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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을 빠르게 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

징은 속도 향상을 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측하는 것이다. 군집화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군집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만 선택하여 군집 심과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체 군집 계산 시

간을 일 수 있었다. 군집이 변화될 측 데이터를 계산할 때는 K-Means 알고리즘을 용하면서 생성

되는 거리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되는 계산 시간이 고, 특히, 거리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원의 

개수에는 향을 덜 받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해서 원래의 

K-Means인 Lloyd's와 이를 개선한 KMHybrid와 비교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용량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데이터의 차원이 크며, 군집의 개수가 많은 경우)의 경우에 Lloyd's와 KMHybrid

보다 높은 속도 향상을 보 다.

 
 ■ 중심어 :∣패턴 인식∣데이터 마이닝∣K-Means 군집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fast method for a K-Means Clustering algorithm.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is method is that it uses precalculated data which possibility of change is 

high in order to speed up the algorithm. When calculating distance to cluster centre at each 

stage to assign nearest prototype in the clustering algorithm, it could reduce overall 

computation time by selecting only those data with possibility of change in cluster is high. 

Calculation time is reduced by using the distance information produced by K-Means algorithm 

when computing expected input data whose cluster may change, and by using such distance 

information the algorithm could be less affected by the number of dimensions. The proposed 

method was compared with original K-Means method - Lloyd's and the improved method 

KMHybrid. We show that our proposed method significantly outperforms in computation speed 

than Lloyd's and KMHybrid when using large size data which has large amount of data, great 

many dimensions and large number of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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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집화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유사한 특징을 가지

는 부분집합으로 구분하는 계산 작업이다. 일반 으로 

이 부분집합들을 군집이라고 부른다. 군집들은 군집을 

이루는 데이터들끼리는 서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다

른 군집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 군집화를 수

행함으로써 원 데이터 집합의 정확도는 잃어버리지만, 

단일성을 얻게 된다[8].

군집화는 데이터의 구조 등과 같은 사  정보 없이 

분석을 시작한다는 에서 '자료의 탐험' 는 '자료의 

발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으로 많은 데이

터를 훨씬 작은 개수의 동질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의 정보손실을 통한 '자료의 집약' 내지 '자료의 

단순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군집화의 결과는 모집

단의 구조  특성에 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가설의 

형성' 단계와도 연계된다[13].

상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방법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제는 군집 내의 

객체들 간의 유사성을 극 화 하고, 군집간의 유사성은 

극소화하는 것이다. 군집화를 한 알고리즘들은 다음

과 같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다. ISODATA[13], 

CLARA[17], CLARANS[23], Focusing Techniques[5], 

P-CLUSTER[14], DBSCAN[4], Ejcluster[11], 

BIRCH[27], GRIDCLUS[26]. 이런 군집화 방법들을 분

류하면 계층  기법 (hierarchical algorithms)과 분할 

기법 (partitioning algorithms)으로 나  수 있다[12].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할 기법은 K-Means라고 보통 

불리는 Lloyd's algorithm이다[7][19][20]. 이 알고리즘

은 d-차원 공간상의 으로 이루어진 입력 집합을 필요

로 한다. 목표는 k개의 군집 심을 찾고, 입력 집합을 

나 는 것이다.  K-Means의 주요 장 은 단순하고, 데

이터 분석의 기 가 되며 일반 으로 효율 이라는데 

있다. 단 은 사용자가 미리 군집의 개수를 설정해야 

하고, 외 값을 다루기 어렵다.

최근에 K-Means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알고

리즘들이 연구되어 왔다[1][15][16][22][24][25]. 이 알고

리즘들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인 각 단계에서 

최인  이웃을 계산하는 시간을 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유클리디언 공간(Euclidean space) 상에서 

K-Means 군집 문제를 해결하기 한 (1 + ε)-추정 알

고리즘들도 연구되어 왔다[2][6][9][18]. 한, 메트릭 

공간(metric space)상에서 K-Means를 한 효율 인 

추정 알고리즘들도 있다[15][21]. 

본 논문에서는 군집 심이 변화되지 않을 데이터를 

측해서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 인 K-Menas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심이 변하지 않을 데이터를 측

해서 계산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군집화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군집화를 수행할 때 입력 데이터와 

군집 심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가 반복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실제로 군집 심이 변할 데이터만 측해서 

일부 데이터와 군집 심간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군

집화의 계산 시간을 단축한다. 측 데이터 즉, 각 단계

에서 거리를 계산할 데이터는 이  단계에서의 군집 

심과 재 단계에서의 군집 심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계산함으로써, 계산시간을 일 수 있었다.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의 시험 (testbed)가 [22]

에 존재한다. [22]에서 제시하는 4개의 알고리즘  가

장 기본 인 Lloyd's 알고리즘과 가장 빠른 KMHybrid 

알고리즘과 실험 결과를 비교했다.

제안하는 방법과 Lloyd's와 KMHybrid [15][22]와 비

교했다. KMHybrid는 Lloyd's에 임의의 swap과 

simulated annealing을 결합한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

은 Lloyd's와 KMHybrid와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

다.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작은 경우에는 Lloyd's 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차원이 15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에는 성능이 좋았고, 고차원이 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는 기존 

방법에 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마

지막 5장에서 결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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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기본적인 K-Means 알고리즘

기본 인 K-Means 알고리즘[3]에 해서 간단히 살

펴본다. [그림 1]에서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

(Lloyd's)에 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기본적인 K-Means 알고리즘

k의 한 개수는 문제와 분야에 의존 이고, 일반

으로 사용자가 k를 변화시키면서 테스트한다. 입력데

이터로 n개가 있고, 각 데이터는 d 차원으로 구성된다

고 할 때, Lloyd's의 각 반복 단계( [그림 1]의 Repeat 

구문 )에서의 계산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그림 1]의 첫 번째 For 문의 계산 시간은 O(knd)

이다.

2. 심 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 시간( [그림 1]

의 두 번째 For 문 )은 O(nd)이다.

각 단계의 반복 횟수는 입력 데이터의 수, 군집의 수, 

입력 데이터의 차원의 수에 의존하여 수번에서 수백번

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K-Means를 직  용하

면 계산시간이 O(lnkd)로 매우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l은 단계의 반복 횟수 ).

2. KMHybrid 알고리즘

실험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Lloyd's와 

KMHybrid [15][22] 알고리즘과 비교했다. KMHybrid

는 K-Means의 심을 swap하는 방법과 다양한 

simulated annealing 기법을 결합한 방법이다. 이 알고

리즘은 Lloyd's의 각 단계에서 군집의 심을 swap하

고 용인 실험을 한다. 변경된 솔루션이 실험을 통과하

면, 변경된 솔루션으로 계속 진행하고, 그 지 않으면, 

이  솔루션을 복원한다. 용인 실험은 simulated 

annealing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게다가 kD-tree를 사

용하여 최인  이웃을 찾는 시간을 단축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15][2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효율적인 K-Means 알고리즘

III.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1]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해하기도 쉽고, 구 하기도 쉬운 장 이 있다. [그림 

1]의 일반 인 K-Means와 다른 은 첫 번째 For 문

에서 일반 인 K-Means는 체 입력 데이터를 사용해

서 군집의 심(prototype)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군집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입

력 데이터(Predict Input)에 해서만 거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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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를 수행할 때 최인  이웃을 찾는 단계를 

보면, 이  군집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는 기 단계에

서는 많아도 단계가 진행 될수록  어지게 된다. 

따라서, 군집의 소속이 변경될 데이터 만 인  군집을 

다시 계산하고, 소속이 변경되지 않을 데이터는 인  

군집을 계산하지 않으면 체 계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제안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은 일반 인 K-Means의 단계와 동일하

다. 단, 최인  군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체 입력 데

이터에 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에 해서만 계산을 수행함으로

써 계산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계산 시간을 이기 해서 데이터 장 공간이 추가

로 필요한데, 
′와 가 그것이다. 

′는 이  단계에

서의 군집의 심값을 장하기 한 벡터로 의 

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는 체 입력 데이터와 군

집의 심간의 거리를 장하기 한 행렬로 의 

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는  단계의 군집 심값

을 장하는 벡터인 를 그 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

에 계산 시간은 상수가 된다. 를 구하기 해 따로 

계산을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입력 데이터와 

군집 심간의 거리를 구하면서 의 값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게 

된다.


′와 를 계산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그림 1]과 

[그림 2]의 차이 은 PredictInput( ) 함수를 수행해서 

소속 군집이 변화될 측 데이터 집합인 를 구하고, 

이 측 데이터에 해서 거리 계산을 다시하고 소속 

군집을 변경하는 것이다. 측 데이터 집합을 구하는 

PredictInput( ) 함수의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입력 데이터 벡터 에 해, 각 단계에서 소속이 변

하는 데이터는  ′이 된다.  ′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

기 때문에 이의 측치인   을 찾아서, 이에 해서만, 

최인  군집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3. PredictInput 알고리즘

  은 측 거리   를 계산해서 구한다.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다.

            


 ∈




  ∉ 

           (1)

는 재의 데이터와 군집간의 거리 행렬이고, 은 

이  단계에서 계산된 군집의 심과 재 단계에서 계

산된 군집의 심과의 거리의 차로 그 식은 [그림 3]의 

첫 번째 식인   ′  이다. ′은 이  단계

에서의 군집의 심값이고, 는 재 단계에서의 군

집의 심으로 [그림 2]의 마지막 For loop 단계에서 구

하게 된다.   은 재 군집에 속한 데이터의 거리는 멀

게 하고, 군집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의 거리는 더 가깝

게 함으로써 항상  ′⊂  이 된다. 그러므로, 각 단계

의 수행 결과가 Lloyd's 알고리즘에 의한 군집 결과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최종 군집 결과는 동일하다.

Claim 3.1  ′⊂  

Proof. ∈
′  이면서, ∉

  인 입력 데이터   

가 있다고 가정하면,  ′⊂  이 된다. 이   는 재 속

한 군집은 
 이고, 새로 거리 계산을 수행하면, 

로 

소속 군집이 변경된다. 한 단계 이 의 거리 벡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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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

′  라는 의미는 


 이 되

고, 이는  

 


   이 되고, 이를 변환하면 






 

  가 된다. 이 에 소속된 군집이 


 이기 때문에 

 

 이 된다. 

∉
  이라는 의미는 

 


 
 가 된

다. 이를 변환하면, 




 

 이 된다.

두 식을 결합하면,  


 

 


 

이고, 이는  



  이 된다.   은 이  군

집 심과 재 군집 심의 차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이 된다.    은 실제로 변화된 군집 심을 이용

하여 구하기 때문에 
  이 되고, 항상 ≤

  

이 된다. 







 은   





 

이 되며, 이는 ≤
  에 모순이 된다. 따라서 ∈

′  

이면, 항상 ∈
  이 되므로,  ′⊂  이 된다. 즉, 군

집 심이 변화될 데이터는 항상 군집 심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로 측하게 된다. 

을 스캔해서 이  단계에서 소속했던 군집이 변경

된 데이터를   에 할당한다.   을 계산할 때는 거리만

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을 계산하는 시간은 고차원 데이터의 경

우에 상 으로 작게 된다. 

Efficient K-Means( )의 각 반복 단계( [그림 2]의 

Repeat 구문 )에서의 계산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그림 2]의 Initialize부터 Repeat 구문 까지의 계

산 시간은 이다.

2. PredictInput()의 계산시간은이다.

3. [그림 2]의 Repeat 구문의 첫 번째 For 문의 계산 

시간은 이다. 여기서 은 PredictInput( 

)에 의해서 측된 입력 데이터의 개수이다.

4. 심 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 시간( [그림 2]

의 두 번째 For 문 )은 이지만, 측된 입력 

데이터에 해서만 심 을 계산하면 이

다.

따라서, Repeat 구문의 반복 횟수를 이라고 하면, 

체 시간 복잡도는 이 된다. Lloyd's의 

시간복잡도인 와 비교하면, ≪ 이 되면, 제

안하는 알고리즘이 더 빨리 수행될 것이다.

그림 4. 제안하는 방법의 예측 성능

   이면, PredictInput( ) 을 계산하는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체 계산 시간은 원래 알고리즘에 의

한 계산시간보다 늦어지게 된다. 하지만, 일반 으로는 

  이기 때문에 원래 알고리즘 보다는 계산 시간

은 빨라지게 되는데, 특히 용량 데이터의 경우에 계

산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즉, 수행 시간에 향을 

끼치는 요인 의 하나로 측의 정확도를 생각할 수 

있다. 군집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만 계산을 

수행하면 수행 시간이 가장 빠르겠지만, 실제로는 군집

이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에 해서도 계산을 수행할 것

이다. 이상 인 상황에서는  ′이지만, 일반 으로

는  ′이 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비율을 살펴보

면 [그림 4]와 같다. 입력 데이터는 300,000개, 데이터의 

차원의 수는 20개, 군집의 수는 10개이다.

 [그림 4]를 보면, 측률은 체 데이터 비 군집 

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측한 데이터의 비이다. 

측성공률은 군집 심이 변할 것이라고 측한 데이

터 비 실제로 군집 심이 변한 데이터이다. 체

으로 측률은 97%, 측성공률은 2%로 측성공률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군집 심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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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는 0.07%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정확률

은 2800%이상 증가하 다. 각 단계마다 체 데이터의 

3% 즉, 90,000개의 데이터에 해서만 거리 계산을 수

행하기 때문에 체 수행 시간은 단축된다.

IV. 실험 결과

실험은 Intel Core2Duo E6550, 2GB RAM 시스템 상

에서 .Net Framework 2.0을 이용해서 수행했다. 실험 

데이터는 임의로 구성하 고, 각 데이터에 한 설명은 

실험 내용에서 설명한다. KMHybrid[22]와 Original 

Lloyd's[22] 와 비교하 는데, 입력 데이터를 읽는 시간

은 제외하고, 각 알고리즘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의 수

행 시간을 비교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수행 시간의 비

교 단 는 (sec)이다.

KMHybrid, Lloyd's와의 수행 시간 비교를 해서, 

입력 데이터의 개수, 차원의 크기, 군집의 개수를 각각 

변화시키면서 수행 시간을 비교하 다. 이런 목 을 

해서 인공 으로 데이터를 생성했다. 데이터는 가우시

안(Gaussian) 분포를 따르며, 표  편차는 0.02이다. 

기 심 ([그림 2]의 Initialize)은 Random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1회의 실험은 100

번 반복(iteration)을 했고, 각각 10회 실험을 수행한 평

균값을 구했다.

1. Dependence on input size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의 계를 비교하기 하여 군

집의 개수는 10, 입력 데이터의 차원은 10으로 고정하

고, 입력 데이터의 개수를 100,000 개부터 800,000 개까

지 100,000개 단 로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생성했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시간은 10번씩 수행한 결과

의 평균 값이며, 각 알고리즘은 모두 100번의 반복 횟수

를 보 다.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경우에도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 수 록 KMHybrid와 제안

하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져도 시

간이 증가하는 비율이 KMHybrid에 비해서 은 것을 

알 수 있다.

군집화 결과의 성능 비교 척도는 Sep(Separation) 값

을 사용했다[10]. [그림 6]을 보면 Lloyd's와 KMHybrid

는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지만,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는 않는다. 하지만, Lloyd's와 Suggest(제안하는 방법)

를 보면, 서로 동일 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Lloyd's의 군집 성능 하 없이 군

집 시간은 단축시키고 있다.

그림 5. 입력 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수행 시간 비교

No. of 
Dim

Lloyd’s KMHybrid Suggest

5dim 0.85 0.84 0.85

10dim 0.86 0.88 0.86

15dim 0.87 0.83 0.87

20dim 0.89 0.88 0.89

25dim 0.85 0.87 0.85

30dim 0.86 0.86 0.86

35dim 0.87 0.88 0.87

40dim 0.89 0.88 0.89

그림 6. 입력 데이터의 성능 비교

2. Dependence on the dimension

입력 데이터의 차원의 크기와의 계를 비교하기 

하여 군집의 개수는 20, 입력 데이터의 개수는 300,000

개로 고정하고,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5 개부터 40 개까

지 5개 단 로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생성했다. 그 결

과는 [그림 7]과 같다. 시간은 10번씩 수행한 결과의 평

균 값이며, 각 알고리즘은 모두 100번의 반복 횟수를 보

다. 차원이 5인 경우에는 3개의 알고리즘이 거의 동

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10이상 부터는 KMHybrid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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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차원의 개

수가 많아질 수 록 제안하는 방법이 KMHybrid와 비교

하여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차원의 개수가 증가

할 수 록 3개의 알고리즘 모두 수행시간이 증가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의 증가 기울기가 더 작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차원이 많을 수 록 더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화 결과 성능을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Lloyd's와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KMHybrid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그림 7. 입력 데이터의 차원 변화에 대한 수행 시간 비교

3. Dependence on the number of clusters

군집의 개수와의 계를 비교하기 하여 입력 데이

터의 차원은 10, 입력 데이터의 개수는 300,000개로 고

정하고, 군집의 개수를 5 개부터 40 개까지 5개 단 로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생성했다. 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시간은 10번씩 수행한 결과의 평균 값이며, 각 알

고리즘은 모두 100번의 반복 횟수를 보 다. 체 으

로 제안하는 방법인 Lloyd's와 KMHybrid와 비교하여 

빠른 수행 시간을 보이고 있다. 한, 군집의 개수가 증

가할 수 록 늘어나는 수행 시간의 기울기는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작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군집의 개수가 많을 수록 더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화 결과 성능을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

이 Lloyd's와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KMHybrid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그림 8. 군집의 수의 변화에 대한 수행 시간 비교

4. Summary

실험 결과에서 언 하 지만, 3개의 알고리즘 모두 

동일한 반복 횟수인 100회를 보 다. 100회 반복한 후

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안하는 방법은 Lloyd's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에, Lloyd's의 결과와 소속 군집이 동일

하고, 소속 군집과의 거리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제안하는 방법의 주요 강 은 원래의 K-Means인 

Lloyd's의 군집 성능에는 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효

율 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측 데이터를 계산할 때 거리 정보

만을 이용함으로써 차원에 덜 향을 받으며, 그 결과

는 실험 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의 수를 

변화시킨 경우와 군집의 수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최  

3배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 는데, 차원을 변화 시킨 경

우를 살펴보면 최  6배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이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측을 이용해서 K-Means 군집화 알

고리즘의 군집 시간을 효율 으로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일반 인 K-Means인 

Lloyd's[22]와 이를 개선한 KMHybrid[22]와 비교하여 

입력 데이터의 차원과 입력 데이터의 개수, 군집의 개

수가 큰 경우에 군집 성능에 있어서는 하되지 않으면

서, 군집화 시간은 크게 단축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력 데이터의 차원, 입력 

데이터의 크기, 군집의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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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더 효율 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향후, 알고리즘

의 반복 횟수에 한 비교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가 

은 반복 횟수로 수렴할 경우에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살펴보고, 용량 데이터가 아닐 경우에 (데이터의 크

기와 차원  군집의 개수 에서) 성능 개선 방안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K. Alsabti, S. Ranka and V. Singh, "An Efficient 

K-Means Clustering Algorithm," Proc. of the 

first Workshop on High Performance Data 

Mining, 1998.

[2] M. Badoiu, S. Har-Peled, and P. Indyk, 

"Approximate Clustering via Coresets," Proc. 

34th Annual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 pp.250-257, 2002.

[3] R. C. Dubes and A. K. Jain, "Algorithms for 

Clustering Data", Prentice Hall, 1988.

[4] M. Ester, H. Kriegel, J. Sander, and X. Xu, "A 

Density-Based Algorithm for Discovering 

Clusters in Large Spatial Databases with 

Noise," Proc.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1996.

[5] M. Ester, H. Kriegel, and X. Xu, "Knowledge 

Discovery in Large Spatial Databases: Focusing 

Techniques for Efficient Class Identification," 

Proc. of the Four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rge Spatial Databases, 1995.

[6] W. Fernandez de la Vega, M. Karpinski, C. 

Kenyon, and Y. Rabani, "Approximation 

schemes for clustering problems," Proc. 35th 

Annual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 pp.50-58, 2003.

[7] E. Forgey, "Cluster Analysis of Multivariate 

Data: Efficiency vs. Interpretability of 

Classification," Biometrics, Vol.21, No.3, p.768, 

1965.

[8] G. Frahling and C. Sohler, "A fast k-means 

implementation using corsets," Proc. of the 

twenty-second annual symposium on 

Computational Geometry (SoCG'06), pp.135-143, 

2006.

[9] S. Har-Peled and S. Mazumdar, "Coresets for 

k-Means and k-Median Clustering and their 

Applications," Proc. 36th Annual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 

pp.291-300, 2004.

[10] J. He, A. H. Tan, and S. Y. Sung, "On 

Quantitative Evaluation of Clustering Systems," 

Information Retrieval and Cluster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11] J. Garcia, J. Fedz-Valdivia, F. Cortijo, and R. 

Molina, "Dynamic Approach for Clustering 

Data," Signal Processing, Vol.44, No.2, 1994.

[12] J. Hartigan, "Clustering Algorithm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5.

[13] A. Jain and R. Dubes, "Algorithms for 

Clustering Data," Prentice Hall, New Jersey, 

1988.

[14] D. Judd, P. McKinley, and A. Jain, 

"Large-Scale Parallel Data Clusrering," Proc.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1996. 

[15] T. Kanungo, D. Mount, N. Netanyahu, C. Piatko, 

R. Silverman, and A. Wu, "A Local Search 

Approximation Algorithm for k-Means 

Clustering," Proc. of the 18th Annual 

Symposium on Computational Geometry 

(SoCG'02), pp.89-112, 2004. 

[16] T. Kanungo, D. Mount, N. Netanyahu, C. 

Piatko, R. Silverman, and A. Wu, "An Efficient 

K-Means Clustering Algorithm: Analysis and 

Implementation," IEEE Trans. Pattern Analysis 

and Mchine Intelligence, Vol.24, No.7, 

pp.881-892, 200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 No. 1114

[17] L. Kaufman and P. J. Rousseeuw, "Finding 

Groups in Data: and Introduction to Cluster 

Analysis," John Wiley & Sons, 1990.

[18] A. Kumar, Y. Sabharwal, and S. Sen, "A simple 

linear time (1+ε)-approximation algorithm for 

k-means clustering in any dimensions," Proc. 

45th IEEE Symposium on 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pp.454-462, 2004.

[19] S. Lloyd, "Least Squares Quantization in 

PCM",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Vol.28, pp.129-137, 1982.

[20] J. MacQueen, "Some Methods f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Multivariate Observations," 

Proc. of the 5th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Vol.1, 

pp.281-296, 1967.  

[21] R. Mettu and G. Plaxton. "Optimal Time 

Bounds for Approximate Clustering," Machine 

Learning, Vol.56, No.1-3, pp.35-60, 2004.

[22] D. Mount, "KMlocal: A Testbed for k-menas 

Clustering Algorithms," Available at 

http://www.cs.umd.edu/~mount 

[23] R. T. Ng and J. Han, "Efficient and Effective 

Clustering Methods for Spatial Data Mining," 

Proc.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ery Large Databases, pp.144-155, 1994. 

[24] D. Pelleg and A. Moore, "x-Means: Extending 

k-means with efficient estimation of the 

number of clusters," Proc.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chine Learning, 2000.

[25] S. Philips, "Acceleration of k-Means and 

Related Clustering Problems," Proc. of 

Algorithms Engineering and Experiments, 2002.

[26] E. Schikuta, "Grid Clustering: An Efficient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for Very Large 

Data Sets," Proc.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1996.

[27] T. Zhang, R. Ramakrishnan, and M. Livny, 

"BIRCH: An Efficient Data Clustering Method 

for Very Large Databases," Proc. of the 1996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pp.103-114, 1996.

저 자 소 개

지 태 창(Tae-Chang Jee)                   정회원

▪1997년 2월 : 연세 학교 컴퓨터

과학과(공학사)

▪1999년 2월 : 연세 학교 컴퓨터

과학과(공학석사)

▪2004년 9월 ～ 재 : 연세 학

교 컴퓨터과학과(공학박사과정)

< 심분야> :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패턴인식

이 현 진(Hyun-Jin Lee)                     정회원 

▪1996년 8월 : 순천향 학교 산

학과(공학사)

▪1998년 8월 : 연세 학교 컴퓨터

과학과(공학석사)

▪2002년 8월 : 연세 학교 컴퓨터

과학과(공학박사)

▪2003년 1월 ～ 재 : 한국사이버 학교 컴퓨터정보

통신학부 부교수

 < 심분야> : 신경회로망, 데이터마이닝, 이러닝    

                 

이 일 병(Yill-Byung Lee)                    정회원  

▪1976년 2월 : 연세 학교 자공

학과(공학사)

▪1980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산과학과(공학석사)

▪1985년 2월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산정보과학과 

(공학박사)

▪1985년 3월 ～ 재 :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 심분야> : 신경회로망, 문서인식, Computer 

Vision, Data Mining, 필기체 문자 인식, Biometrics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