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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는 인간 유 자 서열의 0.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는 각 개인
의 체질  각종 유 질환과 한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SNP 정보를 이용 각종 질환의 
유  원인규명에 한 많은 생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SNP를 이용한 효율 인 

분석방법에 한 산학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패턴인식기  하나인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 한국인의 표 인 유 질환으로 알려진 암에 한 측율을 실험하

다. 실험 데이터는 간  소화기 질환 유 체 센터에서 얻어진  질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실

험 결과 측율은 67.3%로 이는 Case Based Reasoning(CBR)방법의 55% 보다 더 좋은 측 결과를 보

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반 진흥사업

(01-PJ10-PG6-01GN14-0007)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서론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는 인간의 

유 체를 이루는 체 30억 염기  0.1%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집단 는 개인 간 형질 차이를 결정하

는 서열이다. 최근 이 SNP데이터를 이용 각종 질환

측  맞춤의학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재 국내에서는 SNP정보를 이용 한국인의 유

 질환과 SNP와의 계를 규명하기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SVM)[1]을 이용 한국인의 표  유 질

환인 암의 측율 실험에 해 논한다. 2장에서는 

SNP과 SVM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실험에 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SNP
염기서열은 DNA의 경우 {A, T, G, C}의 알 벳

으로 이루어진 유한한 길이의 스트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를 들면 스트링 “GCCTACCGAGGC"는 

DNA의 서열(sequence)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서

열의 개수는 30억 개이며, 개개인의 서열을 비교하

을 때  99.9%가 동일하다. 하지만 인류 집단 내에
서 일부분 0.1%의 차이에 의해 개인 간에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질환감수성에 차이가 생긴다. 즉 3백만 
개 정도의 염기서열 부 에서 서로 다른 염기에 의

해 개인 간의 차이 는 일정 집단이나 인종, 민족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0억 개 인간 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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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에서 락 1.0kb마다 서로 다른 염기가 
올 수 있다. 이는 총 3백만 개가 되며, 이를 단일염
기 다형성SNP라고 부른다[2]. 즉 체 염기서열을 

분석하지 않아도 다형성을 보이는 이들 3백만 개 염
기서열을 분석한다면 체 염기서열을 분석하지 않

아도, 개인 간이나 집단 간의 유  차이, 는 질

환군과 정상인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질환

의 조기 진단  개인별 맞춤의학 분야에 리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2 SVM

2-2-1 Support Vector Machine 의 개요

  SVM은 최소의 일반화 에러로 나타나게 하는 최

의 분류 평면(Separating Hyperplane)을 결정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선형 으로 분

류 가능한 문제의 분류식은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VM에서 최 의 분류 평면은 서로 다른 클래스

들을 구분하는 최  마진(margin) 사이에 존재한다

고 본다. 입력벡터 xi에 한 클래스 이블(label)이 

yi라고 할 때, 최 의 분류 평면은 다음의 제약조건 

최소화를 만족해야 한다.

  

   ⋅   ≧ 

  선형 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의 최소화 

조건은 오분류 데이터를 허용하기 해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된 식에서 soft margin 분류기가 어느 정

도의 에러를 허용하는 신 제약조건의 반의 측정

치로 새로운 변수인 c를 포함한다. 그리고 ai가 라그

랑지(Largrangian) 게수일 때, 

     

⋅ 

    

 ≦  ≦ 



 



 

이다. 여기서, C는 ζi의 가 치이며, ϕ(∙)는 입력 공
간을 보다 고차원의 공간으로 매핑하는 비선형함수

이다. 이 때,  식의 첫 번째 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VC 차원을 최소화 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식

을 풀기 해서 라그랑지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    

 ≦  ≦ 

   

  

이 때 K(xi, xj) = <ϕ(xi), ϕ(xj)>  인 커  함수이다.

  두 클래스(binary class) 분류에서의 임의의 입력 

벡터 X에 한 분류 함수는 다음 식과 같다.

   
  



 ⋅  

2-2-2 커  함수

  SVM에서는 고차원의 기본 함수들을 구축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이 때 구축되는 고차원의 공간을 

자질 공간 (feature space) 이라고 하고 이 의 공

간을 입력 공간 (input space) 이라고 한다[3]. 만일 

입력 공간을 그 로 자질 공간으로 사용하여 최 의 

hyperplane을 찾고자 한다면, 이 경우의 커  함수 

K(∙)는 입력 벡터의 단순 내 이 되는데 이 경우

의 커  함수를 선형 커 이라고 한다. 선형 커 은 

여러 커  함수 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함수이

다.

  그러나 만일 큰 집합의 사상 함수가 사용이 된다

면 최 화 문제는 기본 함수들로 정의된 자질 공간

에서의 새로운 내 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커  

K(∙)는 기본 함수 φl(x), l = 1,...,m, 를 가지고 다

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m은 무한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고차원 자질 공간에서의 두 자질 벡터

간의 내 을 계산하는 것은 입력 공간에서의 벡터들

의 support vector들 간의 커  K 의 계산을 통하여 

간 으로 이루어진다. 커  함수의 일반 인 형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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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벡터 zi와 zj는 입력 벡터들의 자질 공간에서

의 사상이다. 그리고 커  함수는 자신의 비선형

인 형태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자질 공간을 생성하

기 하여 확장시킨다. 

   ∙  


여기서 q는 다항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커  함수를 다항 커  함수라고 한다.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커  함

수를 그들의 응용에 용시키기 하여 개발하여 왔

다. 그러나 선형 커 과 다항 커 이 그 에서 가

장 범 하고 다양한 응용에 사용된 커 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 커   다항 커 을 각 

각 용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3. 데이터  방법

3.1 데이터

SVM을 이용한 측율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주 학교 간 소화기 질환 유 체 센터에서 얻어진 

소화기 질환 환자  SNP가 확보된 암환자 85명

과 일반환자 175명 총260명의 데이터를 이용하 으

며, SNP데이터는 암과 련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MMP2유 자의 SNP 3개를 사용하 다. MMP2 유

자는 Matric Metallo Protainase(MMPs)의 한 부

류이다. 표1은 MMP2유 자의 SNP들과 치 그리

고 해당 SNP가 가질 수 있는 염기를 나타낸다.[4] 

그림1은 MMP2 유 자 구조를 나타낸다.[5] 

No SNP Name Position Value

1 MMP2-F602F 10243470 C,T

2 MMP2-D383D 54081206 C,T

3 MMP2-T460T 54084614 G,C

표 1 MMP2 Gene 

그림 1 MMP2 Structure

SVM을 이용한 실험을 해 SNP값을 표2와 같이 

A,C,G,T를 1,2,3,4 형태의 정수로 변환하 다. 이때 

환자가 암이면 0, 정상이면 1로 결과를 변환하

다.

실제 값 변환 값

환자 코드 SNP1 SNP2 SNP3 SNP1 SNP2 SNP3 암여부

환자 1 CT CC GG 24 22 33 0

환자 2 CC CT GA 22 24 31 1

환자 3 CC TT AA 22 44 11 0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n CT CC GG 24 22 33 정상

표 2  실험을 한 변환된 데이터

실험에 사용한 입력데이터는 표3과 같다. 표3에서의 

Class는 암의 유무를 나타내며 각 factor는 factor번

호 : factor값으로 표 한다.

Class Factor1 Factor2 Factor3

1 1:22 2:24 3:31

2 1:24 2:22 3:33

2 1:24 2:22 3:33

2 1:24 2:24 3:33

1 1:22 2:24 3:31

.

.

.

.

.

.

.

.

.

.

.

.

1 1:22 2:22 3:31

표 3 SVM 입력데이터 (Class 1:normal 2:cancer)

3.2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는 SVM Multiclass[6]를 사용하 으

며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는 체 환자데이터를 

이용하 다. 체 260개의 환자정보 가운데 첫 번째 

환자정보를 암여부를 정하기 한 테스트 데이

터로써 사용하며,  나머지 256개를 학습데이터로 하

다.  이러한 방식을 모든 환자정보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용하여, 총 26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만

들어 이들을 테스트를 함으로서 어느정도의 정확도

를 가지고 질환과 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산출

하 다. 이러한 방식을 용한 이유는 환자의 SNP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정보를 

최 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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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의 체 흐름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체 실험 구조 

우선 환자데이터베이스의 검진결과와 해당 환자의 

SNP정보를 이용 3.1과 같이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

환된 데이터 가운데 테스트데이터로 사용할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총 260

번의 학습과 테스트를 하 다. 그림3은 실험결과의 

일부분이다.

그림 3 실험 결과 출력

4. 평가

  실험 결과 SVM을 이용 선형 커   다항 커

을 각 각 용한 결과 선형 커 을 이용 했을 때 

67.3%, 다항 커 을 사용 했을 때 49.2%로 나타났으

며 선형커 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

여 최근 연구된 Case Based Reasoning(CBR) 기법

[7]을 이용한 방법(55%) 보다 더 높은 측율을 보

다.  표 4는 CBR 기법을 사용하 을 때와  SVM

을 사용하 을 때의 결과이다.

CBR
SVM

Linear Polynomial

평균 55.00% 67.31 49.23%

표 4 CBR과 SVM의 측율비교

의 표는 본 데이터를 측하기 해서는 CBR이

나 다항 커  SVM보다 선형 커  SVM이 더 합

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SNP정보

만을 factor로 사용하 으나, 보다 효율 인 측을 

해서 더 많은 SNP정보나 기타 환자 련 정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표 인 유 질환으로 

알려진 암에 한 진단 측을 해 표 인 패턴

인식기  하나인 SVM을 용하 다. SNP 정보를 

이용 각종 질환의 유  원인규명에 한 많은 생

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SNP를 이용한 

효율 인 분석방법에 한 산학  연구는 많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유 자 분석에 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암 련 SNP와 충분한 학습데

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 인 측성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연구로는 더 높은 측율을 

하여 더 많은 SNP정보와 환자임상정보, 환자의 생

활 패턴 등의 학습요소를 추가할 정이다. 한 

암이외에 간질환 같은 질병에 해서도 본 논문에서

의 방법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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