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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데이터를 획득  처리하는 방법의 향상으로 인하여 연속 이고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응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한 응용에서 연 규칙을 추출하기 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빈발항목집합을 찾아내야 한다. 기존의 빈발항목을 발견하는 방식에서는 

체 데이터베이스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실시간이고 연속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응용에서는 반복 으로 여

러 번 데이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의 데이터를 한 번만 읽고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 구간을 한 번만 

읽고 최  빈발항목 집합의 크기와 해당 빈발항목을 추정함으로써 필요한 연 규칙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빈발항목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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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lots of data mining applications based on continuous and online real time are increasing by the rapid growth of the data 

processing technique. In order to do association rule mining in that application, we have to use new techniques to find the frequent 

itemsets. Most of the existing techniques to find the frequent itemsets should scan the total database repeatedly. But in the application 

based on the continuous and online real time, it is impossible to scan the total database repeatedly. We have to find the frequent itemsets 

with only one scan of the data interval for that kind of application. So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ximation technique which finds 

the maximum size of the frequent itemsets and items included in the maximum size of the frequent itemsets for the processing of 

association rule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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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에는 각종 센서에서 분석된 실시간 데이터의 입력이

나 통신 송의 감시 는 인터넷 사용 로그 처리와 분석 

등과 같은 응용에서 연  규칙 탐사를 처리하기 해서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후 이것을 최  빈발항목의 크기만큼 반복 으로 체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 연속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로부터 빈발 항목을 찾아

서 연  규칙을 발견하기 해서는 입력되는 데이터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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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읽고 빈발항목 집합을 발견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기존 응용 시스템 환경에서 주로 사용했던 에러가  

없는 연  규칙 탐사를 한 정확한 처리(Exact processing)

보다는 새로운 근 방법으로서 약간의 에러를 포함하는 추

정  처리(Approximate processing)가 필요하며 이것이 

실 으로도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의 일정한 데이터의 구간을 입력되는 동시에 한번의 

읽기를 통해서 필요한 빈발항목의 크기와 항목을 추정하여 

생성하고 그로부터 연 규칙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의 련 연구에서

는 기존의 표 인 처리 방식인 Apriori[2] 알고리즘과 교

집합 처리 방식과 병렬 처리 방식 등에 한 문제 과 최근

의 데이터 스트림 련 논문을 통한 장단 을 살펴보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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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정

의와 추정 기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 

련되는 내용과 비교 결과를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한다.

2. 련 연구

기존의 연  규칙 처리 방식은 [1]에서 최 로 출 한 이후에 

표 인 단계  처리(level-wise approach) 방식인 Apriori[2] 

알고리즘으로 발 하 다. 단계  처리를 용하여 빈발항

목을 발견하기 해서는 먼  련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 후에 체를 읽으면서 최 의 빈발항목 집

합을 발견하여 그로부터 후보 빈발항목 집합을 구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읽으면서 다음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을 구

하는 방식을 반복 으로 k번 반복 읽기를 해야 크기 k의 최

 빈발항목 집합을 구하는 방식이다. 교집합방식[3]에서는 

기본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에 한 트랜잭션들의 비트 벡

터 리스트를 생성하고 장한 후에 크기 k의 빈발항목 집합

을 발견하려면 기본  크기의 비트 벡터 리스트를 반복 으

로 교집합을 하거나 크기 (k-1)의 빈발항목 집합 들의 트랜

잭션 비트 벡터 리스트를 생성하고 장하여 이것을 추가되

는 항목의 비트 벡터 리스트와 반복 으로 교집합 하면서 

구하게 된다. 병렬처리 방식[4, 5]은 주로 체 데이터베이스

를 여러 티션으로 나 고 각각을 한 개의 로세서에 할

당하여 동시에 모든 티션을 병렬로 처리하면서 증가된 크

기 k의 빈발항목 집합을 생성하기 해 각 티션으로부터 

생성된 크기 k-1의 빈발항목 집합을 통합한 후에 크기 k의 

후보 집합을 생성하고 다시 그것을 각 로세서에게 재분배

하면 자기의 티션을 읽어서 크기 k인 후보들의 지지도를 

집계하고 빈발항목 집합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술한 바와 

같은 단계 이고 반복 인 처리방법은 실시간이고 연속 으

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특징[6]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반복 으로 읽고 처리하려면 연속 으로 입력되

는 데이터가 수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좀 더 발 된 방식으로서 [11]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지

지도 행렬과 유사한 방식의 지지도 행렬을 제안한 최 의 논

문으로서 크기 2 항목 집합으로 구성된 지지도행렬을 먼  

구성한 후에 기본 지지도 행렬을 계속 확장하여 최  크기까

지의 후보 지지도 행렬로 확장하고 최종으로 빈발항목 집합

을 결정하기 해서는 2번째로 한번 더 체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방법으로서 후보 지지도 행렬로 계속 확장할 때 최소지

지도와 각 후보 항목 집합의 지지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탐

색공간이 크고 총 2번의 체데이터를 읽어야 하므로 데이터 

스트림에는 합하지 않다. [7]에서는 먼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최소지지도 이상인 크기 1의 빈발항목 들을 선발하여 

정렬하고 FP-tree라고 부르는  트리(prefix tree)를 구축

한 후에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 규칙 탐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기존의 단계  처리 방식보다는 효율 이

지만 트리를 구축하기 해서는 2번의 체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야 하며 한 지지도가 변경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트리를 구축한 후에 연 규칙탐사를 해야 하는 문제 이 있

다. 최근의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방식[8, 9, 10]에서 연  규칙 

탐사를 해 FPT와 유사한  트리를 생성하고 이로써 

연속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장하고 리하는 

경우에는 장할 항목의 크기와 데이터의 양이 용량인 경

우에는 주 메모리를 기본으로 한  트리 운용방식에서의 

메모리 부담과 입 출력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13]가 발생될 수 있다. 

3. 한번 읽기에 의한 빈발항목 추정 기법

본 논문은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데 합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연속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오직 한번만 읽고 

빈발항목 집합을 연속 으로 추정하고 처리하는데 있다. 즉 

데이터 스트림을 일정 구간으로 나 어서 각 구간이 연속

으로 입력되면 각 구간마다 오직 한 번만 읽고 해당 구간 내

의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의 크기와 항목들을 발견한 후

에 필요한 모든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을 추정하여 생성하는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추정 기법의 기본 이론은 암스트롱의 

공리[12] 에서 결합법칙(A ⇒ B이고, A ⇒ C이면 A ⇒ B

∪C이다)을 이용하여 크기 2 빈발항목 집합에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용하면 확장된 항목 집합 {A∪B∪C}을 결

정하게 된다.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항상 100% 정확한 결과

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추정 기법으로 사용하기에

는 합함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Dist’라고 명명하며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차로 처리한다. 

3.1 문제의 정의 

먼  연  규칙 탐사 문제에 한 형식  정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I={i1, i2, …, im}을 항목들의 집합이라 하고, S를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자. 데이터 스트림 S={S1, …, Sn}은 1

≤d≤n일 때 데이터 스트림의 한 구간 Sd는 시간  단 로 

구분되는 시간의 크기 T로 나 고 시간의 크기 T 내에 발

생되는 트랜잭션의 개수로 구성한다. 여기서 데이터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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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정 데이터 스트림 구간의 내용

알고리즘 3-1: 지지도 행렬 구성

입력: 데이터 스트림 내에 여러 항목을 가진 트랜잭션

출력: 피 과 피피 으로 구성된 지지도 행렬

1. while 트랜잭션 is not empty in 데이터스트림  do { 

2.      for each 항목in 트랜잭션 do {

3.          if 항목is not ZERO in 트랜잭션 then 

4.                set 피  of 지지도행렬 by 항목,  

5.            count 피  in 트랜잭션, 

6.                for  each  피  do {

7.                      count all 피피  with 피  in 트랜잭션 

8.                }

9.          end-if

10.       } 

11.  }

12. return all count value as a지지도행렬 

을 나 는 시간의 구간 T는 연속 인 시간 단  ti로 구성

되므로 즉 T={t1,…,tr}, 1≤i≤r이다. 트랜잭션은 시간의 구간 

T안에서 임의의 시간 ti에서 발생되며, 처음에는 t1로부터 시

작하여 ti, ti+1, …, tr까지 연속 으로 발생되며 한 개의 데이터 

스트림 구간 Sd를 형성한다. 각 시간의 구간 ti마다 한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트랜잭션은 항목들의 집합

으로서 고유한 트랜잭션 번호가 부여되며 ti ⊆ I 계가 성

립된다. 한 X, Y⊂I일 때 X⊂ti와 Y⊂ti에 있어서 X∩Y=

이면 트랜잭션 ti는 X와 Y를 지지(support)한다고 하며 지지

도는 supp(X) 는 supp(Y)로 표 하며 이것은 체 트랜잭

션에 하여 항목 집합 X, Y를 포함한 트랜잭션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어진 임계 값인 최소지지도(0≤minsupp≤ 1)에 

해 supp(X)≥minsupp이면 X를 빈발항목이라고 한다. 

한 Y도 빈발항목일 때 X와 Y가 동반하여 발생되면, 여기에

서 우리는 연  규칙 X⇒Y (X가 Y를 함축한다) 형태의 

계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독립 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피  항목 집합이라고 하고 Y는 X가 발생할 때만 

발생되거나 는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피피  항목 집

합이라고 하며, X가 발생하는 경우 Y의 발생 비율을 신뢰

도(confidence)라고 하며 이것의 최소 임계 값을 최소신뢰도

라고 한다. 최소지지도와 최소신뢰도는 본 논문에서 빈발항

목 집합을 발견하기 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요한 척도이

다. 이후에는 피  항목 집합을 피 이라 하고 피피  항목 

집합을 피피 이라 한다. 

3.2 지지도 행렬의 생성 

결합 법칙의 용을 해서 먼  크기 2 항목 집합을 생

성하여 기본 정보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필요한 모든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은 크기 2 빈발항목 집합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크기 2인 항목집합과 그

것의 지지도를 가진 행렬을 먼  생성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도 행렬이라고 하며 알고리즘 3-1로 생성한다. 

알고리즘 3-1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하는 트랜잭션

들이 연속 으로 입력된다. 각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항목

들{i1, i2, …, im}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값은 <표 1>

과 같이 입력된다. 만일 트랜잭션이 가질 수 있는 체 항

목의 종류가 {a, b, c, d, e}로서 5개이고 모든 항목이 발생되

어 입력된다면 그 순서 로 처음에는 a가 지지도행렬에서 

피 일 때 동시에 발생되는 피피  b, c, d, e 항목을 트랜잭

션에서 집계하고, b가 피 일 때 동시에 발생되는 c, d, e항

목을 집계한다. 다음은 c가 피 일 때 d, e항목, 그리고 d가 

피 일 때 e 항목을 집계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e가 피

일 때는 집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른 항목들의 집계 

값들이 상 삼각행렬의 원소의 형태로 집계되었으므로 이를 

칭행렬 형태로 주 각선의 아래 부분을 채우면 모든 집

계 값이 구해지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로서 

특정 트랜잭션에서 입력된 항목 집합이 {a, c, d, e}이라면 해

당 트랜잭션은 2진값 {1, 0, 1, 1, 1}로 간주된다. 여기서 발생 

된 항목은 1로 그리고 발생되지 않은 것은 0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피  b와 련해서는 집계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b에 해당되는 값이 ‘0’으로 간주되어 b가 피 인 경우

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피 (pivot)이라는 의

미는 지지도행렬에서 집계하기 한 심 항목으로서 피

이 트랜잭션에 입력되어야 동반하여 발생되는 다른 항목에 

한 피피 을 집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체의 트랜잭션을 

다 읽고 처리하면 각 피 과 동반하여 발생되는 피피  들

의 지지도행렬이 집계된다. 이 때에 피 의 집계 값은 피피

의 집계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 스트림 내의 체 트랜잭션의 모든 항목 값을 피

과 상 시켜 집계하여 지지도 행렬을 구성한다. 지지도행렬

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면 체 트랜잭션

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한 개 트랜잭션의 평균 길이를 e라

고 하면 복잡도는 o( 2

2
ne

)가 된다.

3.2.1 지지도 행렬에서 크기 1, 2 빈발항목 집합 생성

알고리즘 3-1로 생성한 지지도 행렬은 m이 발생 가능 항

목의 체 개수일 때 m개의 행과 m개의 열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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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지도 행렬 <표 3> 항목별 분포표

m×m 정방행렬이며 원소는 크기 2인 항목집합의 지지도 값

으로 구성된다.

원소 값은 알고리즘 3-1을 용하여 주 각선 윗부분인 

상삼각행렬의 원소만 구한 후에 각 원소 값이 aij = aji인 

칭 행렬로서 구성하며 2차원 배열로 구 한다. 주 각선 

의 부분은 칭행렬에서 복되는 부분으로서 지지도를 

집계할 때와 그리고 크기 2 빈발 항목을 선정 할 때 고려하

지 않으므로 작업량이 반으로 감소된다. 지지도 행렬을 

생성한 후에 행렬의 주 각선의 원소인 akk, 1≤k≤n 값은 

각 피 의 지지도로서 최소지지도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크

기 1 빈발항목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가로 축으로 각 피

과 동반하여 발생되는 피피  항목들의 된 지지도를 최

소지지도와 비교하여 크거나 같은 것은 크기 2의 빈발항목

으로 선정한다. 

3.2.2 크기 2 빈발항목 집합 생성 과정의  

<표 1>과 같은 특정 데이터 스트림 구간의 트랜잭션 집

합이 입력되고 최소지지도가 0.3(개수: 3개)일 때 알고리즘 

3-1로 처리하면 <표 2>와 같은 지지도 행렬이 결과로 생성

된다. 여기서 가장 왼쪽 부분에 치한 1열의 각 항목들은 

피 을 나타낸다. 1행에 치한 항목들은 피 과 동반하여 

발생되는 피피 들이다. 여기서 a 항목을 피 으로 할 때 각 

피피 과의 크기 2 항목집합의 지지도 개수는 {a, b : 2}, {a, c

: 6}, {a, d : 3}, {a, e : 4}이고, b항목을 피 으로 할 때 {b, c :

1}, {b, d : 2}, {b, e : 3}이고, c항목을 피 으로 할 때 {c, d : 3}, 

{c, e : 3}이고 d항목을 피 으로 하면 {d, e : 3} 등 10개가 생

성된다. 여기에서 최소지지도 개수 3과 비교하여 크거나 같

은 것을 선정하면 {a, c : 6}, {a, d : 3}, {a, e : 4}, {b, e : 3}, {c, d

: 3}, {c, e : 3}, {d, e : 3}과 같이 크기 2에 해당되는 빈발항목 

집합은 총 7개가 생성된다.

3.3 항목 분포표 생성 

최소 지지도를 기 으로 하여 지지도 행렬을 생성한 후에 

항목별 분포표인 <표 3>의 생성을 해서는 한번 더 최소신

뢰도 값 47% 이상의 값을 가지는 피피 에 해서 해당 피

 행의 열 원소 값을 ‘1’로 표시하고 최소신뢰도 이하의 피

피 은 ‘0’으로 표시하여 지(prune)함으로써 구성한다. <표 

3>과 같은 항목별 분포표를 구성한다. 

3.4 빈발항목 집합의 최  크기 추정

항목별 분포표를 생성한 다음에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

합의 크기를 추정하게 된다. 여기서 분포 값은 어떤 특정 

피 이 크기 2인 빈발항목 집합에서 몇 개의 다른 항목과 

계를 가지는가를 의미한다. 지지도 행렬인 <표 2>에서 보

면 최소지지도가 0.3인 경우 피  a의 행 값 에서 최소지

지도 개수 3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신뢰도를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면 분포 값 {a, c : 6}→ 1, {a, d : 3}→ 1, {a, e : 4}→ 1을 

가지고 {a, b : 2}→ 0는 제외되므로 피 이 분포된 피피 의 

개수 n({c, d, e}) = 3에 자신을 합하면 발생 가능한 집합의 최

 크기는 4가 된다. 

속성 3-1: 결합법칙의 용 조건 

크기2 빈발항목 A∪B, A∪C가 있을 때 피  A와 피

피  B, C 간에 최소신뢰도를 만족하는 것에 해서 결

합법칙(union rule)을 용하여 A⇒B이고, A⇒C이면 A

⇒B∪C가 되어 크기3 빈발항목 A∪B∪C를 생성한다.

지지도 행렬을 생성한 후에 최소신뢰도가 0.47이고 최소

지지도가 0.3이라고 하면 피 에 한 최소신뢰도를 만족하

는 항목별 분포표는 <표 3>과 같다. <표 2>에서 {a:7}가 

피 일 때 {a,c:6}->86%, {a,d:3}->43%, {a,e:4}->57%가 선

발되지만 d는 최소신뢰도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선택된 크기 2 항목 {a,c}, {a,e}를 속성 3-1의 결합

법칙을 용하면 크기 3인 {a,c,e}가 생성된다.

속성 3-2: 최  크기 결정 조건 

항목별 분포표의 피  에서 최  분포 값 k 을 가지

는 피 의 개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빈발항목의 최  

크기를 k로 추정 한다.

속성 3-2를 용하여 최종 으로 추정된 빈발항목 집합

의 최  크기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피 의 분포 값 

에서 가장 큰 최  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각 피 의 분포 

값 에서 최  크기 k에서 크기 k를 가지는 피 의 개수가 

k개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을 선정한다. 그러나 만일 

k 값을 가진 피 의 숫자가 k개보다 으면 k=k-1하여 최

값을 1씩 감소하고 피 의 분포 값과 비교하여 만족되는 

값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피 이 가

지는 최  크기를 체의 최  크기로 선정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그 게 하는 이유는 크기 2인 빈발 항목 집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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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지지도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항목별 분포표의 각 

행을 구성하는 피 과 피피  항목간 결합할 최 값 즉 가

장 큰 분포 값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피 이 가지는 최  

분포 값에 의해서 결합되기 보다는 가장 많은 피  행이 가

지는 가장 큰 값 즉 최  분포 값과 최소 분포 값의 간 

정도의 분포로 가장 많은 항목들간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큰 분포 값 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

은 항목들이 가지는 분포 값을 최 크기로 결정한다. 최  

분포 값과 최소 분포 값은 다음의 속성 3-3를 설명할 때 언

한다.

알고리즘 3-2: 발항목 집합 최  크기 추정 알고리즘

1. set  최 크기값 from 항목별분포표

2. do { 

3.      decrement 최 크기값

4.      for each 피  in 항목별분포표  do {

5.         if 최 크기값 == 피 의분포값 then 

6.             increment  최  크기값_피 개수

7.         end-if

8.       }

9.   } while 최 크기값_피 개수 < 최 크기값

10.   return 최 크기값

알고리즘 3-2은 속성 3-2를 구 한 것으로서 최  크기

를 구하는 과정은 먼  항목별 분포표로부터 모든 분포 값 

에서 가장 최 값을 최  크기 값으로 정하고 다른 모든 

피  행이 가진 분포 값과 비교하여 재의 최  분포 값을 

가진 피 의 개수가 최  크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재

의 최  크기 값을 확정하고 그 지 않으면 최  크기 값에

서 하나씩 감소시켜서 조건에 만족하는 최  크기 값이 결

정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3.5 최  크기의 빈발항목 추정

추정 빈발항목 집합의 최  크기를 구한 후에는 추정 빈

발항목 집합 내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하여 각 항목을 크기 3

에서부터 최  크기까지 열거하면 구하려는 최  크기 내의 

모든 종류의 추정 빈발 집합이 생성된다. 본 에서는 최  

크기 안에 포함되는 빈발항목을 추정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보조속성 3-1: 추정 빈발 항목 집합의 지지도 결정

A와 B가 추정 빈발 항목 집합으로서 각 크기가 k이고 

추정지지도가 최소지지도를 만족하고 한 최소 신뢰도를 

만족하면 이로부터 확장된 크기 k+1인 추정 빈발항목 집합 

A∪B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A∪B의 지지도는 크기 k 

추정 빈발 항목 집합들의 추정지지도 에 최소값에 해당

하는 값 Esupp(A∪B) =min(supp(A), supp(B))을 가진다.

추정된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을 발

견하기 해서는  보조속성 3-1를 이용하여 각 피 에 해

당하는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을 모두 생성한다. 즉 A

와 B가 크기 k인 추정 빈발항목 집합이고 A∪B가 크기 

k+1에 해당하는 추정 빈발항목 집합이 되기 해서는 A와 

B 각각이 그들 내부에 피 에 한 피피 이 최소지지도를 

과하는 추정지지도(Esupp≥minsupp)를 가지면서 동시에 

신뢰도가 최소신뢰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피피

들을 모두 해당되는 피 과 결합하여 최  크기의 항목 집

합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Apriori 알고리

즘에서 동일한 크기 k를 가진 피 과 피피 을 각각 앞에서

부터 k-1까지의 패턴이 서로 동일한 것을 찾아서 상호 조인

(join)하여 크기 k+1인 항목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을 반복하

는 것과 같다. 이 게 확장된 항목 집합의 지지도는 의 

보조속성 3-1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조속성 3-1을 최  크

기까지 반복 용하여 데이터 스트림 구간 내에서 생성해야 

하는 모든 추정 빈발항목 집합을 생성한다. 즉 지지도 행렬

로부터 생성한 항목별 분포표에 있는 각 피  항목별로 차

례로 피 과 피피 을 결합하여 크기 3부터 최  크기까지 

확장한다. 

속성 3-3: 빈발항목 추정

지지도 행렬에서 각 피  항목에 한 지지도가 최소지

지도를 과하면서 최소신뢰도를 만족하는 피피 은 최  

크기 빈발항목 집합 내에 포함되는 빈발항목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의 속성 3-3를 용하여 우리는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지지도 행렬로부터 추정한다. 

를 들면 크기 2 빈발항목 {a, b}, {a, c}가 있을 때 피  a에 

한 피피  b 그리고 c의 신뢰도가 최소신뢰도에 포함되면 

크기 3인 빈발항목은 크기 2의 항목을 결합하여 {a, b}∪{a,

c}에 의해서 크기 3인 {a, b, c} 항목 집합을 구성할 수 있고 

크기 3인 집합의 지지도는 보조속성 3-1에 의해서 결정된

다. 한 여기서 크기 3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빈발항목으

로 추정하며 이런 방식으로 최  크기까지 확장된 항목들을 

구성한다. 이 게 최  크기 내에 포함될 가능한 항목들이 

구성되면 3.6  빈발항목 집합 생성의 내용과 같이 최종

인 항목 집합을 결정하여 생성한다. 빈발항목 집합의 크기

와 그 항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도 행렬에서 을 

이루는 2개의 크기 2 빈발항목 집합 {a, b}과 {a, c}가 있을 

때 만일 모두 피  a에 한 피피  b, c의 신뢰도가 만일 

100%라면 이것들을 결합하여 크기를 증가시킨 크기 3인 항

목 집합 {a, b, c}의 지지도는 피 에 해 100% 신뢰도를 

나타낸다. 즉 이 때는 supp(a)

c)supp(a

supp(a)

b)supp(a

supp(a)

c)bsupp(a ∪

=

∪

=

∪∪

이 되어 최  분포 값이 3이 된다. 그러나 만일 피  a에 

한 피피  b와 c의 신뢰도가 각각 60%라고 하면 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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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집합의 합 집합인 크기 3의 지지도가 최 의 경우에

는 “피피  ⊂ 피 ”이 되어 피 에 한 피피 의 신뢰도

가 60%로써 부가 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최소의 경우

는 b와 c의 지지도가 분산되어 크기 3 집합 {a, b, c}에서 피

피  b∪c의 신뢰도는 20%만이 피  a에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피 의 분포 값은 3과 2 사이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피  a, b, c가 모두 항목별 분포표에서 분포 값 3을 

가지면 항목 집합의 최  크기는 3이 되고 a, b, c 에 어느 

것이 분포 값 2를 가지게 되면 최 크기는 2가 된다. 한 

확장된 집합 {a, b, c}가 가질 수 있는 지지도의 최소값은 

)supp(a)-c)supp(a,b)supp(a,,0max( + 이고 최 값은 min(supp

({a, b}),supp({a, c}))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목에 한 

최 , 최소 분포 값과 그리고 최 , 최소 가능 지지도를 최

소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한다. 최소신뢰도의 결정에 있어서

는 47%～61%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임을 <표 5>와 

같이 실험 결과에 의해 산출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최

소신뢰도는 트랜잭션이 가질 수 있는 항목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항목 수가 은 경우는 작은 최소신뢰도를 사용

하고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큰 최소신뢰도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잭션이 가지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각 항목이 상호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합법칙을 용할 때 피 에 한 최소신뢰도를 올려 주어

야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항목이 160

개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정한 개수 이상으로 항목수가 증가하면 지지도 

행렬의 구조에서 각 항목간에 결합되는 조합을 형성하기 

한 제약 조건이 증가 함으로 더 큰 최소신뢰도에 의한 제한

이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지도 행렬로부터 생성된 항목

별 분포표에 의해서 추정 빈발항목의 최  크기와 항목을 추

정할 때는 트랜잭션에서 출 할 수 있는 최  항목의 숫자를 

기본으로 <표 5>에 의해서 한 최소신뢰도를 선정하여 

알고리즘 3-2을 사용한다. 를 들면 <표 2>에 있는 지지

도 행렬에서 최소신뢰도가 47%이고 최소지지도 개수가 3일 

때 {a : 7}가 피 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피 과의 조합은 

{a,b:2}, {a, c : 6}, {a, d : 3}, {a, e : 4}인데, 최소지지도 개수가 

3이므로 {a, c : 6}, {a, d : 3}, {a, e : 4}가 선발되지만 그 에서

도 피  a에 한 피피  c, d, e의 신뢰도는 각각 86%, 

43%, 57%가 되어 최소지지도 개수와 최소신뢰도 47%를 만

족하는 집합에는 {a, c}, {a,e }만 해당된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결합하면 항목 집합 {a, c, e}가 생성되고 이것의 추정지지

도는 <표 2>의 피  a와 같이 발생하는 크기 2 항목의 {a, c}, 

{a, e}에 해 보조속성 3-1을 용하고 계산하면 Esupp{a, c,

e} = min(supp (a, c), supp(a, e)) = 4가 된다. 다른 피 에 해

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하면 b에 해서는 {b, e}가 생성

되고, c에 해서는 {c, a}, {c, d}, {c, e}로부터 이를 병합하면 

{a, c, d, e}가 생성되고, d에 해서는 {a, d}, {c, d}, {e, d}로부

터 {a, c, d, e}가 생성되고, e에 해서는 (a, e), {b, e}, {c, e}, 

{d, e}로부터 {a, b, c, d, e}가 생성된다. 

3.6 빈발항목 집합 생성

최종 인 최  크기 빈발항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을 선

정하기 한 최종 작업으로서 만일 추정된 최  크기의 숫

자보다도 은 개수의 항목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1차로 알

고리즘 3-1을 용하여 구성된 모든 항목을 최  크기 빈발

항목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추정된 최  크기의 숫자보다도 

많은 개수의 항목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항목별 분포표인 표 

3-3에서 ‘1’로 표시된 항목들만을 알고리즘 3-1과 동일한 방

법으로 입력하여 집계할 때 최소신뢰도를 용하여 지하

고 남은 항목 만을 최  크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결정한

다. 그 게 하는 이유는 알고리즘 3-1에 의한 지지도행렬과 

항목별 분포표로써 처리하여 구성한 결과에는 가장 빈발하

게 발생되는 가능한 모든 크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된 결과 항목 수가 최  크

기 숫자보다 많은 경우에만 2차로 알고리즘 3-1과 동일한 

방법을 용하되 항목별 분포표에 ‘1’로 표시된 항목만을 입

력하여 처리하면서 최소신뢰도를 통해 한번 더 빈발 항목을 

지하여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서 최종 으로 추정되는 

빈발항목 집합의 최  크기는 3이고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은 {a, c, d, e}로 결정된다. 다음에는 결

정된 최  크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 항목들을 모든 크기의 

항목 집합으로 열거하면 최  크기 내의 모든 크기 별 추정 

빈발항목 집합 {a}, {c}, {d}, {e}, {a, c}, {a, d}, {a, e}, {c, d}, 

{c, e}, {d, e}, {a, c, d}, {a, c, e}, {a, d, e}, {c, d, e}가 생성된다.

4. 실  험

실험 환경으로서 운 체제는 Linux 2.6.9-5 ELsmp이고 

구  언어는 GNU C이며 IBM 펜티엄4에 3.2GHz dual-CPU 

주 메모리 1.5GB RAM을 사용했다. 성능비교는 정확한 처

리의 표인 Apriori와 최근에 데이터 스트림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prefix 트리 방식의 표인 fp-tree(FPT)와 본 논문

의 추정기법인 Dist의 성능을 비교한다. 사용한 언어는 GNU 

C를 사용했고 로그램으로는 Apriori는 뉴질랜드의 Canterbury 

학교 산학과의 Tadao Takaoka 교수의 로그램을 사

용하고 FPT 로그램은 [14]의 자인 Yin-Ling Cheung의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했다. 데이터는 실험용 데이터를 생

산하여 사용하 는데 Dist와 Apriori를 한 데이터는 한 개

의 트랜잭션이 가질 수 있는 최  항목 수를 50, 100개 2가

지로 하여 트랜잭션 데이터는 1부터 항목의 개수까지의 숫

자 에서 임의의 숫자를 각 항목으로 최  항목 수 내에서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생성했다. FPT용은 Dist

와 Apriori와 동일 방식이지만 단지 트랜잭션의 처음 숫자가 

해당 트랜잭션이 가지는 체 항목의 개수로부터 시작하는 

것 만은 다르게 생성했다. 속도비교를 해서는 트랜잭션의 

양은 소량 실험을 해서는 항목 수가 50인 트랜잭션을 500, 

600, 800, 1100, 1500개인 일들을 생성하고 량 실험을 

해서는 항목수가 100개인 트랜잭션 500, 1500, 2500, 3500, 

5000, 10000개인 일을 생성하고 량 실험을 해서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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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량에서의 처리 속도 비교

<표 4> 메모리 사용량 비교표

목 수 100개인 트랜잭션 15000, 25000, 35000, 45000, 55000

개인 일들을 생성하여 실험한다.

의 (그림 1)은 Apriori, FPT, Dist 방식간의 처리 속도

를 비교한 것이며 데이터는 항목수가 50이고 최소지지도는 

0.05 그리고 트랜잭션의 양은 소량으로서 500개부터 1500개

까지 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소량 실험 결과는 본 논문의 추

정방식인 Dist가 가장 빠르고 둘째로 FPT, 셋째로 Apriori의 

순서가 된다. 여기서 3종류간의 속도 차이가 큰 것은 Dist는 

메모리 내에서 2차원 배열을 구성하여 사용하므로 자료구조

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장하는데 거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

는 반면에 Apriori방식은 트리를 구성하고 체 데이터를 최

 크기까지 반복하여 읽으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  빈발

항목 수가 작으면 속도가 빠르지만 빈발항목의 최 크기가 

커질수록 그 크기만큼 반복해서 체를 읽어야 하므로 속도

가 늦어진다. FPT는 데이터 체를 한번 읽고 크기 1 빈발

항목을 찾아서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에 트리를 뿌리만으로 

구성한 후에 한번 더 체 데이터를 읽어서 트리에 데이터

를 채운 다음에 FP-growth단계에서 빈발항목을 처리 할 때 

동일한 경로 상의 확장된 다른 패턴을 찾기 해서 반복

으로 해당 경로를 탐색하므로 데이터 양이 커질수록 FPT의 

속도는 늦어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 2)는 트랜잭션의 양을 늘려서 량으로서 

500, 1500, 2500, 3500, 5000, 10000개까지의 처리속도를 비교

한 것으로 소량에서와 동일하게 Dist가 가장 빠르고 둘째로 

FPT, 셋째로 Apriori순이다. 여기서는 FPT 와 Apriori의 속

도 차이가 평균 으로 소량에서는 2.6배 차이에서 량에서

는 1.7배로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량으로서 트랜잭션 15000, 25000, 

35000, 45000, 55000개에서의 속도비교인데 여기서는 순 가 

약간 바 어 Dist가 가장 빠르고 둘째는 Apriori 셋째는 

FPT순으로 된다. 이것을 보면 데이터가 소량 는 량인 

경우에는 FPT가 Apriori보다 빠르지만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할 때 는 빈발항목의 최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는 항상 FPT가 항상 빠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st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지지도 행렬을 한 2차원 배열

만을 구성하여 Dist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소량, 량, 량의 모두의 경우에 1  미만의 빠른 속도로 

처리함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4>은 의 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FPT 와 

Dist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측정 단 는 ‘cat 

/proc/{pid}/status’ 명령어의 출력 항목으로서 로세스 번

호를 이용하여 해당 일을 1  간격으로 메모리 련 정보

를 읽어 일에 장하고 최종으로 사용된 크기를 집계하

다. 표에서는 VmRSS: 물리  메모리 크기, VmExe: 실행코

드 역, VmLib: 동  라이 러리 역 등은 유사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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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항목 수에 따른 정 최소 신뢰도의 변화 

<표 6> Apriori과 Dist방식의 추정 정확도 비교 자료 

하고 VmSize: 가상 메모리 크기, VmLck: 사용 인 메모리 

크기, VmData: Heap 역, VmStk: Stack 역 등을 비교 

표시한다.

모든 측정단 의 합계로써 100개 항목의 트랜잭션 개수 

별 메모리 사용량을 그래 로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여

기서는 <표 4>의 항목과 VmRSS(FPT; 0, Dist; 0), VmExe

(FPT; 0.01, Dist; 0.005), VmLib(FPT; 1.25, Dist; 1.251)를 

포함한 것으로 FPT의 메모리 소요량이 Dist보다 평균 으

로 2.8배 많으며 트랜잭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은 지지도 행렬로부터 항목별 분포표를 구성할 때 

기 에 되는 최소신뢰도 값의 기  값을 집계한 표로서 이 것

은 빈발항목의 최  크기를 추정할 때와 최  크기의 빈발항

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추정할 때에 사용한다.

<표 5>의 최소신뢰도 값은 주로 트랜잭션이 가질 수 있

는 최  항목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데이터 구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트랜잭션의 개수에도 약간의 향을 받는

데 즉 데이터 구간의 크기가 변동하면 동일한 항목수라도 

그 기  값을 보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최소지지도

_개수 = 최소지지도 × 트랜잭션_수)이 되어 데이터 구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많아지면 지(prune)

할 때 기 이 되는 최소 지지도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만 각 항목 집합의 지지도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 의 지지도와 피 과 피피 의 결합 지지도

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 5>의 최소 신뢰도를 보정해야 한

다.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구간의 크기 기 은 StdTranNum로 하고, 재 데이

터 구간의 크기는 CurTranNum로 하고, 데이터구간 기  크기

에서 증가된 크기로 인해 발생되는 차이에 한 평균 보정 값

으로서 트랜잭션당 보정계수는 TranRate = 0.0000028로 한다, 

최소신뢰도=minconf × 100이고, pminconf = 1 / minconf 일 때 

처음에 pminconf = pminconf + ( ( CurTranNum-StdTranNum)

×TranRate를 계산한 후에 최소신뢰도= ( 1 / pminconf ) × 100

를 계산하여 용한다. 를 들어 설명하면 데이터 구간의 

크기 기 을 트랜잭션 500개로 하고 항목 수를 100개로 하

고 재 데이터 구간의 크기가 트랜잭션 1000개라고 하면 최

소 신뢰도 57.1 = minconf(0.571) * 100을 용할 때 <표 5>에 

있는 그 로 용하지 않고 재 pminconf(1.75131) = 100 ÷

최소신뢰도(57.1)이고 변경된 pminconf = ( ( 재 데이터구간 

크기–기  데이터구간 크기 ) ×보정수) +기존 pminconf을 

용하면 ( ( 1000 - 500 ) × 0.0000028 ) + 1.75131 = 1.75271이다. 

따라서 기존의 pminconf = 1.75131로부터 새로운 pminconf =

1.75271로 보정되어 변경된 최소신뢰도 57.055%(100 ÷ 1.75271)

를 용한다. <표 5>을 구성하기 해서는 항목 개수를 20

개에서 200개를 가진 트랜잭션의 개수 500개와 1000개를 테

스트하여 빈발항목의 최  크기를 산출하여 정확한 최  크

기가 산출될 때까지 반복 조율을 통해 생성한 것으로서 한 

개의 데이터 구간을 트랜잭션 500개 기 으로 설정한 최소

신뢰도의 평균값이다. 트랜잭션의 항목 수에 따라서 해당 

최소신뢰도를 용하면 false hit과 false dismissal을 이고 

좀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

<표 6>은 빈발항목 집합의 최  크기와 최  크기 내의 

빈발항목 추정에 한 정확성 검증에 한 결과이다. 이것

은 Apriori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 검토 한 것이다. 실험 

결과는 빈발항목 집합의 최  크기에서 최소지지도를 용한 

후에 최소신뢰도를 용할 때 Apriori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 

되었으나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에 포함되는 항목에 

한 추정의 정확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된다. 여기서는 트랜

잭션이 가질 수 있는 항목 수 20～80개를 트랜잭션의 개수 

1000개로 실험했는데 표는  아래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윗부분은 Apriori의 정확한 결과 값 에서 빈발항목의 최  

크기와 최  크기에 포함되는 빈발항목이 숫자로 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본 논문의 Dist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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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항목의 최  크기내의 빈발항목을 추정한 결과에서 잘못

된 것이 포함된 false hit비율과 그리고 추정하지 못한 false 

dismissal 비율에 한 추정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정확도는 

평균 으로 81.7%로 나타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이고 연속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

림을 사용하는 응용의 연  규칙 탐사에서 최  크기의 빈

발항목 집합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기존의 단계  

처리 방식이나 교집합 처리 방식 는 병렬 처리 방식에서 

단계  반복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읽으면서 빈발항목을 구

하는 문제 을 극복하고 한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

하는 방식에서 빈발항목 집합을 구성하고 리  운용하기 

해 필요로 하는 prefix 트리 등과 같은 부담이 크고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스트림

을 읽는 동시에 기본 크기의 항목 집합의 지지도를 구하고 

이를 메모리의 배열에 장하여 그로부터 빈발항목을 효율

으로 추정함으로써 처리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새로운 방

법을 제시했다. 즉 각 데이터 스트림을 한 번만 읽고 지지

도 행렬을 구성하고 그로부터 크기 1과 크기 2 빈발항목 집

합을 동시에 생성하여 크기 2 빈발항목으로부터 빈발항목의 

최  크기를 추정하고 한 최  크기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빈발항목을 발견하는 Dist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한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을 생성

함으로써 각 데이터 스트림을 오직 1회 읽기를 통해서 연  

규칙 탐사를 한 최  크기의 빈발항목 집합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도 용 가능하지만 특히 데이터 스

트림의 특성을 처리해야 하는 응용에 용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 장 이다. 그러나 단 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은 추정 기법으로서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는 응용에는 기

존의 단계  처리 방법보다 정확도가 낮다는 단 이 있다. 

향후에는 재보다 더욱 향상된 정확도 확보를 하여 보정 

기법을 연구할 정이며 한 더욱 데이터 스트림의 특성에 

합한 데이터의 추가, 갱신, 삭제 등에 한 추정 기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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