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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정보 (mutual information)를 이용한 변수 선택법은 반응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선형적인 연

관성뿐만 아니라 비선형적인 연관성을 감지하며, 설명변수 사이의 연관성도 고려하는 좋은 변수선택

방법이다. 하지만 고차원 자료에서 상호정보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Cai 등 (2009)은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전진선택법과 가지치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였으며,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와 같은 고차원 자료에서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 선택법으

로 선택된 변수들로 구성된 SVM의 분류 성능이 SVM-RFE 및 기존의 필터링 방법으로 선택된 변

수들로 구성된 SVM의 분류 성능보다 뛰어남을 보였다. 하지만 조건부 상호정보를 추정할 때 사용된

Parzen window 방법은 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변수 선택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상호정보 계산 시 필요한 설명변수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

포로 가정함으로써 변수선택을 위한 계산시간을 단축시키며 동시에 변수선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반면, 설명변수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한다는 것은 강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를 완화시킨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의 변수 선택법을 제안한다. 실증분석

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

법에비해계산속도나분류성능면에서우수함을보였다.

주요용어: 고차원 자료, 변수선택, 분류분석, 서포트 벡터 기계, 에지워스 근사, 엔트로피, 전진선택

법, 조건부상호정보.

1. 머리말

변수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대단히 많은 고차원 자료의 분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

통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많은 수의 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고차원 자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변수의 수를 줄여주는 변수 선택법 (variable or feature selection method)이 논의되었으며, 변수 선택

법은 일반적으로 filter, wrapper, embedded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filter 방법은 변수

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변수의 특성만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택하며, 특히 분류분석에

서 분류자와는 독립적으로 변수선택이 이루어진다. wrapper 방법은 하나의 분류자를 사용하며, 분류자

를 이용하여 변수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써 분류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변수선택을 하

는 embedded 방법과 구분된다. 대표적인 filter 방법으로 Fisher’s ratio (Guyon 등, 2003), 상호정보

filter (Guyon 등, 2003), t-통계량 filter (Chang 등, 2004) 등이있으며, 마이크로어레이와같은고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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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중요한 유전자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FDR (false discovery rate; Tusher 등, 2001)이

논의되었다. filter 방법은 단일 변수의 특성만으로 변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wrapper나 embedded 방법

보다상대적으로큰변수집단을선택하지만, 변수선택시간대비효율성이뛰어나다는장점이있다.

반면, filter 방법은 개별적인 변수의 특성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

점이있다. 현실적으로변수들간에는서로긴밀한관계를가지기때문에이를고려하지않고선택된변

수들로 좋은 분류 모형을 찾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상호정보에 기반을

둔 변수 선택법들이 연구되었다. 상호정보는 확률적 연관성의 척도로서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와는다르게비선형적관계를갖는변수들에대해서도연관성을나타낼수있다. 특히, 변수선택기준으

로써 상호정보는 두 변수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으며, 자료의 형태에 상관없

이사용가능하다. 또한분류자와관계없이최적의변수집합을찾을수있는장점이있다.

기존의상호정보를이용한변수선택법은반응범주와개별적인설명변수와의상호정보를이용한방법

과 설명변수간의 종속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설명변수들 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정보가 중복된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후자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종속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분포 추정문제로 인해 상호정보를 추정함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고, 알고리즘 수행시

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 선택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저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Fleuret (2004)는 다차원에서의 상호정보를 논하였으나 설명변수의 특성을 이분형 (binary)으

로 제한하였으며, Cai 등 (2009)은 다차원 상호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조건부 상호정보와 전진선택법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건부 상호정보는 다차원 상호정보에 비해 추정이 용이하며, 단변량 상호

정보와는다르게설명변수사이의연관성을고려하는장점이있으나, 조건부상호정보를추정하는전과

정에서수치적분과밀도함수추정이필요하므로조건부상호정보추정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의 정확성과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을 제안한다. 첫째, 설명변수의 분포로 다변량 정규분포와 같은 특정분포를 가정하여 조건부 상호정보

의 추정에 모수 추정법을 활용하는 준모수적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을 제안한다. 설명변수의 분포

를 특정 분포로 가정하면, 조건부 상호정보는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을 위해 가정된 모수의 함수로 표현

될수있다. 따라서수치적분이나밀도함수의추정을피할수있으며, 변수들사이의관계를고차원으로

확장가능한 장점이 있다. 둘째, 설명변수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것은 강한 제약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Edgeworth 근사를 이용해 설명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완화

시킨방법을제안한다.

Cai 등 (2009)의 변수선택법은 변수선택의 기준으로 조건부 상호정보를 사용하고 전진선택법과 가지

치기 기법의 사용으로 성능과 계산시간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차원 자료에서의 상호정보를 사용한 변수선

택의 활용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호정보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한계로 고차원 자료에서 분석의

전처리 (pre-process) 방법으로써 활용하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두 가

지 방법은 조건부 상호정보의 비모수적인 추정으로 계산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 고차원 자료 분석의 전

처리 방법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Cai 등 (2009)의 방법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우수한 분류성능

을보여줄수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3절과 4절에서조건부상호정보를추정하기위한두가지준모수적추정법을살펴본다. 5절에서는실증

분석을통해본논문에서제안한두가지방법의성능을평가하고 6절에서결론을제시한다.

2.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고차원 자료의 대표적인 예인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는 m개의 유전자 (변수)와 n개의 표본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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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1, · · · ,xn)로 표현된다. 여기서 xi , i = 1, · · · , n는 유전자 집합 G = {g1, g2, · · · , gm}에 대
한 i번째 표본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m차원 벡터이고, Y = (y1, · · · , yn), yi∈{−1, 1}, i =

1, · · · , n가반응변수일때, i번째표본은유전자발현벡터 xi와반응범주 yi가쌍으로존재한다.

반응범주 Y를분류하기위한유전자선택은선택된유전자집합이반응범주에대해최대한많은정보

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유전자 집합 (S)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택된 유

전자 집합을 이용한 분류 성능이 같다면, 유전자의 수가 적은 유전자 집합을 선택하고, 유전자 집합들의

유전자수가 같다면 분류 성능이 좋은 유전자 집합을 선택하는 것을 변수 선택법의 목적으로 둔다. 조건

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 선택법은 유전자간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유전자와 반응변수간의 정보

를 최대로 하는 변수를 선택하므로 이를 통해 선택된 유전자 집합을 이용하여 분류자를 만든다면 분류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설명변수의 밀도함수 추정과 수치적분의 정확성 및 계산속도의

문제로인해현실에서적용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다.

2.1. 엔트로피와 상호정보

엔트로피는 확률변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산형 확률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x) = Pr {X = x}일때 X의엔트로피 H(X)는다음과같다.

H(X) = −
∑
x∈X

pX(x) log(pX(x)). (2.1)

결합분포 p(x, y)를 따르는 한 쌍의 확률변수 (X,Y )에 대한 결합 엔트로피 H(X,Y )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H(X,Y ) = −
∑
x∈X

∑
y∈Y

pX,Y (x, y) log(pX,Y (x, y)). (2.2)

또한확률변수 X가주어진상태에서다른확률변수 Y의조건부엔트로피 H(Y |X)는다음과같이정의

된다.

H(Y |X) = −
∑
x∈X

pX(x)
∑
y∈Y

pY |X(y|x) log pY |X(y|x). (2.3)

식 (2.1)∼(2.3)에의해한쌍의확률변수에대한 3가지엔트로피는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한다.

H(X,Y ) = H(X) +H(Y |X). (2.4)

만약확률변수 X가연속형이면엔트로피는적분형태로써

H(X) = −
∫
x

pX(x) log(pX(x))dx (2.5)

로정의하고, 결합엔트로피와조건부엔트로피도각각식(2.2)과 (2.3)의적분형태로정의한다.

상호정보 I(X;Y )는 두 확률변수 X와 Y에 의해 공유되는 정보의 척도로써, 확률변수가 이산형인 경

우다음과같이정의한다.

I(X;Y ) =
∑
x∈X

∑
y∈Y

pX,Y (x, y) log
pX,Y (x, y)

pX(x)pY (y)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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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정보 I(X;Y )는엔트로피로표현가능하며그형태는다음과같다.

I(X;Y ) = H(X) +H(Y )−H(X,Y ) (2.7)

= H(Y )−H(Y |X).

확률변수 Z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두 확률변수 X와 Y의 조건부 상호정보 I(X;Y |Z)는 확률변수가

이산형인경우다음과같이정의된다 (Cover 등, 2006).

I(X;Y |Z) =
∑
z∈Z

pZ(z)
∑
x∈X

∑
y∈Y

pX,Y |Z(x, y|z) log
pX,Y |Z(x, y|z)

pX|Z(x|z)pY |Z(y|z)
. (2.8)

조건부상호정보 I(X;Y |Z)도엔트로피로표현가능하며그형태는다음과같다.

I(X;Y |Z) = H(X|Z) +H(Y |Z)−H(X,Y |Z) (2.9)

= H(Y |Z)−H(Y |X,Z).

X, Y와 Z가 연속형인 경우, X와 Y의 상호정보는 식 (2.10)와 같이 식 (2.6)의 적분형태로 정의하고,

조건부상호정보는식 (2.8)의적분형태로정의한다.

I(X;Y ) =

∫
x

∫
y

pX,Y (x, y) log
pX,Y (x, y)

pX(x)pY (y)
dxdy. (2.10)

2.2.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 선택

상호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반응변수 Y에 대한 분류성능이 가장 좋은 유전자 집합 S를 찾는다는

것은 모든 유전자 집합 중 반응변수 Y와 유전자 집합 S의 상호정보 I(Y ;S)를 가장 크게 하는 S를

찾는 것이다. 만약 특정 유전자 집합 S′가 주어진 상태에서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새로운 유전자

gi ∈G\S′를 찾는다면 S′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 중에서 반응변수 Y와 유전자 gi의 조건부 상호정보

I(Y ; gi|S′)를 가장 크게 하는 gi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I(Y ;S)와 I(Y ; gi|S′)는 S와 S′가 다차원 분

포인관계로추정에많은어려움이있다.

Cai 등 (2009)는 반응변수와 유전자 집합간의 상호정보 I(Y ;S)와 개별 유전자와 반응변수간의 상

호정보 I(Y ; gi)의 단점을 보완한 유전자 선택기준을 제안했다. S′가 이미 선택된 유전자의 집합일 때,

S′에추가되는 i번째유전자 gi∈G\S′의선택기준은다음과같다.

MI[i] = min
gs∈S′

I(Y ; gi|gs), gi ∈ G\S′. (2.11)

gi가 S′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들 중에서 가장 큰 MI[i]를 가진다면 S′에 추가될 다음 유전자로 gi를

선택하게 된다. 즉, 추가되는 유전자의 선택기준으로, 선택되어진 유전자 집합 S′전체를 조건부로 반응

변수 Y와 유전자 gi의 상호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S′의 원소 중에 반응변수 Y와 유전자 gi의 상호정보

를최소화시키는단일유전자 gs를조건부로하는조건부상호정보를이용한다. 이와같은방법은반응

변수 Y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면서 기존에 포함된 유전자와의 공통정보를 최소화시키는 유전자를

찾게해준다. 또한다차원에서의밀도함수추정과적분값계산의어려움을줄여준다.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선택은 반복적인 변수 추가 알고리즘으로 시행된다. 첫 단계에서

유전자 집합 S′는 공집합이며, G는 모든 유전자를 의미한다. 각 단계마다 선택되어 지지 않은 유전자

집합 G\S′의모든유전자에대해유전자선택기준인MI[i]를계산한다. 그후MI[i]가가장큰유전

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유전자 집합 S′에 추가한다. 이때 첫 단계에서는 유전자 집합 S′가 공집합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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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MI[i]대신 I(Y ; gi), gi∈G가가장큰유전자를선택하며, 두번째단계이후부터식 (2.11)에의

해 MI[i]가 계산된다. 각 단계에서 선택되지 않은 유전자 집합 G\S′를 이용하여, 식 (2.11)에 의해 계

산된 MI[i]가 가장 큰 유전자를 선택하고 그 유전자를 S′에 추가하며, 반복이 끝난 후 선택된 최적의

유전자집합을 S로둔다. 자세한과정은부록 A.1에서정리하였다.

2.3. Parzen window 밀도 추정을 통한 상호정보 추정

I(Y ; gi), gi∈G와 I(Y ; gi|gj), gj∈S′, gi∈G\S′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계산은 상호정보 기반 유전자

선택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Y ; gi)와 I(Y ; gi|gj)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엔트로피 H(Y |gi)와
H(Y |gi, gj)의추정을통하여구할수있다.

I(Y ; gi) = H(Y )−H(Y |gi). (2.12)

I(Y ; gi|gj) = H(Y |gj)−H(Y |gi, gj).

Cai 등 (2009)에서는 엔트로피 H(Y |gi)와 H(Y |gi, gj)의 추정에 Parzen window 방법을 사용하였

다. Parzen window 방법은커널 (kernel)을이용하여연속형확률변수 X의확률밀도함수인 p(x)를추

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Gaussian 커널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 d차원의 Gaussian 커널 함수는

다음과같다 (Silverman, 1992).

φ(x− xi, h) =
1

(2π)d/2hd|Σ|1/2
exp

(
− (x− xi)

TΣ−1(x− xi)

2h2

)
. (2.13)

여기서 h는 Gaussian 커널 함수의 평활모수 (smoothing parameter)이다. 표본크기가 n인 d차원의 표

본 {x1, x2, · · · , xn}이주어졌을때, Parzen window 밀도함수추정은다음과같다.

p̂(x) =
1

n

n∑
i=1

φ(x− xi, h). (2.14)

식 (2.14)으로추정된확률밀도함수를이용한엔트로피 H(Y |X)의추정량은다음과같다.

Ĥ(Y |X) = −
∫
x

p̂(x)
∑

y∈{0,1}

p̂(y|x) log(p̂(y|x))dx. (2.15)

여기서 Y는 0과 1 두개의값을갖는이분형반응변수이다. y = 0일때 p(y = 0|x)을다음과같이추정
할수있다.

p̂(y = 0|x) = p̂(x, y = 0)∑
y∈{0,1}

p̂(x, y)
=

p̂(x|y = 0)p̂(y = 0)∑
y∈{0,1}

p̂(x|y)p̂(y)
. (2.16)

Parzen window 방법을이용한 p(x|y)의추정량은다음과같다 (Kwak 등, 2002).

p̂(x|y) = 1

ny

∑
i∈Iy

φ(x− xi, h)

=
1

ny

∑
i∈Iy

1

(2π)d/2hd|Σy|1/2
exp

(
−
(x− xi)

TΣ−1
y (x− xi)

2h2

)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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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y는 Y = y인표본의색인 (index) 집합, ny는 Y = y인표본크기, Σy는 Y = y인표본의공분

산행렬을의미한다. p(y)는 p̂(y) = ny/n로추정할수있으므로, p̂(y)과식 (2.17)을식 (2.16)에대입하

면다음의추정량을얻을수있다.

p̂(y = 0|x) =

∑
i∈I0

1/|Σ0|1/2 exp(−(x− xi)
TΣ−1

0 (x− xi)/2h
2)∑

y∈{0,1}

∑
i∈Iy

1/|Σy|1/2 exp(−(x− xi)TΣ
−1
y (x− xi)/2h2)

. (2.18)

이제 n개 샘플을 갖는 조건부 엔트로피의 계산에 있어서, 표본점 (sample point) x에 대한 적분을 표

본점들의합으로대체하고, 각표본점이동일한확률을가진다고가정하면, H(Y |X)의추정량은다음과

같다 (Cai 등, 2009).

Ĥ(Y |X) = −
n∑

i=1

1

n

∑
y∈{0,1}

p̂(y|xi) log(p̂(y|xi)). (2.19)

식 (2.19)의 Ĥ(Y |X)는 X가 d차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일반화된 식을 의미한다. 식 (2.12)의

I(Y ; gi|gj)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엔트로피는 H(Y |gi)와 H(Y |gi, gj)이므로, 식 (2.19)의 X에 각각

gi와 (gi, gj)를 대입해서 I(Y ; gi|gj)를 추정할 수 있다. 유전자 추가 선택기준 MI[i]에 핵심이 되는

I(Y ; gi|gj)는 최대 2차원 확률밀도함수까지만 추정이 요구되므로 표본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

3.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

2절에서 연구한 Cai 등 (2009)의 방법은 유전자 집합 S′에 포함된 유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MI[i]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부 상호정보 I(Y ; gi|gj)추정 횟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MI[i]계

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변수 선택법을 전처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I(Y ; gi|gj)추정을 더욱 간단하게 하여 MI[i]계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설명변수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I(Y ; gi|gj)를 준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3.1.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의 준모수적 접근

Y가 이분형 반응변수이고 g1, g2가 두 유전자의 발현값이라 한다면 상호정보와 엔트로피의 일반적인

관계식에의하여다음과같이조건부상호정보 I(Y ; g2|g1)를나타낼수있다 (부록 A.2 참고).

I(Y ; g2|g1) = I(g1; g2|Y ) + I(g2;Y )− I(g1; g2) (3.1)

식 (3.1)의 I(g2;Y )는 1차원 연속형변수와 이분형변수의 상호정보이기 때문에 Parzen window 방법과

수치적분을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설명변수의 분포를 특정 분포로

가정하여 조건부 상호정보 I(g1; g2)와 I(g1; g2|Y )를 가정된 모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모수 추정

을통하여쉽게조건부상호정보 I(g1, g2)와 I(g1, g2|Y )를추정할수있다.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간에는 비모수적으로 추정하여,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간

의 비모수적 연관성을 감지하는 상호정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추정의 어려움이 있는 설명변수간 상호

정보는모수적가정을통해추정의효율을향상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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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의 준모수적 추정

I(g1; g2)와 I(g1; g2|Y )를모수적으로추정하기위해유전자쌍 (g1, g2)에대해 (g1, g2)∼MVN(µ,Σ),

µ =
(
µ1
µ2

)
, Σ =

(
σ2
1 ρσ1σ2

ρσ1σ2 σ2
2

)
로 가정하고 조건부 상호정보 I(Y ; g2|g1)를 추정한다. (g1, g2)의 주변

엔트로피는 각각 H(g1) = 1
2
log(2πe)σ2

1과 H(g2) = 1
2
log(2πe)σ2

2가 되며 (g1, g2)의 결합 엔트로피는

다음과같다 (Maz’ya 등, 1996).

H(g1, g2) =
1

2
log(2πe)2|Σ| = 1

2
log(2πe)2σ2

1σ
2
2(1− ρ2).

따라서 (g1, g2)의상호정보는다음과같다.

I(g1; g2) = H(g1) +H(g2)−H(g1, g2) = −
1

2
log(1− ρ2). (3.2)

두 유전자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면, 상호정보는 두 유전자의 상관계수에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Y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에서도 유전자 쌍 (g1, g2)의 분포를 정

규분포로 가정하고 Y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에서의 표본크기가 각각 n0, n1이라면 조건부 상호정보

I(g1; g2|Y )의추정량은식 (2.8)과 (3.2)에의해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Î(g1; g2|Y ) = −n0

n

1

2
log(1− ρ̂20)−

n1

n

1

2
log(1− ρ̂21). (3.3)

여기서 ρ̂0과 ρ̂1은 Y가 0인그룹과 1인그룹각각에서의 g1과 g2의표본상관계수이다. 식 (3.2)의추정

량과식 (3.3)을식 (3.1)의추정량에대입하면 I(Y ; g2|g1)의추정량은다음과같다.

Î(Y ; g2|g1) = Î(g2;Y )− n0

n

1

2
log(1− ρ̂20)−

n1

n

1

2
log(1− ρ̂21) +

1

2
log(1− ρ̂2). (3.4)

따라서 상호정보 I(g2;Y )와 상관계수 ρ, ρ0, ρ1를 추정하면 g1이 주어진 상황에서 조건부 상호정보

I(Y ; g2|g1)를쉽게추정할수있다.

4.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

설명변수간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것은 다소 강한 가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

규성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호정보의 계산에 사용되는 밀도함수 추정 시 Edgeworth 근사법을 이용

한 방법을 제안한다. Edgeworth 근사법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누율 (cumulant)과 Hermite 다항식

에대해서살펴보고 Edgeworth 근사법을이용한상호정보추정을알아보도록하겠다.

4.1. 다변량 누율

d개의 확률변수 X1, · · · , Xd가 있다고 하자. κi = E(Xi)는 Xi의 평균이며 κij = E(XiXj)는 Xi와

Xj의 2차 적률 (moment), κijk = E(XiXjXk)는 3차 적률이다.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 이번 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합 규약 (Einstein summation convention)을 사용한다. 따라서 선형결합 t1X1 + · · · +
tdXd는 tiX

i로 표기하며 선형결합의 제곱은 (tiX
i)2 = titjX

iXj로 d2개의 항의 합을 표기한다. 적률

생성 함수 M(t) = E(exp(tiX
i))를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 식 (4.1)과 같으며, 적률 κi, κij , κijk, · · ·이

테일러급수전개의계수로표현된다.

M(t) = 1 + tiκ
i +

1

2!
titjκ

ij +
1

3!
titjtkκ

ijk + · ·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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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율 κi, κi,j , κi,j,k, · · ·는다음과같이 logM(t)를테일러급수전개한식의계수로정의된다.

logM(t) = tiκ
i +

1

2!
titjκ

i,j +
1

3!
titjtkκ

i,j,k + · · · . (4.2)

1차 적률과 1차 누율은 같으며 2차 이상의 적률 κij , κijk, · · ·은 누율과 적률의 선형결합으로 표현가능
하다 (McCullagh, 1987).

κij = κi,j + κiκj . (4.3)

κijk = κi,j,k + κi,jκk + κi,kκj + κj,kκi + κiκjκk

= κi,j,k + κi,jκk[3] + κiκjκk.

κijkl = κi,j,k,l + κi,j,kκl[3] + κi,jκk,l[4] + κi,jκkκl[6] + κiκjκkκl.

식 (4.3)에 있는 대괄호안의 숫자는 같은 구조를 가지는 항들의 수이고 이 항들의 합이라는 것을 표시한

다. 본연구에서관심있는 3차누율과적률간의관계식은다음과같다.

κi,j,k = κijk − κijκk[3] + 2κiκjκk. (4.4)

4.2. 다변량 Hermite 다항식

확률벡터 X = (X1, · · · , Xd)가 평균벡터가 0이고 공분산행렬이 Σ인 d차원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하면 X의확률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φ(x,Σ) = (2π)−d/2 det(Σ)−1/2 exp(−x′Σ−1x/2).

또한, 정수벡터 ν를 Nd공간에 정의되었다고 하고 xν = xν1
1 · · ·x

νd
d 로 정의하면 ν번째 다변량 Hermite

다항식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Grad, 1949).

hν(x,Σ) = φ(x,Σ)−1(−∂/∂x)νφ(x,Σ). (4.5)

Hermite 다항식은확률적적분, 중심극한정리, L2이론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이다항식은해당다항

식의켤레다항식 (conjugate polynomial)에대해서다음과같은직교성을가진다.∫
h̃j(x,Σ)hk(x,Σ)φ(x,Σ)dx =

j!, j = k

0, otherwise
. (4.6)

여기서 z = Σ−1x이라면켤레다항식 h̃j(x,Σ)는

h̃j(x,Σ) = φ(x,Σ)−1(−∂/∂z)νφ(x,Σ) (4.7)

이고 j! = j1! · · · jd!이다 (Withers, 2000).

4.3.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엔트로피 추정

n개인 d차원의 표본 {x1, x2, · · · , xn}이 주어졌을 때, 밀도함수 p(x)를 3차 누율항까지 Edgeworth

근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p(x) ≈ φp(x)

1 +
1

3!

∑
i,j,k

κi,j,khi,j,k(x)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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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p(x)는 밀도함수 p(x)와 동일한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가지는 다변량 정규분포 밀도함수이

고 (i, j, k) ∈ (1, · · · , d)는 각 차원 (변수)에 해당하는 지표다. κi,j,k는 표준 누율 (standardized cu-

mulant)로써 κi,j,k = κi,j,k

σiσjσk
이고, κi,j,k는 변수집합 (i, j, k)에서의 누율이다.그리고 hi,j,k는 변수

(i, j, k)에 해당하는 다변량 Hermite 다항식으로 i ̸= j ̸= k이면 i번째, j번째, k번째 원소가 1이고 나머

지 원소는 0인 정수 벡터 ν에 대한 다변량 Hermite 다항식 hν(x,Σ)를 말한다. hi,i,j형태는 i번째 원소

가 2, j번째 원소가 1, 나머지 원소는 0인 ν에 대한 다변량 Hermite 다항식이며 hi,i,i형태는 i번째 원소

가 3이고나머지원소는 0인 ν에대한다변량 Hermite 다항식을뜻한다.

Hulle (2005)는식 (4.8)을이용하여식 (4.9)와같이확률변수 X의근사엔트로피를정의하였다.

H(X) = H(φp)−
∫

p(x) log
p(x)

φp(x)
dx = H(φp)− J(p). (4.9)

여기서 H(φp) = 0.5 log |S|+ d
2
log 2π+ d

2
는 φp의 d차원엔트로피이고 |S|는 φp의공분산행렬 S의행

렬식이다. J(p)는네겐트로피 (negentropy)라한다. 식 (4.8)에서 Z(x) = 1
3!

∑
i,j,k κ

i,j,khi,j,k(x)로라

고하면밀도함수 p(x)의근사식은 p(x) = φp(x) (1 + Z(x))로표현이된다. 이식을식 (4.9)에대입을

하고 2차항까지테일러급수전개하면엔트로피 H(X)를다음과같이근사시킬수있다 (Hulle, 2005).

H(X) ≈ H(φp)−
∫

φp(x)
[
Z(x) + 0.5Z(x)2

]
dx (4.10)

∫
φp(x)Z(x)dx = 0과 Hermite 다항식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Hulle (2005)는 다음과 같이 X의 엔트

로피 H(X)에대한근사식을유도하였다.

H(X) ≈ H(φp)−
1

12

d∑
i=1

(κi,i,i)2 − 1

4

∑
i̸=j

(κi,i,j)2 − 1

72

∑
i<j<k

(κi,j,k)2. (4.11)

4.4.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

Edgeworth근사를이용하기위해유전자쌍 (g1, g2)을 (g1, g2)∼(µ,Σ)로가정한다. 여기서 µ=
(
µ1
µ2

)
,

Σ =
(

σ2
1 ρσ1σ2

ρσ1σ2 σ2
2

)
이다. 또한 φ1을 N(µ1, σ1)의 밀도함수, φ2을 N(µ2, σ2)의 밀도함수라 하고 φ3을

MVN(µ,Σ)의밀도함수라하자. (g1, g2)의주변엔트로피를 Edgeworth 근사를이용하여구하면

H(g1) ≈
1

2
log(2πe)σ2

1 −
1

12
(κ1,1,1)2, (4.12)

H(g2) ≈
1

2
log(2πe)σ2

2 −
1

12
(κ2,2,2)2

가되며 (g1, g2)의결합엔트로피는다음과같다.

H(g1, g2) ≈ H(g1) +H(g2) +
1

2
log(1− ρ2)− 1

4
(κ1,1,2)2 − 1

4
(κ2,2,1)2. (4.13)

따라서 (g1, g2)의상호정보는

I(g1; g2) = −
1

2
log(1− ρ2) +

1

4
(κ1,1,2)2 +

1

4
(κ2,2,1)2 (4.14)

이며, 상호정보 I(g1; g2)는 두 유전자의 상관계수와 표준 누율에만 의존한다. 여기서 표준 누율

κ1,1,2와 κ2,2,1는 κ1,1,2 =
κ1,1,2

σ2
1σ2
와 κ2,2,1 =

κ2,2,1

σ2
2σ1
를 의미하고 누율 κ1,1,2와 κ2,2,1는 식 (4.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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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다음과같이표현가능하다.

κ1,1,2 = E(g21g2)− σ2
1µ2 − 2ρσ1σ2µ1 − µ2

1µ2. (4.15)

κ2,2,1 = E(g22g1)− σ2
2µ1 − 2ρσ1σ2µ2 − µ2

2µ1.

표준누율 κ1,1,2와 κ2,2,1은 E(g21g2), E(g22g1), ρ, µ1, µ2, σ
2
1 , σ

2
2에해당하는표본적률을통해구할수

있다. 또한 유전자 발현값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표준화시키면 E(g21g2), E(g22g1)값의 추정만으로 표

준누율 κ1,1,2와 κ2,2,1의 적률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I(g1; g2|Y )와 I(Y ; g2|g1)의 계산은 앞 절에서의
방법과동일하다.식 (4.14)를더간략하게표현하기위해

J ≡
(
κ1,1,2

)2
+
(
κ2,2,1

)2
2

(4.16)

라정의하면 (g1, g2)의상호정보 I(g1; g2)는다음과같다.

I(g1; g2) = −
1

2

(
log(1− ρ2)− J

)
. (4.17)

식 (4.17)을 식 (3.2)와 비교하면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I(g1; g2)와 Edgeworth 근사법을 이용

한 I(g1; g2)는 J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J는 비정규성에 의한 보정값으로 볼 수 있다. 식

(2.8)과 (4.17)을이용하여 I(g1; g2|Y )의추정량을구하면다음과같다.

Î(g1, g2|Y ) = Î(g2;Y ) +
n0

2n

(
Ĵ0 − log(1− ρ̂0

2)
)
+

n1

2n

(
Ĵ1 − log(1− ρ̂1

2)
)
. (4.18)

여기서 ρ0과 ρ1은 Y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 각각에서의 g1과 g2의 상관계수이고 J0과 J1은 Y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 각각에서의 표준누율 κ1,1,2와 κ2,2,1을 식 (4.16)에 대입한 값이다. 식 (3.4)를 유도한

방법과 유사하게 Y가 0과 1일 때의 유전자 쌍 (g1, g2)의 상호정보를 Edgeworth 근사법을 이용하여 구

하면조건부상호정보 I(Y ; g2|g1)의추정량은다음과같다.

Î(Y ; g2|g1) =Î(g2;Y ) +
n0

2n

(
Ĵ0 − log(1− ρ̂20)

)
(4.19)

+
n1

2n

(
Ĵ1 − log(1− ρ̂21)

)
− 1

2

(
Ĵ − log(1− ρ̂2)

)
.

따라서 g1과 g2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했을 때 조건부 상호정보의 추정량에서 추가적으로 J , J0,

J1을추정하면식 (4.19)를이용하여조건부상호정보를추정할수있다.

5. 실험 결과

5.1. 데이터 집합

본 연구에서는 Golub 등 (1999)이 사용한 백혈병 (leukemia)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된 두 가지 방법

에 대한 효율성을 살펴본다. Leukemia 자료는 3,571개의 유전자를 가지는 72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었

으며, 반응범주는급성골수성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 AML)과급성림프구성백혈병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으로 구성된다. 72개의 표본 중 AML은 25개이고, ALL이 47개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3,571개의 유전자중 Fisher’s ratio 값이 높은 1,000개의 유전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분석에사용하였으며, Fisher’s ratio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f(gi) =
(µ1 − µ2)

(σ2
1 + σ2

2)
, i = 1, · · · , 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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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전자 선택 방법과정 및 교차 타당성

교차타당성으로 설정한 훈련집합 (training set)을 이용해 상호정보 filter 방법 (MI-filter), SVM-

RFE (Guyon, 2002), 2.2절에서 소개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original), 3절에

서 설명한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normal), 4절에서 설

명한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Edgeworth)을 적용하였다.

각각의변수선택법으로부터선택되는최대유전자의수는 50개로하였다.

변수 선택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B.632+ 방법을 사용하였다. B.632+의 의미는 한 개의 표

본이 훈련집합에 속하는 확률이 0.632에 근사한다는 것이다. 즉, 1 − (1 − 1/n)n ≈ 0.632이다. 여기서

n는 표본의 수를 의미한다 (Efron 등, 1997). B.632+를 이용한 분류모형의 오분류율은 불편추정량이

되므로 교차타당성을 알아보는데 좋은 도구가 되며, 분산을 줄이기 위해 반복수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서 신뢰할 만한 오분류율을 구할 수가 있다. 또한 다른 교차타당성 방법에 비해 표본크기에 영향을

덜받는장점이있다. 본실험에서는오분류율의분산을줄이기위해부스트랩을 100번반복하였다.

5.3. 변수 선택법의 효율성 비교를 위한 분류분석

원자료를훈련집합과평가집합으로나누어, 훈련집합에서분류함수를구한후에평가집합을이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반응범주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변수들을 선택한 다음, 선택된 변수들이 한 개씩

늘어남에 따라 반응범주를 얼마나 더 잘 분류 하는지를 알아보고, 어떠한 유전자 선택방법이 가장 정확

한지를 분류자를 통해 아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자로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s; SVM)을사용하였다.

분류 문제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SVM은 기존의 분류 방법과 같이 ‘오분류율을 최소화’하고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여백 (margin)을 최대화’하여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SVM의매개변수 C의값을 0.1로두고선형커널을사용한 SVM을적합시켰다.

5.4. 실험의 결과

Figure 5.1은백혈병 (leukemia) 자료를이용하여각변수선택법별로선택된유전자의수에따른오

분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상호정보 filter 방법 (MI-filter)은 변수의 수가 30개 이하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변수의 수가 30개 이상이 되면서 상호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변수 선택법들 (MIGS-

original, MIGS-normal, MIGS-Edgeworth)에 비해 오분류율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호정보 filter 방법 (MI-filter)은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반응범주에 대하여 유사한 정보를 가

지는변수들이다수포함되면서상대적으로분류성능의효율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Figure 5.1 The external B.632+ error rates for 5 variable sel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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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에서 유전자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SVM에서 좋은 분류성능을 보여주는

SVM-RFE보다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original),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normal),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

택법 (MIGS-Edgeworth)이 더 낮은 오분류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

법 (MIGS-original)과 비교해서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

normal),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Edgeworth)은 비슷하

거나 더 낮은 오분류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

반변수선택법 (MIGS-Edgeworth)은가장낮은오분류율을기록하였다.

Figure 5.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utational time and the size of the gene set

Table 5.1 The selected genes from 100 bootstrap samples for semiparametric method

Edgeworth approx. Multivariate normal

Gene Selected time Gene Selected time

M63835 100 M63835 100

S76617 100 S76617 100

U33822 100 U33822 100

X99920 100 X81479 100

Z49194 100 X99920 100

D28235 s 100 Z49194 100

X81479 98 D28235 s 100

D10925 98 X93512 99

X93512 96 D10925 99

L15326 s 96 L15326 s 99

Figure 5.2는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들의 변수선택 계산시간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다.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조건부 상호정보를 추정하는 기존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

original)보다 준모수적 방법으로 조건부 상호정보를 추정하는 두 가지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

택법 (MIGS-normal, MIGS -Edgeworth)이 더 빠른 계산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류성능

과 변수 선택시간을 고려해볼 때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 (MIGS-

Edgeworth)이 30개이상의변수를선택하는실험에서고려한방법들중에서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는

것을알수있다.

Table 5.1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과 Edgeworth 근사를 이

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법인 경우 100개의 부스트랩 자료를 통하여 각 유전자들이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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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에 선택되는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 나타낸 유전자들은 각 반복 실험에서 상위 50개에 선택된

빈도가 큰 10개의 유전자들을 두 변수 선택법 별로 표시한 것이다. 유전자 M63835, S76617, U33822,

X99920, Z49194, D28235 s는 두 변수 선택법에서 100번 반복 실험에서 상위 50개 유전자에 모두 포함

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준모수적 변수 선택법 모두에서 자주 선택되는 유전자들은 꾸준히 선택되

는것으로보아내적일치성도어느정도만족된다고판단된다.

6. 결 론

고차원 자료와 같이 변수가 매우 많은 자료를 이용한 분류분석에서는 분류모형에 사용할 변수를 선택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때로는 분류자 그 자체보다 분류에 기여하는 유전자군을 찾는 것

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filter 방법은 빠른 탐색시간이 장점이지만 설명변수간 연관성을 고려하는데 한

계점이 있다. 반면, 상호정보는 분류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응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좋은유전자선택의척도이다. 하지만수치계산의복잡성으로인해탐색시간이긴단점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i 등 (2009)는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척도와 가지치기법을 이용하

여 많은 탐색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여전히 수치적분과 밀도추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설명

변수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과 Edgeworth 근사를 통해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에서 수치적분과 밀도추

정에서소요되는시간을줄여서전체적으로변수의탐색시간을줄이는방법을제안하였다.

leukemia 자료를 이용한 SVM 모형에서 Edgeworth 근사를 이용한 조건부 상호정보 기반 변수 선택

법은 상호정보 filter 방법, SVM-RFE보다 변수의 수가 30개 이후부터 오분류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준모수적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을 이용한 방법은 Cai 등 (2009)의 비모수적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변수 탐색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였다. 특히 Edgeworth 근

사를 이용한 준모수적인 방법은 Cai 등 (2009)의 비모수적 조건부 상호정보 추정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분류성능면에서도더우수한성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변수의수가매우많은자료에서준모수적조건부상호정보추정을이용한변수선택법은매우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설명변수간의 분포 가정에 있어서 강건성 (robust) 측면을 더 면밀히 고려

할필요가있다.

부 록

A.1 조건부 상호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선택 알고리즘

1. k = 1, NS = {g1, g2, ..., gm}, MI[i] = I(Y ; gi) ∀i ∈ NS
2. S[k] = argmaxi {MI[i]} ∀i ∈ NS ; NS ← NS −

{
gS[1]

}
; k = k + 1

3. MI[i]에대해 NS를내림차순으로정렬 ; j = 1
3-1. MI[NS[j]] = mins∈S I(Y ; gNS[j]|gs)
3-2. LUI = argmaxNS[i]|i≤jMI[NS[i]]
3-3. MI[LUI] ≥ MI[NS[j + 1]]이면 4로이동
3-4. j = j + 1 ; 3-1로이동

4. S[k] = LUI ; NS← NS−
{
gS[k]

}
5. MI[S[k]] = 0 ; k = k + 1 ; 3으로이동



1092 Chi Kyung Ahn · Donguk Kim

A.2 식 (3.1)의 유도

I(Y ; g2|g1) = H(Y |g1)−H(Y |g1, g2) = H(g2|g1)−H(g2|g1, Y )

I(g1; g2) = H(g2)−H(g2|g1)

I(g1; g2|Y ) = H(g2|Y )−H(g2|g1, Y )

I(g1; g2|Y )− I(g1; g2) = H(g2|Y )−H(g2|g1, Y )−H(g2) +H(g2|g1)

= −{H(g2)−H(g2|Y )}+H(g2|g1)−H(g2|g1, Y )

= −I(g2;Y ) + I(Y ; g2|g1)

∴ I(Y ; g2|g1) = I(g1; g2|Y ) + I(g2;Y )− I(g1; g2).

A.3 식 (4.12)∼(4.14)의 유도

(g1, g2)의주변엔트로피를 Edgeworth 근사를이용하여구한과정은다음과같다.

H(g1) ≈ H(φ1)−
1

12
(κ1,1,1)2

=
1

2
log2(2πe)σ

2
1 −

1

12
(κ1,1,1)2

H(g2) ≈ H(φ2)−
1

12
(κ2,2,2)2

=
1

2
log2(2πe)σ

2
2 −

1

12
(κ2,2,2)2.

(g1, g2)의결합엔트로피는다음과같이유도된다.

H(g1, g2) ≈ H(φ3)−
1

12

2∑
i=1

(κi,i,i)2 − 1

4

∑
i ̸=j

(κi,i,j)2

=
1

2
log2(2πe)

2|Σ| − 1

12

2∑
i=1

(κi,i,i)2 − 1

4

∑
i̸=j

(κi,i,j)2

=
1

2
log2(2πe)

2σ2
1σ

2
2(1− ρ2)− 1

12

2∑
i=1

(κi,i,i)2 − 1

4

∑
i ̸=j

(κi,i,j)2

= H(g1) +H(g2) +
1

2
log2(1− ρ2)− 1

4
(κ1,1,2)2 − 1

4
(κ2,2,1)2.

A.4 식 (4.15)의 누율 κ1,1,2의 적률 표현식 정리

식 (4.4)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 κ1,1,2의적률표현식을구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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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1,1,2 =κ112 − κ11κ2 − 2κ12κ1 + 2κ1κ1κ2

=E(g21g2)− (σ2
1 + µ2

1)µ2 − 2(µ1µ2 + ρσ1σ2)µ1 + 2µ2
1µ2

=E(g21g2)− σ2
1µ2 − 2ρσ1σ2µ1 − µ2

1µ2.

κ2,2,1의적률표현식도유사한방식으로나타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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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efficient gene selection methods by using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We suggest gene selection methods using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based on semiparametric methods utilizing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and Edge-

worth approximation. We compare our suggested methods with other methods such as

mutual information filter, SVM-RFE, Cai et al. (2009)’s gene selection (MIGS-original)

in SVM classification. By these experiments, we show that gene selection methods using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based on semiparametric methods have better perfor-

mance than mutual information filter. Furthermore, we show that they take far less

computing time than Cai et al. (2009)’s gene selection but have similar performance.

Keywords: Classification,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Edgeworth approximation,

entropy, forward selection, high-dimensional data, support vector machines, variab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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