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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들은 서로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 하거나 복합물을 형성함으로써 생물학 으로 요

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부분의 세포작용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상호작용의 

분석  측에 한 연구는 여러 연구그룹으로부터 풍부한 데이타가 산출되고 있는 (現) 게놈시 에서 

 하나의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에 해 공개되어있

는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타들에서 속성들 간의 연 을 통해 유추 가능한 잠재  단백질 상호작용들을 

측하기 한 연 속성 마이닝 방법을 제시한다. 단백질의 속성들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값들은 최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이산화 하 으며, 정보이론기반 속성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백질들 간의 상호

작용 측을 해 고려되는 단백질의 속성(attribute) 수 증가에 따른 속성차원문제를 극복하도록 하 다. 

속성들 간의 연 성 발견은 데이타마이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 규칙 발견(association rule discovery) 

방법을 사용하 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발견된 연 규칙을 통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문제에 있어 최

 약 96.5%의 측 정확도를 보 으며 속성필터링을 통하여 속성필터링을 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에 비

해 최  약 29.4% 연 규칙 발견속도 향상을 보 다.

키워드 : 단백질 상호작용, 연 속성 마이닝, 연 규칙, 데이타마이닝, 바이오인포메틱스

Abstract Proteins are known to perform a biological function by interacting with other proteins 

or compounds. Since protein interaction is intrinsic to most cellular processes, prediction of protein 

interac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post–genomic biology where abundant interaction data have been 

produced by many research group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ssociative feature mining method 

to predict implicit protein-protein interactions of Saccharomyces cerevisiae from public protein 

interaction data. We discretized continuous-valued features by maximal interdependence-based 

discretization approach. We also employed feature dimension reduction filter (FDRF)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ory to select optimal informative features, to boost prediction accuracy and 

overall mining speed, and to overcome the dimensionality problem of conventional data mining 

approaches. We used association rule discovery algorithm for associative feature and rule mining to 

predict protein interaction. Using the discovered associative feature we predicted implicit protein 

interactions which have not been observed in training data.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accomplished about 96.5% prediction accuracy with reduced computation time which 

is about 29.4% faster than conventional method with no feature filter in association rule mining.

Key words : Protein-protein interaction, Feature association mining, Association rule, Data mining, 

Bioinformatics

1. 서 론

1.1 서론

게놈 련 기술의 발 과 생물에 한 게놈수 의 연

구기술이 발 함에 따라, 유 자 생성물이 세포내에서 

어떻게 시․공간(視․空間) 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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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계를 거쳐 최종 산물인 단백질의 유  정보가 결

정되며, 어떻게 단백질들마다 정해진 기능을 달성하고 

생물체의 기  형성을 하여 상호작용 하는지에 한 

이해는 게놈시 의 가장 큰 도  과제 의 하나가 되었다. 

한 단백질-단백질의 상호작용(PPI; protein-protein 

interaction)이 생물의 기 에서 일어나는 매우 기 인 

생화학 반응들 의 하나로 여러 가지 생물학  반응 

과정에서 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

들에 의해 밝 졌으며 지 까지도 다양한 생물학 도메

인(domain)에 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 이에 

따라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에 한 포 인 이해와 

함께 보다 심층 인 분석은 여러 가지 생물학  상들

과 문제들의 이해에 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게놈시 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여러 생물체들 

에서 효모(yeast)는 비교  단순한 구조, 높은 사활

성  빠른 성장속도와 함께 그 응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집 인 연구가 이루어진 표 인 생물

의 하나이다. 주로 자낭균류와 담자균류에서 발견되는 

효모는 균류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로 흙 속이나 식물의 

표면에서도 발견되고, 특히 당분이 많은 꽃이나 과일의 

표면에 많이 붙어 있다. 효모는 치마아제(zymase), 인베

르타아제(invertase)와 같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 당분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효모에 의해 생기는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이 되며 이산화탄소는 빵을 부풀

게 한다. 때문에 효모의 이 같은 당 발효를 통한 에탄올 

 이산화탄소 생산 성질은 오래 부터 맥주의 제조나 

빵의 발효에 리 이용되어왔다.

효모의 생활사는 1935년 Winge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 교번이 밝 졌으며 1960년에는 염색체지도가 완성

되어 유 학의 좋은 재료로 사용되어왔다. 약 4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1997년 발아효모의 DNA 염기서열 

해독(sequencing)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많은 연구자들

이 약 6,300여개가 넘는 효모 단백질들에 한 기능  

분석과 련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에 따라 효모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과 련된 풍부한 실험  데이

타  분석  데이타가 존재하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 방법들이 이러한 데이타의 분석에 용되어 정

인 결과를 보여 왔다[2].

1.2 련 연구

유 자발 (gene expression) 데이타나 단백질 상호

작용 데이타와 같은 여러 데이타들을 이용하여 단백질

의 기능이나 기존에 찰되지 않은 단백질들 간의 상호

작용을 측하기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

다. Eisen 등과 Pavlidis 등은 유사 기능을 하는 유 자

들이 함께 발 되는 경우가 높다는 을 이용한 유 자

발  데이타에 한 군집화(clustering) 분석을 용하

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3,4]. Wu 등은 효모 염기

서열의 사 클러스터(transcriptional cluster)간 복성 

분석을 통하여 효모 단백질의 기능을 분석하는 서열분

석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 다[5]. 한 Park 등은 진화

으로 연 성 있는 단백질 도메인들의 구조  그룹

(structural family)들 간의 상호작용 분석법을 이용하여 

단백질들 도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으며[6], 

Iossifov 등과 Ng 등은 기존에 밝 진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 데이타를 이용하여 각각 확률추론(probabi-

listic inference)과 계산학  추론(computational in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호작용을 측하 다[7,8].

Fields[9]등에 의해 소개된 two-hybrid system은 효

모에 응용되어 새로운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방법인 결

합단백질탐색법(Y2H; yeast two-hybrid)을 가능  하

고, 이 방법은 주어진 단백질들 간의 모든 가능한 조

합에서 가능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검출할 수 있

게 하 다. Ito 등은 Y2H 방법을 이용하여 발아효모

(budding yeast) 단백질들의 기능  상호작용에 한 

포 인 분석을 하 고[10,11], Uetz 등은 어 이스크

리닝(array screening)과 라이 러리스크리닝(library sc-

reening)을 함께 이용하여 효모 단백질의 범 한 단백

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12].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타가 풍부해지면서 상호작용 네

트워크의 구조기반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Bu 등은 기존

의 효모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 데이타를 이용하여 상

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이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을 통해서 주요 상호작용을 추출함으로써 추가 인 상

호작용을 분석하 다[13]. 최근에는 Bu 등의 분석법과 

같이 기존에 실험 으로 구성된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

용 네트워크를 분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제

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방법들도 제안되었다[14,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물학 분야의 데이타가 차 거

해짐에 따라 방 한 양의 데이타로부터 유용한 정보

나 사실을 발굴하기 한 ‘데이타마이닝(data mining)’ 

기법들이 심을 끌기 시작하 으며, 지 까지 바이오인

포메틱스 분야에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가장 표 인 데이타마이

닝 방법은 Agrawal 등에 의해 개발된 ‘연 규칙 발견

(association rule discovery)’[16] 방법으로, Satou등은 

다양한 게놈 데이타에서 추출된 단백질의 서열이나 구

조, 그리고 기능 등과 같은 이종(heterogeneous) 데이타

들 간의 연 성을 찾기 하여 연 규칙 발견 방법을 

사용하 다[17]. 이와 같은 데이타마이닝 기법은 DNA 

마이크로어 이(microarray) 데이타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18]. 이처럼 데이타마이닝기법은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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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 으로 응용되어왔다. 이러한 데

이타마이닝의 성공  응용의 로 Fellenberg등의 연구

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상호작용 데이타를 분석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 시스템은 당시까지 밝 지지 않은 단백

질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는 목 으로 사용되었다[19]. 

그러나 Fellenberg등의 시스템은 단백질 각각의 속성을 

밝혔을 뿐 하나의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작용하는 보

다 일반 인 규칙을 발견하지는 못하 다. 이러한 한계

를 해결하기 하여 Oyama등은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데이타에서 연 규칙을 

찾는 기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20].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데이타마이닝 방법들이 생

물학 데이타를 이용한 마이닝을 해 리 사용되었지

만 일반 으로 수천 개 이상의 속성값을 가질 수 있는 

생물학 분야의 데이타를 처리하는데 있어 ‘속성차원

(feature dimension)’의 증가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데이타마이닝에서 각 데이타 개체(ins-

tance)를 표 하는 속성들은 일반 으로 차원(dimen-

sion)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Oyama[20]등은 약 

5,240개가 넘는 속성을 가지는 데이타를 이용하여 데이

타마이닝 작업을 수행하 는데, 연 규칙 발견 방법의 

경우 규칙 발견을 해 고려해야 할 속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체 규칙발견 과정의 속도  발견된 규칙의 정

확성이 이러한 속성차원에 의해 지 않은 향을 받

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연 규칙 발견을 통한 

상호작용 측 방법을 기반으로 이에 상호작용 단백질

들의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들에 한 이산화 방법과 효

율 인 속성차원축소(feature dimension reduction) 방

법을 용함으로써 향상된 단백질 상호작용 측 방법

을 제시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Yu[21] 등에 의

해 제안된 정보이론 기반의 속성 선택 방법의 기본 흐

름을 사용하 으며 Oyama[20] 등에 의해 생물학 데이

타에 해 최 로 수행된 연 규칙 발견을 통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개념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

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각 단백질들

의 ‘속성-속성’의 연 (feature-feature association)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상호작용의 측을 수행한다. 상호작용

하는 각각의 속성들에 한 고찰을 통해서 얻어진 연

성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한 각 단백질들

에 하여 한 풍부한 속성값들을 사용하기 해 MIPS 

(Munich Information Center for Protein Sequences의 

Yeast Genome Database)1), DIP(Database of Inter-

acting Proteins)2)  SGD(Saccharomyces Genome 

Database)3)와 같은 효모에 한 공인된 공개 데이타베

이스를 보조 으로 사용하여 단백질들의 추가 인 속성

을 수집하 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정보이론 기반의 ‘속성차원축소필

터(FDRF; Feature Dimension Reduction Filter)’는 상

호작용 측 작업에 해 가장 정보성이 높은 속성들을 

선택을 통해 반 인 규칙발견 과정의 속도  측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되었다. 논문에서는, 단

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측에 해 유용한 속성들을 선

택함으로써 체 속성차원을 축소 한 후 연 규칙 발견 

방법을 용하여 속성들 간의 연 성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훈련데이타에 제공되지 않은 테스트 데

이타에 존재하는 상호작용(묵시  상호작용; implicit 

interaction)을 측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측 정확률

(accuracy rate)을 측정하 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2장에서는 연

속값을 갖는 속성값을 이산화하는 방법  고차 속성집

합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들을 선택하기 

한 ‘속성차원 축소필터’에 한 기본 개념과 필요한 

정의  체 과정에 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논문에

서 사용한 연 규칙 발견 방법을 이용한 ‘단백질-단백

질’ 상호작용의 ‘속성-속성’ 연  발견 방법을 통한 새로

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측 방법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데이

타들과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단백질들에 해 고려된 

속성에 한 설명과 실험 결과  분석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문의 결론  논문에서 다룬 

방법의 반 인 성능 향상을 한 향후 연구과제에 

해 기술한다.

2. 속성차원의 축소(Feature Dimension Reduction)

2.1 속성 이산화(Feature Discretization)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기 

하여 상호작용이 알려진 단백질들에 하여 MIPS나 

SGD와 같은 공개 데이타베이스에서 단백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조 으로 수집하여 사

용하 다. 이 게 수집된 단백질의 속성들 에는 크게

는 게놈상의 치(locus)와 같은 속성과 함께 보다 세부

으로는 반데발스 볼륨(van der Waals volume), 등

(isoelectric point) 등과 같이 연속 (continuous) 값

을 가지는 속성들이 여럿 존재한다. 연속값을 가지는 이

러한 속성들은 3.2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이

1) http://mips.gsf.de/genre/proj/yeast/

2) http://dip.doe-mbi.ucla.edu/

3) http://www.yeastgeno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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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래스 변수와 경계집합에 한 이산화 행렬

클래스

(class)

변수의 이산화 간격들(variable intervals) 체 클래스들

(total classes)   …      …    


⋮


⋮



     …         …    

⋮      ⋱    ⋮    ⋱     ⋮

     …         …    

⋮      ⋱    ⋮    ⋱     ⋮

     …         …    


⋮


⋮


체 구간들

(total intervals)
     …       …    

진코딩(binary coding)을 이용하여 속성들 간의 연 규

칙을 추론하기 해서는 하게 이산화(discretization) 

되어야 한다.

논문에서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측을 해 사

용한 단백질들의 연속  속성들을 이산화하기 하여 

속성을 진 으로 분할하여 가는 Kurgan와 Cios의 하

향식(top-down) 이산화 방법을 사용하 다[22]. 논문에

서 사용한 하향식 이산화 방법은 우선 연속값을 가지는 

각 속성변수들의 간격(interval)을 임시로 분할 을 기

으로 나 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임시 분할

에 의하여 나 어진 속성변수들에 하여 해당 속성변

수와 클래스와의 상호의존성 검정(class-attribute inter-

dependence test)을 수행한다. 이때 계산된 상호의존성 

값이 임시 분할 에 의하여 어들지 않는 경우 해당 

분할 은 최종 분할  목록에 추가되고 연속값을 가지

는 속성변수는 이 분할 을 기 으로 나뉘어 이산화 된

다. 이러한 과정은 연속값을 가지는 각 속성변수들에 

하여 반복 으로 용되어 속성값을 분할해나간다. 이산

화 과정은 궁극 으로 연속  값을 가지는 각 속성값에 

하여 최종 으로 나 어진 이산(離散) 간격들의 수(속

성차원)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나 어진 간격들이 클래스 

라벨에 하여 갖는 상호의존성 값을 최 로 유지하여 

이산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량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산화를 수행하려는 체 데이타에서 훈련 데이타집

합이 총 개의 제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제들은 

체 클래스 집합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고, 연속값을 

가지는 연속속성 에 한 이산화 방법을 라 하면 

체 이산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연속 도메

인 속성 를 속성-클래스 상호의존성 계산을 통하여 

개의 간격으로 나 다고 하면, 에 한 이산화 방법 

는   =    ⋯    로, 즉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의 값을 나 는 최종 범 들의 집합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에서 ‘[’와 ‘]’는 각각 하한 값과 상한 값을 

포함하는 경계를 나타내며 ‘(’는 하한 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산화 방법 가 가지는 연속

값들의 최종 분할범 들은 분할기 들의 임시 집합인 

경계집합(boundary set)   =    ⋯  에

서 선택되어진 것으로 ⊆의 계가 성립하게 된다. 

속성 의 각 값들은 앞에서와 같이 나 어진 체 개 

구간  하나에 속하게 되며 특정 이산화 간격에 속하는 

속성 의 값들이 갖는 소속값(membership value)은 임

시 경계집합 에서 선택되어 새로이 구성되는 이산화방

법 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때 각 데이타의 클래스를 

의미하는 클래스 변수와 경계집합 의 원소로 표시되는 

이산변량(變量)들, 즉 임시 분할경계값들은 일종의 확률변

수(random variable)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두 확률변수

에 해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체 클래스들과 분할간

격들에 한 이산화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22].

표 1에서 는 각각의 클래스를, 은 번째 클래스

에 해서 구분간격    에 속하는 연속값들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와 은 각각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체 객체(이산화된 값들)의 수와 이산화 간격 

   에 속하는 속성 의 연속값들의 수를 의미하

며 색인변수  …로 체 클래스의 개수를, 

  …로 연속속성이 분할된 체 구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산화 과정에서 연속값의 분할 치는 이산화를 통

하여 생성되는 이산화간격들과 클래스 라벨과의 상호의

존성이 최 가 되는 지 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식 (1)과 같이 속성값과 클래스 변수 사이의 

최 상호의존성 척도 (maximal interdependency)에 

의해 평가된다.

             


  








  (1)

식 (1)에서 은 연속값을 나 는 체 간격의 수를 

의미하며 은 표 1에서  … 에 하여 의 

최댓값을 의미하여 은 를 체 이산화 간격의 수로 

정규화하기 해 사용되었다. 표 2는 식 (1)의 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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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 상호의존성 기반 연속값 속성의 이산화 과정

입력:  (,  ,  )

  : 각각 클래스 이블을 가지는 체 제들의 집합.

   : 각각의 제들이 속하는 클래스들의 집합.

   : 연속값을 가지는 연속속성들  이산화 할 번째 속성.

출력:  ()

   : 연속속성 를 이산화하기 한 최종 이산화 경계 들의 집합

이산화 알고리즘

1. 기화 단계:

 1-1. ← , ← 

 1-2. ＿ ,   
 1-3. 임시 경계집합  ←  

     ,  …
 1-4.  ← ,   ← {[ ,  ]},   ← 0,   ← 0

2. 분할 탐색 단계:

 2-1.  ← 

 2-2. 각각의 ∉  ( …)에 하여  ←  ∪   

     식 (1)을 이용하여 각각의 
값 계산

 2-3. 단계 (2-2)에서 계산된 
값들 에서 최댓값을 가지는 

의   선택

 2-4. (a) 
 이고   인 경우 아래의 갱신작업 후 (2-2)부터 반복

 ←  ∪        (이산화 방법에 연속값 분할경계 추가)

  ← 
             ( 재까지 계산된 최  상호의존성 값 갱신)

 ←           ( 체 진행단계 카운트변수 갱신)

      (b) 
 ≤이거나 ≥ 인 경우 분할  탐색단계 종료,   반환

의존성 값 를 이용하여 연속값을 이산화하는 알고리즘

을 나타낸다. 표 2에서 ＿ 는 속성 의 

값들 에서 복된 값들을 제거하여 유일한 속성값들

의 집합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는 속

성 의 값들을 속성값 기 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는 함수를 의미한다.

2.2 속성차원의 축소

게놈 로젝트와 같은 생물학 련 여러 응용데이타의 

크기는 열과 행, 즉 데이타의 수와 데이타가 가지는 속

성의 면에서 모두 차 방 해지고 있다. 때문에 데이타

의 차원을 의미하는 속성이 다수 존재하는 고차원(high 

dimensional) 데이타를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속성 선택(feature selec-

tion)’ 과정이 요구된다[21]. 한, 각각의 객체가 가지는 

다수의 속성들은 앞서 2.1 에서 다룬 ‘속성 이산화’ 단

계를 통하여 각각 이산화되기 때문에 체 으로 고려

해야 하는 속성 차원은 더욱 증가한다.

속성 선택은 속성 집합에서 특정 평가 척도에 따라서 

부분 속성 집합을 선택함으로써 본래의 속성 공간(feature 

space)을 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속성은 클

래스 개념에 한 명확한 정․부정  정보를 제공하

면서 다른 속성들과 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클래스 

개념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속성으로 간주된다. 

속성의 선택은 속성 자체와 속성이 속하는 클래스를 각

각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다.

두 확률변수 사이의 상 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

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 인 선형상 계

(linear correlation)에 기반을 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엔트로피를 이용한 정보이론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선

형상 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나 최소자승에

러(least square regression error), 는 최 정보압축

색인(maximal information compression index)과 같은 

선형상 계 기반의 확률변수들 간의 상 계 측정 

방법들은 몇 가지 이 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근 방법들은 속성들 에서 고려하는 클래스 개념에 

한 상 계가 거의 ‘0’인 것들을 부분 제거할 수 있

으며 최종 으로 선택된 속성들 간의 복성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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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지만 선형상 계 기반의 확률변수들 간

의 상 계 측정 방법들은 본질 으로 선형  속성을 

가지지 않는 상 계들을 제 로 찾아내기가 힘들며 

상 계의 계산을 해서는 모든 속성들이 수치값

(numerical value)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이론 기반의 상 계 분석을 

이용하여 선형상 계 기반 확률변수들 간의 상 계 

측정 방법의 이러한 약 들을 극복하도록 시도하 다.

먼 , 데이타의 각 속성은 확률변수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확률변수의 불확실성은 엔트로피(entropy)로 측정

이 가능하며 어떤 확률변수 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2)

두 확률변수 와 를 고려할 때, 확률변수 를 

찰한 이후의 변수 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식 (3)에서 는 변수 의 인스턴스인 변수 의 

사 확률(prior probability) 값이며 는 주어진 

변수 에 해 변수 가 의 값을 가질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 값을 의미한다. 변수 에 해

서  다른 변수 가 주어짐으로써 어드는 변수 

에 한 정보의 분량을 ‘정보이득( : information 

gain)’[23]이라 부르며, 정보이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일반 으로 세 확률변수  ,    에 해서 정보

이득의 정도가   와 같은 경우 가 

보다 에 보다 큰 상 성을 갖는다고 정의한다. 속성

들 간의 상 계와 정보이득을 측정하기 해서는 사

용된 평가척도가 ‘ 칭성(symmetry)’을 가져야 하지만 

앞서 살펴본 정보이득의 정의는 보다 많은 값을 가지는 

속성들에 하여 그 값이 커지는 일종의 편향  특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속성들이 동일한 향력을 갖기 해

서는 각 속성들의 값이 모두 정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편향  특성을 가지

지 않는 ‘ 칭 불확실성(symmetrical uncertainty)’을 

속성들 간의 상 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로 하며 

이러한 칭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식 (5)

에서 는 ≤≤의 값을 갖는다[24].

             





 


  (5)

표 3은 식 (5)의 값을 이용하여 확률변수들 간의 

연 성 측정을 하는 ‘속성차원축소필터’의 체 과정을 

나타낸다. 표 3에서  
′ 는 

′ 의 속성

값들을 값을 기 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하며 ＿′ 는 정렬된 속성목록 
′

의 맨 앞 속성의 선택을, ＿′  는 

속성목록 
′ 에서 다음 값을 변환하는 함수를 의미

한다.

표 3의 속성차원축소필터는 체 속성집합에서 문제

에서 고려하는 클래스 개념에 합한 주요 속성부분집

합(feature subset)을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며 찾는다. 

첫 번째 단계는 속성선택 단계로, 속성차원축소필터는 

각각의 속성들에 해서 칭 불확실성 값 을 계산

한 후 이 값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고려하는 클래스 개

념과 련된 유의미한 속성을 사용자가 미리 정한 임계

값 를 기 으로 선택하여   값이 큰 순서 로 속성

목록집합인 에 1차로 유지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복성 제거 단계로 앞 단계에서 생성한 속성집합 의 

각 속성들과 클래스와의 상 계를 고려하여 복된 

속성들을 에서 제거하여 앞서 1차 으로 선택되었

던 속성들 에서 복성 없는 주요 속성들만을 선택하

여 새로운 주요 속성부분집합을 생성한다. 이 게 선택된 

최종 속성들은 속성부분집합 
′ (=)에 유지된다.

3. 연  속성 마이닝

3.1 연 성 추출

속성들의 연 을 통한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Agrawal 등에 의해 제안된 연

규칙 발견 알고리즘인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 다

[16]. 연 규칙은 본래 용량의 데이타를 담고 있는 데

이타베이스에서 각 데이타(트랜잭션; transaction; 논문

에서는 각각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의미)들의 연 성을 

추출하기 하여 고안되었다. 데이타를 구성하는 항목들

의 집합    , 고려하는 문제에 한 데이타 

집합을 , 고유의 번호(; transaction id)를 가지는 

각각의 트랜잭션들을 , 각각의 데이타들이 항목들 집

합의 특정 요소들로 구성되어 ⊆의 계를 만족한다

고 하면 항목집합 와 (⊂)에 한 연 규칙은 

⇒와 같은 내포(implicit) 형태가 된다. 이때 

∩ 가 성립하는 규칙만을 고려하여 규칙을 구성

하는 복 항목들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일반 으로 연 규칙 은 규칙의 조건부 집합 와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의 결과부분을 나타내는 집합 

로 이루어지며 ⇒과 같은 형태로 표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 규칙은 연 규칙의 특징을 표 하는 

지지도(; support ratio)와 신뢰도(; confidence 

ratio)의 두 가지 값을 갖는다. 응용에 따라서 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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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보이득 기반 속성차원축소필터(FDRF)

입력: ( , , )
   : 개의 속성들과 해당 속성집합이 속하는 클래스 변수로 이루어진 

     훈련 제   .

  : 각각의 제들이 속하는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연 규칙의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에 한 클래스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 ∪ .

  : 사  정의된 값의 임계값

출력: ( )

  : 개 속성들 에서 선택된 최 속성집합 ′ .
         (…, ′…, ≤)

속성선택 알고리즘

1. 기화 단계:
1-1. 

′ ,   ,   , 
′ .

2. 임시 후보속성 선택 단계

2-1. 식 (5)를 이용하여  …에 하여 각 의  값 계산

2-2. 각 값들 에서  ≥인 경우 
′ ←′ ∪  ( …)

2-3.  
′ 

2-4. ← ＿′ 
3. 최  후보속성 선택 단계: ( 복속성 삭제)

3-1.  ≠인 경우 아래의 (3-2)～(3-4)를 반복

3-2. ← ＿′    ( : 
′ 의 다음 속성)

3-3.  ≠인 경우 아래의 (3-3-1)～(3-3-3)을 반복

3-3-1. ′←
3-3-2. (a)  ≥인 경우

 
′ ← ′  ,

 ← ＿′ ′ 
3-3-3. (b)  인 경우

 ← ＿′  
3-4. ← ＿′  

4. 종료 단계:
4-1. ← 

′

4-2. 체 속성의 부분집합인 최 속성집합 를 반환하고 알고리즘 종료.

에 해 보다 다양한 값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제약되고 

정확한 규칙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일반 으로 지지도와 

신뢰도 두 값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인 단백질 상호작용 

측을 한 응용에서는 지지도와 신뢰도 두 가지 값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연 규칙의 지지도는 모든 속성들이 규칙에 함께 나

타나는 빈도를 의미하며, 신뢰도는 규칙의 정확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지지도 값을 규칙의 조건부에 속성들이 

나타는 빈도로 나 어 계산한다. 연 규칙의 지지도와 

신뢰도는 0.0～1.0 사이의 값으로 표  할 수 있으나 일

반 으로 0%～100%의 값으로 표 하기도 하며 본 논

문에서는 후자의 %표기법을 사용하 다. 지지도와 신뢰

도는 확률 으로 표 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6)

              ⇒   (7)

여기서 ‘⇒’는 두 항목  , 의 연 규칙을 나타내

며 규칙의 항목 와 는 단일항목(단일속성)이거나 항



372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33 권 제 4 호(2006.4)

그림 1 속성 벡터들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의 표 과 속성필터링

표 4 실험에 사용한 상호작용 데이타들의 수와 속성의 개수

상호작용 데이타 상호작용 개수 기 속성의 개수 필터링 후 속성의 개수

MISP 10,641

6,232 1,293

YPD [25] 2,952

SGD 1,482

Y2H (Ito et al. [11]) 957

Y2H (Uetz et al. [13]) 5,086

목집합(속성들의 집합)일 수 있으며 단일항목 보다는 집

합을 표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연 규칙은 사용자가 

미리 정한 임계값보다 큰 값을 가지는 규칙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발견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하는 임계값으로

는 지지도의 최소값( )과 신뢰도의 최소값( ) 

두 가지가 있다. 두 최소지지도 값과 최소신뢰도 값을 

모두 만족하는 규칙을 ‘강한규칙(strong rule)’이라 하며 

단백질 상호작용 측을 한 본 응용에서는 이러한 강

한규칙들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2 속성연 을 이용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각각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단백질의 으로 표 된다.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을 각 단백질 속성들의 련성

에 기 하여 측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단

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3.1 에서 설명한 데이타베이스

의 트랜잭션()으로 고려하고 단백질 속성들의 집합을 

항목들의 집합 로 고려하 다. 각각의 단백질 상호작용 

트랜잭션들은 항목집합들이 해당 트랜잭션에 존재하는

지를 0과 1로 나타내는 방식의 이진벡터(binary vector) 

형태로 표 된다. 그림 1은 단백질 상호작용 트랜잭션들

에 한 이진벡터 형식의 표 을 나타낸다. 를 들어, 

단백질의 속성들이 5개 존재한다고 할 때 상호작용하는 

두 단백질 가 각각 1, 3, 5번째 속성과 2, 4, 5번째 

속성들을 갖는 경우 두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은 

→과 같이 표 된다. 이와 같은 연

규칙 발견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정 상호작용들을 

일반화 하는 속성들 간의 연 규칙을 찾아낸다.

각각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들은 속성값들의 이진

벡터로 해당 속성이 상호작용에 존재하는지와 그들 간

의 묵시  연 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 된다. 사용

자가 미리 지정한 임계값보다 은 정보성(  값)을 가

지는 속성들은 표 3의 FDRF에 의해 제거된다. FDRF

에 의해 제거된 속성들은 ‘don’t care’로 설정되어 연

규칙 발견과정에서 배제되며 정해진 값보다   값이 

큰 속성들만이 연 규칙 발견에서 고려된다(지지도와 신

뢰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림 1의 FDRF 우측에는 이

러한 ‘don’t care’ 속성들이 표 되어있지 않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설정

4.1.1 실험 데이타

실험에서는 주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타로 

Oyama[20] 등이 논문에서 사용한 상호작용 데이타를 

사용하 다. Oyama가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타는 MIPS

와 YPD, 그리고 Ito[11]와 Uetz [13]의 Y2H 실험 결과

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작용하는 각 단백질들

의 속성을 보다 풍부하게 인코딩하기 하여 추가 으

로 SGD도 함께 사용하 다. 표 4는 각각의 데이타들이 

가지는 단백질 상호작용 개수를 나타낸다. 표 4의 오른

쪽은 이 같은 체 상호작용들을 이진벡터로 표 하기 

해 사용한 속성들의 개수와 표 3의 FDRF로 정보성

이 은 속성들을 제거한 후의 속성의 개수를 나타낸

다.

그림 2는 훈련데이타로 주어진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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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PI 데이타에서 연 규칙의 학습  연 규칙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표 5 속성연 을 통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에 사용된 단백질 속성들과 개수

속성 설명 사용된 속성의 개수

YPD 범주 - 세포역할이나 생화학  기능 등을 이용한 분류 275

EC 번호

- SWISS-PROT, PIR의 기능에 따라 4단 계층 범주로 나뉘어 할당된 번호(번

호가 ‘1.2.3.4’과 같을 경우, 1, 1.2, 1.2.3, 1.2.3.4와 같이 모든 단계를 풀어서 

각 단계를 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616

키워드 집합
- 단백질의 기능  성질․분류 등을 의미하는 단백질마다 할당되어져 있는 키

워드 집합(SWISS-PROT, PIR의 키워드 사용)
491

PROSITE 모티 - PROSITE 데이타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각 단백질별 DNA서열 정보 940

집 아미노산 집합

-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들 에서 특정 아미노산들이 집되는 특징을 정해

진 크기의 서열 길이에 존재하는 각 아미노산들의 집 도를 0～100%로 5% 

단 로 표기한 아미노산 집특성

20

아미노산 속성

- 알라닌(A; Ala; Alanine)부터 티로신(Y; Tyr; Tyrosine)까지 체 20개의 

아미노산들에 해서 집된 아미노산들의 곁사슬성질(친수성/소수성/산성/염

기성)  기타 특성들(positive/negative, polarity, charged, small/tiny, aromatic, 

aliphatic, van der Waals volume, isoelectric point 등)

152

상동서열집단

(homologue sequence 

cluster)

- 모든 효모 단백질들에 해서 BLASTP를 이용한 아미노산 서열정보에 해 

상동서열집단을 구하고 동일 아미노산이 집 으로 군집화된 클러스터를 제

외한 클러스터 패턴의 단백질별 존재여부

3,724

도메인 연

서열패턴

- 특정 도메인에 바인딩 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 메타 패턴집합의 존재여

부  그 수 ( : SH3 도메인과 아미노산 패턴 RxxPxxP, PxxPxR)
14

타에서 속성들 간의 연 규칙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

여 테스트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과정 

반을 나타낸다. 2.1의 ‘속성 이산화’ 과정은 그림 2의 연

규칙 발견과정 이 에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들에 

하여 용되며 2.2의 ‘속성차원의 축소’ 과정은 2.1의 방

법을 이용하여 속성값의 이산화 후 이산화된 속성들에 

용되어 정보성이 없는 속성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속성집합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의 확장은 표 5와 

같은 단백질들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5는 

다양한 데이타베이스에서 수집한 속성들로 단백질 상호

작용 데이타를 분석하기 하여 각각의 단백질을 그림 

2와 같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서 ‘속성집합-속성

집합’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속

성들은 각 단백질들의 YPD 범주, EC 번호, SWISS- 

PROT(SWISS-PROT database)4)과 PIR(Protein Infor-

mation Resource)5)에서 각 단백질에 할당된 키워드집

합, PROSITE(Dictionary of protein sites and pat-

terns)6)의 모티  등의 정보들이 사용되었다.

4.1.2 속성 필터 임계값()의 설정

표 3의 정보이득 기반 속성차원축소필터 알고리즘에

서 속성값의 필터링을 한 값의 임계값은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7)와 UCI KDD Archiv

e8)에서 수집한 7개의 데이타 집합(Lung-cancer, Pro-

4) http://www.psc.edu/general/software/packages/swiss/swiss.html

5) http://pir.georgetown.edu/

6) http://www.psc.edu/general/software/packages/prosite/prosite.html

7) http://www.ics.uci.edu/～mlearn/MLRepository.html

8) http://kdd.ics.uc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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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속성 필터링 임계값() 설정을 한 데이타 집합들의 통계정보

데이타 집합 사용한 제 개수 체 속성의 개수 제 분류 클래스 개수

LUNG-CANCER 32 57 3

PROMOTERS 106 59 2

SPLICE 3,190 62 3

US-CENSUS 9,338 68 3

CoIL2000 5,822 86 2

CHEMICAL 936 151 3

MUSK2 6,598 169 2

표 7 연속속성 이산화와 비정보성 속성필터링(FDRF)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정확률과 연 규칙 발견 소

요시간 비교(※ 소요시간은 속성집합을 이용하여 연 규칙을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며 펜티엄4 3.2GHz, 

2GB RAM 도우 시스템에서 측정함. 측방법의 약자들은 각각 n.Dt.: 균등분할 연속속성 이산화방법, i.Dt.: 

최 상호의존성기반 연속속성 이산화방법, FDRF: 속성필터기반 비정보성 속성필터링 방법, Asc.: 연 규칙 

발견방법을 의미함)

측방법

상호작용의 개수
측 정확도

(|P|/|T|)

소요시간

(연 규칙 발견)
훈련

집합

테스트집합

(T)

측된 상호작용 

(P)

 ⓐ: n.Dt. + Asc. 4,628 463 423 91.4 % 212.34 sec

 ⓑ: n.Dt. + FDRF + Asc. 4,628 463 439 94.8 % 163.35 sec

 ⓒ: i.Dt. + Asc. 4,628 463 431 93.0 % 197.98 sec

 ⓓ: i.Dt. + FDRF + Asc. 4,628 463 447 96.5 % 149.91 sec

성능향상 - - - 5.1 % (§) 29.4 % (‡)

moters, Splice, US-Census90, CoIL2000, Chemical, 

Musk2)을 사용한 반복 실험에서 각 실험별로 최 의 

결과는 보이는 값을 선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 

0.73으로 정하 다. 표 6은 설정을 해 사용된 데이타 

집합들의 간단한 통계 정보를 나타나며 ‘ 제 분류 클래

스 개수’는 데이타들이 분류될 실제 클래스의 수를 나타

낸다.

4.2 실험 결과  분석

실험에서는 정보성이 높은 속성들을 표 3의 필터링 

과정을 이용하여 선택하 다. 속성 필터링을 통해 체 

6,232개 속성에서 선택된 1,293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단

백질 상호작용 데이타를 이용하여 연 규칙 발견과정을 

수행하 다. 연 규칙 발견을 한 지지도와 최소신뢰도 

값은 실험 성능의 비교를 하여 Oyama 등이 실험에서 

사용한 설정과 동일하게 각각 9와 75%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앞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속성간의 연 규칙

을 이용하여 속성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 데이

타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에 하여 측 성능을 측정

하 다. 표 7의 측 정확도는 각각 4,628개의 훈련 집

합을 이용하여 연 규칙을 찾고 훈련 집합의 약 10%정

도인 테스트집합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측 하는지 

측된 상호작용의 비율을 10-집단 교차검증(10-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7은 연속속성 이산화와 비정보성 속성필터링(FDRF)

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정확률과 소요시간 비

교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측정확도의 최  성능향

상폭(§)과 연 규칙 발견 소요시간의 최  성능향상폭

(‡)은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들에 한 균등분할 이산

화 용 후 속성들의 연 규칙 추론을 수행하여 발견된 

연 규칙으로 검증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과 ‘최 상호의존성기반 이산화방법으로 연속값

을 가지는 속성들을 이산화한 후 정보이론 기반의 속성

필터로 정보성이 은 속성들을 제거한 속성집합에 

하여 연 규칙 발견  발견된 연 규칙을 기반으로 검

증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의 성능 

차이를 구한 것이다. 이 외의 방법 ⓑ와 ⓒ는 각각 ‘연

속값을 가지는 속성들에 한 균등분할 이산화 용 후 

정보이론 기반의 속성필터로 정보성이 은 속성들을 

걸러낸 후 연 규칙 발견  발견된 연 규칙을 기반으

로 검증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과 ‘최

상호의존성기반 이산화방법으로 연속값을 가지는 속

성들을 이산화한 후 연 규칙 추론을 수행하여 발견된 

연 규칙으로 검증집합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표 7은 정보성이 없는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연 규칙 

발견의 속도  정확도의 측면에서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연속값을 갖는 속성들을 균등하게 분

할하여 이산화한 후 속성필터(FDRF)를 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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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다른 상호작용 측 근방법들과의 측성능 비교

상호작용 측 방법 측 정확도 (ⓐ) 측 정확도 (ⓑ)

①: NN classification (with random forest similarity) 70.45 % 86.34 %

②: Structure & sequence conservation based prediction 73.10 % 88.46 %

③: SVM 79.00 % 93.28 %

④: Generative stochastic model + MCMC estimation 86.90 % 94.82 %

⑤: Asc. + n.Dt. - 91.40 %

⑥: Asc. + FDRF + i.Dt. - 96.50 %

체 속성들에서 선택된 속성들 간의 연 규칙 발견을 

통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의 정확도는 약 3.4% 향상되

었으며, 연 규칙 발견의 속도 한 FDRF를 용하지 

않은 데이타집합을 이용할 때보다 최  약 23.1% 정도 

향상되었다. 연속값 속성의 이산화를 최 상호의존성 기

반으로 보다 정교하게 한 경우 필터를 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약 1.6%의 향상이 있었으며 필터를 용한 경

우에도 약 1.7%의 성능 향상을 보 다. 한, 방법 ⓐ와 

ⓓ의 최  성능차이는 약 5.1%로 상 으로 보다 정교

한 속성값의 이산화  속성에 한 필터링 방법을 통

해 지 않은 측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속성값 이산화와 속성필터링을 통한 성능향상은 연

규칙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 고찰에서도 찰되

었다. 기본 으로 속성필터를 용한 경우(방법 ⓑ와 

ⓓ)가 그 지 않은 경우(방법 ⓐ와 ⓒ)보다 시간이 게 

걸려, 사용된 속성들 에는 정보성이 없는 속성들이 여

럿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속성필터를 

용한 두 방법(ⓑ와 ⓓ)에서는 이산화 방법에 따른 소

요시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속값을 가지는 속

성값에 한 최 상호의존성 기반 이산화방법을 용한 

경우(ⓓ) 균등분할 이산화를 용한 측방법(ⓑ)보다 

약 8%의 속도 향상을 보여, 속성 이산화의 정교한 처리

가 결과 으로 생성되는 속성의 수를 최 화 하여 체

으로 속성차원을 낮추는 효과와 이로 인한 연 규칙 

발견속도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은 단백질 상호작용에 사용된 서로 다른 방법들 

간의 측 정확도를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표 8의 방법 

①은 단백질 상호작용의 간   직  상호작용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 유사도 행렬(random forest similarity 

matrix)을 이용한 상호작용 단백질 분류 방법을 타나낸

다[26]. 방법 ②는 단백질 상호작용에서 요한 역할을 

단백질의 구조  서열 보존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

백질을 측하는 방법을 나타내며[27], 방법 ③은 도메인

정보와 염기서열 복합(amino acid composition)정보, 그

리고 세포부분 치추정(subcellular localization) 정보를 

복합 으로 사용하여 커  기반 분류 방법인 SVM 

(Support Vector Machine) 기반으로 단백질 상호작용

을 측하는 방법을 나타낸다[28]. 다음으로 방법 ④는 

확률모델 기반의 이종데이타 통합 방법에 MCMC(Mar-

kov Chain Monte Carlo) 라미터 추정을 용하여 단

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을 나타내고[29], 방법 ⑤

와 ⑥은 각각 표 7의 ⓐ와 ⓓ를 나타낸다. 표 8의 측 

정확도 ⓐ는 해당 방법을 제시한 논문에서 보고된 측 

정확도를 나타내며, 측 정확도 ⓑ는 표 7의 실험을 

해 사용한 상호작용 데이타를 공통으로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측 정확도 ⓑ를 측정하기 하여 사

용한 데이타는 오류상호작용(false positive interaction)

이 상 으로 은 집합을 사용하여 각 방법들이 논문

에서 보고한 성능보다 높은 결과가 측정되었다.

표 8에서 상호작용들 자체의 간   직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단백질의 분류를 통한 측(①)은 가

장 낮은 측 정확도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

용 측에 사용한 정보가 기존에 알려진 상호작용들을 

이용하여 구성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는 상호작용 측에 구조정보  서열정보와 함께 단순 

상화작용 정보 이외에 보다 다양한 속성들을 함께 고려

한 방법들(방법 ②, ③, ⑤, ⑥)이 상 으로 높은 측 

성능을 갖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정보들만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

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상호작용이 가지는 상호 의존성

이나 기타 확률  속성들을 보다 자세히 추정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측이 가능하 다(방법 ④). 다양한 상호

작용 데이타를 이용한 방법 ④는 다수의 속성과 함께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의 이산화  속성 필터링을 함께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측한 결과(⑥)와 비교하여 약 

2% 미만의 근소한 차이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방법 ④의 결과가 본 논문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측을 한 규칙을 확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확

률  인자 추정을 통한 상화작용 측보다 측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방법 ④의 

근방법과 속성 연 규칙을 이용한 측의 장 을 고

려한 새로운 측 모델을 구성한다면 보다 낮은 비용으

로 상 으로 높은 측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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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확인 단백질과 연 된 새로운 단백질 상호작용

단백질 상호작용 상 단백질 설명

YK61(*)

KC21

YMT9

NOP2

․ 카세인키나아제(Casein kinase) 연  단백질

․ 리보솜리보핵산(rRNA) 처리 단백질

․ 핵소체(Nucleolar) 단백질

YNJ2(*)

YKA2

RHO1

SC17

․ 엔도소말(Endosomal) 단백질

․ 로(Rho) 단백질

․ 소포융합(Vesicular fusion) 단백질

연 속성발견을 통해 새로운 상호작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표 9는 속성연 규칙 발굴을 통하여 추가 으

로 측한 단백질 상호작용들 의 일부를 나타낸다. 표 

좌측의 YK61와 YNJ2는 그 기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로 실험에서는 이 두 단백질과 연 된 상호작용 

데이타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 9의 ‘상호작용 상 단백

질’들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이 두 각각의 단백질들이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측되는 상 단백질들을 나타

낸다. 즉, 단백질들의 속성연 에 기반을 두어 볼 때 이 

두 단백질들이 다른 표에 제시된 단백질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단백질들의 유의미한 실제 

상호작용 여부는 생물학  추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논문에서는 최 의존성기반 연속속성 이산화 방법과 

정보이론기반 속성차원 감소 필터의 사용  속성연

규칙의 발견을 통해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하는 방법

을 제시하 다. 제안된 방법은 측 정확도와 연 규칙 

생성 시간에 있어서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의 이산화와 

속성필터링 세부 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비해 향

상된 성능을 보 다. 그림 1과 표 7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보다 작은 단 로 즉, 단순히 단백질 개체와 

단백질 개체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속성집합들과 속성집

합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처럼 보다 

세부 인 상호작용 고찰을 통하여 단백질 상호작용 

측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논문에

서 제안한 이산화  정보성 기반 속성선택과 연 규칙 

발견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방법은 다수의 속

성집합으로 구성 가능한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타에서 

연속값 속성을 효율 으로 이산화하고, 정보성이 없는 

속성들을 제거함으로써 속성들 간의 연 규칙 발견과정

에서 잘못된 속성연 규칙의 발견 가능성을 여 결과

으로 연 규칙 발견의 계산속도 향상  측 성능의 

향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 논문에서 사용한 방

법  체 과정은 실험자가 직  고찰 가능한 속성들 

간의 연 규칙을 찾을 수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

재 인 단백질 상호작용도 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 다. 즉, 단백질 상호작용에 하여 생물학  실험

을 통한 in vitro나 in vivo  분석 이 에 데이타 기반의 

in silico 분석을 수행하여 가능한 상호작용 후보를 먼

 생성해보기 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실제 생물학 

실험을 통하여 생성된, 다수의 속성을 가지는 단백질들 

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의 효율 인 측에 활

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그 지만, 이러한 근 

방법은 기존의 MIPS와 SGD등의 데이타를 실험의 요

기 (golden standard)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물

학 실험을 통해 생성된 이 같은 데이타가 당한 수 의 

오측률(false positive ratio)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

하다. Y2H와 같은 고효율방법들로 생성된 재의 상호

작용 데이타들은 어느 정도의 오류상호작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실험방법을 통한 

재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오류상호작용들이 지속 으로 

수정되고 있다. 때문에 오류상호작용에 보다 덜 민감한 

상호작용 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속성 인코딩에 

따른 결과의 차이 극복과 속성값을 이산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성능상의 변화에 한 고찰  다수의 속성

에서 보다 효율 으로 단백질의 분류  측에 합한 

속성을 선택하기 한 방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연 규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그래 모델과 같은 확률기반의 보다 정교한 연 성 

측모델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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