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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어레이 유전자 발현데이터인 효모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기반

군집방법, K-평균법, 중앙값 중심분포 (PAM), 자기 조직화 지도 (SOM), 계층적 Ward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를 실시하고, 연결성 측도 (connectivity), Dunn지수, 실루엣 측도 (silhouette)를

이용하여각군집방법에대한유효성을측정하고군집분석결과를비교하고자한다.

주요용어: 계층적 군집방법, 모형기반 군집방법, 실루엣, 연결성 측도, 자기 조직화 지도,중앙값 중심

분포.

1. 서론

마이크로어레이유전자발현데이터는비슷한성질을갖는유전자들을군집화함으로써유전자들의공

통성이나 기능을 찾고자 한다. 유전자 데이터는 그 수가 최소한 수백 개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분석 할 때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데이터를 공

통성을갖는유전자끼리군집화하여의미가있는유전자들만분석에이용하여시간과비용을줄일수있

다. 다른 유전자들과 공통성을 갖지 않는 특정한 질병이나 유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찾는 것 또한

유전자 데이터 군집분석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상인의 유전자와 질병에 걸린 환자의 유전자를 비교

하여그질병에영향을주는유전자를찾을수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효모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Gasch와 Eisen (2002)는 퍼지

(fuzzy) K-평균법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고 Getz 등 (2000)은 초모수적 (super paramagnetic)

군집분석을 하였다. Toronrn 등 (1999)은 자기 조직화 지도 (SOM)방법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

다. Zhang 등 (2003)은이산푸리에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이용한군집분석결과를보여

주었다. Kim과 Kim (2006)는 푸리에 프로화일을 이용하여 2 단계 군집방법을 적용하였으며 Kim 등

(2008)은미분푸리에계수를사용한군집분석을시도하였다.

군집분석으로 군집을 얻은 후에는 군집 유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군집유효성 측도

가 제안되어왔으며 Yeng 등 (2001)은 유전자에 대한 여러가지 군집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유효성측도를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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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효모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군집분석을 적용하고 비교해 보고자한다. 2장에서는 본 연

구에 사용한 군집분석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군집화 결과 후 군집의 유효성측도에 대

해설명한다. 4장에서는효모마이크로어레이유전자발현데이터에대해 5가지방법으로군집분석결과

를보여주며 5장에서결론을맺는다.

2. 군집방법

군집화 (clustering)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것을 나타낸다. 군집화와 분류 (classifica-

tion)의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화는 새롭거나 알지 못하는 군집으로 데이터를 묶는 것이고, 분류는 이미

알고 있는 군집으로 데이터를 묶는 것이다. 박희창과 류지현 (2005)에 의하면 군집화는 군집의 수 또는

구조에 대한 가정이 없으며, 오직 데이터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형성된 군집의 특

성을파악하여군집들사이의관계를분석하는것이다.

마이크로어레이 유전자 발현데이터를 군집화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특징을 갖는 유전자그룹을 찾아내

는 것을 의미한다.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군집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같은 군집 안의 개체

들끼리는 비슷하고 군집들끼리는 차별화되도록 군집화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박창순 (2007)에 의하면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의 주목적은 그룹간의 유전자 발현수준을 비교하여 특정그룹에서 나머지 그룹과 비

교할 때 발현수준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군집화를 할 때 군집의 개수를 적

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효성측도를 고려해야한다. 이번 연구에서 비교하고자하는 각 군집방법

에대한특징을언급하고자한다.

2.1. 모형기반 군집방법

모형기반 군집방법은 Fraley와 Raftery (2002)에서 데이터 y = (y1, · · · , yn)를 다음과 같은 밀도함
수를갖는혼합모형이라고가정한다.

f(y) =

n∏
i=1

G∑
k=1

τkfk(yi|θk) (2.1)

여기서 θk는 모수벡터이고 τk는 관측벡터가 k번째 군집 (1, · · · , G)에 속할 확률이다.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능도 함수인 f(y)를 가장 크게 하도록 모수를 추정한다. EM 알고리즘은 E-단계와 M-단계

로나눌수있다. E-단계에서는 i개체가 k번째군집에속할조건부확률을다음과같이계산한다.

zik = τkφ(yiµk,Σk)/

G∑
j=1

τkφ(yi|µj ,Σj) (2.2)

M-단계에서는 조건부 확률 zik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각 개체가 최대 확률로 해당 군집에 속할

때 EM 알고리즘 결과로 수렴하게 된다. 모형을 선택할 때 BIC 값이 최소가 되는 군집의 수를 최종모

형으로선택할수있다.

2.2. K-평균법

K-평균법은 비계층적 군집방법으로 초기 군집 선정 후 전체 개체를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계층적 군집방법과 달리 한 개체가 속해있던 군집에서 다른 군집으로 이동하는 재배치

가 가능하며 계산량도 적은 편이라서 유전자 데이터와 같이 다량의 개체들에 대한 군집방법으로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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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점은 군집의 정확한 개수를 알아야하고 초기 군집선정에 따라 최종 군집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

이다. K-평균법은 계층적인 군집방법과 함께 쓰일 수 있는데 계층적 군집방법으로 군집의 개수를 정하

고 K-평균법을 이용하여 개체를 재배치 할 수 있다. K-평균법은 수치화 된 자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K-평균법에대한설명은김재희 (2008, 2011)에서참고하였다.

2.3. PAM 방법

K-평균법에서 군집 평균 대신 이상점과 결측값에 덜 민감한 medoid를 군집의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K-medoid 방법으로 여러 알고리듬이 고려되었다. Kaufman와 Rousseeuw (1990)는 중앙값 중

심 분할 (PAM : 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듬을 제안했으며 관측값과 가까운 medoid 간의

거리합을최소화하도록 medoid M∗를구한다. 즉 k개군집의 medoids M = (m1,m2, · · · ,mk)일때

M∗ = argminM

∑
i

MIN
k

d(yi,mk). (2.3)

k개 군집의 medoids를 구한후 각 개체를 가장 가까운 medoid가 있는 군집으로 분류한다. 이영섭과 안

미영 (2003)을 참고하면 medoid는 군집 내에서 객체들간의 평균 비유사성이 가장 작은 객체를 말한다.

K-평균법에 비해 비유사도 (dissimilarity)가 큰 편이나 이상값에 덜 민감한 방법으므로 군집결정시 K-

평균법에비해이상점의영향력이작아진다. PAM 방법은데이터의수가적을때사용하는것이적합하

다는단점이있다. 데이터의수가많아질경우에는군집화의효율성이떨어진다.

2.4. 자기 조직화 지도 (SOM)

자기 조직화 지도 (SOM, self-organizing map) 방법은 Kohonen (1998)이 제안한 방법으로 신경

망 (neural network)에 기반한 비계층적인 방법이며 고차원 (high-dimensional)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visualization)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조광현과 박희창(2008)에 의하면 자기 조직화 지도는 데이터 점

들로 구성된 고차원 공간의 모든 점들의 거리와 인접관계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차원 공간으로 나타내

는 것이다. 자기 조직화 지도 방법은 고차원 데이터를 군집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차원의 분포를 작

은 차원의 격자판에 배치한다. 고차원의 복잡하고 비선형 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작은 차원의 간단한 기

하학적 관계를 갖는 형태로 보여주며 관측값들의 모형은 각 교점과 관계가 있는데 관측값들의 범위를

최적으로 묘사시켜 모형을 설정한다. 자기 조직화 지도 방법은 조절모수 (tuning parameter)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즉, 격자구조 (grid configuration), 이웃크기 (neighborhood size), 축소함수 (shrinkage

function) 등의영향을받는다.

데이터 객체를 입력변수로하고 결과 뉴런 (neuron)을 2차원 p × q격자 이웃 (grid neighborhood) 구

조에서 표현한다. 고차원 데이터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통계적 관련성을 저차원의 기하학적 관계로 변

환시켜 저차원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며 과정분석 (process analysis), 기계인식 (machine perception),

조절 (control), 의사소통 (communication)과 같은 복잡한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자기 조직화 지도

알고리듬은 관측값들을 최적화 표현하도록 비모수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계산하며 결과로 의미있는

2차원상의표현을얻는다.

모형벡터 mi ∈ Rn를관측벡터 y ∈ Rn에회귀시킨후

mi(t+ 1) = mi(t) = hc(x),i(y(t)−mi(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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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t번째 회귀단계이며 회귀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y(t)로 표기한다. hc(y),i는 스칼라이며 이

웃함수(neighborhood function)로서스무딩 (smoothing) 역할을한다. c = c(x)는다음의조건

||y(t)−mc(t)|| ≤ ||y(t)−mc(t)|| (2.5)

을 만족하며 여기서 mc(t)는 y(t)가장 적합한 모형(winner)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개의 최소

값이존재할수있으며가장적합한모형은랜덤하게선택될수있게된다.

이웃함수로가우시안 (Gaussian) 함수를취한다면

hc(y),i = α(t) exp

(
−||ri − rc||2

2σ2(t)

)
(2.6)

여기서 0 < α(t) < 1는 학습비율 인자 (learning-rate factor)로 회귀 단계가 진행될수록 단조감소

(decrease monotonically) 한다. ri ∈ R2, rc ∈ R2표현되는벡터의위치를나타내며 σ(t)는이웃함수의

폭을나타내며회귀단계가진행될수록단조감소한다.

자기 조직화 지도의 특징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차원상에서의 그래프를 제공하며 비슷한

군집일수록 서로 가까이 놓아 군집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한다. 자기 조직화 지도를 사용하려면 군집

의개수와격자구조를정해야한다. 이방법은조정모수 (tuning parameter)가많다는단점이있다.

2.5. 계층적 군집방법

계층적 군집방법은 처음에 개체 수 n개의 군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군집의 개수를 줄어나가는 방

법으로 군집간의 거리 정의에 따라 최단연결법, 최장연결법, 평균연결법 등이 있다. 군집분석에서는 관

측벡터간의 거리와 군집간 거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벡터간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로 정의하고, 군집간 거리는 편차제곱합을 이용하여 정의한 Ward 군집 방법을 고려하고자한다.

Ward 방법은 군집내 제곱합 증분과 군집간 제곱합을 고려한 방법으로 군집간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

도록군집화를한다. 여기서군집간의정보는편차제곱합 ESS (error sum of squares)로나타내며군집

간편차제곱합의증분을최소화하도록군집을형성된다.

계층적 군집구조의 표현 예로는 덴드로그램 (dendrogram)이 있으며 계층적 나무구조 (hierarchical

tree) 또는 군집화 나무 (clustering tree)라고도 부른다. 덴드로그램에서 보면 군집분리 기준값인 절개

선 (cutting line)에 따라 군집의 개수가 달라진다. 유사성을 가진 유전자들을 같은 군집으로 군집화 하

고, 거리가 가까운 두 집단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계층적 군집방법의 단점은 한 번 군집화된 경우 다시

번복될수없다는것이다.

3. 군집유효성 측도

3.1. 연결성 측도

Handl 등 (2005)이 제안한 방법으로 n개의 개체가 G개의 집단으로 군집화된 경우의 연결성 측도

(connectivity)의정의는다음과같다.

Conn(C) =
n∑

i=1

p∑
j=1

xi,nni(j)
(3.1)

여기서 C = C1, C2, · · · , CG이며 p는 개체로부터 측정되는 변수의 수이며 nni(j)는 개체 i로부터 j번째

가까이위치한개체를의미한다. 연결성측도는어떤개체가그개체와가까운거리에있는개체들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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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같은 군집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

한다.

3.2. Dunn 지수

Dunn (1974)이 제안한 방법으로 Dunn 지수는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가장 큰 거리에

대한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가장 작은 거리의 비를 나타낸다.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거리가 클수록 Dunn 지수는 커지므

로이값이클수록군집화가잘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D(C) =
MIN

(i∈Ck,j∈Cl)∈C,
(MIN
Ck ̸=Cl

dist(i, j))

MAX
Cm∈C

diam(Cm)
(3.2)

여기서 Cm은 C의 분할에서 거리가 가장 큰 두 개체가 있는 군집이며 diam(Cm)은 군집 Cm에서 가

장큰두개체의거리를나타낸다.

3.3. 실루엣 측도

Rousseeuw (1987)가 제안한 방법으로 실루엣 (silhouette)은 내부유효성 측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 j에 대해, 유전자 j와 유전자 j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군집들의 평균 차이를 aj라고 한다. 유전자

j가속하지않은군집 l이있다고가정할때, 군집 l의개체들과유전자 j의평균차이를 bjl이라고한다.

bj = MIN l bjl이라하면유전자의실루엣 (silhouette) 값은

S(i) =
bi − ai

MAX (bi, ai)
(3.3)

으로 정의되며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실루엣 값은 개체들이 군집에 얼마나 잘 군집화 되었

는지를측정해주는값으로큰값이나올수록군집화가잘되었다고볼수있다.

4. 효모 세포 주기 데이터에 대한 군집 분석

4.1. 유전자 군집 분석

효모 (yeast)란 빵·맥주·포도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로, 곰팡이나 버섯 무리이지만 균사가

없고, 광합성능이나 운동성도 가지지 않는 단세포 생물의 총칭이다. 효모는 사람과 같은 진핵세포를 갖

기 때문에 효모 연구는 생물정보연구에 의미가 있다. 진핵세포는 구조가 복잡하여 연구가 어려운데 효

모의경우유전자조작이쉽기때문에이를이용한실험과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효모 유전자의 시작점을 맞추는 방법 (synchronization)으로 cdc15 (cell division cycle) 방법을 이용

한 효모 유전자 발현데이터에 대한 군집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2번이상의 세포 주기를 포함

한 24개의 시간점을 갖고 있다. 총 6178개의 데이터 중 결측값 (missing value)이 있는 경우를 제거한

4381개 유전자 데이터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5가지 군집 방법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각 군집 분석 방법

의 결과와 군집 내부 유효성 등을 살펴보고 비교하고자한다. 각 군집 분석 결과 요약으로 각 군집에 속

한유전자개수, 실루엣값등은표 4.1에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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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결과를살펴보면군집방법에따라군집에속하는유전자개수, 각군집별평균그래프가다르

게 나타난다. 모형기반 군집방법은 군집내 유전자가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도록 구해준 것이다. K-

평균법과 PAM 방법은 군집 대푯값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군집화한 것이다. 자기 조직화 지도

(SOM) 방법은 신경망에 기반한 방법으로 차원 축소 후 변화된 값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진다. 계층적

군집방법은 군집간 거리 계산을 통해 근접한 유전자끼리 군집을 이루게된다. 군집방법에 따라 군집간

거리 계산값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군집평균그림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군집간의 차이는 보여준다. 어떤

군집방법을사용하더라도같은군집에속하는유전자가있을수있으며이러한유전자는통계적, 생물학

적연관성이크다고생각할수있다.

[1] 모형 기반 군집방법

효모데이터에 대해 다변량 정규성 가정하에 모형 기반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Fraley와 Raftery

(2006)는 모형 기반 군집화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계산에는 R 프로그램의 Mclust 함수를 이용하였

다. 각 모형별로 BIC 값을 얻은 후 BIC 값을 최소화하는 최적 군집 개수인 4 개로 군집의 개수를 정하

였다. 평균과공분산형태가다르다고가정한모형을고려하였다.

모형 기반 군집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한 각 군집들의 평균에 대해 커널함수 스무딩 (kernel func-

tion smoothing)을 통한 그림 4.1을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3, 군집2와 군집4가 비슷한 평균 패턴을 보

여준다. 모형기반군집방법을이용하여 4개의군집으로군집화를한결과그림 4.2에서각군집의실루

엣값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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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plot of (x = mc.group, dist = dist(y, "euclidean"))

Average silhouette width :  0

n = 4381 4clustersCj

j :  nj | aveiCjsi

1 :   1479  |  0.08

2 :   600  |  −0.21

3 :   456  |  −0.18

4 :   1846  |  0.05

그림 4.1 모형기반 군집 평균 그래프 그림 4.2 모형기반 군집결과 실루엣

[2] K-평균법

K-평균법은 전체 개체를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층적인 군집화 방법과 달리 개체의 재배

치가가능하다. K-평균법은비계층적인방법으로써군집의개수를정한뒤군집화를해야한다. 모형기

반 군집방법을 통해 군집 4개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군집의 수를 4개로 정하고 K-평균법을 이용하

여군집화를하였다.

K-평균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한 각 군집들의 평균에 대해 커널함수 스무딩을 통한 그래프는 그림

4.3을 보면 군집1와 군집2 모두 주기를 갖지만 같은 시점에서 갖는 값은 큰 차이를 보인다. K-평균법

을이용하여 4개의군집으로군집화를한결과실루엣값은그림 4.4에서보여주며군집 3의실루엣값이

0.19로다른군집들에비해높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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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silhouette width :  0.12

n = 4381 4clustersCj

j :  nj | aveiCjsi

1 :   1426  |  0.19

2 :   832  |  0.03

3 :   1401  |  0.14

4 :   722  |  0.04

그림 4.3 K-평균법 군집 평균 그래프 그림 4.4 K-평균법 군집결과 실루엣

[3] PAM 방법

PAM 방법은 비계층적인 방법으로써 군집의 개수를 정한 뒤 군집화를 해야 한다. 모형기반 군집방법

시 BIC기준으로군집의수를 4개로정하고 PAM방법을이용하여군집화를하였다. 그림 4.7은 2차원

평면에 2개의성분으로표현된군집모양을보여준다. 4개의군집으로군집화하면군집간겹치는부분이

나타난다. PAM 방법을이용하여군집화한각군집들의평균에대해커널함수스무딩을통한그래프는

그림 4.5를 보면 군집2와 군집3은 주기를 갖는다. PAM 방법을 이용한 군집화 결과는 그림 4.6에서 보

여주며군집1의실루엣이다른군집들에비해높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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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PAM 군집 평균 그래프 그림 4.6 PAM 군집결과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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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wo components explain 40.9 % of the point variability.

그림 4.7 PAM 결과 형성된 군집

[4] SOM 방법

SOM 방법은 비계층적인 방법으로써 군집의 개수를 정한 뒤 군집화를 해야 한다. 모형기반 군집방법

을 이용하여 군집 4개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4개로 정하고 SOM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를하였다. 그림 4.10는 SOM 방법을이용하여 4개의군집으로군집화하였을때의각군집의프

로파일 그림 (profile plot)이다. 프로파일 그림에서의 각 점은 각 시점에서의 군집 평균 (prototype)을,

오차막대 (error bar)는 표준편차의 크기를 나타낸다. 각 군집별로 군집화 된 개체에 대해 시점 (time

point) 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전체 변화패턴을 보여준다. SOM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한

각군집들의평균에대해커널함수스무딩을통한그래프인그림 4.8을보면군집2와군집4 모두주기를

갖지만같은시점에서갖는값은큰차이를보인다. SOM 방법을이용하여 4개의군집으로군집화를한

결과그림 4.9에서보여주며군집 4의실루엣이 0.26으로다른군집들에비해높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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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825  |  0.02

3 :   1889  |  −0.006

4 :   349  |  0.17

그림 4.8 SOM 군집 평균 그래프 그림 4.9 SOM 군집결과 실루엣

[5] 계층적 Ward 군집방법

계층적인 군집화 방법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으로 개체 간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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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SOM 프로파일 그림

하여 War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4.13는 덴드로그램을 포함한 히트맵을 보여준다. 덴드로그램에

서 절단점 (cutting point)을 고려한 결과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군집의 수가 4개가 되도록 군집화

하였다. 계층적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한 각 군집들의 평균에 대해 커널함수 스무딩을 통한 그래

프 그림 4.11을 보면 군집1은 평균에 큰 변동이 없고 군집4는 주기를 갖는다. 그림 4.12에서 보여주며

군집 3의실루엣이 0.06으로다른군집에비해높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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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nj | aveiCjsi

1 :   1448  |  0.05

2 :   1195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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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Ward 군집방법 군집 평균 그래프 그림 4.12 Ward 군집방법 군집결과 실루엣

히트맵 (heatmap)은 행과 열을 독립적으로 재배치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false

color image라고도 한다. 히트맵은 2차원의 색이 있는 직사각형 격자형태를 가지며 각 직사각형의 색

은 해당되는 데이터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값이 클수록 진한색으로 값이 작을수록 옅은 색으로 나타난

다. 히트맵의 프로그램과 해석은 Gentleman 등 (2005)을 참조하였다. 계층적 군집결과에 대한 히트맵

인 그림 4.13을 보면 x축은 시간점을 y축은 군집형성과 함께 그 군집에 속한 유전자를 나타낸다.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은 비슷한 발현값을 가지므로 비슷한 색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군집은 서로 다른

색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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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Ward 군집방법 이용한 히트맵

표 4.1 5가지 군집방법 비교 표

군집방법 모형기반 K-평균법 PAM SOM 계층적 Ward

군집개수 군집번호 4 4 4 4 4

군집별 군집1 1479 (.08) 832 (.03) 1554 (.12) 745 (.03) 1448 (.05)

유전자개수 군집2 600 (-.21) 722 (.04) 1298 (.05) 1386 (.14) 1195 (.06)

(군집별 군집3 456 (-.18) 1426(.19) 960 (.03) 1407 (.19) 627 (.16)

실루엣) 군집4 1846 (.05) 1401,(.14) 569 (.15) 843 (.09) 1111 (-.05)

실루엣 평균 0 .12 .09 .12 .04

중앙값 -.001 .12 .014 .12 .05

연결성 측도 4509.276 2041.998 2654.796 2240.178 11.2738

Dunn 지수 0.0449 0.0509 0.0469 0.0502 0.262

4.2. 유효성 검정

군집 내부의 유효성 측정을 하기위해 R의 clValid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내부 유효성은 군집화가 얼

마나 잘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도이다. 표 4.2는 모형기반 군집방법, K-평균법, PAM, SOM, 계

층적군집방법의유효성측도를비교한표이다. 유효성측도로연결성측도, Dunn 지수, 실루엣측도를

고려하고자한다. 연결성측도는어떤개체가그개체와가까운거리에있는개체들과얼마나같은군집

에 속해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값이다. Dunn 지수는 같은 군집에 속해있는 두 개체 간의 가장 먼 거리

에 대한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해있는 두 개체간의 거리의 비를 나타낸다. 실루엣 측도는 각 개체가 적절

한군집에배치되었는지를측정하는값이다.

표 4.2는 각 군집분석 방법과 개수별로 연결성 측도, Dunn 지수, 실루엣 측도를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한 효모데이터의 경우 계층적 군집방법을 사용하고 군집 3개 일 때의 연결성 측도 값이 가장 작고,

Dunn과 실루엣 값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적 군집방법을 사용하고 군집 3개로 나

눴을 때의 내부 유효성이 가장 크다. Kim과 Ko (2009)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형기반 군집방법

에대한모의실험결과내부유효성측도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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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군집방법별 유효성 측도
군집의 개수

군집방법 측정방법 3 4 5 6

모형기반 연결성 측도 4026.155 4509.276 5818.471 6265.904

Dunn 0.0436 0.0449 0.0336 0.0373

실루엣 0.0101 -0.0013 -0.0373 -0.049

K-평균법 연결성 측도 1191.575 2041.998 2345.519 2490.375

Dunn 0.0572 0.0509 0.0605 0.0634

실루엣 0.171 0.0898 0.0959 0.0982

PAM 연결성 측도 2252.88 2654.796 3005.698 3445.705

Dunn 0.0479 0.0469 0.0469 0.0486

실루엣 0.0847 0.0864 0.0674 0.0476

SOM 연결성 측도 1655.034 2240.178 2620.648 2550.043

Dunn 0.0461 0.0502 0.0623 0.0662

실루엣 0.1481 0.1259 0.0886 0.0965

계층적 연결성 측도 8.5448 11.4738 24.6151 27.544

Ward Dunn 0.262 0.262 0.1781 0.1781

실루엣 0.6105 0.5881 0.5567 0.5305

5. 결론

본연구에서는유전자데이터인효모 cdc15 데이터를이용하여군집분석을해보았다. 군집화방법중

분포를 가정하는 모형 기반 군집방법과 비계층적방법인 K-평균법, PAM, 자기 조직화 지도 (SOM), 계

층적방법인 Ward 방법을이용하였고비교결과는표 4.2에서보여준다. 각군집화방법에대한내부유

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결성 측도, Dunn, 실루엣 값을 구해 보았다. 효모 cdc15 데이터의 경우 모형

기반군집결과의실루엣값이크지않아변수변환등을통해다변량정규성을만족하는변수를찾은후군

집화하면 실루엣값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유효성 측도를 고려하며 계층적 방법인 Ward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군집의 수는 3개로 정하여 군집화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K-평균법과 PAM은 계

층적 방법에 비해 이미 다른 군집에 포함되었던 유전자도 재배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OM 군집

결과의실루엣값이가장높은편이라서군집유효성이좋으나모수의개수적절성등을고려해야한다.

군집화는 군집방법과 군집의 개수에 따라 개체들의 군집화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군집방법과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

하다. 또한 군집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해석을 고려하거나 변수

변환을 통해 차원을 줄여서 분석해볼 수도 있다. 예를들어 Kim과 Kim (2008)을 보면 푸리에 변수변환

군집방법을제안하였다. 푸리에변수변환외의변수변환방법도고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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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ccomplish clustering analyses for yeast cell cycle microarray expression data.

We compare model-based clustering, K-means, PAM, SOM and hierarchical Ward

method with yeast data. As the validity measure for clustering results, connectivity,

Dunn Index and silhouette values are computed and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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