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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필수 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데이

터베이스 내에 축 된 정보들의 양과 더불어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 성이 요한 심사로 두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개발되고 발 해나가고 있다.

  재 수강신청시 많은 학생들이 필수 로드맵이라는 단편 인 정보를 가지고 수업 시간표를 구성함

으로써 개개인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련성 있는 정보 추출에 용이한 

FP-Growth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시 도움이 되는 수강신천 로드맵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컴퓨터 시스템의 속한 발 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의 보편화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데이터의 양  

증가를 래하게 되었다. 아울러 의사 결정자는 단지 방

한 데이터에 묻  있는 가치 있는 지식들을 추출해주는 

도구들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

에 근거하여 요한 의사 결정을 하곤 한다[1]. 이에 데어

터마이닝 기법이 제시되고 차 요성이 강조되어 왔으

며 재는 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의 수강신청 시스템에 연 규칙 마이닝을 

용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로

드맵 자료를 제시하려 한다.  수강신청 상자를 한 

로드맵은 상자가 필수 으로 수강해야하는 수업에 해

서 학기별로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수강신청을 하는 상자에게 기본 인 정보제공을 할뿐 

실제로 특정 시간에 어떠한 수업을 복되지 않게 배치할 

수 있는가에 한 구체 인 문제에 해서는 해결책을 제

시하지 않는다. 이에 구체 인 안을 제시하기 해 본 

논문은 우선 특정 공의 특정 학년이 실제로 그 해에 어

떻게 수강신청을 하 는지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 이후 연 규칙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매년 실제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상자들에게 필수 로드맵(학생들

이 필수 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나열한 기존 로드

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 인 자료를 제공을 제안한

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보다 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인의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수강신청 로드맵 제시를 해 사

용되는 연 규칙 마이닝 기법과 그  실제로 용된 후보 

생성이 없는 마이닝 기법인 FP-Growth 기법에 해 소개

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강신청 로드맵 

제시를 한 마이닝 기법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체 인 고찰  발 된 연구를 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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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이 에서는 련 연구로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다 

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연 규칙 마이닝의 개요와 후보

항목을 생성하지 않는 효율성이 뛰어난 FP-Growth 

(Frequent Pattern Growth)기법에 해 설명한다.

2.1 연  규칙 마이닝 

   연  규칙 마이닝[2,3]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흥미

로운 련성을 찾아낸다. 즉 특정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연

성있는 항목들을 찾아내는 방법  하나이다.

정의 1.

   I = {   }을 m개의 항목을 가지는 집합이라 하

자. 트랜잭션 T는 T⊆ I인 항목들의 집합이고 D는 트랜잭

션 T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자. X, Y⊂ I 이고 X∩Y=

∅을 만족 할때 X, Y를 아이템셋이라 부르고, 연  규칙

은 X⇒Y의 형식으로 표 한다.

   연  규칙의 두가지 요한 측정요소로서 지 지 도 와 신

뢰도 가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정의 2. 연  규칙의 지 지 도 는 X∪Y의 트랜잭션수를 D

(데이터 베이스의 모든 트랜잭션의 수)로 나 었을때의 백

분율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약 연 규칙에서 5%의 지지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총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의 5%가 X∪

Y의 항목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지도

는 연 규칙의 통계 인 의미이다. 

   를 들면 연  규칙에서의 5% 지지도의 의미는 자

제품 리 에서 체구입고객(D)의 5%가 TV(X)와 

DVD(Y) 이어를 동시에 구매한다는 의미가 된다.

   리  사장은 이러한 연  규칙의 지지도를 근거로 

특정 제품들을 비슷한 치에 진열하거나 할인 매를 하

는 식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 3 . 신뢰도 는 연 규칙 X⇒Y에서  X∪Y의 트랜잭

션의 수를 X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수로 나 었을때의 

백분율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85%의 신뢰도를 가지는 연 규칙이 있다는 

것은 X를 포함하는 항목집합  85%가 Y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 규칙에서의 신뢰도는 X와 Y사

이의 상호 연 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85% 신뢰도는 TV를 구입한 고객의 85%가 DVD

이어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 규칙에서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동시에 만

족하는 경우 강한 규칙이라 정의하므로 신뢰도는 강한 규

칙을 별하는 측정치가 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  규칙 마이닝은 사

용자나 문가가 정해놓은 최소 지지도 임계값과 최소 신

뢰도 임계값을 만족하는 모든 규칙을 찾는 것이다.

2.2 FP-Growth(Frequent Pattern Growth: 빈발 패

턴 증가)

   FP-Growth기법[4,5]은 연  규칙 마이닝의 알고리즘 

 하나로 후보생성 없이 분할-정복 기법을 사용하여 빈

발항목을 찾아낸다. FP-Growth는 깊이 우선 알고리즘으

로 FP-Tree라는 자료구조를 사용한다. 이후 FP-Tree에 

압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빈발 항목에 하여 연

된 조건 데이터 베이스의 집합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

의 데이터베이스에 헌 개별  마이닝을 통해 빈발 항목

집합을 얻어낼수 있다. 이를 이용한 마이닝 차는 다음과 

같다.

   FP-Growth기법은 모든 빈발 항목집합을 얻어내기 

해 2번의 데이터베이스 스캔만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스캔으로 모든 1항목집합을 찾

아낸다. 이 항목집합들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것들만 

헤더테이블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이후, “null"로 표시된 트리의 루트를 생성하고, 두 번째

로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한다. 이때 헤더테이블에 내림차순

으로 정렬된 각 트랜잭션마다 가지가 생성된다. 만약 스캔

한 트랜잭션의 항목집합의 두부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

는 기 생성된 가지의 노드부분과 지지도 카운터를 공유한

다. 카운터는 루트로부터 노드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항

목집합을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숫자를 장한다. 카운터는 

매 데이터베이스 스캔시 트랜잭션이 새로운 가지를 추가 

시킬 때마다 갱신된다. 그림 1의 (a)는 시 데이터이고  

그림 1의 (b)는 시 데이터의 FP-Tree이다.

(a) 시데이터 (b)FP-tree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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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신청 로드맵 제시 마이닝 기법

   이 에서는 첫째로 새롭게 제안된 수강 신청 로드맵 

제시 마이닝 기법이 용된 시스템의 반 인 흐름에 

해 설명하고 둘째로 시 데이터를 실제로 FP-Growth 기

법의 FP-tree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패턴 정보에 해 설명한다. 

3 .1 제안된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신청 서버는 사용자가 수강신청시 사용자에게 사

에 마이닝 되어 패턴 평가 모듈에 의해 데이터화된 빈

발한 연 정보를 제공 해 다. 이후 수강 신청을 마친 학

생의 수강신청 데이터는 정제  분할되어 데이터 웨어하

우스에 추가/갱신되며 이는 이  데이터들과 통합되어 새

롭게 마이닝 되고 패턴 평가 모듈에 의해 새로운 빈발 패

턴 데이터를 생성 한다. 즉, 매 수강신청 시즌 마다 새롭

게 업데이트 되면서 수강 과목 변경사항  필수 항목들

을 유연하게 패턴 데이터에 반 한다. 그림2는 제안된 시

스템의 체 인 흐름도이다. 

그림2. 시스템 흐름도

3 .2 FP-tree를 이용한 제안된 시스템의 마이닝  

패턴 평가

표1. 수강신청 데이터

STID Grade List of course_ids

100

1 공1, 교양1, 교양2

2 공2, 공3, 교양3

3 공4, 공5, 공6, 공7

4 교양4, 교양5, 공8

200

1 공1, 교양1, 공2

2 공3, 교양2

3 공4, 공5, 공7, 교양3

4 교양4, 교양5

300

1 공1, 교양4

2 공2, 공3

3 공4, 공5, 교양2

4 교양1, 교양3, 교양5

   다음과 같은 제조건을 만족할 때 시스템은 마이닝 

과정을 수행한다. Ⅰ)사용자에게 수강 패턴 정보를 제공하

기 해 우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특정학과 학생들의 최

소 1학기분의 수강신청 데이터가 미리 장되어 있어야 

한다. Ⅱ)이에 앞서 장될 데이터는 학생들이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 음을 별하여 선택 으로 장되어야 한

다, Ⅲ)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장되어 있는 데

이터는 마이닝 되기  표1과 같은 형태로 정제되어 있어

야 한다. 표1은 실제 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웨어하우

스에 장된 수강신청 데이터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수강 신청에 도움을 주기 한 유용한 정보를 본 논문 

2.2 에 설명한 FP-Growth 기법을 응용하여 그림3과 같

이 각 학생의 학년별 FP-tree를 생성한다.(각 트리의 최소 

지지도는 2라고 한다.) 

그림3. FP-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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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생성된 트리의 빈발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림4와 

같은 패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각 트리별로 최소지

지도를 만족하는 가장 빈발하게 연 된 수강신청 패턴이

다. 사용자는 그림4의 수강신청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학

년별 수강 신청을 유연하게 수행 할 수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림4. 최종 빈발패턴

4 . 결론  향후 연구과제

 최근 정보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발 과 보 화에 따른 자

연스러운 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서의 기의 심사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법의 발  이었다면, 이후 질의를 통한 신속한 정보 추

출 등이 차례로 심의 상이 되었고, 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 성있는 혹은 의미를 가지는 패턴을 찾아내

어 기업 략, 과학/의학 분야에서의 응용 등에 이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그 심분야가 진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논문은 연 규칙

을 이용한 수강신청 로드맵 제시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

의 FP-tree에서의 기본 인 데이터 베이스에 특정 항목

(본 논문에서는 학년 래그)를 추가함으로써 구조  변화

를 취했다. 이를 이용하여 재는 제공 되지 않고 있는 수

강 신청 로드맵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발

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로는 객 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턴 평가 모듈의 개발과 사용자의 시행

착오를 이면서 성능을 보장하는 새로운 마이닝 기법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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