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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거의 정확하다!
벡터 검색 엔진에 ANN HNSW
알고리즘 도입기 (feat. SWIG Golang)



다룰 내용

1. HNSW를 도입하게 된 배경
2. HNSW의 소개
3. 성능 튜닝
4. Golang에서 사용하기 위한 SWIG 적용



• 벡터 데이터들에 대한 유사도 “검색”
• 유사한 벡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ANN(Approximate 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발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인공 신경망(ANN)
• 및 여타 다른 머신러닝 기술



HNSW를 도입하게 된 배경



• 검색 대상 벡터와 모든 벡터와의 거리를 계산
• 가장 거리가 가까운 K개를 리턴
• 256차원 벡터 150~200만 개, K가 1000쯤 되면

응답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

HNSW를 도입하게 된 배경 – KNN
KNN



HNSW를 도입하게 된 배경 – ANN

• 특정 방식으로 검색 대상 벡터와 가까운 벡터를
“근사하게” 찾아내는 기법

• Spotify의 Annoy 알고리즘
• 데이터를 추가하기 힘들다

ANN



HNSW 소개



HNSW 소개

navigable small worlds +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s



HNSW 소개 – 케빈 베이컨 게임



HNSW 소개 – 6단계 법칙



HNSW 소개 – small world network



HNSW 소개 – navigable small worlds



HNSW 소개 –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



HNSW 소개 –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



HNSW 소개 – 개요
•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s
• small world network +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
• 데이터 추가가 쉽다.
•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
• 데이터 경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능 튜닝



• 응답 시간(response time)
• 검색 요청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 재현율(recall)
• 검색 결과의 정답이 있고, 실제 검색 결과가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나타내는 비율
• 0 ≤ 재현율 ≤ 1

• 검색 개수(K)
• 검색의 결과로 가져올 벡터 개수

• 인덱스(index)
• 검색을 하기 위해 만든 자료 구조/파일

• 빌드
• 벡터 데이터로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

용어 설명

성능 튜닝 – 용어



성능 튜닝 – M
• 한 노드가 가지는 이웃 노드 갯수
• 추천 범위는 5~48
• 인덱스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빌드 시간 및 재현율에 관여

표1. M값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56 차원 랜덤 벡터 100만개, ef_construction = 500,
K = 1000, ef = 10000



성능 튜닝 – ef_construction
• 색인 구성 시 이웃 노드를 저장하는 동적 큐의 크기
• 재현율과 빌드 속도에 관여

표2. ef_construction 값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56 차원 랜덤 벡터 100만개, M = 32,
K = 1000, ef = 7000



성능 튜닝 – ef
• 검색 시 방문한 이웃 노드를 저장해 놓는 동적 큐
• 해당 값 만큼의 노드를 탐색한다.
• 검색 개수인 K보다 커야 함
• 응답 시간과 재현율에 관여

표3. ef 값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56 차원 랜덤 벡터 100만 개, M = 32, ef_con = 1000
K = 1000



성능 튜닝 – 데이터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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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1. 데이터 경향별 응답 속도
256 차원 랜덤 벡터 100만 개, M = 32, ef_con = 1000
K = 1000

차트2. 데이터 경향별 응답 속도
256 차원 랜덤 벡터 100만 개, M = 32, ef_con = 1000
K = 1000



성능 튜닝 – 파라미터 접근 전략
• 빌드 시, M과 ef_construction 값을 조정하면서 재현율을 올린다.

• M 값은 색인 크기와 빌드 시간에 직접적 영향
• ef_construction 값은 빌드 시간에 영향

• 검색 시, ef 값을 조정하면서 응답 시간과 재현율을 타협
• ef  값을 ef_construction과 K 중 큰 값으로 시작
• 값을 늘려가며 응답 시간과 재현율을 타협



Golang에서 사용하기 위한 SWIG 적용



SWIG 적용
• C/C++로 작성된 코드를 다른 언어와 연결
•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하여 빌드
• 연결에 필요한 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



//// created.go
type FloatVector interface {

Swigcptr() uintptr
SwigIsFloatVector()
Size() (_swig_ret int64)
Capacity() (_swig_ret int64)
Reserve(arg2 int64)
IsEmpty() (_swig_ret bool)
Clear()
Add(arg2 float32)
Get(arg2 int) (_swig_ret float32)
Set(arg2 int, arg3 float32)

}

C/C++과 Golang을 연결해 주는 자료 구조 생성

SWIG 적용 – 인터페이스 파일 설정

//// interface.i
// vector
%include "std_vector.i"
%template(FloatVector) std::vector<float>;
%template(FloatSizeTPairVector) 
std::vector<std::pair<float, size_t>>;

// pair
%include "std_pair.i"
%template(FloatSizeTPair) std::pair<float, 
size_t>;

// string
%include "std_string.i"



//// interface.i

%include "exception.i"
%exception {

try {
$action;

} catch (std::exception &e) {
_swig_gopanic(e.what());

}
}

SWIG 적용 – 인터페이스 파일 설정
C/C++ exception과 Golang panic 연결



SWIG 적용 – 컴파일 옵션
• HNSW에서는 벡터 연산 시 SSE, AVX, AVX512 CPU 명령어 셋을 지원
• HNSW 코드가 동작하는 CPU가 지원하는 명령어 셋 확인

• v1 : MMX, SSE, SSE2
• v2 : SSE3, SSSE3, SSE4.2, POPCNT, CMPXCHG16B
• v3 : AVX, AVX2, MOVBE
• v4 : AVX512

• GOAMD64 / CGO_CXXFLAGS 옵션을 적절하게 설정
• ex) GOAMD64 = v3 / CGO_CXXFLAGS = -mavx2



정리



정리
• 벡터 검색 시 KNN 알고리즘은 성능상 한계 존재, ANN 알고리즘 도입
• HNSW ANN 알고리즘의 특징

• 데이터 삽입이 쉬움
• 데이터 경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음
• 파라미터 튜닝 필요
• 여러 CPU 명령어 셋 지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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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 SWIG 적용 여부에 따른 성능
• SWIG 적용한 Golang HNSW과

C++ HNSW 성능 비교
• 큰 차이 없음



Appendix. 2 – 돌로네 삼각분할



Appendix. 3 - 참고문헌
• https://www.iceinstitute.org/blog/2019/4/1/six-degrees-of-kevin-bacon-education-edition – 케빈 베이컨 이미지
• https://ohgym.tistory.com/10 –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 이미지
• http://sanghyukchun.github.io/34/ - small world network 이미지
• https://arxiv.org/abs/1603.09320 - HNSW 논문
• https://github.com/spotify/annoy - annoy github
• https://euriion.com/?p=412115 –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
• https://www.swig.org/ - SWIG
• https://darkpgmr.tistory.com/96 - 들로네 삼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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