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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마이크로 단위의 실험이 가능해지고 하나의 칩상에 수 만개의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DNA 칩 기술에 의해 얻어지는 마이크

로어레이(microarray) 데이터는 세포나 조직 내의 유전자 발현도(expression level)를 측정한 것

으로 질병 진단이나 유전자 기능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시계열 마이크

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차원을 판단하는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이용

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 한다. 제안된 방법은 실제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인 yeast 

cell cycle 데이터에 적용되었고, 데이터 차원 축소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를 축소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경우 학습 성능이 향상 된 결과

를 보였다.  

 

 

1. 서론 

유전자는 DNA 분자 중 생명 활동에 의미를 갖는 부

분으로 복잡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발

현 양상은 세포의 형질(phenotype)과 관계가 있다. 

한 생명체의 모든 세포는 같은 DNA 를 갖고 있지만, 

세포 종류에 따라 발현 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는다. DNA 마이크로어레

이 기술은 유전자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 대

량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되고, 여기에

서 측정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마이크로어레이 데

이터라 한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시간에 관계 

없이 특정 시점의 발현 정도가 측정되어 분석 된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유전자 발현에 관

련된 연구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 되어왔다. 분석을 위한 대표적

인 알고리즘으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11], SOM(Self-Organizing Map)[14][15], 

베이지안망(Bayesian network)[8],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9]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여러 

시점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 이지만 연속적인 흐

름의 데이터가 아닌 특정 시간의 발현 정도를 측정한 

데이터다.  

따라서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관찰된 데

이터가 이전 데이터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시계

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속성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그 수가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실험의 비싼 비용 및 샘플의 한정된 용량으로 인해 

표본(instance)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개수는 매우 작다

는 특징이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본 개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속성, 즉 유전자들을 분석 목적

에 맞는 개수로 줄여 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처리

(preprocessing)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전처리 과정으로 데

이터의 효율적인 차원을 판단하기 위해 PCA 를 시간

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한 점진적인 PCA 를 이용하

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기존의 유

전자 발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73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점진적 주성분 분석에 대해 기

술한다. 4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설

명과 차원 축소에 대한 군집화 실험 및 결과를 보인

다.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

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관련연구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전 처리 부분과 유전자 발현 분석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Bar-Joseph[3], Storey[10]는 전처리 방법으로 이

산적인 데이터를 연속적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spline 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예상하였다. Ramoni[7]

는 전처리 과정으로 AR(q)모델을 사용하였으며, 

Aach[1]에서는 Warp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정도를 정렬하였다. schlep[2]의 경우 Hidden 

Markov Model(HMMs)을 이용하여 시간 축을 정립하고 

결측치를 예측하였다. 또한 Amato[19]는 전처리 과정

으로 먼저 t-test 를 이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유전자

를 걸러낸 후 multi nominal mixture 모델을 응용한 

비선형 PCA 방법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였다.  

군집 분석은 보편적으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

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Wen[17]는 유클리드 거리행렬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분석하였으며, Tamoya[14], Toronena[15]는 자기조직

도(SOM)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

기 조직도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위상적 의미 해

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Brown[16]는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

시하기도 하였으며, Spell[11]는 Saccharomyces 

cerevisiae 의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 계층적 클러

스터링을 이용하였다.  

Tai[13]는 반복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유의한 

유전자를 선별하는데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인 다변량 

empirical Bayesian 통계기법과 Hotelling T2 소개 

하였다. Moller-Leveta[5]는 fuzzy short time 

series(FSTS) 클러스터링 분석을 제안하고 시계열 분

석을 위해 short time-series(STS) 거리 척도를 제안

하였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분석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얻어진 유전자는 각각 독립적이라고 가정하

고 분석을 진행한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한 

시점에서의 관찰 값이 이전 시점에서의 관찰 값과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석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4].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링 분석이 진행 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성질을 고려하고 유의한 유전자를 판별하여 

분석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전처

리 과정으로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적용한다. 

 

3.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데이터 차원 축소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를 잘 표현하면서 정보량

을 줄일 수 있는 주성분 분석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확장한 점진적 주성분 분석[6][12]을 이용한다. 시계

열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행의 값은 발현 유전자를 

나타내며, 열의 경우는 각각의 측정 시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징 벡터는 수천 개의 발현 유전자를 의미한

다.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차원 축소를 위해 마이크로어레이 데

이터를 n-차원의 특징 벡터 ),......,,(
n

gggG
21

= 로 표

현한다.  

모든 특징 벡터는 n-차원 특징 벡터 공간 내에 점

으로 표현되며 벡터 공간에서 모든 특징 벡터들은 n-

차원 벡터들의 집합에 의해 채워 지며 벡터 공간에서 

각각의 축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들을 기저 벡터 

},.....,,{
→→→

=
n

νννν
21

로 나타낸다. 즉, 특징 벡터 공간에 

모든 특징 벡터들이 위치하는 것을 식 1 과 같이 기

저벡터의 선형 조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
nn

cccG ννν ,.....
2211

                 (1) 

 

식 1 에서 
i

c 는 기저벡터와 관계가 있는 G의 좌표

이다. 일반적으로 기저벡터는 표준 기저를 사용한다. 

그러나 시계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경우 일정한 

측정 시점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이므로 데이터를 표

현하는데 표준기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계

열 데이터의 측정 시점에 따른 특성을 잘 표현 하기 

위해 새로운 기저 값이 요구 된다.  

주성분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를 잘 표현하

면서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다. 주성분 분석[9]은 n 차원을 갖는 데이터 G 의 

고유값(eigenvalue)과 고유벡터(eigenvector) 행렬을 

얻어 이를 기반으로 주성분을 찾고 원래 데이터를 더 

잘 나타내는 새로운 축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기저 값을 찾기 위해 원래의 

고차원 데이터를 투영하는 기저 벡터 ν 를 점진적으

로 갱신한다. 즉 주성분 구성요소 분석을 기반으로 

주성분 구성요소를 찾고, 평균 재현 에러율(average 

reconstruction error)을 최소화하는 주성분 구성요

소의 기저벡터 ji ,ν (i = 1…p, j = 1…d)를 점진적으

로 갱신하면서 새로운 기저 벡터를 찾는 점진적 주성

분 분석을 적용한다.  

 점진적 주성분 분석은 먼저 p 개의 기저 벡터를 

필요로 하며, 주성분 구성요소 T

diii
]....,[

,,
ννν

1
=

→

 

(i=1...p)를 가지고 원소 ji ,ν 의 값을 갱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구성요소의 벡터는 
→

p 로 표기하며, 

p 는 주성분 구성요소이다. 이 후 새로운 공분산 행

렬은 pd ×  크기를 갖는다. 

||)
~

(||
kkk

GG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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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2)은 평균 재현 에러율을 의미하며, 
k

G
~

는 p차원 공간에 
k

G 을 투영한 후에 재구성된 점을 

의미한다. 또한 m 개의 샘플을 가지고 p차원 공간에 

k
G 를 투영한 것을 

k
a 라고 가정할 때, 

k
a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

×=

m

k

dkdiik
ga

1

,,,
ν  (i=1…p, k=1….m)     (3) 

∑
=

×=

m

k

pkjpik aG

1

,,,

~

ν  (j=1…d)               (4) 

즉, 
ik

a
,
는 m 개의 샘플들에 각각의 주성분 구성요

소를 곱한 전체의 합을 의미하며, 
k

G 의 재구성은 식 

4 와 같이 표현한다.  

시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샘플 
1+k

G 이 주어졌을 

때 그림 1 과 같이 3 단계를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주

성분의 구성요소를 변경한다.  

 

 
(그림 1) 점진적 주성분 분석 

 

주성분 구성요소 벡터를 갱신할 때, 각 주성분 구

성요소 
→

i
ν 를 위한 갱신의 중요도는 샘플의 개수가 k

인 경우 식 (5)과 같이 나타낸다. 

∑
=

=

k

t itik
a

k
M

1

21

,,
                          (5) 

 

4. 실험 및 결과 

데이터는 Spellman[11]에서 공개하고 있는 Sacchar 

omyces cerevisiae 의 세포주기 관련 시계열 유전자 

발현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각각의 측정 시점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수치 데이터로 표현하고 

있다. 표 1 에서 Alpha 발현 데이터는 페로몬을 이용

하여 세포들을 G1 기에 정지(arrest) 시켰다가 해제

(release) 시킨 후 매 7 분마다 유전자들의 발현 양

상을 측정한 것으로 6000 개 이상의 효모 유전자들에 

대해 총 18 개의 시점(time point)에서의 측정치를 

담고 있다. Cdc15 발현 데이터는 성장 온도를 변화시

켜 측정한 것이며, Elu 데이터는 elutriation 에 의

해 발현된 양상을 측정한 데이터 이다. 본 논문에서

는 주어진 데이터 중 70%를 학습데이터로 나머지 30%

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표 1> spellman 의 데이터  

실험의 명칭 측정간격 측정횟수

Alpha 0분부터 119분까지 매 7분 18번 

Elu 0분부터 390분까지 매 30분 14번 

Cdc15 
10분부터 290분가지 매 10분(중간

에 측정하지 않는 시각이 있음) 
24번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데

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평균 재

현 에러률을 최소화 하는 주성분 구성요소의 수를 표 

2 와 같이 생성하였다. 

 
<표 2> 주성분 구성요소 개수에 따른 재현 에러율  

 PC 개수 

데이터 1000 900 800 700 500 100 50 

Alpha 0.57 0.07 0.04 0.15 0.11 0.14 1.25

Cdc15 0.15 0.11 0.26 0.26 0.39 0.50 2.53

Elu 0.17 0.09 0.18 0.20 0.22 0.20 2.44

 

Alpha 데이터의 경우 주성분 구성요소의 수가 800

개 일 때 재현 에러율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Cdc15 와 Elu 데이터의 경우에는 주성분 구성요소의 

수가 900 개 일 경우 가장 낮은 평균 재현 에러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재현 에러율을 최소로 하는 주성분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였고, 

데이터의 차원 축소에 관한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

하였다.  

계층적 클러스터링[11]은 처음에 각각의 데이터 점

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설정한 후 이들 쌍 간의 거리

를 기반으로 하여 분할(top down), 합병해 나가는 상

향식(bottom-up) 방식이다. 군집간의 거리를 측정하

는 방법에는 6 가지 측도가 있으나 본 실험에는 각 

클러스터 내에 포함된 객체들 사이의 거리 중 최대 

거리를 두 클러스터의 거리로 보는 계층적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였으며,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로그-우도

(log-likelihood) 값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질 때 클러

스터의 성능이 높다고 판단한다.  

K-means(K 평균) 클러스터링[18]은 거리에 기반을 

둔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데이터들

끼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이다. K-means 알고리즘

은 제곱오차의 합을 최소화 하도록 k 개 분할한다.  

실험 결과 표 3 에서와 같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Alpha 데이터의 경우 클러스터의 수가 500 이

면서 투영된 데이터의 경우 로그 우도 값이 원래 데

이터의 2 배정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c15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의 52 배 정도 높았으며, 

Elu 의 경우에는 2 배 정도 높은 로그 우드 값을 나타

냈다. 표 3 에서 OD 는 원래 데이터를 의미하며, PD 는 

점진적 PCA 에 의해 축소된 데이터, RD 는 주성분 구

성요소에 의해 재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표 3>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로그-우도(Log likelihood) 

값 

계층적 
클러스터 개수 

10 
클러스터 개수 

100 

클러스터 개수

500 

Alpha 1.99188 3.96382 6.24472 

Cdc15 -5.46022 -2.0411 0.32204 OD

Elu -0.2637 -1.63202 3.31896 

PD
Alpha -3.04051 3.48401 15.33852 

(1) 현재 주성분 구성 요소 
i

→

ν (i=1…p)에 
1+k

G

을 투영함으로써 1+ka
' 을 계산한다.  

(2) 재구성 에러를 평가한다.  

(3) i

→

ν 를 평가하여 갱신하고, 샘플 
1+k

G 을 위

해 실제 투영된 점으로 새로운 투영 
1+k

a 를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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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15 -16.46023 -1.7538 15.67119 

Elu -4.0831 0.63401 7.1368 

Alpha -12.05245 -10.08526 -8.09562 

Cdc15 -25.36644 -21.75704 -18.84018 RD 

Elu -11.13955 -9.66488 -8.08191 

 
<표 4> k-means 클러스터링의 제곱 오차의 합(squared 

errors) 

클러스터 개수 

10 

클러스터 개수 

100 

클러스터 개수

500 

K-means 반

복 

수 

제곱 

오차의 

합 

반복

수 

제곱 

오차의 

합 

반복

수 

제곱 

오차의 

합 

alpha 91 337.22 44 198.42 16 134.60

cdc 58 522.72 39 341.26 21 239.19OD 

elu 39 285.69 34 171.21 23 113.63

alpha 17 11.83 12 3.421 5 1.99 

cdc 15 17.60 13 3.265 7 3.149 PD 

elu 45 4.217 14 2.437 5 0.184 

alpha 135 38.66 51 18.82 25 12.69

cdc 48 53.54 47 25.38 21 17.77 RD 

elu 56 17.090 57 9.061 22 5.770 

 

표 4 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데이터에 적용

한 경우 클러스터의 수가 500 일 때 원래 데이터의 

제곱 오차의 합이 투영된 데이터 보다 높은 값을 나

타냈으며, 재구성된 데이터도 원래 데이터 보다 낮은 

제곱 오차 합의 값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와 같이 데

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원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을 때 

보다 더 좋은 군집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적게는 수

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기능이나 특징 등 정확한 정

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유의한 유전자를 골라

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마이크로어

레이 데이터의 기능 분석과 유전자 상호 관련성 등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시간적 특성

을 고려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의 차원을 축

소하였다. 점진적 주성분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차원

을 축소함으로써 저장공간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었

고, 데이터 차원 축소에 대한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

해 클러스터링을 수행 한 결과 군집학습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차후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

로 시계열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전처리에 관한 유사 

연구 비교와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고려한 복합적

인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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