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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리기반 빈발 항목 집합 알고리즘들은 체 으로 집 빈발 항목 집합에는 효율 이고 빠르게 빈

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나 희소 빈발 항목 집합에는 효율 이지 않고 빈발 항목 집합을 빠르게 탐색하

지 못한다. 반면에 배열기반 빈발 항목 집합 알고리즘은 희소 빈발 항목 집합에 효율 이고 빠르게 빈

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나 집 빈발 항목 집합에는 효율 이지 않고 빈발 항목 집합을 빠르게 탐색하

지 못한다. 집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 효율 으로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두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각각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정확한 기  제시

가 어렵고, 두 가지 알고리즘의 단 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집 빈발 항목 집합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에 해 작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효율 이

고 빠르게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할 수 있는 CPFP-Tree라는 새로운 자료구조와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빈발 항목 집합 탐색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Transaction Database)에서 체 트랜잭션 개수 비 항

목 집합이 발생한 트랜잭션 개수 비율이 특정 지지도 임

계값(Support threshold)보다 큰 지지도를 갖는 모든 항목

집합을 악하는 작업이다.

   빈발 항목 집합 탐색은 연 규칙 마이닝 분야의 가장 

핵심 인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상호 계(correlations), 인과 계(causality), 순차 패턴

(sequential patterns), 에피소드(episodes), 다차원 패턴

(multi-dimensional patterns), 최  패턴(max-patterns), 

부분 주기성(partial periodicity), 신흥 패턴(emerging 

patterns) 등 여러 마이닝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1, 2].

   빈발 항목 집합 탐색 방법은 사용하는 자료구조에 따

라 배열기반 알고리즘과 트리 기반 알고리즘으로 구분된

다. 빈발 항목 집합은 빈발 항목 집합의 특성에 따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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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 희소 빈발 항목 집합과 집도가 높은 집 빈

발 항목 집합으로 구분된다[1, 2, 3, 4, 5, 6, 7, 8].

그림 1 빈발 항목 집합 알고리즘 발 도

   그림 1은 종래의 빈발 항목 집합 탐색 알고리즘 발

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자료구조에 따라 배열기반과 트리

기반으로 분류하고 발  순서에 따라 표 한 것이다[2, 3, 

4, 5, 6, 7, 8].

   트리기반 알고리즘들은 체 으로 집 빈발 항목 집

합에는 효율 이고 빠르게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나 희

소 빈발 항목 집합에는 효율 이지 않고 빈발 항목 집합

을 빠르게 탐색하지 못한다[2, 3, 5]. 반면에, 배열기반 알

고리즘은 희소 빈발 항목 집합에 효율 이고 빠르게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나 집 빈발 항목 집합에는 효율 이지 

않고 빈발 항목 집합을 빠르게 탐색하지 못한다[4, 7, 8].

   OP 알고리즘은 능동 으로 집도가 높으면 FP-Growth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집도가 낮으면 H-Mine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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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따라서 집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 효율

으로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한다. 그러나 집도에 한 

명확한 기  제시가 어려우며, 집도가 높아 FP-Growth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FP-Growth 알고리즘의 단 을 

내제하고, 집도가 낮아 H-Main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

우 H-Mine 알고리즘의 단 을 내제한다. 즉 2가지 종류

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각각의 알고리즘을 사

용할 정확한 기  제시가 어렵고, 2가지 알고리즘의 단

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집 

빈발 항목 집합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에 해 작

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효율 이고 빠르게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할 수 있는 CPFP-Tree라는 새로운 자

료구조와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2. CPFP-Tree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자료구조인 CPFP-Tree

의 이해를 돕기 해 표 인 트리기반 알고리즘인 

FP-Growth의 FP-Tree와 비교한다[4].

그림 2 FP-Tree와 CPFP-Tree의 비교

   그림 2는 동일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것

으로 이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CPFP-Tree는 FP-Tree에 

비해 노드 수가 반으로 감소했다. 노드 수의 감소는 트

리의 크기를 여주며 이는 다시 빈발 항목 집합의 탐색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FP-Tree는 하나의 노드에 하

나의 항목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CPFP-Tree는 

하나의 노드에 여러 항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희소 빈발 

항목 집합의 경우에 트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고 가지

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한 FP-Tree

는 동일한 항목의 노드들의 연결을 각각의 노드들이 가지

고 있지만 CPFP-Tree는 헤더 테이블이 모두 가지고 있

다. 하나의 노드에 여러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제안하는 자료구조는 노드들 간의 

연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트리의 구성  탐색 

시간을 단축한다.

   제안하는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

하는 방법은 원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트랜

잭션의 항목을 카운트하여 헤더 테이블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구성된 헤더 테이블을 이용하여 CPFP-Tree를 구성

하는 단계, 상기 구성된 CPFP-Tree  상기 헤더 테이블

을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해 개별 CPFP-Tree를 구

성하는 단계, 상기 구성된 개별 CPFP-Tree를 이용하여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집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에 

효율 인 탐색 방법인 CPFP-Tree를 제안했고 이를 이용

한 빈발 항목 집합 탐색 방법을 통해 집  희소 빈발 

항목 집합 모두를 빠르게 탐색하는 효과가 기 된다. 따라

서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하는 시스템 과 응용에서 활용

이 가능하다. 한 작은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시

스템이나 용량 데이터스트림의 빈발 항목 집합 탐색에

도 효과 인 응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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