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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을 정확하고 세밀히 분류하는 것은 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는 형태학적, 임상적 기반의 암 

분류 방법들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생물공학 기술인 DNA 마

이크로어레이(microarray)가 암 분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마이크로어레이는 수천 개의 유전자의 발현량을 한번에 측

정한 것으로서,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양상을 통계적

으로 발견함으로써 암 분류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표본의 개수에 비해 자질(즉 유전자)의 개수가 

훨씬 많으므로, 과적합을 피하면서 분류에 유용한 자질을 선택하

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자질 선택

(feature selection) 방법은 표본들 사이에서 큰 변이를 보이는 자

질을 계산하여 얻은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

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안

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는 높은 변이를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다

른 유전자와 함께 발현함으로써 분류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계적 순위 기반 자질 

선택 방법에서 찾지 못하는 표식 유전자(marker gene)를 찾기 위

해 시도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공간 탐색 기법의 일종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해(solution)들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며, 기존 해들의 

특징을 결합, 교란하여 새 해를 만들어낸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의 창발성이 통계적 순위 기반 방법에서 찾지 못하는 유

전자를 알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실제로 검증한다.  

주요어 : 마이크로어레이, 암 분류, 유전 알고리즘  

학  번 : 984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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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분자 생물학과 공학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DNA 마이크로어레

이(microarray)는 생체 조직 표본으로부터 수천 개의 유전자와 

EST(Expressed Sequence Tag)의 발현 양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의 분석, 유전자 발현 패턴의 다양성 연구 등

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생

물학적 하위 그룹이나 클래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Cluster 

analysis와 이미 알려져 있는 클래스로 개체를 분류하고자 하는 

Discriminant analysis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유

전자의 기능 예측, 질병 분류 및 진단, 유전자망(gene network) 

구성 등에 응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질병 분류 및 진단

에의 응용은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서, 특

히 암에 걸린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사용함으

로써 암의 종류에 따라 유전자가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통

계적으로 분석하여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를 식별하고 정확한 분류 

도구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의 입장에서 바라본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전형

적인 특징은 표본(sample)의 개수에 비해 자질(feature)의 개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되

는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대부분 자질의 개수보다 표본의 개수가 

많다는 점과 대조되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두드러진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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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 있어서 각각의 유전자는 데이터의 
속성(attribute) 혹은 자질에 해당하며 이들의 개수는 보통 수천에 
이르는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마이크로어레이 샘플은 
보통 수십 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도 사용되는 백

혈병(leukemia) 데이터는 7,072개의 유전자와 72개의 표본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분석은 수십 개의 표
본과 수천 개의 속성을 가지는 희소(sparse) 데이터의 분석이 되는

데, 희소 데이터 분석은 과적합으로 인해 학습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표본

과 유전자의  둘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는 많은 유전자 중에서 분류에 유의미한 유전자들을 선택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학이나 정보이론에서의 몇 가지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에 유용한 자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과 k-nearest neighbor (kNN)을 사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도태의 원리를 기

초로 한 최적화 방법으로서 탐색, 최적화 및 기계학습을 위한 도

구로 많이 사용되며, k-nearest neighbor 기법은 non-parametric 패턴 
인식 방법의 하나로서 많은 연산을 요구하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유전 알고리즘의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로서 kNN을 
사용함으로써, 유전 알고리즘이 탐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

을  kNN의 짧은 연산 시간으로 보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두 개로서, 첫번째는 급성백혈병 데이

터[Golub et al., 1999]이며 두 번째는 SRBCT(Small Round Blue 

Cell of Tumors) 데이터[Khan et al, 2001]이다. 첫번째로 사용되

는 백혈병 데이터는 2-클래스 데이터로서, 실험에서는 인자 설정

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선정된 유전자들의 분류 성능을 평가한

다. 특히, 다양한 k의 값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

째 실험에서 사용되는 SRBCT 데이터는 보다 복잡한 4-클래스 데

이터로서, 4개의 2진 분류 문제로 분할하여 각각에서 분류에 유용

한 유전자 집합을 선정하고 선정된 유전자 집합을 [Khan et al, 

2001]의 결과와 비교한다. 또 선정된 유전자들의 유용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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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전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마이크로어레이의 개요와 

특징을 소개하고, 응용 분야 중 특히 암 분류와 관련된 기존의 연

구 성과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유전 알고리즘과 k nearest 

neighbor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

떻게 응용되는지 보여준다. 4장에서는 두 개의 마이크로어레이 데

이터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이고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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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관련 연구 

 

2.1 마이크로어레이 개요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deoxyribo nucleotide acid)라는 물질이다. DNA는 두 개의 

사슬이 이중나선(double strand)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데, 각 사슬

은 A(adenine), T(thymine), G(guanine), C(cytosine)의 4 종류 염

기로 구성된다. A-T, G-C는 서로 쌍으로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개의 사슬이 이중나선 형태로 붙어있게 된다. 

DNA의 길이와 내용은 생물에 따라 다르며, 인간의 경우 약 30억 

bp(base pair)로 이루어져 있다. DNA로부터 전사(transcription)를 

거쳐 mRNA가 만들어지는데, mRNA에 들어 있는 단백질(protein) 

관련 정보가 번역(translation) 과정에 이용되어 최종 산물인 단백

질이 만들어 진다. 그리고 단백질은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유지 및 

조절하는 각종 역할을 한다. 결국, 유전자는 DNA 사슬의 일부분

으로서, 최종 산물인 단백질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전자가 mRNA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이라 한다. 유전자는 항상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상황 하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발현된다. 또 각 유

전자의 발현은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서 어느 유

전자의 발현으로 인해 다른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거나 억제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 30 여종의 유기 생명체의 DNA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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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밝혀 냈으며, 인간의 DNA 사슬 역시 인간 유전체 프로

젝트(Human Genome Project)를 통해 거의 해독된 상태이다. 그

러나, 아무리 많은 양의 DNA 정보를 안다고해도, 그것만으로는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유

기체를 형성하며 어떻게 노화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DNA 서열 정보를 의미있게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자 생물학 지식과 

기계 및 전자 공학 기술이 결합된 것이 DNA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이다.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DNA 칩, 유전자 칩, 바이오 칩 등이라고

도 부르며, 과거에 “한 번에 유전자 하나”만을 조사하던 것으로부

터 “동시에 모든 유전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해 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약 30,000에서 

60,000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기술로 하나의 칩 위에 5,000에

서 15,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마이크로어

레이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급속도로 활발해 지고 있는데, www.google.com에서 microarray

를 검색하면 239,000개의 웹페이지가 검색되고 있으며, Medline

에는 1,600 개 이상의 논문을 찾을 수 있다.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유리로 만든 수 ㎠ 정도의 좁은 칩 표면

에 수천 개 이상의 “probe”라고 부르는 유전자 서열을 고정시켜 

제작되며, cDNA 칩과 올리고(oligonucleotide) 칩의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c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되었는데, 두 가

지 다른  환경에서 세포들로부터 추출한 mRNA를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시킬 때 두 가지의 형광 물질을 띤 염기(dUTP)를 

집어넣어 빨간색(Cy5)이나 녹색(Cy3)을 띤 cDNA를 합성한 다음, 

합성된 두 개의 cDNA를 똑같은 양으로 섞어서 하나의 cDNA 마

이크로어레이에 결합(hybridization)시킨다. 결합 반응이 끝나면 

c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스캐너에 의하여 읽혀지고 그 결과 화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화상 데이터는 각 유전자의 형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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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컴퓨터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함

으로써 유전자의 발현(expression)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 이

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분석함으로

써 유전자의 기능과 상호 간의 연결 고리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1은 c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1> c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얻기  

 

 

또 다른 종류의 DNA 칩인 올리고 칩은 Affymetrix 사에서 개발

된 것으로, 표본과 probe의 결합 반응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cDNA 마이크로어레이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c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사용되는 probe는 자연 상태에서 얻어

지며 길이가 최소한 500bp(base pair) 이상인데 반해, 올리고 칩

에서 사용되는 probe는 길이가 15~25 mer정도로 길이가 짧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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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제작된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probe의 길이

가 긴 것이 유리하지만, 이 경우 이상 결합(cross-hybridization)

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올리고 칩의 경우 이상 결합을 줄

이며 감도를 높이도록 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유전자는 보

통 몇 kb에 이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의 15~25 개 염

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 정상적인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PM(perfect match) probe와 

더불어, 이와 염기 서열 하나가 다른 MM(mismatch) probe가 

probe pair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염기 변화에 의한 다양

성(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을 연구할 수 있다. 따

라서 한 염기에 생긴 돌연 변이(point mutation)를 찾을 수 있는데, 

많은 암이나 유전병들이 특정 유전자에 생긴 작은 돌연변이에 의

해서 유발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암 관련 유전

자를 가진 올리고 칩을 만든다면 한번의 실험으로 쉽게 돌연변이

를 찾을 수 있다. 즉, cDNA 마이크로어레이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의 연구에는 쓰일 수 있지만 환자의 질병과 연관

된 검사가 불가능한 반면, 올리고 칩은 유전적 다형성을 감지하여 

유전병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Affymetrix 뿐만 아니라 

Corniing, Motorola, Samsung 등 여러 기업에서 올리고 칩을 상

업적으로 판매 중이거나 혹은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림 2.2는 올리고 칩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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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ffymetrix 사의 GeneChipTM DNA 마이크로어레이 

 

결국, cDNA 칩은 전반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의 연구에 주로 쓰이

고 환자의 질병과 연관된 검사는 어려운 반면, 올리고 칩은 유전

적 다형성을 감지하여 유전병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Affymetrix 이외에 여러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판매 중이거나 혹은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2.2 기존 마이크로어레이 기반 암 분류 연구 

 

현대적인 암 진단은 종양의 해부학적 발생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

는 데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병리학자들은 현미경이나 유전적, 

면역적 기법을 활용하여 발생 부위에 적합한 진단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여러 종양 사이의 형태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후행

적인 진단이 될 수 있다. 형태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암이라도 어

떤 경우는 아주 빨리 발전되어서 매우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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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진행이 매우 느려서 심지어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경우도 있다.  

 

분자 생물학을 이용한 암 분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특정 암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적인 표지(genetic marker)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암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다. DNA 칩을 사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기

술은 암 분류에 응용되기에 유망한 기술로서, 동일한 종류의 암은 

그 종류마다의 고유한 발현 양상 패턴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운 종류의 종양이 발견되기도 한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암 분류 연구는 크게 클래스 발

견(class discovery)과 클래스 예측(class prediction)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방법의 차이는 표 2.1과 같다. 

 

 

클래스 발견 클래스 예측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암을 발견하는 것이 목

적 

표본을 이미 알려져 있는 클래스

로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목적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SOM(Self Organizing Map) 

k-means clustering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SVM(Support vector machine) 

Discriminant analysis 
k-Nearest Neighbor 

사전 지식이 이용되지 않는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에 기

초하여 표본을 분류 

<표 2.1> 클래스 발견 vs. 클래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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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Alon et al., 1999; 

Alizadeh et al., 2000; Bendor et al., 1999; Hartuv et al., 2000; 

Ross et al., 2000]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유전자 혹은 표본을 

묶는 것으로 초기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

용되던 방법이다. [Alizadeh et al, 2000]은 림프종 데이터의 유전

자 발현 연구에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였으며, [Ross et al., 

2000] 역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10 클래스 NCI60 cell 

line 데이터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Golub et al., 

1999]은 백혈병 데이터에 대해 SOM 분석과 더불어 weighted 

voting이라는 일종의 선형 discriminant analysis를 수행하였다. 

 

[Khan et al., 2001]은 4-클래스 SRBCT 데이터에 대해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dimension 

reduction을 수행한 후 3,750개의 선형 ANN 모델을 구축하여 그 

투표 결과를 통해 23개의 테스트 표본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Bendor et al., 

2000; Yeang et al., 2001]은 dimesion reduction 없이도 좋은 분

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2진 분류자이므로 직접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Yeang et 

al., 2001]은 SVM, k-Nearest Neighbor, Weighted Voting을 사

용해서 GCM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2진 클래스 분류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결합하여 14-클래스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SV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2진 클래스 문제에 비해 분류 성능

이 떨어지며 marker gene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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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특징 

 

화상 데이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석하여 얻은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전형적인 모습은 표 2.1과 같다.  

 

sample1 sample2 sample3 sample4 sample5 …
1 0.46 0.30 0.80 1.51 0.90 ...
2 -0.10 0.49 0.24 0.06 0.46 ...
3 0.15 0.74 0.04 0.10 0.20 ...
4 -0.45 -1.03 -0.79 -0.56 -0.32 ...
5 -0.06 1.06 1.35 1.09 -1.09 ...

 

<표 2.2> 행렬로 나타낸 유전자 발현 데이터 

 

마이크로어레이 표본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는 n개의 종양 표본과 

p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n * p 행렬인 X=(xij)로 표시할 수 있다.(xij

는 표본 i에서 유전자 j의 발현 정도). 표본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

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표본 데이터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xi=(xi1,…xip)과 클래스 레이블 yi 로 이루어진다. 종양 클래스가 K

개 일 때, 클래스 레이블 yi 는 1부터 K 사이의 정수로 정의된다. 

이 때 xij는 일반적으로 raw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분석과 정규

화, 필터링 등의 사전 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데이터이다. 이 

때, 표본의 개수인 n은 보통 100 미만인데 비해, 유전자의 개수인 

p는 수천 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표본의 수에 비해 훨씬 많은 유전자 중에서 클래스 구

별에 관련되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암 분류자의 성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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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Golub et 

al., 1999]은 백혈병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분류하면서, marker 

gene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기준을 가정했다. 첫째로, 유전자가 분

류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래스에서의 발현 정도가 다른 클

래스에서의 발현 정도와 크게 달라야 하며, 두 번째로 같은 클래

스 내에서는 발현 정도의 변화가 적고 값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

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유전자의 발현 정도 예시 

 

 

그림 2.3은 어느 유전자가 class 1 표본과 class 2 표본에서 갖는 

발현되는 정도를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낸 것이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 유전자는 class 1에서와 class 2에서 평균적으로 발현 정

도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class 1과 class 2를 구별하는데 유용

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class 1과 class 2에서 

평균적인 발현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class 1과 class 

2 각각에 속하는 표본들에서 발현 정도가 들쭉날쭉하며 꾸준하지 

않다. 따라서 역시 class1과 class2를 구별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반면에, 가운데 그림에서는 class 1과 class 2에서 평균적인 발현 

정도가 차이가 나면서 동시에 각 class 내에서 발현 정도가 고르

게 유지되고 있다. 결국, 가운데 경우와 같은 발현 정도를 보이는 

유전자가 class 1과 class 2를 구별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각 class 에서의 평균값의 차이는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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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표준 편차의 합은 작을수록 유리하는 뜻이다. [Golub et 

al, 1999]은 이를 [1]로 나타내고 signal-to-noise 라고 명명했다. 

 

 

Signal-to-noise = (µ1 - µ2) / (σ1 + σ2)       [1] 

 

[µi = class i에서 해당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평균, 

σi = class i에서 해당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표준 편차] 

 

 

하지만 이와 같이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암 발생의 원인을 단일 유전자 단위로만 고려한다는 점

이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유전자의 발현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

해서, 단독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유전자라 할 지라도 다

른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발현됨으로써 암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둘 이상의 유전자가 한 단위

로 작용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두 개의 유전자가 한 단위로 작용하는 경우 

 

그림 2.4에서 원과 삼각형은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가리킨다. Gene  

1과 Gene 2는 단독으로는 원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와 삼각형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Gene 1과 Ge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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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단위로 간주하면 구별할 수 있다. 

 

또,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 현재까

지 알려져 있는 암 분류 체계는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생물학적

으로 알려지지 않은 암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암 세포의 발전 

단계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림 2.5를 보자. 

 

 

 

 
 

<그림 2.5>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는 경우 

 

그림 2.5에서 원 클래스는 두 개의 하위 클래스를 갖고 있다. 이 

때 개별 유전자 단위로 중요도를 계산하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

여 유전자를 선택하면, 하위 클래스에 따라서 중요도가 크게 차이

가 나서 상위 클래스 전체적으로는 중요도가 높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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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암 분류를 위한 유전자 집합 선정 방법  

 

 

3.1 Genetic Algorithm (GA)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은 자연세계의 진화 과정

을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복잡한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산 모델인 진화 알고리즘 (evolutionary 

algorithms)의 한 분야이다. 진화 알고리즘은 염색체를 표현하는 

방법과 사용되는 유전 연산자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로 구분되는데, 유전 알고리즘과 진화 전략(evolution 

strategy, ES)에서는 고정된 길이의 이진 스트링이나 실수의 값으

로 구성된 벡터를 염색체로 사용하는 반면, 진화 프로그래밍

(evolutionary programming, EP) 과 유전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GP)에서는 그래프와 트리로 염색체를 표현한다. 그

리고, EP와 ES는 돌연변이(mutation), GA 와 GP는 교차

(crossover) 연산자를 주로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EP, ES, GA 는 

1960 연대와 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GP 는 90 연대에 들어와 연

구되기 시작하였다. 

 

GA는 1975년에 John Holland가 저서 "Adaptation on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에서 처음 소개하여 이론적 기반을 다졌으

며 자연도태의 원리를 기초로 한 최적화 방법으로서 탐색, 최적화 

및 기계학습을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진화 알고리

즘에서 이용되는 진화와 유전의 원리는 무엇인지 간단히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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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에는 핵이 있으며 그 핵에는 염색체

(chromosome)가 들어있다. 염색체는 주로 DNA로 구성되는데,  

이 DNA는 4종류의 염기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이 이루는 구성 방

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DNA는 2중 나선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다. 

유전자(gene)란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DNA로서, 특정의 유전자는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 결국 유전정보는 염색체 상에서

의 위치(유전자 위치)와 염기의 배열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유전자에 의해 생물로서의 정보가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보다 우수한 즉, 환경에 적응도가 높은 개체의 유전 정보가 

우선적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적응도가 낮은 개체는 자연 도태되

어 간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세대를 거듭해 가면 차례로 환

경에 적응도가 높은 개체가 많아진다. 이것이 유전과 진화의 기본

적인 원리이다. 

 

GA에서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정해진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현하는데 이를 염색체, 혹은 개체(indivisual)라고 부

른다. 그리고 정해진 수의 염색체 집단을 운영하는데 이 집단을 

개체군(population)이라 한다. 염색체 상의 각 인자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생물학에서는 많은 수의 염기가 모여 유전자를 형성하지

만, GA에서는 유전자가 최소 단위가 된다. GA에서 사용되는 기본

적인 연산자는 선택(selection), 교차(crossover), 변이(mutation)

의 3가지이다. 선택은 교차를 할 해를 해집단에서 선택하는 연산

자로서 이 때 선택된 해를 부모해(parent)라고 한다. 교차는 두 개

의 부모해로부터 자식해(offspring)를 만들어내는 연산자로서, 부

모해에 있는 우수한 속성을 자식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이다. 반면에 변이는 해를 임의로 변형시키는 연산자로서 부모해

에 없는 속성을 도입하여 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문병로, 유전 알고리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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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Nearest Neighbor 

 

k-Nearest Neighbor 분류자는 표본의 분포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non-parametric 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모든 표본이 n-차원 

공간 Rn 상의 점들로 대응된다고 가정한다. 표본 x의 자질 벡터를 

<a1(x), a2(x),…, an(x)>로 표현하면, 두 표본 xi와 xj 사이의 거리 

d(xi ,xj)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일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xi ,xj) = ∑
=

n

r 1

2
jrir ))(xa -)(x(a     [2] 

 

이산값(discreted-value)을 갖는 목적 함수(target function)를 f : 

Rn  V, V={v1, v2, …, vn}라고 할 때, 분류되어야 할 질의 인스턴

스 qx 의 클래스 )( qxf
∧

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k

iVv
q xifvxf

1
))(,(maxarg)( δ    [3] 

( a = b이면 1),( =baδ , 그렇지 않으면 0),( =baδ ) 

 

즉, n-차원 공간에서 자신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k개의 다른 표

본들의 클래스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이다. 

 

 



 - 21 - 

3.3 GA/kNN 알고리즘 

GA/kNN 유전자 선정방법은 GA와 k-Nearest Neighbor를 이용한 

유전자 선정 방법으로서 [Li et al., 2001]이 제안하였으며 본 논문

에서는 이를 다소 단순화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GA/kNN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자를 구축하는 방법은 그림 3.1과 같다 

. 

 

 

 

 

 

 

 

 

 

 

 

 

 

 

 

 

그림 3.1. 근사 해 집합을 얻는 과정 

 

 

 

 

 

(1) Initialize 50 chromosomes consisting of d genes 

(2)  For each chromosome, assign its fitness 

( fitness = the number of samples correctly classified b  

(3) select a chromosome randomly 

(4) mutate one gene in the chromosome randomly 

(5) Is criterion met? 

(5-2) replecement 

(5-1) Save the chromosome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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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염색체 50개를 임의로 생성한다(d

개의 유전자 각각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유전자 인덱스이다). 

(2)  각 염색체의 적합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훈련 데이터에 속하는 모든 표본 쌍에 대하여, d 차원 

상에서 두 표본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다. 

(b)  각 표본에 대하여 a)에서 계산한 거리에 따라 k개의 가

장 가까운 이웃 표본들을 얻는다. 그리고, 이웃 표본들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클래스와, 표본의 실제 

클래스가 일치하는 표본의 수가 해당 염색체의 적합도가 

된다. 

(3)  위와 같이 모든 염색체에 대해 적합도를 계산한 다음, 염색

체들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4)  선택된 염색체 내의 유전자 1개를 염색체 내에 들어 있지 

않은 유전자로 변이시킨다(교차 연산자는 사용되지 않는다).  

(5)  변이된 염색체에 대하여 kNN 적합도를 계산한다. 

(5-1) 그 값이 임계값 이상이면 분석 대상 염색체로서 저장

하고 (1)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5-2)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염색체들 가운데 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과 교체하고, 염색체를 임의로 하나 선택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임계값 이상인 염색체를 얻을 때까

지 반복한다.  

 

결국 GA/kNN은 kNN을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로 사용하

는 GA라고 볼 수 있다. (1)-(5)의 과정을 반복해서 근사해(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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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solutions)들을 충분한 개수만큼 얻은 뒤, 각 유전자 인덱

스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계산하여 그 값이 높을수록 그 유전자를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로 간주한다.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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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류 

 

 

4.1 실험 1 – 급성백혈병 데이터  

 

4.1.1 데이터 및 실험 방법 

 

첫 번째로 사용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급성백혈병(acute 

leukemia) 데이터이다[Golub et al.,1999]. 이 데이터는 72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5개는 AML(acute myeloid 

leukemia), 나머지 47개는 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로 

나누어진다. 전체 표본 중 골수(bone marrow)에서 추출된 38개의 

표본(AML 11개, ALL 27개)은 모델 학습 및 유전자 선정을 위한 

training set으로 사용되며, 골수와 말초혈액(peripheral blood)에

서 추출된 나머지 34개의 표본(AML 14개, ALL 20개)은 학습된 

모델 및 선정된 유전자의 성능 평가를 위한 test set으로 사용된다. 

각 표본은 올리고칩으로 측정된 7,129개 유전자의 발현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Li et al., 2002]과 같은 방법으로 필터링을 수행하

여 전체 유전자 중 72개 샘플의 80% 이상에서 발현도

(expression level)가 50 미만인 유전자를 제거하여 유전자의 개

수를 5,455개로 줄인 다음, 발현도를 밑이 10인 로그값으로 변환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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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험 결과 

하나의 개체군은 50개의 염색체로 구성하였다. k-nearest 

neighbor에서 k의 값을  3, 5, 7로,  d의 값은 10, 40, 70, 100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하였으며, 각 경우에서 6,000 개의 근사 해

(near-optimal) 염색체 집합을 얻었다. k = 3, 5, 7인 경우의 유전

자 선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5,455개의 유전자 각각이 선정된 

빈도수를 계산한 결과가 그림 4.1이다(d = 40인 경우).  

 

<그림 4.1>  k값의 변화에 따른 각 유전자의 선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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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을 보면 k = 7인 경우에 선정된 유전자들은 k = 3, 5인 경

우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산포도를 그려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4.2> 

k값에 따른 각 유전자의 선정 빈도수의 비교 산포도. 맨 위의 

그래프는 k=3 vs. k=5의 비교이며 가운데는 k=3 vs. k=7, 맨 

아래는 k=5 vs. k=7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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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를 보면, k = 3 vs. k =5인 경우는 y = x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선정된 유전자 집합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k 

= 3 vs. k =5와 k = 5 vs. k = 7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그래프 형태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NN에서 k = 7인 경우 k = 3이

나 k = 5인 경우와는 다른 유전자들이 많이 선정되었다는 의미이

다. 

 

선정된 유전자의 집합이 달라짐에 따른 분류 성능을 알아보기 위

해서, 학습에 이용되지 않은 34개의 테스트 집합 표본에 대한 분

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각 인자의 설정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분류는 각 경우에 선정된 50개의 우수 

유전자를 이용해서 행해졌다. 

 

 

k 

3 5 7 

 

Con Maj Con Maj Con Maj 

10 29 30 27 33 29 32 

40 32 33 31 33 30 33 

70 31 33 30 33 29 33 

 

d 

100 31 33 30 33 28 33 

 

<표 4.1> 

k와 d값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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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을 보면, majority rule을 사용하는 경우 d = 10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33/34의 성능을 보인다. 이것은 [Li et al.2002]을 

비롯하여 이 실험과 동일한 백혈병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에서 

보이는 최대 성능과 동일하다. d = 10에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은, 정확한 분류를 위해 필요한 유전자의 개수가 적어도 

10개가 넘는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consensus rule을 사용하

는 경우는 k = 3일 때 가장 좋고, k = 7일 때 가장 나쁜 것을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표본의 개수가 34개로서 그다

지 많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앞에

서 본 k 값에 따른 유전자 선정 결과에서 k =7일 때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부터 k =7에서 선정 결과의 품질이 좋지 않았

을 수도 있다. 향후 보다 크기가 큰 데이터 집합으로 실험을 수행

한다면, 둘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다. consensus rule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은 k = 3, d = 

40의 32/34인데, 이는 [Li et al., 2002]에서 선정한 유전자 집합

을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consensus rule에 따라 계산할 경우의 성

능 31/34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Li et al., 2002]에서

는 consensus rule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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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2 – SRBCT 데이터  

 

4.2.1 데이터 및 실험 방법 

 

SRBCT(Small Round Blue Cell Tumors)는 아이들에게 흔한 악성 

종양으로서 약 80%가 20대 이하에서 발병한다. 

NB(neuroblasoma), RMS(rhabdomyosarcoma), BL(Burkitt’s 
lymphoma), EWS(Ewing’s family of tumors)의 4 종류가 있는데, 

현미경을 사용해서는 정확히 분류할 수가 없다. 

 

최근에 [Khan et al.]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해서 SRBCT 표본의 

c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실험 2에서는 [Khan 

et al.]이 사용한 것과 같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 대하여 실험 

1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 집합을 선정

하고 비교해 본다. 

 

데이터 집합은 http://www.nhgri.nih.gov/DIR/Microarray/Supplement 에
서 다운로드했다. 이 데이터는 2308개의 유전자와 88개의 표본으

로 이루어지는데, 표본들은 다시 63개의 training set(23 EWS, 8 

BL, 12 NB, 21 RMS)과 25개의 test set(6 EWS, 3 BL, 6 NB, 5 

RMS, 5 non-SRBCT)으로 나누어진다.  

 

SRBCT 데이터는 실험 1에서 사용된 급성 백혈병 데이터와 달리 

다중 클래스(multi-class) 데이터이므로, EWS, BL, NB, RMS 각각

의 클래스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GA/kNN 알고리즘을 4

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 적용하여, 훈련 데이터로부터 각 클래스

의 marker gene을 선택하고 이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

함으로써 선택된 유전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EWS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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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의 marker gene을 얻으려면, EWS vs. non-EWS로 표본을 구

분한 다음 GA/kNN으로 충분한 근사 해 염색체 집합을 얻고, 이 

해들로부터 유전자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EWS를 위한 marker 

gene을 얻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험을 각 클래스에 대해 반복

해서 수행하였다. 

 

각 클래스를 위한 GA/kNN 실험에서, 염색체의 개수는 50개, 각 

염색체에 포함되는 유전자의 개수는 40개로 하였으며, k nearest 

neighbor의 k는 5로 고정하였다. 이 값들은 모두 실험 1에서 좋

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실험 2에서 채용되었다. 그리고 염색체를 

분석 대상으로 저장하기 위한 임계값은 62이다. 즉, 전체 63개의 

훈련 데이터 중 62개 이상 정확히 분류한 염색체는 분석 대상으로

서 저장되었으며, 각각 10,000개의 염색체를 근사 해로서 얻었다. 

 

 

4.2.2 실험 결과 
 

각 실험에서 얻은 근사해로부터 빈도수 상위 유전자를 얻은 다음, 

이 상위 유전자들을 이용하여 25개의 테스트 표본을 정확히 분류

한 수는 표 4.2와 같다. 

 

 분류에 사용된 상위 유전자 수 

 5 10 20 40 

EWS 23 23 23 25 

NB 25 25 25 25 

BL 25 25 24 25 

RMS 23 25 24 23 

 

표 4.2. SRBCT 테스트 표본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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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 테스트 표본을 100% 정확히 분류하는데 필요한 빈도

수 상위 유전자의 수는 EWS, NB, BL, RMS에서 각각 40, 5, 5, 10 

개이다. 이 유전자들 중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47개의 

유전자들을 사용해서 계층적 클러스터링으로 88개의 표본 전체를 

묶은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3>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계층적 클러스터링 dendogram. 클래스가 표

기되지 않은 표본은 non-SRBCT 표본. 
 

 

그림 4를 보면 88개의 표본이 모두 클래스 별로 정확히 인접하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선정된 47개의 유전자 집

합 중에 [Khan et al.]이 선정한 96개의 중요 유전자와 공통되는 

21개의 유전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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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이름 클래스 

897788 PTPRF BL 

770394 FCGRT EWS/RMS 

814260 FVT1 EWS.RMS 

377461 CAV1 EWS/RMS 

866702 PTPN13 EWS 

357031 TNFAIP6 EWS 

43733 GYG2 EWS 

52076 NOE1 EWS 

1473131 TLE2 EWS 

296448 IGF2 EWS 

784224 FGFR4 EWS/RMS 

244618 EST EWS 

295985 EST EWS 

745343 REG1A EWS 

841620 DPYSL2 EWS/RMS 

207274 IGF2 EWS/RMS 

461425 MYL4 EWS 

298062 TNNT2 EWS 

1409509 TNNT1 EWS 

812105 AF1Q NB 

629896 MAP1B NB 

365826 GAS1 NB 

44563 GAP43 NB 

1435862 MIC2 RMS 
 

<표 4.3> GA/kNN과 [Khan et al.]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유전자 

집합 

 

 

 

 

 



 - 33 -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최근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한 유

전자 발현 데이터 기반의 암 분류에 적용되고 있다. 이 때,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를 미리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

다. 유전자 전부를 사용해서 더 나은 분류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

으나[Yeang et al., 2001], 모든 유전자가 특정 클래스의 분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각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 유용한 유전자 집합을 알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생물학적 의

미가 있을 뿐 아니라, 분류 성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 유전자 발현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의 어려움은 암 데이터에 숨겨진 하위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험 1에서 사용된 백혈병 데이터의 경우 ALL 

클래스는 실제로는 다시 T-Cell ALL과 B-Cell ALL의 하위 클래

스로 나누어진다. 어떤 유전자가 하위 클래스에 따라서 발현 정도

가 크게 다르다면, 발현 정도에 기반한 유전자 선택 방법으로는 

이 유전자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GA/kNN은 개별적인 유전자 발현 정도에 의

존하지 않으며, 유전자 집합이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고려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 1의 경우는 kNN에서 k값의 변화

가 분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K가 3이나 5일 때에 

비해서 7인 경우는 선택되는 유전자 집합이 크게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훈련 표본의 개수가 38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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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마이크로어레이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표본의 개수는 

전형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하므로  k값이 크면 noise가 들어가기 

쉬워진다. 표 2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majority rule을 사용하는 경

우 d = 10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33/34의 성능을 보이는데, 이

것은 동일한 백혈병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에서 보이는 최대 성

능과 동일하다. d = 10에서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확한 

분류를 위해 필요한 유전자의 개수가 적어도 10개가 넘는다는 것

을 강하게 시사한다. 테스트 데이터 분류에 있어서 consensus 

rule 적용 시 k가 7일 때 분류 성능이 나쁜 것은 상위 유전자 집

합을 얻을 때 들어 간 noise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k의 

값은 3이나 5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2에서 다룬 SRBCT 데이터는 다중 클래스 데이터였다. 

[Khan et al.]은 다중 클래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인공 신경망

을 이용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각 클래스 단위로 GA/kNN을 수

행해서 분류에 유용한 유전자 집합을 선택하고 빈도수 상위 유전

자들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각각의 4개의 상위 유전자 집합은 해

당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들과 구별하기에 유용한 유전자들이다. 

테스트 데이터를 4개의 유전자 집합 각각에 적용시킴으로써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한 결과가 표3이다.  MIC2 유전자는 EWS 

진단에 이용되고 있지만 RMS에서도 발현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

존할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인데, [Khan et al.]에서 

EWS로 분류된 것에 반해 본 실험에서는 RMS 관련 유전자로 선

택되었다. 표 3에서 EWS와 RMS 둘 다와 관련있는 유전자가 6개 

보이는데, [Khan et al.]에서는 이 중에서 FGFR4는 RMS 관련 유

전자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5개는 EWS에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었

다. 또, 공통 유전자가 아닌 것들 중에서도 본 실험에서는 EWS로 

선정된 것이 [Khan et al.]에서는 RMS로 선정된 것들이 다수 있

다. 이로 미루어 EWS와 RMS 클래스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A/kNN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마이크로어레이 

암 데이터에 대해서 유전자 선택을 수행하였다. 특히 두 번째 실

험에서 선택된 47개의 유전자 집합은 88개의 표본 전체를 4개의 

클래스로 정확히 클러스터링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도 정확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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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는 [Khan et al.]에서 96개를 사용한 것보다 더 적

은 개수이다. 각 클래스의 marger gene의 개수가 몇 개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반적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은 수의 유전

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 정확한 암 분류가 가능하다고 일

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더 의미있을 가능성이 높

은 것은 사실이며, 생화학적 방법으로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GA/kNN을 사용한 유전자 선

택 방법은 효용성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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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NA Microarray, a recent bio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rrect classification of cancer types. One 

difficulty in microarray data analysis is data sparseness, i.e., 

that the number of samples is small while the number of 

features (i.e., genes) is large. 

 

Existing methods for feature selection usually compute each 

gene’s variation in expression level across samples, but the 

problem in these methods is that they do not consider the 

interaction between genes, and that there can be such genes 

relevant for discrimination jointly with other genes.  

 

In this paper, we use genetic algorithm (GA) and k-nearest 

neighbor (kNN) to obtain near-optimal solutions for leukemia 

and SRBCT microarray data, and then marker genes are 

deduced by each gene’s appearance frequency in the near-
optimal solutions. The results of applying kNN in this marker 

genes’ dimension show high classification performance. GA-

based marker gene selection methods could contribute to the 

correct classification of cancer types, and could be used as a 

preprocesser to cluster analysis as well as stand-alo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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