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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물인터넷(IoT)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일하는 모든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IoT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

하고 저장하고 연결된 장치와 상호작용하여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무

수히 많은 센서들이 연결된 세상은 센서들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다. 

JSON, XML 같은 트리 구조의 데이터 타입은 대량 데이터 저장 · 전송 · 교환 등에 주요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트리 구조가 이형 데이터 간의 유연한 정보 전송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효용성 높

은 정보나 감추어져 있는 정보들을 트리 구조의 대량 데이터들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일반 데이터 구조에 비

해 훨씬 어려우며 더 난해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 구조의 대량 스트리밍 데이터로부터 

가중치가 부여된 주요한 부정 패턴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공식화한다.

키워드: 연관규칙(association rules), 부정패턴(negative pattern), 가중치 임계값(weighted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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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며,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학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맥킨지 보고서[1]에 

의하면 사물인터넷이 갖는 잠재적 경제 효과는 2025년까지 매년 

3조 9천억 달러부터 11조 1천억 달러까지로 전망하고 있다. 

최신 기술들로 무장한 사물인터넷 환경은 근간이 되는 센서 기술로 

인해 거대한 양의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생산한다. 과거 웹 데이터 

범람 시 웹 데이터 저장·전송·교환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XML처럼 

작금의 스트리밍 센서 데이터들의 저장·전송·교환을 위해 XML 보다 

가볍지만 이형 데이터 처리에 용이한 JSON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XML과 JSON의 공통점은 데이터 구조로 모두 트리 구조를 갖는다. 

트리 구조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저장과 전송 그리고 교환에 

있어서 유연하기 때문에 이형 데이터 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의 용이성은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평면적인 구조의 데이터

보다 복잡한 트리 구조는 특유의 계층 구조로 인해 유용하고 숨겨진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는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진

다. 게다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라면 그 어려움과 

복잡함은 배가 된다. 본 논문은 대량의 트리 구조 스트리밍 데이터로부

터 드러나지 않지만 발생 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갖는 부정 패턴을 

추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Tree-structured data

사물인터넷에서 가장 대중적인 데이터 인코딩은 JSON의 사용이다. 

XML처럼 JSON 또한 표현이 유연하고 이형 데이터 간에 교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에 주로 이용된다. Fig. 1에 보인 JSON 코드는 Fig.2 

에 나타낸 것처럼 트리 구조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트리형 

데이터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갖게 된다. 즉, 이형 간의 자유로운 

전송 교환이라는 장점 대신 가치 있는 정보 추출에 있어서 어렵다는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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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SON Code

Fig. 2. JSON Code의 트리 구조화

2. Negative association rules

대표적인 연관규칙 추출은 의미 있는 긍정패턴들을 얼마나 정확하

게 발견하는가 하는 것이다. 긍정패턴은 발생하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분석 후 특정 임계값을 상회하는 패턴의 경우 자주 발생하며 

서로 연관이 있다고 판별하는 것이다. 부정패턴은 긍정패턴과는 달리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들 간의 연관을 분석한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들 간의 연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데이터들의 

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긍정 연관규칙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 긍·부정 연관규칙 모두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요 임계값인 

support와 confidence를 적용한다. 

2014년 Paik et al.에 의해 발표된 논문[2]은 트리 구조 스트리밍 

데이터들에 대한 support와 confidence 값을 정의한다. 사용된 스트리

밍 트리 데이터 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블록 단위로 대량의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전송되며 각 블록 TBi는 타임스태프 정보도 

같이 전송된다.

데이터 세트 S로부터 특정 트리 X에 대한 support는 해당 트리 

구조의 발생 빈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체 데이터 크기에 비례해

서 특정 서브트리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했는가를 계산한다. 

위의 공식에 기반을 두어 발생하지 않은 트리 Y, ¬Y라 표기, 

와의 support 값은 다음과 같다.

support(X ⇒ ¬Y)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 트리 X가 발생하면 

특정 트리 Y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부정 연관규칙을 위한 

임계값으로 주어진 임계값보다 크다면 의미 있는 부정 연관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임계값 confidence는 두 개의 

특정 서브트리 X와 Y의 발생이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갖고 발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블록 단위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관 

규칙은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발생 빈도를 근간으로 한다. 즉, 

동일 블록 내에서 발생한 특정 패턴의 경우 몇 번을 발생하더라도 

해당 가중치는 1이다. 블록 크기가 작다면 가중치는 의미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블록들의 크기 역시 대량의 사이즈다. 따라서 블록별로 

동일한 패턴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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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블록별로  support와 confidence 값을 계산하고자 한다. 전체 

데이터 세트 S가 아닌 특정 블록의 대상으로 한 support와 confidence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같은 부정 패턴에 대해 블록별로 임계값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느 블록에서는 의미 있는 패턴이 어느 

블록에서는 무의미한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판별 정도에 따라 블록별

로 가중치에 따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Fig. 3은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스트리밍 트리 데이터 세트 

S이다. 각 블록은 4개의 트리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공식의 간단화를 

위해 블록 사이즈를 동일하게 가정한다. 전체 데이터 사이즈 |S|는 

8개의 트리로 구성된다. Fig.4는 임의의 트리 패턴 X와 부정 패턴 

¬Y에 대한 가능한 연관규칙 X ⇒ ¬Y를 보인다.

Fig. 3.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스트리밍 데이터세트 S

Fig. 4. 임의의 부정패턴 X ⇒ ¬Y 

두 임계치 support와 confidence를 S 전체에 적용한 결과와 블록별

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패턴일지라도 전체에 대한 

값과 TB1 그리고 TB2 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만약 

support 임계값을 0.3으로 정했다면 패턴 X는 전체 데이터 세트 

S에 대해서는 기준 값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되지만 각 

블록에서는 기준 값보다 크기 때문에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즉, 추출될 

부정 패턴의 효용을 스트리밍 데이터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블록별로 할 것인지에 따라 추출되는 부정 패턴의 범위가 달라진다.

연관규칙 추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support와 confidence 임계값 

외에 추출되는 부정패턴 제거단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또 다른 임계값, interestingness와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추가

하며 해당 임계값들에 대해서도 가중치 부여를 한다. Fig. 5에 제시된 

알고리즘은 총 4개의 임계값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 유·무를 포함한다.

Fig. 5. 4개 임계값 가중치부여 부정패턴 추출 알고리즘

IV. Conclusions

대량의 스트리밍 트리 구조 데이터로부터 블록별 가중치 부여에 

의한 부정패턴 연관규칙 추출은 특정 데이터 구간에 대해서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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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보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전체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특정 구간에

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정확한 부정패턴의 추출을 증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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