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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간 속성을 갖는 이벤트 집합에서 동일한 이벤트 타입에 한 이벤트 시 스는  하나의 이벤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된 시간 간

격이 경과된 후 발생된 이벤트 타입은 하나 이상의 독립된 서  이벤트 시 스로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Allen의 시간 계 

수에 기반하여 인터벌 이벤트를 요약하고, 요약된 인터벌 이벤트들로부터 인터벌 연  규칙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독립 인 서  시 스 개념을 도입하고 인터벌 이벤트 사이의 연  규칙을 탐사함으로써 질 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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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ent sequence of the same type from a set of events having time property can be summarized in one event. But if the event 

sequence having an interval, It is reasonable to be summarized more than one in independent sub event sequence of each other. In this 

paper, we suggest a method of temporal data mining that summarizes the interval events based on Allen's interval algebra and finds out 

interval event association rule from interval events. It provides better knowledge than others by using concept of an independent sub 

sequence and finding interval event association rules.

Keywords :Temporal Data Mining, Temporal Property, Association Rule, Interval Event, Event Type

1. 서  론 1)

데이터 마이닝에 한 최근의 많은 연구는 순차 패턴, 유

사 시 스와 같은 시간 속성을 갖는 데이터로부터 시간 

계 규칙에 한 지식을 발견하기 한 시간 데이터 마이닝 

문제에 이 맞추어져 있다. 시간 데이터 마이닝은 연  

계, 분류, 특징 추출 등을 포함한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확장하여 이벤트들 사이의 원인과 결과 계에 한 

시간 연  규칙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법이다. 이러한 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순환 으로 반복하는 연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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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 하여 사용되는 순환 연  규칙 탐사, 캘린더 형

태로 표 된 시간 패턴에 한 연  규칙을 추출하기 하

여 사용하는 캘린더 연  계 탐사 기법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벌 데이터에 한 시간 계를 고

려하지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 인터벌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을 마이닝하기 한 기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세계에는 환자 진료 차트, 상품 구매 이력, 웹 로그 등과 

같은 인터벌 데이터에 한 다양한 응용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llen[1]의 이론에 기반한 시간 데이터 마

이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벤트들의 시 스를 독립 서  시 스로 나 고, 각 

서  시 스를 인터벌을 갖는 이벤트로 요약한다.

▪인터벌을 갖는 이벤트들 사이의 시간 연  규칙을 찾음

으로서 이들 사이의 인과 계를 악하여 환자 치료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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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추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시간 데이터 

마이닝에 한 련 연구를 기술하고, 3 에서는 시간 데이

터 마이닝에 한 기본 개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기술

한다. 4 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을 분석하고, 끝으로 5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

여 기술한다.

2. 련 연구

시간 속성을 갖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기 

한 시간 데이터 마이닝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2, 3].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순차 패턴, 유사 시 스, 

시간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순차 패

턴 마이닝은 기존의 연  규칙 기법을 확장하여 트랜잭션에 

포함된 특정한 아이템 집합들의 시 스를 찾아내는 기법이

다[4, 5]. 즉, 순차 패턴인 시 스 (A, B, C)가 있는 경우 아

이템 집합 A, B, C가 서로 다른 트랜잭션에 존재하더라도 

이 트랜잭션들은 동일한 고객에 한 트랜잭션 간주되어 처

리되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다. 순차 패턴 마이닝 문제는 사용자가 명시한 최소 지지도

를 만족하는 모든 시 스 에서 최  길이를 갖는 시 스

를 찾아내는 것으로 연  규칙 탐사 알고리즘인 Apriori[6]

에 기반한다.

그리고 기본 인 순차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하여 Apriori 알고리즘을 변형한 Episode 알고리즘이 제안

되었다[7]. Episode는 사용자가 명시한 도우 크기를 갖는 

시간 도우들 가운데서 최소 빈발 임계값을 만족하는 모든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것이다. 에피소드는 히 련된 이

벤트들의 시 스이다. 를 들어 이벤트 시 스 (A, B, D, 

A, C, B, D, A, D)에서 이벤트가 매 마다 발생하며, 도

우 사이즈가 3 이고, 최소 빈발 임계값이 50%라면 시 스 

(A, B)는 3개의 도우 가운데 2개의 도우에서 발생하므

로 빈발한 에피소드로 추출된다.

유사 시 스 탐색은 주식, 상품 가격, 매량 등과 같은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사용자 입력 질의 시 스를 만족하는 

유사 시 스들의 모든 을 찾아내는 마이닝 기법이다[8,9]. 

를 들어 두 주식의 리 략에서 유사성이 있다면 주식

의 추세를 가리키는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특정 주식에 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 연  규칙 탐사 기법은 연  규칙 탐사, 분류, 특성

화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확장한 기법으로 

시간 계와 인과 계에 한 시간 연  규칙을 탐사한다. 

그리고 시간 연  규칙 탐사 기법은 순환 으로 반복되는 

연  규칙을 발견하기 한 순환 연  계 탐사[10]와 캘린

더 형태로 표 된 시간 패턴에 한 연  규칙을 발견하는 

캘린더 연  계 탐사[11, 12]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연구는 데이터의 특정 시 에만 

한정되며 데이터의 인터벌을 고려하지 않으며 최근에 비로

써 인터벌을 갖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을 마이닝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한 인터벌 데이터에 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존재하고 있지만 인터벌 연  규칙 탐

사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보다 효율 으로 인터벌 연  

규칙을 탐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3. 인터벌 연  규칙 탐사 알고리즘

본 에서는 인터벌 연  규칙 탐사에 한 기본 개념과 

제안하는 인터벌 연  규칙 마이닝 기법을 기술한다.

3.1 기본 개념

환자 Cid가 주기 으로 진찰을 받는 경우, 환자(아이디 

Cid)에 한 한 번의 진찰은 하나의 트랜잭션 TCid로 정의

되며, 환자의 증상은 하나의 이벤트 e로 표 할 수 있다. 

한 환자는 한 번의 진찰에 의하여 여러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하나의 트랜잭션은 다수의 이벤트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와 고객은 서로 같은 의미로 기술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이벤트 시 스에 한 인터벌 연

 규칙을 탐사하므로 고객 Cid의 트랜잭션에 포함된 이벤

트  동일한 이벤트 타입을 갖는 이벤트 시 스만을 고려

한다. 그리고 각 이벤트에 한 시 스를 독립 인 서  시

스들로 분할될 수 있는지 검사하여 서  시 스를 생성한

다. 그리고 각각의 시 스는 최종 으로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한다. 그리고 인터벌 이벤트들에 한 시간 연 성을 

찾음으로써 이벤트에 한 인터벌 연  규칙을 찾아낸다. 

이벤트 시 스와 인터벌 이벤트, 그리고 인터벌 계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1.] (이벤트 시 스) 

한 고객 Cid의 한 이벤트 타입 E에 한 이벤트 시 스 

ES(Cid,E)는 <e1, e2, ..., en>로 정의된다. 이 때 ei=(E,ti), ei

∈Ti, ti∈TS, ti ≤ti+1이다.

[정의 3.2.] (인터벌 이벤트) 

인터벌 이벤트는 시간 간격을 갖는 이벤트를 의미한다. 

인터벌 이벤트 e'는 (E, [vs,ve])로 표 하며, vs와 ve는 각

각 인터벌의 시작 시 과 종료 시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

터벌 이벤트 e'의 시작 시 과 종료 시 은 e'.vs와 e'.ve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고객 Cid의 인터벌 이벤트 집합 IES(Cid)

는 {e'1, e'2, ..., e'n}로 정의된다.

[정의 3.3.] (인터벌 계) 

IES(Cid)의 인터벌 이벤트들의 인터벌 계 집합 IERS 

(Ci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ERS(Cid)={P(x,y)|x,y ∈ 

IES(Cid), P∈ IO}. IO={before, equals, meets, overlaps, 

during}, IO는 이진 인터벌 계 연산자들의 집합을 의미한

다. 그리고 P(x,y)는 이진 인터벌 계를 표 하는 술어이며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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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DB

(b) 이벤트 타입 지지도

(b) 빈발 이벤트 타입

(지지도 70% 이상)

<표 2> 기 DB  이벤트 정보

<표 3> 정렬된 빈발 항목 집합

<표 1> P(x,y) 이진 인터벌 계 술어

추출된 각각의 인터벌 이벤트는 이벤트에 한 인터벌 연

 규칙을 찾아내기 하여 IR-Graph로 표 된다. IR-Graph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4.] (IR-Graph) 

인터벌 계 집합에서 각각의 인터벌 이벤트는 IR-Graph

의 노드가 되고, 두 인터벌 이벤트들의 계는 하나의 에지로 

표 된다. 그리고 각각의 에지는 카운트를 갖으며, 카운트는 

동일한 인터벌 계의 수를 표 한다. 그러므로 IR-Graph에

서 각 이벤트들의 계에 한 지지도를 구하여 빈발한 인

터벌 계 집합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벤트들 사

이의 인과 계를 악하고 인터벌 계 규칙을 탐사할 수 

있다.

3.2 이벤트 시 스를 서  시 스로 분할

하나의 이벤트 시 스를 단순하게 하나의 인터벌 이벤트

로만 요약하는 것은 발마직하지 못하다. 를 들어, 이벤트 

시 스에 포함된 한 이벤트 ei의 발생시  ti에서 다음 이벤

트 ei+1의 발생시  ti+1까지의 시간 간격이 응용에 따라 시

스템에 정의된 임계값 Ɛ보다 크다면 서  시 스 <e1,e2, ..., 

ei>과  <ei+1, ei+2, ..., en>는 서로 독립 이라고 할 수 있

다. 독립 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터벌 이벤트가 다른 인터

벌 이벤트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벌 연  규칙 탐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시 을 갖는 이벤트들로부터 인터벌 이벤트들과 인터벌 이

벤트들 사이의 계를 추출하고 이러한 계들 사이에 존재

하는 규칙을 찾아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설

명을 하여 제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단계 1) 빈발 이벤트 타입 계산

1.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트랜잭션에 하여 고객 아이디 

Cid와 트랜잭션 발생 시 에 따라 정렬된 데이터베이

스 DBsort를 구한다.

2. DBsort로부터 빈발 이벤트 타입을 계산하고, 빈발하지 

않는 이벤트 타입은 DBsort에서 제거한다.

<표 2>의 (a)는 환자 진료 데이터에 한 기 DB이다. 

기 DB에서 T열은 달을 의미하며 14는 시작으로부터 14

개월이 지난 시 을 의미한다. 지지도는 이벤트 타입 E에 

해 이벤트 타입을 포함하는 Cid를 계산한다. 를 들어 

이벤트 A는 Cid 101, 102, 103 104에 포함되므로 지지도가 

4가 된다. 그리고 <표 2>의 (b)를 참조하여 지지도가 70%

이하인 빈발하지 않은 이벤트 타입들을 제거하므로 빈발한 

이벤트 타입만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표 3>과 같이 추

출된다.

단계 2) 이벤트 시 스 계산

1. DBsort에 있는 각각의 고객 Cid의 각 Ex에 한 ES 

(Cid, Ex)를 구한다.

2. 체 고객에 하여 1의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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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  시 스 집합과 인터벌 이벤트

(임계값  Ɛ=4인 경우)

단계 3) 독립 인 서  시 스 계산

1. 서  시 스들의 집합 ESSsub=∅으로 기화 한다.

2. DBsort 내에 있는 각 ES(Cid, Ex)에 하여,

   a. ES(Cid, Ex) 내의 첫 이벤트 e1을 estart로 놓고

   b. estart부터 스캔하여 두 이벤트들 estart+i와 estart+i+1

의 시  tstart+i와 시  tstart+i+1 사이가 임계값 Ɛ

보다 더 크면 서  시 스 <estart, estart+1, ..., 

estart+i>에 시 스 식별자를 부여하고 서  시 스 

집합 ESSsub에 추가한다. 

   c. start+i+1이 n보다 작으면 다시 estart+i+1을 estart

로 놓고 스텝 b부터 시작한다. 

단계 4) 이벤트 시 스 요약  인터벌 이벤트 계산

1. IES=∅으로 기화 한다.

2. ESSsub에 있는 각 시 스에 하여

  시 스의 첫 이벤트의 시작 시 을 인터벌 이벤트 e'의 

e'.vs에, 마지막 이벤트의 종료 시 을 e'.ve에 넣는다. 

그리고 인터벌 이벤트 (E',[vs,ve])를 IES에 추가한다. 

이 때 E'는 인터벌 이벤트 타입이다.

하나의 시 스를 독립 인 서  시 스로 추출하기 한 

임계값 Ɛ이 4라면, <표 4>와 같은 서  시 스 집합과 인터

벌 이벤트를 추출할 수 있다. 즉 시 스 <(A,1) (A,3) (A,4) 

(A,11) (A,12) (A,14)>만이 두 개의 독립 인 서  시 스 

<(A,1) (A,3) (A,4)>와 <(A,11) (A,12) (A,14)>로 나 어진

다. 즉 이벤트 (A,4)와 (A,11)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입계값인 

4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 4>의 IES는 각 시 스를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한 정보이다. 시 스를 요약하는 것은 각 시

스의 첫 이벤트의 발생 시 을 vs로 설정하고 마지막 이

벤트의 발생 시 을 ve로 표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계 5) 빈발 인터벌 계 탐사

1. IES에 있는 각 고객 Cid의 인터벌 이벤트에 한 인터

벌 계를 계산하여 인터벌 이벤트 계 집합 IERS를 

구한다.

2. IERS로부터 각 인터벌 계의 지지도를 계산한다.

3. 각 인터벌 계에 하여 지지도가 주어진 임계값보다 

작은 것들은 제거한 후 빈발한 인터벌 계로 이루어

진 IERSfreq를 구한다.

단계 6) 인터벌 연  규칙 추출

1. IERSfreq에 있는 각 고객에 하여 각 인터벌 계를 

IR-Graph에 추가한다.

  이 때 IR-Graph에서 에지의 카운트가 인터벌 계의 

주어진 지지도보다 작은 것은 제거한다.

2. IR-Graph의 각 컴포 트 그래 로부터 인터벌 연  

규칙을 찾아낸다.

<표 6>을 용하여 IR-Graph로 표 하여 40% 이상의 

지지도를 만족하는 인터벌 계만이 그래 에 포함되므로 

(그림 1)과 같은 IR-Graph를 얻는다. (그림 1)에서 각 에지

가 나타내는 호 숫자는 각 계의 지지도를 의미한다. (그

림 1)에서 이벤트 B는 이벤트 A와 D에 향을 미치고 이벤

트 D가 발생하는 에 이벤트 A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이벤트를 나타내는 각 노드에서 에지들의 방향을 

추 하면 하나의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 발생에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를 추론 할 수 있다. 로 (그림 1)에서 이벤트 

D가 발생하는 에 이벤트 A가 발생했지만, 이벤트 B가 발

생한 후에 이벤트 D가 발생하므로 이벤트 B는 이벤트 A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인터벌 이벤트 계 집합

<표 6> 인터벌 계 지지도

(그림 1) IR-Graph

4. 성능 평가

본 에서는 하나의 이벤트 시 스 체를 하나의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하는 경우와 임계값을 고려하여 독립 인 서

 시 스로 분할하여 서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하는 경우 

추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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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데이터 생성 규칙

<표 8> 이벤트 타입에 한 지지도를 달리한 결과

A집합: 서  시 스로 분할한 경우

B집합: 서  시 스로 분할하지 않은 경우

(그림 2) 빈발 이벤트 계 다이어그램 

(그림 3) 빈발 인터벌 이벤트 계

용하는 인터벌 이벤트 계에 한 발생 빈도는 <표 7>

과 같으며 환자 3,000명에 하여 8,334건의 트랜잭션을 생

성하여 용하 다. <표 7>의 Occ. Ratio는 이벤트에 한 

계가 발생할 빈도이며, Sub Sequence Occ. Ratio는 이벤

트 시 스가 서  시 스로 분할되는 빈도를 나타낸다.

<표 8>은 이벤트 타입에 한 지지도를 기 으로 마이닝

된 결과를 보여 다. 임계값을 이용하여 시 스를 서  시

스로 분할하면 다른 시 스 사이에 향을 주고 받는 

계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추출되는 

인터벌 이벤트 계가 늘어난다.

<표 8>은 빈발 인터벌 이벤트 지지도가 20%, 임계값 Ɛ

이 6인 경우 빈발 이벤트 타입을 결정하는 지지도를 기 으

로 추출되는 빈발 인터벌 이벤트 계 개수를 보여 다. 실

험 결과 임계값을 두어 시 스를 서  시 스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10%의 빈발 인터벌 이벤

트 계가 추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이벤트 시 스를 서  시 스로 

분할하는 경우(A집합)에는 서  시 스로 분할하지 않은 경

우(B집합)보다 더 많은 빈발 인터벌 이벤트 연  규칙을 추

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서  시 스로 분할되지 

않아 빈발 인터벌 이벤트 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수의 계

들이 서  시 스로 분할되면서 빈발 인터벌 이벤트에 포함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벤트 시 스를 임계값을 고려하여 

서  시 스로 분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터벌 연  규칙 

정보를 탐사할 수 있으며 분할되지 않는 경우 간과될 수 있

는 인터벌 연  규칙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연속된 두 시  사이의 인터벌이 긴 경우에는 서로 다

른 독립 인 이벤트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합리 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벤트 시 스를 시간 간격을 갖는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하고 요약된 인터벌 이벤트들로부터 인터벌 

연  규칙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하 다. 이벤트 시 스를 하나의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

하는 기본의 방법에 비하여 이벤트 시 스를 서  시 스로 

나 어 각 서  시 스를 하나의 인터벌 이벤트로 요약하는 

제안 방법은 보다 많은 인터벌 계와 빈발 인터벌 계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 기법은 인터벌 계들 사이

의 유효한 계를 찾아 으로서 이벤트 시 스를 분할하지 

않는 다른 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

한 지식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인터벌 계 규칙

에서 인터벌 이벤트들 사이의 인과 계를 보다 다양하게 

추출하고 이를 추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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