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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방면 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량의 데이터와 한 새로운 역으로의 근 가능성을 열

어주었다. 유 자 정보와 같은 량의 정보를 다루는 시 가 열리면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

운 연 성과 정보를 찾아내는 바이오인포매틱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 학문으로 특히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 인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해 BNP에 내장

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분류화에 목시킨 방법에 해 논하고자 한다.

1. 서론1)

  장 공간, 통신 단말기와 같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기

술의 발달은 매우 거 한 데이터 환경을 사람들에게 제공

했다. 기존의 데이터들끼리의 연 성에 한 질문도 가능

해졌고, 유 자 정보와 같은 새로운 역에서의 량 데이

터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량의 데이터는 오

히려 사용자가 그 안의 정보를 악하기 힘들어 의미성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정보를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는 그 

양이 얼마든지, 그 안의 정보가 얼마나 요한지의 여부에 

계없이 사용자로부터 버려질 수 밖에 없다. 한 설혹 

분석을 통한 의미 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속도가 

하게 느린 탓에 다양한 분석 옵션을 용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량의 데이터 환경에서 신속하게 의미를 

지닌 정보를 찾아내 그 계성을 악하고 정확하게 분석

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역  하나는 바이오 데이터를 다루

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역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는 원시 바이오 데이터로부터 유 자

나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객체들의 각각의 기능과 유기

으로 련이 되는 총체 인 기능을 밝 내는 것을 목 으

로 하는데,[1] 이를 통해 가공된 바이오 정보는 신약개발

에서의 시행착오와 소모비용, 소모시간 등을 이고, 의료

진단에서도 유 자 벨의 새로운 진단법을 출 하게 하

는 등, 획기 인 진단  치료 수 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를 해 용량 바이오 정보간의 련성을 

악하기 한 알고리즘과 다양한 바이오 정보에 한 분석

과 해석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바이오 정보들에 한 분

석 작업을 도와주는 총체 인 툴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 인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한 BNP 내장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마이닝의 분류화에 목시킨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응용

하여 구 한 DNA 칩 분석 시스템에서의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논하고자 한다.

2. Bio Network Processor

  BNP(Bio Network Processor)는 생존형 하드웨어를 내

장하여 실제 생태계의 특성인 생존성  응성을 제공해

주는데, 이를 해서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이하 

PSO), ANT 알고리즘과 같은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을 내

장하여 사용한다.

  2.1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

  생태계의 환경에 한 생존성  응성은 ‘스티그머지

(Stigmergy)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티그머지란 

1950년  Grasse가 흰 개미가 그들의 집을 재건하는 활동

에 한 연구에서 최 로 제시한 개념으로, 생태계에서 자

연 으로 발생하는 조정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1)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01-2008-000-2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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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내 사회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규칙에서 정의

한 바에 따라 재의 시․공간  환경에 부합되는 조정 

활동을 수행한다. 수행의 결과에 따라 환경이 변하면 계속

해서  다른 활동이 유도된다.[2]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

다.

(그림 1) 조정 작용에 한 메카니즘

  이 때, 조정에 한 규칙과 그에 따른 활동은 흰 일개미

(Worker) 한 마리같은, 사회를 이루는 하  개체에 

으로 의존된 게 아니라 흰 개미의 사회공동체(the Nest)와 

같은 상  개체에서도 향을 받는데, 이러한 특성은 실제 

생태계에서 단순히 공동으로 양육하는 습성을 가진 집단

에서부터 개미와 같은 고등 벨의 사회에까지 나타나며, 

실제로 이들의 규칙과 활동은 생태계에서의 생존을 최우

선하여 주어진 환경에의 응을 목표로 정의된다.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이란 이러한 생태계의 생존․ 응

 특성에 따른 실제 자연 생태계 동․식물의 행동패턴 

 습성을 알고리즘으로 구 한 것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객체간의 상호 계와 향력을 잘 반 하고, 그에 따른 최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으

로는 개미가 먹이를 찾을 때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을 모

방한 개미(ANT) 알고리즘, 유 자가 진화해가는 과정을 

모방한 유 자(Generic) 알고리즘, 뇌의 뉴런들의 행동을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새․벌과 같이 하나의 무리

(Swarm)를 이루는 동물의 습성을 모방한 PSO 알고리즘 

등을 로 들 수 있다. 

 2.1.1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은 벌, 철새 등과 같은 무리의 집단  지

성(Swarm Intelligence)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집단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과 그 집단 간의 지식체계를 분석하

여, 개인 벨의 입자(Particle)와 사회 벨의 무리

(Global)간의 직․간  경험 정보의 공유, 공유를 통한 

학습과 비교 단 그리고 이를 통한 최 값 도출과 같은 

사회  행동을 진화  계산(Evolutionary Co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PSO에서 벨에 따른 두 개체의 계 

2.3 분류화 알고리즘의 구  

  분류화 알고리즘은 그 목 과 어떤 데이터를 다루느냐

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바이오 데이

터의 효율 인 분석을 해서 가장 합한 알고리즘을 찾

아야 하는데, 실제 생태계 상의 바이오 데이터에 해서, 

생태계 특성에 기반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이 최 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류화에 용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인 

PSO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PSO 알고리즘의 Pseudo Code

  PSO 알고리즘에서 입자와 무리는 pbest(Particle Best 

- 입자 최 값), gbest(Gloabl Best - 무리 최 값)을 가

지고 최 화 과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과정을 수행한 뒤 

찾아낸 최고의 최 값(Final Global Best)은, 실제 바이오 

데이터에서 도출해낸 분류화를 한 최 의 규칙이 된다.

 2.2.1 입자매핑

  BNP에서  알고리즘에 실제로 용하는 데이터는 

DNA chip에 담긴 각 실험을 분류한 실험의 ID와 각 유

자들의 실험에 한 발 값이므로, 이 데이터에 한 입자  

매핑(mapping)  구 은 아래와 같다.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295 -



System Too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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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자 매핑

 다음과 같이 입자는 하나의 실험에 해서 유 자의 수

만큼 차원을 가지는 벡터로 표 된다. 따라서 입자는 입력

받는 데이터의 총 실험수만큼 존재하며, 각 입자의 차원은 

총 유 자 수와 같다. 이 때, 각 입자는 아래의 식을 기본

으로 하여 자신의 발 값을 변화시킨다.

       

∙

∙

  각 입자는 다차원 공간을 상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는 이러한 입자i 의 t 번째 반복에서의 속도를 나타내

는 벡터다. 입자 I는 한 치를 나타내는 벡터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치는 아래의 식에 따라 변화된다.

               

  의 식에서 상수 ,를 변경하여 입자와 무리  어

느 쪽의 향력을 크게 할런지 조 할 수 있고, 한 상수 

를 변경하여 체 공간의 범 를 조 할 수 있다. 이러

한 상수를 통한 환경 설정은 해당 데이터와 시스템 환경

에 합하도록 이루어져야하므로, 각 상수값 변경이 처리 

환경에 미치는 정도를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하여 해당 환

경에서의 최 값을 찾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3],[4] 

 2.2.2 규칙 표

 각 입자들은 각기 하나의 규칙을 표 하고 있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유 자 ID와 발 값은 곧 규칙의 조건이 되

는데, 각 입자의 규칙으로의 환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입자의 규칙으로의 환

 각 규칙의 정확성은 실제 이 규칙에 부합되는 테스트 데

이터의 퍼센트로 계산한다. 즉, 규칙에 따라 테스트 데이

터를 분류했을 때, 실제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값과의 일치

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아래의 Confusion 

Matrix를 따른다.(단, 실제 실험에서는 Class는 1과 -1로 

분류된다.)[5]

<표 1> Confusion Matrix

        


3. 실험  결과

 다음은 분류화 작업을 실험한 환경이다.

<표 2> 실험  구  환경

  입력한 바이오 데이터는 유 자 100개와 실험 24개에 

한 발 값과 정확도 평가를 한 각 실험의 실제 분류

값으로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입력 바이오 데이터 일

    

Gene ID Experiment ID Expression Value

297784 N000287 5.11359232185826

297784 N000288 -1.3389279170472

… … …

297784 N000310 4.70523273962433

297912 N000287 -0.30576094332653

297912 N000288 2.70243282124646

… … …

297912 N000310 -1.06540479678734

297990 N000287 1.82213569753198

297990 N000288 2.70243282124646

… … …

297990 N000310 -1.711255303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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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수

유 자 수
 6 12 18 24

25개 100 100 100 100

50개 100 100 100 100

75개 100 99.50 99.50 95.83

100개 100 98.18 98..33 98.16

<표 4> 정확도 측정을 한 실제 실험의 클래스

         

Experiment ID Real Class 

N000287

N000288

N000289

   ：      

   ：     

N000305

N000306

N000307

N000308

N000309

N000310

-1

 1

 1

：

：

 1

-1

 1

-1

 1

 1

  이러한 환경에서 각각 총 유 자 수와 용 실험 수에 

변화를 주며 실험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총 유 자수

와 각 유 자에 한 해당 실험 수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표 5>에서 나타내며, (그림 6)은 이러한 실험 조건 변화

에 따른 수행 속도를 그래 로 보여 주고 있다.

<표 5> 실험 조건에 따른 PSO 분류화 정확도

(그림 6) 실험 조건에 따른 PSO 분류화 수행 속도

4. 결론 

 총 1000개의 유 자에 최  24가지 실험을 용한 조건

에서 약 45 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 실험에서 

용한 데이터의 양은 (유 자 1000개×실험 24가

지)=24000 정도로, 이를 량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기엔 부

족하다. 때문에 실험의 소요 시간이 게 걸림에 의의를 

두기엔 아직 이르다. 실험 결과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기 

해선 보다 거 한 바이오 데이터에 한 실험이 행해지

고, 그에 한 세 한 분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한 

본 실험에서 용한 데이터는 실제 암 환자의 데이터인데, 

실제 모든 바이오 데이터가 이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며,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인 경우에도 그 자료 구조가 본 실

험과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진정한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포맷의 바이오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에 신뢰성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한 나아가 의료진단을 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기 해

선  실험과 같이 암 이라는 하나의 질병에 한정되지 않

고 다양한 질병에 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보장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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