프 스트림(Insertion-only graph stream)과  간선

(혹은 노드)의 추가와 삭제로 구성된 완전 동적인 그

래프 스트림(Fully-dynamic graph stream)으로 구분된다.

그래프 스트림 형태로 주어진 대용량의 동적인 그래

* 정회원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F1A1059755).

프 데이터는, 스트리밍 알고리즘(Streaming algorithm)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다. 스트리

밍 알고리즘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 

매 변화 내역을 점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적인 

데이터의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데이터의 전부를 저

장하는 대신, 데이터의 일부 혹은 요약만을 저장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

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하다.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 문제를 위한 스트리밍 알고

리즘이 개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그래프 스트림에서

의 삼각형(Triangle)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 다수 개발되었다. 삼각형이란 모든 쌍이 간선으로 

연결된 세 개 노드의 집합을 의미하며, 삼각형 수의 중

요성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삼각형 

수는 군집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연결성(Linkage 

혹은 Degeneracy)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지표를 계산 

및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2,3], 커뮤니티 탐색 

(Community detection), 링크 예측(Link prediction), 질

의 최적화 (Query plan optimization), 성인 사이트 탐

지 등 다양한 응용에 활용된다 [4-7].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의 수 

추정을 위한, 최신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 해당 문제를 정확히 정의한 뒤, 

3장에서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끝을 맺는다.

2. 문제 정의: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

그래프 G=<V,E>는 노드의 집합 V와 간선의 집합 

E로 구성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 u와 v를 연결

하는 간선은 {u,v} 혹은 {v,u}로 표현한다. 그래프에

서의 삼각형(Triangle)이란, 모든 쌍이 간선으로 연결

특집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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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 개의 노드의 집합을 의미한다. 즉, 세 개의 서

로 다른 노드 u, v, w가 {u,v}, {v,w}, {w,u} 세 개의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해당 세 노드의 집합 

{u,v,w}는 삼각형이다(그림1 참조). 그래프 G에 존재

하는 삼각형의 수를 c로 표현한다.

그림 1 예시 그래프. 네 개의 삼각형({u,v,w}, {v,w,z}, 

{v,w,y}, {v,x,y})이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G가 빈 그래프(Empty graph)

에서 시작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

며, 각 변화 내역은 간선의 추가 혹은 간선의 삭제이

다.1) 간선 {u,v}의 추가를 ({u,v},+)로, 간선 {u.v}의 

삭제를 ({u,v},-)로 표현하며, 그래프 G에 발생한 t번

째 변화분을 d(t), t번째 변화 직후의 그래프 G를 

G(t)=<V(t),E(t)>로 표현한다. 그래프 G(t)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수를 c(t)로 표현한다.

그래프 스트림(Graph stream)이란 (d(1), d(2), 

d(3),....), 즉 그래프 G의 변화분의 연속된 나열로 정

의된다. 그래프 스트림은 각 변화분이 항상 간선의 추

가인 일반 그래프 스트림(Insertion-only graph stream)

과 각 변화분이 간선의 추가 혹은 간선의 삭제인 완

전 동적인 그래프 스트림(Fully-dynamic graph stream)

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혹은 완전 동적인 그래프 스트

림에서 삼각형의 수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즉, 

매 변화분 d(t)를 처리하여, 그래프 G(t) 상의 삼각형

의 수 c(t)에 대한 추정치 c(t)를 계산한다. 정확한 값

이 아닌 추정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장 

장치의 크기는 유한하지만, 그래프 스트림의 크기, 즉 

변화분의 수는 무한하거나 적어도 저장 장치의 크기

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입력 그래프 

스트림 혹은 전체 그래프 G(t)를 저장한 뒤 이를 토대

로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프 스

트림의 일부 혹은 요약된 정보를 토대로 추정치를 계

1) 노드의 추가와 삭제의 경우, 해당 노드와 연결된 간선의 추가와 

삭제로 표현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문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문제 1]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
(1) 입력: 일반 혹은 완전 동적인 그래프 스트림 

(d(1), d(2), ....)

(2) 출력: 각 t∊{1,2,...}에 대하여, 그래프 G(t) 상

의 삼각형의 수 c(t)에 대한 추정치 c(t)

(3) 목표: 저장 용량 제약 하에서 추정 오차를 최소화 

다음 장에서는 [문제 1]을 위한 최신 스트리밍 알고

리즘들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알고리즘들은 난수를 

발생 시켜 진행 과정을 결정하는 무작위 알고리즘

(Randomized algorithm)이고, 따라서 출력인 c(t)가 확

률 변수이다. c(t)의 추정 오차는 c(t)의 기댓값과 실

제 삼각형 수의 차이인 편차(Bias), 즉 |E[c(t)] - c(t)|

와 c(t)의 분산(Variance)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 장에

서 살펴볼 알고리즘들의 추정치는 편차가 없는, 즉 

E[c(t)] = c(t)을 만족하는 불편 추정치(Unbiased 

estimate)이기 때문에 추정 오차는 c(t)의 분산에 의해

서만 좌우된다.

3.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문제 1], 즉 그래프 스트림 상의 삼각

형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최신 스트리밍 알고리즘들

을 살펴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입력 그래프 스트

림이 일반 그래프 스트림인 경우를 가정하되, 완전 동

적인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한 스

트리밍 알고리즘들도 간략히 소개한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하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본다. 

- 과제 1. 샘플링(Sampling): 무한한 혹은 저장 용량

을 초과하는 그래프 스트림으로부터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수의 간선을 골라 저장하는 것

- 과제 2. 추정(Estimation): 샘플링의 결과로 저장

된 부분 그래프(Subgraph)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변화분으로부터 전체 그래프의 삼각형 수를 추정

하는 것

먼저 여러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이 공통으로 사용하

는 샘플링과 추정 방법들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스트리밍의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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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샘플링 방법

3.1.1 베르누이 샘플링(Bernoulli sampling)

입력 그래프 스트림 상의 변화분, 즉 추가된 간선 각

각에 대해 주어진 확률 p로 독립적으로 샘플링하는 방

법이다. 즉, 각 간선을 p의 확률로 저장 장치에 저장하

고, (1-p)의 확률로 삭제한다. 베르누이 샘플링은 빠르

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장 공간이 가득 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선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크다. 또한, 확률 p를 적절하게, 즉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간선 수) / (입력 스트림의 간선 수) 정도

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그래프 스트림의 간선 수

를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3.1.2 저수지 샘플링(Reservoir sampling) [8]

주어진 저장 장치에 최대 k개의 간선을 저장할 수 

있을 때, 입력 그래프 스트림의 첫 k개 간선을 모두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이후에 추가된 간선에 대해서

는, 해당 간선이 t번째 변화 분인 경우, k/t의 확률로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이때 새로운 간선을 저장할 공

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에 저장된 간선 중 하나를 

균일 확률로 선택해 삭제한다. (t+1)번째 간선이 추가

되었을 때, 먼저 추가된 t개의 간선 각각이 저장되어 

있을 확률은 k/t로 균일하다. 저수지 샘플링은 베르누

이 샘플링의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였다. 즉, 

저장 공간이 가득 차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간선을 

저장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입력 그래프 스트

림의 간선 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3.1.3 대기실 샘플링(Waiting-room sampling) [11]

주어진 저장 장치에 최대 k개의 간선을 저장할 수 

있을 때, 저장 공간의 α만큼을 대기실(Waiting room)

로 나머지 (1-α)만큼을 저수지(Reservoir)로 사용한다. 

대기실에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kα개의 간선이 저장

되며, 저수지에는 나머지 간선 중에 k(1-α)개가 저장

된다. 이때 저수지에 저장될 간선은, 저수지 샘플링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력 그래

프 스트림의 첫 k(1-α)개의 간선을 모두 저수지에 저

장하며, 다음 kα개의 간선을 모두 대기실에 저장한다. 

이후 추가된 간선에 대해서는, 해당 간선이 t번째 변

화 분인 경우, 해당 간선을 대기실에 저장한 뒤, 대기

실에서 가장 오래전에 추가된 간선을 꺼내어 k(1-

α)/(t-kα)의 확률로 저수지에 저장한다. 이때 새로운 

간선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에 저장

된 간선 중 하나를 균일 확률로 선택해 삭제한다(그

림 2 참조). 모든 간선을 균일한 확률로 저장하는 저

수지 샘플링과 달리, 대기실 샘플링은 최근에 추가된 

kα개의 간선을 100%의 확률로 저장하는 반면, 오래

전에 추가된 간선을 더 낮은 확률로 저장한다. 

3.2 추정 방법

3.2.1 선 샘플링 후 추정

입력 그래프 스트림 상의 각 변화분, 즉 추가된 간

선에 대해 샘플링을 수행한 뒤, 해당 간선이 저장되는 

경우에만 수식 (1)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갱신한다. 입

력 스트림의 t번째 간선에 대해 샘플링을 수행한 직후

에 저장 장치에 저장된 간선들로만 구성된 부분 그래

프를 G′(t)라고 하면, c′(t)는 G′(t) 내의 삼각형 수를, 

p′(t)는 전체 그래프 G(t) 내의 각 삼각형이 부분 그래

프 G′(t)에 포함될 확률을 의미한다. p′(t)의 값은 사

용된 샘플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c(t) = c′(t) / p′(t) (1) 

아래 수식에서 보듯 추정치 c(t)는 기댓값이 실제 

삼각형 수와 동일한 불편 추정치이다. 

E[c(t)] = E[c′(t)] / p′(t) = c(t) × p′(t) / p′(t) = c(t)

그림 2 대기실 샘플링(Waiting-room sampling)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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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3에서 보듯이, 선 샘플링 후 추정 방

식은 저장되지 않는 간선을 추정에 활용하지 않기 때

문에, 동일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이어서 

소개할 선 추정 후 샘플링 방식보다 추정 오차가 더 

크다.

3.2.2 선 추정 후 샘플링

입력 그래프 스트림 상의 각 변화분, 즉 추가된 간

선에 대해 수식 (2)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갱신한 뒤, 

해당 간선을 샘플링한다. 입력 스트림의 t번째 간선이 

주어졌을 때 저장된 간선들과 t번째 간선으로 구성된 

부분 그래프를 G(t)라고 하면, c(t)는 G(t) 내의 삼

각형 중 t번째 간선을 포함하는 것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p(t)는 전체 그래프 G(t) 내의 삼각형 중 t번째 

간선을 포함한 것 각각이 부분 그래프 G(t)에 포함될 

확률을 의미한다. p(t)의 값은 사용된 샘플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c(t) = c(t-1) + c(t) / p(t) (2)

E[c(1)] = c(1) = 0이고, E[c(t-1)] = c(t-1)을 만족할 

때 아래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

해, 추정치 c(t)는 기댓값이 실제 삼각형 수와 동일한 

불편 추정치이다.

     E[c(t)] = E[c(t-1)] + E[c(t)] / p(t) 

= c(t-1) + (c(t) - c(t-1)) × p(t) / p(t)  
= c(t-1) + c(t) - c(t-1) = c(t)          

그림 3에서 보듯이, 선 추정 후 샘플링 방식은, 저

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 그래프 스트림의 모든 변화

분을 추정에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앞서 소개한 선 샘플링 후 추정 방식

보다 추정 오차가 작다.

3.3 스트리밍 알고리즘 (샘플링과 추정)

3.3.1 DOULION [9]

베르누이 샘플링과 선 샘플링 후 추정 방식을 사용

한다. 이때 수식 (1)의 p′(t) 값은 p , 즉 삼각형을 구

성하는 세 간선이 모두 샘플링될 확률과 같다. 정보 

손실이 큰 베르누이 샘플링 방법과 추정 오차가 큰 

선 샘플링 후 추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도가 가장 낮다.

3.3.2 MASCOT [6]

동일한 베르누이 샘플링을 사용하지만, 선 추정 후 샘

플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DOULION 

보다, 동일한 저장 용량 제약 하에서, 추정의 정확도

가 더 높다. 수식 (2)의 p(t) 값은 p , 즉 삼각형을 구

성하는 간선들 중 t번째 간선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간

선이 모두 샘플링될 확률과 같다.

3.3.3 Triest [10]

저수지 샘플링과 선 샘플링 후 추정 방식을 사용하는 

Triest-base, 그리고 저수지 샘플링과 선 추정 후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는 Triest-impr로 구분된다. Triest-base에

서 수식 (1)의 p′(t) 값 그리고, Triest-impr에서 수식 

(2)의 p(t) 값은 아래와 같다.

p′(t) = min{1, tt t 
kk k 

},

p(t) = min{1, tt 
kk 

} 

그림 3 선 샘플링 후 추정(위)과 선 추정 후 샘플링(아래)의 비교. 선 샘플링 후 추정에서는 저장되지 않는 변화분, 즉 간선은 추

정치 갱신에 활용되지 않는다. 선 추정 후 샘플링에서는 모든 변화분이 추정치 갱신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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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저장 용량 제약하에서, 저수지 샘플링이 베

르누이 샘플링보다 손실되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

에, Triest-base와 Triest-impr은 각각 DOULION과 

MASCOT보다 추정의 정확도가 더 높다.

3.3.4 WRS [11]

대기실 샘플링과 선 추정 후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

며, 앞서 소개한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동

일한 저장 용량 제약하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다(그림 

4, 표 1 참조). 많은 실제 그래프 데이터에서, 삼각형 

형성의 시간적 지역성(Temporal locality)이 존재한다 

[11]. 즉 오래전에 추가된 간선보다 최근에 추가된 간

선이 향후 추가될 간선과 삼각형을 형성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대기실 샘플링에서는 최근에 추가된 간

선들을 100%의 확률로 저장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될 

간선이 저장된 간선들과 삼각형을 형성할 확률, 즉 수

식 (2)의 p(t)의 값이 증가한다. 이는 저장 용량 제약 

하에서 더 많은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이 발견된 삼각형들을 기반으로 전체 삼각형 수

를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의 분산 나아가 추정의 오차

가 감소한다. 정확한 p(t)의 값과 추정 오차에 대한 

분석은 [11]에서 찾을 수 있다.

3.3.5 Tri-Fly [12] & CoCoS [13]

Tri-Fly와 CoCoS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된 분

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한 분산 

스트리밍 알고리즘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분산 저수

지 샘플링과 선 추정 후 샘플링 방식을 사용한다. 

Tri-Fly는 단순히 다수의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저수

지 샘플링을 수행하는 반면, CoCoS는 다수의 컴퓨터

에 중복으로 저장되는 간선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

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CoCoS가 

Tri-Fly보다 추정의 정확도가 더 높다.

3.3.6 Triest-fd [10] & ThinkD [14]

지금까지는 간선이 동적으로 추가되는 일반 그래프 

스트림을 위한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다. Triest-fd와 

ThinkD는 간선이 동적으로 추가 및 삭제되는 완전 동

적인 그래프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이다. Triest-fd는 완전 동적인 스트림을 위한 저수지 

샘플링인 랜덤 페어링(Random pairing) [15]과 선 샘

플링 후 추정을 사용한다. ThinkD는 베르누이 샘플링과 

선 추정 후 샘플링을 사용하는 ThinkD-Fast, 그리고 랜덤 

페어링과 선 추정 후 샘플링을 사용하는 ThinkD-Acc로 

구분된다. 정보 손실이 적은 샘플링 방법과 오차가 작은

표 2 완전 동적인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

한 스트리밍 알고리즘 비교. 동일한 저장 용량 제약 하

에서, ThinkD-Acc가 가장 정확하다.

Triest-fd ThinkD-Fast ThinkD-Acc

샘플링 방법 랜덤 페어링* 베르누이 

샘플링
랜덤 페어링*

추정 방법
선 샘플링 후 

추정
선 추정 후 샘플링

정확도 낮음 중간 높음

* 랜덤 페어링 [15]: 완전 동적인 스트림을 위한 저수지 샘플링

그림 4 WRS, Triest-impr, MASCOT 세 알고리즘의 시간에 따른 추정치의 신뢰 구간 변화(좌측)와 한 시점에서의 추정치의 

확률 분포(우측)를 비교. WRS가 가장 추정 오차가 작다. 실험에는 ArXiv 인용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다([11] 참조)

표 1 일반 그래프 스트림에서의 삼각형 수 추정을 위한 스트리밍 알고리즘 비교. 분산 스트리밍 알고리즘은 비교에서 제외하였

다. 동일한 저장 용량 제약 하에서, WRS가 가장 정확하다

DOULION Triest-base MASCOT Triest-impr WRS

샘플링 방법 베르누이 샘플링 저수지 샘플링 베르누이 샘플링 저수지 샘플링 대기실 샘플링

추정 방법 선 샘플링 후 추정 선 추정 후 샘플링

정확도 가장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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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ThinkD-Acc가, 동일한 저

장 용량 제약 하에서, 다른 두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

하다(표 2 참조).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동적인 그래프에서의 삼각

형 수 추정을 위한 최신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1) 저장 용량의 제약 하에서 정

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샘플링 방법, (2)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정 방법, 그리고 (3) 시간적 지역성 

등 데이터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월드와이드웹,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등 수많은 대용량의 동적인 그래프 데이터

가 존재한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삼각형 수 추정 이외에도,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링크 예측(Link prediction), 커뮤니티 분석

(Community detection) 등 다양한 용도의 스트리밍 알

고리즘이 개발 및 고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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