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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방대한 양의 그래프 데이터의 등장으로 이를 효과적으

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클

러스터링은 라벨링(labeling)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내

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찾기 위한 방법

론으로, 그래프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클러스터링 관련 연구를 소

개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개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초기에는 그래프의 간선 정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찾는 연구가 많이 존재하였다. Van Dogon[1]은 그래프의

간선 정보를 통해 flow matrix를 만들고, Markov chain

model을 이용하여 flow matrix를 시뮬레이션 하여 클러스

터를 찾는 MCL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Newman[2]은 그

래프의 betweenness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분할하여 클러스터를 찾는 Girvan-Newman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Xiaowei[3]는 서로 다른 두 노드가 공유하고 

있는 이웃노드의 수를 기반으로 노드 간의 구조적 유사도

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찾는 SCAN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후, 소설 네트워크등과 같이 노드의 속성 값을 포함

하는 그래프 데이터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그래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간선 정보뿐만 아니라 그래프

의 노드 정보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연구 되었다. 

Ruan[4]은 노드와 간선정보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 metis

와 markov 클러스터링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Boobalan[5]은 간선정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탐색 및 

병합을 수행하고, 노드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분해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를 찾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그래프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서 서로 다른 그래프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고, 그 결과 그래프 데이터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머신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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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대용량 그래프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의 개발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Weizhong[6]은 

SCAN 알고리즘을 Hadoop환경의 분산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단일 머신에서 처리하

지 못했던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클러스터링 연구 동향을 살펴보

았으며, 최근에는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 클러스터링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

로, 기존의 대용량 그래프 클러스터링 연구는 대부분 간

선 정보만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하였으며, 이미 존재

하는 알고리즘을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구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는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간선 정보와 노드의 속성 값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프 클러스터링 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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