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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규칙 탐사는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들을 발견하는 연산이다. 규칙 탐사 연산을 이용하여 주식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유용한 규칙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 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매매를 한 시 에 추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식 투

자 시스템에서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장 구조에 하여 논의한다. 먼 , 주식 투자 추천을 지원하기 한 다섯 가지 장 구조들

을 제안하고, 각 구조들의 특징과 장단 을 비교한다. 한, 실제 주가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장 구조들의 성능을 검증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장 구조의 경우, 기존의 기법에 비하여 질의 처리 성능이 약 170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시계열 데이터, 규칙 탐사, 주식 투자 추천

Efficient Storage Structures for 

a Stock Investment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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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le discovery is an operation that discovers patterns frequently occurring in a given database. Rule discovery makes it possible to 

find useful rules from a stock database, thereby recommending buying or selling times to stock investors. In this paper, we discuss 

storage structures for efficient processing of queries in a system that recommends stock investments. First, we propose five storage 

structures for efficient recommending of stock investments. Next, we discuss their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n, 

we verify their performances by extensive experiments with real-life stock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histogram-based structure 

improves the query performance of the previous one up to about 17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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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의 변화를 측하여 얻어진 값들의 리스트이다[1, 2, 3, 

4, 9]. 시계열 데이터의 표 인 로서 주가의 변화를 기

록한 주가 데이터(stock dat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임의의 시 의 값은 이 까지의 값들이 보인 변화

의 경향에 의해 향을 받는다[5, 10].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

로부터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에 출 할 값

을 측할 수 있다. 이를 주식 투자에 용하여 주가 데이

터의 분석을 통해서 지수의 흐름, 주가의 변화 시 , 거래 

시세 등을 측하여 주식의 매매를 한 시 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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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식 투자자들의 성공 인 주식 투자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동 으로 주식 투자를 추천하기 

해서는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투자 조건들을 고려

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험이 크더라도 많은 수

익을 얻을 수 있는 공격 인 투자를 원하거나, 은 수익을 

얻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 인 투자를 원할 수 있

다. 따라서 주식 투자 추천 시스템에서는 각 투자자들이 설

정한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종목을 투자자에게 

자동 으로 추천해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DBMS들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질의에 한 빠

른 응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참

고 문헌[6]에서는 규칙 탐사를 기반으로 하여 술한 요건들

을 만족하는 주식 투자에 특화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주가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들을 발

견하고, 각 패턴을 지지하는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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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칙 모델 제

여 해당 빈번 패턴 발생 이후의 변화 경향을 측한다. 각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조건을 질의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으며, 측 결과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투자

자에게 매수/매도를 추천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질의가 실행될 때마다 디스크에 

장된 량의 주가 데이터 내에서 질의 처리에 필요한 부분

을 읽고, 이를 분석하여 추천 값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 방식은 랜덤 디스크 액세스(random disk access)를 많

이 유발 하는데, 이는 체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떨어뜨리

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많

은 투자자들이 다수의 심 종목에 하여 질의 처리를 요청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방안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의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디스크 액세스 수  CPU 계산을 일 수 있

는 다양한 장 구조를 제안하고, 이들의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  연구에

서 제안한 규칙 모델에 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제 3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실행되는 환경의 여러 가

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의한다. 제 4장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제 5

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들의 성능을 검증한다. 

끝으로, 제 6장에서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2. 주가 데이터 측 모델

이 장에서는 참고 문헌[6]에서 제안된 규칙 모델과 질의 

모델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2.1 규칙 모델

규칙 모델에서 규칙은 규칙 헤드(rule head)와 규칙 바디

(rule body)로 구성된다[11,12]. 규칙 헤드는 시간에 따라 변

하는 주가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발견된 패턴이며, 규칙 바

디는 일정 시간 간격이 지난 후 주가 변화 양상을 가리킨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csBH
t
→

여기서, H는 규칙 헤드이며, B는 규칙 바디이다. 이 규칙

은 H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t 시간이 흐른 후에는 

B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 

주가 변화의 패턴이 규칙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해서는 

과거에 발생하 던 많은 패턴들이 규칙과 부합하여야 한다. 

s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지지도(support)로서 H에 해당되

는 패턴 P가 과거에 발생하 던 상  빈도를 표 한다. 즉, 

규칙 헤드 H와 매치하는 실제 주가 변화 패턴이 얼마나 많

이 발생하 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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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해서는 H와 매치하는 

과거 패턴들이 B 구간 내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여야 한다. 

c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신뢰도(confidence)로서 H와 매

치하는 과거 패턴들  얼마나 많은 수가 규칙 바디 B를 

한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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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주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함으로써 

지지도와 신뢰도가 사 에 지정된 값 이상인 규칙들을 탐사

하고, 투자자의 심 종목의 최근 주가 변화 패턴이 탐사된 

어떤 규칙의 헤드 H와 매치됨이 발견되면, 해당 규칙의 바

디 B를 참조하여 해당 종목에 한 투자 유형을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투자 유형은 ‘매수’, ‘매도’, ‘보

유’, ‘무추천’ 등이 있을 수 있다. 투자 유형은 규칙 바디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칙 바디에 한 조건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1)은 어떤 종목의 주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종목의 주가 데이터에서 ⓐ 형태의 패턴이 3회 

발생하 고, 이 패턴이 발생한 이후 일정한 시간 ⓑ 만큼 

지난 후의 규칙 바디 ⓒ에서 주가가 오른 횟수가 2회, 내린 

횟수가 1회 다고 하자. 이로 미루어, 다음에 이와 같은 패

턴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으므로, 측

값 ‘BUY’를 추천하게 된다. 의 그림에서는 3회 발생한 패

턴을 로 들어 설명하 으나, 실제로는 재까지의 주가 

변화 데이터  최소 지지도 이상의 발생 빈도를 갖는 빈번 

패턴(frequent pattern)[7,8] 들을 규칙 헤드로 사용한다.

본 응용에서 H는 (그림 1)에 나타난 제의 ⓐ 구간에서

와 같은 특정 주가 변화 패턴 P의 발생과 응되는 사건이

다. 한, B는 ⓒ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주가의 특성을 요약

하는 사건이다. 를 들어, 의 (그림 1)의 제에서 B는 

“상승”으로 표 될 수 있다. 투자자는 자신이 추천 받기를 

원하는 투자 유형과 련하여 이 ⓒ 구간 내 주가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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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SM: Offset Storage Method

한 구체 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를 규칙 바디의 

조건이라 명명한다. 이 조건은 구간 내 주가 특성이 어떠한 

경향을 보일 때 이를 상승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의 제에서 투자자는 ⓐ 구간의 마지막 주가 

비 ⓒ 구간에서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10% 이상 되는 것

을 규칙 바디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1

의 주가 변화 형태는 의미 있는 규칙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규칙 바디의 조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주가 데이터는 실수값을 가지므로 빈번한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주가 변화율의 도메인을 다수

의 구간들로 나 어, 실수값인 각 주가 변화율을 구간과 

응되는 문자로 변환한 후, 이로부터 빈번 패턴을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탐색된 빈번 패턴들은 매번 주가가 갱신

될 때마다 다수의 질의들에 하여 빠르게 검색되어야 하므

로, 이들에 한 인덱스를 구성하여 장한다.

각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 종목, 그 종목

을 매도할 시 과 매수할 시 을 결정하는 주가 변화율의 최

소/최 값, 측할 구간의 길이 등을 정하여 질의를 작성한다. 

이 값들은 해당 질의에 한 규칙 바디의 특성을 결정한다.

2.2 질의 모델

[정의 1] 질의 Q

투자 추천을 요구하기 하여 투자자가 정의하는 질의 Q

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Q = (I, T, BL, [α, β], mC)

    각각의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I : 측하려는 종목.

- T : 규칙 헤드와 규칙 바디 사이의 시간 간격.

- BL : 규칙 바디의 길이.

- [α, β] : 보유 변동률. (α와 β의 의미는 정의 2에

서 설명)

- mC : 최소 신뢰도. (mC > 0.5 이며, 그 의미는 

정의 2에서 설명)                    □ 

종목 I의 주가가 변화할 때마다 Q를 수행하며, 재까지

의 주가 변화가 빈번 패턴과 매치되었을 때 해당 종목에 

한 추천값을 반환한다.

질의 Q의 실행 결과 F(Q)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정의 2] 질의 Q의 실행 결과 F(Q)

빈번 패턴이 발생한 각 사례(case)에 하여, 규칙 헤드의 

마지막 주가에 한 규칙 바디의 주가 평균값의 증가 비율

을 r이라 하면, 질의 Q=(I, T, BL, [α, β], mC) 의 실행 결

과 F(Q)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Q) = X, X ∈ {SELL, HOLD, BUY, NONE} 이며, α

는 ‘HOLD’ 선택 하한선, β는 ‘HOLD’ 선택 상한선이다. 이

때, X의 결과로 올 수 있는 4개의 값들을 추천값이라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질의 Q의 추천값으로 결정된다.

- SELL: 종목 I의 모든 빈번 패턴에 하여, r ≤ α 인 

경우의 비율이 mC 이상일 때.

- HOLD: 종목 I의 모든 빈번 패턴에 하여, α < r < β 

인 경우의 비율이 mC 이상일 때.

- BUY: 종목 I의 모든 빈번 패턴에 하여, r ≥ β 인 

경우의 비율이 mC 이상일 때.

- NONE: 종목 I의 모든 빈번 패턴에 하여, SELL, 

HOLD, BUY 어느 결과의 비율도 mC를 넘지 못했을 때.  

이때, SELL, HOLD, BUY 3가지의 추천값  2개 이상의 

추천값이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하여, 정의 1

에서와 같이 최소 신뢰도 mC는 0.5보다 큰 값을 입력하도

록 제한을 둔다. 따라서 한 시 에서 F(Q)는 유일한 값을 

추천한다. F(Q)의 값이 X인 경우, F(Q)=X 로 표시하고, ‘질

의 Q를 실행한 결과, 추천값은 X이다’ 라고 읽는다.      □

질의 Q를 결정하는 모든 변수값들은 투자자가 원하는 

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 질의 모델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실험 결

과, 이 주식 투자 추천 시스템은 70% 이상의 측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가 장 구조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설명한 규칙 모델과 질의 모델을 

실제로 구 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모델을 상으로 효율

으로 질의 처리를 하기 한 장 구조들을 제안하고, 장단

을 논의한다.

3.1 OSM: Offset Storage Method

재 변화되는 주가가 빈번 패턴과 매치되면, 과거 주가 

데이터에서 재 발생한 빈번 패턴이 발견된 이후의 주가 변

화를 분석하여 추천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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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SM: Value Stor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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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SM: Accumulated Difference Storage Method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각 주식 종목에 하여 과거에 각 빈번 패턴이 나타난 모

든 치들을 장한 인덱스 일과 수집된 원본 주가 데이

터가 모두 디스크에 장되어 있다. 만약, 빈번 패턴 ‘ACD’ 

가 종목 I2 에서 발생하 다면, 종목 I2의 인덱스 일을 읽

어 빈번 패턴 ‘ACD’가 발생한 치들을 모두 찾는다. 그 다

음, 원본 주가 데이터에서 패턴 ‘ACD’가 발생한 모든 일

을 각각 읽어 각 발생에 한 추천값을 계산하고, 이를 기

반으로 최종 추천값을 결정한다. 이러한 장 구조의 이름

을 OSM(offset storage method)이라 명명한다.

OSM는 참고문헌[6]에서 기본 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

로서, 간단하고 원본 주가 데이터에 한 인덱스 일만 작

성하여 장하면 된다. 따라서 원본 주가 데이터 이외에 별

도로 장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다는 장 이 있다. 그러

나 주가 측을 하여 특정 패턴이 발생한 모든 주가 데이

터를 읽어야 한다. 이때, 빈번 패턴은 체 데이터베이스 내

에서 분산되어 있으므로 질의 처리 과정에서 랜덤 디스크 

액세스가 단히 많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3.2 VSM: Value Storage Method

제 3.1 의 끝에서 언 한 단 을 해결하기 한 방법은 

함께 액세스 될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디스크 내에 집하여 

장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모든 빈번 패턴들에 하여 

각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정 길이만큼의 주가들

을 추출하여 함께 장해 둔다. 이 결과, 질의 처리 시 이

게 함께 장된 데이터를 순차 으로 디스크로부터 액세스하

게 되므로 랜덤 액세스를 하는 OSM과 비교하여 성능 향상

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패턴 P가 발생한 이후의 주가들이 (그림 3)과 같이 장

되어 있다고 하자. m은 패턴 P가 발생한 회수, n은 T와 BL

값의 합의 최 값이다. 이때, Vxy 는 패턴 P가 x번째 발생한 

치에서 y번째 떨어진 주가를 의미한다. VmP는 패턴 P의 

마지막 주가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장 구조를 사용하면, 

패턴 P의 x번째 발생에 한 주가 상승률 rx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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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 구조를 VSM(value storage method)이라 명

명한다. 어떤 빈번 패턴 P의 발생 회수가 m번이었다고 가

정하면, (그림 3)과 같은 장 구조를 사용하여 질의를 처리

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질의를 처리할 때 랜덤 디스크 액세

스가 없다는 장 을 가진다.

3.3 ADSM: Accumulated Difference Storage Method

제 2장에서 설명한 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질의 처

리에 사용되는 빈번 패턴이 과거의 주가 데이터에서 발생했

던 사례마다 규칙 바디의 평균 주가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 주가 데이터를 장할 때에 주가를 직  장하지 않

고 미리 변화량의 값을 계산하여 장해 두면, 질의 처

리 시 규칙 바디의 평균 주가 계산 과정을 일 수 있다. 

(그림 4)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패턴 P가 발생한 이후의 주가 부분합이  그림과 같이 

장되어 있다고 하자. m은 패턴 P가 발생한 회수, n은 T

와 BL 값의 합의 최 값이다. 이때, Axy는 Vx1에서 Vxy까지

의 변화량의  값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때, 패턴 P의 x번째 발생에 한 주가 상승률 rx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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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 구조를 VSM(value storage method)이라 명

명한다. VSM을 사용할 경우, 패턴 P가 발생한 뒤로 t+1번

째 주가로부터 t+bl+1 번째까지의 주가의 합을 빠르게 계산

할 수 있다. 따라서 체 주가 상승률의 계산량이 O(m×bl) 

에서 O(x) 로 감소하며, 장 구조에서 세로로 3열의 값만 

사용하므로 디스크 액세스 수도 감소하는 장 이 있다.

3.4 RSM: Ratio Storage Method

만약 질의의 t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미리 변화율을 계산

하여 직  장해 둘 수 있다. 이 경우, 질의 처리에 소요되

는 계산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방

법을 나타낸 것이다.

패턴 P가 발생한 이후의 주가 변화율이  그림과 같이 

장되어 있다고 하자. m은 패턴 P가 발생한 회수, n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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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히스토그램의 범 에 따른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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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SM: Histogram Stor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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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SM: Ratio Storage Method

와 BL 값의 합의 최 값이다. VmP는 패턴 P의 마지막 주가

를 가리킨다. 이때, Rx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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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일 때, y=bl 인 모든 Rxy를 찾아 각각의 주가 상승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 구조를 RSM(ratio storage 

method)이라 명명한다. 미리 계산된 주가 변화율이 장되어 

있으므로 CPU 계산량이 폭 감소하며, 장 구조에서 세로

로 1열의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디스크 액세스 수를 더욱 

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정된 t값에 해서만 RSM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t값을 가지는 질의들을 모두 처리하

려면 자료 구조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 단 이다.

3.5 HSM: Histogram Storage Method

제 3.4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 간격 t와 규칙 바디

의 길이 bl 의 값이 결정된다면, 각 빈번 패턴이 발생했을 

때의 주가 변화율을 직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2장

의 추천 과정에서는 이 게 구한 변화율 Rx 값을 사용자 질

의에 포함된 인수  하나인 [α, β] 값과 비교하여 추천값을 

결정한다. 따라서 α와 β 값을 경계로 하여 주가 변화율이 α

보다 작은 경우, β보다 큰 경우, α와 β 사이에 있는 경우의 

비율을 각각 얻을 수 있다면, 추천값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제 3.4 의 RSM과 같이 변화율을 직

 계산한 다음, 이 값들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구성하

면, 규칙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패턴 P가 발생한 이후의 주가 변화율의 발생 회수가  

그림과 같은 히스토그램으로 장되어 있다고 하자. 히스토

그램의 구간은 주가 변화율을 나  것이며, 이 에서는 

-15%에서 15%까지의 구간을 1% 단 로 나 었다. 이때, 

히스토그램을 나 는 구간은 미리 결정된 값을 사용한다. n

은 T와 BL 값의 합의 최 값이다. 이때, Nr/i는 패턴 P가 발

생한 이후의 주가 변화율이 r-1% 과 r% 이하인 경우의 

회수를 가리킨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와 같은 장 구조를 HSM(histogram 

storage method)이라 명명한다. HSM을 사용할 경우, 원본 

데이터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히스토그램의 크기는 증가하

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 되는 주가 데이터의 증가에 따

른 공간 제약이 해결되는 장 이 있다. 한, 체 히스토그

램의 크기가 고정되므로, 계산량은 O(n)에서 O(1)로 감소한

다. 그러나 HSM은 RSM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t 값에 해

서만 데이터 구조를 작성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 구조에 비해 데이터의 크기가 훨씬 작으므로, 

질의가 상되는 다양한 t값에 하여 각각 히스토그램을 작

성하여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용 범 를 구간들로 나 고, 구간별 발생 회수만 

장하므로 최소 분할 구간 크기 이하의 질의가 입력되면 오

차가 발생한다. (그림 7)은 그 를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의 분할 구간 크기를 0.001(0.1%) 단 로 잡았

을 때, 어떤 패턴의 주가 변화율 발생 횟수가 그림 (a)와 같

았다고 하자. 분할 구간 크기를 0.002(0.2%) 단 로 바꾸어 

잡을 경우, 같은 데이터가 [0.002 → 30] 으로 표 된다. 질

의의 보유 변동률에 0.001(0.1%)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히스토그램으로는 질의를 정확히 처리할 수 없다. 

HSM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손실 압축하므

로 이와 같이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 해결책

은 1)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할 때 최소 분할 구간 크기 단

로만 보유 변동률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거나, 2) 비례식

을 사용하여 주가 변화율이 한 구간 안에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7)(b)는 비례식을 사용하는 방법의 를 나타낸 것

이다. 원본 데이터에서 주가 변화율이 0.001인 경우가 20회, 

0.002인 경우가 10회 발생하 을 때, 히스토그램의 분할 구

간 크기가 0.002 다면 이 데이터는 [0.002 → 30] 으로 표

된다. 질의들  보유 변동률이 0.001인 것이 있을 경우, 주

가 변화율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림 

7)(b)와 같이 [0.001→15], [0.002→15] 로 계산할 수 있다. 원

본 데이터와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하나, 분할 구간의 크기

가 질의의 보유 변동률 단 보다 클 경우에도 질의 처리가 



17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6-D권 제2호(2009.4)

3553.01
3775.97

3391.83

2763.12

20.8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OSM VSM ADSM RSM HSM

Data structure

e
la

p
s
e
d
 t
im

e
 (

s
e
c
) 

  
  

(그림 9) 장 구조에 따른 체 질의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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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 구조에 따른 장 공간의 크기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식을 사용하

여 주가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차를 이는 

방법을 채택한다.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안한 장 구조들을 상으로 

질의 처리 성능을 평가한다. 제 4.1 에서는 성능 평가를 한 

실험 환경을 설명하고, 제 4.2 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성능 분석을 하여 3개월 분량의 실제 한

국의 주가 데이터베이스 KOSPI[13]를 사용하 다. 빈번 패

턴이 발생한 이후의 최  주가 길이는 20으로 하 으며, 다

음과 같은 조건으로 905개 종목에 하여 종목당 각각 108

개의 질의들을 생성하 다.

• α: -0.003, -0.002, -0.001  한 값

• β: 0.001, 0.002, 0.003  한 값

• T: 0 으로 고정

• bodyLen: 1, 3, 5  한 값

• 최소신뢰도: 50%, 60%, 70%, 80%  한 값

실험을 한 환경으로는 2.4GHz Pentium IV 2.4GHz 

로세서에 1GB 메모리를 장착한 PC와 MS 도우 2003 서

버 운 체제를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성능 평가의 상으로 선정한 장 구조들은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장하는 OSM, 함께 요청될 

데이터들을 집하여 장하는 VSM, 주가 변화량의 값

을 장하는 ADSM, 측 시 을 고정하여 주가의 변화량

을 장하는 RSM,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HSM의 다섯 가

지이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1에서는 각 장 구조들이 필요로 하는 디스크 공간의 크기

를 비교하 다. 실험 2에서는 각 장 구조들을 이용하여 

질의처리를 수행하 을 때에 걸린 시간을 비교하 다. 실험 

3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크기를 변경하며 수행 시간을 비교

함으로써 각 장구조들의 확장성을 검증하 다.

(그림 8)은 실험 1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가로축은 각 

장 구조들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장 구조들이 필요로 하

는 디스크 공간의 크기를 기가 바이트 단 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각 장 구조들이 사용한 디스크 공간은 OSM

은 0.11, VSM은 1.2, ADSM은 1.2, RSM은 1.1기가 바이트

로 나타났다. VSM, ADSM, RSM은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

지 않고 장한 OSM에 비해 약 12배 많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 다. 반면에 HSM은 OSM 보다도 오히려 은 디스

크 공간을 사용하 다. 따라서 다양한 측시 에 하여 

각각 HSM 장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HSM의 단 인 특정 

측 시 만을 지원한다는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림 9)는 실험 2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가로축은 각 

장 구조들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장 구조들의 질의 처

리에 소요된 시간을  단 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질의 처리에 걸린 시간은 OSM은 3553.01, 

VSM은 3775.97, ADSM은 3391.83, RSM은 2763.12, HSM은 

20.89 로 나타났다. VSM의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장하는 OSM에 비하여 오히려 수행 시간이 약 1.6배 

증가하 다. 이는 주가 데이터를 순차 으로 장한 경우, 

서로 다른 빈번 패턴들에 하여 다른 일을 읽어야 하므

로 디스크 캐시가 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ADSM의 경우, OSM에 비하여 약 1.05배, VSM에 비하여 

약 1.11배의 수행시간 감소를 보 다. RSM의 경우, OSM에 

비하여 약 1.29배, VSM에 비하여 약 1.37배, ADSM에 비하

여 약 1.23배의 수행시간 감소를 보 다. HSM의 경우, OSM

에 비하여 약 170.08배, VSM에 비하여 약 180.75배, ADSM

에 비하여 약 162.37배, RSM에 비하여 약 132.27배의 수행

시간 감소를 보 다.

실험 3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크기 증가에 따른 각 장 

구조들의 수행 시간을 비교하기 하여 원본 데이터를 2배, 

3배, 4배로 복사함으로써 크기를 증가시킨 데이터를 사용하

다. (그림 10)은 실험 3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가로축은 

사용한 데이터의 크기를 원본 데이터의 크기에 비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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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이터 크기 증가에 따른 처리 시간의 변화

율로서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각 데이터 크기에 하여 

각 장 구조들이 질의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단 로 나

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원본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HSM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장 구조를 이용한 질의 처리 시간

은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이것은 원본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장 구조를 한 장 공간의 크기가 함께 증

가하게 되어 질의 처리 시간의 증가를 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히스토그램을 장하는 HSM은 원본 데이터 크기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질의 처리 시간을 보 다. 이

것은 원본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히스토그램의 크

기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HSM이 

디스크 공간, 질의 처리 시간,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가를 측하는 규칙 모델을 사용하는 실

시간 규칙 추천 시스템에서 각 질의를 빠르게 처리하기 

하여, 다섯 가지 장 구조들을 제안하 다. 제안된 데이터 

장 구조들은 선행 연구의 질의 처리 방법과 동일한 처리 

결과를 얻으면서도 디스크 액세스 수를 감소시켜 질의 처리 

시간을 이는 것을 목표로 고안되었으며, 정확도, 장 공

간, 처리 성능 측면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장 구조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 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

는 HSM이 가장 좋은 질의 처리 성능을 보 으며, 원본 데

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질의 처리 성능이 크게 변화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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