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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체결시스템은 안정 이고 신속한 데이터 처리에 을 둔 시

스템이다. 인터넷과 HTS(Home Trading System)의 화로 인해 량의 데이터로부터 시에 정보

를 추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 통계정보시스템은 이와 같은 요구

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개발자의 별도 노력이 요구된다. 한 목표성능에 한 요구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어 리 이션의 증설과 개선작업이 빈번하지만 그 효과를 측하기 어려우며 정량화

된 근거자료의 부재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해 기존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추가 인 데이터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웨어하우스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성능 측을 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에 도움

을  수 있는 다차원 모델링 기반의 거래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거래분석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용

자는 웹상에서 시에 다차원 분석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한 리자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시스템 성능 감소를 측할 수 있으며 내부  요인을 제어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을 수 있게 된다. 

1. 서론

1.1 배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체결시스템은 

tightly-coupling 하게 구성된 두 의 메인 임을 통해 

일평균 500 만건 후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며 2.5

배에 이르는 생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있다.

   1990년 말부터 보 된 고속 인터넷과 HTS(Home 

Trading System)의 속한 보 으로 주식투자가 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문건수가 격

하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거래데이터에 한 

정보 요구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증

설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요구

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하루 평균 1,000만 건이 넘게 생성되는 거래 데이터에 

한 백업  복원은 테이  장치에 기록, 보 되고 간단

한 집계 데이터 정도만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리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사용자들의 성능 요구  거

래 데이터에 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되지 못함에 따라 리자의 요한 의사결정이 지연

되고 다소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스템 증설  소

트웨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용량 데이터 분석을 한 요구사항

   재 거래 데이터의 분석을 해서는 테이  장치로부

터 일 단 로 장된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로드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 인 분석을 해 개발자가 부가

인 노력을 들여야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

서 데이터의 수 이나 품질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한 시스템 증설이나 소 트웨어 개선을 한 요한 

지표가 되는 각종 성능 자료들은 요약된 정보만 데이터베

이스화 하여 일별로 장되므로 단순한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요약된 데이터의 수 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데이

터의 내용에 한 세부 인 정보나 상에 한 원인을 

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지연과 목표 

성능에 한 측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용자들은 량의 데이터에 해서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기를 바라며 상에 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를 원한다.  한 리자들은 성능에 

한 정확하고 세 한 정보를 시에 제공받기를 원하며 많

은 비용이 요구되는 시스템 증설 등을 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측자료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의 개별 인 요약 데이터들의 복을 제거하고 

정규화하여 데이터의 불일치를 제거한다. 그리고 항시 이

고 빈번하게 요구되는 측정값들을 기 로 다양한 을 

갖도록 차원을 정의하고 상세 데이터로 드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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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down)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한다.

둘째, 구축된 데이터마트로부터 미리 집계된 큐 를 통해 

다차원 인 분석을 빠르게 수행하고 엑셀(Excel)형태로  

제공되던 보고서를 웹에서 근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하

게 구성한다.

셋째, 성능 측을 한 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련된 특성과 측정값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고 정량 인 측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에서는 다차원 

정보의 분석과 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해 간략한 설명

을 제시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본

다. 한 활용 측면에서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와 데이터마이닝을 살펴본다. 제 3 에서는 기

존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최 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에

서 분석을 수행하고 측할 수 있는 거래분석 시스템의 

설계  구 을 제시한다. 제 4 에서는 본 연구의 효과를 

설명하고 한계 과 추가 인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기업은 운 환경에서 량의 데이터가 시스템 상에 축

되지만 축 된 데이터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

해 왔으며, 축 된 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나타났다[1].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 지원환

경의 단계인 데이터 통합과 리, 인 라 구축의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OLAP는 데이터의 근과 활용, 어 리

이션 구축 측면을 강조한다. 즉, OLAP는 최종 사용자의 

분석  요구사항과 모델링 측면을 다루게 된다. 데이터마

이닝은 데이터웨어하우징의 이 구축에서 활용 측면으

로 속히 이동하면서 규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등장하 다[1].

   최근에는 데이터의 구축에서 활용단계로 속히 발

함에 따라 OLAP가 데이터웨어하우징 환경으로 통합되고, 

OLAP와 상호보완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한 통합되고 있다.

2.1. 데이터웨어하우스와 OLAP

   Inmon(1996)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한 주제 심 , 통합 , 시간성을 갖

는 비휘발성 자료의 집합으로 정의한다[2]. Kelly(1994)는 

사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기업내의 의사결정 지원 어

리 이션들을 한 정보기반을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장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3].  Poe(1994)는 

운 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사결정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 시스템으로부터 추출, 변환, 통합되고 

요약된 읽기 용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있다[4]. 

OLAP는 이와 같이 추출  변환과정을 통해 주제별로 

통합된 량의 장 공간에 근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재희와 박성진(2000)은 최종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

 근하여 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

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이를 지원하기 해 

다차원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다차원 모델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큐

방식으로 표 된다[5]. 큐 는 축과 좌표로 구성되며 축은 

차원으로, 좌표는 차원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원은 

사용자가 분석하기를 원하는 각각의 을 나타낸다. 

차원과 차원항목은 일차 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분석목

에 합하게 설계된다[1].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특

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애트리뷰트(Attribute) 혹은 라퍼

티(Proper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다차원 모델의 구축 방식과 과정은 각 

OLAP 제품마다 다르다. 다차원 자료구조를 직  지원하

는 용 OLAP서버인 MDDBMS (Multidimensional 

DBMS)를 통해 다차원모델을 쉽게 구축할 수도 있으며 

RDBMS (Relational DBMS)에서도 일반 으로 1개의 사

실테이블과 다수의 차원테이블들로 구성되는 ‘스타스키마’

와 ‘스노우 이크스키마’가 주요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

된다[6,7,8]. 스타스키마는 ‘사실테이블’을 심으로 ‘차원테

이블’이 둘러싼 형태를 갖는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

을 통해 사용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원하는 보고서

를 얻기 해 필요한 조인의 횟수를 여 질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2.2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은 방 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

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다[9]. 

요즘과 같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인간의 두뇌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컴퓨터로 하여  방 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를 

발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다[10]. 를 들면, 매출액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자동 으로 추출해주게 되며 추정이나 회귀분석 등

의 작업을 통해 측을 가능하게 한다[1]. 

  일반 으로 사용되는 마이닝 기법들로는 연 성탐사

(Association), 군집탐사(Clustering), 의사결정수(Decision 

Tree), 신경망모형(Neural network), 연속성탐사

(Sequence) 등이 있다.  연 성탐사와 연속성탐사는 거래

기록 데이터로부터 상품간의 연 성과 시간개념을 포함한 

연속  구매패턴 등을 발견하여 연 성 있는 상품들을 그

룹화하여 타겟마 이나 시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 문제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의사결정수나 신

경망 모형은 결과변수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상호 계를 악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를 측하는데 활

용될 수 있다.

3. 다차원 모델링 기반의 거래분석 시스템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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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R_BUINFO
RBI_BU_GUBUN

RBI_BU_NAME

DFR_HOSTIF
RHI_HOST_KEY

RHI_HOST_NAME

RHI_CPU

RHI_MEMORY

RHI_MIPS

DFR_HWINFO
RWI_HW_NO

RWI_HW_NAME

RWI_YUHYEONG

DFR_JMBASE
RJB_JONGMOK_KEY

RJB_JONGMOK

RJB_BU_GUBUN

RJB_ETF_GUBUN

RJB_KOR_FULL_NAME

RJB_KOR_HALF_NAME

RJB_ENG_FULL_NAME

DFR_PERFFT
RPF_INTERVAL

RPF_PERIOD_KEY

RPF_JONGMOK_KEY

RPF_HOST_KEY

RPF_HW_NO

RPF_TUJAGA_KEY

RPF_H_GEON

RPF_DONGSI_C_GEON

RPF_JSOK_C_GEON

RPF_H_SS

RPF_C_SS

RPF_DONGSI_GEO_RYA...

RPF_JSOK_GEO_RYANG

RPF_DONGSI_GEO_GEUM

DFR_TMINFO
RTI_PERIOD_KEY

RTI_DATE

RTI_EVENT

DFR_TUJAGA
RTU_TUJAGA_KEY

RTU_TUJAGA_CODE

RTU_TUJAGA_NAME

DFR_DAYINF
RDI_DATE

RDI_DAY

RDI_WEEK

RDI_MONTH

RDI_QUARTER

RDI_YEAR

RDI_EVENT

RDI_TIME_SKEY

RDI_TEXT

   본 논문에서 설계된 거래분석 시스템은 기에는 거래 

 성능 데이터를 시간 , 종목, 시스템, 회원, 투자자의 5

개 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스타스키마 형태로 설계하

다. 하지만 기존의 집계테이블들을 활용 하면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 차원테이블들과 외래키 

계를 가지도록 하여 (그림 1)과 같이 스노우 이크 스키

마를 혼용하 다. DBMS로는 마이크로소 트의 SQL 

Server 2005 Enterprise 평가 을 사용하 다.

(그림 1)  스노우 이크 스키마가 혼용된 

거래분석 개체- 계 다이어그램

   매매체결시스템으로부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추출  로딩은 매매체결시스템의 보안상 이유 등

으로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등의 미들웨어

가 지원되지 않아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성하 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로세스들은 당일 주식시장 종료 후 

생성된 거래기록들을 처리하여 하나의 멀티스 딩 서버로 

송한다. 멀티쓰 딩 서버는 DBMS에 데이터를 장하

고 SQL Server의 스 쥴링 작업을 통해 다차원 큐 를 

구성하도록 구 하 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분석리포트

는 마이크로소 트의 Reporting Service를 이용하여 다차

원 거래분석  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상에서 보고서간 상호연결을 통해 상

세 데이터로 드릴다운(Drill-down)이 가능하다. 즉, 웹상에

서 특정 요약데이터로부터 분석을 원하는 차원의 상세 데

이터로 직  근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시간 별 

거래 황 보고서에서 특정 시간  다차원 분석 보고서로 

이동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화면이다.

(그림 2) 드릴다운(Drill-down)을 통한 

상세데이터 근

   미래의 성능을 측하기 해 마이닝 기법들 에서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기법을 사용하 다. 성능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상 계를 악하여 시

스템의 재 성능분석 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증설  

어 리 이션 개선 등에 따른 효과도 측 가능 하도록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 다. (그림 3)는 마이닝을 통해 생

성한 의사결정트리를 보여 다.

(그림 3) 의사결정트리

   마이닝 과정을 통해 성능(Turnaround Time)에 향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 호가건수와 종목수를 발견하 다.  

추가 으로 시스템 증설과 애 리 이션 개선에 따른 과

거 경험치를 수치화하여 내부  요인으로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하 다. 시스템과 애 리 이션 성

능 지수는 재의 통계정보시스템이 가동된 2006년 6월을 

기 으로  하 다. 이후 3번의 시스템의 증설  애 리

이션 개선시의 효과를 과거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

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수치화 하 다. 

   생성된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로 인한 재 시스템의 성능 하를 측할 

수 있다. 한 이를 상쇄하기 해 필요한 하드웨어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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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요인 외부  요인
성능 측

(TAT)
비고시스템 

성능지수

응용

성능지수

주문

건수

종목
수

2.03 2.45 4500000 3000 3.578483 재성능

2.03 2.45 7000000 3000 6.350174
외부  요인 
변화에 따른 
성능 측

4.06(2배) 2.45 7000000 3000 3.361113
내부  요인 
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측

2.03 3.68(1.5배) 7000000 3000 4.612990

4.06(2배) 3.68(1.5배) 7000000 3000 1.623929

2.03 4.9(2배) 7000000 3000 2.889930

트웨어  노력 정도를 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도 측할 수 있게 된다. <표 1>은 이와 같은 

상황을 시뮬 이션 한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시스템의 

재 성능에서 주문건수가 65% 정도 증가할 때 1.8배 정도

의 성능 하를 측할 수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 한 하

드웨어  노력정도(시스템 성능지수), 소 트웨  노력 정

도(응용성능지수)를 1.5～2배로 조 할 때의 성능 측치

를 보여 다. 이와 같은 성능 측치를 활용하여 리자는 

비용을 고려하여 성능 개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

며 정량 인 측을 할 수 있다.

<표1> 측쿼리 실행 결과

4. 결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모델링 기반의 거래분

석 시스템의 설계과정과 구 에 해 연구하 으며 (그림 

4)는 시스템의 체 구성도를 보여 다. 

(그림 4) 거래분석 시스템 구성도

거래분석 시스템의 구축으로 몇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하고 다차원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에서 상세 데이터로 드릴다운

(Drill-down)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미리 집계된 큐 를 통해 사용자가 웹을 통해 빠르

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출력 형식

을 지원하여 개발자의 도움 없이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엔드 유  컴퓨 (End-User 

Computing)을 실 하 다.

셋째,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재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 으로 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목표 성능

에 도달하기 해 요구되는 내부  요인을 단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한계  하나는 성능 측을 하여 내부  

요인으로 제공한 시스템  어 리 이션 성능지수 간의 

상 계를 간과하고 있는 이다. 시스템의 상황을 악

하기 한 여러 지표들에 한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여 내부 인 요인들을 각기 독립 인 요인으로 제

하고 마이닝을 수행하 다.

   향후 CPU사용률, I/O률 등의 데이터들을 확보하여 시

스템  어 리 이션 개선지수 간의 상 계를 악하

고 어 리 이션 개선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반

하여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한다면 좀 더 정확힌 성능

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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