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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많은 빈발 패턴 마이닝은 단일 최소 임계치를 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각 아이템에 

같이 용하고 빈발 패턴을 마이닝해왔다. 단일 최소 임계치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아이템이 동일한 

임계치가 용되므로 어 아이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정규 패턴이라고 

한다. 실 세계에서는 빈발한 아이템 뿐만 아니라 주기 으로 발생하는 패턴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어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는 빈발한 정규 패턴을 마이닝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패턴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분야로서 거 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요한 정보나 지식을 찾

아내는 기법이다. 기존의 패턴 마이닝 [1, 2]은 단일 최소 

임계치를 용한 뒤 임계치 미만의 빈발도를 보인 아이템

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므로 빈발도가 낮은 아이템이 포함

된 패턴을 마이닝하지 못하거나, 낮은 임계치로 인해 무 

많이 발견되는 어 아이템 문제 [3]가 발생한다. 다  최

소 임계치를 기반으로 한 빈발 패턴 마이닝 [4, 5]은 이러

한 문제를 다루기 해 제안되었다. 한편, 트랜잭션 데이

터베이스 내에서 자주 등장한 아이템이 포함된 패턴뿐만 

아니라 주기 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이 포함된 정보가 

요한 경우도 있다. 를 들어, 주말이나 연휴같은 특정 기

간에 집 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 정기 으로 방문

하는 이용자의 수 와 같은 정보를 들 수 있다. 이 게 주

기 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정규 패턴(Regular Pattern) [5, 

6, 7] 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어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

고 정기 으로 발생하는 빈발한 정규 패턴을 마이닝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Apriori [1]는 빈발 패턴을 찾기 해 후보 패턴을 생

성하고 빈발 패턴을 마이닝한다. 그러나 무 많은 후보 

패턴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스캔횟수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에 FP-Growth [2]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제안

되었으며, 최근 빈발 패턴 마이닝은 FP-Growth 기반으로 

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다. FP-Growth 는 

단일 최소 임계치를 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2회 스캔한

다.  첫 번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스캔 후 최소 임계

치 미만인 아이템을 제거하고 각 아이템의 빈발도의 내림

차순으로 아이템의 이름과 빈발도의 열을 가지는 헤더 테

이블을 생성한다. 그리고 두번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여 root 노드로부터 각 트랜잭션의 아이템을 헤더 

테이블의 아이템 순으로 정렬하고, 헤더 테이블에 존재하

지 않는 아이템을 제거한 뒤 남아있는 아이템을 자식 노

드들로 생성한다. 그리고 헤더 테이블의 아래에 있는 아이

템부터 상향식 탐색으로 조건부 트리를 생성하고 빈발 패

턴을 찾아낸다. 

 주기 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마이닝하는 정규 패턴 마이

닝 [6, 7, 8]은 FP-Growth 기반의 마이닝 기법이지만 트

랜잭션내에 등장한 아이템의 빈발도가 아닌 등장한 주기

를 기 으로 패턴을 마이닝한다. 먼  트랜잭션 데이터베

이스를 스캔하며 각 아이템이 등장한 주기  가장 큰 값

을 구한다. 주기값은 1번 트랜잭션과 그 아이템이 처음으

로 나타난 구간, 아이템이 다시 등장한 구간, 아이템이 마

지막으로 등장한 구간과 트랜잭션의 맨 마지막 번호의 차

 가장 큰 값이 된다. 그리고 주기값이 임계값보다 큰 아

이템을 제거하고 아이템을 정해진 정렬기 에 따라 

FP-Tree 와 유사하게 RP-Tree 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RP-Tree 를 이용하여 순환 으로 RP-Tree 의 조건부 트

리를 생성하여 정규 패턴을 마이닝한다.

 그러나 단일 임계치 기반의 모델에서는 어 아이템 문

제 [3]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해, 다  최소 임

계치 기반의 연구들 [3, 4, 5]이 진행되었다. 다  최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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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 기반의 연구 모델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 

아이템에 해 각각 최소 임계치 (Multiple Minimun 

Supports)를 설정하게 된다. 만약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아이템 A, B, C이 있다고 한다면 각 아이템에 해

서 MIS (Minimum Item Support) 값을 설정한다. 를 

들어 MIS(A) = 4%, MIS(B) = 5%, MIS(C) = 3% 라고 

가정하고, 만약 패턴 {A, B} 의 빈발도가 3% 이면 이 두 

아이템 A, B 의 MIS 값  가장 작은 값 3%보다 빈발도

가 낮으므로 이 패턴은 비빈발패턴이다. 그러나 패턴 {A, 

B, C} 의 빈발도가 3%라면 이 세 아이템 A, B, C  가

장 작은 MIS 값이 3% 이므로 이 패턴은 빈발한 패턴이 

된다. 다  최소 임계치 모델 기반인 CFP-Growth [4]는  

데이터베이스를 단 한 번만 스캔하고 빈발 패턴을 마이닝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각 트랜잭션을 정해진 순서 규칙에 

따라 각 아이템별 빈발도를 구하고 FP-Growth 와 유사하

게 MIS-Tree를 생성한다. 그리고 MIS 값  가장 작은 

값보다 낮은 빈발도를 가진 아이템의 노드를 제거 

(Pruning)한 뒤 자식 노드들  이름이 같은 노드를 합침

(Merging)으로써 트리를 재구성한다. 트리가 재구성된 뒤

에 이 트리를 이용하여 빈발 패턴을 마이닝한다.  

 

 

3. 본론

  본 장에서 빈발한 정규 패턴을 마이닝하는 새로운 방법

을 제안한다. 이 트리구조는 RP-Tree [6, 7, 8]와 

MIS-Tree [3, 4]를 기반으로 한다. 본 장에서 제안하는 

트리는 각 아이템의 MIS 값보다 큰 빈도수를 가지는 아

이템들 에서 주기 으로 발생하는 모든 패턴들의 집합

을 찾기 해 사용된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D = 

{T1,T2, ..., Tn}가 n개의 트랜잭션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

스이고, 각 트랜잭션은 유한한 아이템 집합 I = {i1, i2, ..., 

im} 내 아이템과 고유한 트랜잭션 아이디 TID로 표1과 같

이 이루어진다.

<표 1>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한 각 아이템의 MIS 값은 표2와 같이 설정하고 최  

주기 λ는 4 로 가정한다.

<표 2> 아이템별 MIS 값

 어떤 아이템 I가 트랜잭션 Ta, Tb에서 나타났다고 가정

할때 그 패턴의 주기는 Tid(Ta) - Tid 1, Tid(Ta) - 

Tid(Tb), Tid(Tn) - Tid(Tb)  가장 큰 수가 아이템 I의 

주기가 된다. 를 들어  표1의 아이템 A는 트랜잭션 

아이디 TID(1, 3, 6, 8)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Tid6 - 

Tid3 = 3, Tid1 - Tid0 = 1, Tid8 - Tid8 = 0  가장 큰 

값인 3이 아이템 A의 주기가 된다. 다음으로 패턴을 찾기 

해 트리를 구성한다. 트리를 구성하기 하여 먼  트랜

잭션 데이터베이스를 1회 스캔하여 각 아이템 별 빈발도

와 주기를 찾아낸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아이템별 주기, 빈발도

 

 MIS 값 에 가장 작은 값 보다 낮은 빈발도를 가지는 

아이템을 포함하는 패턴은 빈발 패턴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결과에 근거하여 MIS 값 에 가장 작은 값인 

3 보다 더 작은 빈발도를 보인 F 는 빈발 패턴 마이닝 

상에서 제거된다. 그리고 한 최  정규도 주기 4 보다 

더 긴 주기를 가지는 B 를 포함하는 패턴 역시 정규 패턴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 역시 제거된다. B, F를 제거하고 

나머지 아이템을 빈발도의 역순으로 정렬하여 헤더 테이

블을 생성한다. 표 4는 표 1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생된 헤더 테이블이다.

<표 4> 헤더 테이블

 이제 정규 패턴을 마이닝 하기 한 정규 트리를 생성한

다.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트랜잭션 데이

터베이스를 다시 한 번 스캔하며 각 트랜잭션 Tn의 아이

템  헤더 테이블에 속하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고 빈발도 

순으로 정렬한다. 트랜잭션 Tn 의 아이템 In 이 루트의 자

식 노드 리스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 노드를 

따라 탐색하고 없으면 새로 노드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 

노드는 임시 부모 노드가 된다. 모든 트랜잭션에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만약 아이템 In 이 마지막 아이템이라

면 해당 트랜잭션 번호를 같이 표시한다. 결과 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트리가 생성된다.

<그림 1> 정규 트리

 모든 아이템은 트리상에서 {C}와 같이 노드의 이름으로 

표시하거나 {A : 1, D : 2, }과 같이 노드명 : 최종 

트랜잭션 번호로 표 된다. TID 1번의 경우 아이템 {A, 

B, E} 를 헤더 테이블에 없는 항목을 제거하고 빈발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E, A}가 되고 root 노드의 

자식 노드  E가 없으므로 노드 E를 추가한 다음에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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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자식 노드로 A를 추가한다. 한 A는 이 트랜잭션의 

마지막 아이템이므로 트랜잭션 아이디 1번을 붙여서 {A : 

1}과 같이 표기한다. 다음으로 이 트리로부터 조건부 

트리를 생성하고 정규 패턴을 마이닝한다. 마이닝은 헤더 

테이블의 맨 하단에 있는 아이템으로부터 상향식방식으로 

수행된다. 테이블의 맨 하단에 있는 A는 트리에서 (A : 6, 

8), (A : 1) 의 2노드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아이템 

A가 트랜잭션 아이디 TID(1, 6, 8) 에서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해당 노드의 상  노드들의 아이템들도 그 

트랜잭션에서 보여졌음을 의미한다. 노드 A를 루트 

노드까지 따라가면 {E, C, A : 6, 8}, {E, A : 1} 두 

경로가 얻어진다. 이 두 경로에서 A 를 제거하고 조건부 

트리를 생성하고, 정규 패턴인지를 확인한다.

<그림 2> 조건부패턴베이스, 조건부 트리

 그림 2는 A 의 조건부 패턴 베이스와 조건부 트리이다. 

각 아이템 C, E 는 트리상에서 {E : 1, 6, 8}, {C : 6, 8} 

에서 보여지게 된다. 따라서 E의 주기는 6 - 1 = 5, C의 

주기가 6 - 0 = 6 이 된다. 그래서 최  주기 λ = 4 보다 

주기 값이 크므로 조건부 트리는 null 이 되어 아이템 

A의 정규 패턴은 A 자신만이 남게 된다. 다음으로 헤더 

테이블 A의 의 아이템 D에 해  과정을 수행한다. 

D의 조건부 트리의 두 아이템 {C : 2, 4, 5}, {E : 4, 5}의 

주기 값은 각각 3, 4이다. 따라서 D의 조건부 트리는 표 

6의 (d) 처럼 생성이 되고, (d) 로부터 정규 패턴 {ECD : 

4} 를 얻게 된다. 이 과정을 C, E에도 수행함으로써 모든 

빈발한 정규 패턴을 구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  최소 임계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베

이스에서 빈발한 정규 패턴을 마이닝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을 통해 어아이템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 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마이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추후 연구로 트랜잭션 데이터의 아이템을 트리

로 구축하는 과정과 유동 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율 으로 반 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할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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