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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마이닝 분야  클러스터링 분야에서 가장 리 쓰이는 방법  

하나로 주어진 데이터 셋에서 k개의 클러스터를 심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법이다. 최근의 데이터

는 여러개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소개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여러 개의 속성을 고려하기 하여 다차원 데이터에 용한 실험을 소개

한다. 

1. 서론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가장 기본

이고 요한 문제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클러스터링 

기법은 서로 련이 있는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로 형성하

는 방법이다 [4]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은 클러스터링 

기법  가장 유명하고 리 쓰이는 방법  하나이다 

[1]. K-Means 기법은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분할 클

러스터링 기법  하나로, 기본 인 개념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속하는 클러스터의 심과의 평균 유클리디안

(Euclidean)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K-Means 기법은 

구 이 쉽고, 데이터의 수가 n 일 때, 시간 복잡도가 O(n)

인 장 을 가지고 있다 [4].

   최근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고차 검색을 할 때에도 검색 속성으로 

차종, 연식, 연비, 가격, 색상 등 여러 개의 속성을 고려해

야 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공간상의 차원으로 표 될 수 

있다. 를 들어, 첫 번째 속성은 1차원을 뜻하는 x축으

로, 두 번째 속성은 2차원을 뜻하는 y축으로 표 하면, 데

이터를 공간상에 표 할 수 있다. 의 고차 검색 제

에서는 총 다섯 개의 속성을 가지므로, 5차원의 공간에 표

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속성이 많아져 다차원 

데이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여러 개의 속성을 고려하기 하여 다차원의 데이터에

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에 해 소개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다차원의 데이터에 실험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다차원 데이터에 하여 실

험한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짓는

다. 

2.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

터로 자동 으로 나 는 가장 일반 인 방법  하나이다. 

이 기법은 기에 k개의 심 클러스터를 설정한 후, 이

클러스터들을 계속 반복 으로 계산해 나간다 [3]. 를 

들어 d-차원을 가지는 공간 Rd 상에 n개의 데이터로 이루

어진 집합 P가 있다고 하고, 클러스터의 개수 k가 주어졌

다고 했을 때,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은 먼  k개의 

심 을 구한다. 그리고 각 k개의 심 으로부터 유클

리디안 (Euclidean)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구

하여 클러스터 집합에 포함시킨다 [2]. 

   그림 1은 K-Means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행 4-5열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에 할당하고, 행 7-8열에서는 각각의 들을 할당된 

들의 평균값으로 다시 계산한다. K-Means 알고리즘에서

는 이러한 두 단계를 반복 으로 수행한다. K-Means 클

러스터링 기법에서 심 은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의 푯값을 뜻한다. K-Means 알고리즘의 부분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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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n개와 심  k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쓰인다 [5]. 이러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의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4차원 이상에서의 K-Means 클러

스터링 결과는 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림 2에서는 2

차원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셋은 1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총 3개의 그룹 

G1, G2, G3로 분할하 으며, 빨간색 네모는 G1을 란색 

마름모는 G2를 록색 세모는 G3를 뜻한다. 

(그림 1) K-Means 알고리즘의 수도코드 [5]

(그림 2)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의 

3. 다차원 데이터에서의 K-Means 클러스터링 기

법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속성을 고려하기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다차원 데이터에 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환경으로는 인텔 i5-760 쿼드 코어 로

세서를 탑재한 2.80GHz의 리 스 PC를 사용하 다. 16GB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 으며, c++를 사용하여 구 되었다 

[6]. 

   실험을 해 100K의 크기의 Uniform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셋을 사용하 으며, 6-10 차원의 데이터 셋에 하

여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하 다. 클러스터의 

개수 k는 10개로 설정하 다. 표 1은 K-Means 클러스터

링 기법을 용했을 때, 분할된 각 그룹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G1, G2, …, G10은 총 10개의 그룹을 나

타낸다. 표 1을 통해 각각의 데이터 셋이 K-Means 클러

스터링 기법을 용하여 모두 6개의 공간으로 분할 된 것

을 알 수 있다. 각 분할된 그룹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를 

살펴보면 Uniform 분포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 으므로 비

교  균등하게 분할된 것을 볼 수 있다.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G1 9,233 7,258 10,729 9,461 10,262

G2 10,409 10,740 11,622 10,326 9,050

G3 11,328 10,199 10,780 10,201 10,951

G4 10,381 10,153 10,632 10,765 10,921

G5 10,444 11,565 10,223 11,318 10,667

G6 10,629 9,961 10,630 8,292 9,997

G7 9,157 9,551 10,375 10,841 10,829

G8 8,595 11,168 5,843 9,101 6,809

G9 9,635 11,038 10,371 10,477 9,989

G10 10,189 8,097 8,795 9,218 10,519

<표 1> 다차원 데이터에서의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 

실험 결과 

   그림 3은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수행 시간이 길어지며, 

O(n)의 시간 복잡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의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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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하나인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다차원 데이

터에 용하는 실험을 설명하 다. 다차원 데이터에서의 

분할 기법은 데이터마이닝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차원 데이터에서의 K-Means 클러스

터링 기법을 사용한 빠른 분할 기법  검색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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