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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더욱 바람직하게는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수득된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특정 유전자가 다른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상관관계

등의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SOM(self-

organization maps)의 위상적 분석력 및 GTM의 확률적 은닉변수 모형의 재생 특성(generative property)을 결합한 새로

운 확률적 은닉격자 모형(Self-Organizing Latent Lattice Model; SOLL Model)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유전자들의 상관관계, 가시화, 은닉변수 모형, 은닉격자, 시간적 발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효모 유전자들의 시간에 대한 발현 데어터를 나타낸 도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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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들의 상호 조절 현상을 설명한 도면이고,

도 3은 상호 조절 관계를 갖는 유전자에 대하여 SOLL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성별 패턴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모

식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에서 제시한 은닉 격자모형의 학습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암호화(encoding)와 암호분석(decoding)하는

과정을 모식한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서 제시한 상호 조절관계를 갖는 시계열적 유전자 발현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추출하는 것에 관한 모식도

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SOLL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7은 도 6에서 얻어진 시각화된 은닉 데이터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8은 본 발명에서 제시된 방법 (SOLL) 및 다른 방법 (SOLL 및 GTM)들을 사용하여 탐색된 패턴에 대한 결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더욱 바람직하게는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수득된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특정 유전자가 다른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상관관계

등의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SOM(self-

organization maps)의 위상적 분석력 및 GTM의 확률적 은닉변수 모형의 재생 특성(generative property)을 결합한 새로

운 확률적 은닉격자 모형(Self-Organizing Latent Lattice Model; SOLL Model)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생물학 및 유전학 분야에서,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의 발달로, 특정 실험 시점에서 전개되는 생물학적 과정에 관련된 수천

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시간 추이에 따른 발현 양상을 동시에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수많은 유전자의 시계열적인 발현 데이터로부터 유전자간의 상호

작용관계 및 상관관계에 의한 발현 특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다면, 생물학적 사건들에 관련된 유전자간의 유기적 상관

관계를 보다 쉽게 밝혀낼 수 있고, 이는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암과 같은

각종 난치병의 극복을 위한 초석을 생성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체내에서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세포 주기 (Cell-cycle) 과정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특정 유전자들

의 발현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등의 일련의 수많은 과정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유전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행된

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를 갖는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는 세포 주기 과정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므로, 특히 상관관계를 갖는 유전자들에 대한 분석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상관관계를 갖는 유전자들의 기능적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은 유전자의 발현이 적은 수의 내재적 인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또는 SOM (Self-Organising Map)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험 데

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 (visualization)시킴으로써, 유전자들을 분류하여 왔다 (Tamayo 등 (1999), Raychaudhuri

등 (2000)).

최근에는 두 개의 유전자 발현의 시계열을 발현시점에 관계없이 유사성을 비교하는 TWA (Time Warping Algorithm) 방

법이 제안되었다 (Aach & Church, 2001). TWA 의 동기 (motivation)는 유전자의 발현시간이 실험조건이 다르면 변한다

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 주기 조절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유전자는 동일한 조건 하에 놓여 있으므로, 유전자

발현 패턴의 유사성과 함께 유전자의 발현시점 또한 중요하지만, TWA 는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시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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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ni, Sebastiani, & Kohane (2002)은 유전자 발현 시계열의 역동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유전자 발현의 역동성을 자동회귀(autoregressive) 모델로 표시하고, 가장 개연성이 큰 클러스터 (cluster)를

집합(agglomerative)시키는 방법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를 탐색하게 된다.

이중-클러스터링 (Bi-clustering) 방법은 하나의 유전자 집단에서 유전자와 실험조건을 클러스터링(clustering)함으로써

유사한 패턴들을 탐색하게 된다 (Cheng & Church, 2000). 이중-클러스터링 (Bi-clusterong) 방법은 유전자 발현과 실험

조건 모두를 참고함으로써 유전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소집합의 유전자가 가진 유사성에 기반하여 복수의 기능이

나 인자를 가진 유전자를 유용하게 분류하여 준다.

그러나, 수천 개의 유전자로부터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알고리즘 또

는 클러스터링 방법들은, 그들의 적용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고, 처리량 (throughout)에 있어서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 또한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수득된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SOM (self-organization maps) 의 위상적

분석력 및 GTM 의 확률적 은닉변수 모형의 재생 특성 (generative property)을 결합한 새로운 확률적 은닉격자 모형

(Self-Organizing Latent Lattice Model; SOLL Model)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들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량에 있어서도,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수득된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분석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은닉 격자 모형의 학습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1) SOM(self-organizing map)을 이용하여 y(t)=(y1,y2,y3,y4)의 고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상의 노드 xi로 사상하고, 사상

된 격자점인 원형 데이터 z 중에서 다른 입력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점을 위너(winner)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원형 데이터

(prototype date) 값을 조정한 다음, GTM(generative topographic map)에 의해 상기 원형 데이터의 값으로 은닉격자의

완곡(posterior) 분포를 개선시킴으로써, 고차원의 데이터를 2 차원상에 시각화하는 단계(E-단계);

2) 상기 단계 1) 의 은닉격자의 완곡 밀도를 이용하여 모델 상수 (model parameter)를 개선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원

형 데이터를 은닉 공간상으로 사상함으로써, 주어진 은닉격자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형을 학습하는 단계 (M-단계),

이때, 학습에 있어서의 기함수(basis function) 집합과 격자의 크기는 미리 정해진다.

[식중, 비교되는 두 유전자 A와 B의 시간 t에서의 발현값을 at와 bt라고 가정할 경우, y1,y2,y3,y4는 하기와 같이 정의됨:

y1=|at-bt|,

y2=|(at-at-1)-(bt-bt-1)|,

y3=|(at+1-at)-(bt+1-bt)|,

y4=|(at-1-at-2)-(bt-1-bt-2)|].

등록특허 10-0566560

- 3 -



본 발명에 따른 은닉 격자의 임의의 노드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확률적 은닉 변수 모델이다. 이때, 고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들은 은닉 변수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데, 유전자 사이에 상호 조절 관계가 존재한다면, 은닉 변수 들은 격

자 상에 더욱 밀집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이로부터 데이터들이 해석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은닉 공간상에 나타나내어진 본 발명에 따른 SOLL을 수행한 결과는 루프형의 궤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루프형의 궤적은 유전자들이 상호 조절된 관계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OM 에서는 각 노드의 밀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원형 데이터 벡터들에 의해서 이 노드들이 위상적으로 학습되어 반영된

다. 반면, GTM 에서는 격자들은 고정되지만, 각 격자의 노드의 밀도 (winning probability)가 학습되어 반영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SOLL 은 노드의 밀도 및 격자 모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 모두가 학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

서 탐색을 통한 은닉공간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이차원 이상의 은닉공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은닉격장의 완곡분

포 (posterior) 를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 궤적의 크기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궤적은 크기는 유전자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이 이동되는 크기를 나

타내게 된다. 따라서, 은닉 공간 상에 사상된 궤적에 대한 모양 및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유전자들이 상호 조절 관계를 갖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원에서, "유전자의 상호 조절 관계 (co-regulation)"는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

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전자의 시간적 발현분석은 질병의 진단이나 세포내 생화학적 기전의 경로 분석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세포

주기 과정의 경우, 유전자의 발현은 복합적인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조절되어서 다른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러한 관계를 갖는 유전자의 탐색은 전사 조절의 이해에 중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유전자간의 관계를 반영

하는 새로운 변량들(즉, y1,y2,y3,y4)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호 조절에 관련된 복잡한 측정치들을 은닉변수를 사용

하여, 축약된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이해를 돕게 하고, 이차원상에 은닉변수를 표시하여 주어진 상호 조절 관계의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탐색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은닉격자 모형(SOLL)에서 모든 가능한 유전자 쌍

에 대한 상호 발현정보로부터 유전자발현의 시간적인 궤적에 쓰이는 확률 격자지도를 구축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유전자

를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격자상의 궤적의 패턴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점은 은닉격자 모형(SOLL)의 중요한 특징이 된

다.

본 발명에 따른 은닉격자 모형은 유사한 상호 조절 관계를 갖는 유전자 쌍을 2 차원 격자 상에 특정한 패턴으로 가시화하

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SOM (self-organization maps) 의 위상적 분석력 및 GTM 의 확률적 은닉변수 모형의 재

생 특성 (generative property)을 결합한 특성을 갖는다.

자기학습 사상법 (Self-Organization Map)이라고 불리우는 SOM 은 인간의 대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을 인공지

능에 적용한 자율적 신경망의 일종이다. 즉, SOM 은 외부의 이미지 (3 차원)가 대뇌 피질에서 감지되면 뉴론 중의 일부 (2

차원; '노드'라고 통칭됨) 가 삼차원의 형상에 반응하는 현상 (차원 축소 효과)으로부터 착안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SOM 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차원상의 노드 배열에 표시하게 된다. 즉, 각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근접한 하나의 노드

(winner)를 택하고, 그 주변 노드들의 신경망 가중치를 개선함으로써 고차원의 데이터구조를 이차원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SOM 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2 차원 상에 표현함으로써,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용된다.

한편, GTM (generative topographic Map) 은 은닉변수 모형으로, 인자 분석 (factor analysis)를 비선형적인 경우로 확

장시킨 경우가 된다. 데이터의 복잡성은 내재적인 요인 (은닉 변수)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므로 데이터와 은닉변수와의 관

계를 적절히 모델링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GTM 은 SOM 의 노드배열 대신 은닉 공간상

에 격자를 두고, 각 데이터에 맞는 격자점을 찾게된다. 이때 격자점은 정해진 확률모형에 의해 생성되고 데이터 공간과 은

닉 공간 사이에는 적절한 사상에 의하여 관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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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SOLL 모형은, E 단계 및 M 단계로 이루어진다. E-단계 과정에서는 은닉변수모형을 통해서 데이터 공간에

사상된 격자점인 원형 데이터 중에서 입력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점을 위너 (winner)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원형 데이터

(prototype date) 값이 조정된다. 이러한 원형 데이터의 값을 이용하여 은닉격자의 완곡 (posterior) 분포가 개선된다. M-

단계 과정에서는 은닉격자의 완곡 분포와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 상수 (model parameter)가 개선되어진다. 위

학습은 SOM 의 자가학습과 GTM 의 생성 모델적인 특징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SOLL 의 E-단계 중에서 높은

차원의 시간 의존적 궤적을 2 차원 상에서 가시화하는 단계는 SOM 의 위상 분석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며, SOLL 의 E-단

계에서 원형 데이터를 개선하고, 격자의 완곡 밀도를 이용하여 모델 상수를 개선하고, 에러를 최소화시키면서 은닉 공간상

으로 사상하는 것은 GTM 의 확률적 은닉변수 모형의 재생성 특성 (도 4 참조)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SOLL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초기화란, 보정 상수 (penalty

parameter) λ, 학습율 η, 기함수 M을 설정하는 것, 상수 매트릭스 W를 무작위로 또는 PCA 에 의해서 초기화시키고, 에러

변수 βI, 은닉 격자 x1, x2, x3 ... xk 등을 초기화하는 것, 및 기함수 세트의 매트릭스 Φ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들 상수들의 설정 및 초기화에 대해서는 당업자는 공지의 기술로부터, 또한 본 발명의 SOLL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기에서, E-단계 및 M-단계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1) 상호 조절 관계의 측정과 그에 따른 특징의 추출

상호 조절 관계(co-regulation)를 갖는 유전자에서 한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를 일정량의 시간차를 두고 활성화시키거나

제어하게 된다(도 2 참조). 상호 조절 관계는 본 발명에서 두 유전자간의 발현된 시계열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본 발명에서

는, 현재 시간 t에서의 발현 값의 차이, 기울기(변화정도)의 차이 등이 그러한 유전자간의 생물학적 특징의 연구에 사용된

다. 도 5는 상호 조절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4가지 특성 y(t)=(y1,y2,y3,y4)가 은닉공간상에 사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

전자 A와 B의 시간 t에서의 발현 값을at와 bt라고 하면, 각각의 성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y1=|at-bt|, ,

y2=|(at-at-1)-(bt-bt-1)|,

y3=|(at+1-at)-(bt+1-bt)|,

y4=|(at-1-at-2)-(bt-1-bt-2)|].

여기서 y1은 현재의 발현 값 차이를 표시하고, y2,y3,y4는 현재시간과 전후시간에서의 기울기의 차이를 표시한다. 유전자

간의 활성화와 억제 작용은 기울기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므로, 위의 측정치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상호 조절 관계를 갖는 유전자의 시간에 따른 궤적은 2차원으로 축 약된 후에 은닉공간에서 가시화된다. 즉, 고차원의 상

호 조절 관계 특성들이 내재적 은닉변수로 표현되어 은닉 공간상에서의 특정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도 4 참조).

(2) 격자의 개선

은닉격자 모형의 E-단계 학습에서 격자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입력 데이터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각 입력 데이터 yj

에 대하여 선택된 노드 xj는 은닉변수 모형에 의해서 주어진 입력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원형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드가 된

다. 따라서 노드 xj와 입력데이터를 연결하는 가중치 zk는 N을 노드간의 주변함수라 하고 η을 학습율이라 하면, 다음 관계

식에 의하여 개선된다.

zk+1=zk+ηN(k,j)(yj-zk)

가중치의 개선 과정에서 데이터의 원형은 은닉변수 모형의 생성적 특징에 의해 생성된 격자점들과 비교되어 지고 우세한

노드가 확률을 가지고 선택되어 진다. 이과정은 은닉변수 공간에 원형 데어터 벡터를 사영하는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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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상수의 개선

상호 조절 관계의 특징은 M개의 기저함수와 K개의 은닉 격자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φ(x)를 M개의 기저함수를 이용

한 은닉변수의 사상, W를 상수 행렬, e를 그에 따른 노이즈라면 은닉변수와 원형 데어터 z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z = φ(x)W+e

은닉변수 모형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학습되며, 각각의 원형 데이터 z에 대한 은닉변수 x의 값은 조건부 확율 p(y|x)

에 의하여 은닉 격자로부터 정해진다. 즉, 은닉변수 사상 φ(x)는 은닉 격자의 완곡분포(posterior)에 따라서 개선되어지며

상수행렬 W는 원형 데이터 z와 은닉변수 사상 φ(x)를 이용한 최소 자승법(Andeson, 1984)에 의하여 학습된다.

(4) 알고리즘

본 발명에 따른 SOLL 모형은 하기 E-단계 및 M-단계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특성 및 목

적은 다음과 같다.

E-단계 : 주어진 격자에서 각 데이터에 해당되는 원형 데이터를 찾는다. 또한 각 입력 데이터에 대한 조건부 확율 p(y|x)

를 계산한다.

M-단계 : E-단계 에서 구해진 축약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닉변수 모형을 학습한다.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발현분석은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 유전자 쌍의 발현수준으로부터의 특징 생성 (도 5)

- 이러한 특징에 기반한 시간적 궤적의 모형화 (도 7)

- 상호 조절 관계를 갖는 유전자의 특징적 패턴 탐색 (도 8)

6개의 상호 조절 관계 패턴의 탐색

일정 오차범위 내에서 진폭과 높이가 다르게 생성된 사인형(sine) 커브들로부터 각 시간별로 4 개의 특징을 생성하여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은닉변수 모형으로 축약된 이차원의 시간적 패턴 데이터가 사용된다. 그 결과로써 생성된 시계열 형

태의 데이터를 k-means 방법 (Duda & Hart 1973) 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도 6 에서, 패턴 1 은 시간에 따라 거의 유사

하게 변화하는 유전자 쌍에 해당된다. 패턴 2,3,4,5 는 서로 다른 피크와 출발점을 가진 경우이고 패턴 6 은 서로 대칭적으

로 발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유전자 분석의 경우에서 패턴 1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유전자의 특색을 반영하고, 패턴 2 - 6 은 상호간 억제되거나

조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패턴의 탐색에서 각 클러스터에 대하여 각 패턴에 대한 유사도를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하여 결

정하게 된다. 도 8 은 각각의 방법에 의한 탐색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SOLL 모형은 복수의 상호 저절 관계를 갖는 유전자의 시계열적 특성 분석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DNA 발현데이터와 유전자 작동 기작의 특성으로 인한 유전자 발현의 시간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간의 조절 관계가 있는 유전자의 연구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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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수득된 둘 이상의 유전자의 시계열적 발현 데이터로부터,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은닉 격자 모형의 학습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지며:

1) SOM(self-organizing map)을 이용하여 y(t)=(y1,y2,y3,y4)의 고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상의 노드 xi로 사상하고, 사상

된 격자점인 원형 데이터 z 중에서 다른 입력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점을 위너(winner)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원형 데이터

(prototype date) 값을 조정한 다음, GTM(generative topographic map)에 의해 상기 원형 데이터의 값으로 은닉격자의

완곡(posterior) 분포를 개선시킴으로써, 고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상에 시각화하는 단계(E-단계);

2) 상기 단계 1)의 은닉격자의 완곡 밀도를 이용하여 모델 상수(model parameter)를 개선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원

형 데이터를 은닉 공간상으로 사상함으로써, 주어진 은닉격자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형을 학습하는 단계(M-단계),

이때 상기 학습에 요구되는 기함수(basis function) 집합과 격자의 크기는 미리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식중, 비교되는 두 유전자 A와 B의 시간 t에서의 발현값을 at 와 bt라고 가정할 경우, y1,y2,y3,y4는 하기와 같이 정의됨:

y1=|at-bt|,

y2=|(at-at-1)-(bt-bt-1)|,

y3=|(at+1-at)-(bt+1-bt)|,

y4=|(at-1-at-2)-(bt-1-bt-2)|].

청구항 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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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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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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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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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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