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동적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 

박남훈
안양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Dynamic Subspace Clustering for Online Data Streams

Nam Hun Park
Professor,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Anyang University

요  약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공간 차원의 모든 부분 집합을 검사해야 하므로 

많은 양의 메모리 자원을 필요로 한다. 유한한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클러스터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격자기반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n차원 데이터 스트림이 주어지면 각 차원 데이터 공간에 있는 데이터 항목의 분포 정보를 격자셀 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첫번째 레벨의 격자셀 목록에서 데이터 항목의 빈도가 높아 단위 격자셀이 되면 해당 격자셀로부터 모든 

가능한 부분 공간의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 다음 레벨의 격자셀 리스트를 자식 노드로 생성한다. 이와 같이 최대 다차원 

n레벨의 격자셀 부분 공간 트리가 구성되고, k차원의 부분 공간 클러스터는 부분 공간 격자셀 트리의 k레벨에서 찾을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만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밀집 공간만 확장하여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데이터 스트림, 클러스터링, 데이터 마이닝,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온라인 데이터 마이닝

Abstract  Subspace clustering for online data streams requires a large amount of memory resources as 

all subsets of  data dimensions must be examined. In order to track the continuous change of clusters 

for a data stream in a finite memory spa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grid-based subspace clustering 

algorithm that effectively uses memory resources. Given an n-dimensional data stream, the distribution 

information of data items in data space is monitored by a grid-cell list. When the frequency of data 

items in the grid-cell list of the first level is high and it becomes a unit grid-cell, the grid-cell list of 

the next level is created as a child node in order to find clusters of all possible subspaces from the 

grid-cell. In this way, a maximum n-level grid-cell subspace tree is constructed, and a k-dimensional 

subspace cluster can be found at the kth level of the subspace grid-cell tree. Through experi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uses computing resources more efficiently by expanding only 

the dense space while maintaining the same accuracy as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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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 스트림, 실시간 센서 데이터 등 실시간 데

이터 스트림 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데이터 스트림은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로 데이터 스트림의 모든 항목을   유지 관

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2]. 따라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3-5]을 충족해야 한다. 첫

째, 데이터 스트림 내의 각 데이터 항목은 반복없이 최대 

한 번만 탐색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스트림의 새로운 

데이터 항목은 연속적으로 계속 생성되는데 비해 이를 

처리하는 메모리 자원의 용량은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 

셋째, 새로 생성된 데이터 항목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

여 데이터 스트림의 분석 결과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집합을 클러스터라고 하는 의미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위한 고객 군집, 선거전략을 위한 유권자 군집 분

석, 상품 추천을 위한 소비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되고 있으나, 분석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스트림 데이

터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스트

림에 대해 일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연구되었지만 데

이터 스트림에서 대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수행과정에서 복잡도로 인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응용 데이터는 속성이 많은 고차원 데이터로 다

차원 클러스터보다 부분 공간에서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6,7]. 고차원 데이터 세트의 경우 적

합한 다차원 클러스터가 없거나 이러한 클러스터를 찾는 

것이 사용자에게 거의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일

부 차원의 부분 공간 클러스터는 관련된 차원 간에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n차원 데이터 공간 

N=N1xN2x… xNn이 주어지면 N차원의 일보 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 공간 N'을 데이터 공간 N의 부분 공간이

라고 한다. 예를 들어, 3차원 데이터 공간 N=N1xN2xN3

이 주어지면 의미 있는 클러스터는 N1 및 N2에 의해 형

성된 2차원 부분 공간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공

간 N의 k-차원 부분 공간은 k개의 선택된 차원 세트에 

의해 형성된 직사각형 데이터 공간에 의해 정의된다. 데

이터 공간의 차원이 클수록 이러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

를 추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실제 일부 누락된 차원 

값이 있는 데이터 항목은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8]. 

기존의 셀트리[9]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군집분

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응용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를 대

상으로 데이터 차원이 클수록 기존 다차원 클러스터링 

방법은 부분공간 클러스터링에 비해 좋은 분석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부

분 공간 클러스터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온라인 데

이터 스트림을 통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은 차원의 모

든 부분 집합을 검사해야 하므로 많은 양의 메모리 공간

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격자 리스트의 전체 공간을 

동시에 확장하지 않고 격자셀의 지지도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부분 공간 클러스터가 존재할만한 격자셀을 먼저 

분할하여 각 부분 공간의 격자셀을 번갈아 가며 동적으

로 확장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다

차원 데이터 스트림에서 하위 클러스터를 찾기 위한 부

분 공간 트리를 제공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데이터 스트림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새로 생성된 데이

터 항목을 각 부분 데이터 스트림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LSEARCH[10] 기법이 있다. O(1) K-medoid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각 부분 데이터 스트림들에서 각각 k개의 

클러스터 중심을 구한다. [11]에서는 모든 부분 데이터 

스트림의 k개 클러스터 중심들에 대해 다시 클러스터링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 데이터 스트림의 클러스터 중심들

을 구한다. 하지만, 적절한 클러스터의 수 k를 쉽게 정의

하지 못하는 경우, LSEARCH는 클러스터의 품질이 최대

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부하가 크게 증

가한다. VFKM[12] 알고리즘은 k-means 알고리즘을 확

장한 것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의 클

러스터를 찾도록 개선하였다. Hoeffding 경계를 적용하

여 k-means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결정한다. 

CluStream[13]은 데이터 스트림에서 클러스터 변화

를 탐색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k-means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극소 클러스터들을 생성한다. 클러스터

의 그룹 구조를 가능한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 극소 클러

스터의 수는 메모리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최대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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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다. 오프라인 과정에서 CluStream은 극소 클러스

터 결과들이 누적된 집합에 대해 k-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종 k개의 최종 매크로 클러스터를 찾는다. 그

러나 이 알고리즘은 오프라인으로 매크로 클러스터를 찾

는 방법으로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의 실시간 클러스터를 

발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14, 15]에서는 부분공간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n차원 데이터 공간에 대

해서 2n-1개의 부분공간을 생성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클

러스터를 탐색하여 많은 시간과 공간을 소모한다.

분 논문에서는 셀트리 기반의 부분공간 격자기반 클러

스터링 방법을 제시한다. 격자셀 리스트로 데이터 공간을 

특정 차원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각 노드에서 해당 격자

셀의 데이터 객체 통계정보를 관리한다. 객체의 빈도가 

높아 조밀한 격자셀은 정확한 클러스터의 범위를 찾기 

위해 주어진 수의 크기가 동일한 보다 작은 격자셀로 분

할한다. 객체 빈도가 높은 격자셀은 반복해서 최소크기 

λ가 될 때까지 격자셀을 분할한다. 최소크기 격자셀은 

자식노드로 다른 차원에 대한 격자셀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셀트리는 부모노드에서 빈발범위와 함께 

다차원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된다. n차원 데이터 공간에 

대해서 깊이가 n인 부분공간 트리가 구성되어 다차원 클

러스터를 찾을 수 있다.  

3.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다차원 데이터 공간 N=N1´ …´Nn,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은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항목의 무한 집합으로 다음과 같다.

i) t번째 턴에서 생성된 데이터 항목은 et=<e1
t,e2

t

,…,ed
t>, ei

t∈Ni, 1≤ i≤ d로 표시된다.

ii) 현재 데이터 스트림 Dt는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데

이터 항목을 나타낸다. Dt={e1,e2,…,et}.

iii) 현재 데이터 스트림 Dt에서 생성된 데이터 항목의 

총 수는 |Dt|는 수식(1)과 같이 이전 시간 t-1에서

의 총수에 현재 개수를 더한 것으로 구한다.

|Dt| = î
í
ì

³+

=
- 2if    1||

1  if                        1
1 tD

t
t

            (1)

현재 데이터 스트림 Dt에 대한 1차원 데이터 공간의 

격자 셀은 정의 1에 정의되어 있다.

정의 1. 격자셀 g(I,c,μ,σ)의 분포 통계

데이터 공간 내의 차원 N에서의 현재 데이터 스트림 

Dt
에 대해 격자셀 g(I, ct, μt, σt)는 범위 I=[s,f) 내의 데

이터 항목들의 분포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 공간 N의 

범위에서. Dg
t
는 격자셀 g의 범위에 있는 D

t
의 항목을 나

타낸다. ei∈D
t
및 ei ∈I }. 격자셀 g 내의 데이터 분포 

정보는 다음과 같다.

i) ct : Dg
t의 데이터 항목 수.

ii) μt : μt는 Dg
t의 데이터 항목들의 평균

  μt=
å
=

tc

j

tj ce
1

/
                           (2)

iii) σt : σi
t는 Dg

t의 데이터 항목들의 표준 편차

  σt=

t
c

ij

tj /c)μ(e
t

å
=

- 2

                    (3)

미리 정의된 분할 계수 h가 주어지면 1차원 데이터 공

간 N의 범위는 h개의 동일한 크기의 격자셀 G={g1,g2

,…,gh} 로 분할된다. 격자셀 g는 간격 g.I=[I.s, I.f)에 있

는 데이터 항목의 분포 정보를 수식(2), 수식(3)과 같이 

평균과 편차로 관리한다. 격자셀 g의 지지도는 Dt의 총 

데이터 항목 수에 대한 격자 셀 간격 내부에 있는 데이터 

항목 수의 비율이다( g.ct/|Dt|). 데이터 항목의 빈도가 

잦아 격자셀의 지지도가 주어진 Spar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격자셀은 h개의 동일한 크기의 격자셀로 분할

된다. 이러한 분할은 데이터 공간의 밀집된 영역에서 반

복적으로 수행되어 각 격자셀의 간격은 해당 격자셀의 

데이터 빈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데이터 공간의 전체 범

위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격자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 격자셀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2. 격자셀 리스트 S

각 차원 데이터 공간 N의 현재 데이터 스트림 Dt
가 주

어지면 차수가 m인 형제 목록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격자셀 목록 S=<E1,E2,E3,…,Ep>는 격자셀 엔트리

E1,E2,…,Ep의 단일 연결 목록

ii) 각 형제 항목 Ei는 데이터 구조 E(min,max,G[

1,…,m],next_ptr)를 유지

iii) G[1,…,m]의 m 슬롯은 최대 m 격자 셀을 보유

iv) v(<m) 슬롯 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 항목 Ei의 범

위는 range(Ei)=          로 정의되고 [min,max)

로 표시  

v) next_ptr : S의 다음 격자셀 목록에 대한 포인터.

U
v

j

IjG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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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범위는 S의 수식 (4)와 같이 모든 형제 노드 항목 

범위의 합집합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공간 N의 전체 범위

와 동일하다.

range(S)≡ U
p

i
i NrangeErange

1

)()(
=

º
         (4)

첫 번째 격자셀 엔트리로부터 생성되는 S의 모든 형제 

항목에는 주어진 분할 계수 h에 대해 항상 개의 최소한 

é ù2/)2( +- hm 개의 격자 셀이 있다.

n차원 데이터 공간 N의 각 차원 N1, N2,…,Nn 상에서 

k차원 격자셀의 직사각형 부분 공간은 RS=I1xI2x …Ik 

(1≤k≤n)로 정의된다. 이러한 격자셀의 부분 공간에서 

데이터 항목의 분포 정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

해 정의 3에 정의된 m차 부분 공간 트리가 사용된다. 

multi-way tree의 첫 번째 자식-형제 표현에 따라 부분 

공간 트리의 노드가 구성된다.

정의 3. 부분 공간 트리의 구조

N1→N2→…→Nn 차원 순서의 n차원 데이터 공간 

N=N1xN2x…xNn에서의 부분 공간트리는 다음과 같다.

i) 부분 공간 트리의 각 노드는 격자셀 리스트 S와 자

식 노드 배열 U[1,…m][1,…,n-1]을 가진다. m개

의 격자셀은 최대 n-1 레벨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ii) Tdim : 격자셀 리스트가 정의되는 차원 k

iii) 트리의 jth 레벨의 노드 항목 p가 (j-1)th 레벨의 노

드 항목 q의 격자 q.G[i] (1≤ i≤ m)의 자식노드

라면, 노드 p는 새로운 형제 목록 S의 첫 번째 형

제 항목이 되고 노드 p는 형제 목록 S의 헤드 노

드가 된다..

iv) 격자셀 q.G[i]는 형제 목록 S에 있는 모든 격자 셀

의 부모 격자 셀로 호출된다.

v) Dg
t
가 격자셀 gj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항목을 나타

내도록 하십시오. 즉, Dg
t
={ e| e∈D

t
및 e∈ RS(gj)

}. 직사각형 부분 공간 RS(gj)에서 데이터 항목의 

분포 정보는 격자셀 gj(I,c,μ,σ)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즉, Dg
t의 현재 데이터 항목 수는 gj.c

t에 의

해 저장된다. 또한, Dg
t의 데이터 항목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각각 gj.μ 및 gj.σ에 의해 저장된다.

차원 N1(v+1≤l≤n)에 대한 격자셀 리스트의 격자셀

이 빈도가 높아지면 h개의 더 작은 격자 셀로 분할된다. 

결과적으로 격자셀 리스트의 격자셀 수가 증가한다. 또

한, 분할을 반복하여 최소 단위 격자셀이 되면 다음 순서 

차원에 대한 (n-1)개의 새 격자셀 리스트가 다음 레벨에

서 빈도 높은 격자셀의 자식으로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부분 공간 트리는 최대 n번째 수준까지 성장한다. 그림 

1은 XYZ 데이터 공간에 있는 부분 공간 트리의 예를 보

여준다. 한편, 부분 공간 트리에서 노드 n의 격자셀 g가 

희소화되면 병합되고, 이에 속한 모든 자식 노드들도 가

지치기 된다.

(a) A subspace cluster on XxYxZ
(b) A subspace tree

Fig. 1. A subspace tree for XYZ data space

정리 1. 분할 계수 h와 차원 시퀀스 N1→N2→…→Nd

가 주어지면 d차원 데이터 공간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v
th
(v≤d) 레벨의 격자셀 리스트의 수 sl(v)에 대해 범위

크기가 λ인 단위 격자셀 g(I,c
t
,μ

t
,σ

t
)을 생성하는 데 필요

한 최소 분할 작업 Pmin(g)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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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uracy comparison

   

(b) Accuracy variation

Fig. 2. Accuracy camparison with C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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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verage length of grid-cell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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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cessing time

Fig. 3. Performance evaluation

Pmin(g)=    log                             (5)

증명) 부분 공간 트리의 v번째 레벨에서 단위 격자셀 

g를 찾으려면 최상위 노드에서 단위 격자셀 g까지의 경

로에 있는 모든 격자셀도 단위 격자셀이어야 한다. 차원 

데이터 공간 Ni의 격자셀 리스트에서 단위 격자셀을 생

성하는 데 필요한 반복 분할 작업의 최소 횟수는 각 분할

에서 격자셀을 h개의 격자셀로 나누기 때문에 분할 수는

log l

)( i
h

Nrange

이다. 경로를 따라 생성되므로 각 격

자셀 리스트에서 단위 격자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분

할 작업의 수를 누적해야 한다. v차원의 단위 격자셀

에 대한 격자셀 리스트 sl(v)의 수는 v차원까지 조합

에서 sl(v)=
å
=

v

j
jvC

1 이다. 따라서 v 번째 수준에서 단위 

격자 셀을 생성하는 최소 분할 수는 수식 (5)와 같이 

Pmin(gv)= 가 된다.

4. 실험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가우시안 분포의 

데이터 생성기에 의해 40차원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다

[9,10]. 데이터 집합에는 평균 차원이 15인 10개의 부분

공간 클러스터가 포함하며, 이들의 분포 평균 및 표준 편

차는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두 개의 병합, 분할 지지 임계

값 Smer 및 Spar는 미리 정의된 최소 지지 Smin에 상대적

으로 할당하였다. 대부분의 실험 조건은 다르게 지정하지 

않는 한 Smin=0.01, Smer=0.1xSmin, Spar=0.8xSmin, λ=2, 

m=40 및 h=4이다. 모든 실험에서 데이터 항목은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된다.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는 그림 2와 같다. CLIQUE[14]

는 잘 알려진 기존의 유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격자 기반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제안된 방법의 정확

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정확도는 제안하는 방법

에 의해 찾은 부분 공간 클러스터의 데이터 항목 수 대비 

CLIQUE에 의해 동일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로 찾아진 

l

)( i
h

Nrange
å
=

)(

1

vs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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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항목 수로 측정한다. 그림 2-(a)는 4개의 서로 다

른 λ 값에 대해 제안된 방법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제안

하는 방법의 λ 값이 CLIQUE의 값과 같을 때 두 방법의 

정확도는 동일하다. 그림 2-(b)는 새로운 데이터 항목이 

생성될 때 정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부분 공간 클러스터의 정확도는 λ=2일 때 CLIQUE

의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의 초기 단계에서 단위 격자 셀을 찾기 위해 

많은 분할 작업이 발생하므로 제안 방법의 정확도가 상

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연속적인 분할 과정을 통해 단위 

격자 셀을 찾을수록 정확도가 점차 높아진다.

그림 3-(a)는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준다.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의 초기 단계에서는 각 격자 셀의 지지도가 

너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할 작업이 수행된

다. 그러나 메모리 사용량은 초기 단계 이후에 안정화된

다. 메모리 사용량은 λ 값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b)는 부분 공간 트리에서 격자셀 리스트의 

평균 길이를 보여준다. λ 값이 감소할수록 밀집 영역의 

격자 셀의 수가 증가하여 격자셀 리스트의 평균 길이가 

짧아진다. 그림 3-(c)는 제안된 방법의 처리 시간을 보여

준다. 각 x축 단위 내의 데이터 항목당 평균 처리 시간을 

표시하였다. 초기에 많은 파티셔닝 작업이 자주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늘어나지만 데이터 스트림을 진행하면서 안

정화되어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데이터 스트림의 차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분 공간 

클러스터링은 스트림의 부분 공간에서 관심 클러스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의 부분 공간 클러스

터링 방법은 가능한 모든 후보 부분 공간 클러스터를 생

성하고 각 후보에 대해 전체 데이터 항목을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처리시간과 메모리 자원을 사

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 처리에는 적합하

지 않다. 이 논문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부분 공간 클

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를 찾

기 위해 셀 트리의 메모리 사용량을 제어하는   적응적 방

법을 제안하였고, 이 방법을 확장하여 본 논문의 부분 공

간 트리에서도 동적으로 필요한 부분 공간의 격자셀 리

스트만 확장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단

위 격자 셀 λ의 정밀도를 가진 부분 공간 클러스터를 분

포 정보 기반으로 동적 분할과정을 통해 찾아감으로 데

이터 스트림에서 효율적으로 부분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초기 분할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

이 높았지만, 진행되면서 최대 45% 가량의 자원으로 수

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처리속도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복잡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경

우, 특히 클러스터 결과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경

우 본 연구의 방법을 확장하여 실세계의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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