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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과학 연구와 기계학습1)

최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규모의 바이

오데이터가 생성됨에 따라 이를 분석하는 컴퓨터 기

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

여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컴퓨터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과 바이오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다루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개개의 유

전자나 단백질을 다루던 종래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체(genome) 혹은 단백체(proteome) 전체를 

다루는 이른바 Omics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

포내의 전체 분자들의 상호작용망을 분석하려는 이른

바 네크워크 생물학(network biology) 또는 시스템생

물학(systems biology) 연구 분야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계학습은 이러한 생명과학 및 의

약학 연구를 위한 바이오데이터 마이닝 및 모델링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매김 되었다.

본고는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

여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절에서는 감독학습(supervised learn-

ing) 기반의 바이오데이터 분석을 다룬다. 특히, 최신

의 기계학습 기법인 베이지안망(Bayesian network)과 

커널 머신(kernel machine)이 바이오데이터 분석에 적

용된 사례를 기술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문제 중 

하나인 모티프 예측에 감독학습 기법이 적용된 사례

를 상세히 설명한다. 3절에서는 무감독학습(un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바이오데이터 분석을 다룬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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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clustering) 기법, 확률그래프모델 및 잠재변수

모델(latent variable model)이 바이오데이터 분석에 적

용된 사례들을 기술한다. 4절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한 질병진단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생명과학 연구에

서 다루는 주요 바이오데이터의 특성과 현안 문제들

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1). 컴퓨터 자료구조 

관점에서 볼 때, 바이오데이터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1) 1차원 배열형태의 

서열 데이터, (2) 다차원 배열 형태의 구조 데이터, (3) 

매트릭스 형태의 발현 데이터, (4) 네트워크 형태의 상

호작용 데이터, (5) 문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이다.

서열 데이터의 예로는 DNA 및 RNA 등의 유전체 데

이터, EST(expressed sequence tag) 서열,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데이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네개의 문자 A, G, C, T(또는 U)로 구성된 스트링 형태

그림 1 다양한 바이오데이터와 생명과학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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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조 데이터의 예로는 단백질 3차 구조 데이

터,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 데이터 등이 있

으며, 이는 각각 3차원 상의 위치정보와 특정 효소에 

의해 조각난 단백질의 질량을 표현한다. 발현(ex-

pression) 데이터는 SAGE(serial analysis of gene ex-

pression) 데이터나 EST 데이터를 비롯해 수천에서 수

만에 이르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데이터가 있다. 최근

에는 마이크로어레이 기술로 개개의 유전자의 발현

량 뿐 아니라 유전체의 특정지역의 양(copy number)

의 세밀한 측정이나 특정 단백질의 결합 부위를 대규

모로 검색할 수 있는 array CGH(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및 ChIP(chromatin immuno-precipi-

tation)-chip 데이터 또한 생산되고 있다. 네트워크 

데이터는 분자들 간의 반응 또는 상호작용을 나타내

는 pathway 데이터, protein interaction 데이터 및 동

적 signal pathway 분석을 위한 enzyme kinetics 데이

터 등이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논문 등과 같은 문서 

형태로 정리된 생물학 정보를 담은 정보로서 PubMed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생명과학 문제는 분자생물

학적인 기초연구로부터 질병진단 및 신약개발의 응용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DNA 서열정보에 기반

하여 유전체 내에서 유전자를 인식하는 유전자 예측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경망이나 은닉마코프모델

과 같은 기계학습 기법이 적용된 고전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 유전체 분석과 관련하여 프로모터 

예측, 유전자 전사조절 인자(transcription factor) 결합

위치 분석, miRNA 예측 등의 문제에도 기계학습 알

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단백체학 관련하여서는 단

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기능 예측, 단백질 간의 결합, 

혹은 단백질과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예측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유전자나 단백

질의 관계를 밝히는 문제, 유전자 사이의 조절관계망

이나 단백질 상호작용망 등을 구성하기 위해 기계학습

이 사용된다. 대량의 유전체나 단백체 데이터에 기반

하여 질병진단을 하는 문제의 경우 역시 기계학습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질병진단 뿐 아니라 질병발

생과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 역시 이 

분야의 주요과제이다. 질병발생과 관련된 요인의 분

석은 더 나아가 신약개발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2. 감독학습 기반의 바이오데이터 분석

2.1 베이지안망

그림 2 급성백혈병 분류를 위한 베이지안망[1]. 백혈병의 종

류를 나타내는 Leukemia class 노드와 4개의 유전

자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들 사이의 조건부독립성(conditional indepen-

dence)에 기반하여 결합확률분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

는 베이지안망은 DAG(directed acyclic graph) 구조로 

되어 있으며 노드는 변수를, 간선은 변수들 사이의 의

존관계(dependency)를 나타낸다. 베이지안망이 주어진 

경우, n개의 변수 X = {X1, X2, ..., Xn}의 결합확률

분포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1)

위 식에서 Pa(Xi)는 그래프에서 변수 Xi의 부모노드 집

합을 가리킨다.

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이지안망은 그래프 구

조에 주어지는 제한의 정도에 따라 나이브 베이즈 분류

기(naive Bayes classifier), TAN(tree-augmented naive 

Bayes) 분류기 및 일반적인 베이지안망 분류기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그래프에 주어지는 제한이 강할수록 

학습은 용이하나 그 표현력은 떨어지게 된다.

베이지안망 분류기는 다양한 생명과학 문제 중 마

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통한 질병진단에 주로 적용되

었다. 급성백혈병(acute leukemia)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일반 베이지안망 분류기(그림 2)가 사용되었으며[1], 

급성백혈병 및 결장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베이지안망 분류기의 앙상블을 사용한 예가 보

고되었다[2]. 또한 잡음이 심하고 희박한(sparse) 마이

크로어레이 데이터를 다룰 때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BMA(Bayesian model averaging) 기법도 개발

된 바 있다[3].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 외에 서열 및 구조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분류하는 문제에도 베이지안

망 분류기가 적용되었다. 기존의 은닉마코프모델(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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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ov model)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베이지안망 

분류기가 고안되었으며[4], 전사조절 인자(transcription 

factor) 결합 위치를 예측하는데 베이지안망이 적용되

었다[5]. 또한 베이지안망을 이용하여 단백질, 유전자

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결합하여 유전자 기능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도 보고된 바 있다[6].

2.2 커널 기법

기계학습에서 커널 기법은 데이터에 커널 함수를 적

용하여 고차원의 공간으로 사상(mapping)시킨 후 패

턴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분류 문제를 위한 응용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의 데이터를 선형적인 분류함수 적

용이 가능한 고차원 공간으로 사상(mapping)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그림 3). 즉, 커널 기법을 통해 사상된 공

간에서의 선형 분류가 기존 공간에서의 비선형 분류

와 동등하게 된다. 감독학습 기반의 대표적인 커널 기

법은 support vector machine(SVM)이다. SVM 기법

에서는 커널을 이용하여 고차원으로 사상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maximal-margin 

hyperplane을 학습한다.

커널 기법은 표 1과 같이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기

반의 조직 분류 및 질병진단을 비롯하여, 단백질 분류 

등 다양한 생명과학의 문제에 적용되었다.

SVM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microRNA(miRNA)의 

목표유전자 예측에도 적용되었다. miRNA는 유전자의 

3' UTR(untranslated region) 영역에 결합하여 유전자

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miRNA가 

mRNA(messenger RNA, 일반적인 유전자)와 결합했

을 때의 2차 구조 정보에 기반하여, 특정 miRNA가 특

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커널 기

법으로 예측한 것은 감독학습 기법이 생명과학의 주요

문제 해결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이다[12].

자질선정이 가능한 p-SVM(potential SVM) 방법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암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연구 등에 응용되

기도 하였다[13].

그림 3 커널을 이용한 고차원으로의 데이터 사상

표 1 생명과학 문제에 적용된 커널 기법의 예

커널 종류 생물학 응용 예 참고 문헌

Polynomial Kernel Tissue classification [7]

RBF Kernel Tissue classification [7]

Spectrum Kernel
Protein family 
classification

[8]

Tree Kernel
Phylogeny analysis & 

gene function prediction
[9]

Local Alignment 
Kernel

Protein homology 
detection

[10]

Graph Kernel
Prediction of chemical 
compound properties

[11]

그림 4 miRNA 조절을 반영한 현대 분자생물학의 central 

dogma. 유전정보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대부분에 감독학습 기법이 주요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

2.3 인공신경망 기반 프로모터 예측

감독학습 기법은 현대 분자생물학의 central dogma

인 유전자가 전사(transcription)되어 단백질로 번역

(translation)되는 기작에 관련된 다양한 예측문제 해

결에 핵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4). 이 절에서는 

감독학습의 대표적 기법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적용하여, DNA 서열상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의 핵심 영역인‘프로모터’를 예측한 사례

(PromSearch[14], 그림 5를 통해 감독학습 기법을 이

용한 예측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본다.

PromSearch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프로모터 

영역을 판별하고 전사시작 지점을 예측한다.

1) 문제정의/모델 설정: DNA서열상에서 프로모터

와 비(非)프로모터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문제를 

정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티프(예: TATA 박

스) 신호와 모티프 집중 분포지역의 통계적 특

성을 반영하여, 프로모터 주변 300bp 영역에 대

한 모델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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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독학습의 바이오데이터 분석 적용사례: 유전자 발

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영역 예측에‘인공신경망’이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다[14].

2) 설정한 모델의 요소별 자질(feature) 추출 : PWM 

(position-weight matrix)을 이용하여 서열의 특

성을 수치화한다.

3) 인공신경망 학습 : 수치화된 특성값을 이용해 인

공신경망을 구성한다. 프로모터서열 DB의 데이

터에서 positive 데이터를, 프로모터 이외의 유전

자 영역(엑손, 인트론)의 서열에서 negative 데이

터를 구성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

4) 적용 : 미지의 DNA 서열에 대해 300bp의 슬라이

딩 윈도우를 이동시켜가며, (1), (2)의 과정을 통

해 자질값을 추출하고, (3)에서 학습한 인공신

경망에 입력하여 프로모터 여부를 판별한다.

5) 인공신경망이 프로모터로 판별하는 경우, 전사시

작지점(transcription start site, TSS)의 위치를 

결정한다.

3. 무감독학습 기반의 바이오데이터 분석

3.1 군집화

바이오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무감독학습 기반의 군

집화 알고리즘은 주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서 발

현 패턴이 유사한 유전자군을 탐색하는 데 적용되었다. 

함께 발현(co-expression)되는 유전자들은 생물학적으

로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함께 조절(co-regulation)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유전자 망 구성 및 유전자

와 단백질의 기능 예측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된다.

군집화 기법은 크게 분할 군집화(partition cluster-

ing),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혼합모델(mix-

ture model), 공군집화(co-clustering)로 구분되며 각 

기법의 개념과 응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분할 군집화 :  분할 군집화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개수의 군집으로 분할하여 군집화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평균(k-means)은 

같은 군집 내의 데이터에 대해 제곱합(sum of square)

이 최소화되도록 분할한다. 퍼지 c-means는 k-평균

과 유사하나, 하나의 유전자를 여러 군집에 할당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 SOM)는 데이터를 2차원 격자 상에 

사상시킨다. 분할 군집화 기법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

터 분석 및 조절인자의 결합 위치 정의에 적용되었다

[15-18].

2) 계층적 군집화 : 계층적 군집화는 덴드로그램(dendro-

gram)이라는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분할한다(그림 6).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 병합식(agglomerative)

과 분할식(divisive)으로 나눌 수 있다. 계층적 군집화

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및 서열 분석에 활용되었

으며[19,20], 최근에는 커널 기법을 도입하여 고차원 

자질(high-order feature)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시

도가 있었다[21].

3) 주성분분석 : 주성분분석은 고차원 데이터의 구조

를 밝히거나 차원을 낮추는데 이용되는 다변량 통계

분석 방법이다. 최근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 빈번한 

이상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견고한 주성분

분석(robust PCA) 기법이 제안되었다[22].

4) 혼합모델 : 혼합모델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다수의 

함수들의 합으로 확률밀도함수를 모델링하여 군집화를 

실현한다. 혼합모델은 전통적인 통계적 분석 기법에 해

당하며, 최근 마이크로어레이, SNP 및 전사인자 결합

위치 등의 분석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23,24].

5) 공군집화 : 공군집화는 주어진 데이터 행렬의 행과 

열을 동시에 군집화하는 기법으로 biclustering이라고

도 불린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이 아닌 부분 표본에 대해서만 유사한 양상을 보

이는 유전자들의 군집화에 활용된다[25].

그림 6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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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바이오데이터 분석 사례

구분 알고리즘 적용 사례

분할 

군집화

k-means Microarray analysis [15] 
Fuzzy c-means Microarray analysis [16]

SOM
Microarray analysis [17]
Sequence analysis [18]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

Microarray analysis [19]
Sequence analysis [20]

Kernel hierarchical
clustering

Microarray analysis [21]

성분

분석
PCA Microarray analysis [22]

혼합

모델
Mixture model

Microarray analysis [23] 
Sequence analysis [24] 

공

군집화
Biclustering Microarray analysis [25]

표 2에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군집화 기법이 바이

오데이터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였다.

3.2 확률그래프모델 및 베이지안망

베이지안망을 비롯한 확률그래프모델은 결합확률

분포를 표현하므로 감독학습뿐 아니라 무감독학습에

도 적용될 수 있다. 확률그래프모델은 바이오데이터

에서 바이오네트워크를 추론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

logy) 분야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효모의 시간상(temporal)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기

록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서 유전자 간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하는 베이지안망을 학습한 예가 있으며

[26], 동적 베이지안망(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용하여 유전자망을 학습한 예도 있다[27]. 이러한 

연구는 시계열(time-series)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유전

자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절망(regulatory 

pathway) 상에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상호 조절을 하

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모델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약물의 반응 자료를 결합하

여 약물 반응과 유전자 발현 사이의 관계를 베이지안

망으로 학습한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28]. 구체적으

로 베이지안망의 구조학습 뿐 아니라 확률적 추론을 

적용하여 유전자와 약물 반응 사이의 관계를 계량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양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과 

약물의 영향력 간의 관계를 학습한 베이지안망(그림 

7)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의미있는 새로운 관계를 밝

혀냈다.

그림 7 유전자발현-약물반응 관계를 학습한 베이지안망[28]

또한 보다 정확한 유전자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제안할 수 있는 능동학습(active learning)기

법이 개발되었으며[29], 다양한 확률그래프모델의 유

전자망 학습에 있어서의 성능도 비교분석되었다[30].

확률그래프모델은 다양한 특성의 정보를 자연스럽

게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 결과의 신뢰

도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추가하여, 유전자 발현패턴 분석

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유전자망을 추

론하는 기법이 소개되었다[31,32].

3.3 잠재변수모델

잠재변수(latent variable)는 데이터의 차원 축소, 미

관측 데이터/요소에 대한 설명, 개념적인 변수의 표현 

등을 위해 도입되며, 계산의 간소화, 분석결과의 가

시화 등의 효과를 준다. 바이오데이터에는 잡음이 많

으며,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

우도 많기 때문에, 잠재변수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분

석하는 잠재변수모델(latent variable model, LVM)은 

바이오데이터 분석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잠재변수모델로 공군집화의 특성을 포함하는 

공군집화 LVM이 제안되었다[33]. 공군집화 LVM은 잠

재변수를 도입하여 두 대상의 확률적 상관관계를 파

악하는 모델이며, 줄기세포의 조절 기작을 밝히는데 적

용되었다.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조절 기작의 이해가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의 대부분

의 연구는 단지 몇 개의 조절자(regulator)에 집중하여 

거시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관련 마이크로어레이와 유전체 서열 데이터

를 통합한 공군집화를 통해 세포특이적인 조절인자와 

이들이 결합하는 목표유전자의 관계를 대규모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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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그림 8, 9). 제시된 관계성은 대부분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치하며, 유전자 조절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법은 줄기세포 뿐

만 아니라 다른 세포 특이적 조절인자 연구에도 유용

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베이지

안망을 이용한 대규모 유전자 조절망을 구축하고자 한 

연구[34]에서는, 유사 유전자군을 대표하는 잠재변수

를 도입하여 계층적 구조의 유전자망을 구축하였다.

SOM과 확률적 LVM의 특성을 결합한 모델인 SOLL 

[35]은, 시간에 따른 발현 프로파일의 변화를 반영하

여 공통의 발현 패턴을 가지는 유전자 발견과 패턴의 

가시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8 공군집화 LVM을 이용한 줄기세포군과 조절인자간의 

관계 규명 개념도[33]

그림 9 공군집화 LVM으로 찾아낸 줄기세포 관련 조절모듈[33]

4. 질병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계학습 기술

4.1 압타머(aptamer) 분석을 이용한 질병진단

혈액검사는 신체의 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질병의 여부에 따라 말초혈액(peri-

pheral blood)내의 유전자 발현양상에 변화가 발생하

기도 하며[36], 혈액 내에 특정 질병의 지표단백질들

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37]. 이와 같이 혈

액 내 단백질 발현양상의 변화는 다양한 질병진단을 

위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특정 단백질을 동정(同定, identification)하기 위한 기

법 중 하나로, 압타머(aptamer)를 이용하는 기술이 있

다. 압타머란 단일염기서열 상태의 DNA나 RNA로, 항

원-항체 반응과 같이 목표물질에 대해 특별한 친화력

과 특이성을 보이는 생체정보 감지소재이다. 제노프라

(주)1)에서는 압타머를 이용한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

인 압타머칩을 개발하였으며, 혈액 내 수천여 개의 단

백질 분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질병 진단을 가능하

게 하였다.

압타머칩을 이용해 간암, 심혈관질환 등의 진단이 

시도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이 핵

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의 단계 구분에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SVM 및 베이지안망의 네 가지 

감독학습 기법이 적용되어 높은 분류 성능을 얻었으며

(그림 10)[38,39], 특정 질병의 지표(marker) 압타머/단

백질 탐색에 기계학습의 주요 연구 분야인 자질 선정

(feature selection) 기법이 적용된 바 있다[40].

4.2 Small RNA를 이용한 질병진단

Small RNA는 길이가 약 18nt(nucleotide)에서 30nt 정

도 되는 작은 non-coding RNA 집단을 말한다. 최근 non- 

coding RNA인 miRNA, siRNA의 유전자 조절기능이

그림 10 AptaCDSS-압타머칩을 이용한 심혈관질환 질환단

계 예측 및 진단의사결정지원시스템

1) http://www.genopr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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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면서, siRNA나 miRNA를 이용한 RNA interference 

(RNAi) 기술이 유전자 knock-down 시스템, 유전자치

료 등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41,42]. 이러한 응용분

야에 다양한 기계학습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 Genetic 

programming을 이용한 높은 RNAi 효용성을 가지는 

siRNA 설계 알고리즘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43].

최근, 전사후 조절인자(post-transcriptional regula-

tor)로 주목받고 있는 miRNA는 암과 관련된 유전자

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으며, miRNA의 발현양상은 기존의 유전자(mRNA) 

발현양상을 이용한 암의 분류보다 더 뛰어난 분류자

로 사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44-49]. 질병진단과 

관련이 깊은 miRNA-유전자 모듈을 찾기 위한 노력

으로 베이지안망과 같은 확률그래프모델이나[50], 공

군집화를 위한 유전알고리즘[51]이 소개되고 있다.

4.3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기반한자궁경부암진단기술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약 

8kb의 환상(環狀)의 이중나선 DNA 바이러스로 여성

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며 여러 가지 악성종양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는 지금까

지 85종에 달하는 유전형(genotype)의 염기서열이 완

전히 밝혀져 있으며 120여 개의 새로운 HPV유전형 구

조가 부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52]. HPV의 분류는 

DNA 염기서열의 유사성에 따르고 있는데 E6, E7, L1 

ORF(open reading frame)의 염기서열(그림 11)이 기존

에 보고된 염기서열과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새로

운 유전형으로, 90-98%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는 아형

(subtype)으로, 98% 이상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동일 

유전형 내 변체(variant)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자궁경부와 관련된 HPV는 악성종양 유발 가능

성에 따라 고위험군(high-risk type)과 저위험군(low- 

risk type)으로 나뉜다[53]. 예를 들어, HPV 16, 18, 

31과 같은 고위험 HPV에 감염될 경우 악성종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54]. 따라서, 감염된 HPV의 형

(type)을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처방 및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HPV의 위험군 분류를 수행

할 때 생물학자가 직접 수많은 문헌자료로부터 조사하

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분류가 가

능해졌다. 그 예로 결정트리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HPV의 자동 분류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55]. 

이 시스템은 먼저 대량의 관련 문서에서 자동적으로 

위험군을 분류한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하

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분류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그림 11 유전자지도의 예(HPV 타입-31) [56]

있는 장점이 있다.

문서정보가 없을 경우, 서열만으로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 방법 역시 개발되었다[56]. 이 분류시스

템은 SVM에 사용되는 문자열커널(string kernel)에 기

반하고 있으며, HPV의 새로운 변종이나 다른 바이러

스에 대해서도 위험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 결 론

지난 수십년간 발전해 온 생명공학 기술은 생명과

학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의 바이오데이터는 기존의 생물학 실험으

로 얻을 수 있었던 자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야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를 

정확하고(accurate) 효율적으로(efficient) 지능적(intelli-

gent)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계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에 생명과학은 새로운 

하나의 실용적인 응용 분야이며, 이는 동시에 새로운 

학습기법과 알고리즘 개발을 유도하는 자극제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커널 학습알고리즘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통합 분

석하기 위한 확률그래프모델링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본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

들이 생명과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생명과

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과

학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생물의 신경계 및 

지능에 대한 지식 등의 획득을 통하여 기계학습 및 인

공지능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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