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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 중에서 연관성 규칙은 여러 가지 연관성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항

목들 간에 연관성 유무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연관성 규칙 기법은 규칙의 생성 방향에 따라 정

과 부, 그리고 역의 연관성 규칙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상대적 인과 강도를 흥미도 측

도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연관성 규칙에 적용 가능한 지를 탐색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본적인 평가

측도 증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도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후항변수가 발생할

비율이 0.5 이상이면 Good이 제안한 측도 (RCSIJ1)가 Lewis가 제안한 측도 (RCSLR1) 보다 값의

변화폭이 더 크므로 RCSIJ1이 더 바람직한 측도가 되며, 그 비율이 0.5 미만이면 RCSLR1이 더 바

람직하다고할수있다.

주요용어: 데이터마이닝, 상대적인과강도, 연관성규칙, 인과강도, 흥미도측도.

1. 서론

빅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방식을 지칭하는 한편, 이를 통한 경제 측면에서

도 조망되어 왔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 가치의 창출은 국가 정책에서도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Kim과

Lee, 2016). 이러한 빅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은 대
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여러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Kang 등, 2012).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관성 규칙

(association rule)을 생성할 때 이용되는 규칙의 평가 기준인 흥미도 측도 (interestingness measure)를

분류하면 크게 객관적인 측도 (objective measure)와 주관적인 측도 (subjective measure)로 나누어진

다(Silberschatz와 Tuzhilin, 1996; Freitas, 1999). 이들 각각에 대한 대표 논문으로는 Hilderman과

Hamilton (2000)과 Bing 등 (2000)이 있다. 또한 Park (2015a)에 의하면 연관성 규칙의 생성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양의 규칙 (positive rule)은 특정 항목 X가 발생되면 다른 항

목 Y가 발생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음의 규칙 (negative rule)은 항목 X가 발생되면 항목 Y는

발생되지 않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역의 규칙 (inverse rule)은 항목 X가 발생되지 않으면 항목

Y가발생되지않는다는규칙을찾아내는것이다.

연관성 규칙의 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흥미도 측도에는 지지도 (support), 신뢰도 (confidence), 그리

고 향상도 (lift) 등이 있다 (Park, 2016). Park (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적인 측도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연관성 규칙을 찾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Silberschatz와 Tuzhilin, 1996; Tan 등, 2002; Ahn과 Kim, 2003; J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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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ark, 2014a; Park, 2014b; Park, 2015b; Park, 2015c). 이들연구에이어본논문에서는여러가

지 상대적 인과 강도 (relatively causal strength measures)를 흥미도 측도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연

관성 규칙에 적용 가능한 지를 탐색하는 동시에 기존의 측도인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도와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한다.

2. 상대적 인과 강도

Fitelson과 Hitchcock (2011)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상대적 인과 강도에 대해 확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인과 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측도에 대해 연관성

규칙에서 활용할 경우 어떤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를 알아보고 기본적인 연관성 평가 기준 중의 하나인

신뢰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ark (2015a)에서와 같이 연관성 규칙에서 이용하는

Table 2.1과같은분할표를이용하고자한다.

Table 2.1 2 × 2contingency table by proportions

Y
Total

1 0

X
1 a b a + b

0 c d c + d

Total a + c b + d n

Table 2.1에서 ‘1’은 발생을 의미하고 ‘0’은 비발생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나타나는 수식에 포함된

조건부확률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P (Y |X) = P (Y = 1|X = 1), P (Ȳ |X) = P (Y = 0|X = 1),

P (Y |X̄) = P (Y = 1|X = 0), P (Ȳ |X̄) = P (Y = 0|X = 0).

Table 2.1을이용하여상대적인과적강도를나타내는측도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RCSC =
P (Y |X)− P (Y |X̄)

P (Ȳ |X̄)
=

ad− bc

(a+ b)(c+ d)

/( d

c+ d

)
(2.1)

RCSLR1 =
P (Y |X)− P (Y |X̄)

P (Y |X) + P (Y |X̄)
=

ad− bc

(a+ b)(c+ d)

/( a

a+ b
+

c

c+ d

)
(2.2)

RCSLR2 =
P (Y |X)− P (Y |X̄)

P (Y |X)
=

ad− bc

(a+ b)(c+ d)

/( a

a+ b

)
(2.3)

RCSIJ1 =
P (Ȳ |X̄)− P (Ȳ |X)

P (Ȳ |X̄) + P (Ȳ |X)
=

ad− bc

(a+ b)(c+ d)

/( b

a+ b
+

d

c+ d

)
(2.4)

RCSIJ2 =
P (Ȳ |X̄)− P (Ȳ |X)

P (Ȳ |X̄)
=

ad− bc

(a+ b)(c+ d)

/( d

c+ d

)
(2.5)

식 (2.1)의 RCSC는 Cheng (1997)에 의해 제안된 측도이고, 식 (2.2)의 RCSLR1과 식 (2.3)의

RCSLR2는 Lewis (1986)에 의해 제안된 것이며, 식 (2.4)의 RCSIJ1과 식 (2.5)의 RCSIJ2는 Good

(1961, 1962)에 의해 제안된 측도이다. 또한 P (Y |X)는 양의 신뢰도를 의미하고, P (Ȳ |X̄)는 역의 신뢰

도이며, P (Y |X̄)와 P (Ȳ |X)는음의신뢰도를의미한다. 식 (2.5)의 RCSIJ2는식 (2.1)의 RCSC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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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측도들은절대적인과강도를나타내는측도들중의하나인 Eells (1991)가

제안한 CSE의수식으로나타낼수도있다.

CSE = P (Y |X)− P (Y |X̄) =
ad− bc

(a+ b)(c+ d)

측도 CSE는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여위험률 (attributable risk)과 같은 측도이며, Ahn과

Kim (2003)이 신뢰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순수 신뢰도 (net confidence)로 명명하여 연관성

규칙 분야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측도의 의미는 항목 X가 발생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항목

Y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면 이들 항목간의 관계는 적은 것을 의미한다. 각 상대적 인과 강도를 신뢰도

와 CSE와의관계식으로나타낼수있다.

RCSC =
CSE

P (Ȳ |X̄)

RCSLR1 =
CSE

P (Y |X) + P (Y |X̄)

RCSLR2 =
CSE

P (Y |X)

RCSIJ1 =
CSE

P (Ȳ |X) + P (Ȳ |X̄)

RCSIJ2 =
CSE

P (Ȳ |X̄)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RCSC는 역의 신뢰도에 대한 CSE의 상대적 크기, RCSLR1은 양과 음

의 신뢰도의 합에 대한 CSE의 상대적 크기, RCSLR2는 양의 신뢰도에 대한 CSE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RCSIJ1은 역과 음의 신뢰도의 합에 대한 CSE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또한

RCSIJ2는 역의 신뢰도에 대한 역의 순수 신뢰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지만 이는 결국 역의 신뢰도

에대한 CSE의상대적크기를의미하므로 RCSC와동일한측도이다.

3. 예제에 의한 고찰

본 절에서는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들의 변화하는 양상과 여러 유형의 신뢰도와의 비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연관성 평가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Park (2015a)의 실험과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

고자 한다. 먼저 i의 값이 증가하는 경우, 즉 동시 발생 빈도의 값과 동시 비 발생 빈도의 값이 증가하고

불일치빈도의값이감소하는경우인 Table 3.1의데이터에대해고려한다.

Table 3.1 Simulation data (1)

Y
Total

1 0

X
1 i 50 − i 50

0 30 − i i + 20 50

Total 30 70 100

Table 3.1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신뢰도와 상대적 인과 강도를 계산하면 Table 3.2의 결과를 얻는

다. 이 표에서 a는 동시 발생 빈도 n(X = 1, Y = 1), d는 동시 비 발생 빈도 n(X = 0, Y = 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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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는각각불일치빈도 n(X = 0, Y = 1)와 n(X = 1, Y = 0)을의미한다. a와 d가증가하고 b와 c가

감소하게 되면 양의 신뢰도 P (Y |X)와 역의 신뢰도 P (Ȳ |X̄), 그리고 CSE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음

의신뢰도인 P (Y |X̄)와 P (Ȳ |X)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상대적인과강도를나타내

는 측도들은 이 경우에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CSLR1은 분모인 양과 음

의 신뢰도의 합이 모든 사례에서 0.6으로 계산되었으므로 CSE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SLR2는 분모인 양의 신뢰도와 분자인 CSE의 값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폭의 차이로 인

하여증가하였다. RCSC는분모인역의신뢰도가증가하고분자인 CSE도동시에증가하나이또한증

가하는 폭이 분자가 더 크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SIJ1은 분모인 역과 음의 신뢰도의 합이

모든 사례에서 1.4로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CSE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상대적 측도들은

모두 양, 0, 그리고 음의 값 모두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 − bc의 값이 0이면 항목 간에는 연관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ad − bc의 값이 음이면 이들은 음의 값을 갖게 되어 항목 간에 음의 연관

성이 있으며, 그 값이 양이면 이들 측도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갖게 되어 양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 간들의 비교를 위해 각 측도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구간을 살펴

보면 RCSLR1과 RCSIJ1은 [−1, 1]의 범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측도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도

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RCSLR1과 RCSIJ1은식 (2.2)와식 (2.3)에

의해 그 절대값의 크기가 항상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반면에 RCSLR2는 P (Y |X) ≥ P (Y |X̄)이면

[0, 1]의 값을 취하고 그 반대이면 [−∞, 0]의 값을 취한다. 또한 RCSIJ2는 P (Ȳ |X̄) ≥ P (Ȳ |X)이

면 [0, 1]의 값을 취하고 그 반대이면 [−∞, 0]의 값을 취한다. 따라서 RCSLR1과 RCSIJ1의 두 측

도가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폭을 살펴보면 RCSIJ1에 비해

RCSLR1이 더 크므로 연관성 정도를 더 잘 구분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들 중

에서는 RCSLR1이보다바람직한측도라고생각된다.

Table 3.2 Comparison of relatively causal strength measures by data (1)

a b c d P (Y |X) P (Y |X̄) P (Ȳ |X) P (Ȳ |X̄) CSE RCSLR1 RCSLR2 RCSC RCSIJ1

1 49 29 21 0.020 0.580 0.980 0.420 -0.560 -0.933 -28.000 -1.333 -0.400

2 48 28 22 0.040 0.560 0.960 0.440 -0.520 -0.867 -13.000 -1.182 -0.371

3 47 27 23 0.060 0.540 0.940 0.460 -0.480 -0.800 -8.000 -1.043 -0.343

4 46 26 24 0.080 0.520 0.920 0.480 -0.440 -0.733 -5.500 -0.917 -0.314

5 45 25 25 0.100 0.500 0.900 0.500 -0.400 -0.667 -4.000 -0.800 -0.286

6 44 24 26 0.120 0.480 0.880 0.520 -0.360 -0.600 -3.000 -0.692 -0.257

7 43 23 27 0.140 0.460 0.860 0.540 -0.320 -0.533 -2.286 -0.593 -0.229

8 42 22 28 0.160 0.440 0.840 0.560 -0.280 -0.467 -1.750 -0.500 -0.200

9 41 21 29 0.180 0.420 0.820 0.580 -0.240 -0.400 -1.333 -0.414 -0.171

10 40 20 30 0.200 0.400 0.800 0.600 -0.200 -0.333 -1.000 -0.333 -0.143

11 39 19 31 0.220 0.380 0.780 0.620 -0.160 -0.267 -0.727 -0.258 -0.114

12 38 18 32 0.240 0.360 0.760 0.640 -0.120 -0.200 -0.500 -0.188 -0.086

13 37 17 33 0.260 0.340 0.740 0.660 -0.080 -0.133 -0.308 -0.121 -0.057

14 36 16 34 0.280 0.320 0.720 0.680 -0.040 -0.067 -0.143 -0.059 -0.029

15 35 15 35 0.300 0.300 0.700 0.7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 34 14 36 0.320 0.280 0.680 0.720 0.040 0.067 0.125 0.056 0.029

17 33 13 37 0.340 0.260 0.660 0.740 0.080 0.133 0.235 0.108 0.057

18 32 12 38 0.360 0.240 0.640 0.760 0.120 0.200 0.333 0.158 0.086

19 31 11 39 0.380 0.220 0.620 0.780 0.160 0.267 0.421 0.205 0.114

20 30 10 40 0.400 0.200 0.600 0.800 0.200 0.333 0.500 0.250 0.143

21 29 9 41 0.420 0.180 0.580 0.820 0.240 0.400 0.571 0.293 0.171

22 28 8 42 0.440 0.160 0.560 0.840 0.280 0.467 0.636 0.333 0.200

23 27 7 43 0.460 0.140 0.540 0.860 0.320 0.533 0.696 0.372 0.229

24 26 6 44 0.480 0.120 0.520 0.880 0.360 0.600 0.750 0.409 0.257

25 25 5 45 0.500 0.100 0.500 0.900 0.400 0.667 0.800 0.444 0.286

26 24 4 46 0.520 0.080 0.480 0.920 0.440 0.733 0.846 0.478 0.314

27 23 3 47 0.540 0.060 0.460 0.940 0.480 0.800 0.889 0.511 0.343

28 22 2 48 0.560 0.040 0.440 0.960 0.520 0.867 0.929 0.542 0.371

29 21 1 49 0.580 0.020 0.420 0.980 0.560 0.933 0.966 0.57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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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j의 값이 증가하는 경우, 즉 두 종류의 불일치 빈도의 값은 커지나 동시 발생 빈도 및 동시

비발생빈도의값은줄어드는경우를고려하고자한다.

Table 3.3 Simulation data (2)

Y
Total

1 0

X
1 50 − j j 50

0 j + 20 30 − j 50

Total 70 30 100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Table 3.3 이용하여 신뢰도와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들을 계산하면

Table 3.4의결과를얻는다.

Table 3.4 Comparison of relatively causal strength measures by data (2)

a b c d P (Y |X) P (Y |X̄) P (Ȳ |X) P (Ȳ |X̄) CSE RCSLR1 RCSLR2 RCSC RCSIJ1

49 1 21 29 0.980 0.420 0.020 0.580 0.560 0.400 0.571 0.966 0.933

48 2 22 28 0.960 0.440 0.040 0.560 0.520 0.371 0.542 0.929 0.867

47 3 23 27 0.940 0.460 0.060 0.540 0.480 0.343 0.511 0.889 0.800

46 4 24 26 0.920 0.480 0.080 0.520 0.440 0.314 0.478 0.846 0.733

45 5 25 25 0.900 0.500 0.100 0.500 0.400 0.286 0.444 0.800 0.667

44 6 26 24 0.880 0.520 0.120 0.480 0.360 0.257 0.409 0.750 0.600

43 7 27 23 0.860 0.540 0.140 0.460 0.320 0.229 0.372 0.696 0.533

42 8 28 22 0.840 0.560 0.160 0.440 0.280 0.200 0.333 0.636 0.467

41 9 29 21 0.820 0.580 0.180 0.420 0.240 0.171 0.293 0.571 0.400

40 10 30 20 0.800 0.600 0.200 0.400 0.200 0.143 0.250 0.500 0.333

39 11 31 19 0.780 0.620 0.220 0.380 0.160 0.114 0.205 0.421 0.267

38 12 32 18 0.760 0.640 0.240 0.360 0.120 0.086 0.158 0.333 0.200

37 13 33 17 0.740 0.660 0.260 0.340 0.080 0.057 0.108 0.235 0.133

36 14 34 16 0.720 0.680 0.280 0.320 0.040 0.029 0.056 0.125 0.067

35 15 35 15 0.700 0.700 0.300 0.300 0.000 0.000 0.000 0.000 0.000

34 16 36 14 0.680 0.720 0.320 0.280 -0.040 -0.029 -0.059 -0.143 -0.067

33 17 37 13 0.660 0.740 0.340 0.260 -0.080 -0.057 -0.121 -0.308 -0.133

32 18 38 12 0.640 0.760 0.360 0.240 -0.120 -0.086 -0.188 -0.500 -0.200

31 19 39 11 0.620 0.780 0.380 0.220 -0.160 -0.114 -0.258 -0.727 -0.267

30 20 40 10 0.600 0.800 0.400 0.200 -0.200 -0.143 -0.333 -1.000 -0.333

29 21 41 9 0.580 0.820 0.420 0.180 -0.240 -0.171 -0.414 -1.333 -0.400

28 22 42 8 0.560 0.840 0.440 0.160 -0.280 -0.200 -0.500 -1.750 -0.467

27 23 43 7 0.540 0.860 0.460 0.140 -0.320 -0.229 -0.593 -2.286 -0.533

26 24 44 6 0.520 0.880 0.480 0.120 -0.360 -0.257 -0.692 -3.000 -0.600

25 25 45 5 0.500 0.900 0.500 0.100 -0.400 -0.286 -0.800 -4.000 -0.667

24 26 46 4 0.480 0.920 0.520 0.080 -0.440 -0.314 -0.917 -5.500 -0.733

23 27 47 3 0.460 0.940 0.540 0.060 -0.480 -0.343 -1.043 -8.000 -0.800

22 28 48 2 0.440 0.960 0.560 0.040 -0.520 -0.371 -1.182 -13.000 -0.867

21 29 49 1 0.420 0.980 0.580 0.020 -0.560 -0.400 -1.333 -28.000 -0.933

Table 3.4에서 a, b, c, d는 Table 3.2에서와동일하게동시발생빈도,불일치빈도,동시비발생빈도

를 나타낸다. Table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일치 빈도인 b와 c가 증가하고 동시 발생 빈도 a와 동시

비 발생 빈도 d가 감소하게 되면 앞의 결과와 반대로 음의 신뢰도 P (Y |X̄)와 P (Ȳ |X)는 증가하고 양의

신뢰도 P (Y |X)와 역의 신뢰도 P (Ȳ |X̄), 그리고 CSE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

내는 측도들은 이 경우에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CSLR1은

분모인 양과 음의 신뢰도의 합이 모든 경우가 1.4로 계산되었으므로 CSE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RCSLR2는 분모인 양의 신뢰도와 분자인 CSE의 값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의

차이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RCSC는 분모인 역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분자인 CSE도 동시에 감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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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폭이 분자가 더 크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SIJ1은 분모인 역과 음의 신뢰도의 합이 모

든 경우에 0.6의 고정된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CSE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도 상대적 인과강도들은 모두 양, 0, 그리고 음의 값 모두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SLR1과

RCSIJ1은 [−1, 1]의 범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측도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도 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여러 측도 중에서 RCSLR1과 RCSIJ1이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는데, 이들의 변화하는 폭을 비교해보면 RCSLR1에 비해 RCSIJ1이 더 크므로 연관성 정도를 더 잘 구

분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들 중에서는 RCSIJ1이 더 바람직한 측도라고 생각

된다.

이에 추가하여 항목 X의 발생과 비 발생의 비, 그리고 Y의 발생과 비 발생의 비를 여러 가지로 다양

하게실험해보았는데, 그결과는위에서기술한것과동일하게나타났다.

4. 결론

최근 IT 분야의 화두는 단연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여

러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Kang

등, 20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 중의 하나인 연관성 규칙과 관련된 흥미

도 측도의 관점에서 상대적 인과 강도의 측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동시 발생 빈도와 동시 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불일치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양의 신뢰도와 역의 신뢰도, 증가하는 반면에 음의 신

뢰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인과 강도를 나타내는 측도들은 이 경우에 모두 증가

하였다. 또한 동시 발생 빈도와 동시 비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불일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상대적 인과 강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항변수가 발생할 비율이 0.5 이상이면

RCSIJ1이 RCSLR1보다 값의 변화폭이 더 크므로 RCSIJ1이 더 바람직한 측도가 되며, 그 비율이 0.5

미만이면 RCSLR1이더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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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techniques for analyzing big data, the association rule mining is a tech-

nique for searching for relationship between some items using various relevance evalua-

tion criteria. This associative rule scheme is based on the direction of rule creation, and

there are positive, negative, and inverse association ru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types of relatively causal strength measures to

the types of association ru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estingness measure. We als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s of confidence measures. As a result, if the

rate of occurrence of the posterior item is more than 0.5, the first measure (RCSIJ1)

proposed by Good (1961) is more preferable to the first measure (RCSLR1) proposed

by Lewis (1986) because the variation of the value is larger than that of RCSLR1, and

if the ratio is less than 0.5, RCSLR1is more preferable to RCSIJ1.

Keywords: Association rule, causal strength, data mining, interestingness measure,

relatively causal strength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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