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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감염되었을 때 각종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DNA 바이러스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HPV의 감염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HPV를 분류할 수 있는 기계 학습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학습 기법은 단백질 서열을 효과적으로 분

류할 수 있는 커널(kernel)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험군 분류는 감염의 메커니즘의 이해와 유전자칩과 

같은 새로운 의학 도구의 개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중요한 부위의 탐

색에 의한 커널 기반의 학습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약 8kb 의 환상의 이중나선 DNA 바이러스로서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며 여러 가지 악성 종양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 는 지금까지 85 종
에 달하는 유전형(genotype)의 염기서열이 완전히 밝혀
져 있으며 120 여 개의 새로운 HPV 유전형 구조가 부분
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히 자궁 경부암과 관련된 HPV 는 악성 종양 유발 가
능성에 따라 고위험군(high-risk type)과 저위험군
(low-risk type)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HPV 16, 18, 
31 과 같은 고위험 HPV 에 감염될 경우 악성 종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감염된 HPV 의 type
을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처방 및 예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HPV 의 위험군 분류를 
수행할 때 생물학자가 직접 수많은 문헌 자료로부터 조사
하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
한 자동 분류가 가능해졌다[2]. 그 예로서 결정 트리
(decision tree)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이 HPV 의 자동 분류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 시스
템은 먼저 대량의 관련 문서에서 자동적으로 위험군을 분
류한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는 점에서 분류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HPV분류의 단점은 새로
운 유전형이 발견되었을 경우 현재 연구된 논문들이 없다
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텍스트 
기반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텍스트 정보가 아닌 단백질 서열 정보를 이
용하여 HPV 의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커널 기반 분류시스템은 HPV 의 위험
군을 판별하기 위해서 내부 핵심 알고리즘으로 문자열 커
널(string kernels)을 내장하고 있다. 문자열 커널은 서
열의 쌍들을 특성값 공간(feature space)으로 사상
(map)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자열 커널 기법은 단
백질 서열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
물학 관련 서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  
 

2. HPV유전형 분류를 위한 커널 기반 시스템 

그림 1 은 HPV 유전형 분류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의 개념을 보여 주고 있다. 실선 화살표는 학습 처리 과정
의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는 HPV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서열데이터를 검색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의 단계이다. 시스템은 우선 HPV 데이터베
이스에서 각 유전형에 대하여 라벨이 붙어 있는 위험군에 
해당 하는 단백질 서열들을 추출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각 서열들의 위치가 서로 동일하도록 다중 서열 정렬 
(multiple sequence alignment)을 수행한다. 이 결과에
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서열들을 분리한 후, 은닉 마코
프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단계는 전체 길이의 서열 
상에서 두 위험군을 분류하기 가장 용이한 지점(point)을 
알아 내기 위한 작업이다. 전체 서열 중에서 이 지점들에 

해당하는 특정 길이 또는 윈도우(window) 크기를 가진 

부서열(subsequence)들이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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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PV 위험군 분류를 위한 시스템의 전체 개념도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지점 탐색에 있어서 부서열 
집합 S 의 분류 가능성 정도를 score(S)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스코어(score)는 저위험군이 고위험군의 유전형 
모델에 적합할 확률의 상대적인 비율, log(PM 
(SPos )/PM(SNeg))을 계산한 값이다. 스코어가 높을수록 
위험군 분류가 용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학습 데이터는 단백질 서열인 문자열
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문자열 커널 함수는 문자열들을 
특정 수치로 변환하여 특성값 공간으로 사상시킨다. 
SVM은 문자열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분류를 위한 최적
화된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된다. 일단 학습이 완료되면 
미지의 HPV서열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3. Support Vector Machines 

Support Vector Machines는 통계적 학습 이론을 기

반으로 1995년 Vapnik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훈련된 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에 적

합하다[3]. 이 학습 기법은 기계 학습 분야에 있어서 전

형적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classificat 

ion)되는 문제에 대하여 먼저 훈련 데이터를 학습하고 테

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감독 학습 기법으로 취급된다. 

SVM 기법은 이런 분류자를 이용하여 입력 공간의 비

선형적인 높은 차수를 특성값 공간(feature space)에서 

선형적으로 투영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각 특성값 

사이의 최적의 경계(boundary)를 제시한다. 입력 공간에

서 특성값 공간 φ로 사상시키는 작업은 먼저 학습 데이터 

S={xi, yi }, i=1,…,n 을 Φ(S)={ Φ(xi), yi }={ zi, yi }, i=1, 
…,n 으로 사상시키는 과정이다. 특성값 공간에서 SVM은 

선형 분리 함수(linear discriminant function) 

bxwzf +⋅=)( 를 학습한다. 그래서 hyperplane 

0)( =zf 은 음성 데이터로부터 양성 데이터를 분리해 낸

다. 어떤 hyperplane 0)( =+⋅= bxwzf 에 대하여 최근

점 { }nzzz ,,1
* …∈ 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를 hyperplane의 마진(margin)이라고 부른다. 만약 

hyperplane을정규화(normalization)한다면 hyperplan 

e의 마진은 w/1 이 된다. 

SVM의 최적화는 2차 프로그래밍(quadratic prog 

ramming) 문제와 동일시된다. 최대 마진 분류자(maxim 

al margin classifier)는 다음 식의 α 를 최적화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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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는 Lagrange multiplier 라고 불린다. 최적의
**

1 ,, nαα … 을 풀기 위해서 최대 마진 hyperplane 

0)(* =zf 은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들 관점에서 이중적인 

표현으로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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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 표현은 다음과 같이 단지 특성값 사상 Φ 의 
내적에 의한 다양한 커널 기법들을 허락할 수 있게 하였
다. 

,)()( jiji xxzz Φ⋅Φ=⋅  

( ) )()( jiji xxxxK Φ⋅Φ=⋅  

여기서 이러한 함수들 K 를 커널 함수라고 한다. 
 

4. HPV위험군 분류를 위한 Mismatch 문자열 커널 기법 

Mismatch 문자열 커널은 spectrum 커널을 개선한 
것이다[4]. 먼저 생물학 서열에 있어서 k-spectrum 이
란 k-길이를 가진 부서열(subsequences)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생물정보학에 있어서 spectrum 이란 용어는 
k-길이를 가진 부서열을 이용하여 교배(hybridization)
에 의한 시퀀싱 기법 연구에 언급된 바 있다[5].  

이러한 k-길이를 가진 부서열을 이용하여 단백질 서
열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특성값 벡터로 
사상시키는 커널을 spectrum커널이라고 한다. 

Spectrum 커널은 

( ) kΑk xx ∈=Φ ααφ )()(                   

과 같이 특성값으로 사상시키는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xαφ 는 서열 x 에서 k-mer (k-길이를 가진 부서열) α  

가 나온 빈도수를 나타낸다. α 는 20 개의 아미노산 
(amino acid)들로 구성된 k-mer 의 알파벳 Ak 의 원소 
이다. 그래서 두 서열 xi, xi 의 k-spectrum: 

( ) )()( jkikjik xxxxK Φ⋅Φ=⋅          

는 내적을 취함으로써 계산된다. 만약 두 서열이 같은 k-
mer 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면 큰 수의 k-spectrum 값을 
가지게 된다. 

Mismatch 문자열 커널은 이를 확장하여 k-mer 에 
있어서 m 개의 알파벳에 대하여 mismatch 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커널을 (k, m)-
mismatch 커널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α 의 빈도수 벡터
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k-mer 인 α 가 알파벳열 a1  



a2…ak 이라면 α  로 인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k, m)의 
패턴들 β 의 확률값을 계산한다. 즉, 커널은 β 의 발생 확

률을 계산하는 ( ) ( ) ( )kk abPabPabP |||)( 2211 …=αφβ 로 교

체해 주면 된다. 여기서 아미노산 a 에서 아미노산 b 로 일
치 또는 불일치될 확률 ( )abP | 는 아미노산 a 에서 아미노

산 b 의 치환(substitution) 확률로 생각할 수 있으며 
PAM[12]이나 BLOSUM[6] 행렬을 이용할 수 있다. 따
라서 β 에 대한 α 의 mismatch 문자열 커널은  

( ) ( ) kΑmk ∈
=Φ

ββ αφα )()(,   

로 나타낼 수 있고 입력 서열 x 는 다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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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특성값 벡터로 사상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mismatch 문자열 커널의 함수 식은  

( ) ( ) ( ) ( ) )()( ,,, jmkimkjimk xxxxK Φ⋅Φ=⋅  

로 정의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실험 데이터로써 8 개의 유전자 중에서 E6 선택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약 80 여 개의 유전형에 대하여 아미노
산 서열을 고려하였다. E6 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기능
적으로 몇몇 부위가 위험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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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6 유전자에 대하여 은닉 마코프 모델로 각 서열의 위
치에 따른 스코어 값 

그림 2 는 E6 유전자에 대하여 은닉 마코프 모델로 각 
서열의 위치에 따른 스코어를 얻어낸 것이다. 가장 위에 
있는 선은 스코어를 나타내고 중간에 출력된 선은 양성에 
대한 log-likelihood 를 나타낸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이 음성에 대한 log-likelihood 값을 나타낸다. 
스코어가 높은 지역의 서열들을 추출하여 SVM 의 데이
터로 활용한다. 

그림 3 은 전체 서열을 이용하여 분류했을 경우와 은닉
마코프모델에 의한 스코어링 방법을 통하여 분류했을 경
우의 ROC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스코
어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서열을 통해서 분류할 경우, 
은닉 마코프 모델에 의한 스코어링 방법에 비해서 좋은 
예측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체 서열을 이용하여 
분류할 경우, 또 한가지 단점은 서열이 길기 때문에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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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서열을 수행한 것과 likelihood 스코어를 고려한 
것과의 비교 

행렬을 계산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시간
은 은닉마코프모델을 수행하는 시간과 비슷한 반면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6. 결론  

본 논문은 HPV 의 위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커널
기반의 분류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HPV 위험군 분류를 
위한 커널 기반의 분류 시스템은 서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문자열 커널을 사용하였다. 문자열 커널은 서열 
정보를 특성값 공간으로 사상시킴으로써 분류의 효율성
을 향상시켰다. 대부분의 분류 알고리즘은 서열 정보를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르면 SVM 의 커널함수를 간단히 문자열 커널 함수로 
교체함으로써 용이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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