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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 연  규칙은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발견되는 연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 인 공간 데

이터베이스에서는 공간 연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질의를 확장하여 공간 연  규칙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상 정보에 따른 데이터를 구성한 후 비공간 객체 속성간의 연 규칙을 발견한다.

1. 서론

   최근 공간 정보들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기술들은 지리 정보 시스템이나 지식 베이스 

시스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방 한 

양의 공간 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

출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공간 데이터마이닝 기법들

을 이용한다. 공간 데이터마이닝은 공간 데이터베이

스에 장된 자료들로부터 공간  속성이 고려된 유

용한 지식들을 발견하는 것이다[2].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존의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한 객

체 지향 인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객체

의 상 정보  그 속성과 같은 비공간 정보를 가

지고 있을 뿐 공간 데이터마이닝을 효율 으로 지원

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

이스에서  사용되는 질의를 확장하여 공간 데이터마

이닝 방법  공간 연  규칙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

1)본 연구는 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다. 특히 지리 정보 시스템에 용 가능한 모델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기존 공

간 연  규칙 시스템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3 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에 필요한 요소와 질의 처리 

과정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J.Han이 제안한 GeoMiner[2]에서 공간 연  규

칙을 용한 Koperski의 방법[1] 이후 공간 연 규

칙 탐사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실용화되고 있다. D.Malerba는 지리 정보 시

스템과 데이터마이닝 서버를 목한 INGENS 시스

템을 발표하 다[4]. Osmar R. Zaiane은 비쥬얼 컨

텐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기 한 

MultiMediaMiner 시스템을 제안하 다[5].  시스

템들은 거리에 한 Hierarchy를 구성하여 

Attribute의 하나로 간주하여 공간에 한 연  규

칙을 발견한다. 그러나 각 시스템의 질의 언어  

최종 결과를 보면 공간 속성에 한 분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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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 강과 같은 큰 범주의 분류에 그칠 뿐 각 

건물에 한 속성이나 도로의 교통량과 같은 세부 

속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간 속성과 비공간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

템으로 M. May가 제안한 SPIN! System이 있다[6]. 

그러나 공간 연  규칙을 탐사 할 때는 앞서 제시된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 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 연  규칙의 발견은 의료 분야나 상 처리 분

야에 응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발견하고

자 하는 공간 연  규칙은 객체들 간의 단순한 지리

 상 계보다 각 객체의 속성들도 고려한 종합

인 연  규칙탐사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를 확장하여 공간 데이터마이닝, 특히 공간 연  규

칙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상 정보에 따른 데이터를 구성한 후 비

공간 객체 속성간의 연 규칙을 발견한다.

3. 설계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GMS를 기반으

로  SMQL[3]을 사용하여 연  규칙을 찾아내는 시

스템이다.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GMS는 공간 DBMS로서 다  사용자를 지원하

며 공간 데이터  비공간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할 수 있다. 

G M S

A S S O C IA T IO N  S Y S T E M

S M Q L  P a rs e r

C o n c e p t H ie ra rc h y  
P ro c e s s o r P re d ic a te  P ro c e s s o r

C o n c e p t 
H ie ra rc h y

D a ta

T a s k  
R e le v a n t

D a ta

P re d ic a te
D a ta

G M S  Q u e ry  P a rs e r

S p a tia l 
D a ta b a s e

N o n -S p a tia l
D a ta b a s e

U S E R

U s e r In te rfa c e

(그림 1) 공간 연  규칙 시스템

   

3.1 SMQL

   SMQL은 SIMS(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사용하기 한 공간 데

이터마이닝 질의 언어이다[3]. SMQL은 공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 에서  Association, Classification, 

Clustering, Trend Analysis를 지원하는 질의 언어

이며, Association의 BNF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MQL에서의 Association BNF

 SMQL_query ::= ASSOCIATION [AS pattern_literal] |

         RETRIEVE TASK RELEVANT DATA AS task_name

         [ USING HIERARCHY  hierarchy_description ]

         [ USING TASK RELEVANT DATA task_name ]

         [ FOR analysis_standards ]

         FROM table_list

         [ WHERE conditions ]

         [SET threshold_specification ]

 task_name ::= literal

 hierarchy_description ::= 

       {hierarchy_level OF} hierarchy_name  

                                            FOR spatial_term

 threshold_specification ::=

        threshold_description THRESHOLD number

 threshold_description ::=  

        DISTINCT_VALUE | DESIREABLE_RULE

3.2 계층 구조 정의 

   공간 속성을 연  규칙에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 계층  구조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공

간 hierarchy라고 한다. 소득이나 나이와 같은 비공

간 속성도 공간 속성과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로 

표 할 수 있다. 그림 3은 계층 구조의 를 보여

다. 

업종

주점 의류 음식점 미용

맥주 소주
여성

의류

남성

의류
한식 중식 일식 이발소 미용실

   (그림 3) 계층 구조의 

   이러한 공간, 비공간 hierarchy를 공간 연  규칙 

시스템 상에서 정의, 이용하기 해서는 질의 언어

를 이용한다. SMQL에서 hierarchy를 정의, 이용하

는 구문의 BNF는 그림 4와 같다. hierarchy_nam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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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hierarchy의 이름을 말한다. apply_attribute

는 어떠한 속성을 상으로 hierarchy를 생성할 것

인지를 정의한다. apply_table은 apply_attribute가 

속한 테이블을 말하고, AS 이하 구문은 하  

hierarchy의 값 OF 상  hierarchy의 값 형식으로 

나타낸다. 

(그림 4) Hierarchy 생성을 한 BNF

 Hierarchy_Generation ::= 

                 GENERATE HIERARCHY hierarchy_name

                 FOR apply_attribute

                 IN apply_table 

                [AS level_number = (hierarchy_value)

                             OF (hierarchy_parent | ROOT)]

 hierarchy_name ::= literal      apply_attribute ::= literal

 level_number ::= literal          apply_table ::= literal

 hierarchy_value ::= literal | range 

 range ::= value-value

 hierarchy_parent ::= hierarchy_value    

3.3 질의 처리 과정  결과

   GMS에서의 공간 연  규칙 탐사 시스템에서는 

GMS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마이닝하기 한 SMQL

과 기존 GMS의 질의를 조합하여 연  규칙을 찾아

낸다. 제를 통해 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질의는 역을 심으로 500미터 이내의 범

에서 공간 연  규칙을 찾도록 하 다. 이를 

SMQL로 작성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질의 제

 MINE ASSOCIATION AS Station

 FOR T2.* 

 FROM Building_T1, Building_T2

 WHERE T1.BusinessType = “역” 

                    AND DISTANCE(T1,T2,500)

 SET SUPPORT THRESHOLD 0.3 AND

 CONFIDENCE THRESHOLD 0.7; 

   우선 기 이 될 OID 를 찾는다. 질의에서 

Building_T1 테이블의 BusinessType="역“인 모든 

OID가 검색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연

된" 정보를 찾을 것인지를 구한다. 질의에서 보면 

역에서 거리가 500 이내의 범 에 속한 모든 객체들

의 OID가 검색된다. 검색된 OID에서 복된 값을 

제외시키고 장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게 

얻은 OID의 나머지 속성 데이터들을 구한다. 만약 

질의에 Using hierarchy 구문이 명시되어 있으면, 

구해진 데이터 집합은 개념 계층을 이용하여 구문에 

지정된 level의 값으로 체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 

Apriori 알고리즘을 용하여 연  규칙을 발견한다. 

   질의 수행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러나 찾아낸 

규칙에서 support의 비율이 낮다. 좀 더 정확한 정

보를 찾기 해 BusinessTree의 hierarchy를 이용하

여 연  규칙을 찾는다. 

(그림 6) 질의 결과

Hierarchy를 이용한 질의는 그림 7과 같다. 질의 처

리 과정  세 번째 단계에서 BusinessTree 라는 

hierarchy 테이블을 이용하여 BuniessType의 값을 

level1의 값으로 체시킨다.  그림 8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 Hierarchy를 이용한 질의 제

 MINE ASSOCIATION AS Station

 USING HIERARCHY lv1 of BusinessTree 

                          FOR T2.BusinessType

 FOR T2.*    FROM Building_T1, Building_T2

 WHERE T1.BusinessType = “역” 

                          AND DISTANCE(T1,T2,500)

 SET SUPPORT THRESHOLD 0.3 AND

 CONFIDENCE THRESHOLD 0.5; 

(그림 8) 질의 결과

   발견된 규칙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역 부근의 

1층에 있는 의류 은 평당 가격이 높고 support는 

33.9%, confidence는 55.1% 이다. 역 부근의 2층에 

치한 업종  평당 가격이 높은 곳은 주 인 경우

가 많고 support는 31.2%, confidence는 60.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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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체로 역 부근에서는 주 과 

의류 이 호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건 을 가진 질의를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작업 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림 9는 인구가 많은 건물 근처

의 건물들에 한 연  규칙을 찾는 질의 제이다.

(그림 9) 질의 제 

 RETRIEVE TASK RELEVANT DATA AS pop

 FOR T2.attr, T2.age, T2.price, T2.pop

 FROM Building_T1, Building_T2

 WHERE T1.pop > 200 AND T2.oid = T1.oid 

                        AND DISTANCE(T1,T2,100)

 SET SUPPORT THRESHOLD 0.3 AND

 CONFIDENCE THRESHOLD 0.5;

   이 경우 질의 처리 과정  두 번째 단계까지 검

색된 OID는 pop 일로 장된다. 질의 결과 규칙

이 발견되지 않아 그림 9의 질의를 인구가 많은 건

물 근처의 도로들에 한 연  규칙을 찾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 다. 수정된 질의는 그림 10과 같다. 

이  질의에서 처리된 pop 일을 사용하여 연  규

칙을 찾기 때문에 질의 처리 시간을 상당히 일 수 

있다. 질의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0) 작업 련 데이터를 사용한 질의 제

 MINE ASSOCIATION

 USING TASK RELEVANT DATA pop

 FOR T2.traffic, T2.parking, T2.tra_acc, T2.park_acc 

 FROM Building_T1, Building_T2

 SET SUPPORT THRESHOLD 0.3 AND

 CONFIDENCE THRESHOLD 0.5;

(그림 11) 질의 결과

4. 결론 

   최근 방 한 양의 공간 데이터로부터 흥미로운 

지식을 추출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공간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은 공간 데이터마이닝을 효율 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에서  사용되는 질의를 확장하여 공간 연  규칙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리고 GMS를 기

반으로 단순한 지리  상 계보다 각 객체의 속성

들이 고려된 질의 처리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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