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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주질환은 상당수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지만 아직 분자적인 수준에서의 발생 기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서는 많은 것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얻어진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이용

하여 치주질환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에 분자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

전자 발현양 기반 치주질환 조직과 정상 조직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각 조직에서 발현양 차이가 나는 유전

자들이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t-SNE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정상 조직과 치주질환 조직 샘플이 명확

히 구분되어 군집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분류 알고

리즘을 적용한 결과 불균형 데이터임에도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 특이도를 보였으며, 염증 반응 및 면역 반응 관련 유

전자들이 주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ABSTRACT 

Periodontal disease is observed in many adult persons. However we has not clear know the molecular mechanism and 
how to treat the disease at the molecular levels. Here, we investigated the molecular differences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normal controls using gene expression data. In particular, we checked whether the periodontal disease and 
normal tissues would be classifi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using gene expression data. Moreover, we revealed the 
differentially expression genes and their function. As a result, we revealed that the periodontal disease and normal control 
samples were clearly clustered. In addition, by applying several classification algorithms, such as decision trees, random 
forests, support vector machines, the two samples were classified well with high accurac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even 
though the dataset was imbalanced. Finally, we found that the genes which were related to inflammation and immune 
response, were usually have distinct patterns between the two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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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주질환은 치아 조직 주변의 염증으로 인하여 발행

하는 것으로, 그 증상이 심각하여 잇몸과 잇몸 뼈 주변까

지 진행될 경우, 치주염이라 부른다. 중장년층의 80% 이
상이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알려져 있으

며,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

이 발생한다[1]. 또한 치주질환은 뇌 질환을 비롯한 다양

한 전신 질환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하지

만 아직까지 유전적인 측면이나 분자적인 측면에서의 연

구는 부족하며, 이러한 유전적 혹은 분자적 특성에 기반

한 치료법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3].
최근 의생명과학 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

한 전산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기초 연구 및 임상 적

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 생산 방법이 개

발되었으며, 사람의 모든 유전자의 발현양을 한번에 측

정할 수 있는 기술인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가 대

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술은 암, 당뇨 등 다양한 분야

의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어 질병 진단이나 예후 예측, 
질병 관련 주요 인자 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치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

나, 아직까지는 다른 질병에 비해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치주질환의 유전자 발현양 데이터를 이용하

여 치주질환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최근 

딥러닝에 기반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이용하여 치주질환을 예측하는 연구가 출간되었으

나, 이 연구는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및 진단만

을 목적으로 한 것 이었다[4]. 본 연구에서는 분자 수준

의 연구를 통해 치주질환 관련 보다 근본적인 생체 내 

인자를 찾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분류가 가능한지를 확

인해보았다. 다양한 지도 학습 기반 기계학습 모델을 적

용하여 유전자 발현양을 이용하여 치주질환을 예측하

고, 실제 임상적으로 응용 가능성을 논한다. 

Ⅱ. 연구 방법

2.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69개의 정상 조직과 241개의 치주질

환 조직의 총 310개로 샘플의 유전자 발현양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Affymetrix Human Genome 
U133 Plus 2.0 Array를 이용하여 생산되었다. 본 데이터

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Papapanou 등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GEO(Gene Expression Omnibus) 데이터베이스 

(accession number: GSE16134)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다[5].

Fig. 1 Overview for the analysis

2.2.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본 데이터는 총 54,676개의 인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
지만, 이들 인자 중에는 실제 각 샘플의 유전자 발현양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실험을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되

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인자들이 있기에 일차적으로 

이들 인자들은 데이터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기계학습 문제에서와는 달리 인자의 수가 샘플 수에 비

해 너무 많고, 유전자 발현양이 샘플 간에 큰 차이가 없

는 경우에는 치주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유전자이기에 

이러한 변이가 적은 유전자들은 제거하였다. 즉, 각 인

자 별로 MAD(median absolute deviation) 값을 계산하

여 MAD 값을 기준으로 상위 5,000개의 인자만을 이용

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6].

2.3.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류

본 연구에서는 t-SNE 방법을 이용하여 치주질환과 

정상 샘플 간의 유전자 발현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였다[7]. t-SNE는 R 소프트웨어의 Rtsne 패키지[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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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파라미터들은 다양한 값에 대

한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점의 개수 조정을 위한 파라미터인 perplexity는 30, 최
대 반복수를 의미하는 max_iter는 1000으로 설정하고 

수행하였다.
이 후, 다양한 지도학습 기반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양 데이터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예측이 가

능한지를 확인해보았다. 결정 나무 (Decision Tree)[9],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10],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11]의 세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그

림 1에 보인다.

Ⅲ. 결 과

3.1. 치주질환에서 차이가 나는 인자 탐색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과 정상 샘플 간에 차이가 나

는 인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fold-change 값을 이용하

여 일차적으로 탐색해보았다. 표 1은 치주질환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발현양을 보이는 것 상위 5개에 대해 보

여주며, 표 2는 치주질환에서 정상 샘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것들 상위 5개를 보여준다. 
fold-change 값이 1.5 이상 되는 것이 전혀 없기에, 본 데

이터는 특정 인자들의 발현양만으로 치주질환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Highly expressed features in periodontal disease

ID Gene Name Fold-change
217320_at LOC100293211 1.484

235400_at FCRLA 1.447
231647_s_at FCRL5 1.446
1569040_s_at ANKRD36BP2 1.435

217084_at IGHA1 1.432

Table. 2 Lowly expressed features in periodontal disease

ID Gene Name Fold-change
240420_at AADACL2 0.685

207324_s_at DSC1 0.721
1569410_at FLG2 0.743
231930_at ELMOD1 0.745

204840_s_at EEA1 0.763

3.2. t-SNE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t-SNE는 Hinton 그룹에서 개발한 비지도학습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유전자 발현 데이터 분석 뿐 아니라 다

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

다. 본 분석에서도 우선적으로 tSNE를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양 데이터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샘플과 정상 샘플

이 구분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림 2는 

tSNE 결과를 보인다.

Fig. 2 t-SNE plot. X-axis and y-axis are two components 
by dimension reduction. Red and blue dots are normal 
and disease samples, respectively.

t-SNE를 수행한 후 각각의 샘플이 어느 위치에 위치

하는 지를 확인하여 치주질환 샘플은 파란색 점으로, 정
상 조직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보았다. 그림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두 그룹의 샘플들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위

치해있지는 않지만, 붉은색 점의 정상 조직은 대체로 한 

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류

유전자 발현양 데이터를 이용하여 치주질환을 예측하

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기반 분

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분

석에서 사용된 분류 알고리즘은 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

트,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랜덤 포레스트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일반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지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정 나무는 경우에 따라

서는 분류 성능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어
떤 인자가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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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자들의 조합에 의해 분류가 결정될 수 있는지 나

무 모양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들 세 가

지 분류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Performance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Decision Tree 0.887 0.934 0.725

Random Forest 0.923 0.975 0.769

Support Vector 
Machine 0.948 0.975 0.855

현재 데이터는 1:3.5 정도로 두 그룹 간의 불균형을 가

지는 데이터이기에, 전체적인 정확도(accuracy) 뿐 아니

라,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12]도 함께 

조사하여 불균형 데이터에서 양 쪽 그룹 모두 분류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표 3은 10-fold cross 
validation에 의해 얻어진 분류 정확도와 민감도, 특이도

를 함께 보여주며, 그림 3-5는 각각에 대한 ROC 곡선을 

보여준다. macro로 계산된 AUC 값은 결정트리는 0.8238, 
랜덤 포레스트는 0.9312, 서포트 벡터 머신은 0.9191이었

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

트의 경우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민감

도와 특이도도 충분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3 ROC curve for decision tree

Fig. 4 ROC curve for random forest

Fig. 5 ROC curve for support vector machine

그림 6은 결정 나무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나무 구

조를 보여준다.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LGALSL(226188_at)로 이 유전자는 최상위 노드에 존

재하여 분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GALSL 유전자는 galectin 관련 유전자로 

galectin과 치주질환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이미 여

러 차례 있었다[13]. 또한 상위 두 번째에 위치한 유전자

들은 CD300(209582_s_at)과 CEACAM7(206199_at)으
로 모두 glycoprotein과 관련된 유전자였다. Glycoprotein
은 치주질환 혹은 구강질환과 관련있음이 이미 보고 되

어있기에 [14]. 본 분석에서 결정 나무 기반 방법에 의해 

발견된 정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alectin
과 glycoprotien은 생체 내에서 서로 결합하여 면역 반응

이나 염증 반응 등과 관련됨도 알려져 있다. 치주질환 

역시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질환이기에 본 분석에서 발

견된 결과가 더욱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에도 자식 노드들과 각 가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치주질

환과 정상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일례로 LGALSL 유전자의 발현양이 낮고, CD300 
유전자의 발현양이 높으며, SMIM14(244692_at)유전자

의 발현양이 낮은 경우에는 거의 치주질환 샘플로 분류

되었다. 이를 통해 이들 유전자 발현양의 변화를 정상 

조직과 유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치주질환을 완화

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들만을 이용하여 치주질환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마커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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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cision Tree

3.4. 유전자 세트 정보를 이용한 생물학적 특성 확인

각 그룹 간에 차이가 나는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면 생

물학적으로 치주질환과 정상 조직 간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GSEA 방법을 활용하였다[15].
본 분석에서는 KEGG 패스웨이 정보와 Reactome 패

스웨이 정보를 이용하여 두 그룹 간에 차이나는 유전자

들이 주로 어떤 패스웨이 상에 많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하여 보았다. 표 4는 치주질환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자들이 주로 어떤 패스웨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중가설검정(multiple 
hypothesis testing) 문제이기에 일반적으로 통계 검정에서 
사용되는 p 값 대신 보정된 p 값인 FDR(False Discovery 
Rate)을 사용하였고, FDR 0.2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만 

표에 표기하였다[16]. 치주질환에서 발현양이 낮은 유

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

는 유전자세트가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4 Geneset Enrichment Analysis

KEGG 패스웨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와, Reactome 패
스웨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 모두 염즘 반응이나 면역 

반응에 관련된 패스웨이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KEGG　
패스웨이 중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B cell Receptor 
signaling 패스웨이로 이는 면역 반응과 직접 관련 있는 

패스웨이이다.
Reactome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장 낮은 FDR 값을 

가지는 것은 Toll Receptor Cascade 였다. Toll receptor 
유전자들은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이 이미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분석을 통해 Toll receptor 유전자 

뿐 아니라 Toll Receptor Cascade에 속하는 다른 유전자

들도 치주질환과 관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GPCR
의 경우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

지 않지만, GPCR과 염증 반응의 관련성은 여러차례 보

고 되어 있다[18,19]. 또한 GPCR과 알츠하이머 등과의 

연관성도 부분적으로 연구가 되어있으며, 치주질환이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이나 전신 질환과 관련될 수 있다

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GPCR 등이 매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
Cell Surface Interactions at the Vascular Wall의 경우

도 백혈구 세포를 염증 반응이 일어난 조직으로 이동시

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염증 반응과 면역 반

응에 관련된 것이기에 치주질환과의 관련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유전자 세트들을 살

펴볼 대, Immune System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면역 반

응 관련 유전자 세트거나 직간접적으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이

Geneset Pathway Nom. 
p-value FDR

KEGG B CELL RECEPTOR 
SIGNALING PATHWAY ≈0.000 0.115

Reactome

TOLL RECEPTOR 
CASCADES 0.037 0.170

GPCR DOWNSTREAM 
SIGNALING 0.051 0.177

CELL SURFACE 
INTERACTIONS AT THE 

VASCULAR WALL
0.028 0.180

PLATELET ACTIVATION 
SIGNALING AND 
AGGREGATION

0.035 0.180

Geneset Pathway Nom. 
p-value FDR

Reactome

CHEMOKINE RECEPTORS 
BIND CHEMOKINES 0.039 0.182

OPIOID SIGNALLING 0.045 0.184

IMMUNE SYSTEM 0.029 0.186

UNFOLDED PROTEIN 
RESPONSE 0.048 0.193

IMMUNOREGULATORY 
INTERACTIONS 

BETWEEN A LYMPHOID 
AND A NON LYMPHOID 

CELL

0.039 0.193

CLASS A1 RHODOPSIN 
LIKE RECEPTORS 0.031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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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 치주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세트들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조직과 정상 조직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법들이 두 집단을 잘 

분류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떤 패스웨이에 

있는 유전자들이 주로 두 조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

인하였다.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한 생물정보학적 분석은 다

양한 질병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치주질환에

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기계학습 방법 등 전

산학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거의 없기에 본 연구를 통

해 향후 치의학 분야에서도 전산학 방법이 질환을 진단

하거나 예후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타겟 발굴 

등을 통한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딥러닝 등 새로운 모델

에 의해 분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역시 추가로 확

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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