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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류란 여러 분야에서 쌓인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값에 대한 공통속성을 찾아내어 새로

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 보다 보편적인 결과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기법이다. 의사 결정 트리는 이
러한 분류의 한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험적 지식을 취득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발생시키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의사 결정 트리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트리 구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점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현대 사
회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
트맵을 활용한 의사 결정 트리의 구현을 제안한다. 비트맵을 사용하게 되면 의사 결정 트리 생성의 
가장 큰 비용인 속성값 측정에서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확장성

이 높은 의사 결정 트리를 구현할 수가 있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분야에서 컴퓨터 사용의 증
가로 엄청난 량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렇

게 쌓인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여 분석 
및 재가공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분류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쌓인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값에 대한 공통 속
성을 찾아낸 후,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 보다 보
편적인 결과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각 집합에 속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속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

다. 이러한 분류는 신청자의 여러 자격요건에 따라 발
행되는 카드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은행 대출의 한도 
및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비지니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쓰이게 된다. 

의사 결정 트리는 분류의 한가지 구현 형태로서 잎
과 노드를 가진 트리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데
이터에 대한 검사 및 예측을 쉽게 진행하도록 한 것
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 트리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
구하고, 구성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에 이 논문은 비트맵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보다 확장성이 높은 새로운 의사 결정 트리의 구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의사 결정 트리의 기본 구현 알고리

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제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비
트맵 알고리즘의 특징 및 구현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

겠다. 제 4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본 구현 알고리즘

과 제시된 새로운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겠다. 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하겠다. 

 
 

2.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 

2.1 정의 
의사 결정 트리(그림 2)는 트리 형태로 구성되며, 중
간 노드에 속성검사를 위한 분기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검사하여 클래스 값을 도출

하는 일종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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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사 결정 트리 

 

의사 결정 트리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1) Create a node N; 
(2) If samples are all of the same class, C then 
(3)    Return N as a leaf node labeled with the class C;  
(4) If attribute-list is empty then  
(5)    Return N as a leaf node labeled with the most  

common class in samples; //majority voting 
(6) Select test-attribute, the attribute among attribute-list 

with the highest information gain; 
(7) Label node N with test-attribute; 
(8) For each known value ai of test-attribute // partition 

the samples 
(9)    Grow a branch from node N for the condition  

test-attribute = ai;  
(10)    Let si be the set of samples in samples for which  

test-attribute = ai; // a partition 
(11)    If si is empty then 
(12)       attach a leaf labeled with the most common  

class in samples; 
(13)    Else attach the node returned by generate_ 

      decision_tree(si, attribute-list-test-attribute); 
 
 
2.2 속성 선택 방법 

 각 노드에 필요한 속성의 선택은 information gain 값

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information gain 값을 갖는 속성이 각 노드에

서 분기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무작위성 또는 불
순도를 최소화 하도록 만들어 진다. 
  
 Information gain 을 얻는 식은 아래와 같다. 
 
  GAIN(A) = I(S1, S2, …, Sm) – E(A) 
 
  I(S1, S2, …, Sm) = - Pi∑log2(Pi) 
 
  E(A) = ∑S1j+ …+Smj I(S1j, … , Smj) 
               S 
  Pij = Sij 

    | Sj | 
 
여기서 I(S1, S2, …, Sm)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계산

값 이고, E(A)는 각 속성에 대한 계산 값, Pij 는 샘플

이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이 된다. 

 각 노드 마다 위와 같은 값을 계산하면서 GAIN(A)
값을 얻고, 각 속성들의 GAIN(A)값을 비교하면서 위
의 알고리즘(6-7 단계)을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위의 연산은 대부분 클래스에 속한 값이 몇 개인지

를 계산, 평가하는 수식이다. 따라서 속성에 속한 값
의 카운팅은 전체 구성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비트맵을 활용한 알고리즘 

3.1 정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본 알고리즘 연산은 대
부분 클래스에 속한 값이 몇 개인지를 계산, 평가하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속성에 속한 값의 카운팅은 전체 
구성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러한 부분의 속도 향상을 위
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구성한다. 비트맵 
재구성된 데이터는 각 속성들의 연산과 비트맵 카운

팅에서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공된 데이터를 비트맵으

로 재구성한 후에 알고리즘에 필요한 연산을 하면 된
다. 
 

RID 1 2 3 4 5 6 7 8 ...

Age1 
(<=30) 

1 1 0 0 1 0 0 0 …

Age2 
(31…40)

0 0 1 0 0 1 1 0 …

Age3 
(>40) 

0 0 0 1 0 0 0 1 …

Income1
(low) 

0 0 0 0 1 1 1 0 …

Income2
(medium)

0 0 0 1 0 0 0 1 …

Income3
(high) 

1 1 1 0 0 0 0 0 …

… … … … … … … … … …

class 0 0 1 1 1 0 1 0 …
<표 2> 비트맵 구성 

 
표 2 와 같이 비트맵을 구성하면 의사 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필요 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GAIN(A)값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들은 
대부분 S1, S2 등으로 구성 되는 데, 이것은 AND 연산

과 COUNT 를 통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S11 과 S21 을 구해야 하는 경우 
  

S11 = COUNT(age1 AND class) 
S21 = COUNT(age1 AND not(class)) 
 
과 같이 실행하면 된다. 
위와 같은 연산을 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속성들의 

카운트 값을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고, G(A), 
I(S1…Sm), E(A) 등의 값을 손쉽게 알아 낼 수가 있다. 

3.2 구현 

Age?

<=3
31…4

>4

yes

Student? Credit rating

no yes no yes

n ye excellen Fai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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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구현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능 향상 기술

을 적용시켰다. 또한 비트맵 연산에 SIMD 를 적용하

였다. 
 
3.2.1 AND ( ) 함수 
비트맵 AND 연산은 두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읽

어와 AND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 공간에 저장

함을 의미한다. 이 때 비트맵 크기가 동적이라는 점과 
메모리 공간에 다시 저장해야 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AND ( ) 함수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현 
성능에 많은 영향을 가졌다. 

 
3.2.2 카디널리티 계산 
카디널리티는 비트맵 내의 참인 비트 개수, 즉 카운

트 값을 의미한다. 카운트의 계산 알고리즘은 비트맵 
연산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비트의 개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이지만, 결국 8 비트 단위로 값
에 따른 비트 수를 미리 계산하여 배열에 넣어두고, 
참조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 효
과를 얻었다. 

 
3.2.3 SIMD 의 적용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는 한번의 명령

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

에서는 Intel Pentium4 – processor 에서 제공하는 
SSE2(Streaming SIMD Extentions 2)를 이용하여 AND( ) 
함수와 COUNT( )함수를 SIMD 화 하였고, 이를 통한 
성능향상을 보았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본적인 의사 결
정 트리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과 비교하였다. 

실험은 비트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하
였다. 

 
4.1 실험 환경 및 데이터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환

경은 P-4 2.0GHz , 512MB, Linux Kernel 2.4 가 사용되었

고, 구현은 C 언어로 되었다. 
성능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속성값이 랜덤하게 

생성된 데이터이다. 생성된 데이터의 파라미터 인자는 
표.4 와 같다. 

 
D 데이터 행의 수 
A 사용된 속성의 수 
P 속성에 사용된 값의 수 

<표 4> 파라미터 목록 

 
4.2 실험 결과 
실험 1 은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의사 결정 

트리의 생성 속도를 기본 알고리즘과 비교 측정한다. 
실험 2 는 속성에 사용된 값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생성 속도를 비교 측정한다. 
실험 3 은 속성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생성 속도를 

비교 측정한다. 
 
실험 1 에서는 100k 에서 12M 까지 데이터 행을 증

가하면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5.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량이 늘어날수록 2 배 가
까운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다. 또한 10M 이상의 데
이터 행에 대해서는 기본 알고리즘이 시스템 상에서 
처리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알고리즘은 문자열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

에 Bitmap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량을 보여

준다. 또한 비교적 낮은 속성과 속성값이 이처럼 기능 
차이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었다. 이는 생성되는 노드

의 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bitmap 연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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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험 1. A5P13 의 데이터 행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실험 2 에서는 각 속성에 사용된 값의 수를 증가시

키면서 평가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5.2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속성에 

사용된 값이 낮은 초기에는 Bitmap 알고리즘이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다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성능의 역
전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
생되는 이유는 속성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로 생
성되는 노드의 수가 exponential 하게 증가하기 때문인

데, 이에 따라 Bitmap 연산의 수가 생성된 노드의 수
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험 3 에서는 전체 속성에 사용된 값의 수 변화 

없이, 사용된 속성의 수만을 증가시키면서 평가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5.3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초기에는 
기본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사용된 속성

의 수를 점점 증가시키고 속성에 사용된 값을 통합 
할수록 Bitmap 의 성능이 보다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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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 2. D2A9 의 속성에 사용된 값의 

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적으로 사용

된 속성값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제 적인 속성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생성되는 노
드의 수 변화가 적어서 Bitmap 의 연산의 수도 변화도 
적어지게 된다. 기본 알고리즘의 경우는  속성의 증가

로 행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기 되므로 Bitmap 에 비하

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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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 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Bitmap 연산 알고리즘을 제
안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형태

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서는 2 배 가량의 빠른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기본 알고리즘 보다 많은 데이터 집
합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하였다. 또한 데이터 집합의 
확장에 대해서도 기본 알고리즘보다 낮은 실행 시간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사용된 속성의 수나 속성에 사용된 값이 
커지는 경우는 생성되는 노드의 수가 많아져서 기본 
알고리즘 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드의 수는 속성이나 속성값의 증가에 대하여 

exponential 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 개선이 
시급하였다. 

또한, 두 가지 알고리즘이 모두 메모리 내에서의 
연산만을 수행하는데, 이 또한 추가 개선이 시급한 사
항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Bitmap 의 기본적인 적용을 통하여 

기본 알고리즘의 성능향상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경우

에는 대부분 기본 알고리즘에 비하여 좋은 성능과 확
장성을 보였으나, 모든 경우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는 못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몇 가지 추가 적인 개선 사항이 발

견되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의 개선

을 위주로 진행되어갈 것이다. 
연산된 결과를 저장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산을 줄이

는 방식이나, 노드 생성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중
복된 행 값들을 동시 저장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더 빠르고, 확장성 높은 추가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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