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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atent variable의 도입을 통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시한다. 클

러스터링(clustering) 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응용분

야가 다양한 만큼 거리-기반 방법, 모델-기반 방법 등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데이

터를 분류하는 것 뿐 아니라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일 때는 모델-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이 적당하다. 일반적인 모델-기반 클러스터이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에

Gaussian등의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제약조건을 두지 않고 latent

variable의 도입을 통해 확률적으로 클러스터링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클러스터링의 목표를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프로

토타입을 찾아내고, 각 데이터를 가장 유사한 프로토타입에 대응하는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목표를 목적함수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인 접근방법을 선택

하여 모델을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이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인

Aspect model과 일맥상통함을 보인다. 또한 모델을 EM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실세계의 데이터에 대해 본 논문의 모델이 적당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규모의 문서 데

이터와 DNA chip 데이터에 본 논문의 모델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Gaussian mixture 모델

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그 성능을 비교하도록 한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클러스터링 뿐 아니라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

을 찾아내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알 수 있었다. 첫째로, 대규모의 문서 집합에

서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의 주제어를 추출하는 데 본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DNA chip데이터의 클러스터

링에도 본 논문의 클러스터링 모델을 적용하여 DNA chip 데이터에서 유전자별 발현 패턴

을 분석하여 환자를 분류하거나 특정 성질을 가지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본 논문의 모델

을 적용하도록 한다.

주제어: 클러스터링 (clustering), 프로토타입 (prototype), 모델 기반 클러스터링, Gaussian

Mixture model, Latent variable, Likelihood,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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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클러스터링(clustering) 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

으로, 데이터 압축(data compression),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패턴 인식

(pattern recognition), 데이터 마이닝 등 여러 중요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매우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

법이 있는데 이는 클러스터링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모델 기반 방법

(model-based methods) [Fraley, 1998]과 거리-기반 방법(distance-based methods) [Jain,

1988]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으로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할 수 있고, 전자는 분류된 데이터

및 각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한 것으로 cluster analysis [Fraley, 1998]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링의 방법에 따라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methods)과 주어진 데이

터들을 임시적으로 어떤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재할당 방법(relocation

methods)으로 나뉠 수 있다. 계층적인 방법은 병합 정책 방법(agglomerative strategy)

과 분할 정책 방법(divisive strategy)으로 나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정해진

기준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합치거나(merge) 나눈다(divide). 계층적인 방법

중 거리-기반 방법에는 최근점 학습방법(nearest neighbor), 완전링크방법(complete link)

등이 있다 [Kaufman, 1990]. 계층적인 방법 중 모델 기반 방법에는 주로 likelihood를

최대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andfield, 1993], [Murtagh, 1985]. 재할당 방법은 반복적

인 학습방법을 사용하는데, 학습의 각 단계(iteration)마다 데이터를 주어진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각 데이터를 적절한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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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재할당 방법 중 거리 기반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k-means알고리즘

[MacQueen, 1967], [Hartigan, 1978]과 SOM (Self-Organizing Maps) [Kohonen, 1990],

[Kohonen, 1993]이 있다. 재할당 방법 중 모델 기반 방법은 일반적으로 mixture model

을 사용하고, 모델 학습에는 EM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Dempster, 1977].

실세계의 많은 문제는 다량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가장 적절하게 분류

할 뿐 아니라 각 클러스터를 표현하는 특징을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고, 이

는 모델 기반의 cluster analysis로 가능하다..

Cluster analysis에는 일반적으로 확률모델(probabilistic models)이 사용되는데, 이

접근방법은 데이터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들의 조합

(mixture)으로부터 생성(generate)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

한 확률분포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의된 likelihood를 최대화하기 위한 EM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클러스터를 표현하는 특징을 프로토타입(prototypes)으로 정의할

때,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정해진 개수의 프로토타입을 학습하는 동시에 각

데이터를 자신과 가장 유사한 프로토타입으로 표현되는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latent variable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이것을 EM 알고리즘으로 학

습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1.2. 관련연구

1.2.1. Cluster Analysis

Cluster analysis는 데이터를 적절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 및 각 클러

스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데이터를 제외한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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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 및 다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클러스터의 개수는 미리 짐작

할 수 있는 경도 있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luster analysis, 즉 모델 기반 클러

스터링 방법에도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methods)과 재할당 방법(relocation methods)

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확률적인 모델을 사용한다. 즉, 적절한 likelihood

를 정의하고 이것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2. Mixture Model을 통한 클러스터링

모델 기반 클러스터링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density)들의 조합(mixture)

으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각 확률분포가 나타내는 변수들이 각각의 그룹 혹은

클러스터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ix (i=1,…,N,  M
i R∈x )에 대

해 )|( kikp θx  (k=1, … ,K)를 파라미터 kθ 로 표현되는 k번째 클러스터로부터 데이터 ix

가 생성될 확률 밀도함수로 정의하면, 클러스터링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방향

으로 기술할 수 있다 [Fraley, 1998]

첫 번째는 classification likelihood 접근방법으로,

∏
=

=
N

i
iKKCL ii

pL
1

11 )|()|,...,;,...,( γγ θγγθθ xx (1)

를 최대화한다. 여기서, ix 가 k번째 확률밀도함수로부터 생성된다면 ki =γ 이다. 이것

은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의 확률밀도함수로부터만 생성된다는 가정 하의 모델이다.

두 번째는 mixture likelihood 접근방법으로,

∏∑
= =

=
N

i

K

k
kikkKKML pL

1 1
11 )|()|,...,;,...,( θτττθθ x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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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화한다. 이는 mixture model로서, 데이터가 여러 확률밀도함수의 mixture로부

터 생성된다는 가정 하의 모델이다. 그러나 )1,0(
1

=≥ ∑
=

K

k
kkk τττ 는 데이터와 독립적인

변수로 K개의 밀도함수 중 k번째 밀도함수가 선택될 확률이다. 데이터가 어떤 확률밀

도함수로부터 생성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고려하는 likelihood는 다음 장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Murtagh, 1984], [Banfield, 1993]은 classification likelihood를 기반으로 한 병합 계

층적 클러스터링(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을 제시하고 있다. 즉,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병합해 나가는 클러스터링 방법이

다. [Fraley, 1998], [Banfield, 1993]등은 mixture likelihood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클러스

터링을 제시하고 있다.

1.2.3. EM 알고리즘을 통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학습

재할당 클러스터링 모델은 EM알고리즘으로 학습할 수 있다 [McLachlan, 1988]. EM

알고리즘 [Dempster, 1977], [McLachlan, 1997]은 각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려져 있지 않은 불완전 데이터(incomplete data)에 대해 주어진 likelihood를 최대화하

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각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모두 알려져 있는 완

전 데이터(complete data)의 경우 즉,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 1 iKii cc=c 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

=
otherwise    0

 if     1 ki
ik

z
c

x
(3)

likelihoo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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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

i

K

k

c
kikkiKiKK

ikpccL
1 1

111 ))|(()|,...,;,...,;,...,( θτττθθ xx (4)

(4)는 (1)과 (2)가 결합된 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데이터가 여러 개의 확률밀도함

수의 mixture로부터 생성되되, 어떤 확률밀도함수로부터 생성되었는지가 ikc 이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 log-likelihood는 다음과 같다.

( )[ ]∑∑
= =

=
N

i

K

k
kikkikiKiKKLOG pcccL

1 1
111 )|((log)|,...,;,...,;,...,( θτττθθ xx (5)

물론 주어지는 데이터는 불완전 데이터이므로 ikc 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식

을 바로 최대화할 수 없고, 대신 위 식의 ikc 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화한다 [Dempster,

1977]. [Dempster, 1977]을 보면 위 식의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kθ 를 갱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위 식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데

이터 ix 와 모델 파라미터 kθ 가 주어졌을 때 ikc 의 평균값인 [ ]Kiikik xcEc θθ ,...,,|ˆ 1=

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  ix 는 K개의 확률밀도함수 중 ikĉ 가

최대가 되는 (이 때 ikĉ 의 값을 *
ikc 라고 하자) 함수로부터 생성되었다고 정한다. 즉 k

번째 클러스터로 할당하여 그러한 k에 대해 1=ikc , 나머지 k에 대해 0=ikc 으로 한

다.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ix 에 대해 *max1 ikk c− 는 ix 가 현재 할당

된 클러스터에 대해 이 할당의 불확실도(measure of uncertainty) 이기 때문이다

[Bensmail, 1997]. 또한 ikĉ 가 계산되면 위의 likelihood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인 kθ 와 kτ 를 갱신한다. 이러한 모델 학습 알고리즘을 EM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고 한다. EM알고리즘에서 E-step은 ikĉ 를 계산하는 과정, 즉, 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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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적절한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과정이고, M-step은 모델을 갱신하는 과정이다.

[표 1]에 알고리즘을 정리하였다.

Initialize ikĉ  by randomly initialize randomly ikc to 1 or 0

Repeat

M-step: maximize (5) given ikĉ

  
N

c
N

i
ik

k

∑
=← 1

ˆ
τ̂

  update kθ  to kθ̂ … … … … … … … … … .. ( * )

E-step: compute ikĉ  given the parameter estimates from the M-step

  

∑
=

← K

k
kikk

kikk
ik

p

p
c

1'
''' )ˆ|(ˆ

)ˆ|(ˆ
ˆ

θτ

θτ

x

x

Until convergence criteria are satisfied or iteration goes to maximum number

[표 1] Mixture Model에 의한 클러스터링 모델 학습을 위한 EM알고리즘

1.2.4. Gaussian Mixture Model을 통한 클러스터링 및 EM알고리즘

Mixture model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모델 파라미터는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률밀도함수 )|( kikp θx 를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Gaussian distribution)로 가정하여 (5)의 )|( kikp θx 을 (6)과 같이 기술하고 (5)

을 최대화한다 [Murtagh, 1984], [Banfield, 1993], [Celux, 1995], [Dasgupta, 1998],

[Mukerjee, 1998]. kµ 와 kΣ 은 각각 모델의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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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k

M

kik
T

ki

kkikkik pp
Σ







 −Σ−−

=Σ=

−

2

1

)2(

2
1

exp
),|()|(

π

µµ
µθ

xx
xx (6)

(6)의 의미는, 어떤 확률밀도함수 (6)으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될 때, 데이터는 해당

클러스터의 평균과 분산에 따라 정규분포로 생성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표 1]의 ( * )

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empster, 1977].

∑

∑

=

=← N

i
ik

N

i
iik

k

c

c

1

1

ˆ

ˆ
ˆ

x
µ (7)

kΣ̂  : depends on the model 1) (8)

이 때 각 Gaussian component의 공분산 행렬이 I2
kk σ=Σ  (I는 ‘M by M’ 행렬, M

은 데이터의 속성의 개수, 즉 component의 개수이다) 라고 하면 확률밀도함수 (6)은

(9)와 같이 쓸 수 있고 (7), (8)는 (10), (11)과 같이 쓸 수 있다.

22

2

2

)2(

2
exp

),|( M

j

j

ki

kkikp
πσ

σ
µ

σµ










 −−

=

x

x (9)

                                                       
1) 자세한 것을 위해서는 [Celeux, 199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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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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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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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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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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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µ (10)

∑

∑

=

=

⋅

−
← N

i
ik

N

i
kiik

k

cM

c

1

1

ˆ

ˆˆ
ˆ

µ
σ

x
(11)

1.3. 연구내용

Mixture model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에 대한 특정 분포를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앞 절과 같은 Gaussian 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가령 M=2인

완전 데이터에 대해 K=2이고, kθ 를 표현하는 평균벡터 kµ 와 공분산벡터 kΣ 가 다음

과 같고,

1µ =(-1, -1), 1Σ =(0.52, 0.52)

2µ =(1,1), 2Σ =(0.52, 0.52)

N=1000에 대해 1z , 2z 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500개라면, 데이터는 [그

림 1]과 같이 분포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Gaussian분포 등의 특정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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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consin Breast Cancer Data  의 특성: (a)는 699명의 데이터 중 100명의 양성암환자(o)와

50명의 악성암환자( . )를 두 가지 속성에 대해 보인 것이다. (b-1)는 악성암 환자의 첫번째 속

성에 대한 분포로 평균은 0.72이다. (b-2)는 양성암 환자의 첫번째 속성에 대한 분포로 평균은

0.29이다.

[그림 1] 두개의 클러스터로부터 Gaussian분포로 생성된 데이터와 밀도함수

[그림 2] Gaussian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의 예 (위스콘신 암 데이터 2))

                                                       
2) Wisconsin Breast Cancer데이터는 http://www.ics.uci.edu/~mlearn/MLRepository.html에 공개되어있

는 데이터 중 하나로, 699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9가지 검사결과를 수치화 해 놓은 것이다. 458명의

양성암 환자와 241명의 악성암 환자 데이터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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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데이터의 인덱스이고 v는 속성의 인덱스이다. z는 latent variable로 z가 주어진 상태에서

두 변수 x와 v는 독립이다. 가는 화살표는 생성 확률을 나타내고 굵은 화살표는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Mixture model에서 데이터에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이유는, 평균벡터 kµ 와 공분

산벡터 kΣ 로 표현되는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 kθ 과 데이터간의 의존관계를 두고

([그림 3]과 같이), kθ 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3] Mixture model에서 모델과 데이터간의 의존관계

[그림 4] Latent variable을 통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의 의존관계

본 논문에서는 latent variable model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likelihood를 정의하여 클러스터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즉, 데이터가 클

러스터의 프로토타입 kθ 을 중심으로 특정 분포를 가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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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개수 만큼의 latent variable kz 를 두고, latent variable과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각 component의 의존관계를 [그림 4]와 같이 설정하여, 데이터 분포의 제약을 두지 않

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latent variable model을 통한 확률적 클러스

터링 모델과 EM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설명했다. 실험 및 결과를 4장에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했다.

2. Latent Variable Model을 이용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

2.1. Latent variable model을 이용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

본 논문에서는 latent variable model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likelihood를 정의하여 클러스터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즉, K개의 latent

variable에 kz 대한 확률분포를 학습하고 latent variable을 클러스터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링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하자.

주어진 N개의 데이터 ix (i=1, …,N, M
i R∈x )를 K개의 cluster kz (k=1,…,K)로

clustering하고 각 cluster의 prototype kp (k=1, … ,K, M
k R∈p )을 찾는다.

우선 데이터 ix 와 클러스터 kz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하자.

),()(),,( kikikki similarityzpzg pxxpx ⋅∈= (12)

이것은 ix 가 클러스터 kz 에 포함될 확률과 ix 와 kp 의 유사도의 곱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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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는 M차원 벡터로서의 i번째 데이터를 말하고, ix 는 i번째 데이터라는 뜻의 데이터

인덱스를 말한다.) 이것의 모든 데이터와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다음

과 같다.

∑ ∑
= =

⋅∈⋅=
N

i

K

k
kikiki similarityzxpzpxpzf

1 1

)),()(()()(),,( pxvx (13)

이 함수의 값이 최대화되는 )( ki zp ∈x 와 kp 를 구하면 이는 ix 가 클러스터 kz

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수록 ix 와 kp (클러스터 kz 의 프로토타입)의 유사도가 커지고,

확률이 낮을수록 유사도가 작아지게 된다. 여기서, )( ki zp ∈x 를 ‘클러스터 kz 가 데이

터 ix 를 생성할 확률’ 즉,

)|()( kiki zpzp xx =∈ (14)

로 정의하고, ),( kisimilarity px 를 벡터의 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
=

⋅=
M

j
kjijki pxsimilarity

1

),( px (15)

최대화해야 할 목적함수 (13)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
= = =

⋅⋅⋅=
N

i

K

k

M

j
kjijkiki pxzpzppzf

1 1 1

))|(()()(),,( xxvx (16)

여기서, k번째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을 이 클러스터의 속성에 대한 확률분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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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 zp vp = , )|( kkjkj zvpp = (17)

로 정의할 수 있고, 
N

p i

1
)( =x  이므로 목적함수 (16)을 다음가 같이 다시 쓸 수 있

다.

∑ ∑ ∑
= = =

⋅⋅⋅=
N

i

K

k

M

j
kkjijkik zvpxzxpzp

N
zf

1 1 1

))|()|(()(
1

),,( vx

∑∑ ∑
= = =

⋅⋅⋅⋅=
N

i

M

j

K

k
kkjkikij zvpzpzpx

N 1 1 1

)|()|()(
1

x (18)

이제 목표는 (18)을 최대화하는 )|(),|(),( kkjkik zvpzpzp x 을 구하는 것이다. 일

반성을 잃지 않고 (18)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 = =

⋅⋅⋅=
N

i

M

j

K

k
kkjkikij zvpzxpzpxzvf

1 1 1

))|()|()(log(),,(x (19)

2.2. Aspect Model과의 비교

모델을 학습하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벡터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dyadic data로 파악하고 모델을 만드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Hofmann, 1998], [Hofmann, 1999]. 이러한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M차원의

벡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도메인 },...,,{ 21 NxxxX = , },...,,{ 21 MvvvV = 에

대해 데이터가 ),( jin vx 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앞 장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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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jv 는 데이터의 속성(component)에 대한 변수라고 볼 수 있고, ),( jin vx 는 i번

째 데이터 ix 의 j번째 속성의 값 ijx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latent variable을 사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목표는 주어지지

않은 class variable kz (k=1, …,K)을 매개로 하여 두 도메인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모델을 aspect model이라고 하며 [Hofmann, 1998], [Hofmann, 1999], [Saul,

1997]에 이 모델에 대한 정의와 학습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를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의 목표는 ix 와 jv 의 결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를 학습

하는 것인데, [그림 4]와 마찬가지로 latent variable이 주어지면 두 도메인은 독립이라

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ix 와 jv 의 결합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K

k
kjkikji zvpzxpzpvxp

1

)|()|()(),( (20)

Aspect model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
= =

=
N

i

M

j

n
ji

jipL
1 1

),(),( vxvx (21)

(20)을 (21)에 대입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log-likelihood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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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

i

M

j
jijiLOG pnL

1 1

),(log),( vxvx (22)

(22)에 (20)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최대화해야 할 likelihood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N

i

M

j

K

k
kjkikjiLOG zpzpzpnL

1 1 1

)|()|()(log),( vxvx (23)

이 log-likelihood식이 본 논문에서 정의한 목적함수 (19)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19)를 EM알고리즘으로 학습한다. 다음 장에서는 (19)를 최대화하기 위한

EM알고리즘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2.3. EM알고리즘을 통한 클러스터링 모델 학습

이 장에서는 정의한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EM알고리즘을 기술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EM알고리즘에서 E-step은 각 데이터를 적절한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과정이고, M-step은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모델을 갱신하는 과정이다.

(23)에 대한 EM알고리즘이 [Hofmann, 1999b]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본

논문에서 정의한 목적함수를 위한 EM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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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ze ),|( kjik vzp x  randomly such that 1),|(
1

=∑
=

K

k
kjik vzp x  for all i, j.

Repeat

M-step: maximize (19) given ),|( kjik vzp x

  
∑∑

∑
⋅

⋅
=

'
'' ),|(

),|(

)|(

i j
kjikji

j
kjikij

ki vzpx

vzpx
zp

x

x

x

  
∑∑
∑

⋅

⋅
=

'
'' ),|(

),|(
)|(

j i
kjikij

i
kjikij

kkj vzpx

vzpx
zvp

x

x
       … … … … … … … … … ..   ( * )

  ∑∑ ⋅=
i j

kjikijk vzpx
R

zp ),|(
1

)( x , ∑∑≡
i j

ijxR

E-step: compute ),|( kjik vzp x  given the parameter estimates from the M-step

∑
=

'
''''' )|()|()(

)|()|()(
),|(

k
kjkkjkk

kkjkik
kjik zvpzvpzp

zvpzpzp
vzp

x
x

Until convergence criteria are satisfied or iteration goes to maximum number

Prototype vectors

 )|( kkk zp vp =  (k=1, … ,K, M
k R∈v )

Clustering of training data

    Assign ix to cluster kz  of which )( ki zp ∈x is the biggest or ),( kisimilarity px is

the biggest for all k.

Clustering of a new data

    Assign ix to cluster kz  of which ),( kisimilarity px is the biggest for all k.

[표 2]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 학습을 위한 EM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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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본 논문에서의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을 도시한 것

이다. [표 2]의 알고리즘을 통해 )|(),|(),( kkjkik zvpzpzp x 을 학습하면 [그림 5]와 같

이 latent variable, 데이터, 데이터의 속성 간의 관계가 학습되는 것이다. )|( kk zp v ,

즉 각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프로토타입과 )( ki zp ∈x , 즉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로

할당될 확률이 가장 큰지(어떤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과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 2장

처음에서 정의한 클러스터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림 5]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

그런데,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프로토타입 식에 있는데, [표 2]의 ( * )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토타입을 모든 속성에 대해 정규화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가 프로토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두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될 수 있는 데이터가 속성에 대해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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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속성에 대한 데이터의 전반적인 크기가 클러스터에 따라 다른 예

본 논문의 클러스터링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프로토타입을 찾는다.

[그림 7]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로 찾은 프로토타입의 예

실험에서 이러한 종류에 데이터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나, 어떤 속성이 어떤 클러스터를 특징지우는 지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수집된 데

이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정규화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이러

한 정규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나 유전자 발현 데이터

가 전자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의 경

우는 속성이 시간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각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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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속성의 패턴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령 유전자 발

현 데이터 중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각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주기적으

로 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실험의 그림 참조), 어떤 시점에서 발현이 많이 되고, 어

떤 시점에서는 발현이 억제되는지, 즉 속성의 패턴이 유전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정규화가 분류에 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문서 데이터가 있다. 문서에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각 단어의 빈도수만을 고

려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벡터로 만들 때, 데이터의 속성은 바로 단어가 된다. 이 때

단어의 집합은 특정하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고자 하는 문서 전체에 나타나

는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인 문서

클러스터링에서는 전반적인 단어의 빈도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타

나고 어떤 의미의 단어들이 적게 나타나는지, 즉, 속성의 패턴이 문서를 분류하는 기

준이 된다. 특히, 문서의 길이가 길면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속성

의 전반적인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경우, 문서의 길

이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에서

의 프로토타입을 찾는 방법이 적당하다. 문서 데이터 외에도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별로 물건을 구입하는 성향을

분석하여 비슷한 고객 별로 분류하는 문제 등에도 이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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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서데이터를 문서-단어의 행렬로 만드는 과정

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모델은 두 개의 문서 데이터, 하나의 암 관련 데이터, 두 개의 DNA chip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첫 번째 문서 데이터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성능 평가의 표준으

로 사용되는 문서 집합 중 하나인 TREC 문서 데이터 집합 중 TREC-8의 adhoc task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50개의 주제 (topic) 및 주제에 대한 설명

이 문장으로 주어져 있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서의 집합이 주어져 있다. 각 문서가

어떤 topic에 해당되는 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한 것이다. 이 때, 초기 문서 선택 방

법으로 단어의 빈도수에 기반한 여러 개의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

에 속하는 문서들은 대체로 특정 단어에 대해서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문서의 길이가

문서마다 차이가 크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http://trec.nist.gov/에 있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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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REC 위원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보다

분류가 좀 더 어려운 집함으로, 정치, 종교 등에 관련한 뉴스그룹에 포스팅된 문서들

을 뉴스그룹별로 모아둔 것이다. 각각의 문서가 짧고, 주제에 관련된 단어와 함께 일

반적인 단어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성향을 보인다.

암 관련 데이터는 699명의 암 환자에게서 세균 농도(clump thickness), 세포 크기

(cell size) 등 9개의 속성에 대한 값을 수치화 해 놓은 데이터로

http://www.ics.uci.edu/~mlearn/MLRepository.html에 공개되어 있다. 이 9개 속성의

패턴을 분석하여 환자가 악성암 환자인지 양성암 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이다. 이 데이터는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가 속성을 선택할 때, 악성암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속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9개의 속성에 대해 전반적인

값이 큰 지 작은 지가 분류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DNA chip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대

해 설명하도록 한다. 유전자 발현 데이터는 특정 환경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느 정도로

발현되는지를 수치화 한 데이터로 과거에는 실험하고자 하는 모든 유전자에 대해 개

별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발현 정도를 구했으나, 최근에는 DNA Chip 기술이 발전하

여, 몇 천 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하나의 chip상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DNA chip이란 2cm2 정도의 유리판에 수 천 개의 유전자(DNA)를 심은 것으로, 이 유

리판에 특정한 환경에서 채취된 RNA (cDNA)와 hybrid하면 유전자마다 발현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촉진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억제

되기도 하며, 그 촉진과 억제의 정도도 유전자 별로 다르다. 이러한 각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을 DNA chip data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DNA chip데이터의 한

예이다. 이 그림은 사람의 유전자 중 7129개의 유전자를 심은 DNA chip에 38명의 백

혈병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한 RNA를 hybrid한 DNA chip데이터로서,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혈병의 종류 (AML, ALL)에 따라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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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cute myeloid leukemia)백혈병과 AM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백혈

병 환자의 RNA를 사람의 7129개의 유전자와 hybrid하여 나온 DNA chip데이터

DNA chip 데이터는 이와 같은 병의 진단 분 아니라 유전자 분류 문제 등에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DNA Chip Data의 예 3)

                                                       
3) 이 그림은 [Golub, 1999]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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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서 데이터: TREC8 adhoc data

첫번째 문서 데이터로 TREC-8의 adhoc task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topic 401-topic 450까지 50개의 주제(topic) 및 주제에 대한 설명이 문장으로

주어져 있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서의 집합이 주어져 있다. 각 문서가 어떤 topic에

해당되는 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한 것이다. 실험에는 이 중 해당되는 문서가 비교적

많은 topic 401 (300개), topic 434 (347개), topic 439 (219개), topic 450 (293개)을 사용하였

다. TREC-8 adhoc task에서 주어진 topic 401, 434, 439, 450에 대한 설명이 [표 3]에 나와

있다. 그리고 각 topic에 속한 문서들로부터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표 4]와 같다.

[표 3] TREC-8 adhoc task에서 주어진 토픽 중 4가지 토픽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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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REC8 adhoc task문서 집합 중 4가지 주제에 속한 문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단어들

총 1069개의 문서에서 [그림 8]과 같이 distinct한 단어를 추출해 내었다. (이 때

Porter 알고리즘으로 어미를 잘라내고 (stemming), ‘and’, ‘I’, ‘but’등의 stop words를 제

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17615개의 단어 중 계산상의 문제를 위해 빈도수가 높

은 5286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개수가 1069개, 속성의 수가 5286

개인 ‘1069 by 5286’ 행렬에 대해 클러스터링을 하였다.

문서에 4가지 주제가 있으므로 K를 4로 정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Iteration을

1500회로 하여 likelihood의 local maximum을 찾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iteration이

지남에 따라 likelihood의 변화를 나타낸다. 100 iteration이후에는 likelihood의 변화가

그래프 상으로 관찰되지 않으므로 700iteration까지만 표시하였다.

[표 2]의 학습을 통해 각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을 구할 수 있는데, 문서데이터에

서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이란 어떤 클러스터(주제)에서 생성될 확률이 높은 단어를

의미한다. k=1, … ,K에 대해 )|( kkj zvp 가 큰 kjv  즉 단어들을 [표 5]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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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REC-8 adhoc문서 데이터 클러스터링에서 EM 알고리즘 학습 곡선

[표 5] TREC-8 adhoc문서 데이터에서의 주제어 추출

[표 4]와 [표 5]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모

델이 문서 데이터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찾음으로써 문서 집합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

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집합으로부터 주제별로 주제어를 추출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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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문서에 대해 )( ki zp ∈x , k=1, … ,K를 구하여 이 확률값이 가장 큰 클

러스터로 문서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문서의 경우 한 문서가 여러

topic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 ki zp ∈x 가 가장 큰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 한 문서가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이 방법과 함께 threshold를 사용하여 문서를 할당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즉,

ki z∈x   if 
N

zp
zp

N

i
ki

ki

∑
=

∈
≥∈ 1

)(
)(

x
x (23)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문서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표 6]와 같다.

Label (Maximum)

Topic (#doc) k=2 4 3 1 Precision Recall

401 (300) 279 1 0 20 0.902 0.930

434 (347) 20 238 10 79 0.996 0.686

439 (219) 7 0 203 9 0.953 0.927

450 (293) 3 0 0 290 0.729 0.990

Label (Threshold: p(xi|zk)≥0.001)

Topic (#doc) k=2 4 3 1 Precision Recall

401 (300) 279 12 6 7 0.705 0.930

434 (347) 60 295 20 49 0.883 0.850

439 (219) 22 17 210 4 0.868 0.959

450 (293) 35 10 6 285 0.826 0.973

[표 6]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TREC-8 adhoc문서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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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능평가의 기준이 되는 precision과 recall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Precision과 recall은 문서검색에서의 표준적인 성능평가의 기준으로 [Robert, 1997],

precision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판정된 문서(retrieved) 중 실제로 이 cluster에

속하는(relevant) 문서의 비율을 말하고, recall은 실제로 이 cluster에 속하는 문서 중

모델이 이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판단한 문서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 7]과 같

이 검색 결과가 주어졌을 때 precision과 recall은 다음과 같다.

Precision = w/(w+y)

Recall = w/(w+x)

Retrieved Not Retrieved

Relevant w x

Not Relevant y z

[표 7] Contingency Table for Evaluating Retrieval

비교를 위해 재할당 방법 중 거리 기반 방법의 대표적인 SOM [Kohonen, 1990],

[Kohonen, 1993]알고리즘과, 2장에서 설명한 Gaussian mixture모델을 이용한 클러스터

링 결과를 각각 [표 8]과 [표 9]에 보인다.

Topic
(#doc)

k=2 4 3 1 Precisi
on

Recall

401 (300) 151 28 100 21 0.696 0.503
434 (347) 60 199 86 2 0.833 0.574
439 (219) 4 12 183 20 0.470 0.836
450 (293) 2 0 20 271 0.863 0.925

[표 8] TREC-8 adhoc 문서를 SOM으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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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doc)

k=3 4 1 2 Precision Recall

401 (300) 148 27 36 89 0.779 0.493
434 (347) 35 154 6 152 0.546 0.444
439 (219) 7 14 150 48 0.750 0.685
450 (293) 0 87 8 248 0.462 0.846

[표 9] TREC-8 adhoc 문서를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결과

다음으로 미리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 지, 즉 label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

(training data)를 가지고 학습을 한 후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test data)를 가지고 그 성

능을 평가하는 감독학습(unsupervised learning) 중 정보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비

교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naïve Bayes classifier로 문서를 분류하여 본 논문의 알고리즘

과 비교해 보았다. 학습을 위해 주어진 문서 중 4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성

능 평가를 위해 6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10]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이다.

Topic
(#doc)

k=3 4 1 2 Precision Recall

401 (185) 171 8 1 5 0.929 0.924
434 (143) 0 126 0 17 0.783 0.881
439 (73) 0 8 65 0 0.929 0.890
450 (239) 13 19 4 203 0.902 0.849

[표 10] TREC-8 adhoc 문서를 naïve Bayes classifier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표 6], [표8], [표 9], [표 10]을 비교해 보면 TREC-8 adhoc문서 데이터 클러스터링의

경우 naïve Bayes classifier와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이 precision과

recall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SOM이나 Gaussian mixture을 통한 클러스터링

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REC-8 adhoc문서 데이터는 본 실험에서

선택한 4가지 주제별로 각각에 속한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패턴이 매우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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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지 않은 데이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naïve Bayes classifier의 성

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문서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하는 경우 문서를 크기에 따라 정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의 크기가 분류에 영향을 미쳐 분류 결과가 그리 좋지 않게 나타

났다.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경우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 없이 데

이터의 패턴이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문서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SOM의 경우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

은 경우에 분류가 잘 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SOM은 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지도로 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클러스터링에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naïve Bayes classifier로는 각각의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

추출, 즉 주제어 추출은 할 수 없다.

3.2. 문서 데이터: 20 Newsgroups data

두 번째 문서 데이터로 TREC-8 adhoc데이터보다 클러스터링이 좀 더 어려운 20

newsgrou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20 newsgroups 데이터 셋은 약 2만개의

newsgroup문서 집합으로 20개의 서로 다른 newsgroups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서

분류나 문서 클러스터링 등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http://www.ai.mit.edu/~jrennie/20_newsgroups/에서 구할 수 있다.

컴퓨터 관련 주제로 comp.graphics, comp.os.ms-windows.misc,

comp.sys.ibm.pc.hardware, comp.windows.x 가 있고, 레크레이션 관련 주제로

rec.autos, rec.motocycles, rec.sport.baseball, rec.sport.hockey가 있고, 과학 관련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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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crypt, sci.electronics, sci.med, sci.space, 정치 관련 주제로 talk.politics.misc,

talk.politics.guns, talk.politics.mideast, 그 밖의 주제로 talk.religion.misc, alt.atheism,

misc.forsale, soc.religion.christian이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1000개 씩의 문서가 있

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talk.politics.guns, talk.politics.mideast, talk.religion.misc 3개의

newsgroups문서(3000개)를 사용하였다. 각 주제별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표 11]

에 나타내었다.

[표 11] 20 newsgroups 문서집합 중 3가지 주제에 속한 문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단어들

TREC-8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단어들의 접미사를 잘라내고 stopwords를 제거하여

선택된 26534개의 단어 중 빈도수가 높은 2500개의 단어만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클러

스터의 수가 3이므로 K=3로 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Iteration을 1500회 반복하여 찾

아 낸 각 주제별 단어와 문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표 12],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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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 newsgroups 문서 데이터에서의 주제어 추출

Label (Maximum)
Topic (#doc) k=3 2 1 Precision Recall
talk.politics.guns (1000) 751 51 244 0.995 0.751
talk.politics.mideast (1000) 3 666 331 0.891 0.666
talk.religion.misc (1000) 1 72 927 0.617 0.927

Label (Threshold: p(xi|zk)≥0.001)
Topic (#doc) k=3 2 1 Precision Recall
talk.politics.guns (1000) 306 9 83 0.947 0.306
talk.politics.mideast (1000) 11 504 365 0.969 0.504
talk.religion.misc (1000) 6 7 758 0.983 0.758

 [표 13]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20 newsgroups문서 분류 결과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SOM, Gaussian mixture model, naïve Bayes classifier와 비교

하였다. TREC-8 adhoc데이터 분류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데이터의 경우 naïve Bayes classifier가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보

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는 20 newsgroups문서가 주제별로 공통된 패

턴을 찾기가 더 어려운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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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2 1 3 Precision Recall
talk.politics.guns
(1000)

647 353 0 0.467 0.647

talk.politics.mideast
(1000)

444 556 0 0.457 0.556

talk.religion.misc
`(1000)

294 307 399 1.000 0.399

[표 14] 20 newsgroups 문서를 SOM으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Topic k=2 1 3 Precision Recall
talk.politics.guns
(1000)

524 90 386 0.504 0.524

talk.politics.mideast
(1000)

291 482 227 0.715 0.482

talk.religion.misc
(1000)

224 102 674 0.524 0.674

[표 15] 20 newsgroups 문서를 Gaussian mixture model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Topic k=1 2 3 Precision Recall
talk.politics.guns(600
)

508 1 15 0.924 0.973

talk.politics.mideast(
600)

3 588 9 0.993 0.980

talk.religion.misc(600
)

41 3 556 0.959 0.927

[표 16] 20 newsgroups 문서를 naïve Bayes classifier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3.3. 생물학 데이터: 위스콘신 암 데이터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이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그림 6]과 같은 데이터에 위스콘신 암 데이터가 있다. 위스콘신 암 데이터는 699명의

유방암 환자에게서 세균 농도(clump thickness), 세포 크기(cell size) 등 9개의 속성에

대한 값을 수치화 해 놓은 데이터로 이 속성의 패턴을 분석하여 환자가 악성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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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benign)과 악성(malinger)에 속한 환자들의 9가지 속성에 대한 평균

인지 양성암 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이다. 이 데이터는 3장 초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가 속성을 선택할 때, 악성암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속

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9개의 속성에 대해 전반적인 값이 큰 지 작은 지가 분류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이다. 이는 [표 17]에 나타난다.

속성 1 2 3 4 5 6 7 8 9
양성 2.96 1.33 1.44 1.36 2.12 1.33 2.10 1.29 1.06
악성 7.20 6.57 6.56 5.55 5.30 7.61 5.98 5.86 2.59

[표 17] 위스콘신 암환자 데이터의 특성

이 데이터에 대해 본 논문의 클러스터링 모델로 분류를 한 결과가 [표 18]이고,

SOM과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한 결과가 [표 19], [표 20]이다.

Cluster k=2 1 Precision Recall
양성암
(458)

397 61 0.878 0.867

악성암
(241)

55 186 0.753 0.772

[표 18]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위스콘신 암 데이터 분류 결과

Cluster k=1 2 Precision Recall
양성암 (458) 245 213 0.681 0.535
악성암 (241) 115 125 0.370 0.519

[표 19] 위스콘신 암 데이터를 SOM으로 클러스터링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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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k=2 1 Precision Recall
양성암 (458) 417 41 0.956 0.910
악성암 (241) 19 222 0.838 0.921

[표 20] 위스콘신 암 데이터를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결과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인 이 데이터에 대해 SOM의 클러스터링 성능은 매우 좋지

않은데, 이것은 SOM의 특성 때문이다. SOM은 M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의 평면상으로

mapping하는 과정을 통하여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때 map상에 클러스

터의 개수를 너무 적게 주면 mapping을 잘 하지 못한다. 이 문제와 같이 실제 클러스

터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SOM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려면 map상에 클러스터의 개

수를 실제 클러스터의 수 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SOM에서의 클러스터가 실제 어떤

클러스터에 해당하는지 다시 계산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4. 생물학 데이터: DNA Chip Data for Cancer Patients

DNA chip이란 2cm2 정도의 유리판에 수 천 개의 유전자(DNA)를 심은 것으로, 이

유리판에 특정한 환경에서 채취된 RNA(cDNA 3))와 hybrid하면 유전자마다 발현 정도

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촉진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억

제되기도 하며, 그 촉진과 억제의 정도도 유전자 별로 다르다. 이러한 각 유전자의 발

현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을 DNA chip data라고 한다.

DNA chip을 사용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중 첫 번째로 [Golub, 1999]에서 공개하고

있는 백혈병 진단을 위한 DNA chip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모델을 적용하였다.

데이터는 http://www.genome.wi.mit.edu/MPR/data_set_ALL_AML.html에 공개되어

                                                       
3) cDNA란 mRNA로부터 재합성한 DNA로서, 단백질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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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데이터에서의 클러스터링의 목표는 백혈병환자를 AML(acute myeloid

leukemia)와 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AML이냐, ALL이냐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DNA chip은

7129개의 유전자를 심은 것으로, 여기에 38명의 백혈병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한 RNA

를 hybrid하여 각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수치화 한 것, 즉 ’38 by 7129’의 행렬이 데이터

가 된다. 이 중 27명은 ALL이고, 11명은 AML이다.

결국 각 데이터(환자)는 7129개 속성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패턴이 어떠한가

에 따라 AML과 ALL을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적용

하였다. 7129개의 유전자는 [Golub, 1999]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판매되는

DNA chip에 환자들의 RNA를 hybrid한 것이므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속성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가정 중의

하나이다.

[표 21]은 38개의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이다.

Cluster k=2 1 Precision Recall
AAL (28) 25 2 1.000 0.893
AML (11) 0 11 0.846 1.000

[표 21]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Cancer DNA chip데이터 분류 결과

  

SOM으로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표22]는 Gaussian mixture를 사용하여 클러

스터링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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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k=2 1 Precision Recall
AAL (28) 20 8 0.833 0.714
AML (11) 4 7 0.467 0.636

[표 22] Cancer DNA chip data를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결과

주어진 데이터에는 34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더 있는데, 이 중 20개의 ALL과 14개

의 AML데이터가 있다. [표 23]은 이 34개의 데이터를 [표 2]에 나온 것과 같이

),( kisimilarity vx 가 가장 큰 클러스터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결과이다.

Cluster k=2 1 Precision Recall
AAL (20) 16 4 0.941 0.800
AML (14) 1 13 0.765 0.929

[표 23]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의 Cancer DNA chip 테스트데이터 분류결

과

Gaussian mixture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하는 경우도 학습된 각 클러스터의 평균

벡터와 분산행렬이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내는데, [표 24]는 34개의 데이터를

평균벡터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할당한 결과이다. 이 때, 유사도는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9)에 나타나는데, (9)를 보면 데이터가 k번째 클러스

터에 속할 확률은 kµ 와의 Euclidean distance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uster k=1 2 Precision Recall
AAL (20) 13 9 0.722 0.650
AML (14) 5 9 0.500 0.643

[표 24] Gaussian mixture모델을 사용한 Cancer DNA chip 테스트데이터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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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 모두에 대해 latent variable을 사용한 확률적 클러스

터링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Gaussian mixture모델로 클러스

터링 결과를 분석해 보면, k=1로 할당된 데이터들은 속성에 대해(7129개의 유전자) 전

반적인 발현 정도가 크고 k=2로 할당된 데이터들은 전반적으로 발현이 적게 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3.5. 생물학 데이터: DNA Chip Data for Yeast

DNA chip 데이터 중 두 번째로 [Spellman, 1998]에서 공개하고 있는 cell-cycle

regulated gene을 구분해 내기 위한 DNA chip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클러스터링

의 목적은 이스트(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의 6278개의 유전자가 특정 환경에서

시간에 따라 발현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이 중 세포분열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밝히고, 더 나아가 세포분열의 다섯 단계 중 어떤 단계에 관여하는지를 밝히

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04개의 유전자가 세포분열에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세포

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는 이 외에도 250개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pellman, 1998]. 이 데이터는 6278개의 유전자에 대해 4가지 실험에서 각각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5]는 각 실험의 명칭과, 측정 횟수이다.

실험의 명칭 측정 간격 측정 횟수
Alpha factor arrest 0분부터 119분까지 매 7분 18번
Elutriation 0분부터 390분까지 매 30분 14번
Arrest of cdc15 temperature-sensitive
mutant

10분부터 290분까지 매 10분 (중간에 측
정하지 않은 시각이 있음)

24번

Arrest of cdc28 temperature-sensitive
mutant

0분부터 160분까지 매 10분 17번

[표 25] [Spellman, 1998]데이터에 제시된 4가지 실험과 발현 정도 측정 횟수



38

관여 시기 유전자 이름
M/G1 boundary YAL040C, YBR083W, YNR044W, YNL327W, YNL192W, YNL145W, YLR452C,

YLR286C, YLR274W, YLR079W, YKL185W, YJL194W, YGR044C, YFL026W,
YER111C, YDL179W, YDL127W, YCL027W, YBR202W

Late G1 SCB
regulated

YBR023C, YBR067C, YPR159W, YPL256C, YNL289W, YMR307W, YMR199W,
YLR342W, YJL187C, YGL225W, YER001W, YDL227C, YDL055C, YCL055W

Late G1 MCB
regulated

YAR007C, YPR120C, YPL153C, YOR368W, YOR074C, YOL090W, YNL312W,
YNL262W, YNL102W, YNL082W, YML021C, YLR103C, YKL113C, YKL101W,
YKL045W, YKL042W, YJR057W, YJL173C, YJL115W, YJL092W, YIR008C,
YIL066C, YGR109C, YGL163C, YER095W, YER070W, YDR356W, YDR309C,
YDR113C, YDR097C, YDR052C, YDL197C, YDL164C, YDL102W, YDL003W,
YBR278W, YBR088C, YBL035C

S phase YBL002W, YBL003C, YNL031C, YNL030W, YDR225W, YDR224C, YBR010W,
YBR009C

S/G2 phase YDL155W, YDR150W, YPR141C, YMR198W, YLR210W, YKL096W-A, YKL096W,
YFR028C, YER011W

G2/M phase YAR018C, YBR054W, YPR119W, YOR058C, YMR001C, YLR131C, YJL157C,
YIL106W, YHR152W, YGR108W, YGR092W, YGL116W, YDR146C, YDR077W,
YDR033W

[표 26] 현재까지 밝혀진 이스트의 세포분열과 관계된 유전자들 4)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가 104개가 밝혀져 있으며, 각

유전자가 세포분열의 어떤 시기에 관여하는 지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표 26]에 정

리되어 있다. 이 104개의 유전자들을 관찰해 보면 세포분열의 어떤 시기에 관여하는지

에 따라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첫번째 실험인 Alpha factor

arrest에서 시간에 따른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이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 G1기, S기, G2/M기에 속하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같은 패

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G1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G2기에 관련하는 유전자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전형성을 보인다. 하지만

S/G2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어떤 전형적인 발현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전자 이름은 Proteome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http://www.proteome.com/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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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이스트의 세포분열에 관계된 유전자들을 관련하는 시기별로

모아 alpha-factor arrest실험에서의 시간에 따른 발현 정도의 변화를 plotting

한 것

[그림 11] 이스트 세포분열에 관계된 유전자의 발현 패턴

어쨌든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들이 5개의 종류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논문

의 실험에서는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5개 클러스터의 발현 패턴(프로토타입)은 위의 104개의 유전자의 발현 패턴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위 104개의 유전자 중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유전자들이 서

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게 되도록 6278개의 유전자를 K (K >> 6)개로 클러스터링 한

후, K개의 클러스터 중 이 104개의 유전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는 클러스터(이 클러스터

의 개수를 K'라고 하자)에 속한 유전자들을 세포분열에 관계되는 유전자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K를 27로 할 때 104개의 유전자가 가장 잘 분류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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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과 같다.

K 2 3 4 5 6
Known genes assigned to this cluster S/G2(1

)
G1(2),S(
8)

M/G1(2) G1(3
)

G1(5),
S/G2(3)

# of assigned genes (# of unknown genes,
total: 319)

48(47) 14(4) 8(6) 3(0) 18(10)

# of genes which are expressed under cln/clb 21(20) 14(4) 6(4) 3(0) 16(8)
7 8 9 12 13 15 16 19
G1(1),
G2/M(1)

G1(2
)

S/G2(1
)

G1(2) G1(1), M/G1(3),
S/G2(2)

G1(1
)

G1(1
)

G1(28), M/G1(1)

28(26) 4(2) 9(8) 24(22
)

20(14) 9(8) 5(4) 70(41)

25(23) 4(2) 5(4) 21(19
)

13(7) 8(7) 4(3) 70(41)

21 22 24 26 27
G1(1
)

G2/M(11),
M/G1(1)

G2/M(2), M/G1(1),
S/G2(1)

G1(3), G2M(1), M/G1(10),
S/G2(1)

G1(1)

7(6) 35(23) 20(15) 73(64) 6(5)
6(5) 30(18) 17(12) 63(54) 3(2)

 [표 27] α-factor arrest 데이터를 사용한 클러스터링 결과

[표 27]의 첫 번째 열은 클러스터 번호이고 두 번째 열은 104개의 알려진 유전자가

각 클러스터로 할당된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3번째, 19번째, 22번째, 26번째 클러스터에

각각 S기, G1기, G2/M기, M/G1기에 속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들이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네 클러스터를 각각 S기, G1기, G2/M기, M/G1기를 나타내는

클러스터라고 정하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유전자들 중 이 네 클러스터로 할당된 유전

자의 개수를 세 번째 줄에 나타내었다. 괄호 밖의 숫자는 각 클러스터로 할당된 총 유

전자의 개수이고 괄호 안의 숫자가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중 각 클러스터로 할당된

유전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총 305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세포분열에 관계한다고 판단

되었는데, 이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해 [Spellman, 1998]에서 사용한 방

법인 cln/clb효소에 대한 유전자 발현정도를 관찰하였다. Cln/clb는 세포분열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로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라면 이 단백질에 대해 그렇지 않은 유

전자들보다 더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7]의 마지막 줄은 각 클러스터

로 할당된 유전자중 cln/clb단백질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개수로 괄호 안의 숫자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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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진 유전자들 중 이 단백질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개수인데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본 모델이 유전자 발현 데이터로부터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아직 초보적이지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측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발현패턴이 없는 S/G2기에 관련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들은 각 클

러스터로 흩어져서 할당되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 실패하였다.

각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 즉 세포분열 각 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별로 시간에 따

라 발현패턴의 전형이 어떠한지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즉, k=19, 3, 22, 26번째 클러

스터의 프로토타입 )|( kkj zvp  (j=1, …,18)을 j, 즉 시간에 따라 플로팅한것이다. [그림

11]과 비교해 보면 가령 S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밝혀진 [그림 12]의 두 번째 패턴이

104개의 유전자중 S기에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들의 발현패턴인 [그림 11]의

두 번째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이 유전자 발현 데이

터에 대해 클러스터링 뿐 아니라 각 클러스터의 발현패턴을 추출해 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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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클러스터 중 k=3, 22, 26, 19 클러스터가 각각 S, G1, G2/M, M/G1기에 관련

하는 클러스터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각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을 플로팅 한 것

[그림 12]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모델로 찾아낸 이스트 DNA Chip Data의 프로토타

입

4.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Latent variable의 도입을 통한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하였

다. 일반적인 모델-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에 Gaussian등의 특정 분포

를 가정하는데 이 제약조건을 두지 않고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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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의 목표를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프로토

타입을 찾아내고, 각 데이터를 가장 유사한 프로토타입에 대응하는 클러스터에 할당하

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목표를 목적함수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인 접근방법

을 선택하여 모델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이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

인 Aspect model과 일맥상통함을 보였다. 그리고 모델을 EM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패턴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계의 데이터에 대해 본 논문의 모델이 클러스터링 뿐 아니라 클러스터의 프

로토타입을 찾아내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실험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데이터로 대규모의 문서집합을 사용하였다. 대규모의 문서 집합에서 문서를 주제

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의 주제어를 추출하는 데 본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DNA chip데이터의 클러

스터링에도 본 논문의 클러스터링 모델을 적용하여 보았다. 첫번째로 암환자를 대상으

로 한 DNA chip 데이터에서, 사람에 따른 유전자별 발현 패턴을 분석하여 환자를 분

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로, 이스트 유전자의 시간에 따

른 발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패턴의 모양에 따라 세포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

를 분류해 내는 데 본 논문의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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