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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SS 응용들의 대용량 집계 데이터 집중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근사 질의응답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CM 클러스터링 기법과 ANFIS을 이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데이터 특성을 가지며 질의에 대한 근사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은 기존의 기법보다 근사 질

의응답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음을 비교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기법보

다 저장 공간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근사 응답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 서 론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이기종, 운용 또는 legacy 시

스템으로부터 통합되고 추출된 데이터의 전역 저장

소로 이력 정보를 유지하고 시간에 따라 성장한다.

또한 전문가, 매니저, 분석가들이 더 빠르고 더 나은

결정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구축된 집계 데이터

의 커다란 집합이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지식

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다[1].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실제 물리적 구조인 다차원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에

대한 다차원적 시각을 제공하며, 요약 데이터의 사

전계산과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1.1 연구동기

DSS에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

에 질의를 하면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

은 응답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DSS 응용들은 데

이터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 보다는 경향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정력적이기 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질의로 소수점 이하의 정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2, 3]. 따라서 대용량 집계 데이터 집중 시스템에

서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근

사 질의응답(Approximation Query Answering,

AQA)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AQA 방법들

은 주로 데이터 큐브를 압축하고, 이 압축된 큐브를

기반 AQA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그

러나 이 기법들은 저차원의 데이터 큐브에서는 수행

능력이 뛰어나지만 고차원의 경우 많은 계산을 요구

한다. 또한 고정된 계층화 차원을 갖는다면 집계 질

의는 미리 정해진 차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따라

서 기존 AQA 기법들보다 정확성이 우수하며 사전

계산된 데이터의 저장량이 적은 기법을 제안하는 것

이 필요하다.

1.2 기여도

본 논문에서는 Fuzzy C-Means(FCM) 클러스터링

기법과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을 이용해 다차원 데이터큐브의 지능형 모

델을 생성한다. 학습된 모델은 다차원 데이터 큐브

의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의에 대한 근사

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적은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표현함으로써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압축

된 표현을 저장할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근사 질

의응답의 개념과 기존 근사 질의응답 기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FCM-ANFIS를 이용한 근사

질의응답 기법을 제안한고,. 4장에서 제안된 근사 질

의응답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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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근사 질의응답은 집계 연산

과 질의 수행의 가속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근사 질

의응답의 기본 개념은 약간의 정보손실을 감수하면

서 집계 계산과 질의 수행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고

기초 데이터의 접근의 수를 최소화하거나 정확한 질

의응답 계산의 회피에 의한 추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4]. 또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통계 요약정보

를 사전에 계산하고 이 요약 정보를 기반으로 근사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5]. 기존의 근사 질의응답

기법에는 샘플링 기반 기법[4, 6, 7, 16], 웨이블릿

기반 기법[8, 9, 10], 히스토그램 기반 기법[5, 14],

확률 및 정보 이론 기반 기법[3, 11, 12], 클러스터

링 기반 기법[13, 15], 다항식 접근 기반 기법[2] 등

의 방식들로 구분할 수 있다. NMF(Non-negative

Multi- way array Factorization)[12] 접근법은 초기

에 이차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고

차원 데이터를 쉽게 일반화 할 수 있다. 이 접근법

은 데이터의 근사화를 제공하는 간단한 표현식을 찾

음으로써 데이터 큐브의 상호작용과 패턴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발견된 패턴과 데이터 큐브의 각 셀에

확률을 할당하여 데이터 큐브의 근사적 모델을 생성

한다. [13]은 연속 차원에서 근사질의를 위한 클러스

터링 기법을 소개한다. 데이터 큐브의 새로운 압축

된 표현으로 요구되는 저장 공간을 줄이고 집계질의

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제안하여 다중 가우시안 확

률 밀도 함수에 의해 각 클러스터들을 표현한다.

[15]은 데이터큐브를 chunk들로 나누고 그 chunk를

K-Means 기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한다. 균일

랜덤 샘플링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을 사전 계산된

균일 랜덤 샘플들의 열 로 표현하는 것이다. 균일

랜덤 샘플링의 주요 장점은 사전처리가 단순하고 효

과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거대한 데이터 분산의 통

계적 문제이다[16]. 히스토그램 기법은 set-valued

질의들의 근사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14]에서 사용

되었다. 히스토그램은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추정

시간에 많은 오버헤드를 가지지 않고,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치우진 분포를 정확하게 근사화하는데 알

맞기 때문에 상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통계치이다. 버켓(bucket)은 그들

아이템의 합과 같은 어떤 집계 질의를 가지고 있으

며, 버켓 분할 기법에는 같은 넓이의 범위를 갖는

equi-width histogram, 모든 버켓의 튜플들의 값이

같게 할당되는 equi-depth histogram 그리고 

-bucket   histogram들이 있다. 히스

토그램 기반 기법의 근사화의 정확성은 각 버켓으로

그룹화된 속성 값들에 의해 정의된다.

3. FCM-ANFIS을 이용한 근사 질의응답 기법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사용자 질의에 대해 다량의

원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응답이 아닌 사전 계산된

데이터를 통해 근사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FCM 기법과 ANFIS 기법을 이용한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근사 질의응답 기법을 제안한다. 다

음 <그림 1>은 제안된 기법을 이용한 근사 질의응

답 기법 프레임워크이다. 제안된 근사 질의응답 기

법은 오프라인 모드(Off-Line Mode)와 온라인 모드

(On-Line)로 나뉘며, 오프라인 모드에서 FCM-

ANFIS를 이용하여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지능형

모델을 생성한다. 이 생성된 모델은 온라인 모드에

서 사용자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1]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using FCM-ANFIS

패턴인식 분야에서 잘 알려진 Fuzzy C-Means

(FCM)는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과는 달리 데이터의

한 부분이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을 허

용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이 기법의 기본 개념

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소

화하는 클러스터링을 한다.

  
  




  




∥  ∥  ≤   ∞ (1)

  
  



   (2)

식(1)에서 은 퍼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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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보다 큰 임의의 실수이고, 는 클러스터 에

대한 의 소속도이며, 는 -차원의 번째 측정값

이다. 또한 는 번째 클러스터의 차원 중심이고,

 는 측정 데이터와 중심 사이의 유사성을 표현하

는 norm이다.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ANFIS)

는 언어적 입력 형태(rule)의 전제부와 1차 선형 방

정식 형태의 결론부를 가지는 Takagi-Sugeno

-Kang(TSK) 퍼지모델이라고도 한다[17]. TSK는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차 방정식을 이

용하였다. 결론부가 방정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퍼지화 과정이 생략되고 주어진 실세계 문제가 방

정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다. 기

본적인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은 5개의 층을 가지

며 2차원의 입력과 1차원의 출력을 가진다. 선형 공

간으로 고려되는 결론부의 파라미터 학습은 선형 시

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최

적화가 가능하므로 비선형 공간으로 고려되는 전제

부의 학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

만 전제부의 구성 형태에 따라 모델의 크기가 달라

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격자 분할에 의한

소속 함수 생성의 경우 입력의 차원이 증가하거나

소속 함수가 증가하는 경우, 규칙의 수가 지수 함수

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여

규칙의 수가 단지 소속함수의 수에만 영향을 받는

클러스터링 기법에 의한 모델링이 도입되었다. 제안

한 모델의 성능은 클러스터 개수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여 BIC기준을 사용한다.

제안된 기법에서 다차원 데이터 큐브에 대한 지능

형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여 생성된다.

단계 1 : 입력 데이터 정규화

단계 2 : 정해진 클러스터 개수에 대해 FCM 실행

후 소속도와 중심값 생성

단계 3 : 데이터 범위내의 클러스터링 중심 확인

단계 4 : FCM 결과값을 이용하여 초기 FIS 생성

단계 5 : ANFIS 실행으로 학습을 통해 데이터에

적응된 모델 생성

다음 <그림 1>은 Government 데이터 테이블을 이

용하여 지능형 모델을 생성한 후 추정된 값을 보여

준다.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FCM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후 ANFIS를 통한 결과이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

0

5

10

15

20

25
After ANFIS learning

 

 
Actual output
model output

[그림 1] ANFIS 결과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FCM-ANFIS 기법을 이용한

근사 질의응답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Microsoft

SQL server에서 제공하는 FoodMart 데이터의

CUSTOMER 테이블을 이용한 질의응답 결과를 살

펴본다. CUSTOMER 테이블은 1024개의 레코드를

가지는 5차원의 데이터 큐브를 생성한다. 이 테이블

의 각 차원은 STATUS, INCOME, EDUCATION,

CHILD, OCCUP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에

서 고려한 OLAP 연산 Slice, Dice, Roll-up의 종류

로 구성되는 네 개의 질의를 통하여 FCM-ANFIS기

법을 이용해 생성한 지능형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본다. 요약된 데이터 큐브를 통한 질의의 응답과 원

데이터 큐브를 통한 질의응답의 오차는 절대 오차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다음 <표 1>과 같다. OLAP 연

산에서 주로 행해지는 Slice, Dice, Roll-Up1에서는

기존의 기법보다 적은 오차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제안된 FCM-ANFIS기법을 이용한 근사

질의응답 기법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여 정확성이

향상된 근사 응답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Query
Absolute Mean Error(E)

KR NMF[12]

Slice 0.97 0.98

Dice 1.40 2.20

Roll-Up1 2.52 2.77

Roll-Up2 2.03 1.49

[표 1] Customer table에 대한 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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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근사 질의응답을 위해 다차원 데이터큐

브의 지능형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FCM과 ANFIS

를 이용하여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모델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질의에 대하여 원 데이터 큐브를 통해 응

답을 하는 대신 지능형 모델을 통해 질의에 근사적

으로 응답 한다. 실험 결과에서 대표적인 OLAP 연

산에 대해 기존의 기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FCM-ANFIS기법을 이

용한 근사질의응답 기법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여

정확성이 향상된 근사 응답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다차원 데이터 큐브의 갱신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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