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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LAP 큐브에 존재하는 데이타에 대해 데이타 마이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차원 확장(예컨대, MDX)과 데이타 마이

닝 확장(예컨대, DMX)을 통합하는 언어 스키마가 제공된다. 이 스키마는 <source-data-query>가 관계형 쿼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MDX를 사용하여 형성된 다차원 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한다. 모델 형성, 트레이닝 및 예

측 동작들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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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차원 표현식 및 데이타 마이닝 확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차원 데이타 마이닝의 한 방법의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다차원 표현식들을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흐름도.

도 4는 개시된 아키텍쳐를 실행하도록 동작가능한 컴퓨터의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의 도식적인 블럭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데이타 큐브

104: 데이타 마이닝 컴포넌트

106: 다차원 표현식 컴포넌트

108: 데이타 마이닝 확장 컴포넌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의 도래는 엄청난 양의 정보의 교환을 지속시켜 왔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어들어, 대용량 데이타 저장 구조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엄청난 양의 데이타는, 일반

적으로 조직의 사업 이력을 나타내는 데이타베이스인 데이타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로서 저장될 수 있다. 이력 데

이타는 전략적 계획에서 개별 조직부의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레벨에서 사업 결정을 지원하는 분석에 사용된다. 또

한, 이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타를 가져오고 이 데이타를 처리하여 쿼리와 분석에 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로

만드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더 작은 규모로 데이타 웨어하우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타의 목

표 서브세트만이 관리되는 데이타 마트(data mart)의 개념이 채용된다.

SQL(Structured Query Language)과 같이 데이타 정의 및 조작에 사용되는 많은 언어들은 이차원적으로 데이타를 검색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다차원 데이타는 이차원 이상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 구조를 큐브(cube)라

고 한다. 큐브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라기 보다는 3-D 스프레드시트에 유사한 데이타를 나타내는 다차원 데이타베이스이

다. 큐브는 차원(dimension)과 측정값(measure)의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타의 상이한 면들이 빠르게 표시되도록 한다. 차

원은 큐브의 구조(예컨대, 지정학적 위치나 제품 형태)를 정의하는 한편, 측정값은 최종 사용자에게 흥미로운 정량적인 값

(예컨대, 판매 가격, 재고량 및 총비용)을 제공한다. 큐브 내의 셀 포지션은 차원 성분들의 교차에 의해 정의되고, 측정값들

이 모여 셀 내의 값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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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타 마트 내의 정보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를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OLAP는 데이타를 큐브로 본다. OLAP는 데이타 웨어하우스 및 데이타 마트가 온라인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반복

적인 복잡한 분석 쿼리에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OLAP 시스템은 실시간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속도와 유연

성을 제공한다.

다차원 쿼리 및 분석을 위한 OLAP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한가지 종래의 아키텍쳐는 MDX(Multi-Dimensional

eXpressions)이다. MDX는 다차원 오브젝트와 데이타의 정의 및 조작을 지원하여 다수의 차원으로부터의 데이타의 액세

스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 보다 더 직관적으로 하게 하는 구문이다. MDX는 여러 면에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구문과 유사하다(그러나 SQL 언어의 확장은 아니다). SQL 쿼리와 같이, 각 MDX 쿼리는 데이타 요청

(SELECT 절), 개시점(FROM 절) 및 필터(WHERE 절)를 요구한다. 이러한 키워드들과 기타의 키워드들은 분석을 위한 큐

브로부터 데이타의 특정 부분들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한다. MDX는 또한, 검색된 데이타를 조작하기 위한

강력한 기능들의 로버스트 세트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된 기능들로 MDX를 확장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은 데이타에서 흥미로운 구조들(예컨대, 패턴 및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데이타

에 관한 지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타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데

이타 세트의 간결한 기술인 패턴의 형태를 취한다. 데이타 마이닝은 데이타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나 데이타 분석에 숙련되

지 못한 자들에게 쉽고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대량의 데이타베이스를 연구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데이타 마이닝 알고리즘

에 의해 추출된 "지식"은 많은 형태와 많은 이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다른 많은 가능한 것들 중에서, 규칙 세트, 결정 트리

(decision tree), 회귀 모델(regression model), 또는 연관 세트(set of association)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는 데이타의

요약을 생성하거나 이전에 공지된 상관관계들을 통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데이타에 관련된 이벤트 - 예컨

대, 값 손실, 일부 정보가 공지되지 않은 기록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많은 데이타 마이닝 기술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기계 학습, 통계, 및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기원한 것이다.

OLAP 큐브를 통한 데이타 마이닝 동작들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스키마가 필요하다.

<발명의 개요>

다음은 본 발명의 일부 측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간단한 개요를 제시한다. 이 개요는 본 발명의

광범위한 개괄이 아니다. 이는 본 발명의 주요/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거나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

다. 그 유일한 목적은 후술될 보다 더 상세한 설명에 대한 서두로서 본 발명의 일부 개념을 보다 더 간단한 형태로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 개시되고 청구된 본 발명은, 그 일 측면에서, OLAP 큐브에 존재하는 데이타에 대해 데이타 마이닝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하여 다차원 확장(예컨대, MDX)과 데이타 마이닝 확장(예컨대, DMX)을 통합하는 형식 언어를 포함한다. 데이타

마이닝 동작은 일반적으로 <source-data-query>로 표시되는 소스 데이타의 세트데 대한 동작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source-data-query> 엘리먼트는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관계형 쿼리, 또는 관계형 쿼리를 취하

여 이들을 네트스형 로우세트(nested rowset)로 형성하는 SHAPE 구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발명은 <source-data-

query>가 관계형 쿼리 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MDX를 사용하여 형성된 다차원 쿼리가 될 수 있음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데이타 마이닝 모델은 OLAP 큐브 내에 포함된 데이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모델 형성에 대해, 본 발명은, 형성시에 소스 데이타 타입은 공지되어 있지 않고 트레이닝

(training) 단계까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모델의 "타입"은 형성시에 암시되는데, 이 타입은 관계형

-소스 또는 OLAP-소스 모델이다.

또한, 마이닝 모델은 그 관계형 성질이나 다차원 성질에 무관하게,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될 수 있다. 컬럼 바

인딩이 마이닝 모델과 OLAP 큐브 사이의 이름 매칭을 통해 수반되는 종래의 시스템과 달리, 다차원 소스와 관계형 소스

모두에서 명시적인 컬럼 순으로 일관되게 컬럼 바인딩이 다루어진다.

또한, 마이닝 모델은 그 관계형 성질이나 다차원 성질에 무관하게, 예측을 위한 데이타 소스로서 임의의 데이타 소스를 취

할 수 있다. 개시된 아키텍쳐는 DMX를 이용하여 예측이 발생하게 하고, OLAP 큐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트레이닝되었

는지에 관계없이, 임의의 모델로부터 예측을 제공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OLAP 큐브의 데이타에 대한 예측은 MDX로, 그

리고 동일 큐브 상에서 트레이닝된 마이닝 모델을 이용하여서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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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목적과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특정 예시적인 측면들이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과 함께 기

술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은 본 발명의 원리가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 몇가지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본 발명

은 이러한 측면과 그 균등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타 이점 및 신규한 특징은 도면과 함께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본 발명이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되는데, 전체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번호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하의 기술에서는, 설명을 목적으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설명된다. 그

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없이도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른 경우, 본 발명의 설명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공지의 구조들과 장치들은 블럭도 형태로 도시하였다.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컴포넌트"와 "시스템"은 컴퓨터 관련 엔티티를 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조합, 소프트웨어, 또는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는 프로세서 상에서 작동하는 프

로세스, 프로세서, 객체, 실행파일, 실행 스레드, 프로그램, 및/또는 컴퓨터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버 상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모두가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가 프로세스 및/또는 실

행 스레드 내에 존재할 수 있고,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퓨터 상에 국부적으로 위치하고/위치하거나 둘 이상의 컴퓨터들 사

이에 분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OLAP 큐브에 존재하는 데이타에 대한 데이타 마이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다차원 확장 및 데이타 마이닝 확장

을 통합하기 위한 아키텍쳐를 제공한다. 현재, <source-data-query> 엘리먼트들은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직접적

으로 작용하는 관계형 쿼리, 또는 관계형 쿼리를 가져와 이들을 네스트형 로우세트로 만드는 SHAPE 구문에 제한되어 있

다. 본 발명은 <source-data-query>가 단지 관계형 쿼리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 확장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다차원 쿼리도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MDX와 DMX를 통한 것이다. MDX는 다차원 표현식(MultiDimensional

eXpressions)의 약어로서, 그 전체가 참조로 포함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LAP 사양에 있어서 OLE DB에 의해 정의

된 바와 같다. DMX는 데이타 마이닝 확장(Data Mining eXtensions)의 약어로서, 그 전체가 참조로 포함되는,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데이타 마이닝 사양에 있어서 OLE DB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모델 형성, 모델 트레이닝

및 신규 데이타에 대한 예측 동작들이 기술된다.

DMX에서, 이러한 동작들은 CREATE MINING MODEL, INSERT INTO 및 SELECT ... PREDICTION JOIN 구문을 사용

하여 수행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다차원 표현식 및 데이타 마이닝 확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100)이 도시된

다. 데이타 마이닝이 수행되는 다차원 데이타 소스{예컨대,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큐브}(102)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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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데이타 마이닝 컴포넌트(104)는 함께 OLAP 큐브(102)의 데이타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는 다차원 표현식 컴포넌트

(106)(예컨대, MDX)와 데이타 마이닝 확장 컴포넌트(108)를 포함한다. 데이타 마이닝 컴포넌트의 출력은 데이타 마이닝

모델 형성, 트레이닝 및 예측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타이다.

다른 구현예에서, 다차원 표현식 컴포넌트(106)와 데이타 마이닝 확장 컴포넌트(108)는 단일한 전체 데이타 마이닝 컴포

넌트(104)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데이타 마이닝 컴포넌트(104)로부터 별도의 외부 엔티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따라서, 이 컴포넌트(106 및 108)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유지하도록 독립적이 될 수 있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다차원 데이타 마이닝의 한가지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설명을 간단히 하

기 위하여, 예를 들어, 흐름도의 형태로 본 명세서에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법이 일련의 동작으로 도시되고 기술되어 있지

만, 본 발명에 따르면 일부 동작들은 여기 도시되고 기술된 것과 다른 순서로 및/또는 다른 동작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이러한 동작들의 순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본 기술분야의 숙련

자라면 방법이 상태도에서와 같이, 일련의 상호관련된 상태 또는 이벤트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 것이

다. 또한, 도시된 동작들 모두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구현할 필요는 없다.

200에서, 다차원 데이타가 데이타 마이닝에 제공된다. 202에서, 다차원 확장과 데이타 마이닝 확장을 통합하고, 다차원 데

이타에 대해 동작하는 언어 스키마가 제공된다. 204에서, 데이타 마이닝 모델이 다차원 데이타로부터 생성된다. 206에서,

데이타 마이닝 모델이 이 데이타에 대해 트레이닝된다. 208에서, 이제 데이타 마이닝 확장을 이용하여 신규 데이타에 대한

예측이 행해질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그 다음 중지 블럭에 도달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다차원 표현식을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데이타 마이닝 확장 쿼리는 전통적으로 관계형 테이블을 그 데이타 소스로 기대한다. 이러한 쿼리는

플랫 테이블을 입력으로 수용하거나, SHAPE 지시를 이용하여 형성된 네스트형 테이블을 수용할 수 있다. INSERT INTO

구문에서와 같이 컬럼 순으로, 혹은 SELECT ... PREDICTION JOIN 구문에서와 같이 ON 절을 사용한 명시적 매핑에 의

해 바인딩이 행해진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개시된 본 발명은 다차원 확장 쿼리(예컨대, MDX)를 데이타 마이닝 확장 구문(예컨대, DMX)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수의 방법들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하의 설명은 MDX와 DMX를 본 발명을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사용하

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00에서, 첫번째 방법은 관계형 쿼리를 MDX 쿼리로 간단히 교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쿼리

는 MDX 큐브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다음의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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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첫번째 형태에서, MDX 표현식이 관계형 쿼리들에 대해 대체될 수 있다.

302에서, 두번째 형태는 큐브의 고유의 다차원 구조를 활용하여 SHAPE 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상

기 세이핑된 관계형 쿼리들을 MDX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추가의 네스트형 테이블들이 추가의 축 상에 배치될 수 있다.

304에서, 본 발명의 세번째 형태는 예컨대, SELECT, PREDICTION, 및 JOIN 등 이름만으로 바인딩하는 구문들을 포함한

다. 이 형태에서 데이타 마이닝 확장 프로세서는 큐브 구조를 활용하여, MDX 쿼리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ON 절을 확

장하면서, 보다 더 간단한 쿼리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델 형성에 대하여, 본 발명은 모델 형성시, 소스 데이타 타입을 모르고 트레이닝 단계까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종래

의 시스템에서는, 모델의 "타입"은 형성시 암시되고, 이 타입은 관계형-소스 또는 OLAP-소스 모델이 된다.

마이닝 모델은 그의 관계형 성질이나 다차원 성질에 관계없이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될 수 있다. 컬럼 바인딩

은, 마이닝 모델과 OLAP 큐브 사이에서 이름 매칭을 통해 컬럼 바인딩이 수반되는 종래의 시스템과 달리, 다차원 소스와

관계형 소스 모두에서 명시적인 컬럼 순으로 일관되게 다루어진다.

마이닝 모델은 그의 관계형 성질이나 다차원 성질에 관계없이, 예측을 위한 데이타 소스로서 임의의 데이타 소스를 취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OLAP 큐브 내의 데이타에 대한 예측은 MDX로만, 그리고 동일한 큐브 상에서 트레이닝된 마이닝 모

델을 이용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개시된 아키텍쳐는 DMX를 이용하여 예측이 발생하게 하고, OLAP 큐브가, 어떻게 형성

되었고 트레이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임의의 모델로부터 예측을 제공하게 한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개시된 아키텍쳐를 실행하도록 동작가능한 컴퓨터의 블럭도가 도시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들

에 대한 추가적 문맥을 제공하기 위해, 도 4와 이하의 논의는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들이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환

경(400)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이 하나 이상의 컴퓨터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의 일반적인 문맥에서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이 기타의 프로그램

모듈들의 조합으로 및/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추상 데이타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컴포넌트, 데이타 구

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방법은 단일 프로세서 또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미

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핸드-헬드 컴퓨팅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소비자 전자제품 등을 포함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구성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이 각각은 하나 이상의 관련 장치

들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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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적인 측면들은 또한, 특정 작업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수행되

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위치

할 수 있다.

컴퓨터는 전형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모두를 포함하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

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어,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의 데이타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임의

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모두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의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기타의 광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의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반송파나 기타의 전송 메카니즘과 같이 변조된 데이타 신호 내에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어, 데이

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의 데이타를 갖고,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타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의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 또는 변경된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

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및 음파,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

되지 않는다. 이상의 것들 중 임의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컴퓨터(402)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환경(400)이 도시되는

데, 컴퓨터(402)는 프로세싱 유닛(404), 시스템 메모리(406) 및 시스템 버스(408)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408)는 시스

템 메모리(406)를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싱 유닛(404)에 결합한다. 프로세싱 유닛(404)

은 다양한 상용 프로세서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듀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기타의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쳐들도 역시

프로세싱 유닛(404)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시스템 버스(408)는 (메모리 콘트롤러가 있거나 없는) 메모리 버스, 주변 버스 및 임의의 다양한 상용 버스 아키텍쳐를 사

용하는 로컬 버스도 상호접속될 수 있는 몇가지 형태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406)는 ROM

(read only memory)(410) 및 RAM(random access memory)(412)을 포함한다. BIOS(basic input/output system)는

시동 동안 등에 컴퓨터(402)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돕는 기본적인 루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ROM,

EPROM, EEPROM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410)에 저장된다. RAM(412)은 또한, 데이타를 캐시하기 위한 SRAM(static

RAM)과 같은 고속 RAM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402)는 또한, 적절한 새시(도시되지 않음) 내에 포함되어 외장형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내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HDD)(414)(예컨대, EIDE, SATA), {예컨대, 분리형 디스켓(418)으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곳에 기록하기 위한} 자기 플

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416), 및 {예컨대, CR-ROM 디스크(422)를 판독, 또는 DVD와 같은 다른 대용량 광매체로부

터 판독하거나 그곳에 기록하기 위한} 광 디스크 드라이브(420)를 더 포함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14),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16)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420)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424),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426) 및 광 드라이브 인터페이스(428) 각각에 의해 시스템 버스(408)에 접속될 수 있다. 외장형 드라이브 구현을 위한 인

터페이스(424)는 USB(Universal Serial Bus)와 IEEE 1394 인터페이스 기술 모두 또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 드라이브들 및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데이타, 데이타 구조,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 등의 비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컴퓨터(402)에 대해서, 이 드라이브들 및 매체는 적합한 디지탈 형식으로 임의의 데이타를 저장하도록 한다. 이

상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기술이 HDD, 분리형 자기 디스켓, 및 CD나 DVD와 같은 제거가능한 광 매체를 말하는 것

이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집 드라이브, 자기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카트리지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판

독가능한 기타 형태의 매체도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임의의 이러한 매체는 본 발명의 방

법들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영 체계(430),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432), 기타 프로그램 모듈(434) 및 프로그램 데이타(436)를 포함하

는 다수의 프로그램 모듈이 드라이브와 RAM(412)에 저장될 수 있다. 운영 체계,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또는 데이타 모두

또는 그 일부도 RAM(412) 내에 캐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양한 상용 운영 체계 또는 운영 체계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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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예컨대, 키보드(438), 및 마우스(440)와 같은 포인팅 장치 등의 하나 이상의 유선/무선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402)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기타의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로는 마이크로폰, IR 리모콘, 조이스틱, 게임 패

드, 스타일러스 펜, 터치 스크린 등이 있다. 이러한 입력 장치 및 기타의 입력 장치는 흔히 시스템 버스(408)에 연결되어 있

는 입력 장치 인터페이스(442)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4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IEEE 1394 시리얼 포트, 게임 포트,

USB 포트, IR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기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444) 또는 기타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역시 비디오 어댑터(446)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408)

에 접속된다. 모니터(444) 외에,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스피커, 프린터 등의 기타의 주변 출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포함

한다.

컴퓨터(402)는 원격 컴퓨터(들)(4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유선 및/또는 무선 통신을 통한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들)(448)는 워크스테이션, 서버 컴퓨터,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오락 설비, 피어 장치 또는 기타의 공통 네트워크 노드가 될 수 있으며, 간략히 메

모리 저장 장치(45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전형적으로 컴퓨터(402)에 대해 기술한 엘리먼트들의 다수 또는 모두를 포함

한다.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LAN(local area network)(452) 및/또는 보다 큰 네트워크, 예컨대, WAN(wide area

network)(454)에 대한 유선/무선 접속을 포함한다. 이러한 LAN 및 WAN 네트워크 환경은 사무실과 회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며, 인트라넷과 같은 기업용 컴퓨터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예컨

대,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420)는 유선 및/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456)를 통

해 로컬 네트워크(452)에 접속된다. 어댑터(456)는 LAN(452)에 대한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또한 무선 어댑터(456)와 통신하기 위해 거기에 배치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WAN 네트워크 환경

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420)는 모뎀(458)을 포함할 수 있거나, LAN 상의 통신 서버에 접속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WAN(454) 상에서 통신을 설립하기 위한 기타의 수단들을 포함한다. 모뎀(458)은 내장형이거나 외장형, 유선 또는 무선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시리얼 포트 인터페이스(442)를 통해 시스템 버스(408)에 접속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402)에 대해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저장 장치(450)에 저장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

속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 간에 통신 링크를 설립하기 위한 기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402)는, 예컨대, 프린터, 스캐너, 데스크탑 및/또는 휴대용 컴퓨터, PDA, 통신 위성, 유선으로 검출가능한 태그에

관련된 임의의 설비나 위치(예컨대, 키오스크, 뉴스 스탠드, 화장실), 및 전화 등의 무선 통신 상에서 동작하도록 배치된 임

의의 무선 장비 또는 엔티티와 통신하도록 동작가능하다. 이는 적어도 Wi-Fi 및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포함한다. 따라

서, 통신은 종래의 네트워크와 같이 예측된 구조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적어도 두 개의 장치 간의 임시(hoc) 통신이 될 수 있

다.

Wi-Fi(Wireless Fidelity)는 집의 소파, 호텔방의 침대 또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 Wi-Fi는 예컨대, 컴퓨터와 같은 장치가 기지국 범위 내라면 어느 곳이든 실내외에서 데이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

는 셀폰과 같은 무선 기술이다. Wi-Fi 네트워크는 IEEE 802.11(a, b, g, 등)이라고 하는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빠른 무선 접속을 제공한다. Wi-Fi 네트워크는 컴퓨터들을 서로 접속시키고, 인터넷에 접속시키고(IEEE

802.3 또는 이더넷을 사용하는),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Wi-Fi 네트워크는 허가되지 않은 2.4 및

5GHz 무선 밴드에서 11Mbps(802.11b) 또는 54Mbps(802.11a) 데이타 속도로 또는 두 밴드(듀얼 밴드)를 포함하는 제품

으로 동작하여, 네트워크가 다수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기본 10BaseT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와 유사한 실제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500)의 도식적인 블럭도가 도시된다. 시스템(500)은 하나 이

상의 클라이언트(들)(502)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들)(502)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예컨대, 스레드, 프로세스,

컴퓨팅 장치)가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502)는, 예를 들어,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쿠키(들) 및/또는 관련 문맥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500)은 또한, 하나 이상의 서버(들)(504)를 포함한다. 서버(들)(504)는 또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예컨대, 스레드, 프로세스, 컴퓨팅 장치)가 될 수 있다. 서버(504)는 예를 들어,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변환

을 수행하기 위한 스레드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502)와 서버(504) 간의 한가지 가능한 통신은 둘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스 사이에 전송되도록 적응된 데이타 패킷 형태가 될 수 있다. 데이타 패킷은, 예를 들어, 쿠키 및/또는 관련 문맥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500)은 클라이언트(들)(502)와 서버(들)(504)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통신 프레임워크(506)(예컨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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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유선(광섬유 포함) 및/또는 무선 기술을 통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502)는 클라이언트(들)(502)에

로컬인 정보{예컨대, 쿠키(들) 및/또는 관련 문낵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데이타 저

장장치(들)(508)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유사하게, 서버(들)(504)는 서버(504)에 로컬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버 데이타 저장장치(들)(510)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이상 기술된 것은 본 발명의 예를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본 발명을 기술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컴포넌트 또는

방법의 조합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보다 더 많은 조합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의 취지 및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모든 대체물, 변경물 및 변이물들

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항에서 사용된 "포함(includes)"이라는 용어의 한계에 대해서, 이

용어는 "포함(comprising)"이 청구항에서 전환어로서 사용될 때 해석되는 바와 같이, "포함(comprising)"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방식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발명의 효과

OLAP 큐브를 통한 데이타 마이닝 동작들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차원 데이타 큐브(multidimensional data cube) 상에서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차원 표현식(multidimensional expressions)을 데이타 마이닝 확장(data mining extensions)과 통합하여 다차원 데이

타 큐브의 데이타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는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차원 데이타 큐브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큐브인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상기 데이타 큐브 상에서 다차원 쿼리와 관계형 쿼리 중 적어도 하나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그 소스 데이타 타입이 형성 시간과 트레이닝 시간 중 하나에서 주어질 수 있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

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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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포넌트는 트레이닝되는 임의의 소스 구조와 무관한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된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데이타 소스는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관계형 데이타 소스 및 다차원 데이타 소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명시적인 컬럼 순으로 일관되게 다루어지

는 컬럼 바인딩(column binding)을 사용하여 트레이닝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예측 프로세스를 위해 임의의 데이타 소스를 취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데이타 소스는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프로세스는 상기 데이타 마이닝 확장을 사용하여 일어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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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큐브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고 트레이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임의의 데이타 마이닝 모델로부

터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상기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대한 입력으로서 다차원 표현식 쿼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관계형 쿼리를 다차원 확장 쿼리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네스트형 테이블(nested table)의 다차원 표현식으로서 세이핑된 쿼리(shaped query)를 재작성(rewrite)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이름만으로 바인딩하는 구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상기 다차원 표현식들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다차원 쿼리와 관계형 쿼리 둘 다일 수 있는 소스/데이타/쿼

리 엘리먼트들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9.

제1항의 시스템을 채용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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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차원 표현식 및 데이타 마이닝 확장은 MDX와 DMX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관계형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되고 OLAP 큐브 상의 예측에 적용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OLAP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되고 관계형 데이타 예측에 적용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

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OLAP 큐브의 데이타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MDX 표현식인 다차원 표현식과 DMX 확장인 데이타 마이닝 확장을 통합하는 스키마를 실행하여 OLAP 데이타 큐브의 데

이타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는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트레이닝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

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관계형 데이타 소스와 다차원 데이타 소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명시적인 컬럼 순으로 일관되게 다루어지

는 컬럼 바인딩을 사용하여 트레이닝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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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포넌트는 DMX를 사용한 예측 프로세스를 위해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임의의 데이타 소스를 취하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OLAP 큐브는 데이타 마이닝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트레이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임의의 데이타 마이닝 모델로

부터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DMX 확장에 대한 입력으로서 MDX 쿼리를 용이하게 하고, 상기 입력은 관계형 쿼리를 MDX 쿼리로 교

체하는 것, 네스트형 테이블의 MDX 표현식으로서 세이핑된 쿼리를 재작성하는 것, 이름으로만 바인딩하는 구문 중 적어

도 하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컴포넌트는 상기 다차원 표현식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다차원 쿼리와 관계형 쿼리 중 적어도 하나인 소스/데이타/쿼리

엘리먼트들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OLAP 큐브의 데이타를 마이닝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로

서,

상기 방법은,

상기 OLAP 큐브를 수신하는 단계; 및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대한 입력으로서 다차원 표현식을 제공하는 스키마를 사용하여 상기 OLAP 큐브에 대한 쿼리를 처

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쿼리는 MDX를 사용하여 형성된 다차원 쿼리와 관계형 쿼리 중 적어도 하나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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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다차원 표현식은 MDX에 의해 정의되고 상기 데이타 마이닝 확장은 DMX에 의해 정의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OLAP 큐브로부터 마이닝 모델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닝 모델의 타입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정의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마이닝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소스는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예측 프로세스를 위하여 마이닝 모델에 데이타 소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소스는 임

의의 것이고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관계형 쿼리를 MDX 쿼리로 교체함으로써, MDX 표현식인 다차원 표현식을 DMX 확장인 데이타 마이닝 확

장에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7.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SHAPE 쿼리를 MDX 쿼리로서 재작성함으로써, MDX 표현식인 상기 다차원 표현식을 DMX 확장인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8.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이름으로 바인딩하는 구문을 이용하여, MDX 표현식인 다차원 표현식을 DMX 확장인 데이타 마이닝 확장에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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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OLAP 큐브의 데이타 마이닝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DMX 확장들에 대한 입력으로서 MDX 표현식을 통합하는 쿼리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쿼리를 상기 OLAP 큐브에 대해 적용하여 마이닝 모델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마이닝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OLAP 큐브의 데이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임의의 데이타 소스로부터 상기 마이닝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소스는 관계형과 다차원형

중 하나인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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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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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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