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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활용

Application of Data Mining for Biomedical Data Processing 

손 호 선* ․ 김 경 옥** ․ 차 은 종*** ․ 김 경 아†

(Ho-Sun Shon ․ Kyoung-Ok Kim ․ Eun-Jong Cha ․ Kyung-Ah Kim)

Abstract - Cancer has been the most frequent in Korea, and pathogenesis and progression of cancer have been known to be 

occurred through various causes and stages. Recently, the research of chromosomal and genetic disorder and the research 

about prognostic factor to predict occurrence, recurrence and progress of chromosomal and genetic disorder have been 

performed actively. In this paper, we analyzed DNA methylation data downloaded from TCGA (The Cancer Genome Atlas), open 

database, to research bladder cancer which is the most frequent among urinary system cancers. Using three level of 

methylation data which had the most preprocessing, 59 candidate CpG island were extracted from 480,000 CpG island, and 

then we analyzed extracted CpG island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 As a result, cg12840719 CpG island were analyzed 

significant, and in Cox’s regression we can find the CpG island with high relative risk in comparison with other CpG island. 

Shown in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analysis, the CpG island which have high correlation with bladder cancer are cg03146993, 

cg07323648, cg12840719, cg14676825 and classification accuracy is about 76%. Also we found out that positive predictive value, 

the probability which predicts cancer in case of cancer was 72.4%. Through the verification of candidate CpG island from the 

result, we can utilize this method for diagnosing and treati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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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구는 75억 명을 넘어섰고, 인간의 평균 수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는 만성 질환(chronic disease)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은 암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26만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7

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한국인 10만 

명당 551.6명이 암진단을 받게 되고 130.8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는 분석이다[1].

암은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대표적인 유전자 관련 질병으로,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느냐

에 따라 암의 기전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막대

한 유전체 해독 비용으로 인해 개별 암환자 각각에서 어떤 유전

자에 이상이 생겨 암이 발병했는지 정확한 진단 자체가 불가능했

기 때문에 암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암 유

전체 검사를 통한 암치료는 암을 유발한 유전자를 게놈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암 게놈 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한 유전자가 확인되면 이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

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표적 항암제 처방을 통해 암을 치료하

게 된다. 그러나 암 게놈 검사를 통해 암 유발 유전자를 확인했

다고 하더라도, 암 유발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나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Foundation Medicine(U. S. A.)의 암 게

놈 진단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 중 95%에서 1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환자의 65%에 대해서

는 해당 암 유전자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처방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2014년 국내 암환자 중 9위의 사망률을 갖는 방

광암(bladder cancer)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TCGA(The Cancer 

Genome Atlas)에서 다운로드한 DNA 메틸화(methylation) 데이

터와 임상 데이터를[3] 이용하여 방광암에 영향을 미치는 CpG 

섬(island)을 발견하였다. 방광암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비뇨기계 종양으로 방광암의 발생기전 및 진행은 여

러 가지 원인 및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구 및 방광암의 발생 및 

재발,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4]. 방광암은 최초 진단 시 비근육침윤성 방

광암(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과 침윤성 방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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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ve bladder cancer)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약 75%의 환자

에서 비근육침윤성(표재성) 암으로 나타난다. 표재성 암은 재발이 

흔하여 재발한 표재성 암의 30% 정도에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악성도 또는 병기로의 진행을 보이며, 10% 정도에서는 근육층으

로의 침범을 나타낸다[5]. 

DNA 메틸화란 DNMT(DNA methyl transferase)에 의해 CpG 

섬의 5탄소 부위에 메틸기(CH3)가 결합된 것으로 프로모터

(promotor) CpG 섬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DNA 메틸화는 세포 

주기 또는 세포자살(apoptosis)을 조절하고, DNA를 복구하며, 세

포 부착 및 세포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한다[6]. CpG는 C+G 함유

량이 50% 이상이고, CpG 비율이 3.75% 이상인 0.2~3kb 길이의 

부위를 말한다. 인간 게놈에는 약 45,000개의 CpG가 있으며, 이

들 대부분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부위에서 발견

된다. 실제로, CpG는 인간 유전자의 약 50%에 달하는 하우스키

핑(housekeeping) 유전자의 프로모터에서 발견된다[7]. CpG는 

포유동물 세포에서 대부분의 후생성(epigenetic) 변화가 자주 일

어나는 부위이다. DNA 메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의 주인

에게 바이러스성 유전자들의 표현형과 다른 해로운 요소들로써 

포함되어 온 것들을 억제한다. DNA 메틸화는 또한 기본적인 염

색질 구조의 기초를 형성한다. 염색질 구조는 세포가 변경 불가

능한 DNA 구조로부터 다세포의 일생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특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DNA 메틸화는 또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의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DNA 메틸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후보유전자를 찾고 이를 활용

하여 사후분석을 통해 유전자의 메틸화가 억제되는 후보물질을 

방광암 치료용 물질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방광암 데이터에서 DNA 메틸화 데이터

를 여러 단계의 전처리를 통해 유의한 후보 CpG 섬을 추출하였

다. 메틸화 자료는 세 단계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전처리가 가장 많이 된 레벨 3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CpG 섬 48만 개 중 후보 CpG 섬 59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후보 

CpG 섬을 이용하여 방광암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기 위해 데

이터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모집단 및 연구방법

연구 대상인 모집단은 TCGA 데이터베이스의 방광암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TCGA 데이터 포털(portal)은 연구자들에게 암 유전

체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TCGA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암에 관한 

유전변이 데이터를 통합 축척하고, 생물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

젝트로 미국 국립암센터(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I,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34개의 

암종에 대한 데이터를 축척하고 있는데, 각각의 암 유형은 여섯 

가지의 다른 “플랫폼”, 즉, Exome, SNP, 메틸화, mRNA, miRNA, 

그리고 clinical 데이터로 제공된다. 현재 방광암의 경우 500개의 

케이스 샘플이 관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광암의 6개 플

랫폼 중 DNA 메틸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은 방

광암 데이터 행렬의 메틸화 데이터 형태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는 메틸화 데이터 중 JHU-USC HumanMethylation450의 레

벨 3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의 low level 데이터는 

CGHub (cancer genomics hub)를 통해 공유되며, 전처리가 가

장 많이 된 것으로 Build Archive를 선택함으로써 자료를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1 방광암 데이터 행렬의 메틸화 데이터 형태

Fig. 1 Methylation data type of BLCA data matrix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처리 과정을 통해 48만개의 CpG 섬 중 

후보 CpG 섬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표본의 수보다 CpG 

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pG 섬의 

수를 줄여야 하므로 통계적 방법인 paired t-test를 적용하여 후

보 CpG 섬 59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59개 CpG 섬의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활용하여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커브 분석,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의 하나인 Cox's 회귀 분석(Cox's regression analysis) 그리고 데

이터마이닝 기법인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

다. 통계 분석에 있어서 민감도란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검

사를 통해 양성이라고 판단될 확률을 나타낸다. 즉, 검사가 질병

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선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민감도

는 표 1의 혼돈 행렬을 이용하여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5]. 

표   1 혼돈 행렬

Table 1 Confusion matrix

질병(Disease) 
합계 

Y N

검사
결과
(test)

양성
(positive)

진양성율
(TP, true positive)

위양성율
(FP, false positive) TP+FP

음성
(negative)

위음성율
(FN, flase negative)

진음성율
(TN, true negative) FN+TN

합계 TP+FN FP+T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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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CGA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방광암 데이터 추출 흐름도

Fig. 2 Extraction flowchart of bladder cancer data  from 

TCGA Database

표    2 cg12840719 CpG 섬 검정 결과 ROC 커브 아래의 면적

Table 2 Area under the curve about test result of CpG island

cg12840719 

면적
표준 

오차a

유의 

수준
b

95% 신뢰구간
(CI: Confidence Interval)

하한값 상한값

.588 .043 .047 .504 .673

 a. 비모수적 가정

 b. 귀무가설: 참인영역 = 0.5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통해 음성이라고 판단될 

확률이다. 이 검사가 질병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배제시키는

지 알 수 있으며 식 (2)에 제시하였다. 

         


                   (2)

ROC 커브는 연속적인 모든 가능한 변수에 대해 컷오프 값

(cutoff value) 마다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한 후 가로축

을 1-특이도, 세로축을 민감도로 놓은 그래프로 컷오프 값 마다 

플롯(plot)을 찍어서 이은 곡선이다. 실험 결과가 유용성을 나타

내기 위해서는 ROC 커브가 그래프의 45도 대각선 위쪽에 존재

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컷오프 값을 찾기 위해서는 위양성률

(false positive rate)이 작을수록, 민감도는 높을수록 좋다. 동일 

질병에 대해 여러 CpG 섬을 비교하는데 AUC(area under 

curve)가 더 큰 CpG 섬일수록 우수한 CpG 섬으로 판단 할 수 

있다. Cox's 회귀 분석은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생존시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9]. Cox's 모델(Cox's model)

은 생존 시간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으

로 시간과 사건 데이터의 예측 모형을 나타내며, 모형은 예측변

수의 주어진 값에 대해 특정 시간 t에 중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을 나타낸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서는 상대위험도

(relative hazard)를 통해 각 CpG 섬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방법 중 하나인 분류분석을 통해 미리 정

해진 그룹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

을 찾고 이 함수식에 따라 새로운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10]. 

3. 실험결과

후보 CpG 섬을 도출하는 과정은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TCGA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은 후, 전체 표본 중 정상세포의 메틸

화 값이 0에서 0.15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다음, 한 환자의 어떠한 유전자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있는지 선별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하였다. 즉, 암세포와 정

상세포의 메틸화 값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상세포와 암세포에서 확인된 후보 CpG 섬을 암세포만 있는 사용

하지 않았던 표본으로부터 추출하여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를 활

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

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TCGA에서 다운로드한 전체 메틸화 표

본 수는 440개이다. 이 중 396개의 표본은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암환자의 표본이고, 22명의 암환자는 정상 세포 22개와 암세포 

22개가 함께 있는 표본으로 이루어졌다. 22쌍의 정상 세포와 암

세포 관련 모든 CpG 섬은 48만개 이므로 paired t-test를 48만 

번 실행하였다. Paired t-test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01 이하인 

59개의 후보 CpG 섬을 추출하였다[11]. 

정상 세포의 메틸화 수치는 0.15 이하이고 정상세포와 암세포

의 차이는 0.3 이상인 CpG 섬 후보를 추출하였다[6]. 이 때 메틸

화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이들 값 중 0은 메틸

화가 되지 않은 경우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CpG 구간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만 0에서 0.1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실험 전 

이 조건을 주는 것은 48만 번 실험을 해야 하는데 0에서 0.15 사

이 값을 가지는 유전자만 선택하므로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0.3으로 준 것은 차

이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유의한 후보 CpG 섬을 찾기 위해서이

다. p-value, 정상세포의 메틸화 값,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메틸화 

차이 등의 조건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여 실험한 후 원하는 표

본의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건을 다양하게 줄 수 있으

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당한 크기의 후보 CpG 섬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기 값들을 사용하였다[6]. 후보 CpG 섬 추출 후 나머지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표본 396개에서 follow up된 데이터가 있

는 표본 263개를 활용하여 후보 CpG 섬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전체 CpG 섬 45만개 

중 의미 있는 CpG 섬 59개를 추출하였다. 그림 3은 추출된 CpG 

섬의 목록을 나타낸다.

추출된 유전자 59개 각각에 대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활용하여 

ROC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유의한 CpG 섬은 

cg12840719로 확인되었다. 그림 4는 유전자 cg12840719의 ROC 

커브가 그래프의 45도 대각선 위쪽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로는 민감도, 가로는 1-특이도로 계산되었다. 

표 2는 cg12840719의 CpG 섬 검정 결과 ROC 커브 아래 면

적이 0.588이며 95% 신뢰구간(0.504: 0.673)을 제시하고 있다. 

95% 신뢰구간에서 근사 유의확률이 0.047로 cg12840719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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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x's 회귀 모형의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들

Table 4 Variables in the equation of Cox's regression model 

CpG 섬 회귀계수(B) 표준오차
검정통계량

(Wald)
유의수준

하자드 비
(Hazard ratio)

HR에 대한 95% CI  

하한값 상한값

cg12840719 -1.302 .836 2.423 .120 .272 .053 1.401

cg02582057 -3.152 1.073 8.621 .003 .043 .005 .351

cg02685896 1.421 .790 3.235 .072 4.139 .880 19.463

cg03146993 3.875 .910 18.119 .001 48.166 8.090 286.786

cg04638468 -5.315 1.583 11.269 .001 .005 .000 .110

cg07323648 -2.817 .860 10.727 .001 .060 .011 .323

cg07978472 6.579 1.868 12.407 .001 720.016 18.510 28006.998

cg08703872 2.277 .822 7.680 .006 9.751 1.948 48.815

cg09938462 -2.413 1.073 5.055 .025 .090 .011 .734

cg10435816 -3.247 1.378 5.555 .018 .039 .003 .579

cg10800833 2.349 1.186 3.923 .048 10.478 1.025 107.130

cg13702005 1.377 .708 3.780 .052 3.963 .989 15.883

cg13933262 3.656 1.201 9.273 .002 38.725 3.680 407.483

cg24368848 -1.579 .590 7.173 .007 .206 .065 .655

cg24852548 -2.768 1.171 5.588 .018 .063 .006 .623

자 변이를 나타내는 후보 CpG 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에

서 cg12840719 CpG 섬의 컷오프 값은 0.50596으로 나타났는데, 

이 값을 기점으로 CpG 섬 변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 cg12840719의 ROC 분석 결과 컷오프 값

Table 3 Cut off value about ROC analysis result of CpG 

island cg12840719

cg12840719
AUC

유의 

수준
95% CI 컷오프 값 민감도 특이도

0.588 0.047 (0.504, 0.673) 0.5059600 61.1 49.2

 cg00063471  cg00395210  cg00860808  cg01030534 

 cg02072400  cg02245020  cg02582057  cg02622316 

 cg02685896  cg02704535  cg02918146  cg03146993 

 cg03225210  cg03514404  cg04638468  cg05214218 

 cg05870739  cg06106763  cg06444282  cg07323648 

 cg07978472  cg08048222  cg08113245  cg08368617 

 cg08703872  cg08800878  cg09938462  cg10435816 

 cg10598353  cg10800833  cg11610350  cg11898347 

 cg12100721  cg12396523  cg12493075  cg12601945 

 cg12630147  cg12840719  cg12883479  cg13334650 

 cg13413286  cg13702005  cg13933262  cg14676825 

 cg15174834  cg16821992  cg17494781  cg17853216 

 cg19677203  cg22212414  cg22715837  cg22847691 

 cg23168531  cg24368848  cg24716879  cg24852548 

 cg25060829  cg25209842  cg27011480

그림 3 Paired t-test를 통해 추출된 유의한 CpG 섬 59개

Fig. 3 Extracted significant 59 CpG island through the paired 

t-test 

   

그림 4 cg12840719 CpG 섬의 ROC 커브 

Fig. 4 ROC curve of cg12840719 CpG island

추출된 후보 CpG 섬을 적용하여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후보 CpG 섬 59개의 상관계수를 계산하

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14개의 CpG 섬은 제외하고 나머지 

CpG 섬으로 분석하였다. 비모수적 생존분석 기법인 Cox's 회귀모

형을 사용하여 방광암의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relative hazard)

를 계산하였다. 변수 선택 방법은 후진 왈드(Wald) 기법을 적용하

였다. 표 4에서 B는 추정된 공변량의 회귀계수, SE(Standard 

Error)는 B의 표준오차, Wald는 검정통계량 값, p-value는 유의확

률 그리고 하자드 비(Hazard ratio)는 Exp(B) 값으로 상대위험도

를 나타낸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방광암 사망에 영

향을 미치는 상대위험도가 높은 CpG 섬은 다음과 같다. CpG 섬 

cg03146993의 상대위험도는 48.166배(p=0.001, 95% CI: 9.090~ 

286.98), cg07978472의 상대위험도는 720.016배(p=0.00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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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8.510~28006.998), cg08703872의 상대위험도는 9.751배(p= 

0.006, 95% CI: 1.948~48.815) 그리고 cg13933262의 상대위험도

는 38.725(p=0.002, 95% CI: 3.680~407.483)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pG 섬들은 방광암 관련 다른 CpG 섬에 비해 상대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생물학자들에 의한 추가 실험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방광암의 진단 및 예후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분석은 어떤 관측대상이 소속된 그룹을 예측하기 위한 기

법으로 미리 정해진 그룹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립변

수들의 선형결합을 찾고 이 함수식에 때라 새로운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 방광암 데이터 중 암으로 발생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CpG 섬을 Fisher의 선형분류함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5는 그 결과로서 CpG 섬 cg03146993, cg07323648, 

cg12840719, cg14676825, 그리고 cg24716879가 분류함수식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방광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분류함수식은 

식 (3)과 같다.

     (3)

표 6은 분류함수식을 활용하여 분류된 결과이며 정확도는 약 

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방광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정확히 

분류된 비율을 말한다. 또한 실제 암일 때 암으로 예측한 확률 

즉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on value)는 72.4%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변수를 다 포함했을 때의 결과이며, 변

수를 단계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좀 더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Fisher의 선형분류함수에 의한 분류함수 계수들

Table 5 Classification function coefficients by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암으로 사망

No Yes

cg03146993(X1) -.698 1.333

cg07323648(X2) 6.194 3.924

cg12840719(X3) .439 .230

cg14676825(X4) 2.013 3.486

cg24716879(X5) 4.116 2.410

(Constant) -3.697 -3.193

표    6 분류 결과의 정확도

Table 6 Accuracy of classification results

암으로 사망
예측 집단

합계
No Yes

원 데이터
(%)

No(%) 158(77.1) 47(22.9) 205

Yes(%) 16(27.6) 42(72.4) 58

a. 76.0%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뇨기계 암 중 가장 빈번한 사망률을 가진 방

광암에 대한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TCGA에서 다운로드한 DNA 메

틸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광암에 영향을 미치는 CpG 섬을 찾고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처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DNA 메틸화 데이터 중 레벨 3에서 전체 CpG 섬 48만 개 중 후

보 CpG 섬 59개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CpG 섬 각각에 대해 ROC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g12840719 CpG 섬이 유의한 것으

로 발견되었고, Cox's 회귀 분석에서는 다른 CpG 섬들에 비해 상

대위험도가 높은 CpG 섬들을 발견하였다. 분류분석 결과로는 방

광암에 영향을 주는 CpG 섬을 활용하여 판별함수(discriminent 

function)를 만들고 분류 정확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활

용하여 DNA 메틸화 데이터에서 암을 유발하는 후보 CpG 섬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사후분석을 통해 CpG 섬의 메틸화가 억제되

는 후보물질을 방광암 치료용 물질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환자 치

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빅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도 TCGA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다

운로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구되었

다.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

다. Broad Institute(미국)나 BGI(중국)과 같은 대규모 유전체 연

구소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 양은 수백 테라바이트 급에 달

한다. 그리고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억 개의 유전체

의 염기서열이 분석될 것으로 알려졌다[12].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문제는 단순 

컴퓨터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지식과 

의학적 활용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

하여 후보 유전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의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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