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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럽발은 발이 안쪽으로 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선천적인 발 기형의 일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쪽 클럽발 환자들의 수술 후 시간에 따른 양 쪽 발의 상대적인 차이 커브들을 군집분석 하려고 한

다. 관측값들이 일정하지 않은 (irregular) 시점에서 희박하게 (sparsely) 관측되어서 일반적인 함수

적 군집모형을 사용할 수 없어 James와 Sugar (2003) 가 제안한 희박한 자료의 함수적 군집 모형

(functional clustering model)을 이용하여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Sugar와 James (2003)의

왜곡함수 (distor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여 군집분석하여 두 개의 군집을 발견

하였다.

주요용어: 군집분석, 모형에기반한군집분석, 클럽발, 희박한함수적자료.

1. 서론

클럽발 (club foot, 혹은 congenital talipes equinovarus)은 한 쪽 혹은 양 쪽 발목이 안쪽으로 굽어

있는상태로태어나는선천적발기형의일종으로유전자의결함과같은유전적원인혹은양수부족으로

인한 자궁압착과 같은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0명 당 한 명 정도가 선천적 기형

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중 약 50% 정도는 양 쪽 발목 (양측 기형)에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

아보다남아에서발생빈도가두배정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Wikipedia, Figure 1.1).

증상이심한정도와관계없이적절한치료를반드시받아야하며적절한치료없이는정상적으로걸을

수 없다. 증상이 가벼운 유아들은 깁스 붕대 (plaster cast), 테이핑 (taping), 물리치료 등 복합적인 치

료를 통해 6주에서 8 주 정도 안에 회복될 수 있으나 아주 심한 중증을 앓고 있는 유아들 (약 5% 미만)

은 앞에서 언급한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성

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버팀목 (bracing)을

대고 있어야 한다 (OrthoInfo). 한 쪽 클럽발 환자들은 클럽발 쪽의 종아리와 발의 크기가 정상 쪽보다

작으며, 적절한 치료 후에도 완전한 크기로 회복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적절한 치료 후 시간이 경

과할수록상대적인차이가어느정도작아지면치료방법이성공적인것으로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한 쪽 클럽발 환자들이 수술 후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발 크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지, 어떠한 패턴을 띄고 있는 지 알고자 하여 2001년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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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lub foot data

ID Weeks leg1 (cm) leg2 (cm) ft1(cm) ft2 (cm) rel. leg diff. rel. ft. diff.

1 10 17 19 12 13.5 10.5 11.1

2 155 29.5 35.5 24.5 27.4 16.9 10.5

3 106 26 27 20 20.5 3.7 2.4

4 5 16 17.5 10 10.5 8.6 4.8

4 8 19.5 19.5 10.3 11.7 0 12

4 13 18 18 11.5 12 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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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자자료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자료는 수술을 받은 67명 한 쪽 클럽발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시간

(주단위), 클럽발 쪽 다리길이 (leg1), 정상 쪽 다리 길이 (leg2), 클럽발 쪽 발 길이 (ft1), 정상쪽 발의

길이 (ft2), 정상쪽과클럽발쪽의다리길이상대차이 (rel. leg diff.), 정상쪽과클럽발쪽의발길이상

대차이 (rel. ft. diff.)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Table 1.1, 자료 중 일부). 그 중에서 관측치가 2개 이상

인 20명환자들만고려하였다.

Figure 1.1 Club foot (Source:Wikipedia)

Figure 1.2 Plot of the relative differences of fee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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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의 주 관심사는 수술 후 다양한 회복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상

대적발길이차이커브들을군집분석하고자한다. 수술후회복패턴에따라수술후추후치료법을결

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Figure 1.2는 수술 후 시간 (단위:주)이 경과함에 따라 정상발과 클럽발의 상대적인 차이인 (정상발

크기- 클럽발크기)/정상발크기를그린것으로각환자마다단지 2 ∼ 4개관측값만있을정도로자료가

굉장히희박하고또한관측시간들도매우불규칙하다.

종단형 자료 (longitudinal data), 예를 들어, 청소년 패널자료 (Lee와 Kang, 2013)은 각 서브젝트

(subject)가 다양한 시점에서 반복된 측정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의미하며 종단형 자료 분석 방법

중 하나로 각 서브젝트의 궤적 (trajectory)을 모형화하기 위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함수적 자료 분석

으로 보나, 연구 관심사에 따라 종단형 자료 분석 혹은 함수적 자료 분석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Rice,

2004).

클럽발 자료처럼 희박한 함수적 자료를 모형화하는 방법은 혼합효과 (mixed-effects) 를 이용한 모

형들과 국소적 평활기 (local smoother)를 이용한 모형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James 등

(2001)과 James와 Sugar (2003)는 B-spline을 통한 축소된 계수 (reduced-rank) 혼합모형 (mixed-

effects) 을 이용하여 남녀 280명의 척추에서 무기질 함유량을 각각 2 ∼ 4 시기에 관측한 자료에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Yao 등 (2005)은 국소적 평활기를 이용한 PAC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through conditional expectation) 추정치들을 토대로 함수적 주성분 점수 (functional principal com-

ponent scores)를 이용하여 283명 동성애자들의 CD4 퍼센티지를 1 ∼ 14 시기에 관측한 자료에 적용하

여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수적 자료를 군집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각

커브마다 관측된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레귤라이제이션 (regularization) 방법은, 다변

량자료처럼취급하여군집분석하는방법으로, 특별히고차원자료인경우에는추정할모수가너무많아

공분산행렬에제약조건을걸기도한다. 두번째방법인필터링 (filtering) 방법은각커브를저차원베

이시스함수에사영 (projection)하여생성된계수들을이용하여군집분석하는방법이다. 세번째방법

은, 앞의두방법들을혼합하여사용하는것이다 (James와 Sugar, 2003).

이자료처럼희박한함수적자료인경우는이러한군집분석방법들을사용하기가어려워본논문에서

는 James와 Sugar (2003)가제안한희박한함수적자료 (sparsely sampled functional data)를위한군

집모형을클럽발자료에적용하려고한다. 이모형은사실상모든형태의함수적자료들을군집분석할

수있으나특별히자료가희박한경우에더유용하다라고알려져있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James와 Sugar (2003)가 제안한 함수적 군집 모형과 군집의 수를 결

정하는 방법을 2절에서 살펴보고 3절에서 클럽발 자료에 적용하여 보고 4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을제시하려고한다.

2. 함수적 자료를 위한 군집 모형

이번 절에서는 James와 Sugar (2003)가 제안한 희박한 함수적 자료를 위한 군집모형에 대하여 설명

하려고한다.

gi(t) 를 t 시점에서의 i번째개체(곡선)의참값이라하자. gi, Yi와 ϵi은시점 ti1, ti2, . . . , tini에대응

되는참값, 관측값, 측정오차라하자. 그러면

Yi = gi + ϵi, i = 1, . . . , n,

여기서, n은 개체의 수를 나타낸다. 측정오차는 평균이 0이고 서로 무상관 (uncorrelated)하며 gi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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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관하다. 이것은 미 관측된 시점이 임의 결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자연 3차스플라인 (natural cubic spline) 기저함수 (basis function)를이용해 gi(t)를모형화하고

있다.

gi(t) = s(t)Tηi,

여기서 s(t)는 p-차원의 스플라인 기저 벡터이고 ηi는 스플라인 계수 벡터이다.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

해 ηi가다음과같이모형화되었다.

ηi = µzi
+ γi,γ ∼ N (0,Γ) ,

여기서전체군집의수가 G일때, zi =
(
zi1, . . . , ziG

)
/이며, 미지의군집멤버쉽을나타낸다.

군집의 평균을 한 단계 더 모수화 함으로 커브들을유용한 저 차원표현 (lower dimensional represen-

tation)이가능하며 µk를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µk = λo +Λαk, (2.1)

여기서 λo와 αk는각각 p와 h 차원벡터이고, Λ는 p× h 행렬이다 (단, h ≤ min(p,G− 1)). 정리를하

면, 함수군집모형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Yi = Si (λ0 +Λαzi + γi) + ϵi, i = 1, 2, . . . , n,

ϵi ∼ N (0,R) , γi ∼ N (0,Γ) . (2.2)

여기서 Si = (s(ti1), ..., s(tini))
T
는 i번째 곡선의 스플라인 기저행렬이다. ϵi와 γi의 공분산 행렬인

R과 Γ가 가능한 형태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R = σ2I를 가정하고 모든 군집에서 공통

Γ를사용한다. 특별한제약조건이없으면, λ0,Λ와 αk는서로교락된다. 따라서다음과같은제약조건

들을사용한다: ∑
k

αk = 0 (2.3)

ΛTSTΣ−1SΛ = I, (2.4)

여기서 S는 자료의 모든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세분된 시점에서 계산된 기저 행렬이고 Σ = σ2I+

SΛST . 제약조건 (2.1)로 인하여 s(t)Tλ0가 전체 평균커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함수적 군집모형 적합

은 λ0,Λ,αk,Γ와 σ2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형 (2.2)의 가정하에서, i번째 커브가 k번째 군집에

속했다는조건부하에서, 혼합우도함수를최대화함으로얻어질수있다:

Yi ∼ N (Si(λ0 +Λαk),Σi) ,

여기서 Σi = σ2I+ SiΛST
i .

혼합 우도함수를 적합시키는 표준적인 접근 방법은 미지의 군집 멤버십을 결측변수로 간주하여

EM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zi와 γi의 상호독립성 가정 때문에 결합분포는 f
(
Y, z,γ

)
=

f
(
Y|z,γ

)
f
(
z
)
f
(
γ
)
이다. zi가 모수가

(
π1, π2, . . . , πG

)
인 다항분포를 따른다는 조건하에, γi는 다

변량 정규분포 N (0,R)를 따르고, Yi의 조건부 분포는 N
(
Si

(
λ0 +Λαk + γi

)
, σ2I

)
이므로, 로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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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 (상수항제외)는다음과같다:

l
(
πk,Γ, σ

2,λ0,Λ,αi

)
=

n∑
i=1

G∑
k=1

zik log(πk) (2.5)

−1

2

n∑
i=1

(
log |Γ|+ γT

i Γ
−1γi

)
(2.6)

−1

2

n∑
i=1

G∑
k=1

zik

[
ni log σ

2+
1

σ2
∥Yi−Si

(
λ0+Λαk+γi

)
∥2
]
. (2.7)

EM 알고리즘은 Yi와 현재 모수 추정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2.5), (2.6), (2.7)의 기댓값을 반복적으

로 최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 부분이 각각 다른 모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으

로최대화할수있다. (2.5)의기댓값은다음처럼세팅함으로최대화된다:

πk =
1

n

n∑
i=1

πk|i, (2.8)

여기서 πk|i = P
(
zik = 1|Yi

)
=

f
(
y|zik=1

)
πk∑G

j=1 f
(
y|zij=1

)
πj

. 또한, (2.6)의기댓값은다음의사실을이용하여

γi|Yi, zik = 1 ∼ N
(
(σ2Γ−1 + ST

i Si)
−1ST

i (Yi − Siλ0 − SiΛαi), (Γ
−1 + ST

i Si/σ
2)−1) (2.9)

다음처럼세팅함으로최대화된다:

Γ =
1

n

n∑
i=1

E[γiγ
T
i |Yi] =

1

n

n∑
i=1

G∑
k=1

πk|iE[γiγ
T
i |Yi, zik = 1]. (2.10)

다음으로, (2.7)의 기댓값을 최대화한다. 이 과정은 λ0,αk와 Λ의 열벡터가 각각 순차적으로 최적화

하는것이다. 첫번째로,

λ0 =

(
n∑

i=1

ST
i Si

)−1 n∑
i=1

ST
i

(
Yi −

G∑
j=1

πi|jSi (Λαk + γ̂ik)

)
, (2.11)

여기서 γ̂ik = E (γi|zik = 1,Yi)은식 (2.9)을이용해서얻어진것이다. 다음으로 αk를구할수있다:

αk =

( n∑
i=1

πk|iΛ
TST

i SiΛ

)−1 n∑
i=1

πk|iΛ
TST

i (Yi − Siλ0 − Siγ̂ik) . (2.12)

다음으로, 다음의식을이용하여다른모수들이고정된상태에서 Λ의각열벡터를최적화시킨다:

λm = (

n∑
i=1

G∑
k=1

πk|iα
2
kmST

i Si)
−1

n∑
i=1

G∑
k=1

πk|iαkmST
i (Ȳi −

∑
l ̸=m

αklSiλl − Siγ̂ik), (2.13)

여기서, λm,λl은각각Λ의m번째, l번째열벡터이고, αkm은 αk의m번째원소이며, Ȳi = Yi−Siλ0.

마지막단계는 σ2의값을다음과같이두는것이다:

σ2 =
1

N

n∑
i=1

G∑
k=1

πkE
[(
Ȳi−Siλαk−Siγi

)T (
Ȳi−Siλαk−Siγi

)]
=

1

N

n∑
i=1

G∑
k=1

πk

[(
Ȳi−Siλαk−Siγ̂i

)T (
Ȳi−Siλαk−Siγ̂i

)
+SiCov (γi|Yi, zik=1)ST

i

]
, (2.14)

여기서 N =
∑n

i=1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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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리즘은 모든 모수가 수렴할 때까지 (2.8), (2.10), (2.11), (2.12), (2.13), (2.14)을 반복하는 것

이다.

3. 자료 분석 및 결과

James와 Sugar (2003)의 R 코드 (http://www-bcf.usc.edu/∼gareth/research/fclu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차원 자료의 군집분석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각화이다. 함수적 자료인 경우는 차수가

높지만시간을 x축으로하고 y축을함수값으로그림을그리는것은쉬운일이나두커브사이의상대적

거리를정의하고측정하기는쉽지않기때문에고차원자료의군집분석결과를시각화하는것또한어렵

다. 이러한 문제는 함수의 측정값이 희박한 경우는 더 어렵게 된다. James와 Sugar (2003)는 베이시스

함수들의 계수들을 다시 저 차원 공간으로 사영시킴으로써 각 커브를 저 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나타냄

으로시각화를통해군집들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했다. Figure 3.1은각커브들의 α와수술후평균

경과주 (week)의산점도로두군집 (빨간색과파란색)이잘구별된것을쉽게알수있다.

Figure 3.1 A Linear discriminant plot for club foot data

군집분석의 어려움 중 하나가 군집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최고의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Sugar와 James (2003)가 제안한 뒤틀림 함수 (distortion function)를 기초로 하여 군집

의수를정하려고한다:

dk =
1

p
minc1,...,ckE (ηi − cηi

)T Γ−1 (ηi − cηi
) ,

여기서, ηi들은 함수적 군집모형에서 스플라인 계수이다. 뒤틀림 함수 dk는 각 ηi와 ηi와 가장 가까운

군집의 중심 ci와의 평균 마할라노비스의 거리를 뜻한다. Sugar와 James (2003) 는 혼합 분포 (mix-

ture distribution)에서 정확한 혼합 요소 (mixture component)의 수에서 뒤틀림 함수의 가장 큰 점프

를 가짐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Figure 3.2는 군집의 수 k = 2에서 k = 4까지 점프 d−1
k − d−1

k−1를 그린

것으로가장큰값인 2를군집의수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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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Jump plot for the club foot Data

앞 절에서 소개한 James와 Sugar (2003)의 함수적 군집모형의 장점 중 하나는 각 커브에서 관측되지

않은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나 필터링 방법에서는 불

가능한 일이다. 함수적 군집모형 하에서 가장 작은 MSE (mean squared error)를 가지는 gi(t)의 추정

량은 ĝi(t) = s(t)TE (ηi|Yi)이며 E (ηi|Yi)는다음과같다 (James와 Sugar, 2003):

η̂Mi
= E (ηi|Yi) = λ0 +Λ

G∑
k=1

αkπk|i +
(
σΓ−1 + ST

i Si

)−1
(
Yi − Si

(
λ0 +Λ

G∑
k=1

αkπk|i

))
,

여기서,

πk|i = P (zik = 1|Yi) =
f(y|zik = 1)πk∑G
j=1 f(y|zij = 1)πj

.

Figure 3.3은 두 군집에 속하는 각 커브들의 추정 커브와 평균 커브를 그린 것으로 수술 후 시간이 지

남에따라패턴이다른것을보여주고있다. 첫번째군집에서는전반적으로완만한회복을보이고있고

두 번째 군집에서는 빠른 회복의 패턴을 보이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

실상 관측된 값들이 초반에 모여 있고 후반에 소수의 관측 값들로 인하여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두 번째 군집에서 평평한 한 커브는 첫 번째 군집의 속성에 가깝지만 커브의 y 값들이 두 번째 군집

에있는커브들과가깝기때문에두번째군집에할당된것으로보인다.

Figure 3.3 The comparison between cluster 1 and clus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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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럽발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하는 패턴을 알기 위하여 수술 후

시간에 따른 클럽발의 상대적인 발차이의 커브들을 군집분석하여 보았다. 특별히, 각 환자당 관측값 수

가 2 ∼ 4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함수적 자료의 군집분석 방법들을 이용하지 못하여 James와

Sugar (2003)가 제안한 희박한 함수적 자료를 위한 군집모형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여보았고 점프

함수를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2개로 결정하여 각 군집의 평균 커브를 추정하였다. 각 커브에서 관측값

수도작고환자도 20명밖에되지않았고무엇보다관측치대부분이수술후경과시간초반에몰려있어

분석의한계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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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lubfoot is a kind of congenital deformity of foot, which is internally rotated at the

ankle.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cluster the curves of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regular and operated feet. Since these curves are irregular and sparsely sampled, general

clustering models could not be applied. So the clustering model for sparsely sampled

functional data by James and Sugar (2003) are applied and parameters are estimated

using EM algorithm. The number of clusters is determined by the distortion function

(Sugar and James, 2003) and two clusters of the curves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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