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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 데이터 마이닝이란 공간 데이터베이스 내에 함축적으로 존재하는 흥미 있는 관계와 특징을 발
견하는 과정이다. 많은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으나, 공간 속성을 기준으로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오브젝트의 비 공간적 속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SCAN-W를 제안하였다.
DBSCAN-W는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SCAN을 확장한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DBSCAN에서는 클러스터링을 위해 오브젝트의 위치 속성만을 고려한 반면, DBSCAN-W는 오브젝
트의 위치 속성 뿐 아니라 주어진 응용과 관련된 오브젝트의 비 공간 속성들을 함께 고려한다.
DBSCAN-W에서 각 오브젝트들은 다양한 크기의 원으로 표현되는 영역을 갖는다. 이때 원의 반지
름은 해당 응용 시스템에서 오브젝트가 갖는 중요도를 반영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DBSCAN-W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다양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Spatial

data

mining

is

a

process

to

discover

interesting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those exist implicitly in a spatial database. Many spatial clustering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But, there are few approaches that focus

simultaneously on clustering spatial data and assigning weight to non-spatial attributes
of ob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patial clustering algorithm, called
DBSCAN-W,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density-based clustering algorithm
DBSCAN. DBSCAN algorithm considers only the location of objects for clustering
objects, whereas DBSCAN-W considers not only the location of each object but also
its non-spatial attributes relevant to a given application. In DBSCAN-W, each datum
has a region represented as a circle of various radius, where the radius means the
degree of the importance of the object in the application. We showed that DBSCAN-W
is effective in generating clusters reflecting the user’s requirements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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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러스터링이란 실제적 또는 추상적인 오브젝트의 집합을 클러스터라는 서로 유사성을
갖는 오브젝트의 분류로 그룹화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 점들 간에는
서로 다른 클러스터 내의 점들과는 구분되는 유사성을 갖게 된다[1].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마
이닝 뿐 아니라 통계학, 생물학, 기계 학습 등으로부터 발전해 왔으며, 최근 효과적으로 대량
의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클러스터링 방법은 크게 분할
(partitioning) 방법[2]과 계층적(hierarchical) 방법[3,4], 밀도 기반(density-based) 방법
[5,6], 격자기반(grid-based) 방법[7]과 모델 기반(model-based)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8].
많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관련된 응용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클러스터링은 공통된 단어를 많이 갖는 문서를 찾아 같은 그룹으로 분류
하는 작업이다. 이때 문서의 분류 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심어는 다른 단어에 비해 높은 가
중치를 갖도록 처리된다 [8][9].
공간 클러스터링은 공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오브젝트 간의 거리, 연결성, 밀도를 기반
으로 유사한 오브젝트들을 그룹화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오브젝트의 공간적인 속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응용 시스템에서 중요하

게 취급되는 비공간 속성에 가중치를 두는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
나 많은 실제적인 응용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대상물의 공간적 위치 속성을 기반으로 클러
스터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 공간 속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예 1 : 한 은행의 관리자가 새로운 automatic teller machine (ATM)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
에 속해있는 고객을 클러스터링 하기 원한다. 이때 기계의 위치는 해당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들의 위치와 가까운 곳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클러스터링 시 각 고객의 평균 이용 횟수에 가중치
를 두기 원한다.

위와 같은 실제 응용에서의 클러스터링 결과는 공간상에 분포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모
양과 크기의 클러스터를 구분해 내어야 하고, 클러스터의 구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잡음(noise)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어진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1에서 고객들의
주소는 공간 속성으로서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거리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속성이 되
고, 평균 이용 횟수는 비공간 속성으로 클러스터링의 가중치로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DBSCAN-W를 제안한다. DBSCAN-W는
밀도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SCAN을 확장한 것이다. DBSCAN에서는 모든 오브젝트의
위치 속성만이 고려된 반면, DBSCAN-W는 각 대상물의 위치 뿐 아니라 응용 분야와 관련된 비 공
간 속성을 고려한다. 즉 DBSCAN에서는 모든 오브젝트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점으로 표시되는
반면, DBSCAN-W에서의 각각의 오브젝트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중치의 기준으로 선택된 속성 값
에 따라서 반지름 길이가 결정되는 서로 크기가 다른 원으로 표현된다. 또한 실험을 통해
DBSCAN-W가 다른 밀도 기반 알고리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결과를 보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밀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SCAN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DBSCAN-W에서 가중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4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에 대한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한다.

2. DBSCAN : 밀도 기반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5]
DBSCAN(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5]은 밀도 기반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잡음을 포함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다양한 모양의 클러스터를 발견해
낼 수 있다. DBSCAN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정의한다.
z

한 점 p의 Eps-neighborhood는 p로부터 반경 Eps내에 있는 이웃(neighborhood)의 집합이다.

z

MinPts(minimum number of points)는 최소 이웃수로 한 점의 Eps-neighborhood의 수가 최
소 이웃수 이상인 경우 이 점을 core object라 한다.

z

주어진 점들의 집합 D에서 한 점 p가 q로부터 directly density-reachable하다는 의미는 p가
점 q의 Eps-neighborhood 내에 있고 q가 core object인 경우이다.

z

한 점 p가 점 q로부터 density-reachable 하다는 의미는 p에서 시작하고 q에서 끝나는
directly density-reachable 인 연결(chain)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z

한 점 p가 점 q로부터 density-connected 하다는 의미는 p와 q로부터 density-reachable한
점 o가 존재 한다는 의미이다.

z

클러스터는 밀집-연결된 (density-connected) 점들의 최대 집합이다.

(그림1) Density-reachability와 density connectivity
(a) p 는 q로부터 density-reachable 하다

(b) o, p, q는 모두 density-connected 하다

DBSCAN은 대상 오브젝트들을 1번씩 읽으면서 오브젝트로부터 반경 Eps내의 오브젝트들
을 찾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클러스터에 속하지 못하는 오브젝트
들은 잡음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한 오브젝트의 Eps 반경 내에 속하는 이웃을 찾아내는 겹침
(overlap) 연산을 log n 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tree 인덱스를 이용하는 경우
DBSCAN 알고리즘에서 대상 데이터의 수가 n 일때 전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시간 복잡도는
O(n * log n)이다.

3. 가중치를 고려한 밀도 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설계
3장에서는 밀도 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DBSCAN을 확장한 DBSCAN-W ( a DBSCAN algorithm using region expressed as Weight)를 제
안한다. DBSCAN에서 모든 오브젝트들은 위치 속성만을 갖는 점으로 표현되고 각 점들이 갖는 중
요도는 고려되지 못했다. 반면, DBSCAN-W는 각 대상물의 위치 속성 뿐 아니라 판매 시스템에서
의 고객의 구매 총액과 같이 응용 시스템의 분석 시 필요한 비 공간 속성을 클러스터링 시 고려한
다. 이를 위해 DBSCAN-W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개념을 재 정의 한다.

정의 1. 모든 오브젝트는 해당 응용 시스템에서 그 오브젝트가 갖는 중요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
기의 원으로 표현되는 영역을 갖는다. 이때 원의 중심 좌표값은 공간상에 오브젝트의 위치
좌표이고, 반지름은 가중치로 선택된 비공간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의 2. 한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는 p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Eps 안에 각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영역이 겹쳐지는 이웃들의 집합이다.
정의 3. 클러스터는 밀집-연결된 영역의 최대 집합(maximal set of density-connected regions)이
다.

DBSCAN-W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응용
프로그램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비 공간 속성 A를 결정한다. 둘째, 적당한 변
형 함수 F(Ai) = ri을 이용하여 각 오브젝트의 반지름 값 (ri)을 결정한다. 셋째 각 오브젝트를 원 타
입으로 표현한다. 이때 원의 중심은 공간 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반지름은 2단계에서 결정된 반지
름 값(ri)을 갖는다.
DBSCAN-W가 응용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클러스터링 결과에 반
영시키기 위해서는 각 오브젝트에 적절한 가중치 값을 부여하는 전처리 2단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를 위해서 변형 함수 F는 응용 시스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정규화의 범위 N을 입력 받아 수치 데이터를 [0, N] 범위로 정규화 하여 이를 가중치 값으로 이용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평균 거래 금액을 [0,60]의 범위로 정규화 하고 그 결과 값을
각 고객의 가중치로 이용한다. 두번째 방법은 수치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지만 해당 가중치를 적용
하는 범위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결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고객 평균 거래 금액이 10
만원 미만이면 가중치를 1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가중치를 2로 결정하는 등과 같이 가중치
의 대상 범위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 의한 입력 파라메터 설정이 반드시 요구 된다. 세번째 방법은 수치 데이터 외의
문자 데이터나 분류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객 클래스가 ‘우수’
고객이면 가중치를 10으로, ‘문제’ 고객이면 가중치를 1로 하는 등의 적용이 그 예이다.
DBSCAN 알고리즘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ore-point의 조건
을 만족하는 점 p를 선택하여 seed로 잡은 후, 선택한 seed로부터 밀도를 결정하는 범용 파라메터
인 Eps와 MinPts를 만족하는 모든 density-reachable한 점들을 찾아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DBSCAN-W에서도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core-point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로부터 Eps와 MinPts를 만족하는 모든 density-reachable한 점들을 찾는다. 이를 위해서 각
오브젝트의 Eps-neighbor를 정의2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림 2는 기존의 DBSCAN 알고리즘과 DBSCAN-W에서 오브젝트의 Eps-neighborhood를

결정하는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a)는 점으로 표시된 오브젝트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2(b)는 DBSCAN에서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를 구하는 과정이다.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는 오브젝트 p를 중심으로 반경 Eps 내에 포함된 5개의 오브젝트들이다. 그림 2(c)
는 DBSCAN-W에서 Eps-neighborhood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때 각 오브젝트들은 서로 다른 크
기의 원으로 표현된다. 즉 중심점은 오브젝트의 공간 속성인 위치 값(x,y)이고, 반지름 r은 응용 프
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가중치의 기준으로 선택한 비 공간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가중치의 기준을 구매 총액으로 하는 경우, 구매 총액이 많을수
록 높은 중요도를 갖고, 보다 커다란 크기의 원으로 표현된다. 그림2 (c)에서 오브젝트 q의 경우 오
브젝트 p의 중심 점과의 거리는 Eps 이상이지만, 점 p를 중심으로 한 반경 Eps 내에 q의 영역이
겹쳐지므로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가중치를 가진

오브젝트를 넓은 영역을 갖는 원으로 표현하여, 주변의 오브젝트의 이웃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
고, 그 결과 잡음으로 처리되는 확률을 줄어들게 만든다.

(그림 2) DBSCAN과 DBSCAN-W에서 한 오브젝트p 의 Eps-neighborhood 구하기
(a) 오브젝트들의 분포
(b) DBSCAN에서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 구하기
(c) DBSCAN-W에서 오브젝트 p의

Eps-neighborhood 구하기

4. 구현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DBSCAN-W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1에서 제시한 은행의
ATM 설치를 위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DBSCAN과 비교한다. 시스템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실험을 위하여 작성된 인위적인(synthetic) 데이터베이스는 Sun사의 Solaris 2.6기반의 객체관계 DBMS인 Informix Universal Server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공간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접근하게 하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사용한 Informix Spatial Datablade Module은 2
차원 연산을 지원하는 9개의 데이터 타입과 여러 가지 공간 함수를 제공하며 공간 색인을 위해 RTree를 지원한다[10,11].
실험에서 사용한 고객 테이블은 아래와 같다.

Create table Customer
( Customer_id

smallint not null,

Location
Region

/*고객 ID */

sp2Pnt,

/*고객의 위치 속성을 2차원 좌표값으로 나타낸 값 (x, y) */

sp2Circ,

/* 가중치를 반지름으로 반영한 원 타입의 영역 (x, y, r) */

Avg_trade_frequency smallint, /* 평균 방문 횟수 */
Avg_trade_amount
Weight

smallint, /* 평균 거래 금액
smallint,

Cluster_id

smallint

*/

/* 비공간 속성에 의해 계산된 가중치 값 */
/* 클러스터링 결과 */

);
테이블 1. 고객 테이블 정의
실험에

사용한

고객

테이블은

7개의

속성을

갖는

총

5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Customer_id 필드는 각 고객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키 값이다. Location 필드는 점 형태로 (x, y)
좌표 값이 각각 1 ~ 1000의 범위를 갖는다. Region 필드는 location 필드를 중심점으로 하고,
Weight 필드의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type 이다. Avg_trade_frequency와 Avg_trade_amount
필드는 고객의 평균 방문 횟수와 평균 거래 금액으로 각각 고객 데이터의 비 공간 속성이다.
DBSCAN-W는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응용 시스템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비 공간 속
성 중에서 한 속성을 선택하여 클러스터링의 수행 시 가중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Weight 필드는 사
용자가 가중치의 기준으로 선택한 비공간 속성을 변형 함수 F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로 Region
필드의 반지름으로 적용되는 값이다. 마지막으로 Cluster_id 필드는 클러스터링 수행 결과 결정된
클러스터 결과를 저장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입력 파라메터는 기준 반경 Eps과 최소 이웃 수 MinPts 그리고 가중치의

기준이 되는 속성 필드 3가지이며 전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변형 함수 F는 가중치의 기준으로 선
택된 비 공간 속성의 값을 [0,6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그 결과를 이용 하였다. 입력 변수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기존의 DBSCAN과 DBSCAN-W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 결과
(a) Location으로 나타낸 데이터의 분포
(b) Avg_trade_frequency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Region을 표시한 데이터의 분포
(c) Avg_trade_amount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Region을 표시한 데이터의 분포
(d) Eps =50, MinPts =5 적용 시 DBSCAN의 결과

(e) Eps =50, MinPts =5, 가중치 기준= Avg_trade_frequency 적용 시 DBSCAN-W의 결과
(f) Eps =50, MinPts =5, 가중치 기준= Avg_trade_amount 적용 시 DBSCAN-W의 결과
(g) Eps =50, MinPts =10 적용 시 DBSCAN의 결과
(h) Eps =50, MinPts =10, 가중치 기준= Avg_trade_frequency 적용 시 DBSCAN-W의 결과
(i) Eps =50, MinPts =10, 가중치 기준= Avg_trade_amount 적용 시 DBSCAN-W의 결과

그림 3 (a)는

2차원 좌표상에 500개의 고객 데이터의 위치가 분포한 형태이다. 그림 3 (b) 와

(c)는 고객 테이블의 두 가지 비 공간 속성인 Avg_trade_frequency와 Avg_trade_amount를 각각
가중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값을 region 필드의 반지름 크기로 적용하여 오브젝트를 원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 하단에 위치한 고객들은 평균 방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로서 그 결과는 그림 3 (b)와 같다. 또한 우측에 위치한 고객들은 평균 거래 금액이 많은 고
객들로서 그 결과는 그림 3 (c)와 같다. 그림 3 (d)는 입력 파라메터로 Eps =50, MinPts =5 을 적
용 시 DBSCAN 방법에 의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모두 4개의 클러스터가 구성되고, 나
머지는 noise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e)는 Eps =50, MinPts =5 이고 고객의

평균 방

문 횟수 속성을 가중치의 기준으로 할 때 DBSCAN-W를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
터의 하단에 위치한 고객들은 평균 방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로서 그 결과는 그림 3 (d)에서와 같이
DBSCAN에서 우측 하단과 좌측 하단에 분리되어 존재하던 두개의 클러스터와 그 주위의 잡음으로
취급되었던 많은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큰 클러스터로 통합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f)는 Eps =50,
MinPts =5 이고 고객의 평균 거래 금액 속성을 가중치의 기준으로 할 때 DBSCAN-W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 결과 우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두개의 클러스터가 주위의 잡음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클러스터로 통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 (g)~(i)는 클러스터의 밀도를 결정하는 입력 파라메
터인 기준 반경과 최소 이웃 수를 변경하여 DBSCAN과 DBSCAN-W에 각기 적용한 결과이다.
MinPts 값이 증가함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조건이 강화되어서 그림 3 (d)~(f)에 비해서 작은
클러스터가 형성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준이 되는 가중치가 변화 함에 따라 클러스터 모양
이 변경되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공간 클러스터링도 적용되는 가중치에 따
라 서로 다른 모양의 클러스터를 생성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밀도를 결정하는 입력 파라메

터에 따라서도 클러스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간 마이닝의 응용 시스템에 따라서
는 오브젝트의 위치 속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클러스터를 결정할 때 비 공간 속성이 갖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DBSCAN-W는 기존의 DBSCAN과는 달리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식탐사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최근 통계,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 의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
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연
구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상 오브젝트들이 공간적인 위치 속성을 갖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때 데이터의 밀도를 고려하면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오브젝트의 비공간 속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DBSCAN-W를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DBSCAN 알고리즘에서 찾아내지
못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였다.
향후 각각의 실제 응용에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영역을 결정하는 방
법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강이나 고속도로와 같
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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