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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트림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는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분야에서 가장 넓게 연구되고 있는 항목이다. 

실세계에서의 데이터 스트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본질 인 문제 들이 있다 : 1)많은 양의 데이터가 불

규칙 으로 빠르게 입력되는 것과, 2)유동  컨셉트로 알려진, 데이터의 분류가 시간에 따라서 유동 으

로 변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응  OLIN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지역 인 유동  컨셉트뿐만 아니라 역 인 유동  컨셉트 문제까지 고려하여, 기존

의 시스템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 다. 

1. 서론

   기존의 부분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은 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 군집, 연 , 측 방법들에 한 연구를 진

행하 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데

이터의 양이 방 해짐에 따라,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에 

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는 데

이터 마이닝 작업을 한 데이터 스트림에 한 사 작업

을 의미하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스트림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1][2][3][4][5][6][8][10].

그 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분류하는 문제는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분야에서 가장 넓게 연구되고 있는 항목이다. 데이

터 스트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재 두 가지 요한 문제 이 

연구되고 있다. 1)데이터 스트림이 거 한 양으로 끊임없이 불규

칙 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빠르

게 처리해야하는 문제와 2)데이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목 하는 방향이 변화하는 문제이다. 유동  컨셉트(concept 

dirft) [10], 혹은 데이터 스트림 진화(data stream evolution) [1] 

로 불리는 이 변화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 의 데이터들로부터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새롭게 유입되는 데이터를 분류할 경우, 

갑작스럽게 기존의 정확률에 비해 하게 낮은 정확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  컨셉트를 다루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10]. 첫째, 인스턴스 선택(instance selection)학습은 재 컨셉트

에 합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기법이다. 보통 슬라이딩 도우

를 사용하여 재의 컨셉트를 학습한 후 다음의 데이터를 측

한다. 둘째, 인스턴스 가 치(instance weighting)학습을 사용하

여 인스턴스에 가 치를 주는 기법이다. 가 치를 주는 요건으로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의 데이터에 가 치를 작게 주는 방

법을 사용하거나, 재 컨셉트에 가장 합한 인스턴스에 가 치

를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가장 일반 인 로 지지기반벡터

(Support Vector Machine)학습 방법을 들 수 있다. 셋째,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은 여러 개의 학습 기계를 두어서 나온 

각각의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통하여 최 의 결과를 결정하는 

학습기법이다. 인스턴스 가 치기법은 인스턴스 선택기법보다 유

동  컨셉트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과최 화(overfitting)가 발생 할 확률이 높기 때

문이다[8]. 한, 앙상블 학습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신에,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무 길다.

유동  컨셉트는 지역 인 발생과 역 인 발생으로 나  수 

있다[10]. 지역 인 유동  컨셉트는 어느 한 속성의 변화가 

격히 일어나 체 인 정확률을 떨어뜨리는 상으로, 유동  컨

셉트는 일반 으로 지역 으로 발생한다. 역 인 유동  컨셉

트는 모든 속성에 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선택학습의 한 방법인 온라인 정보망

(On-Line Information Network) 시스템[9]을 기반으로 한 진

 온라인 정보망(Incremental On-Line Information Network)을

사용하여 유동 인 컨셉트 비정형 스트림 데이터(non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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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계층 구조의 Info-fuzzy 망

stream data)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Info-Fuzzy Network[9](이하 IFN)를 기반으

로 한 온라인 학습 방법으로, 기존의 일반 인 트리알고리즘보다 

더 은 층을 구성하는 장 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스트

림에서의 분류방법과 유동  컨셉트를 용한 분류방법을 소개

하고 각각의 장단 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알고리즘을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결론  향후연

구는 5장에서 보여 다. 

2. 련 연구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연구 분야가 새롭게 제시되었을 

때에는 데이터의 빠른 처리가 요한 연구주제 다.  

Doming & Hulten [5]은 VFDT(Very Fast Decision 

Tree)시스템을 제안하 는데, VFDT 시스템은 트리를 기

반으로 한 정형(stationary) 스트림 데이터의 부분 추출로 

이루어진다. 원패스(One-Pass) 알고리즘을 용하기 때문

에 매우 빠른 실행시간(run-time)을 가진다. 하지만 유동

 컨셉트에 의해 갑작스럽게 정확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스트림 데이터 분류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한 많은 논문

들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3][4][6][7][10]. 스트

림 데이터의 유동  컨셉트를 다루기 해서 Hulten 등은 

[6]은 VFDT알고리즘을 확장한 CVFDT(Concept adapting 

Very Fast Decision Tree)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

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 기존의 의사결정나

무를 데이터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데

이터 분류를 한다.

Widmer & Kubat [11] 은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에 따라서 슬

라이딩 도우의 크기를 조 하는 임워크를 제안했다. 

FLORA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을 때, 

도우의 크기를 이고 안정화 되어 있다면 도우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늘린다. 유동  컨셉트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 다.

Last [8] 는 분류 모델로서 IFN을 온라인상에서 구 한 온라

인 정보망(Online Information network)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림 1)은 온라인 정보망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IFN 의 구

성을 보여 다. IFN은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을 사용한 

방법들 의 하나로서 Last & Maimom [9]이 발 시켰다. 측

되는 속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입력 값들과 출

력 값들 사이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를 계산하기 하

여 다  계층 망(multi-layered network)을 구축한다. 이 알고리

즘의 결과물은 네트워크로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와 같이 

목표 속성(target attribute)을 측하는데 사용된다. 의사결정나

무와 IFN의 차이 은 모든 단말노드(leaf node)들은 목표 층

(target layer)의 모든 노드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이다. 

(그림 1)에서 노드 2, 1.2, 1.1.1, 1.1.2는 목표 층의 노드 0, 1과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IFN을 기반으로 한 OLIN시스템은 비정형 도우를 사용하여 

연속 인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한다. 유동  컨셉트( 기치 못하

게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가 발생하면 동 으로 도우

의 크기를 여서 처한다. 도우 크기의 계산은 정보 이론

(Information Theory)과 통계  측정을 통해 계산한다. 그 결과 

비정형 데이터 스트림에서, 동 인 도우 크기를 사용한 시스템

이 고정된 크기를 가진 도우보다 더 높은 정확률을 보 다. 하

지만 온라인 정보망 시스템의 단 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유동  컨셉트에 상 없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실행시간이 긴 단 이 있다.

Cohen [4]은 OLIN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진

 온라인 정보망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단

인 실행시간을 단축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는데, 유동  

컨셉트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은 같지만, 

유동  컨셉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갱신함으로써 실행시간과 정확률 사이의 

교환을 통해 상 으로 낮은 정확률의 하와 더욱 빠른 실행

시간을 가짐을 보 다.

Cohen [3]은 진  온라인 정보망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  

모델(Multi Model)의 진  온라인 정보망과 진보한(Advanced) 

진  온라인 정보망 시스템을 제안하 다. 다  모델의 진  

온라인 정보망은 데이터의 잠재 인 주기성을 이용하여 이 의 

만들어진 모델들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

을 때, 이 에 만들어진 모델에서 목표 속성(Target Attribute)의 

상호 정보 값을 비교하여 유사한 모델로 체하고 만약 유동  

컨셉트가 다시 발생된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

지만 잠재 인 주기성을 이용하기 하여 이 에 만들어졌던 모

델들을 메모리에 장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요구량이 많아지므

로 메모리에서 모델들의 효율 인 삭제 작업이 필요하다. 진보한 

진  온라인 정보망은 하향식 근방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하여 각각의 층에서 이 의 시스템과 재의 데이터로 만든 

시스템의 조건 인 상호 정보(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를 

비교하여 이 의 시스템의 층보다 재의 시스템의 층이 조건

인 상호 정보가 더 크다면 그 층의 조건 인 상호 정보를 교체

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유동  컨셉트에 상 없이 층간의 조

건 인 상호 정보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실행시간이 

늘어난다. 한, 유동  컨셉트가 역 으로 발생한다면 각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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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dapted IOLIN

Input: Training window, current network model,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of each network layer i(Former_Conditional_MI(i)

Output: Update or re-generated network model

For each new training window

  If concept drift is detected

    Calculate Sec_Best_Attribute

      If first layer's attribute's is higher than Sec_Best_Attribute

        For each Layer i in existing network

          Calculate Cond_MI(i)

            IF Cond_MI(i)≥Former_Conditional_MI(i)*0.95

              Keep i
th 

layer as is and move to the next layer

            Else

<표 1>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continue the network construction by adding new layers

            If reached the last layer

              New_Split_Validity(IFN)[4]

                Save value: Former_Condtional_MI(i) = Conditional_MI(i)

            Else 

                create new IFN Model

    Else //concept is stable

         Update_Current_Network (IFN)[4]

Calculate New_Training_Window_Size(W)[8]

(그림 2)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그림 3) 정확률 측정 실험 결과 비교

의 노드를 교체하는데 드는 시간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시간

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3.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진  온라인 정보망[4]에 기

반을 둔다. 진  온라인 정보망의 기본 방법은 컨셉트가 안정

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의 모델을 갱신시킨다. 만약 유동  

컨셉트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진  온라

인 정보망은 유동  컨셉트가 발생하면 모델을 재구축하기 때문

에 실행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다. 

(그림 2)는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을 나타

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유동  컨셉트가 역 으로 

발생하지 않고 지역 으로 발생했을 때, 기존의 모델을 향상시키

는 방법이다. 만약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층의 

조건 인 상호정보가 다른 속성들의 조건 인 상호정보보다 작

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반 로 첫 번째 층의 조건 인 상호

정보가 기존의 속성들보다 크다면, 기존의 각 층의 상호정보를 

재 데이터에 기반한 상호정보와 비교하여 교체하는 알고리즘

이다. 아래의 <표 1>은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다.

Sec_Best_Attribute 함수는 재 네트워크 모델의 모든 속성

들 에서 가장 높은 상호정보를 갖는 속성을 찾는다.

 Update_Current_Network(IFN)함수는 가장 마지막 층의 속

성보다 더 높은 상호정보 값을 갖는 속성이 있다면 더 높은 속

성으로 교체하고 Check_Split_Validity함수를 실행한다.

 Check_Split_Validity함수는 층이 더 나 어 질 수 있는지를 

검사하여 더 나 어진다면 새로운 층을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New_Training_Window_Size함수는 새로운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유동  컨셉트 상황에서 정

보네트워크의 첫 번째 층의 상호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모델을 재

구축할 것인지 부분 인 갱신을 할 것인지를 단한다. 첫 번째 

층을 이루는 속성은 정보네트워크를 이루는 정확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유동  컨셉트 상황에서 각 층의 상호정보를 비교함

으로써 지역 인 유동  컨셉트에 처할 수 있고, 정확률을 높

일 수 있다. 한 Concept 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델을 

갱신함으로써 정확률을 유지할 수 있다.

4.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의 성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진  온라인 정보망과 

CVFDT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정확률과 실행시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실험 환경은 Pentium 4 D 3.2G 로세

서와 1GB 램, Windows XP Professional 운 체제와 

150GB 하드를 사용하 다. 개발언어는 자바를 사용하

다.

첫 번째 실험 평가에서는 데이터 스트림 분류의 정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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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행시간 측정 실험 결과 비교 

을 측정 하 다. (그림 3)은 정확률의 결과이다. D2, D4에

서 유동  컨셉트가 발생한 후, 오히려 정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진  온라인 정보망보다 

좀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 다. CVFDT알고리즘은 실험

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정확률을 보 다.

두 번째 실  평가에서는 데이터 스트림 분류의 실행시

간을 비교하 다. (그림 4)는 실행시간의 결과를 보여 다. 

CVFDT 알고리즘이 가장 빠른 실행시간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데이터가 복실험이 아닌 원패스(one-pass) 알고리

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을 때, 

진  온라인 정보망이 컨셉트에 응 인 진  온라

인 정보망보다 실행시간이 긴 이유는 각각의 층의 상호정

보를 비교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유동  컨셉트를 처리하는 응 인 

진  온라인 정보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는 기존의 

문제 들을 개선하고 유동  컨셉트가 발생했을 때, 더 좋

은 성능을 가짐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스트림 

분류를 제공한다. 성능평가에서 기존의 진  온라인 정

보망보다 빠르고 높은 정확률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는 좀 더 정확률을 높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의 원패스 처리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 

재 IFN을 이용한 앙상블 모델도 구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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