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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a wide variety of clustering algorithms; subsequently, we need a measure of similarity between two
clustering methods. Such a measure can compare how well diﬀerent clustering algorithms perform on a set
of data. More numbers of compared clustering algorithms allow for more number of valuers for a measure
of similarity between two clustering methods. Thus, we need a simple tool that presents the many values of
a measure of similarity to compare many clustering methods. We suggest some graphical tools to compareg
many clustering methods.
Keywords: Connectivity matrix plot, consensus matrix plot, similarity plot.

1. 서론
군집분석[집락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은 매우 많다(계층적 군집법, 비계층적 군집법, 모형기반 군집법,
SOM, 퍼지군집법 등). 이러한 군집분석 방법들이 개체들을 어떻게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지를 서
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군집들이 얼마나 동일한가를 알 수 있는 동의 측도[지수](agreement
measure[index])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 측도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쌍 계산(pair counting)에 기초한 동의 측도들: Rand지수(Rand index; Rand (1971)), FowlkesMallows 지수(Fowlkes-Mallows index; Fowlkes와 Mallows (1983)), 수정 Rand지수(adjusted Rand
index; Hubert와 Arabie (1985))
2.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기초한 동의 측도들: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 Strehl과
Ghosh (2002), Banerjee 등 (2005), Meila (2007)), 정보변이(variation of information; Meila
(2007)), 수정상호정보(adjusted mutual information; Vinh와 Epps (2009))
Warrens (2008)은 수정 Rand지수와 Cohen의 Kappa와의 동등성에 대하여 밝혔고 Unnikrishnan 등
(2007)은 Rand지수를 일반화한 확률적 Rand지수(probabilistic Rand index)를 제안하였다. Campello
(2007), Ceccarelli와 Maratea (2008), Brouwer (2009)는 기존의 동의 측도들의 퍼지화를 통하여 동의
측도들을 확장하였다.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군집분석 방법들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동의 측도들 값도 많아지게 된다. L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이 있다면 동의 측도 값들은 L C2 개가 된다. 그래서 복수 개의 군집분석 방법들과 대
1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608-737,
Korea. E-mail: dhjang@pknu.ac.kr

362

Dae-Heung Jang

응되는 동의 측도값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군집분석 방법
들과 대응되는 동의 측도값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도구로서 상사그림(similarity plot)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상사그림에 대한 보조 그림도구로서 연결행렬그림(connectivity matrix
plot)과 합의행렬그림(consensus matrix plot)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집분석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한 상사그림
상사그림, 연결행렬그림, 합의행렬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의가 필요하다. n은 개체수, K는
군집의 개수, L는 군집분석 방법들의 개수라 할 때 U K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U K = {U1 , U2 , . . . , UL } ,

(2.1)

여기서 Ul (l = 1, 2, . . . , L)는 l-번째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개체를 K개의 군집으로 나눈 결과
를 나타낸다.
연결행렬(connectivity[adjacency, coassociation] matrix)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n × n행렬이다.
Al = (aij )

(l = 1, 2, . . . , L),

(2.2)

여기서 aij 는 두 개체 i와 j가 l-번째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행한 후 같은 군집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원소이다.
합의행렬(consensus matrix)는 앞에서 정의한 연결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n × n행렬이
다.
L
∑

M = (mij ) =

Al

l=1

L

.

(2.3)

우리가 L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관심이 있을 때 합의행렬의 원소 mij 는 두 개의 개체 i와 j가 얼마나
자주 같은 군집에 속하게 되는 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상사행렬(similarity matri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L × L행렬이다.
S = (spq ),

(2.4)

여기서 spq = AM(Up , Uq )는 p번째 군집방법과 q번째 군집방법 사이의 동의지수값이다.
합의지수(consensus index; Vinh와 Epps (2009))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지수이다.
∑
spq
( K)
p<q
CI U
=
,
L C2

(2.5)

여기서 spq 는 p번째 군집방법과 q번째 군집방법 사이의 동의지수값이다.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은 대략 6가지(1. 시행착오방법, 2. silhouette 방법, 3. elbow 방법, 4. 정보
기준 접근법(information criterion approach), 5. 정보이론 접근법(information theoretic approach),
6. 합의기준 접근법(consensus based approach; Monti 등 (2003), Yu 등 (2007), Vinh와 Epps
(2009)))로 나뉜다.
Vinh와 Epps (2009)은 군집 개수 K의 최적값 K ∗ 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시하였다.
(
)
K∗ =
max
CI U K ,
K=1,2,...,Kmax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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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max 는 통상적으로 15개로 정한다.
Vinh와 Epps (2009)은 이러한 K ∗ 를 찾는 그래픽 방법으로서 x-축은 군집의 개수를 나타내고 y-축은
합의지수 CI(U K )를 나타내는 K-CI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 그림을 이용하면 특정 동의지수 하에 군
집 개수 K의 최적값 K ∗ 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의지수는 군집 개수 K의 최적값 K ∗ 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도이나 하나의 수치임으
로 자세한 상사행렬의 패턴을 보기위해서는 상사행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상사그림은 상사행렬의 도식화 작업으로서 정사각형 바둑판모양 그림이다. x-축과 y-축에 우리가 고려
하고자하는 L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을 배열하고 각 cell에는 대응되는 두 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대한
동의 측도 값 sij 를 회색의 명암으로 나타낸다. 즉, 두 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대한 동의 측도값이 0이
면 흰색, 동의 측도값이 1이면 검정색, 0과 1 사이이면 값의 크기에 따라 회색의 명암을 달리 하여 동의
측도값이 클수록 어두운 회색이 되게 하여 그림을 작성한다.
우리는 상사그림에 대한 보조 그림도구로서 연결행렬그림과 합의행렬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연결행렬그
림은 하나의 군집분석방법에 대한 연결행렬을 도식화한 그림으로서 x-축과 y-축에 개체들을 배열하고
각각 두 개체들의 쌍에 대하여 이들 쌍이 동시에 속한 군집들을 구분하여 표시한 그림이다. 이 연결행렬
그림을 통하여 하나의 군집분석방법이 개체들을 어떻게 무리지어 군집으로 나누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합의행렬그림은 관심 있는 L개의 군집분석방법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합의행렬을 도식화한 그림
으로서 x-축과 y-축에 개체들을 배열하고 각각 두 개체들의 쌍에 대하여 이들 쌍이 동시에 같은 군집에
속하는 경우가 L번 중 얼마나 있는 지를 회색의 명암으로 나타낸다. 즉, 이 비율이 0이면 흰색, 이 비
율이 1이면 검정색, 0과 1 사이이면 값의 크기에 따라 회색의 명암을 달리 하여 비율값이 클수록 어두운
회색이 되게 하여 그림을 작성한다. 이 합의행렬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L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관심이
있을 때 합의행렬의 원소 cij 에 대응되는 cell의 회색 명암을 통하여 두 개의 개체 i와 j가 얼마나 자주
같은 군집에 속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분석 방법으로서 총 8가지 방법들(1. 단일연결법(single linkage), 2. 완전연결법
(complete linkage), 3.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4. 중앙값연결법(median linkage), 5. 중심연결
법(centroid linkage), 6. Ward 방법, 7. McQuitty 방법, 8. k-평균 방법)을 고려하였다. 총 8가지 방
법들 중 k-평균 방법만 비계층적 방법이고 나머지 7개의 방법들은 계층적 방법이다. 비계층적 방법은
계층적 방법과는 군집화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동의 측도 측면에서 비계층적 방법인 k-평균
방법이 나머지 7개의 계층적방법들과 얼마나 상이한지를 보기위하여 군집분석 방법으로서 포함하였다.
동의 측도로서는 Rand지수를 사용하였다. 사례로서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상사그림을 그려 보고
상사그림에 대한 보조 그림도구로서 연결행렬그림과 합의행렬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사례 1. 잘 알려진 Fisher의 붓꽃자료(Iris data)로서 3종류의 붓꽃을 대상으로 종 각각에 대하여 50개
씩 뽑아 개체수는 총 150개로 구성되고, 각 개체에서 변수는 4개(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K-CI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Figure 2.1과
같다. 종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군집분석을 행할 때 군집의 수 K는 2–3개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군집의 수를 2개로 했을 때 Rand지수 값을 통하여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상
사그림과 변형 상사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다음 Figure 2.2(a)와 Figure 2.2(b)와 같다. 변형 상사그림
은 상삼각(upper-triangular) cell에 Rand지수값을 표시한 상사그림이다. 대별하면 두 개의 그룹(1. 완
전연결법, 2. 7개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 상세하게는 3개의 그룹(1. 완전연결법, 2. k-평균 방법, 3. 6개
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완전연결법을 이용하여 150개의 개체들을 2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은 나머지 7개의 군집분석 방법들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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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K-CI graph for Iris data

Figure 2.2. (a) Similarity plot, (b) modified similarity plot for Iris data (K = 2)

은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 중 유일한 비계층적 방법인 k-평균 방법과 6개의 계층적 방법들과의 동의지
수값이 의외로 큰 값인 0.92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군집의 수를 2개로 했을 때 완전연결법, k-평균 방법, 6개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들에 대한 연결행렬그림
들을 그리면 Figure 2.3과 같다. 이 연결행렬그림들을 통해서도 완전연결법을 이용하여 150개의 개체
들을 2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은 나머지 7개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들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
다.
특정 군집분석 방법에 대하여 군집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체들이 이루는 군집 형태를 이해하기 위하
여 우리는 종종 고드림그림(icicle diagram)을 사용한다. 수평고드림그림에서 각 행은 각 개체를 나타내
고 각 열은 해당되는 군집의 수에 따른 군집의 형태를 표시한다. 각각의 군집분석 방법에 대하여 연결행
렬그림과 고드름그림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고드름그림을 통하여서는 집락의 형성과정을 쉽게 볼 수
있는 반면 연결행렬그림을 통하여서는 각각의 두 개체들의 동일 군집 여부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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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nnectivity matrix plots for Iris data((a) complete linkage, (b) k-means method, (c) single/centroid/
median/average/McQuitty/Ward method (K = 2))

Figure 2.4. Consensus matrix plot for Iris data (K = 2)

군집의 수를 2개로 했을 때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대상으로 합의행렬그림을 그리면 Figure 2.4와 같
다. 6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이 개체들을 두 개의 군집(1. 1–50번째 개체들, 2. 51–150번째 개체들)으로
정확하게 나누나 완전연결법과 k-평균 방법 때문에 이러한 구분에 변동이 생김을 알 수 있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Rand지수 값을 통하여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상
사그림과 변형 상사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다음 Figure 2.5(a)와 Figure 2.5(b)와 같다. 3개의 그룹 {단
일연결법, 중심연결법}, {중앙값연결법, 완전연결법}, {평균연결법, McQuitty 방법, Ward 방법, k-평
균 방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각 그룹에 속한 군집분석방법들은
150개의 개체들에 대하여 군집화를 행하면 비슷한 패턴을 이룬다는 것이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8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대한 연결행렬그림들을 그리면 Figure 2.6과 같다.
이 연결행렬그림들을 통해서도 군집화 패턴은 3개의 그룹 {단일연결법, 중심연결법}, {중앙값연결법,
완전연결법}, {평균연결법, McQuitty 방법, Ward 방법, k-평균 방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8개의
군집분석 방법들 모두 첫 번째 군집(1–50번째 개체들)은 정확히 구분하나 두 번째 군집과 세 번째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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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a) Similarity plot, (b) modified similarity plot for Iris data (K = 3)

Figure 2.6. Connectivity matrix plots for Iris data((a) single/centroid linkage, (b) median linkage, (c) complete
linkage, (d) average/Ward method, (e) McQuitty method, (f) k-means method (K = 3))

에서 변동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중앙값연결법과 완전연결법에서는 세 번째 군집이 두 번째 군집보다 크
고 평균연결법, McQuitty 방법, Ward 방법, k-평균 방법에서는 두 번째 군집이 세 번째 군집보다 더 큼
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또 다른 특징은 단일연결법과 중심연결법에서 두 개의 군집을 강하게 고수하려
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대상으로 합의행렬그림을 그리면 Figure 2.7과 같

The Similarity Plot for Comparing Clustering Methods

367

Figure 2.7. Consensus matrix plot for Iris data (K = 3)

Figure 2.8. K-CI graph for Boston housing data

다. 8개의 군집분석 방법들 모두 첫 번째 군집(1–50번째 개체들)은 정확히 구분하나 두 번째 군집과 세
번째 군집에서 변동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사례 2. Boston housing data (Harrison과 Rubinfeld, 1978)는 506개의 개체와 14개의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K-CI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Figure 2.8과 같다. 실선의 K-CI 그래프는 8개
의 군집분석 방법들 모두를 사용하였을 때의 K-CI 그래프이고 점선의 K-CI 그래프는 k-평균 방법을 빼
고 7개의 군집분석 방법만을 사용하였을 때의 K-CI 그래프이다. 두 경우 모두 군집분석을 행할 때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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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 Similarity plot, (b) modified similarity plot for Boston housing data (K = 3)

의 수 K는 2–3개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Rand지수 값을 통하여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상
사그림과 변형 상사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다음 Figure 2.9(a)와 Figure 2.9(b)와 같다. 두 개의 그룹(1.
k-평균 방법, 2. 7개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k-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506개의 개체들을 3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은 나머지 7개의 군집분석 방법들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8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에 대한 연결행렬그림들을 그리면 Figure 2.10과 같
다. 예를 들어 Ward방법에 대한 연결행렬그림(Figure 2.10(e))을 보면 첫 번째 군집은 총 369개의 개
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 1–356번째 개체들로 구성된 큰 부분(그림에서 가장 크고 검은 정사각형)과 494–
506번째 개체들로 구성된 작은 부분(우상방향에 있는 작고 검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사이에
357–493번째 개체들이 두 번째 군집 사이에 세 번째 군집이 끼어있는 형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군집
을 형성한다. 이 연결행렬그림들을 통해서도 k-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506개의 개체들을 3개의 군집으
로 나누는 방법은 나머지 7개의 기타 군집분석 방법들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의 군집
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남(첫 번째 군집의 크기: 369, 두 번째 군집의 크기: 104, 세 번째 군집의 크기:
33)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또 다른 특징은 단일연결법, 중앙값연결법, McQuitty 방법에서 두 개의 군
집을 강하게 고수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집의 수를 3개로 했을 때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대상으로 합의행렬그림을 그리면 Figure 2.11(a)와
같다. 3개의 군집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특히 1–356번째 개체들의 동일 군집 여부의
정도가 k-평균 방법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결과에 있어서 k-평균 방법이 나머지 7개의 군집분석 방법들과는 많이 다름으로 k-평균 방법을 제
외하고 나머지 7개의 군집분석 방법들만을 대상으로 합의행렬그림을 그리면 Figure 2.11(b)와 같다.
Figure 2.11(a)와 비교하여 보면 첫 번째 군집(1–356번째 개체들과 494–506번째 개체들)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음(거의 완전 동일 군집에 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Figure 2.10(a)–(f)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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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Connectivity matrix plots for Boston housing data((a) Single linkage, (b) Median/McQuitty method,
(c) centroid linkage, (d) complete linkage, (e) average/Ward method, (f) k-means method (K = 3))

Figure 2.11. Consensus matrix plot for Boston housing data (K = 3) (a) containing k-means method, (b) not
containing k-means method

사례 3. 방진복 자료 (Song과 Cho, 2004)는 240개의 개체와 10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10개
의 변수 중 치수를 결정하는 변수 7개만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행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K-CI 그래프
를 그리면 다음 Figure 2.12와 같다. 군집분석을 행할 때 군집의 수 K는 10–11개가 적합함을 알 수 있
다.

370

Dae-Heung Jang

Figure 2.12. K-CI graph for cleanroom garment data

Figure 2.13. (a) Similarity plot, (b) modified similarity plot for cleanroom garment data (K = 10)

군집의 수를 10개로 했을 때 Rand지수 값을 통하여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상
사그림과 변형 상사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다음 Figure 2.13(a)와 Figure 2.13(b)와 같다. 평균연결법을
사이에 두고 2개의 그룹 {단일연결법, 중심연결법, 중앙값연결법, 평균연결법}, {평균연결법, 완전연결
법, McQuitty 방법, Ward 방법, k-평균 방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and지수 값들이 전
반적으로 작아 군집분석 방법에 따라 개체들의 군집화 패턴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군집의 수를 10개로 했을 때 8가지 군집분석 방법들을 대상으로 합의행렬그림을 그리면 Figure 2.14와
같다. 이 합의행렬그림을 통하여 군집분석 방법에 따라 개체들의 군집화 패턴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방진복 자료에 대해서는 군집분석 방법을 선택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3. 결론
군집분석 방법들의 비교를 위하여 우리는 동의 측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하여야 할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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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Consensus matrix plot for cleanroom garment data(K = 10)

방법들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동의 측도들 값도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복수 개의 군집분석 방법들을 비
교하기 위한 동의 측도값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도구로서 상사그림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상사그림에 대한 보조 그림도구로서 연결행렬그림과 합의행렬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픽 도구들을 통하여 군집분석 방법들의 군집화 패턴을 확인하고 군집분석 방법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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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집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은 매우 많다. 이러한 군집분석 방법들이 개체들을 어떻게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지
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군집들이 얼마나 동일한가를 알 수 있는 동의 측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고려
하여야 할 군집분석 방법들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동의 측도들 값도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복수 개의 군집분석 방법
들과 대응되는 동의 측도값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군집분석 방법들과 대
응되는 동의 측도값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도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연결행렬그림, 합의행렬그림, 상사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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