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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기초한 백혈병 유전자데이터의 분석

(Bayesian Network-Based Analysis on Gene Data of Leukemia Patients)

김 경 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요약

최근 유전자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간의 관계와 유전

자의 고유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수만 개에 이르는 유전자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실험 대조군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바뀐 환-

경에 의해 유전자가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을 통하. GeneChip

여 얻어진 형태의 유전자데이터를 백혈병이 걸린 상태와 치료 후의 상Microarray

태의 데이터를 얻어내어 이것을 분석하도록 한다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확률에 근거하여 각 노드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전자데이.

터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의 성능을 종류별로

알아보고 다른 기계학습 방식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서론I.

연구의 목적1.1

인류나 다른 생물학적 개체들이 오랫동안 진화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체내

에 정보를 저장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것을 유전자 라고. (Gene)

부른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라는 것에 대.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전자 분.

석은 후천적인 질병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많고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

고 그 유전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과정은 정량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유전자 간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통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전 작업을 통하여 유전자들을 선별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유전자 간

의 관계를 알아내어 인간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나아가 유전자를 통하여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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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1.2

백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방사선 유전. ,

적인 요인 화학물질 그리고 바이러스가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정도는, ,

되고 있다 동물 실험이나 연구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염색체의 전좌를 일으킬 수 있고 세포성 면역의 감, ,

시로부터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과 같은 바이. , HTLV-1

러스는 성인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소아 백,

혈병의 경우는 그 원인이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방사.

선 조사 감염 벤졸 클로람페니콜 같은 약물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 , ,

증은 아직 없다.

유전적인 원인을 드는 학설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그렇,

지 않은 경우 보다 배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가족적으로 백혈병의 집결 빈도가4

높은 것 또 일란성 쌍생아 중의 한 명이 백혈병을 앓을 때 남은 쌍둥이가 같은 병,

을 앓을 가능성은 다섯 중 하나인 것 선천적으로 염색체가 붕괴되기 쉬운 질환,

증후군 재생 불량성 빈혈 후천적으로 염(Bloom , Fanconi , Ataxia telangiectasia),

색체 붕괴를 일으키는 상태 방사선 조사 벤젠 과다 염색체 다운 증후군 선천성( , ), ( ),

면역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보통 사람보다 백혈병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들어 유전적인 원인을 드는 학설도 있다 이번 논문에서 다른 것 보다는 유전적인.

이유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백혈병의 원인에 관련된 유전자와 관련이 많을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한다.

연구의 범위1.3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는 만에서 만개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으로 나올 수2 6 .

있는 인간의 형질은 대략 의 제곱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데이10 9,000

터는 현존 하는 슈퍼컴퓨터라도 만만치 않은 계산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 이러한 수치는 하나의 유전자가 또는 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이고0 1

실제로는 더 많은 범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된다 여기서 이런 모든 데이.

터를 사용하여 백혈병과 유전데이터의 관계를 밝히기는 불가능하다 차적으로 백. 1

혈병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유전자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는 유전자의 양을 베이

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인 후에 각 유전자데이터와 백혈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를 찾아내어 백혈병의 유전적인 요소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본연의 특성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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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전자데이터의 분석II.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기본개념2.1

베이지안 네트워크 는 특정 분야의 영역 지식(Bayesian Network) (Domain

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변수들 간의 확률적 의존Knowledge) ,

관계 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각 변수별 조건부 확(Probabilistic Dependency)[5][7]

률로 구성된다 그림 따라서 하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각 노드마다 하나의 조< 1>.

건부 확률표 를 갖는 하나의 비순환 유향 그래프(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노드는 이벤트의(Directed Acyclic Graph:DAG) .

발생을 의미하고 노드를 이어주는 는 이벤트 간의 관계 를 의미DAG (Relationship)

한다.

→    (1)

일반적으로 하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다른 노드들에 배정된 값들을 기초로 특,

정 노드가 가질 값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한 개체의 다른 속성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분류 클래스

노드 의 사후 확률 분포 를(Classification Node) (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

구해줌으로써 개체들에 대한 하나의 자동 분류기 로 이용될 수 있다(Classifier)

즉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베이지안[9,11].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데이터 집합의 각 속성을 각 아크는 속성들 간의 의존성을,

표현하게 되며 이렇게 학습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초로 분류 클래스를 확률적,

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수 이 있고 각 변수들이 와. X1~X10 TRUE(1)

의 값을 갖는다고 할 때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림 과 같이 각 변수FALSE(0) < 1>

들에 대한 의존성을 그래프로 표현할 뿐 아니라 각 변수별로 표 과 같은 조건부< 1>

확률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표 은 개의 변수 중 변수 이 가지고 있는. < 1> 10 , X7

과 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를 나타내고 있다X2 X6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

그림 에서 보듯이 변수 은 변수 와 에 대해서만 종속성을 가지며 따라< 1> X7 X2 X6

서 조건부 확률표의 각 행 은 이 두 변수 와 에 배정 가능한 값들을 나(Row) X2 X6

타내며 각 열 은 변수 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나태난다 결국 표상의(Column) X7 .

각 셀은 두 변수 와 의 값들에 의해 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확률을 표현X2 X7 X7

하고 있는 것이다.

(2)

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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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조건부 확률 계산에 식 과 같은 베이즈 정리(1) (Bayesian

를 이용한다 베이즈 정리는 관측된 데이터 로부터 가설 가 옳을 확Theorem) . D h

률 과 가설 의 사전 확률 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는P(h|D) h (prior probability) P(h)

방법을 제시한다[8][14].

그림 일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1>

Probability Distribution Table For X7

X2 X6 0 1

0 0 0.102 0.898

0 1 0.335 0.665

1 0 0.568 0.432

1 1 0.802 0.198

표< 1>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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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의 유형2.2

대표적인 가지 유형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에는 그림 그림 그림3 < 2>,< 3>,<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대로 나이브 베이지안 네트워크(NBN;Naïve Bayesian
트리 확장 베이지안 네트워크 일반Network), - (TAN;Tree-Augmented Network),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은 그림(GBN;General Bayesian Network)[2] . NBN <

와 같이 제일 위의 클래스 노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속성노드들이 클래스 노드2>

에만 의존적이고 그들 간에 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베이,

지안 네트워크이다 수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건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하고,

(4)

에 의해서Product Rule

(5)

가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체인룰 을 사용하면(Chain Rule) ,

(6)

의 식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은 가정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 비교적 높은 분류NBN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은 실세. NBN

계 문제들에서는 거의 만족되지 않는 가정이므로 최근 들어 속성들 간의 독립성 가

정을 완화함으로써 의 분류 성능을 높여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NBN

다.

은 이와 같은 시도의 하나로서 과는 달리 속성 노드들 간에도 상화의존TAN , NBN

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속성 간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일반 베이지안 네

트워크 형태로 표현 가능하도록 을 확장한 것이다 즉 은 그림 과 같이NBN . TA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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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하여 트리구조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형태이다 베이지안 네트워NBN .

크 분류기중 가장 일반화된 형태는 그림 과 같은 으로서 에서는 기존< 1> GBN , GBN

의 다른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들과는 달리 클래스 노드 조차일반 속성노드와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표

현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클래스 노드도 부모 노드들을 가질 수 있다[1]. GBN .

은 속성 간 상호의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어떠한GBN

제약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는 매우 높은

학습비용이 소요된다[16].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학습2.3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은 크게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프를 학습하는

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각 변수의 조건부 확률들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프를 직접 수작[4][5].

업으로 그려주거나 편집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훈련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조건부 확

률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의 많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 알고리즘과 프로

그램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프로부터 각 변수의 조건부 확.

률을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한 과정인데 반해 훈련 데이터로부터 베이지안 네

그림 의 예< 3> TA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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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그래프를 학습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프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프 학습을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크[2][3][5][12][13].

게 점수 기반학습 알고리즘들과 조건부 독립성 기반 학습알고리즘들로 나눌 수 있

다 점수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은 영역지식을 바탕으로 임의의 초기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만들고 일정한 평기기준을 이용하여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양질의 베이지

안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까지 계속해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고쳐가는 일종

의 의 한 방법이다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라Heuristic Search .

서 엔트로피 기반의 방법 베이지안 점수 방법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 MDL .

조건부 독립성 기반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노드 간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 를(CI test)

시행하여 임계값 이상의 독립성을 갖는 노드들 간에 아크를 삭제하거나 혹은 임계

값 이하의 독립성을 갖는 노드들 간의 아크를 추가해가는 방법이다 기존의 많[22].

은 연구들을 통해 조건부 독립성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들이 점수 기반 학습 알고리

즘들에 비해 비교적 학습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보다 우수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위한 특징 축소2.4

일반적으로 한 개체를 표현하는 중요한 속성들을 특징이라고 한다 한 개체의 분.

류 클래스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징들은 삭제하고 반대로 중요

도가 높은 특징만을 골라 이들로 분석 데이터를 표현하는 처리과정을 특징 축소

특징 부분 집합 선택 차원 축소(Feature reduction), (Feature subset selection),

등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 축소를 통해 처(Dimension reduction) .

리대상 데이터의 양을 줄임으로써 패턴을 얻을 수 있으며 때로는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징 축소를 위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

크게 여과 방법 과 포장 방법 로 나누어 볼 수(Filtering method) (Wrapper method)

있다 여과 방법은 정보 획득양 상호 정보량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각 특징의[10]. ,

중요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징들을 삭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포장 방법은 가능한 특징 집합으로부터 실제로 특정 분.

류기를 생성하여 이 분류기의 분류 성능을 검사해봄으로써 보다 더 나은 분류 성능

을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의 부분집합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특징 축소를 위한 알고.

리즘에 특정 분류기를 생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내포하는 포장 방법이 일반적으로

분류기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여과 방법에 비해 비용은 많이 소요되나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2.5

명의 백혈병 환자에게서 유전정보를 추출한다 골수 샘플을 추출하여서60 .

기술을 사용하여 유전자 데이터를 얻어 낸다Affymetrix GeneChip ar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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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에서 탄생되었다 당시 스탠GeneChip Array 1995 .

포드대학은 자체 제작한 칩 어레이를 이용 를 약 의 유리판 위에 고DNA , DNA 1.8㎠

정시킨 다음 형광물질을 이용해 유전자 발현 정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게 만들,

었다 곧 이어 실리콘밸리 소재 도 을 개발했다. Affymetrix ’Oligo Chip’ . Affymetrix

는 컴퓨터 칩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응용 만개의 올리고염기’ ’ , 40

들을 되는 유리 기판 위에서 직접 합성해 칩을 제작했다 칩은 격자 모1.28 . DNA㎠

양으로 촘촘한 구멍이 있는 칩 위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격자에 하나,

씩 집어넣은 것으로 여기서 얻은 를 라고 하며data Micro Array Data , DNA chip

혹은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시료를 칩 위에 떨어뜨려 시료 안에gene chip . DNA ,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하거나 발현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

데이터의 총 개수는 개로 치료 이전의 데이터 개와 치료이후의 개의 데이120 60 60

터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의 종류는 개가 얻어지는데. 12,600 Affymetrix

가 사용되었다 각 유전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의 세기HGU95A Array . . Signal

를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A/P Call .

사전처리2.6

처음에 모아진 데이터의 크기는 측정이 된 개체의 수 개 유전자의 개수120 ,

개이다 개의 데이터 집단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개는 노드12,600 . 120 12,600

의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즉 모든 필드를 사용할 수 없어진다 그래서 이 숫자를. , .

줄이기 위해서 사전처리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Preprocessing) .

일단 개 이상의 값을 가진 유전형질은 개체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60 A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거를 하고 각각의 형질에서 중간 값을 설정한 후에 그,

값보다 큰 것을 낮은 것을 라고 하여 다시 데이터를 정리한다1(High) 0(Low) .

표 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2> Gene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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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Using Mutual Information

이후에 데이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하 을Mutual Information( MI)

사용해서 진행한다 는 이하 안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나타. MI Information Gain( IG)

난다 식 은 을 표현한 식이고 안에 들어있는 부. (7) Average Mutual Information log

분이 를 표현한다MI .

    

       

    

(7)

를 사용함으로서 많은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데이터의 샘플을 재구성할 때 무작MI

위로 선택하면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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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결과III.

실험 목표3.1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정제된 백혈병과 유전자데이터의 집합에

대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 실험을 전개하기로 한다 특별히 의, .

료 데이터 집합에 대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적용해보려는 이유는 이 영역 데이터

가 갖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먼저 백혈병 치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 영역의.

경우 원인 결과 관계 요인 간 연관 관계 등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의료 지식이나- ,

이론에 많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거나

단언적 추론을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확률적 학습과.

추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전 데이터들은 필연적으로 관측.

기의 오차와 관측 환자의 생리생태 및 관측 시점 등에 따라 많은 잡음과 특이값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유전자 간의 영향과 관계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잡음과 특이값에 견고한 분류 학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들 간의 분류 성능 비교●

주어진 유전자데이터 집합으로부터 등 제약조건이 다른NBN, TAN, GBN

다양한 유형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들을 생성하고 이들이 이 데이터에

서 보여주는 분류성능을 서로 비교해본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기에서 자료의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

개의 자료 숫자를 조절해가면서 결과를 살펴본다 분류기의 성능도 어떻120 .

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과의 분류 성능 비교Neural Net●

유전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다른 분류기와 비교

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을 사용하여 분Neural Net

류 성능을 비교해본다 그리고 각 분류기의 특성을 비교해본다. .

실험 방법3.2

앞서 설명한 실험목표를 위해 전처리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몇 가지 유

형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할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

기 유형은 NBN(Naive Bayesian Network), TAN(Tree-Augmented Network),

등으로 각 분류기가 내포하고 있는 가정과 제약GBN(General Bayesian Network)

이 분류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또 유전자데이터에서의 베이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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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분류기의 강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 하에서 다른 대표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분류성능을 비교해본다Neural Network .

3.3 Using WEKA

는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학습 알고리WEKA Data Mining

즘을 모아놓은 툴이다 자바로 만들어 졌고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간다 우리는. .

이번 실험에서 를 사용한다 일단 사전 처리로 모아진 데이터는 에WEKA . WEKA

적합한 파일로 변환되어야 한다 변환된 파일은 에서부터 까지의 필ARFF . X1 X100

드와 마지막 필드를 더한 개의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의 양은 개 이Class 101 120

다.

실험 상세구성3.4

실험은 를 사용하여 개의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양을 개 개Weka 101 120 , 60 ,

개로 나누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에 초기의 개의 데이터를30 120

으로 사용하여 분류기의 정확성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 실험은Validation Set .

에 모두 시행하도록 한다 의 경우 가장 한 형태로 어NBN, TAN, GBN . NBN Naive

떤 옵션도 사용하지 않는다 의 경우 을 으로 세팅하였. TAN Search Algorithm TAN

고 에서는 과 차이를 주기 위하여 을GBN NBN, TAN Search Algorithm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을 허용하였다HillClimber . Markov Blanket .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해본다120 Neural Net .

NBN

Filter : None
Classifier : NaiveBayes
Use Kernel Estimator : False
Use Supervised Discretization : False

TAN

Filter : None
Classifier : BayesNet
Estimator : SimpleEstimator -A 0.5
Search Algorithm : TAN
User ADTree : False

GBN

Filter : None
Classifier : BayesNet
Estimator : SimpleEstimator -A 0.5
Search Algorithm : HillClimber -N -P 1 -S BAYES
User ADTree : False

Neural net

Filter : None
Hidden Layer : half of attributes
Learning Rate : 0.3
Momentum : 0.2
Training Time : 100

표 네트워크 분류기 종류별< 3>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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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3.5

실험의 결과는 위의 표 와 같다 예상을 했던 대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4> . NBN

의 정확도가 가장 낮았고 이 가장 높았다 물론 의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GBN . GBN

위해서 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에서Markov Blanket . NBN

의 개수가 일 때 보다 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Training set 120 60

아마도 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중의 특이값 등에 의해서 형태가 무너지120 120

지 않았나 생각된다 뉴럴넷의 경우 성능면에서는 가장 좋은 를 보였다. 100% .

개수Training Set 개수Collect 퍼센트 평균

NBN

120 114 95%

94.4%60 117 97.5%

30 109 90.8%

TAN

120 119 99.1%

96.1%60 116 96.6%

30 111 92.5%

GBN

120 118 98.3%

96.6%60 117 97.5%

30 113 94.1%

Neural Net 120 120 100% 100%

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결과< 4> Training Set

그림 베이지안 네트워크 종류에 따른 정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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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집단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확도의 평균을 낸 것이다 예상대로 개의. 120

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개의 으로 바로 테스트Training set 120 Validation set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 및 논의IV.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각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은 유전자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모든 실험은 이 가장 적절한 성능. GBN

을 보였고 역시 개의 가장 많은 양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예상Traning set 120 .

컨대 유전자의 특성상 유전자 간에 영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NBN

의 경우 노드들 간의 영향이 거의 없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 유전자데이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노드들 간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가 좋은 결과로 연결된 것을 보면

집단 개수 개120 개60 개30

평균 97.5% 97.2% 92.5%

표 의 크기에 따른 결과< 5> Training Set

그림 베이지안 네트워크 에 따른 정확도< 6> Training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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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과의 비교에서 성능면에서는 이 뛰어났지만 앞. Neural Net Neural Net

에서 언급했듯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특성상 노드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장

점을 은 지니지 못한다 나중에 치료목적으로 유전자데이터간의 관계를Neural Net .

규명해야 하고 자료로 활용을 할 경우 은 단지 의 성능에서는 좋은Neural Net T/F

모습을 보이겠지만 분석적인 면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따라 올 수 없지 않을

까 생각이 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계라고 하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계산양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된 유전자데이터의 개수는 적게는 만개 많. 2

게는 만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 유전자들을 모두 네트워크에 넣어6 .

분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확장하여 유전자중 형질과.

자극에 반응하는 형식이 일정한 것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최대한 많은 유전자들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그 그룹을 노드로 시약을 투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네

트워크를 제작하는 방식도 현재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계를 벗을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이라 생각이 된다 또 하나 최대한 많은 군집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

다 일반 실험과는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고 혹은 군집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유전자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비,

용과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메모리의 적은 단가가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유전.

자데이터를 좀 더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이나 뛰어난 성능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좀 더 정형화 된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한 양의 군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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