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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 2DE 이미지 분석의 주요작업은 스팟 매칭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 그룹인 패어링 
클래스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단백질간의 상호 작용, 질병에 관련한 단백질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2DE 실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패어링 클래스는 먼지, 공기방울 등 에러를 
포함하게 되며 이런 에러들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조직에서 
같은 종류의 단백질은 발현량이 비슷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패어링 클래스의 개개의 스팟을 참조 
스팟 속성으로 나눈 값을 유사도로 정의하고, 스팟의 유사도가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되는 필터링 
배수에 의한 범위를 벗어날 때 에러 스팟으로 간주하여 제거되는 에러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실
험에서는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및 조화평균(Harmonic-mean) 값을 사용하여 제안된 필터링 
기법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1. 서론 

현재 유전체학 분야에서 DNA 에 대한 연구가 발전

함에 따라 각종 질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백질

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DNA 와는 달리 단백질은 샘플 보관상태, 실험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단
백질에 관한 연구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단백질체학(Proteomics)분야에서 2DE(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1]는 조직내의 수천 개의 단백질을 동
시에 분리해 내는 기법으로 단백질 분석을 위한 주요

한 기술이다. 수천 개의 단백질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2DE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조직내의 모든 단백질은 2DE 이미지에서 개개의 스
팟으로 나타난다.  

단백질체학[4][6]에서 상이한 단백질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다. 따라서 
동일한 조직의 2DE 이미지들 가운데서 동일한 종류

의 단백질 스팟을 찾아내는 스팟 매칭 작업은[7][8] 

2DE 이미지 분석에서의 주요 작업이다. 또한 조직 내 
단백질의 수가 많고 분석하려고 하는 2DE 이미지 수
가 많기 때문에 스팟 매칭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되어

야 한다.  
2DE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2 차원 전기영동실험

은 인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실험환경으로 인하여 
먼지, 공기 방울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지 제작시의 찌그러짐, 흐림 등으로 하여 이미지 품질

에 의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2][3]. 이런 오류들은 이
미지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전부 복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가 포함된 2DE 이미지

들을 대상으로 스팟 매칭을 진행하여 생성된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 그룹에는 먼지, 공기방울 등의 오류와 
이미지 품질로 인한 질량, 크기 등이 다른 상이한 종
류의 단백질 스팟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단백질 발현량 분석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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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현재 2DE 이미지 분석을 위하여 Melanie[7], 
Progenesis[8] 등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들의 주요 기능은 스팟 감지

(Spot detection) 작업과 스팟 매칭(Spot matching) 작업

이 있다.  
스팟 감지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각종 파라메

터에 의하여 2DE 이미지의 스팟을 자동으로 감지한

다. 이때 모든 스팟은 좌표 값 (x, y), 면적에 관련된 
area, 체적 발현량과 관련된 Vol, %Vol, Od, %Od 등 속
성값을 부여받게 된다.  

스팟 매칭 과정에서는 감지된 스팟을 대상으로 동
일한 종류의 단백질 스팟 그룹을 생성한다. 스팟 매칭

을 위하여 사용자는 하나의 이미지를 참조 이미지로 
지정해 주는데 소프트웨어는 참조 이미지의 모든 스
팟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이미지에서 같은 종류의 단
백질 스팟을 선택하여 하나의 그룹을 생성한다.  

위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 스
팟 그룹은 2DE 실험의 에러,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

에 의한 스팟 감지 에러 및 스팟 매칭 과정의 에러들

에 의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할 수 있다. 에러를 포함

한 동일한 단백질 스팟 그룹은 단백질 발현량 분석, 
단백질 특성 분석, 각종 속성의 통계 등 많은 면에서 
왜곡된 수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정상 조직에서 나
타나는 특정 단백질과 비정상 조직에서 나타나는 단
백질 발현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그룹 내 
이미지들의 스팟 매칭을 진행한다. 스팟 매칭에 의하

여 생성된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특정 단백질 스팟 그
룹에 대해 각종 통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
미지에 포함된 오류는 통계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용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일한 단백질 그룹의 에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
기 위하여 수천 개의 단백질 그룹에 대하여 직접 수
동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반복작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조 이미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파라메터 설정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단
백질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에러를 자동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패어링 클래스에서 유사도에 의한 에러 제거 방법 

2DE 이미지는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조
직상의 수천 개의 단백질을 스팟으로 자동 검출한다. 
이런 스팟들은 이미지상의 좌표 축에 의하여 고유한 
번호인 spotID 가 부여되며 스팟 크기, 농도, 모양에 
의하여 area, %Vol, %Od, Vol, Od 등 스팟 속성이 부여 
된다. 

 
정의 1.  2DE 이미지와 스팟의 속성 
2DE 이미지가 n 개 있을 때 이미지 집합 G 는 

G={G1, G2, …, Gn}이고 스팟 집합 Gi는 Gi ={ Gi.st | Gi.st

는 이미지 Gi 에 존재하는 스팟 (1≤t≤m, m 은 이미지 
Gi 내의 스팟 수)} 이다. 스팟 Gi.st 의 k 번째 속성은 
Gi.st(attk)로 나타낸다. □ 

 
2DE 이미지 분석에서 스팟 매칭 과정은 이미지 집

합에서 선택된 하나의 참조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
든 참조 스팟들에 대하여, 각 대상 이미지에서 대응되

는 스팟들을 찾음으로써 동일한 단백질 스팟 그룹을 
생성하며 생성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1) 참조 이미지 G1에 의한 스팟 매칭 과정 

 
그림1의 스팟 매칭 과정에서 참조 이미지의 스팟 
G1.s1을 참조 스팟으로 하여 각각의 대상 이미지에서 
스팟 G2.s1, G3.s1, G4.s1이 선택된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

의 단백질 스팟 그룹 {G1.s1, G2.s1, G3.s1, G4.s1}이 생성

된다. 이렇게 스팟 매칭을 통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형
성되는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 스팟의 집합을 패어링 
클래스(Pairing Class)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2.  패어링 클래스( Pairing Class) 
N 개의 이미지 집합 G 에서 Gr∈G 을 참조 이미지

로 하였을 때 참조 스팟 Gr.sj 에 의하여 형성된 패어

링 클래스는 PGr.sj= {G1.st1, G2.st2,…, Gr.sj,…, Gn.stn}이며 
패어링 클래스 PGr.sj 의 길이는 집합 PGr.sj 의 원소 개
수이다. □ 

 
스팟 매칭에서 한 스팟은 동시에 참조 이미지의 서

로 다른 스팟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패어링 클래

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PGr.sj ∩ PGr.sk =Φ).  
한 패어링 클래스에 속한 스팟들은 서로 다른 이미

지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하

여 참조 이미지의 기준 단백질 스팟과 같은 종류의 
단백질로 판단된 스팟들의 집합이다. 만일 한 패어링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스팟이 참조 이미지 스
팟과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하면 그들의 각종 
속성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같은 조직의 동
일한 종류의 단백질 덩어리는 생물 객체의 차이, 실험 
환경의 차이 등으로 하여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

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단백질 2DE 이미지 분석에서 생성된 패어링 클래스

에는 참조 스팟의 단백질과 다른 먼지, 공기방울 등 
에러 스팟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에러 스팟의 각종 
속성은 참조 이미지 스팟의 속성과 확연히 구별될 것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러 스팟의 속성이 참조 
스팟의 속성과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패어링 클래

스의 에러 스팟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패어링 클래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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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클래스는 참조 스팟이 존재한다. 참조 스팟은 참조 
이미지의 스팟으로서 스팟 매칭과정에 이 스팟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 이미지로부터 같은 스팟을 선택한

다. 따라서 한 패어링 클래스에서 어떤 스팟이 그 패
어링 클래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패어링 클래스

의 참조 스팟의 속성과 비슷해야 한다. 따라서 각 패
어링 클래스 내의 모든 스팟 원소에 대하여 그 패어

링 클래스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값인 유사

도를 부여한다.  
 
정의 3.  유사도 (Similarity Value) 
패어링 클래스 PGr.sj= {G1.st1, G2.st2,…, Gr.sj,…, Gn.stn}

에서 스팟 Gn.stn 의 유사도는 SV(Gn.stn)= Gn.stn(attk)/ 
Gr.sj(attk)이다. □ 

 
패어링 클래스에서 어떤 스팟의 유사도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스팟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
사도 값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경우 해당 스팟을 
에러로 판단한다. 즉 유사도 값의 로그 스케일에 의한 
정규분포에서 변두리에 있는 스팟은 에러 스팟일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스팟을 제거함으로써 패어

링 클래스의 에러 스팟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참조 스팟에 의한 패어링 클

래스의 에러 스팟 검출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Step1. 패어링 클래스 생성 
2DE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감지된 스팟

을 대상으로 이미지 그룹 G 에서 참조 이미지 Gr 의 
모든 스팟을 참조 스팟으로 하여 패어링 클래스를 생
성한다. 참조 이미지는 이미지 그룹에서 품질이 좋은 
이미지로서 스팟들의 각종 속성(Circularity, %Vol, area 
등)의 평균, 표준편차 등에 의하여 선택된다.  

Step2. 스팟 속성의 선택 
단백질 발현량과 관련된 스팟의 속성에서 area, Vol, 

Od 은 2DE 이미지의 절대적인 속성이고 %Vol, %Od 
등 속성은 정규화(Normalization)된 상대적인 속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조직에서 같은 종류의 단백질

은 발현량이 비슷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단
백질 발현량과 관련된 상대적인 속성 %Vol, %Od 등을 
선택하여 스팟의 유사도 값을 구하는 속성으로 사용

한다.  
Step 3. 스팟의 유사도 값 계산 
Step2 에서 선택한 스팟 속성에 의하여 정의 3 과 

같이 모든 패어링 클래스의 각 원소에 대하여 유사도 
값을 계산한다. 유사도는 참조 이미지의 선택과 직접

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Step1 에서 품질이 낮은 
참조 이미지가 선택되었을 때 필터링 결과의 정확도

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Step 4. 필터링 배수에 의한 에러 스팟 필터링 
필터링 배수란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되는 값으로서 

한 패어링 클래스에서 어떤 스팟의 유사도 값이 필터

링 배수 F 에 의한 범위 [1/F, F]에 포함 되지 않을 때 
해당 스팟은 에러 스팟으로 간주되어 패어링 클래스

에서 제거된다. 필터링 배수 F 는 너무 크거나 작게 

주어서는 안 된다. F 를 크게 주면 참조 스팟의 속성 
값과 차이가 큰 에러 스팟을 검출 할 수 없고 작게 
주게 되면 객체의 차이에 의한 유사도 값의 차이를 
에러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스팟이 제거된다.  

위의 4 개 단계에 의하여 패어링 클래스의 에러 스
팟을 제거할 수 있다. 필터링 배수 F 와 필터링 정확

도, 재현율, 조화평균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는 실험에

서 보여준다. 
 

4. 실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인간 간암 조직

에 대한 2DE 이미지 53 쌍(정상-비정상)을 Melanie III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팟 매칭을 진행하여 얻은 패
어링 클래스 데이터이다. 2DE 이미지에 대한 스팟 감
지 작업 및 스팟 매칭을 위한 기준점 입력 과정[7]은 
생물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

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처리가 잘 된 데이터에도 그것들의 패어링 클래스는 
에러 스팟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필터

링 배수를 설정하여 패어링 클래스에 숨어 있는 에러 
스팟을 제거하고 그 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2DE 이미지에는 수천 개의 단백질 스팟이 포함되

기 때문에 패어링 클래스도 수천 개가 생성 될 수 있
다. 실험에서 필터링 결과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하

여 해당 패어링 클래스에 포함된 스팟의 정확 여부를 
알아야 한다. 때문에 패어링 클래스의 모든 스팟을 일
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수천 개의 패어링 
클래스를 스팟 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랜덤 샘플링 방법으로 패어

링 클래스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스팟

들의 정확도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단백질 스팟 속성 중 특히 %Vol 은 단백질의 발현

량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속성으로서 이미지의 품질에 
상관없이 단백질의 발현량을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스팟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Vol 속성을 사용한다. 

실험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확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및 조화평균(Harmonic-mean) 
값을 사용한다. 패어링 클래스 PGr.sj 는 V 개의 에러 
스팟과 W 개의 정확한 스팟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필
터링 배수 F 에 의하여 v 개의 에러 스팟과 w 개의 정
확한 스팟이 필터링 된다. 이때 필터링 된 스팟에서 
에러 스팟에 대해서 보면, 정확도는 v/(v+w), 재현율은

v/V 이다. 반대로 필터링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은 스
팟에서 정확한 스팟에 대해서 보면 정확도는 (W-
w)/(V-v+W-w), 재현율은 (W-w)/W 이다. 

실험에서는 필터링 배수 F 에 의하여 패어링 클래

스에서 유사도가 [1/F, F] 범위에 있지 않은 스팟을 에
러 스팟으로 필터링 하기 때문에 F 의 값이 클수록 
많은 에러 스팟이 제거되는 동시에 정확한 스팟도 같
이 제거 된다. 즉 필터링 된 에러 스팟의 정확도가 증
가할 때 재현율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필터링의 정
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확도와 재현율 값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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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조화평균 값을 사용하며 조화평균은 2/(1/정확

도+1/재현율) 이다. 에러 스팟 필터링을 통해서 얻은 
조화평균 값이 클 때 정확도와 재현율은 합리하며 따
라서 선택된 필터링 배수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그림 2) 에러 필터링에 의한 정확도 그래프 

 
실험 그래프에서 x 축은 필터링 배수, y 축은 정확도 

이고 계열 top-n 은 각 패어링 클래스 스팟의 %Vol 값

의 표준편차가 큰 클래스부터 n 개 선택한 것이다. 
 
실험 1. 필터링 배수에 의하여 에러를 제거할 경우 

제거된 스팟에서 에러 스팟의 정확도 
패어링 클래스에서 필터링의 정확도를 확인 위하여 

필터링 된 스팟에서 에러 스팟의 정확도를 본다. 그림

2 에서 (a)는 필터링 배수 값이 증가할 때 필터링 된 
스팟에서 에러 스팟의 정확도, (c)는 재현율을 나타낸

다. 필터링 배수가 증가할 때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재
현율은 감소한다. 그것은 필터링 배수가 커질 때 필터

링 되는 스팟에서 에러 스팟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e)는 에러 스팟의 조화평균을 보여주며 필
터링 배수가 4 일 때 제일 좋은 필터링 효과를 가진다. 
모든 정확도가 계열 top-20 에서 제일 높게 나오는데 
그것은 패어링 클래스에서 스팟 속성의 편차가 클수

록 에러 필터링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2. 필터링 배수에 의하여 에러를 제거한 후 남

은 패어링 클래스의 정확도 
그림 2 에서 (b), (d), (f) 은 필터링을 통해 남은 패어

링 클래스에서 정확한 스팟의 정확도, 재현율, 조화평

균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필터링 배수가 증가할 때 
정확도 값은 증가하고 재현율은 감소한다. 그것은 필
터링 배수가 커질 때 제거되는 정확한 스팟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도와 재현율에 의한 
조화평균은 필터링 배수가 4 일 때 가장 높게 나왔다. 
계열로 보면 조화평균과 재현율은 top-20 에서 제일 높
게 나왔기 때문에 배수에 의한 필터링에서 패어링 클
래스의 스팟 속성의 편차가 클수록 더 좋은 필터링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2DE 이미지 분석에서 패어

링 클래스에 포함된 에러를 참조 이미지의 스팟에 의
한 유사도를 기반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패어링 클래스는 참조 스팟을 기준으로 하여 생성

된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 스팟 그룹으로서 그들의 속
성은 참조 스팟의 속성과 비슷해야 한다. 대상 이미지 
스팟 속성을 참조 스팟 속성으로 나눈 유사도는 그것

들이 동일한 종류의 스팟일 경우에는 1 에 가까울 것
이다. 어떤 스팟의 유사도가 필터링 배수 F 에 의한 
범위 [1/F, F]에 속하지 않으면 에러 스팟으로 판단하

여 제거함으로써 패어링 클래스의 정확도를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에러 필터링 

기법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패어링 
클래스 데이터는 하나의 참조 이미지에 의하여 생성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사도 계산에서 다소 오차를 
포함 할 수 있다. 이런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
구에서는 여러 개의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사도

를 계산하는 기법을 고려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어링 클래스의 에러 스팟 필

터링 기법을 향후 추진할 자동화 단백질분석시스템의 
구축에서 사용자의 수요에 의하여 데이터 정제 작업

을 할 수 있는 전처리 모듈로 추가함으로써 생물학자

에게 자동화된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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