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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관성규칙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현재 연관

성규칙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약 기반 연관성규칙의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연관성규칙 생성 시, 종종 많은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규칙 중에서 변수

들 간에 우연히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주변 조건부 변수 (매개변수, 외적변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그 규칙은 간접적 해석만 가능하므

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 규칙에서 주변 조건부 변수를 고

려한 연관성 규칙 생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실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연관성 규칙에서 의미 없는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

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

주요용어: 데이터마이닝, 매개변수, 외적변수, 연관성규칙, 주변조건부변수.

1. 서론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기법 중의 하나인 연관성규칙 (association rule)은 탐색적이고 비목적

성 분석이며, 기존의 데이터를 특별한 변형 없이 계산이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두 품목간의 관계를 명확히 수치화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품목간의 관련성을 표시하여 주기 때

문에 현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관성규칙은 Agrawal 등 (1993)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연관

성규칙의 효율성 개선 과 연관성 측도의 제안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연관성 규칙에 여러 가

지 제약 조건을 추가한 제약 기반 연관성규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grawal과 Srikant

(1994)은 Apriori, AprioriTid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Park 등 (1995)은 partitioning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Sergey 등 (1997)에 의해 DIC (dynamic itemset counting) 등의 발전된 알고리즘들이 연구

되었고 Saygin 등 (2002)은 트랜잭션에 있는 데이터를 별도의 값으로 대치시키고 이때의 최소 지지도

와 최대 지지도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고려할 항목 집합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Park

(2010a, 2010b), Park (2011), Cho와 Park (2011a, 2011b) 등에 의하여 제약 기반 연관성규칙의 연구

가진행된바있다.

일반적으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에대한상호관련성을분석할때, 변수들간의내재적인관련성은없

고각변수가우연히어떤주변조건부변수 (marginally conditional variables)와연결됨으로써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변 조건부 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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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매개변수 (intervening variable), 외적변수 (external variable), 구성변

수 (component variable), 선행변수 (antecedent variable), 억제변수 (suppressor variable), 왜곡변수

(distorter variable) 등이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주변 조건부 변수 중 매개변수와 외적변수

가 존재하는 경우 두 변수 간에는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이 주변 조건부 변수에 의하여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주

변 조건부 변수 중 간접적 해석에 관여되는 변수는 대표적으로 매개변수와 외적변수가 있다. 매개변수

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의미하

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우연히 어떤 다른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변수를통제하면관계가사라지게되는변수를외적변수라고한다.

실제로 연관성규칙 생성 시 전항변수 (antecedent variable)와 후항변수 (consequent variable) 사이

에 외부변수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생성된 규칙 중에서 전항변수와 후항

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나 외적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 변수에 의하여 전항변수와 후항변수는 직접적인

관련성 보다는 간접적 관련성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항변수와 후항변수 사이

에 매개변수나 외적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전항변수와 후항변수간의 관련성의 해석보다는 매개변수 또는

외적변수와 후항변수에 대한 관련성의 해석이 더 바람직하며,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의 규칙은 직접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관성 규칙 생성 시, 매개변수 및 외적변수들에 의하여

변수들 간의 우연에 의한 관련성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면 생성된 연관성 규칙에 대하여 의미 없는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생성된 규칙에 대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논문의 2절에서는 연구의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고 3절

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후, 4절에서 결론을

맺고자한다.

2. 연구 배경

연관성규칙 생성 시 종종 많은 규칙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중 주변 조건부 변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의미 없는 규칙들도 존재할 수 있다. 연관성규칙에 의해 생성된 많은 규칙들 중 의미

가 없거나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규칙들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생성된 규칙 해석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규칙에 대한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을 보

다명확하게할수있을것이다. 본절에서는매개변수와외적변수에대하여기술하고연관성규칙생성

시외부변수인매개변수와외적변수를이용하여의미없는규칙을발견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기술하

고자한다.

2.1. 매개변수

어떤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한다고 한다. 어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전체 효

과가 유의미한 반면, 그것의 직접적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

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의 자녀가 예체능 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한다면 부유층과 예체능 대학

진학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예체능 대학일수록 특수 교육 등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

에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예체능 대학 진학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구영, 2007).

이때 사교육비가 부유층과 예체능 대학 진학률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가 매개변수가 되며

그관계를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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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매개변수

어떤 독립변수 X1이 종속변수 Y에 대해 가지는 전체효과가 유의미한 반면, 그것의 직접적 효과가 유

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매개효과는 종속변수

Y에 대한 독립변수 X1의 효과가 또 다른 독립변수 X2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X1의 간접

적 효과만을 가정하는 것이다. 변수들 사이의 실제 관계가 이와 같을 때, X1의 전체효과는 유의미한 반

면직접적효과는유의미하지않으며, 전항변수 X1이매개하는변수 X2에대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때 X2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Cho와 Park (2011b)은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Y는 후항변수, X1은 전항변수, 그리

고 X2는매개변수라고한다.

[조건 1] Y와 X1에대한연관성규칙의결과가지정된최소지지도와최소신뢰도보다커야한다.

[조건 2] X1과 X2에대한연관성규칙의결과가지정된최소지지도와최소신뢰도보다커야한다.

[조건 3] X1및 X2와 Y와의연관성규칙의결과가지정된최소지지도와최소신뢰도보다커야한다.

[조건 4] X1및 X2와 Y와의연관성규칙의신뢰도가 Y와 X1에대한연관성규칙의신뢰도보다커야

한다.

2.2. 외적변수

일반적으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에내제적인연결은없고각변수가우연히어떤다른변수와연결

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검정요인을 통제하면 두 변수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이때 통제되는 검정요인을 외적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화재장소에 소방차가 많이 나타

날수록 화재피해액이 크다는 관찰의 결과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방차의 수를 전항변수로 설정하고

화재피해액을 후항변수로 설정한다면 소방차의 수가 화재피해액의 원인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실

제로는 그 화재의 초기 발생시 규모가 소방차의 수와 화재피해액 모두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소방차의

수와 화재피해액의 관계는 화재의 규모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 우연히 연결된 관계에 불과하다 (권구영,

2007). 그러므로 만약 화재의 규모를 통제한다면 소방차의 수와 화재피해액의 규모 사이에는 별다른 관

계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때 화재규모가 외적 변수가 되고 소방차의 수와 화재피해액의 관계의

해석은잘못된것으로그관계를그림으로표현하면그림 2.2와같다.

그림 2.2 외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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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와 Park (2011a)은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외적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

며, 그조건은다음과같다. 여기서 X는전항변수, Y는후항변수, Z는외적변수라고한다.

[조건 1] 변수 X와변수 Y에대한연관성이존재해야한다.

[조건 2] 변수 Z와변수 X에대한연관성이존재해야한다.

[조건 3] 변수 Z와변수 Y에대한연관성이존재해야한다.

[조건 4] 변수 Z를통제했을때, 변수 X와변수 Y에대한연관성이존재하지않는다.

2.3. 연구 방법

본논문에서는연관성규칙에의하여생성된규칙중에서각변수들에대한매개변수와외적변수에대

한 관계를 밝혀 의미 없는 규칙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전항변수, 후항변

수, 매개변수, 외적변수에대한관계를그림으로나타내면그림 2.3과같다.

그림 2.3 논문에서 고려하는 변수들의 관련성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연관성 규칙에서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실제

적인 해석은 의미가 없어지고 매개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항

변수와 후항변수와의 연관성 규칙에서 외적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 외적변수에 의하여 전항변수와 후

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나 외적변수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항변수와 후항변수간의 관련성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연관성 규칙에서 매개변

수및외적변수를찾아내는방법을기술하면그림 2.4와같다.

그림 2.4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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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을간략하게기술하면다음과같다.

[단계 1] 연관성 규칙 생성 : 전항변수와 후항변수 및 연관성 규칙의 조건 (최소지지도, 최소신뢰도,

향상도)을지정하여연관성규칙을생성한다.

[단계 2] 매개변수 지정 : 생성된 규칙에 대한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변수를

지정한다. 여기서, 매개변수는생성된규칙들중후항변수가동일한전항변수중에서선택하도록한다.

[단계 3] 전항변수들 간의 연관성 파악 : 후항변수가 동일한 규칙들 중 매개변수와 전항변수와의 연관

성규칙을생성한다.

[단계 4] 전항변수들과 후항변수와의 연관성 파악 : 지정한 매개변수와 전항변수를 바탕으로 후항변

수와의 연관성 규칙을 생성한다. 이때 매개변수와 전항변수 모두를 전항변수로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하

므로본단계에서는전항변수의개수가 2가된다.

[단계 5] 매개변수 조건 성립 파악 : 지정된 매개변수에 의하여 매개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알아본다.

성립 조건은 단계 2, 단계 3, 단계 4의 결과를 바탕으로 2.1절의 조건이 성립하는가를 살펴본다. 실제

매개변수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그 규칙은 매개변수에 의하여 간접적인 관계만 성립하므로 실제적인 해

석은큰의미가없으므로규칙을제거하도록한다.

[단계 6] 외적변수 지정 : 생성된 규칙에 대한 외적변수가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적변수를

지정한다. 외적변수는규칙에사용된전항변수와후항변수를제외한나머지변수들로지정한다.

[단계 7] 외적변수와 전항변수와의 연관성 파악 : 외적변수와 전항변수에 대한 연관성규칙을 생성한

다.

[단계 8] 외적변수와 후항변수와의 연관성 파악 : 외적변수와 후항변수에 대한 연관성규칙을 생성한

다.

[단계 9] 외적변수 통제 후 전항, 후항 변수와의 연관성 파악 : 외적변수를 통제했을 때,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에대한연관성규칙을생성한다.

[단계 10] 외적변수 조건 성립 파악 : 지정된 외적변수에 의하여 외적변수가 성립하는가를 알아본다.

성립 조건은 단계 7, 단계 8, 단계 9의 결과를 바탕으로 2.2절의 조건이 성립하는가를 알아본다. 실제

외적변수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그 규칙은 외적변수에 의하여 의미가 없는 규칙이므로 규칙을 제거하도

록한다.

[단계 11] 종료 : 단계를 종료하며, 매개변수와 외적변수와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규칙은

의미있는규칙이라고할수있다.

3.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C대학교에서 조사

한 갱년기 여성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5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50∼60대 여성이며, 분석에 사용한 자료 건수는 571명

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갱년기 유무, 건강식품 섭취 개수, 운동 시간, 수면 시간, 결혼 만족도, 부

부 친밀도, 나이, 직업, 학력, 경제 수준, 전반적 건강상태, 평상시 식생활의 12개 문항을 추출하였고 갱

년기 유무를 후항변수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문항을 전항변수로 지정하였다. 연관성 규칙에 적

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비율자료는 평균을 바탕으로 이분형으로 변환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표 3.1과 같으며, 후항변수인 갱년기 유무에 대해서는 “예”가 280명 (49%), “아니오”가

291명 (51%)으로응답을하였다.

우선 표 3.1의 전항변수와 후항변수를 바탕으로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였다. 연관성 규칙 생성 시 연

관성 규칙의 조건으로 최소 지지도를 10, 최소 신뢰도를 70, 향상도를 1로 지정하여 규칙을 생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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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 설명

변수명 구분 형태 설명

갱년기 유무 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예, 범주 2 : 아니오

건강식품 섭취 개수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적음, 범주 2 : 많음

운동 시간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적음, 범주 2 : 많음

수면 시간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적음, 범주 2 : 많음

결혼 만족도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낮음, 범주 2 : 높음

부부 친밀도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낮음, 범주 2 : 높음

나이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적음, 범주 2 : 많음

직업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가정주부, 범주 2 : 기타

학력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낮음, 범주 2 : 높음

경제 수준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낮음, 범주 2 : 높음

전반적 건강상태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나쁨, 범주 2 : 좋음

평상시 식생활 전항변수 이분형 범주 1 : 나쁨, 범주 2 : 좋음

적용 결과 총 9개의 규칙이 생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에서는 지면상 연관성 규칙의 측

도중가장중요한신뢰도만표기함).

표 3.2 연관성 규칙 결과

규칙 전항 변수 후항변수 신뢰도

1 건강식품 섭취 개수 = 적음 갱년기 유무 = 예 75.1

2 운동 시간 = 적음 갱년기 유무 = 예 74.3

3 결혼 만족도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72.5

4 부부 친밀도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71.2

5 나이 = 많음 갱년기 유무 = 예 78.8

6 직업 = 가정주부 갱년기 유무 = 예 75.6

7 경제 수준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73.6

8 전반적 건강상태 = 나쁨 갱년기 유무 = 예 76.9

9 평상시 식생활 = 나쁨 갱년기 유무 = 예 70.5

표 3.2와 같이 생성된 총 9개의 규칙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및 외적변수가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규칙 2, 규칙 4, 규칙 7에서 매개변수 및 외적변수가

존재하는것을알수있었으며, 규칙 2와규칙 7에서는매개변수가존재하였고규칙 4에서는외적변수

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었다. 우선규칙 2에대한매개변수성립여부에대한결과는표 3.3과같다.

표 3.3 규칙 2의 매개변수 성립 여부에 대한 결과

조건 전항 변수 매개변수 후항변수 신뢰도

1 운동 시간 - 갱년기 유무 74.3

2 운동 시간 전반적 건강상태 - 73.5

3 - 전반적 건강상태 갱년기 유무 76.9

4 운동 시간 전반적 건강상태 갱년기 유무 81.1

표 3.3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건 1에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조건 2에서

전항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조건 3에서 매개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한

다. 또한 전항변수 및 매개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81.1이고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74.3이므로조건 4를만족한다고할수있어, 전항변수인운동시간과후항변수인갱년기유무사이에매

개변수 (전반적건강상태)가존재하므로규칙 2는의미가없는규칙이라고할수있다. 즉, “운동시간이

적은 경우 갱년기 여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규칙은 간접적인 규칙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전반적건강상태가낮은경우갱년기여성의비율이높다”라고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A study on association rule creation by marginally conditional variables 127

다음으로규칙 4에대한외적변수성립여부에대한결과는표 3.4와같다.

표 3.4 규칙 4에 대한 외적변수 성립 여부에 대한 결과

조건 외적 변수 전항 변수 후항 변수 신뢰도

1 - 부부친밀도 갱년기 유무 71.2

2 결혼만족도 부부친밀도 - 72.4

3 결혼만족도 - 갱년기 유무 72.5

4 결혼만족도 부부친밀도 갱년기 유무 60.1

표 3.4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건 1에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조건 2에서

외적변수와 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조건 3에서 외적변수와 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또한 조건 4에서 외적변수를 통제했을 때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 신뢰도 값이 60.1로 최소 신뢰도의 기

준값인 70보다 작으므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전항변수인 부부친밀도와 후항변수인 갱년기 유무에

대하여외적변수 (결혼만족도)가존재하므로규칙 4는의미없는규칙이라고할수있다. 즉, “부부친밀

도가 낮은 경우 갱년기 여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규칙은 결혼만족도란 외적변수에 의하여 우연히 나타

난규칙이므로해석하는것을바람직하지않다.

마지막으로 규칙 7에 대한 매개변수 성립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를 자세하게 살

펴보면, 조건 1에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조건 2에서 전항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조건 3에서 매개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또한 전항변수 및 매개변

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79.7이고 전항변수와 후항변수와의 관련성이 73.6이므로 조건 4를 만족한

다고 할 수 있어, 전항변수인 경제 수준과 후항변수인 갱년기 유무 사이에 매개변수 (건강식품 섭취 개

수)가 존재하므로 규칙 7은 의미가 없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갱년기 여

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규칙은 간접적인 규칙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건강식품 섭취 개수

가적은경우갱년기여성의비율이높다”라고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표 3.5 규칙 7의 매개변수 성립 여부에 대한 결과

조건 전항 변수 매개변수 후항변수 신뢰도

1 경제 수준 - 갱년기 유무 73.6

2 경제 수준 건강식품 섭취 개수 - 72.8

3 - 건강식품 섭취 개수 갱년기 유무 75.1

4 경제 수준 건강식품 섭취 개수 갱년기 유무 79.7

위의결과를종합적으로나타나면표 3.6과같다. 연관성규칙생성결과총 9개의규칙이생성되었으

나, 표 3.6에서보는바와같이규칙 2, 규칙 4, 규칙 7은매개변수및외적변수에의하여의미없는규칙

으로나타나, 총 9개의규칙중 6개의규칙만해석하면되므로본논문에서제안하는방법이효율적이라

고할수있다.

표 3.6 주변 조건부 변수를 고려한 연관성 규칙 결과

규칙 전항 변수 후항변수 주변 조건부 변수 규칙 해석

1 건강식품 섭취 개수 = 적음 갱년기 유무 = 예 - O

2 운동 시간 = 적음 갱년기 유무 = 예 매개변수 X

3 결혼 만족도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 O

4 부부 친밀도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외적변수 X

5 나이 = 많음 갱년기 유무 = 예 - O

6 직업 = 가정주부 갱년기 유무 = 예 - O

7 경제 수준 = 낮음 갱년기 유무 = 예 매개변수 X

8 전반적 건강상태 = 나쁨 갱년기 유무 = 예 - O

9 평상시 식생활 = 나쁨 갱년기 유무 = 예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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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일반적으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에대한상호관련성을분석할때, 변수들간의내재적인관련성은없

고 각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관성 분석 시 많은 규칙들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들 규칙 중에서 변수들 간에 우연히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외부변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연관성 규칙 생성 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 사이에 외부변수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

한 일이다. 만일 생성된 규칙 중에서 전항변수와 후항변수 사이에 외부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전항변수

와후항변수의규칙은직접적인의미가없다고볼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관성 규칙 생성 시, 주변 조건분 변수인 매개변수 및 외적변수들에 의하여 변수들 간

의 우연에 의한 관련성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연관성 규칙에 의하여 생성된 총 9개의 규칙 중 외부변수인 매개변수와 외적변

수에 의하여 3개의 규칙은 간접적 의미 또는 우연한 관련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생성된 규칙 해석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규칙에 대한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기법 등의 다양한 통계 기법에 적용하여 그 효율성의 파악 및 비교 연구가 필

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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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rule mining searches for interesting relationships among items in a given

database. Currently, study of the constraint-based association rules are underway by

many researchers. When we create relation rule, we can often find a lot of rules. Of

this rules, we can find rule that direct relativity by marginally conditional variables

(intervening variable, external variable) does not exist. In such a case, this association

rule can be considered insignificant. In this study, we want to study for association

rules creation using marginally conditional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find

meaningless association rules. Also, we can understand more exactly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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