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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관성 규칙 기법은 대용량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수치화 하는 것으로 데

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관성 규칙을 탐사하기 위한 연관성 규칙

평가기준에는지지도,신뢰도,향상도등이있다.이들중에서가장중심이되는신뢰도는비대칭적

측도일 뿐만 아니라 항상 양의 값만을 취하고 있어서 항목 간에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확률적 흥미도 측도 기반, 특히

주변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성 측도를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

다. 예제에 의한 비교를 통하여 Yule과 Michael의 유사성 계수와 Pearson의 파이 계수는 신뢰도와

동일하게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부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연관성의 방향도 알

수 있었으나, 카이 제곱 통계량 기반 측도들은 항상 양의 값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뢰도와는

변화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신뢰도, 연관성 규칙, 유사성 측도, 지지도, 향상도, 확률적 흥미도 측도.

1. 서론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연관성 규칙,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클러스터링, 유전자 알고리즘, 베이

지안 네트워크 등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마케팅,

제조업 및 보험업, 그리고 의료 및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중에서연관성규칙은하나의거래나사건에포함되어있는둘이상의항목들의경향을파악해서상호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항목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연관성 규칙은 각 항목간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규칙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들 사이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바탕으로 관련성 여부를 측정한다. 연관성 규칙은 탐색적이며, 비목적성 분석이며,

기존의 데이터를 특별한 변형 없이 계산에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품

목간의 관계를 명확히 수치화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품목간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Cho와 Park, 2011).

연관성 규칙에 관한 연구는 Agrawal 등 (1993)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

행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Han과 Fu (1995, 1999), Srikant 등 (1997), Cai 등 (1998), Liu 등 (1999)

의제약조건을가지는항목으로구성된트랜잭션데이터베이스에서빈발항목을찾는연구가있으며,

Agrawal과 Srikant (1994), Park 등 (1995), Bayardo (1998), Pasquier 등 (1999), Han 등 (2000), 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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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0), Toivonen (1996) 등의 연관성규칙 생성에 대한 수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있다.

또한 연관성 규칙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Cho와 Park (2011), Lim 등 (2010), Park (2010a, 2010b,

2011a, 2011b, 2011c) 등이 있다 (Park, 2010a).

일반적인 연관성 규칙 생성과정은 먼저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지지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빈발항

목집합을 생성한 후 이들에 대해 최저 신뢰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을 연관성 규칙으로 채택하게

된다 (Park, 2011a). 이 때 규칙 생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뢰도는 전항과 후항이 바뀌

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지는 비대칭적 측도가 되는 동시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신뢰도의

크기로는 양의 연관성 있는지, 아니면 음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Warrens (2008)에 의해 정리된 주변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확률적 흥미도 측도

(probabilistic interestingness measures; PIM)를 이용한 유사성 측도에 대해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서의 적용 가능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Orchard (1975)는 이러한 PIM을 이용한 Boolean Analyzer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Imberman 등 (2001)이 머리 외상 데이터에 이를 적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성한 바 있다. 논문의 2절에서는 주변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을 소개한

다. 3절에서는 구체적인 예제를 통하여 기존의 연관성 규칙 평가 기준과 본 논문에서 고려한 유사성

측도와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 측도의 유용성을 살펴본 후, 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PIM 기반 유사성 측도

기존의 연관성 규칙의 평가기준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등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Table 2.1

과 같은 분할표를 고려한다.

Table 2.1 2 × 2 contingency table

B
Total

1 0

A
1 n11 n10 n1+

0 n01 n00 n0+

Total n+1 n+0 n

지지도 S(A ⇒ B)는 항목 집합 A와 항목 집합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의 비율로 S(A ⇒ B) =

n11/n으로 계산된다. 신뢰도 C(A ⇒ B)는 항목 집합 A가 포함된 거래 비율 중 항목 집합 A와 항목

집합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 (conf)을 의미하며, n11/n1+이 된다. 신뢰도 C(A ⇒ B)에서

전항과 후항을 바꾸어 계산되는 신뢰도 C(B ⇒ A)는 항목 집합 B가 포함된 거래 비율 중 항목 집합

A와 항목 집합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 (conf2)을 의미하며, n11/n+1이 된다. 마지막으로

향상도 L(A ⇒ B)는 항목 집합 A를 구매한 경우 그 거래가 항목 집합 A를 포함하는 경우와 항목

집합 B가 임의로 구매되는 경우의 비를 의미하며, n11 · n/(n1+ · n+1)로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PIM 기반 유사성 측도 중에서 원래의 공식에서 주변비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한다고 해도 수식을 카이제곱으로 나타낸 후에는 주변비율 (marginal proportion; mp)이 존재하지

않는 유사성 측도를 주변비율이 없는 PIM 기반 유사성 측도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Warrens (2008)

에 의해 정리된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Table 2.1의 각 항을 총도수로

나누어서 다시 작성하면 Table 2.2와 같다. 특히 주변비율이 없는 PIM 기반 유사성 측도는 기존의

연관규칙 평가 기준과는 달리 교차표의 모든 항을 고려하여 ad-bc의 값에 대한 크기를 이용하여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측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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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2 × 2 contingency table by proportions

B
Total

1 0

A
1 a b p1

0 c d q1
Total p2 q2 1

이 표에서 각 항은 a = P (A ∩ B), b = P (A ∩ Bc), c = P (Ac ∩ B), d = P (Ac ∩ Bc), p1 = a + b,

q1 = c+ d, p2 = a+ c, 그리고 q2 = b+ d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PI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IM = n2(ad− bc) (2.1)

여기서 a와 d는 A, B 두 항목이 모두 발생하거나 두 항목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을 나타내

므로 두 항목의 연관성의 방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와 c는 A, B 두 항목 중에서 하나는

발생하고다른하나는발생하지않는경우의비율을의미하므로두항목의연관성의방향이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d − bc의 값이 양이면 정(+)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음의 값을

취하면부(-)의연관성이있다고할수있으며,그값이클수록연관성강도가더강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 PIM은 연관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서 연관 정도의 순위까지도 알 수

있다. Table 2.2에서 항목 A와 항목 B가 서로 독립이면 PIM이 0이 되어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항목 A와 B가 독립이 아니면 PIM이 0이 아닌 값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연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2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나타내면 식 (2.1)과

같다.

χ2 =
n(ad− bc)2

p1p2q1q2
(2.2)

Warrens (2008)가정리한바와같이주변비율을고려하지않는 PIM기반유사성측도에는 Doolit-

tle (1885)와 Pearson (1926)의 sDoo , Yule (1900)과 Montgomery와 Crittenden (1977)의 sYule1 ,

Yule(1912)과 Pearson과 Heron(1913)의파이계수 sPhi , Michael (1920)의 sMich등이있으며,이들을

Table 2.2를이용하여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이들측도들은기존의연관규칙평가기준과는

달리 교차표의 모든 항을 고려한 PIM의 값을 이용하여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측도이며, 특히

sYule1는 Q 계수로 많이 알려져 있다.

sDoo =
(ad− bc)2

p1p2q1q2
=

χ2

n
(2.3)

sYule1 =
ad− bc

ad+ bc
(2.4)

sPhi =
ad− bc

√
p1p2q1q2

= ±

√
χ2

n
(2.5)

sMich =
4(ad− bc)

(a+ d)2 + (b+ c)2
(2.6)

카이 제곱 통계량과 sDoo는 ad와 bc의 값의 차이가 크게 날수록, 즉 연관성 강도가 강할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두 측도는 PIM을 제곱한 값을 측도의 계산에 고려하므로 연관

성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 두 측도를 신뢰도값 conf와 conf2와 비교하여 설명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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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므로 이들 측도를 이용해서는 신뢰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동시에 신뢰도를 보완한 측

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측도 SDoo를 제외한 나머지 측도들에 대해 Piatetsky-Shapiro (1991)가

제안한 흥미도 측도의 세 가지 조건만족 여부를 조사해보면 먼저 식 (2.3), (2.4), 그리고 (2.5)로부터

P (A∩B) = P (A)P (B)이면각식들의분자가 0이되므로측도 sYule1 , sPhi , sMich의값은모두 0이된

다. 그리고 p1이 증가한다는 것은 a 또는 b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 측도들의 분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분자는 감소하게 되므로 sYule1 , sPhi , sMich는 p1의 값에 따라 단조 감소한다. 또한 먼저 p2가

증가한다는 것은 a 또는 c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 측도들의 분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분자는

감소하게 되므로 sYule1 , sPhi , sMich는 p2의 값에 따라 단조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P (X ∩ Y )의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a가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식 (2.3), (2.4), 그리고 (2.5)로부터 a가 증가하면 측도

sYule1 , sPhi , sMich의 값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예제를 통한 유용성 고찰

본 절에서는 예제를 통하여 조건부 확률에 의한 대칭 유사성 측도들의 유용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목 집합 A, B에 대해 Park (2011a)에서와 같이 가정하였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트랜잭션의 수 (t)를 100명으로 하고, 항목 집합 A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상 (1) 구매한 사람 수와 특정금액 미만 (0)을 구매한 사람 수를 각각 50명으로 하였다. 또한

항목 집합 B를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특정 방법 (예 : 현금)으로 결제 (1)한 사람 수를 30명으로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결제 (0)한 사람의 수를 70명으로 하였다. 항목 집합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빈도

수, 즉 특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정방법으로 결제한 빈도수는 h명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1과 같다. 여기서 동시발생빈도 h의 정수 값 범위는 0 ≤ h ≤ 30이다.

Table 3.1 Simulation data (1)

B
Total

1 0

A
1 h 50 − h 50

0 30 − h h + 20 50

Total 30 70 100

Table 3.1을 이용하여 동시발생비율 a의 변화에 따라 계산된 유사성 측도들과 지지도 및 신뢰도를

미니탭 16에 의하여 계산한 후, 그 일부를 나타내면 Table 3.2와 같다. 여기서 a, b, c, d는 Table 2.2

에서의 각 셀을 의미하고, nu는 ad− bc, supp는 지지도, lift는 향상도, 그리고 신뢰도 conf 및 conf2

는전항변수가각각 A와 B인신뢰도를의미한다.이표를살펴보면동시발생비율 a의값이증가함에

따라 supp와 lift, 그리고 conf 및 conf2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인 sYule1 , sPhi , sMich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측도 chi 및 sDoo는 PIM의 제곱의 형태로

식이 나타나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측도 chi 및 sDoo는 각각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반면에, 측도 sYule1 , sPhi그리고 sMich는 각각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카이 제곱 통계량 기반 측도인 chi 및 sDoo는 항상 양의 값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시발생비율 a가

증가함에따라기존의연관성평가기준들이모두증가함에도불구하고감소하다가증가하는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IM 기반 유

사성 측도인 sYule1 , sPhi , sMich는 모두 a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연관성 평가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관성의 방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관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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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연관성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매우 바람직한 연관성 규칙 평가기준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한편, PIM 기반 유사성 측도인 sYule1 , sPhi , sMich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표에서는 sYule1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른 측도들에 비해 a가 증가함에

따라 측도 sYule1이 변화하는 폭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nu의 값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의 폭은 sYule1 , sMich , sPhi의 순으로 sYule1이 가장 크며, 이 측도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1과 1에 가까운 값이 되어서 연관성의 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Table 3.2 Variation of PIM based similarity measures without mp by Table 3.1

a b c d supp conf conf2 lift nu nu2 chi s
Doo

s
Yule1

s
Phi

s
Mich

0.11 0.39 0.19 0.31 0.110 0.220 0.367 0.440 -0.040 0.0016 3.0476 0.0305 -0.3697 -0.1746 -0.3120

0.12 0.38 0.18 0.32 0.120 0.240 0.400 0.480 -0.030 0.0009 1.7143 0.0171 -0.2809 -0.1309 -0.2366

0.13 0.37 0.17 0.33 0.130 0.260 0.433 0.520 -0.020 0.0004 0.7619 0.0076 -0.1890 -0.0873 -0.1590

0.14 0.36 0.16 0.34 0.140 0.280 0.467 0.560 -0.010 0.0001 0.1905 0.0019 -0.0951 -0.0436 -0.0799

0.15 0.35 0.15 0.35 0.150 0.300 0.500 0.6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16 0.34 0.14 0.36 0.160 0.320 0.533 0.640 0.010 0.0001 0.1905 0.0019 0.0951 0.0436 0.0799

0.17 0.33 0.13 0.37 0.170 0.340 0.567 0.680 0.020 0.0004 0.7619 0.0076 0.1890 0.0873 0.1590

0.18 0.32 0.12 0.38 0.180 0.360 0.600 0.720 0.030 0.0009 1.7143 0.0171 0.2809 0.1309 0.2366

0.19 0.31 0.11 0.39 0.190 0.380 0.633 0.760 0.040 0.0016 3.0476 0.0305 0.3697 0.1746 0.3120

0.20 0.30 0.10 0.40 0.200 0.400 0.667 0.800 0.050 0.0025 4.7619 0.0476 0.4545 0.2182 0.3846

0.21 0.29 0.09 0.41 0.210 0.420 0.700 0.840 0.060 0.0036 6.8571 0.0686 0.5348 0.2619 0.4539

0.22 0.28 0.08 0.42 0.220 0.440 0.733 0.880 0.070 0.0049 9.3333 0.0933 0.6098 0.3055 0.5193

0.23 0.27 0.07 0.43 0.230 0.460 0.767 0.920 0.080 0.0064 12.1905 0.1219 0.6791 0.3491 0.5806

0.24 0.26 0.06 0.44 0.240 0.480 0.800 0.960 0.090 0.0081 15.4286 0.1543 0.7426 0.3928 0.6374

0.25 0.25 0.05 0.45 0.250 0.500 0.833 1.000 0.100 0.0100 19.0476 0.1905 0.8000 0.4364 0.6897

0.26 0.24 0.04 0.46 0.260 0.520 0.867 1.040 0.110 0.0121 23.0476 0.2305 0.8514 0.4801 0.7373

0.27 0.23 0.03 0.47 0.270 0.540 0.900 1.080 0.120 0.0144 27.4286 0.2743 0.8969 0.5237 0.7802

0.28 0.22 0.02 0.48 0.280 0.560 0.933 1.120 0.130 0.0169 32.1905 0.3219 0.9366 0.5674 0.8186

0.29 0.21 0.01 0.49 0.290 0.580 0.967 1.160 0.140 0.0196 37.3333 0.3733 0.9709 0.6110 0.8526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사성 측도들의 유용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이번에는 Table 3.3과 같이

불일치 빈도 i의 값의 변화함에 따라 각각의 측도들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Table 3.4에 나타내었다.

Table 3.3 Simulation data (2)

B
Total

1 0

A
1 50 − i i 80

0 i + 20 30 − i 20

Total 70 30 100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일치비율 b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supp와 lift, conf 및 conf2모두가

감소하고 있으며, nu와 PIM 기반 유사성 측도 sYule1 , sPhi , sMich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카이제곱

통계량기반유사성측도 chi및 sDoo는 PIM의제곱의형태로식이나타나므로감소하다가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표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카이제곱 통계량 기반 유사성 측도 chi 및

sDoo는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반면에,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은 모두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은 모두 b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연관성 평가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

관성의 방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b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nu의 값이 감소하고 있으며, PIM 기반 유사성 측도의 변화폭은 sYule1 , sMich , sPhi의

순으로 sYule1이 가장 크고, 또한 측도 sYule1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1과 -1에 가까운 값이 되어서

이 값만으로 연관성의 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sYule1이 가장 바람직한 측도라고 생각된다.

한편, 불일치비율 P (Ā∩B)의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유사성 측도들을 계산해 보았는데, Table 3.4

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일치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supp와 lift, conf 및 conf2모두가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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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Variation of PIM based similarity measures without mp by Table 3.3

a b c d supp conf conf2 lift nu nu2 chi s
Doo

s
Yule1

s
Phi

s
Mich

0.39 0.11 0.31 0.19 0.390 0.780 0.557 1.114 0.04 0.0016 3.0476 0.0305 0.3697 0.1746 0.3120

0.38 0.12 0.32 0.18 0.380 0.760 0.543 1.086 0.03 0.0009 1.7143 0.0171 0.2809 0.1309 0.2366

0.37 0.13 0.33 0.17 0.370 0.740 0.529 1.057 0.02 0.0004 0.7619 0.0076 0.1890 0.0873 0.1590

0.36 0.14 0.34 0.16 0.360 0.720 0.514 1.029 0.01 0.0001 0.1905 0.0019 0.0951 0.0436 0.0799

0.35 0.15 0.35 0.15 0.350 0.700 0.500 1.000 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34 0.16 0.36 0.14 0.340 0.680 0.486 0.971 -0.01 0.0001 0.1905 0.0019 -0.0951 -0.0436 -0.0799

0.33 0.17 0.37 0.13 0.330 0.660 0.471 0.943 -0.02 0.0004 0.7619 0.0076 -0.1890 -0.0873 -0.1590

0.32 0.18 0.38 0.12 0.320 0.640 0.457 0.914 -0.03 0.0009 1.7143 0.0171 -0.2809 -0.1309 -0.2366

0.31 0.19 0.39 0.11 0.310 0.620 0.443 0.886 -0.04 0.0016 3.0476 0.0305 -0.3697 -0.1746 -0.3120

0.30 0.20 0.40 0.10 0.300 0.600 0.429 0.857 -0.05 0.0025 4.7619 0.0476 -0.4545 -0.2182 -0.3846

0.29 0.21 0.41 0.09 0.290 0.580 0.414 0.829 -0.06 0.0036 6.8571 0.0686 -0.5348 -0.2619 -0.4539

0.28 0.22 0.42 0.08 0.280 0.560 0.400 0.800 -0.07 0.0049 9.3333 0.0933 -0.6098 -0.3055 -0.5193

0.27 0.23 0.43 0.07 0.270 0.540 0.386 0.771 -0.08 0.0064 12.1905 0.1219 -0.6791 -0.3491 -0.5806

0.26 0.24 0.44 0.06 0.260 0.520 0.371 0.743 -0.09 0.0081 15.4286 0.1543 -0.7426 -0.3928 -0.6374

0.25 0.25 0.45 0.05 0.250 0.500 0.357 0.714 -0.10 0.0100 19.0476 0.1905 -0.8000 -0.4364 -0.6897

0.24 0.26 0.46 0.04 0.240 0.480 0.343 0.686 -0.11 0.0121 23.0476 0.2305 -0.8514 -0.4801 -0.7373

0.23 0.27 0.47 0.03 0.230 0.460 0.329 0.657 -0.12 0.0144 27.4286 0.2743 -0.8969 -0.5237 -0.7802

0.22 0.28 0.48 0.02 0.220 0.440 0.314 0.629 -0.13 0.0169 32.1905 0.3219 -0.9366 -0.5674 -0.8186

0.21 0.29 0.49 0.01 0.210 0.420 0.300 0.600 -0.14 0.0196 37.3333 0.3733 -0.9709 -0.6110 -0.8526

nu와 PIM 기반 유사성 측도 sYule1 , sPhi , sMich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카이제곱 통계량 기반 유사성

측도 chi및 sDoo는 PIM의제곱의형태로식이나타나므로감소하다가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카이제곱 통계량 기반 유사성 측도 chi 및 sDoo는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반면에,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은 모두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PIM 기반 유사성

측도들은 모두 P (Ā ∩ B)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연관성 평가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관성의 방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nu의 값이

감소하고있으며, PIM기반유사성측도의변화폭은 sYule1 , sPhi , sMich의순으로 sYule1이가장크고,

또한 측도 sYule1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1과 -1에 가까운 값이므로 이 측도만으로 연관성의 강도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시비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supp와 lift, conf 및 conf2모두가

증가하였으며, nu와 PIM 기반 유사성 측도 sYule1 , sPhi , sMich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연관성 규칙은 둘이상의 항목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생시점에서

기록되어진 거래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연

관성 규칙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전항과 후항이 바뀌면 그

값이 달라지는 비대칭 측도인 동시에 항상 양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연관성의 방향을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PIM 기반 유사성 측도 중에서 원래의 공식에서 주변비

율이존재하지않거나존재한다고해도수식을카이제곱으로나타낸후에주변비율이존재하지않는

유사성 측도를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 보았다. 그 결과, sYule1 , sPhi , sMich는 기존의 연관성

평가기준과동일하게연관성의정도를파악할수있는동시에값의범위가 [-1, 1]로부호를포함하고

있어서연관성의방향도알수있었으나,카이제곱통계량기반측도인 chi및 sDoo는항상양의값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관성 평가 기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IM 기반 유사성

측도인 sYule1 , sPhi , sMich는 모두 양,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관성 평가기준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연관성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매우 바람직한 연관성 규칙 평가기준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측도 sYule1은 다른 측도들에 비해 변화하는 폭이 가장 크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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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에 가까운 값이 되어서 연관성의 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본 논문에서 고려한 유사성 측도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연관성 평가 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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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rule mining is the method to qua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et of items in a large database. One of the well-studied problems in data mining is

exploration for association rules. There are three primary quality measures for associ-

ation rule, support and confidence and lift. We generate some association rules using

confidence. Confidence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these measures, but it is an

asymmetric measure and has only positive value. Thus we can face with difficult prob-

lems in generation of association rules.In this paper we apply the similarity measures

by probabilistic interestingness measure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com-

parative studies with support, two confidences, lift, and some similarity measures by

probabilistic interestingness measure are shown by numerical example. As the result,

we knew that the similarity measures by probabilistic interestingness measure could be

seen the degree of association same as confidence. And we could confirm the direction

of association because they had the sign of their values.

Keywords: Association rule, confidence, lift, probabilistic interestingness measure, sim-

ilarity measur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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