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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k-means Clustering for Association 

Rule Using Measure of Association 

Keun-Woo Lee1) ․ Hee-Chang Park2)

Abstract

An association rule mining finds the relation among each items in 
massive volume database. In generating association rules, the researcher 
specifies the measurements randomly such as support, confidence and lift, 
and produces the rules. The rule is not produced if it is not suitable to 
the one any condition which is given value. For example, in case of a 
little small one than the value which a confidence value is specified but a 
support and lift's value is very high, this rule is meaningful rule. But 
association rule mining can not produce the meaningful rules in this case 
because it is not suitable to a given condition. Consequently, we creat 
insignificant error which is not selected to the meaningful rules. In this 
paper, we suggest clustering technique to association rule measures for 
finding effective association rules using measure of association.

keywords: Clustering; Coefficent of contingency; Confidence; K-means 
clustering; Lift; Support. 

1. 서론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현대 사회 및 자연 현상 속에서 산출되는 수많은 변수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성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극도로 비대해진 조직

간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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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고급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이미 알려져 있고 기대했던 정보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쉽게 드러

나지도 않는 정보까지 데이터 저장장치로부터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 하에 개념적인 

정보추출방법론인 데이터마이닝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란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

(information)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데, 날로 초고속화 되고 대용량화 되어 가는 

컴퓨터 시스템의 도움으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관성 규칙(association rule)은 데이터마이닝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 중의 하나

이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두 품목

간의 관계를 명확히 수치화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품목간의 관련성을 표시하여 주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관성 규칙은 Agrawal 등(1993)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

구되고 있다(Agrawal 등(1994), Cheung 등(1996), Park 등(1995), Sergey 등(1997), 

Toivonen(1996), Saygin 등(2002) 등). 또한 연관성 규칙의 국내 연구로는 박희창과 

조광현(2006a, 2006b)은 잠재 변수를 이용한 연관성 규칙의 발견 및 선행 변수의 발견

을 위하여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였고, 조광현과 박희창(2006)은 산업 폐기물 데이터 

분석에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항목간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규칙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품목들 사

이의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를 바탕으로 관련성 여부를 측

정한다. 일반적으로 연관성 규칙 생성 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값으로 규칙을 생

성하고 있다. 이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값은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고 있어 어

느 한 값이라도 지정된 값에 미치지 못하면 규칙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는 세 가지 

연관성 측도 중 어느 두 연관성 측도의 값은 지정된 값보다 상당히 높으나, 하나의 

연관성 측도의 값이 지정된 값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최소지지도를 10, 최소신뢰도를 80, 향상도를 1로 지정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

성할 경우, 어떤 규칙의 연관성 측도의 계산 결과가 최소지지도가 20, 최소신뢰도가 

79, 향상도가 1.5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 규칙은 지정된 최소신뢰도가 80이 되지 못

하므로 의미 있는 규칙으로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규칙은 지지도와 향상

도가 매우 높고, 신뢰도는 지정된 신뢰도보다는 낮으나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의미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연관성 기준에 의해 생성된 규칙을 군집화 함으로써, 기존의 연

관성 규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연관성 규칙의 군집화에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뿐만 아니라 연관성 측도 중 

하나인 분할계수(coefficent of contingency)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의 누

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고, 3절에서는 적용 방안에 대하

여 기술하며, 4절에서 실제 자료에 대한 적용 사례를 제시한 후, 5절에서 결론을 다루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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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인 연관성 규칙, 분할계수,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1 연관성 규칙

연관성 규칙은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둘이상의 품목들의 경향을 파

악해서 상호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항목간의 관

련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특정의 아이템 집합에서 특정 아이템의 거래가 발생

하면 다른 특정 아이템 집합의 특정 아이템의 거래가 발생하는 현상을 연관성

(association)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석을 데이터마이닝 기법

에서 연관성 분석(association analysis) 또는 연관성 규칙 발견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동시에 구매한 장바구니를 살펴봄으로써 

거래되는 상품들의 관계를 발견하거나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 한다. 

연관성 규칙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등이 있다. 지지도는 항

목 집합 A와 항목 집합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A⇒B) = P (A∩B)×100                       (2.1)

신뢰도는 항목 집합 A가 포함된 거래 비율 중 항목 집합 A와 항목 집합 B가 동시

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A⇒B) = P ( B | A )×100                         (2.2)

향상도는 항목 집합 A를 구매한 경우 그 거래가 항목 집합 B를 포함하는 경우와 

항목 집합 B가 임의로 구매되는 경우의 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A⇒B) =
P ( B | A )
P (B)

                          (2.3)

일반적으로 향상도의 값이 1이상인 경우에 의미 있는 연관성 규칙으로 생각되어진

다.

2.2 분할계수

연속적인 값들을 갖는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로서 측정할 수 있는데 반

해, 분할표에서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연관성 측도라고 부른다. 연관성 측도에는 

앞에서 설명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뿐만 아니라 분할계수 등의 여러 가지 측도가 

있다. 분할계수는 분할표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측도로서 이론적으로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같지만 두 변수가 완전한 연관을 갖는다 해도 항상 1의 값을 갖지

는 않는다. 분할계수 P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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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χ 2

χ 2+n
                                (2.4)

여기서 χ 2은 r×c 분할표에서의 카이제곱 통계량 값이며, r은 행범주의 수이며 c

는 열범주의 수를 의미한다. 분할 계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아래 식과 같다.

0≤P≤
(m-1)

m
                         (2.5)

여기서 m=min(r, c)이다.  

2.3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관찰대상 집단을 유사성(상사성)을 바탕으로 동질

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쓰이는 기법으로 데이터의 물리적 혹은 추상적인 객체를 

유사한 객체군으로 묶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군집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집의 수와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을 두지 않는다. 단지 데이터들 간의 유사

성 또는 거리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군집을 찾아가는 아주 원시적이며 탐색적인 통

계기법이다. 군집이 형성되면, 형성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유사성의 측정은 개체의 특성에 대한 측정치들을 거리로 환산하여 측정하게 되며,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민코우스키 거리(Minkowski 

distance) 등 네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

음의 식과 같다.

 d ij= (X i-X j)'(X i-X j)                     (2.6)

군집화 방법에는 계층적인 방법과 비계층적인 방법이 있다. 계층적인 방법에는 최

단 연결법(single linkage method), 최장 연결법(complete linkage method), 평균 연결

법(average linkage method), 중심 연결법(centroid linkage method), 중위수 연결법

(median linkage method), 그리고 Ward의 방법 등이 있고 비계층적인 방법에는 분할 

군집법, 계층적 군집법, 밀도에 의한 군집법, 그리드에 의한 군집법, 모형에 의한 군집

법 등이 있으며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적용 방안

일반적으로 연관성 규칙의 적용 결과 수많은 규칙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발견

된 규칙들 중에서 실제로 유용한 규칙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최소 제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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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주어진 주관적 기준 값에 의하여 근소한 차이로 누락된 규칙은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알고리즘에서 각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수

치화된 측도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관련성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

는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규칙을 생성하므로 어느 한 값이라도 주어진 조건에 맞

지 않으면 규칙이 생성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이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고, 생성된 연관성 규칙

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및 분할계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군집분석

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분

할계수는 연관성 측도의 하나로 서열자료와 명목자료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용함으로

써 행태적 해석이 가능하며, 카이스퀘어 통계량에 기반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군집의 누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연관성 측도의 군집화를 통한 연관성 규칙 발견의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연관성 규칙의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최소지지도와 

최소신뢰도 및 향상도를 현저히 낮게 주어서 거의 모든 연관성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

다. 이어서 발견된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및 분할계수에 대한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군집을 선별함으로써 기존 방법의 연관성 규칙에서는 발견

할 수 없었던 추가적으로 도출된 규칙만을 선별하여 기존 방법의 연관성 규칙에 의미 

있는 추가 규칙으로 선택하게 되며,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변수선정 :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기 위하여 전항변수와 후항변수를 선정한

다. 

[단계 2] 자료 변환 : 연관성 규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변환한다. 

[단계 3] 후항변수와 전항변수 개수 결정 :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항변수와 전항변수의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변수의 개수가 적으면 연관성 규

칙 모형의 정확도는 증가하나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고, 전항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은 규칙을 생성하나 연관성 규칙 모형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단계 4] 최소지지도, 최소신뢰도, 향상도 결정 : 연관성 규칙 생성에 있어 최소지지

도와 최소신뢰도 및 향상도를 결정해야 한다. 본 단계에서는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에 

대한 모든 규칙을 생성하기 위하여 최소지지도와 최소신뢰도를 아주 낮은 값으로 지

정하며, 향상도를 1로 지정한다.

[단계 5] 규칙생성 : 연관성 규칙을 생성한다.

[단계 6] 군집분석의 변수 선정 : 연관성 규칙에서 생성된 규칙에 대한 지지도, 신

뢰도, 향상도 및 분할계수를 군집분석에 사용할 변수로 지정한다.

[단계 7] k-평균 군집분석 실시 : 군집의 특성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군집을 도출하

기 위하여 2에서 10개의 군집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행한다.

[단계 8] 군집 비교 : 2에서 10개의 군집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각각의 

군집의 결과를 비교한다.

[단계 9] 군집의 수 결정 : 군집의 결과가 가장 확연하게 구분되는 군집의 수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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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의미 있는 군집 발견 : 군집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

도를 살펴보고 의미 있는 군집을 발견한다.

[단계 11] 연관성 규칙 발견 : 발견된 군집을 바탕으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한다. 이

때 [단계 10]에서 발견된 군집의 모든 연관성 규칙들을 의미 있는 연관성 규칙으로 

선택한다.

변수  선정

자료 변환

후항변수와 전항변수 개수 결정

최소지지도, 최소신뢰도, 향상도 결정

군집분석의 변수 선정

k-평균 군집분석 실시

군집 비교

군집의 수 결정

의미있는 군집 발견

연관성 규칙 발견

<그림 1> 연관성 측도의 군집화 알고리즘

4. 적용 사례

본 절에서는 연관성 규칙의 군집화에 관한 적용 사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조사된 2001년도 경상남도 사회지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

다. 전체 문항 중 보건⋅환경 관련 10문항과 인구통계학적관련 8문항의 총 18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데이터는 9,999개이다(박희창과 조광현, 

2006a).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관성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이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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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관성 기준값에 대한 군집화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

관성 규칙의 방식으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면 <표 1>과 같다. 연관성 규칙을 도출

하기 위하여 최소지지도를 10, 최소신뢰도를 70, 향상도를 1로 지정하여 규칙을 생성

하였다. 

<표 1> 기존 방법에 의한 연관성 규칙의 도출 결과

규칙 후항값 전항값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1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48 1.09

2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76 1.08

3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0.29 1.12

4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8.62 1.07

5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7.11 1.04

6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4.28 1.08

7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1.76 1.00

8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8.10 1.00

9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42.44 75.33 1.18

10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1.26 1.00

11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2.88 1.00

12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3.83 1.00

13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2.02 1.11

14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1.84 1.09

15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65 1.11

16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0.21 1.09

17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52 1.07

18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2.96 1.07

19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1.78 1.00

20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01 1.00

21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59 1.00

22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7.60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된 최소지지도, 최소신뢰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연

관성 규칙을 생성한 결과 총 22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관성 

측도에 대한 군집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연관성 규칙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기

준값을 아주 작은 값인 최소지지도를 1, 최소신뢰도를 10, 향상도를 1로 지정하였다. 

생성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8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 <표 3>에

서 생성된 규칙에 대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2에서 10개로 실시하였으며, 각 군집의 결과

를 비교하였을 때, 군집의 수가 3일 때 군집의 속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군집의 

수가 3일 때의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지지도 값, 신뢰도 값, 향상도 값이 높은 군집은 군집 2, 군집 

3이며, 군집 1은 군집 2, 군집 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분할계수값이 나오고 있으

므로 의미 있는 군집을 군집 2와 군집 3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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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집의 수가 3일 때의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

군집
속성 군집 1 군집 2 군집 3

지지도 88.46 66.62 35.35

신뢰도 56.69 76.15 66.22

향상도 1.01 1.10 1.05

분할계수 0.02 0.21 0.04

규칙 수 11개 8개 19개

<표 3> 모든 연관성 규칙의 도출 결과 

규칙 후항값 전항값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분할계수

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시군명 = 군지역 19.75 66.98 1.05 0.03

2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학력 = 고졸이하 24.56 41.61 1.19 0.08

3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43.40 1.04 0.02

4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48 1.09 0.07

5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76 1.08 0.06

6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0.29 1.12 0.11

7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8.62 1.07 0.07

8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7.11 1.04 0.04

9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4.28 1.08 0.09

10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38.15 1.09 0.05

11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37.17 1.07 0.07

12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직업 = 가정주부 94.63 34.93 1.00 0.02

13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64.16 1.00 0.01

14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1.76 1.00 0.01

15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8.10 1.00 0.01

16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42.44 42.74 1.03 0.02

17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42.44 75.33 1.18 0.20

18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41.20 1.00 0.01

19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결혼유무 = 미혼 78.75 42.89 1.03 0.06

20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41.58 1.00 0.01

2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성별 = 남성 54.61 67.49 1.06 0.09

22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64.38 1.00 0.00

23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1.26 1.00 0.01

24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2.88 1.00 0.01

25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3.83 1.00 0.01

26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결혼유무 = 미혼 78.75 67.64 1.06 0.16

27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2.02 1.11 0.23

28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1.84 1.09 0.19

29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65 1.11 0.25

30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0.21 1.09 0.23

31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52 1.07 0.19

32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2.96 1.07 0.19

33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64.36 1.00 0.01

34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65.43 1.00 0.01

35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1.78 1.00 0.02

36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01 1.00 0.00

37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59 1.00 0.01

38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7.60 1.0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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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각 군집에 대한 연관성 규칙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1>에서는 지정

된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였을 때는 총 

22개의 규칙이 생성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는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7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본 절에

서 제시된 방법에 의한 규칙 결과 중 <표 1>의 총 22개의 규칙 중 18개가 포함되었

고 4개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개의 규칙이 더 발견되었다.

<표 4> 의미 있는 연관성 규칙 결과

규칙 후항값 전항값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분할계수

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시군명 = 군지역 19.75 66.98 1.05 0.03

2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학력 = 고졸이하 24.56 41.61 1.19 0.08

3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43.40 1.04 0.02

4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48 1.09 0.07

5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0.76 1.08 0.06

6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0.29 1.12 0.11

7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8.62 1.07 0.07

8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77.11 1.04 0.04

9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84.28 1.08 0.09

10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38.15 1.09 0.05

11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64.16 1.00 0.01

12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1.76 1.00 0.01

13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8.10 1.00 0.01

14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42.44 42.74 1.03 0.02

15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42.44 75.33 1.18 0.20

16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성별 = 남성 54.61 67.49 1.06 0.09

17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64.38 1.00 0.00

18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1.26 1.00 0.01

19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2.88 1.00 0.01

20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성별 = 남성 54.61 73.83 1.00 0.01

2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결혼유무 = 미혼 78.75 67.64 1.06 0.16

22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2.02 1.11 0.23

23 지역의 토양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1.84 1.09 0.19

24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65 1.11 0.25

25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0.21 1.09 0.23

26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52 1.07 0.19

27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82.96 1.07 0.19

<표 5>는 본 절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도출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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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가적으로 도출된 규칙

규칙 후항값 전항값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분할계수

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시군명 = 군지역 19.75 66.98 1.05 0.03

2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학력 = 고졸이하 24.56 41.61 1.19 0.08

3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 보통이하 학력 = 고졸이하 24.56 43.40 1.04 0.02

10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 = 체육활동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38.15 1.09 0.05

13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주관적 사회계층 = 중류층 이하 34.99 78.10 1.00 0.01

16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성별 = 남성 54.61 67.49 1.06 0.09

21 주관적 건강상태 = 허약 결혼유무 = 미혼 78.75 67.64 1.06 0.16

22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2.02 1.11 0.23

26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조사지역 = 상가, 공업, 주거지역 68.63 79.52 1.07 0.19

<표 5>를 살펴보면, 지정된 최소 신뢰도인 70보다는 다소 낮으나, 지정된 최소 지

지도가 10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분할계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본 절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추가로 도출된 규칙들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기존 방법에 의해 연관성 규칙을 도출할 경우 위의 9가지 규칙을 

도출할 수 없으며, 기존 방법에 의한 연관성 규칙 발견 보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연

관성 기준값 및 분할계수에 대한 군집화 방법에 의한 연관성 규칙 발견이 더욱더 의

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방법의 결과에서 나타났지만 본 논문에서의 방

법에서 나타나지 않은 4개의 규칙을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지지도 

및 신뢰도의 값은 월등히 높으나 분할계수의 값이 상당히 작아서 다른 군집으로 분류

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분할계수를 포함한 군집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규칙

규칙 후항값 전항값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분할계수

1 지역의 상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1.78 1.00 0.02

2 지역의 소음진동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01 1.00 0.00

3 지역의 악취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3.59 1.00 0.01

4 지역의 하수도 환경오염도 = 보통이하 직업 = 가정주부 94.63 77.60 1.00 0.02

따라서 기존 방법의 연관성 규칙 생성 결과에 <표 5>에서와 같이 연관성 기준값 

및 분할계수에 대한 군집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견된 규칙을 추가하여 모두가 의

미 있는 규칙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연관성 규칙 생성 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값으로 규칙을 생성하

고 있다. 이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값은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고 있어 어느 

한 값이라도 지정된 값에 미치지 못하면 규칙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는 세 가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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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도 중 어느 두 연관성 측도의 값은 지정된 값보다 상당히 높으나, 하나의 연관

성 측도의 값이 지정된 값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지도와 향상도 값은 매우 높으나 신뢰도 값이 지정된 값보다 조금 작을 경우 

이 규칙은 의미 있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관성 규칙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아 규칙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의미 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관성 기준값 및 분할계수를 군집화 하여 기존의 연관성 규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연관성 규칙에서는 도

출된 연관성 규칙의 연관성 측도값들만 알 수 있는 반면 연관성 규칙 발견을 위한 군

집분석의 적용에서는 연관성 규칙의 모든 결과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관성 측도값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최소지지도, 최소신뢰도, 향상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의 대상 측도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분할계수 만을 고려

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연관성 규칙 측도에 대한 군집화 연구가 필요하고, 군집화 방

법 또한 다양하게 적용해볼 필요가 있으며, 군집의 수 제시 후 나타난 군집에서 어느 

군집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변수의 항목이 많은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

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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